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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visitors' food needs and identify the Push-Pull factor in Jeonju Hanok
Village. Method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to survey Korean adults who visited Jeonju
city. A total of 58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Most of the subjects who visited Jeonju Hanok
Village had food purchase experiences in Jeonju Hanok Village (96.4%). ‘Traditional Korean food (26.5%)’ was the most
purchased food, followed by ‘foreign food (25.8%)’ and ‘Korean food combined with foreign food (16.8%)’. Satisfaction of
food purchases (3.35 points) was higher than average. The primary reason for satisfaction was ‘the food is delicious
(23.0%)’, and the reason for dissatisfaction was ‘the food is expensive (48.1%)’. In the push and pull factor analysis for
identifying visit motivation, ‘local food seeking’, ‘experience seeking’, ‘relaxation seeking’, and ‘friendship seeking’ were
push factors while ‘traditional culture’, ‘facility convenience’, ‘experience activity’, and ‘food experience’ were pull factor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ush and pull factor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ll push factors
influenced satisfaction. However, among pull factors, only ‘food experience’ and ‘traditional culture’ influenced satisfaction.
Conclusion: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food-related factors are destination characteristics (Pull factor)
influencing intrinsic visit motivation (Push factor) and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food tourism products
to satisfy visitors' needs and continuous visits in Jeonju Hanok Village.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food factors and provides useful basic data to establish positioning strategies for food cultural development in Jeonju Hanok
Village.
KEY WORDS: food purchasing, Push-Pull factor theory, visit motivation, food culture, Jeonju Hanok Village

서 론

필요지역으로 평가되었다.3 이에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
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주

전주시는 한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

대표 음식을 산업화, 브랜드화 하는 등 전주 향토 음식의

으며 향토가정 음식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세계에서 네

관광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 이처

번째로 201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 창의 도시’로 선

럼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이미지와 문화관광상품의

정되었다.1,2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2012년 ‘우수외식업지

경쟁력 강화로 인해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구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음식-문화관광 연계 산업의 특화

며5 국내의 대표적 방문 명소로 인식됨에 따라 관련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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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또한 많이 수행되었다.2-4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을 대상

러 선행연구에서 방문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및 충성

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제철 먹거리, 맛집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문 등의 음식 관광 (82.8%)’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6

로 응답하였으며, 전주 한옥마을 내 연상 이미지로 ‘맛집

된다.13,15,17-21

/길거리 음식 (40.5%)’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7 또한, 음식이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 이미지 형성에

인 문화시장 형성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의 만족도

최근 전주 한옥마을의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8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요

및 방문 동기, 목적지 속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대두되고 있다.22,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주 한옥마

특정 목적지를 방문하는 방문 동기는 방문객의 방문 행
9

을의 음식 구매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 동기에 음식 요인 변

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그리고 여

수를 추가하여 방문객의 추진-유인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기에 목적지 속성 평가 방법이 반영되면 방문 동기뿐만 아

동기와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니라 목적지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
할 수 있어 목적지의 주요 특성 또한 도출해낼 수 있다.10

연구방법

목적지 속성 평가 방법이 포함된 방문 동기 분석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추진-유인 요인 이론 (Push-Pull factor
theory)을 기반으로 한 주제의 검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9,11-13 추진-유인 요인 이론은
사람이 여행을 하고자하는 욕구인 추진 요인 (push factor)
과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적지가 제공하는 속
성인 유인 요인 (pull factor)으로 구성된다.

11,14

설문 도구 개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인 설문조사지는 연구대상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주 한옥마을 방문 빈도 및 목적,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구매 경험, 전주 한옥마을 방문 동
기 (push-pull factor)와 방문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추진 요인

이 중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은 ‘전통 한식’, ‘외국 식재료

은 사람이 여행하기를 원하는 무형 또는 내재적 욕구로 사

를 포함한 한국 음식’, ‘한국 음식과 외국 음식이 결합된 음

회 심리적 동기로 간주되며,

11,14,15

유인 요인은 목적지의

식’, ‘한국 식재료를 포함한 외국 음식’, ‘외국 음식’의 5가지

특성, 이미지, 매력 등 특정 목적지가 개인을 끌어들일 수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음식 분류별

있는 목적지의 속성을 설명한다.12,15 영국인을 대상으로

용어는 ‘전통 한식’의 경우 한국 고유의 식재료를 주원료로

해외여행의 추진-유인 요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 추진 요인

이용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오는 전통적인 조리방법으로

은 참신한 경험, 일상생활 탈출, 지식 추구, 재미와 흥분, 휴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을 의미하며 비빔밥, 불고기 등이 대

식, 가족과 친구로 나타났으며, 유인 요인은 자연 및 역사

표적인 예이다. ‘외국 음식’은 외국의 식재료를 주원료로

적인 환경, 청결함과 안전, 접근성과 경제성, 야외 활동, 햇

하여 만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을 의미하며

살과 이국적인 분위기로 나타났다.16 또한, 도출된 추진-유

카레, 츄러스 등이 이에 속한다. ‘외국 식재료를 포함한 한

인 요인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목적지 선택 시 중요하게 여

국 음식’은 주원료에 한국 고유의 식재료가 아닌 외국 식재

기는 주요 요인과 특정 목적지의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위

료를 포함하여 만든 한국 음식으로 치즈떡볶이, 와인삼겹

한 주요 속성 정보를 제공하였다. 추진-유인 요인을 미국의

살 등이 있다. ‘한국 음식과 외국 음식이 결합된 음식’은 한

음식관광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에서는 추진 요인은 음식

국 음식과 외국 음식을 조합하여 만든 음식으로 불고기피

행사, 참신한 이벤트, 사회성으로 나타났으며, 유인 요인은

자, 비빔밥와플 등이 있다. ‘한국 식재료를 포함한 외국 음

음식 제품, 지원 서비스, 필수 서비스로 나타났다.13 그리고

식’은 주원료에 한국 식재료를 포함하여 만든 외국 음식으

이들 추진-유인 요인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로 고추장스파게티, 김치돈가스 등을 의미한다.

추진 요인의 사회성 요인과 유인 요인 중 음식 제품 요인이

전주 한옥마을의 방문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된 추

음식관광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

진-유인 요인 문항은 타당성 있는 구성을 위하여 여러 선행

임을 밝혀내어 음식관광 행동 모델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

연구를 검토하여 설계되었다.13,18-21 그 중 추진 요인은 사

였다.

람이 여행하고자 하는 사회 심리적 동기로서 국적에 따라

이처럼 특정 목적지의 서비스와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적 별로

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심리적 특성에 목적지

정서적 및 지각 요소가 다르게 나타남에 기인한다.17 이에

의 주요 특성을 일치시키는 추진-유인 요인을 분석하고 이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15

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요인은 여

중심으로 추진 요인 문항을 설계하였으며,18,19,24 기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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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 새롭게 음식 동기 요인 변수25,26를 추가하여 총

16개의 추진 요인 항목을 구성하였다. 유인 요인은 목적지
의 선택속성 및 매력, 이미지에 관련된 동기로서,14,27 유인
요인 관련 선행연구23,28와 전주 한옥마을의 선택속성 및
이미지 관련한 선행 연구29,30를 바탕으로 총 16개의 유인
요인 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지는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 (IRB 과제번호 : 2016052-HR, 승인번호 : 1040460-E-2016-006, 2016년 10월
17일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580)
Variables
Gender

Age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주시
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국 성인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

Job

Frequency
(N)

Percentage
(%)

Male

55

9.6

Female

525

90.5

20 ~ 29 yr

436

75.2

30 ~ 39 yr

56

9.7

40 ~ 49 yr

50

8.6

50 ~ 59 yr

24

4.1

60 yr and more

14

2.4

Student

411

70.9

Self-employed

5

0.9

Service

2

0.3

General office worker

19

3.3

Professional worker

118

20.3
0.2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 표본추출 방법을

Homemaker

1

이용하여 모집하였으며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불충분

Official

5

0.9

Other

19

3.3

≤ High school

213

36.7

Graduated from college

11

1.9

Graduated from university

222

38.3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8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
수율: 98.3%).

Education

자료분석방법

Graduate school graduation

134

23.1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 program (SPSS
Inc, IL,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
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
주 한옥마을 방문 빈도 및 목적,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구
매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과 기술통계분석 (descriptive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본

Less than 100

375

64.7

72

12.4

38

6.6

100 ~ 199
Monthly
1) 200 ~ 299
income
300 ~ 399
400 and more

25

4.3

57

9.8

1) Ten thousand won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간의 상관성 및 구조를 파악하여

‘50~59세 (24명, 4.1%)’, ‘60세 이상 (14명, 2.4%)’ 순으로

본 연구의 추진-유인 요인을 도출하고 조사 도구의 타당성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411명, 70.9%)’, ‘전문직 (118명,

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20.3%)’, ‘일반 사무·관리직 (19명, 3.3%)’ 순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222명, 38.3%)’, ‘고
등학교 졸업 이하 (213명, 36.7%)’, ‘대학원 졸업 (134명,
23.1%)’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 (375
명, 64.7%)’, ‘100만원~199만원 (72명, 12.4%)’, ‘400만원
이상 (57명, 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도출된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
바하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
석 (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넷째, 통계적으로 타당성
과 일관성이 입증된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 간의 상호관련
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상관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다섯째, 추진-유인 요인과 만족도 간의 영
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전주 한옥마을 방문 빈도 및 목적
연구대상자의 전주 한옥마을 방문 빈도 및 목적을 분석
한 결과 (Table 2), 방문 경험은 ‘있다 (508명, 87.6%)’가 ‘없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 성별은 ‘여성 (525명, 90.5%)’이 ‘남성 (55명, 9.6%)’보
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29세 (436명,
75.2%)’, ‘30~39세 (56명, 9.7%)’, ‘40~49세 (50명, 8.6%)’,

다 (72명, 1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빈도는 ‘1회
미만/ 1년 (326명, 64.2%)’, ‘1~2회/ 6개월 (122명, 24.0%)’,

‘1~2회/ 3개월 (42명, 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문 목
적은 ‘관광/ 여행 (412명, 81.1%)’, ‘학술 (35명, 6.9%)’, ‘기
타 (30명, 5.9%)’, ‘친지 방문 (19명, 3.7%)’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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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구매 경험

명, 25.8%)’, ‘한국 식재료를 포함한 외국 음식 (201명,

전주 한옥마을 방문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n = 508)
의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구매 경험을 분석한 결과 (Table

3),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구매 경험이 있는 것 (486명,
96.4%)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음식 유형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 한식 (318명, 26.5%)’, ‘외국 음식 (309
Table 2. The frequency and purpose of visiting Jeonju Hanok
Village
(N = 580)
Frequency Percentage
(N)
(%)

Variables
Visit
experience

Visit
frequency
(N = 508)

Visit
purpose
(N = 508)

Yes

508

87.6

No

72

12.6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 구매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3.35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음식 구매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응답한 연구대상자 (n = 225)의 만족 이유 분석 결과,
‘음식이 맛있어서 (134명, 59.6%)’,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67명, 29.8%)’,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서 (13
명, 5.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대상자 (n = 77)의 불만족 이유는 ‘음식의 가격
이 비싸서 (37명, 48.1%)’, ‘음식이 맛없어서 (15명, 19.5%)’,
‘전통음식이 많지 않아서 (14명, 18.2%)’ 순으로 높은 응답
률이 나타났다.

Less than once / 1 yr

326

64.2

1 ~ 2 times / 6 months

122

24.0

1 ~ 2 times / 3 months

42

8.3

1 ~ 2 times / month

14

2.7

More than 3 times / month

2

0.4

위해 직각 회전인 베리맥스 (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주

No answer

2

0.4

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4), 표본 적합도를 의미하

Visit relatives

19

3.7

며 일반적으로 0.5보다 크면 요인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

Sightseeing / Travel

412

81.1

Academic

35

6.9

절하다고 판단되는 KMO 값은 0.825로 나타났으며, 변수

Business

2

0.4

Shopping

8

1.6

한 수준 (χ2 = 4,293.418, p = 0.0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Others

30

5.9

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No answer

2

0.4

수 있다. 또한, 설명된 총 분산의 퍼센트 값은 60% 이상이

방문 추진 요인 분석
전주 한옥마을 방문 동기 중 추진 요인을 요인 분석하기

간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Bartlett 구형성 검정치 또한 유의

Table 3. Experience of purchasing food in Jeonju Hanok Village
Variables
Food purchase
experience

Type of food
purchased1)

(N = 508)
Frequency (N)

Percentage (%)

Yes

486

96.4

No

18

3.6

Traditional Korean food

318

26.5

Korean food including foreign food ingredients

185

15.4

Korean food combined with foreign food

186

15.5

Foreign food including Korean food ingredients

201

16.8

Foreign food

309

Satisfaction of food purchase2)
The food is delicious.
Reason for
satisfaction
(N = 225)

Reason for
dissatisfaction
(N = 77)

1) Multiple responses

25.8
3.35 ± 0.85

134

59.6

The restaurant is satisfactory.

5

2.2

I can experience traditional food.

13

5.8

The price of food is reasonable.

3

1.3

It’s easy to get food information.

1

0.4

I can enjoy various foods.

67

29.8

Others

2

0.9

The taste of food is bad.

15

19.5

Service quality of the restaurant is bad.

5

6.5

There are not many traditional foods.

14

18.2

The price of food is expensive.

37

48.1

It’s hard to get food information.

1

1.3

Menu selection is too wide.

0

0.0

Others

5

6.5

2) Mean ± SD; Likert 5-point scale: 1. strongly disagree, 3. normal,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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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추출된 요인들이 충분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설명된 총 분산이 66.460%로 나타나 요
인들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
석 결과, 전체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신뢰계수는 0.806~
0.869 수준에서 형성되어 신뢰계수 0.60 이상의 기준을 충
족함으로써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추출은 초기 고
유값이 1 이상, 요인 적재량이 0.4 이상인 항목을 선정하였
으며 추출된 요인은 총 4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요인
1은 ‘지역음식추구’로 평균값 3.47점, 분산설명력 18.111%
로 나타났으며, 요인 2는 ‘경험추구’로 평균값 3.07점, 분
산설명력 16.92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휴식추구’로 평
균값 3.75점, 분산설명력 16.505%로 나타났으며, 요인 4
는 ‘친목추구’로 평균값 3.77점, 분산설명력 14.917%로 나
타났다.

4,091.143, p = 0.0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
료는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명된 총 분산의 퍼센트 값이 66.979%로 나타나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신뢰계수는 0.796~0.882 수준에서
형성되어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가 통계적 신뢰성과 타
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
서 초기 고유값 1 이상,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전통문화’로
평균값 3.53점과 분산설명력 19.635%, 요인 2는 ‘시설편리
’로 평균값 2.99점과 분산설명력 17.823%, 요인 3은 ‘체험
활동’으로 평균값 3.18점과 분산설명력 15.175%, 요인 4는
‘음식경험’으로 평균값 3.81점과 분산설명력 14.346%로 나
타났다.

방문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방문 유인 요인 분석

전주 한옥마을 방문 동기의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의 상

전주 한옥마을 방문 동기 중 유인 요인을 요인 분석하기

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6), 4개의 추진 요인과 4개의 유인

위하여 직각 회전인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주성

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추진 요인의 ‘지

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5), KMO 값은 0.867로 나타

역음식추구’ 요인은 유인 요인인 ‘음식경험’, ‘전통문화’,

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치 또한 유의한 수준 (χ2 =

‘체험활동’ 요인 순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Table 4. Factor analysis of push items
Item

(N = 580)
M±SD1)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ned

Cronbach’s
alpha

4.990

18.111

0.853

3.003

16.927

0.821

1.564

16.505

0.806

1.077

14.917

0.869

Factor I: Local food seeking (M = 3.47, SD = 1.02)
To experience local food culture

3.59 ± 0.98

0.906

To taste local traditional food

3.53 ± 1.00

0.866

To experience local food festivals

3.31 ± 1.03

0.688

Factor II: Experience seeking (M = 3.07, SD = 1.04)
To satisfy intellectual curiosity

2.74 ± 0.99

0.740

To have a chance to meet new people

2.45 ± 0.95

0.727

To experience a historical/ cultural place

3.22 ± 1.01

0.655

To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3.24 ± 1.01

0.631

To experience a local culture

3.46 ± 0.96

0.590

To experience something new and exotic

3.38 ± 0.94

0.475

Factor III: Relaxation seeking (M = 3.75, SD = 0.78)
To release stress

3.54 ± 0.85

0.812

To escape from the ordinary

3.71 ± 0.78

0.782

To refresh

4.00 ± 0.62

0.768

To have a break

3.78 ± 0.78

0.752

To enjoy with partner

3.89 ± 0.80

0.910

To socialize with partner

3.64 ± 0.89

0.884

Travel with partner is meaningful.

3.80 ± 0.85

0.815

Factor IV: Friendship seeking (M = 3.77, SD = 0.86)

Total variance explained (%)

66.460

Total Cronbach’s alpha

0.848

KMO = 0.82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4,293.418 (p = 0.000)
1) Likert 5-point scale: 1. strongly disagree, 3. normal,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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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analysis of pull items

(N = 580)
M ± SD1)

Factor
loading

Preservation / Management status of traditional resources

3.31 ± 0.97

0.787

Historical buildings and sights

3.56 ± 0.94

0.742

Scenery of Hanok

4.12 ± 0.76

0.671

Unique local culture

3.60 ± 0.87

0.660

Item

Eigen
value

Variance
explaned

Cronbach’s
alpha

5.570

19.635

0.822

1.975

17.823

0.843

1.646

15.175

0.841

1.226

14.346

0.796

Factor I: Traditional culture (M = 3.53, SD = 0.96)

Natural scenery

3.52 ± 0.91

0.657

Local handicrafts

3.08 ± 0.95

0.589

Factor II: Facility convenience (M = 2.99, SD = 1.02)
Convenient amenities

2.84 ± 0.98

0.819

Various accommodation

3.11 ± 1.00

0.817

Various tourist information

3.20 ± 0.92

0.768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2.84 ± 1.06

0.746

Local festival experience

3.07 ± 0.98

0.853

Experience a variety of programs

3.07 ± 0.96

0.784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3.40 ± 0.98

0.736

Factor III: Experience activity (M = 3.18, SD = 0.99)

Factor IV: Food experience (M = 3.81, SD = 0.92)
Various foods

3.96 ± 0.85

0.876

Famous food

3.90 ± 0.88

0.868

Traditional food experience

3.59 ± 0.96

0.646

Total variance explained (%)

66.979

Total Cronbach’s alpha

0.882

KMO = 0.86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4,091.143 (p = 0.000)
1) Likert 5-point scale: 1. strongly disagree, 3. normal, 5. strongly agree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ush and pull factors
Push factor
Local food seeking
Experience seeking

*

(N = 580)
Pull factor

Traditional culture

Facility convenience

**

0.276

**

0.335

**

-0.001

Experience activity

Food experience

**

-0.368**

**

-0.216

**

-0.282

-0.107*

**

-0.239

Relaxation seeking

0.172

-0.153

-.023

-0.271**

Friendship seeking

0.035

-0.063

-.074

-0.141**

p < 0.05, **p < 0.01

며 (p < 0.01), ‘경험추구’ 요인은 ‘전통문화’, ‘체험활동’, ‘
시설편리’ 요인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p
< 0.01), ‘음식경험’ 요인에서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 < 0.05). ‘휴식추구’ 요인은 ‘음식경험’, ‘전통
문화’, ‘시설편리’ 요인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p < 0.01), ‘친목추구’ 요인은 ‘음식경험’ 요인과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 < 0.01).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의 ‘음식경험’ 요인은 ‘지역음식추구’, ‘휴식추구’,
‘친목추구’ 요인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전주 한옥마을
의 ‘전통문화’ 요인은 ‘경험추구’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유인 요인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분석

추진 요인 (지역음식추구, 경험추구, 휴식추구, 친목추구)

과 유인 요인 (전통문화, 시설편리, 체험활동, 음식경험)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7), 독립변수인 추진 요인 모두 유
의수준 0.01 이하에서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에 의하여 ‘휴식
추구 (β = 0.281)’, ‘지역음식추구 (β = 0.223)’, ‘친목추구

(β = 0.162)’, ‘경험추구 (β = 0.139)’ 요인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요인-만족도 간의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 R2 =
0.168, F = 25.772, p = 0.000) Durbin-Watson의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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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between Push-Pull factors and Satisfaction
Push factor - Satisfaction relationship (F = 25.772, p = 0.000)
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B

Beta
(β)

S.E

t
117.070

Sig.

(Constant)

3.702

0.032

Local food seeking

0.173

0.032

0.223

5.407

0.000***

Experience seeking

0.105

0.031

0.139

3.362

0.001**

Relaxation seeking

0.219

0.032

0.281

6.808

0.000***

Friendship seeking

0.129

0.033

0.162

3.918

0.000***

Durbin
watson

Adj
R2

2.034

0.168

Durbin
watson

Adj
R2

2.057

0.150

0.000

Pull factor - Satisfaction relationship (F = 29.596, p = 0.000)
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Beta
(β)

S.E

t

3.709

0.032

Traditional culture

0.191

0.032

0.248

5.924

0.000***

Facility convenience

0.056

0.033

0.071

1.696

0.091

-

-

-

-

-

0.228

0.032

0.301

7.197

Food experience

115.419

Sig.

(Constant)

Experience activity
**

B

0.000

0.000***

p < 0.01, ***p < 0.001

2.034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인 요인 중 ‘체험활동’ 요인은 후진방법을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 제외되었으며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바탕으로
‘시설편리’ 요인을 제외한 ‘음식경험 (β = 0.301)’, ‘전통문
화 (β = 0.248)’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p < 0.001). 또한, 유인 요인-만족도 간의 회
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 R2 =
0.150, F = 29.596, p = 0.000).

고 찰
본 연구에서 전주 한옥마을 방문 경험 및 음식 구매 현황
을 조사한 결과 방문객들은 주로 관광/ 여행 (81.4%)을 목적
으로 한옥마을을 방문하였으며 대부분이 음식 구매 경험이
있다 (96.4%)고 응답하였다. 또한, 구매 음식 유형은 ‘전통
한식 (26.5%)’, ‘외국 음식 (25.8%)’, ‘한국 식재료를 포함한
외국 음식 (16.8%)’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통 음식과 외국
음식, 퓨전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구매 만족도는 3.5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만족 이유로는 맛 (59.6%)과 다양성

(29.8%), 불만족 이유로는 가격 (48.1%)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는 Jeon3의 연구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의 맛
과 가격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방문경험으로
부터 얻은 만족-불만족 평가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
안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31 향후 전주 한옥마을 내
방문객의 지속적인 음식 구매와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상품의 맛과 다양성을 중점적
으로 부각시키고, 판매 음식의 소비자 수용 가격 분석 및 적
절한 가격 수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의 방문 동기를 추진-유인 요인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추진 요인으로 ‘지역음식추구’,

‘경험추구’, ‘휴식추구’, ‘친목추구’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유인 요인으로 ‘전통문화’, ‘시설편리’, ‘체험활동’, ‘음식경
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들 요인들 중 추진 요인의

‘친목추구’ 요인과 유인 요인의 ‘음식경험’ 요인이 전주 한
옥마을 방문객의 가장 중요한 방문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음식경험’ 요인 중 다양한 음식 (3.96점), 유명한 음
식 (3.90점), 전통음식 경험 (3.59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
타내어 음식의 다양성이 가장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추진 요인으
로 ‘동반자 지향성’, ‘해방감’, ‘자아실현’, ‘흥미성’, ‘휴식
성’, ‘성취감’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유인 요인으로 ‘자연/
문화성’, ‘시설/ 편의성’, ‘활동/ 체험성’, ‘충성/ 비용성’, ‘접근
/ 일정성’ 요인이 도출 되었다. 또한, 이들 요인 중 가장 중요
한 동기로 나타난 ‘동반자 지향성’ 요인이 본 연구에서 가
장 중요하게 나타난 ‘친목추구’ 요인의 ‘동반자와 함께 즐
기기 위해서’, ‘동반자와의 여행이 의미 있기 때문에’ 등의
항목과 동일하게 도출되어 유사한 결과로 확인되었다.32
여러 선행연구결과에서 추진-유인 요인 간의 상호연관
성이 밝혀졌듯이18-21 본 연구에서도 추진 요인과 유인 요
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 전주 한옥마을의 ‘음식경험’ 요인이 ‘지역음식
추구’, ‘휴식추구’, ‘친목추구’ 요인으로 인해 방문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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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문객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

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 향토 음식의 상품 개발이 지속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유인 요인과 방문 만족도간의 영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주 한옥마을 내 방

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추진 요인의 모든 요인이 만족도에

문객의 음식 구매 현황과 방문 동기,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인 요인에서는 ‘음식

를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 내 건강한 음식문화 형성에 기

경험’, ‘전통문화’ 요인만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요인 중 추진 요인의 ‘친목추구’ 요
인이, 유인 요인의 ‘음식경험’ 요인이 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안산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방문동기 중 ‘친목도모’가 만
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3 미국
의 음식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인 요인 중 ‘음
식제품’ 요인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13 본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방문객의 음식 구매 만족도와 만족-불만족 이

여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조사
지를 이용하여 전주시 방문 경험이 있는 한국 성인 59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총 58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 결과, 전주 한옥마을 방문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n = 508)의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구매
경험은 ‘있다 (96.4%)’가 ‘없다 (3.6%)’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구매 음식 유형은 ‘전통 한식 (26.5%)’, ‘외국 음식

(25.8%)’, ‘한국 식재료를 포함한 외국 음식 (16.8%)’ 순으
로 나타나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 다양한 음식 상품을 구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구매 만족도 (3.35점)는 보통 이상

유를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문화 형성의 방향성

으로 나타났으며 만족 이유는 ‘음식이 맛있어서 (59.6%)’,

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요인이 방

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전주 한옥마을의 모든 방문객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29.8%)’ 순으로, 불만족
이유는 ‘음식의 가격이 비싸서 (48.1%)’, ‘음식이 맛없어서
(19.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방문객의 방문 동
기를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추
진 요인으로 ‘지역음식추구’, ‘경험추구’, ‘휴식추구’, ‘친목
추구’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유인 요인으로 ‘전통문화’, ‘시
설편리’, ‘체험활동’, ‘음식경험’ 요인이 도출되었다. 추진유인 요인 간의 상호연관성 분석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인 요인인 ‘음식경험’ 요
인이 추진 요인인 ‘지역음식추구’, ‘휴식추구’, ‘친목추구’
요인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유인 요인과 방문 만족도간의 영향 관계 분석 결과, 모든

문객을 유인하는 주요 목적지 특성이자 만족도에 가장 영
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문화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전주 한옥마
을 음식 문화 포지셔닝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여 전주 한옥마을의 건강한 음식문화 형성에 기여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목적지인 전주 한옥마을의 방
문 추진-유인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추진-유인 요
인 연구에 음식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
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본 선정에 있어 여성과 학생

추진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 치우쳐있음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설계와 조

유인 요인은 ‘음식경험’, ‘전통문화’ 요인만이 만족도에 영

사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한국 내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주 한

바운드 방문객과 전주 한옥마을 내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

옥마을 방문객의 음식 구매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를 분

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이를 고려한 세분 시장 별 인식 분

석하여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문화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

석과 타겟 소비자층에 따른 전략 수립 등 다양하고 세분화

하였으며,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 요인이 방문객의 내재적

된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방문동기 (추진 요인)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

설계한 방문 동기 관련 측정 도구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혀내었다. 이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의 음식 요인 관련 연구

않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만 그 유의함이 입증 되었다.

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전주 한옥마을 음식 문화 포지

따라서 개발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구축하기 위해 향

셔닝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전주 한옥

후 전주 한옥마을의 목적지 선택속성, 방문 동기와 관련된

마을의 건강한 음식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측정 도구 개발과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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