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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이 크면 클수록 초기밀식의 논리적 타당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어종을 

설정하고 현실성 높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이론적 모형을 분

석적으로 구축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의를 둘 수밖에 없다. 생물적 변수에 

대한 실제적 측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항목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이루어지면 양식의사결정에 매우 유

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제시된 모형은 의사결정자 즉 양식업자가 사용하기

가 어려운 계량적 모형이므로 의사결정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매뉴얼은 각 양식어종에 대한 현실적용에 필요한 성장률함수, 생존율함수 등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본 논문의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연구의 유용한 적용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
으로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는 현실에서의 적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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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san is a representative of ocean cities in South Korea, which attracts many Chinese tourists. As a number 
of Chinese tourists increase,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sightseeing resources in Busan appear extremely 
important.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sightseeing in Bus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Busan tourism. Chinese tourists who travel 
to Busan are chosen as research objects and several aspects including marine, fisheries and general tourism 
a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tourists’ overall satisfaction of the tourism in Busan. IPA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Chinese tourists’ evaluation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 of variables 
on Busan tourism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otal 19 of 25 variables) and the performance was lower than 
importance. This means the outputs of the various Busan tourism elements do not live up to their expectations. 
The findings show that Chinese visitors have high satisfaction on infrastructures of fisheries tourism (e.g. 
cleanness of aquatic product tourism facilities and sanitary state on fishery products), but low satisfac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e.g. unique cooking method experience of seafood and traditional seafood cooking 
consumption). The factors of fisheries tourism (e.g. product services of fisheries tourism and the attractiveness 
of seafood in Busan) never affect their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visit and recommend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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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예·장영수·박정아

Ⅰ. 서 론

최근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향상되었고, 국내외로 관광

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해외관광 자율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해외관광도 2000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03년 중국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2,000만 명을 돌파,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의 관광

객 송출국으로 도약하였다(장성수, 2013).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수산 관광도시인 부산 역시 중국 관광

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

광객은 2012년 17%에서 2016년 32%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ㆍ사드) 배치 발표(2016년 7월)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제재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부산관광공사, 2017). 하지만 2017년 한-중 양국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단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금한령(禁韓令)이 해제되어 최근 부산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인구의 5% 약 6,000만 명의 부유 계층을 보유한 중국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관광마케팅의 표적 시

장이 되고 있다. 중국아웃바운드 관광의 60% 이상이 홍콩, 마카오, 대만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40%가 중국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 등 각 국이 경쟁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인의 해외관광은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세계관광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주요

한 변수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

되면서 각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증대의 적절한 표적시장이 되고 있다(이광길, 2014).
한국 또한 주요 방한 관광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집중하여 시장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해양ㆍ수산 관광도시인 부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관광객들

이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자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

직까지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정우(2010), 이유주 외(2018) 등이 

중국인 관광객의 부산관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는 부산관광의 통합적 마케팅 전략의 일부

로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거나 중국인 관광객의 부산관광의 전반적 선호도를 분석하였을 뿐 부

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에 대한 구체적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요인을 해양ㆍ수산 관광요인

과 비(非) 해양ㆍ수산 관광요인으로 나누어 각 관광요인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중요도–만족도

(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IPA, 이하 IPA)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요인과 비 해양ㆍ수산 관광요인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반적 관광만족도와 재방문의

사,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해양관광

해양관광의 개념을 보면 해양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역할, 매력적으로 인한 모든 관광활동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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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산 관광지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기대 및 만족도 연구

Ⅰ. 서 론

최근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향상되었고, 국내외로 관광

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해외관광 자율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해외관광도 2000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03년 중국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

군)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2,000만 명을 돌파,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의 관광

객 송출국으로 도약하였다(장성수, 2013).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수산 관광도시인 부산 역시 중국 관광

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

광객은 2012년 17%에서 2016년 32%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ㆍ사드) 배치 발표(2016년 7월)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제재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부산관광공사, 2017). 하지만 2017년 한-중 양국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단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금한령(禁韓令)이 해제되어 최근 부산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인구의 5% 약 6,000만 명의 부유 계층을 보유한 중국은 다양한 국가로부터 관광마케팅의 표적 시

장이 되고 있다. 중국아웃바운드 관광의 60% 이상이 홍콩, 마카오, 대만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40%가 중국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 등 각 국이 경쟁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인의 해외관광은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세계관광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주요

한 변수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

되면서 각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증대의 적절한 표적시장이 되고 있다(이광길, 2014).
한국 또한 주요 방한 관광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집중하여 시장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해양ㆍ수산 관광도시인 부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관광객들

이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자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

직까지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정우(2010), 이유주 외(2018) 등이 

중국인 관광객의 부산관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는 부산관광의 통합적 마케팅 전략의 일부

로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거나 중국인 관광객의 부산관광의 전반적 선호도를 분석하였을 뿐 부

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에 대한 구체적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요인을 해양ㆍ수산 관광요인

과 비(非) 해양ㆍ수산 관광요인으로 나누어 각 관광요인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중요도–만족도

(Importance - Performance Analysis, IPA, 이하 IPA)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요인과 비 해양ㆍ수산 관광요인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반적 관광만족도와 재방문의

사,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해양관광

해양관광의 개념을 보면 해양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역할, 매력적으로 인한 모든 관광활동을 지칭

한다. 이진희(2008)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제주해양관광의 속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해

양관광을 해양과 해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창출하는 관광과 레저의 모든 범주를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황기형ㆍ마문식(1998)은 해양관광은 관광활동의 본질적 동기인 일상생활에

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해양과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해양에 의존하거나 

해안에서 특별히 활발하게 이우러지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관광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

는 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해양관광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해변에서 해저, 해중, 해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Abed Monavariand & Kaibasi, 2011). 이러한 관점에서 해안이나 해양에서 해수

욕장과 마리나 시설을 중심으로 해수욕, 보트, 요트, 수상스키, 등의 활동지향적인 해상레저활동과 함

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을 해양관광지라고 한다(김영미, 2009).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해양관광을 “관광객들이 일상생

활을 벗어나 직ㆍ간접적으로 해양관광(해중ㆍ해상ㆍ해변이나) 해양자원이 있는 곳에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9개의 중요도-만족도 변수를 설정하였다(<표 1>). 구체적

으로는 해양관광 시설적 측면(해양관광 안내표시, 해양관광 부대시설, 숙박시설 이용여부), 안락성 측

면(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환경적 측면(해양경관, 해양환경 보전 상태), 관광활동 측면(해양문

화공간 관람체험,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2. 수산관광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산관광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산관광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해양관광, 어촌관광, 블루투어리즘, 도서관광 등과 구분되지 않

고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할 수산관광을 재정의하였다. 
해양수산부(2000)는 어촌관광을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보존하는 자원을 활

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부산지역 수산축제의 하나인 

구분 변수 선행연구
부산의 대표적 
해양 관광지

1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최진철(2007), 강석규(2015)

해운대, 광안리, 
해동용궁사, 태종대,

APEC 동백섬, 
국립해양박물관, 
송정해수욕장 등

2 적절한 해양관광 안내표시
강석규(2015), 

임화순ㆍ남윤섭(2016)
3 해양관광지 부대시설 김민철(2007), 하성수(2009)
4 해안주변에 숙박시설 이용여부 형성은ㆍ이성필(2008)
5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오상훈ㆍ고계성(2005)

6 아름다운 해양경관
형성은ㆍ이성필(2008), 

장철호(2014) 
7 해양환경 보전 상태 장철호(2014) 

8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공간 

관람 체험
김민철(2007), 하성수(2009)

9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최진철(2007), 이진의(2013)

<표 1> 해양관광 중요도-만족도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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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예·장영수·박정아

기장멸치축제에 대하여 수산관광축제의 고유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장영수ㆍ최진철(2007)은 수산관광축제 성과제고를 위해서 방문객에게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적ㆍ산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함을 밝혔으며, 해당 연구에

서 어촌관광을 해양관광의 한 부분이지만 어촌ㆍ어항을 중심으로 휴식형, 체험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련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 선행연구와 수산관광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산문화 체험과 수산

자원을 통하여 관광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수산관광의 중요도-만족도 변

수로는 총 7개 변수를 설정하였다(<표 2>).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특성을 반영한 시설ㆍ위생적 측면(수
산물 위생상태, 수산관광시설 청결도), 서비스 측면(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수산물 소비 

측면(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여부,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한

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3. 비 해양ㆍ수산관광

본 연구에서 비 해양·수산관광은 해양수산관광을 제외한 일반적 관광의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서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해지는 관광 

중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수산문화 체험과 수산자원을 통한 관광활동을 제외한 육지에서

의 관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 해양ㆍ수산관광의 중요도-만족도 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9
개를 설정하였다(<표 3>). 구체적으로는 관광 서비스 측면(친절성, 중국어 구사능력, 지역주민의 친절

도, 결제수단의 편리성, 관광지 안전성), 관광체험 측면(다양한 기념품 구매 가능, 스토리텔링 있는 유

적지, 야간관광 프로그램, 부산을 상징할 랜드마크 존재 여부)으로 구성하였다.

4. 중국관광객의 해양·수산관광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의 해양ㆍ수산관광을 연구한 문헌은 현재 엄홍흔(2015)을 제외하고 전무

구분 변수 선행연구
부산의 대표적 수산 

관광지

1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사전인터뷰 조사1)

자갈치시장, 
광안리 회센터,
기장수산시장 등

2 수산관광시설의 청결도 사전인터뷰 조사

3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여부 사전인터뷰 조사

4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정병웅ㆍ진애니ㆍ정유리(2009), 

이진의(2013)

5
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김, 어묵 등)
김민철(2007), 강석규(2015), 장철호(2014)

6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전인순(2002), 심미숙ㆍ김아진(2016)
7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전인순(2002), 김민철(2007), 강석규(2015)

1) 사전인터뷰는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김해공항, 부산 시내 면세점에서 부산 방문 중국관광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인터뷰에서는 수산관광과 관련하여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투명성, 수산관광 위생시설 및 청결에 
대한 중요도를 추가적인 변수로 도출하였다. 

<표 2> 수산관광 중요도-만족도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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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산 관광지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기대 및 만족도 연구

기장멸치축제에 대하여 수산관광축제의 고유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장영수ㆍ최진철(2007)은 수산관광축제 성과제고를 위해서 방문객에게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적ㆍ산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함을 밝혔으며, 해당 연구에

서 어촌관광을 해양관광의 한 부분이지만 어촌ㆍ어항을 중심으로 휴식형, 체험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련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 선행연구와 수산관광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산문화 체험과 수산

자원을 통하여 관광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수산관광의 중요도-만족도 변

수로는 총 7개 변수를 설정하였다(<표 2>).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특성을 반영한 시설ㆍ위생적 측면(수
산물 위생상태, 수산관광시설 청결도), 서비스 측면(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수산물 소비 

측면(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여부,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한

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3. 비 해양ㆍ수산관광

본 연구에서 비 해양·수산관광은 해양수산관광을 제외한 일반적 관광의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서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해지는 관광 

중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수산문화 체험과 수산자원을 통한 관광활동을 제외한 육지에서

의 관광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비 해양ㆍ수산관광의 중요도-만족도 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9
개를 설정하였다(<표 3>). 구체적으로는 관광 서비스 측면(친절성, 중국어 구사능력, 지역주민의 친절

도, 결제수단의 편리성, 관광지 안전성), 관광체험 측면(다양한 기념품 구매 가능, 스토리텔링 있는 유

적지, 야간관광 프로그램, 부산을 상징할 랜드마크 존재 여부)으로 구성하였다.

4. 중국관광객의 해양·수산관광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의 해양ㆍ수산관광을 연구한 문헌은 현재 엄홍흔(2015)을 제외하고 전무

구분 변수 선행연구
부산의 대표적 수산 

관광지

1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사전인터뷰 조사1)

자갈치시장, 
광안리 회센터,
기장수산시장 등

2 수산관광시설의 청결도 사전인터뷰 조사

3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여부 사전인터뷰 조사

4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정병웅ㆍ진애니ㆍ정유리(2009), 

이진의(2013)

5
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김, 어묵 등)
김민철(2007), 강석규(2015), 장철호(2014)

6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전인순(2002), 심미숙ㆍ김아진(2016)
7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전인순(2002), 김민철(2007), 강석규(2015)

1) 사전인터뷰는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김해공항, 부산 시내 면세점에서 부산 방문 중국관광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인터뷰에서는 수산관광과 관련하여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투명성, 수산관광 위생시설 및 청결에 
대한 중요도를 추가적인 변수로 도출하였다. 

<표 2> 수산관광 중요도-만족도 변수 설정

한 실정이다. 엄홍흔(2015)은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해양관광 동기와 만족 그리고 사후행

동의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해양관광동기가 관광만족

도와 사후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적인지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관광동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관광객의 해양관광동기는 관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과시동기, 문화적 체험동기, 개인적 취미활동 동기가 

관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일상탈출 동기와 문화적 체험동

기는 사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관광활동에 참여한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는 사후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사전인터뷰 조사 결과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2018년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 김해국제공항, 부산 시내 면세점에서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 총 237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는 자

료 20부를 제외하고 217부의 설문 응답 내용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4>와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12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8%를 차지했으며 남성이 96명(44.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는 85명(39.2%), 30
대는 61명(28.1%), 40대는 33명(15.2%), 50대 이상은 32명(14.7%), 10대는 6명(2.8%)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사무직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생, 자영업/상업/농업/수산업, 
기술/생산직/전문직과 주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136만 원(8,000위안화) 이상의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8~102만 원(4,000~6,000위안화) 이하, 68만 원(4,000위안화) 이하, 
102~136만 원(6,000~8,000위안화)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1)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이주예(2018)의 석사학위논문 “중국 관광객의 부산 해양ㆍ수산 관광지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인용 및 재구성하였다.  

구분 변수 선행연구
부산의 대표적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1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QUAN QIUYAN(2009) 

남포동, 서면,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범어사, 
달맞이고개 등 

2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중국어 구사능력 MU LILI(2014), 정호권(2016)
3 지역주민의 친절도 김민철(2007), 강석규(2013)
4 결제수단의 편리성 QUAN QIUYAN(2009) 
5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QUAN QIUYAN(2009), 
6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김민철(2007)
7 야간관광 프로그램 오현주(2010)
8 관광지의 안전성 김민철(2007), 
9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존재 여부 오현주(2010) 

<표 3> 비 해양ㆍ수산관광 중요도-만족도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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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 관광지는 <표 5>와 같다. 부산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

는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서면, 자갈치시장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

광지에 해양ㆍ수산 관광지(자갈치시장, 광안리, 해운대 등)와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서면, 남포동, 국제시

장 등)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산의 주요 해양ㆍ수산관광지와 비 해양ㆍ수

산관광지가 실제로 중국관광객들이 방문한 주요 부산관광지를 대표한 것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2. 설문지 구성과 통계처리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부산관광요소별 중요

항목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6 44.2
여성 121 55.8

연령

10대 6 2.8
20대 85 39.2
30대 61 28.1
40대 33 15.2

50대 이상 32 14.7

직업

학생 42 19.4
주부 23 10.6

회사원/사무직 74 34.1
기술/생산직/전문직 32 14.7

자영업/상업/농업/수산업 38 17.5
기타 8 3.7

월평균소득1)

68만 원(4,000위안화) 이하 46 21.2
68-102만 원(4,000~6,000위안화) 이하 55 25.3
102-136만 원(6,000~8,000위안화) 이상 38 17.5

136만 원(8,000위안화) 이상 78 36.0
1) 2017년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공보(中国国民经济发展统计公报)에서 발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관광객의 
소득구간을 설정하였다.

순위 관광지 비율(%) 순위 관광지 비율(%)
1 해운대 90.8 8 국제시장 37.8
2 광안리 84.3 9 광안리회센터 36.9
3 남포동 80.2 10 태종대 33.2
4 서면 70.5 11 APEC 동백섬 23.5
5 자갈치시장 59.9 12 국립해양박물관 19.4
6 감천문화마을 50.7 13 기장수산시장 13.4
7 해동용궁사 44.2 14 기타1) 8.3

1) 기타는 송정해수욕장, 황령산, 대저생태공원, 달맞이고개 등이다.

<표 4>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표 5> 중국관광객 방문 부산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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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산 관광지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기대 및 만족도 연구

중국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 관광지는 <표 5>와 같다. 부산을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

는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서면, 자갈치시장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

광지에 해양ㆍ수산 관광지(자갈치시장, 광안리, 해운대 등)와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서면, 남포동, 국제시

장 등)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산의 주요 해양ㆍ수산관광지와 비 해양ㆍ수

산관광지가 실제로 중국관광객들이 방문한 주요 부산관광지를 대표한 것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2. 설문지 구성과 통계처리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부산관광요소별 중요

항목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6 44.2
여성 121 55.8

연령

10대 6 2.8
20대 85 39.2
30대 61 28.1
40대 33 15.2

50대 이상 32 14.7

직업

학생 42 19.4
주부 23 10.6

회사원/사무직 74 34.1
기술/생산직/전문직 32 14.7

자영업/상업/농업/수산업 38 17.5
기타 8 3.7

월평균소득1)

68만 원(4,000위안화) 이하 46 21.2
68-102만 원(4,000~6,000위안화) 이하 55 25.3
102-136만 원(6,000~8,000위안화) 이상 38 17.5

136만 원(8,000위안화) 이상 78 36.0
1) 2017년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공보(中国国民经济发展统计公报)에서 발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관광객의 
소득구간을 설정하였다.

순위 관광지 비율(%) 순위 관광지 비율(%)
1 해운대 90.8 8 국제시장 37.8
2 광안리 84.3 9 광안리회센터 36.9
3 남포동 80.2 10 태종대 33.2
4 서면 70.5 11 APEC 동백섬 23.5
5 자갈치시장 59.9 12 국립해양박물관 19.4
6 감천문화마을 50.7 13 기장수산시장 13.4
7 해동용궁사 44.2 14 기타1) 8.3

1) 기타는 송정해수욕장, 황령산, 대저생태공원, 달맞이고개 등이다.

<표 4>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표 5> 중국관광객 방문 부산 관광지

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중국 관광객의 부산 

방문형태 특성, 부산 관광지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평가, 전반적인 부산관광에 대한 만족도 평가, 인구

통계학적특성 등 크게 총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방문형태 특성은 방문목적, 방문기간, 방문횟수, 동반형태, 여행 정보획득경로, 방문했던 관광

지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부산 관광지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평가는 25개 

변수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5개의 변수는 선행연구, 부산관광지 조사 및 방문, 
1차 사전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셋째, 부산 관광지의 전반적 관광만족도 평가는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 3개의 항목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

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 해외여행 횟수, 여행지출액 등으로 구성하였다. 
거주지, 해외여행 횟수, 여행 지출액에 관한 문항은 다지 선다형으로 구성된 타 항목과 달리 개방형 

질문(비율척도)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항목 및 척도는 <표 6>과 같다.
한편 본 연구의 통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관광객의 부산 해양관광, 수산관광 및 비 

해양ㆍ수산관광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중요도와 만족도 값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방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후 중국관광객의 해양/수산/비 

해양ㆍ수산관광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부산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ver.19.0)을 활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부산 관광 변수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

중국관광객의 부산 관광에 관한 변수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난 것과 같

이 t-test 검정 결과, 총 25개 변수 중에서 19개 변수가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적절한 해양관광안내표시, 해양환경 보전 상태, 부

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지역주민의 친절도,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6개 변수는 바람직한 유

의수준(p<0.05)에서 중요도-만족도 점수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 측정항목 문항수 척도

방문형태 특성
방문목적, 방문기간, 방문횟수, 동반형태, 여행 

정보획득경로, 방문했던 관광지
6

명목
비율척도

부산 관광지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평가

해양관광, 수산관광, 
비 해양ㆍ수산 관광

25 리커트 5점
등간 척도

행동의도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월평균소득, 거주지, 해외여행 횟수, 여행지출
9

명목
비율척도

<표 6>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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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A 매트릭스 분석 

대응표본 t-test 결과를 바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를 <그림 1>과 같이 매트릭스에 나타냈다. I  
PA분석의 X축과 Y축 중심점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설정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으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영역인 제 1사분면에는 ‘해
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해양경관 보전 상태’,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수산관광시설의 

청결도’,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등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문항이 나타났다. 제 2사분면은 

관광객들에게 있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영역이므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영

역이다. 이 영역에는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한
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

가 모두 낮게 나타난 영역으로 ‘해양관광지의 부대시설, 수족관, 해양박물 등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

험’,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등을 포함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이 영역의 문항들은 점진적으로 개선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4분면은 중요도는 낮

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영역이다.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적절한 해양관광안내표시’, 

번호 부산 관광 요소 중요도 만족도 t값 p값

1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3.81 3.84 -0.576 0.565
2 적절한 해양관광 안내표시 3.90 3.93 -0.451 0.652
3 해양관광지의 부대시설 3.96 3.67  3.791 0.000***
4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3.99 3.84  2.196 0.029**
5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4.07 3.96  1.713 0.088**
6 아름다운 해양경관 4.19 4.02  2.632 0.009**
7 해양환경 보전 상태 4.04 4.02  0.293 0.769
8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험 3.84 3.74  1.530 0.127*
9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3.77 3.59  2.594 0.01*
10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4.31 3.80  6.724 0.000***
11 수산 관관시설의 청결도 4.13 3.80  4.454 0.000***
12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여부 3.84 3.74  1.289 0.199
13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4.11 3.64  5.535 0.000***
14 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3.84 3.80  0.622 0.535
15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4.04 3.51  6.602 0.000***
16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4.21 3.71  6.751 0.000***
17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4.15 3.91  3.607 0.000***
18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중국어 구사능력 3.80 3.54  2.971 0.003**
19 지역주민의 친절도 3.99 3.94  0.651 0.516
20 결제수단의 편리성 4.16 3.65  6.376 0.000***
21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3.60 3.58  0.347 0.729
22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3.65 3.51  1.746 0.082
23 야간관광 프로그램 3.76 3.57  2.484 0.014**
24 관광지의 안전성 4.41 4.20  3.913 0.000***
25 부산 상징할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 4.12 3.75  4.651 0.000***

***p<0.001, **p<0.05

<표 7> 중국관광객의 부산 관광 요소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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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A 매트릭스 분석 

대응표본 t-test 결과를 바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를 <그림 1>과 같이 매트릭스에 나타냈다. I  
PA분석의 X축과 Y축 중심점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설정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으며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영역인 제 1사분면에는 ‘해
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해양경관 보전 상태’,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수산관광시설의 

청결도’,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등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문항이 나타났다. 제 2사분면은 

관광객들에게 있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영역이므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영

역이다. 이 영역에는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한
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등을 포함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

가 모두 낮게 나타난 영역으로 ‘해양관광지의 부대시설, 수족관, 해양박물 등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

험’,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등을 포함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이 영역의 문항들은 점진적으로 개선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4분면은 중요도는 낮

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영역이다.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적절한 해양관광안내표시’, 

번호 부산 관광 요소 중요도 만족도 t값 p값
1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3.81 3.84 -0.576 0.565
2 적절한 해양관광 안내표시 3.90 3.93 -0.451 0.652
3 해양관광지의 부대시설 3.96 3.67  3.791 0.000***
4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3.99 3.84  2.196 0.029**
5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4.07 3.96  1.713 0.088**
6 아름다운 해양경관 4.19 4.02  2.632 0.009**
7 해양환경 보전 상태 4.04 4.02  0.293 0.769
8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험 3.84 3.74  1.530 0.127*
9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3.77 3.59  2.594 0.01*
10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4.31 3.80  6.724 0.000***
11 수산 관관시설의 청결도 4.13 3.80  4.454 0.000***
12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여부 3.84 3.74  1.289 0.199
13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4.11 3.64  5.535 0.000***
14 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3.84 3.80  0.622 0.535
15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4.04 3.51  6.602 0.000***
16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4.21 3.71  6.751 0.000***
17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4.15 3.91  3.607 0.000***
18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중국어 구사능력 3.80 3.54  2.971 0.003**
19 지역주민의 친절도 3.99 3.94  0.651 0.516
20 결제수단의 편리성 4.16 3.65  6.376 0.000***
21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3.60 3.58  0.347 0.729
22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3.65 3.51  1.746 0.082
23 야간관광 프로그램 3.76 3.57  2.484 0.014**
24 관광지의 안전성 4.41 4.20  3.913 0.000***
25 부산 상징할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 4.12 3.75  4.651 0.000***

***p<0.001, **p<0.05

<표 7> 중국관광객의 부산 관광 요소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검증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등을 포함한 4개 문항들은 과도한 노력과 자원의 투입을 지양할 필요

가 있다.

3. 부산관광 변수의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추천의도·재방문의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측정문항의 만족도 점수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같은 개념

분면 설명

1사분면

(지속유지)

5.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7. 해양경관 보전 상태

10.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11. 수산관광시설의 청결도

17.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21. 지역주민의 친절도 24. 관광지의 안전성

2사분면

(집중개선)

13.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15.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16.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20. 결제수단의

편리성 25. 부산 상징할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

3사분면

(저순위)

3. 해양관광지의 부대시설 8.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험 9.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12. 다양한 수산물 관람 가능 여부 14. 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18.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중국어 구사능력 21.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22.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23. 야간관광 프로그램

4사분면

(과잉노력지양)

1.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2. 적절한 해양관광안내표시

4.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6. 아름다운 해양경관

<그림 1> IPA를 이용한 부산 관광지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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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것이기에 

동일개념에 귀속되는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해

양관광, 수산관광, 비 해양수산관광이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주된 측정개념인 ‘해양 관광’, ‘수산 관광’, ‘비 해양·수산 관광’ 등 총 세 부분으로 나

누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를 명확히 알기 위한 베

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6 미만인 변수는 설명

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변수를 제거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해양관광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과 <요인 2>로 분류되었다(KMO=0.853, p<0.001). <요인 

1>은 4개 변수(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적절한 해양관광표시,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로 구성되어 이를 ‘해양관광지의 안락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
는 3개 변수(해양환경 보전 상태,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험,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활동)로 구성되어 

이를 ‘해양 관광지의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수산관광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3>과 <요인 4>로 나타났다(KMO=0.732, p<0.001). <요인 

3>은 3개 변수(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수산 관광시설의 청결도,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로 구성되어 ‘수산관광지의 상품서비스’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3개의 변수(부산 지역 유명 

구분
요
인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분산(%)

해
양
관
광

1 해양 관광지의 
안락성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0.809

0.772 33.324
적절한 해양관광표시 0.764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0.730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0.628

2 해양 관광지의 
매력성

해양환경 보전 상태 0.748

0.787 31.276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험
0.827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0.825
KMO: 0.853, 설명된 총분산(%): 64.600, 유의확률: 0.000

수
산
관
광

3 수산 관광지의 
상품서비스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0.794
0.753 33.953수산 관광시설의 청결도 0.865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0.759

4 수산식품의 
매력성

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0.804
0.727 32.516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0.844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0.719
KMO: 0.732, 설명된 총분산(%): 66.470, 유의확률: 0.000

비 
해양ㆍ
수산
관광

5
비

해양ㆍ수산관광

지의 서비스품질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0.756
0.727 27.797지역주민의 친절도 0.782

관광지의 안전성 0.763

6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의 매력성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0.756

0.834 37.760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0.863

야간관광 프로그램 0.779
부산 상징할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 0.760

KMO: 0.798, 설명된 총분산(%): 65.557, 유의확률: 0.000

<표 8> 중국관광객 부산관광 만족도 요인분석



46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47 

부산 해양·수산 관광지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기대 및 만족도 연구

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것이기에 

동일개념에 귀속되는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해

양관광, 수산관광, 비 해양수산관광이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주된 측정개념인 ‘해양 관광’, ‘수산 관광’, ‘비 해양·수산 관광’ 등 총 세 부분으로 나

누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를 명확히 알기 위한 베

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6 미만인 변수는 설명

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변수를 제거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해양관광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과 <요인 2>로 분류되었다(KMO=0.853, p<0.001). <요인 

1>은 4개 변수(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적절한 해양관광표시,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로 구성되어 이를 ‘해양관광지의 안락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
는 3개 변수(해양환경 보전 상태,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험,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활동)로 구성되어 

이를 ‘해양 관광지의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수산관광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3>과 <요인 4>로 나타났다(KMO=0.732, p<0.001). <요인 

3>은 3개 변수(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수산 관광시설의 청결도,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로 구성되어 ‘수산관광지의 상품서비스’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3개의 변수(부산 지역 유명 

구분
요
인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분산(%)

해
양
관
광

1 해양 관광지의 
안락성

주변 해양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0.809

0.772 33.324
적절한 해양관광표시 0.764

해안주변 숙박시설 이용여부 0.730
해양 관광 도시 특유의 분위기 0.628

2 해양 관광지의 
매력성

해양환경 보전 상태 0.748

0.787 31.276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양문화공간의 

관람 체험
0.827

다양한 해양관광 체험 활동 0.825
KMO: 0.853, 설명된 총분산(%): 64.600, 유의확률: 0.000

수
산
관
광

3 수산 관광지의 
상품서비스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 0.794
0.753 33.953수산 관광시설의 청결도 0.865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0.759

4 수산식품의 
매력성

부산 지역 유명 특산품 구매 0.804
0.727 32.516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0.844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 0.719
KMO: 0.732, 설명된 총분산(%): 66.470, 유의확률: 0.000

비 
해양ㆍ
수산
관광

5
비

해양ㆍ수산관광

지의 서비스품질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0.756
0.727 27.797지역주민의 친절도 0.782

관광지의 안전성 0.763

6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의 매력성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0.756

0.834 37.760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0.863

야간관광 프로그램 0.779
부산 상징할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 0.760

KMO: 0.798, 설명된 총분산(%): 65.557, 유의확률: 0.000

<표 8> 중국관광객 부산관광 만족도 요인분석

특산품 구매,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한국 전통 수산 요리 소비)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수산식품의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비 해양ㆍ수산 관광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5>와 <요인 6>으로 구성되었다(KMO=0.798,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베타

전반적
만족도

(상수) 4.028 0.039 　 103.162 .000
해양 관광지 안락성 0.148 0.050 0.216 2.984 0.003**
해양 관광지 매력성 0.090 0.053 0.131 1.699 0.091

수산 관광지 상품 서비스 0.015 0.052 0.022 0.292 0.771
수산식품 매력성 0.067 0.048 0.097 1.395 0.165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0.133 0.048 0.193 2.784 .006**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0.155 0.050 0.225 3.089 .002**

R²=.318, adjusted R²=.298, F=16.312, p=0.000
***p<0.001, **p<0.05

<표 10> 중국관광객의 부산관광요인의 만족도가 전반적 부산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베타

재방문
의사

(상수) 4.097 0.045 　 91.373 0.000
해양 관광지 안락성 0.233 0.057 0.302 4.087 0.000***
해양 관광지 매력성 0.141 0.061 0.182 2.322 0.021**

수산 관광지 상품 서비스 -0.032 0.059 -0.041 -.539 0.591
수산식품 매력성 0.093 0.055 0.121 1.699 0.091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0.031 0.055 0.040 0.566 0.572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0.150 0.057 0.195 2.616 0.010**

R²=.290, adjusted R²=.269, F=14.274, p=.000
***p<0.001, **p<0.05

<표 11> 중국관광객의 부산관광요인의 만족도가 부산관광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H1
H1-1 중국 관광객의 해양관광 만족도는 부산관광의 

전반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중국 관광객의 수산관광 만족도는

H1-3 중국 관광객의 비 해양ㆍ수산 관광 만족도는

H2
H2-1 중국 관광객의 해양관광 만족도는 

부산 관광 재방문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중국 관광객의 수산관광 만족도는

H2-3 중국 관광객의 비 해양ㆍ수산 관광 만족도는

H3
H2-1 중국 관광객의 해양관광 만족도는 

부산 관광 추천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중국 관광객의 수산관광 만족도는 

H2-3 중국 관광객의 비 해양ㆍ수산 관광 만족도는 

<표 9> 다중회귀분석 가설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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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요인 5>는 3개의 문항으로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지역주민의 친절도, 관광지

의 안전성로 구성되어서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의 서비스품질’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6>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야간관광 프로그램, 부산

을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로 구성되어서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의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섯 가지 부산관광요인의 만족도가 부산관광 전체 만족도, 부산관광 재방

문의사, 부산관광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 9>와 같이 총 9개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은 중국관광객의 해양관광, 수산관광, 비 해양ㆍ수산 관광 만족도 요인이 부산관광의 전

반적인 만족도,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베타

추천
의사

(상수) 4.051 0.053 　 75.931 0.000
해양 관광지 안락성 0.331 0.067 0.362 4.902 0.000***
해양 관광지 매력성 0.134 0.072 0.147 1.852 0.065

수산 관광지 상품 서비스 -0.013 0.071 -0.014 -0.183 0.855

수산식품 매력성 0.015 0.065 0.016 0.224 0.823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0.187 0.068 0.204 2.734 0.007**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0.046 0.065 0.051 0.713 0.477

R²=0.281, adjusted R²=0.261, F=13.698, p=0.000
***p<0.001, **p<0.05

<표 12>  중국관광객의 부산관광요인의 만족도가 부산관광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채택 결과 유의한 요인(p<0.05)

H1
(전반적
만족도)

H1-1
(해양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해양 관광지 안락성

H1-2
(수산관광 만족도)

기각 -

H1-3
(비 해양ㆍ수산관광 만족도)

채택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H2
(재방문
의사)

H2-1
(해양관광 만족도)

채택
해양 관광지 안락성, 
해양 관광지 매력성

H2-2
(수산관광 만족도)

기각 -

H2-3
(비 해양ㆍ수산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H3
(추천의사)

H3-1
(해양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해양 관광지 안락성

H3-2
(수산관광 만족도)

기각

H3-3
(비 해양ㆍ수산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표 13> 회귀분석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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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요인 5>는 3개의 문항으로 관광지 안내원 및 종업원의 친절성, 지역주민의 친절도, 관광지

의 안전성로 구성되어서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의 서비스품질’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6>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관광 기념품 구매가능, 스토리텔링 있는 유적지, 야간관광 프로그램, 부산

을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로 구성되어서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의 매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섯 가지 부산관광요인의 만족도가 부산관광 전체 만족도, 부산관광 재방

문의사, 부산관광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 9>와 같이 총 9개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은 중국관광객의 해양관광, 수산관광, 비 해양ㆍ수산 관광 만족도 요인이 부산관광의 전

반적인 만족도,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B 표준오차  베타

추천
의사

(상수) 4.051 0.053 　 75.931 0.000
해양 관광지 안락성 0.331 0.067 0.362 4.902 0.000***
해양 관광지 매력성 0.134 0.072 0.147 1.852 0.065

수산 관광지 상품 서비스 -0.013 0.071 -0.014 -0.183 0.855

수산식품 매력성 0.015 0.065 0.016 0.224 0.823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0.187 0.068 0.204 2.734 0.007**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0.046 0.065 0.051 0.713 0.477

R²=0.281, adjusted R²=0.261, F=13.698, p=0.000
***p<0.001, **p<0.05

<표 12>  중국관광객의 부산관광요인의 만족도가 부산관광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채택 결과 유의한 요인(p<0.05)

H1
(전반적
만족도)

H1-1
(해양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해양 관광지 안락성

H1-2
(수산관광 만족도)

기각 -

H1-3
(비 해양ㆍ수산관광 만족도)

채택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H2
(재방문
의사)

H2-1
(해양관광 만족도)

채택
해양 관광지 안락성, 
해양 관광지 매력성

H2-2
(수산관광 만족도)

기각 -

H2-3
(비 해양ㆍ수산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

H3
(추천의사)

H3-1
(해양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해양 관광지 안락성

H3-2
(수산관광 만족도)

기각

H3-3
(비 해양ㆍ수산관광 만족도)

부분 채택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표 13> 회귀분석 가설검증 결과  

먼저 중국 관광객의 부산관광요인(해양, 수산, 비 해양수산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부산관

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요인 중에는 해양 관광

지 안락성, 비 해양·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이 부산관광의 전반적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관광 요인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부산관광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관광객의 부산관광요인(해양, 수산, 비 해양수산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부산관광 재

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11>과 같이 회귀모형은 유의하며(p<0.001), 관측

된 분산의 2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0.269). 요인 중에는 ‘해양 관광지 안락성’, 
‘해양 관광지 매력성’,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매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에는 해양 관광지 안락성(B=0.233)이 재방문의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며, 다음으로 ‘비 

해양·수산 관광지 매력성’(B=0.150), ‘해양관광지 매력성’(B=0.141)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 결과

와 동일하게 수산관광 요인은 부산관광 재방문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의 부산관광요인(해양, 수산, 비 해양수산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부산관광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이 해양 관광지 안락성,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부산관광 추천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해양 관광지 안락성 (B=0.331)이 추천의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며, 다

음으로 비 해양ㆍ수산 관광지 서비스 품질(B=0.187)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수산관광 요인은 부산관

광 추천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회귀분석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3>과 같이 중국관광객의 부산관광 전체 만족도, 재방문의

사, 추천의사에는 해양관광, 비 해양ㆍ수산 관광 요인은 채택 또는 부분채택으로 나타난 반면, 수산관

광 요인(수산 관광지 상품 서비스, 수산식품 매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을 해양ㆍ수산 관광과 비 해양․수
산 관광 요인으로 나누어 각 관광 요인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을 통해 

부산 해양수산 관광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 부산의 해양ㆍ수산 관광요인과 비 해양ㆍ수산 관광요인

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전반적 관광만족도와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관광객이 평가하는 부산관광 변수의 중요도와 만족

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요도에 비해 평균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관광에 포함되는 세부변수(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식문화 체험, 한국 전통 수산물 소비, 결제수

단의 편리성)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결과,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2사분면에는 ‘한국의 독특한 수산물 외

식문화 체험’, ‘한국 전통 수산물 소비’, ‘수산식품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 ‘결제수단의 편리성’, 
‘부산을 상징할만한 랜드마크의 존재여부’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관광지의 상품서비스’, ‘수산식품의 

매력성’, ‘비 해양ㆍ수산관광지의 매력성’ 요인에 속한 변수들이 집중적인 관리와 함께 시급히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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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수산관광지 수산물에 대한 가격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관광지는 결제 수단 역시 

현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산 관광지의 수

산물 및 수산식품의 판매가격에 대해 정찰가격제, 가격표시제와 함께 결제수단에 대한 용이성을 위해 

‘알리페이’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부산의 해양관광 요인, 비 해양ㆍ수산관광 요인은 부산 방문 중국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산관광 요인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산의 수산관광 요인이 관광객의 기대 대비 낮은 만족도를 형성하여 부산

관광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부산 수산관광의 콘텐츠 부족과 낮은 서비스 품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산관광 식문화 콘텐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중

국인 관광객은 수산물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은 주로 자갈치 시장(방문비율 59.9%), 광안리 회센터

(방문비율 36.9%), 기장 수산시장(방문비율 13.4%) 등에서 한국의 전통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나 회, 
어묵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 관광객에게 특별한 소비경험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이, 찜 등 단순한 요리방법은 중국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식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식문화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식문화 체험관광 콘텐츠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요리인 고등어 

구이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부산의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담은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부산 수산 식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자갈치 수산시장 등

을 부산만의 독특함을 지닌 수산물 시장으로 개발하는 것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산 수산관광의 매

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수산시장인 츠키지 시장의 경우, 일본 수산 식문화

(초밥 등 수산물 외식 클러스터화)의 메카로서 외국인에게 높은 인기와 방문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부산에 대한 수산관광 인프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수산관광시설의 청결

도,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1사분면)로 나타나 수산관광시설

(자갈치 시장, 광안리 회센터, 기장수산시장 등)에 대한 현대화 등 인프라 개선이 중국 관광객에게 긍정

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수산관광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수산관광 요인(수산관광지 상품 서비스, 수산식품 매력성)은 중국관광객의 만족

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의 수산

관광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더불어 구체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수산관광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포지셔닝 확립 방안으로는 씨푸드 레스토랑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외식메뉴인 회, 초밥, 선생구이, 대게, 멸치요리 등을 판매

하는 수산물 음식점들을 한 곳에 모아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은 수산물 음식점이 분

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인식할 수 있는 특수한 관광지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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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수산관광지 수산물에 대한 가격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관광지는 결제 수단 역시 

현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산 관광지의 수

산물 및 수산식품의 판매가격에 대해 정찰가격제, 가격표시제와 함께 결제수단에 대한 용이성을 위해 

‘알리페이’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부산의 해양관광 요인, 비 해양ㆍ수산관광 요인은 부산 방문 중국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산관광 요인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산의 수산관광 요인이 관광객의 기대 대비 낮은 만족도를 형성하여 부산

관광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부산 수산관광의 콘텐츠 부족과 낮은 서비스 품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산관광 식문화 콘텐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중

국인 관광객은 수산물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은 주로 자갈치 시장(방문비율 59.9%), 광안리 회센터

(방문비율 36.9%), 기장 수산시장(방문비율 13.4%) 등에서 한국의 전통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으나 회, 
어묵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 관광객에게 특별한 소비경험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이, 찜 등 단순한 요리방법은 중국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식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한 식문화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식문화 체험관광 콘텐츠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수산물 요리인 고등어 

구이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부산의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담은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부산 수산 식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자갈치 수산시장 등

을 부산만의 독특함을 지닌 수산물 시장으로 개발하는 것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산 수산관광의 매

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 수산시장인 츠키지 시장의 경우, 일본 수산 식문화

(초밥 등 수산물 외식 클러스터화)의 메카로서 외국인에게 높은 인기와 방문빈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부산에 대한 수산관광 인프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수산관광시설의 청결

도, 판매되는 수산물의 위생상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1사분면)로 나타나 수산관광시설

(자갈치 시장, 광안리 회센터, 기장수산시장 등)에 대한 현대화 등 인프라 개선이 중국 관광객에게 긍정

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수산관광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수산관광 요인(수산관광지 상품 서비스, 수산식품 매력성)은 중국관광객의 만족

도, 재방문의사,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의 수산

관광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더불어 구체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의 수산관광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포지셔닝 확립 방안으로는 씨푸드 레스토랑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외식메뉴인 회, 초밥, 선생구이, 대게, 멸치요리 등을 판매

하는 수산물 음식점들을 한 곳에 모아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은 수산물 음식점이 분

산되어 있어 외국인이 인식할 수 있는 특수한 관광지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산

되어 있는 수산물 음식점을 집중화하여 이를 부산의 수산관광 랜드 마크로 육성하면 한국의 다양한 

수산식문화를 홍보하고,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해양ㆍ수산 관광지 유형을 

중심으로 6개의 요인 내에서 중국 관광객의 부산관광의 중요도-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의사 

및 추천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한 25개의 변수만으로 중국 관광객의 부산관광

지에 대한 전체 중요도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제재로 인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표본수가 모든 중국관광객의 인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부산의 글

로벌 해양ㆍ수산 관광도시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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