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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AHP를 활용한 광주권
도시관광 이미지 제고 방향
- 부산광역시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박수 진 류 재준

1)

국 내외 관광객의 관광목적지를 분석한 실태조사에서 광주광역시는 수년째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대도시 중 유일하게 상위권을 기록한 부산광역시 역시 최근 5년 간 지속적인 하향 추세에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각 도시의 관광이미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론적 배경 하에, 광주지역 도시관광 이미지 제
고를 위한 관광개발 방향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SWOT-AHP 기법을 활용해 각 도시의 관광환경을
분석하고, 요인별 개선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두 도시 모두 강점(S), 약점(W), 기회(O), 위
기(T)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종합적 가중치에 대해 광주지역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 호남권 중
추도시로서의 역할, 대표이미지 구축’과 같이 내적요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반면, 부산지역은 ‘대표이
미지 구축’을 제외하고 ‘신규 관광시장의 성장, 해양 및 크루즈 관광육성’과 같이 외적요인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각 요인별 최우선 순위를 비교하면 광주지역은 강점(S) 약점(W) 기회(O) 위기(T)
순으로 ‘호남권 중추도시, 취약한 관광기반시설, 호남고속철도의 전면개통,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시장’
의 요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반면 부산지역은 ‘대표이미지 구축, 관광프로그램 부재, 해양 및 크
루즈 관광 육성정책, 국제적 경기침체’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부산 광주 간 비교분석을 통
해 광주지역의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광주지역의 외적요인은 호남고속철
도, 수도권 시장의 과열과 같이 국내환경에 집중된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크루즈 관광정책, 국제적 경기
침체와 같이 국외환경에 집중한 형태이다. 따라서 광주지역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외보다는 국내
관광시장을 우선 공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SWOT-AHP, 도시관광이미지, 도시이미지, 관광이미지, 도시관광

Ⅰ. 서

론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시이미지, 관광이미지 그리고 도시관광 이미지는 관광객
의 관광만족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이준혁, 2006; 김명희 강인호, 2007; 정규엽 김한선, 2009; 양승희, 20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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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 2010; 이청, 2010; 이규상, 2012; 이영빈, 2014). 결과적으로 도시관광 이
미지 제고를 통해 신규 관광수요 창출 및 기존 관광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b)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외래 관광
객의 전라지역 방문지를 분석한 결과에서 광주지역은 무등산이 가장 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 이는 무등산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서 광주의 도시관광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동일 연구보고서의 외래 관
광객 방문지 순위에서 광주광역시는 17개 시 도 중 16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는 최근 5년간 지속적 하향 추세를 이어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a)에서 국민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광주지
역은 최근 3년간 국내 관광객의 여행지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대
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광주지역이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에는 충분치 않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국내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이 급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발전
을 견인할 동력으로서 관광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 간 경
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등에 관한 물리적 개발과 함께 관광도시
로서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광주지역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의 도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개발의 방
향과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토대로 논의
를 전개한다. 첫째, 도시이미지 형성과 관련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의 구성요소를 확인한다. 둘째, 도출된 관광도시 이미지 구성요소와 관련
해 광주권 관광개발 환경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SWOT분석 결
과를 토대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AHP를 실시한다. 넷째, 지방대도시 중 영남권
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부산광역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광주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이미지 제고 방향과 우선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광주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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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1. 도시관광 이미지의 개념과 선행연구
도시관광(Urban Tourism)이란 “도시관광자와 도시의 관광대상, 관광기업, 관
련정부, 도시주민 등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현상의 총
체이며, 도시의 각종 매력물과 편의시설, 자연 및 인문자원, 각종 위락시설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시적(town or city) 환경 속에
서 발생하는 관광이며, 관광도시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농촌관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김주향, 2014; 40-41재인용).
최승담 박경렬(2005; 97-98)의 연구에서는 도시관광 이미지를 “관광목적지
관점에서 도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인상”으로 정의하고, 도시관광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관광지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도시이미지의 구성요소로부
터 선택 및 조합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청(2010) 및 김주향(2014)의
연구에서도 도시관광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관광지 이미지와 도시 이미
지의 구성요인을 분류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고 요약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관광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충분치 않으며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는 ‘도시이미지’, ‘관광지이미지’ 등의 개념정의를 통해 도시관광 이
미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유추하고 있다.
도시이미지란 “도시에 대해 지니는 주관적인 인상의 총체”를 의미한다. 주관
적인 인상의 총체는 도시에 대한 각기 다른 인상의 합이어서 개별적으로 볼 때
는 다를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하면 결국 하나의 객관적인 도시의 모습이 드
러난다. 도시이미지는 도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형
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특정도시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중매체의 홍보나 구전을 통해 이미지가 정립되기도 한다. 도시
이미지는 해당 도시를 다른 도시와 차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이영빈, 2014;
64 재인용), 이는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석봉 조은정(2008, 4-8)의 연구에서는 관광지 이미지의 역할에 주목했는데,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 상품의 촉진 전략과 관광지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관광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관광지 이미지의 개
념에 대해 이문정(2010; 9)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실제 관광지를
방문한 기 방문객 또는 방문 경험이 없는 잠재 관광객 등 관광의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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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광지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통해
형성하는 심상 또는 신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결과를 요약해 도시관광 이미지의 개념
을 “관광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에 대해 지니는 총체적인 인
상”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관광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최승담 박경렬(2005)의 연구를 참조한다.
<표 1> 관광지이미지 구성요인
구분

구성요인
환경성
관광매력성

인지적
이미지

경제성
접근성
상징성
구조성

정서적

내

용

인위적으로 가하지 않은 기후, 날씨 등의 자연환경과 오픈스페이
스, 스카이라인 등과 같은 도시공간환경과 관련된 요인
관광객들을 도시로 흡입하는 관광자원, 관광시설, 축제 등과 같
은 유 무형의 인위적 요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의 화폐가치, 물가, 가격 등과 같
은 관광객의 지출과 관련된 요인
관광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등 물리적, 심리적 거리와 관련된
요인
특징적인 관광도시로서 기억하고 연상하게 하는 랜드마크, 심벌,
캐릭터, 기념물 등과 관련된 요인
관광도시로서의 기능 및 도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광
장, 도로 및 거리 등과 관련된 요인

역동성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활기, 자극 등을 표현한 느낌이나 감정

전통성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역사적인 느낌이나 감정

독특성

이미지
쾌적성
시각성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자원 및 시설 등에 대한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환경 및 시설 등이 주는 상쾌하고 즐거운
느낌이나 감정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규모나 형태 등과 관련된 외부의 자극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

자료: 최승담 박경렬(2005),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관광이미지 측정척도 개발”,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1호,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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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AHP의 활용
SWOT분석은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산업 환경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강점과
약점, 기회 및 위협의 평가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 대한 감시를 동반하는데,
의사결정의 상황 중 내부 환경에 관련된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에 관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한다. SWOT분석에서 외부 환경은 거시적 영향력인 인구-경제
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내부 환경은 미시적 영향력인 고객과 경쟁자,
공급자 등을 의미한다(이성호 이명성, 2015; 297).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요인의 체계적 진단이나 분석에 용이한 기법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SWOT 분석에서는 각 그룹별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를 정량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한을 모색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과
결합함으로써 요인 간 쌍대비교를 통해 각 요인들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산출
할 수 있게 되었다(설상철 외, 2011; 29).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의사결정을 위한 문제를 몇 개의 계층으
로 분류하여 의사결정계층을 구조화한 후, 각 계층의 요소들을 쌍대비교를 통하
여 상대적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종
합하는데, 정책수립이나 의사결정 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안소현
외, 2015; 110-111).
SWOT-AHP의 첫 번째 단계는 SWOT 그룹별 하위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며,
이때 하위요소의 최다수는 최대 쌍대비교 요소수를 고려하여 8~10개 이하의 범
위로 제안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각 그룹에서 추출된 요소에 대해 쌍대비교
를 실시하며, 일관성 검사를 통해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SWOT 그룹별 중요도를 산출하며, 네 번째는 두 번째 단계의 요소
별 가중치와 세 번째 단계의 그룹별 중요도를 곱해 종합 평가치를 산출함으로써
우선순위를 결정한다(장운재 외, 2005; 717).
관광분야에서 SWOT-AHP 분석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특정지역
을 대상으로 SWOT-AHP기법을 적용한 연구로는 경주의 관광도시 브랜드 경쟁
력 강화 전략을 연구한 설상철 외(2011)의 연구와 몽골의 관광산업 발전전략에
관해 연구한 볼로르마(2014), 부산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정실
(2014)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이성호 이명성(2015)의 연구에서는 농촌관
광 활성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 환경을 분석한 바 있으며, 장운재 외(20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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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목포항 요트산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역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b; 131)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외래 관광객의 방문
지 1순위는 서울(80.4%)이 압도적이며, 뒤이어 제주(18.0%)와 경기(13.0%), 부
산(8.0%) 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 도 중 광주는 16위(0.4%)를
차지해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2.6%(2010) 1.6%(2011) 1.2%(2012) 1.3%(2013)
0.4%(2014)와 같이 하향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대도시로서 유일하게
상위권을 차지한 부산의 경우에도 17개 시 도 대비 15.7%(2010) 14.1%(2011)
12.2%(2012) 11.7%(2013) 8.0%(2014)와 같이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
고 있다. 이는 영 호남을 대표하는 두 지방대도시의 관광위기를 의미하며,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의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이다.
<표 2>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내여행 방문지 휴면 협동조합 실패요인 계층화
(단위: 년, %)

구 분

국내여행

숙박
여행

당일
여행

1위

2위

3위

4위

5위

2014

경기(15.7)

서울(11.6)

충남(10.3)

경남(9.2)

강원(8.8)

2013

경기(14.0)

경북(9.9)

충남(9.6)

2012

경기(12.9)

경남(10.8)

전남(9.7)

경북(9.5)

서울(9.2)

2014

강원(14.4)

경기(12.0)

충남(10.2)

경남(10.0)

경북(9.4)

2013

강원(12.7)

경북(11.0)

경기(10.8)

경남(10.1)

충남(9.8)

2012

강원(12.2)

경기(11.2)

경남(10.2)

경북(9.9)

전남(9.1)

2014

경기(18.6)

서울(15.0)

충남(10.5)

경남(8.5)

경북(7.3)

2013

경기(16.5)

서울(11.9)

경남(9.9)

충남(9.5)

경북(8.9)

2012

경기(14.3)

경남(11.3)

서울(11.0)

전남(10.1)

부산(9.5)

서울(10.0), 경남(10.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a),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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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a; 34)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의 최근 3년간 당일 및
숙박여행지 순위에 광주지역은 없으며, 그나마 부산지역이 지방대도시로서는 유
일하게 2012년 당일여행 방문지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국 내외 관광객에 대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시급한 광주광역시와
비교도시로서 부산광역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택하였다(<표 2>참조).

2. 연구모형의 설계
SWOT-AHP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관광환경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광주광역시, 2012)의
SWOT 분석결과를 기본으로, 이와 관련된 상 하위 계획의 분석내용을 참조하였
다. 측정항목의 수가 한 개 증가할 때

의 공식에 의해 분석모형이 복잡해

지므로 비슷한 맥락의 항목들은 결합 또는 삭제하여 각 요인 당 3개의 세부항목
으로 간소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원 교수 집단1)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
광주지역 관광환경에 관한 SWOT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3> 광주지역 관광환경 SWOT 분석결과
강점(S)
S1: 호남권 중추도시로서 지역 간 연계성 양호
S2: 무등산 광주비엔날레의 대표이미지 구축
S3: 잇따른 국제행사 유치로 지역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기회(O)
O1: 호남고속철도의 전면개통과 접근성 향상
O2: 중국의 해외관광 소비 성장(제1의 인 바
운드 시장 등극)
O3: MICE산업 급부상

약점(W)
W1: 숙박 및 위락 등 관광기반시설 취약
W2: 도시환경 및 경관 등 낮은 도시매력도
W3: 관광 전문인력 및 거버넌스 체계 열세
위협(T)
T1: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시장
T2: 지역 간 관광개발 경쟁 심화
T3: 인접지역 대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 조성

1)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대학교, 광주전남연구원 소속 지역개발 및 관광 분야 공무원 및 연구원, 교수 9명을 대상으로 이메
일을 통해 광주지역 관광환경에 대한 1차 SWOT 분석결과를 발송, 각 요인별 세부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받아 수
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80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3호(통권 66집)

다음으로 AHP를 통해 SWOT 요인들 간에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산출된
값은 요인별 가중치로서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요인
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산출하는데, 산출된 값은 각 요인별 세부
항목 간 가중치를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종합적 가중치는 요인별 가중치와 세부항목별 가중치의 곱을 통해
산출한다. 이상의 과정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1> 광주광역시 전문가 그룹 SWOT-AHP 연구모형

3. 자료수집 및 처리
광주지역 관광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에 앞서 일부 공무원 및 연
구원 등을 대상으로 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 설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에 재직 중인 지역개발 및 관광 관련
부서의 공무원, 광주 및 전남 소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교수, 그리고
생태체험 관광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했던 광주지역 실무자 등 총 3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11.27.~12.14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연
구목적과 응답요령 등을 포함한 설문지 전자파일을 발송한 후 회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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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총 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결과는
Expert Choice 200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HP에 앞서 응답결과에 대한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을 산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C.R은 일반적으로 0.1을 기준으로 0.1 이하일수록 응답결과
의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해 회수된 24부 모두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부산지역 전문가 그룹의 SWOT-AHP는 이정실(2014)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
고를 위한 SWOT-AHP분석”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이정실(2014)의 연구에서
는 관광목적지의 이미지 개선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무원 및 연구
원 집단을 대상으로 SWOT-AHP를 실시한 바 있다. 도출된 결과에 따라 부산시
의 관광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과
정과 방법은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정실(2014)의 연구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영 호남을 대표하는 광역대도시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의
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의 직업군은 연구원 및 교수가 15명(62.5%)으로 가장 많았
고, 관광업계 종사자와 관공서 공무원 직원 9명(37.5%)이 포함되었다.
연령은 40대가 10명(41.7%), 30대와 50대 모두 5명(20.8%)으로 동일하며, 20
대가 4명(16.7%)으로 분포해있다. 업무경력은 1~5년이 15명(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11~15년(5명, 20.8%), 16~20년(4명, 16.7%)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원졸업자(석사)가 15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박사)과 대졸이
각각 5명(20.8%), 4명(16.7%) 있었다(<표 4>참조).

2. 광주 부산광역시 SWOT-AHP 결과 비교
광주지역 전문가 그룹의 SWOT에 대한 우선순위의 C.R.은 0.032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강점(S) 0.044, 약점(W) 0.046, 기회(O) 0.018, 위협(T) 0.03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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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직업군

빈도(명)

비율(%)

관광업계
종사자

3

12.5

관공서
공무원 직원

6

25

연구원
교수

15

20대

빈도(명)

비율(%)

1~5년

15

62.5

11~15년

5

20.8

62.5

16~20년

4

16.7

4

16.7

대졸

4

16.7

30대

5

20.8

대학원졸
(석사)

15

62.5

대학원졸
(박사)

5

20.8

연령

구분

업무
경력

학력
40대

10

41.7

50대

5

20.8

같이 각 요인의 세부항목 간 우선순위 역시 일반적 기준치인 0.1이하로서 수용
가능하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강점(S) 0.050, 약점(W) 0.030, 기회(O) 0.025,
위협(T) 0.025로서 응답결과의 일관성이 높은 편이다.
이하에서는 각 지역 전문가 그룹의 SWOT 요인별 가중치와 각 요인의 세부
항목별 중요도, 그리고 양자 간의 곱인 세부항목들의 종합적 가중치를 제시하였
다. C.R.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별 의견을 평균값으로 합산하되, 응답구간의 편차
가 n배씩 증가하므로 기하평균을 적용하였다.
1) 광주광역시 전문가 그룹
광주지역 전문가 그룹의 경우 요인별 가중치는 강점(S), 약점(W), 기회(O),
위기(T)의 순으로 각각 33.0%, 32.7%, 22.8%, 11.5%의 비중을 차지한다. 구체
적으로는 호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역할과 무등산국립공원,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지역 대표이미지 구축 등의 강점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취약한 관광기
반시설과 낮은 도시매력도와 같은 약점요인은 두 번째 중요요인으로 평가했으
며, 이어서 기회요인(호남고속철도 전면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등)과 위기
요인(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시장 등)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특히 약점요인과 기회요인 간에, 그리고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간의 가중치 차
이는 약 10% 수준으로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 외부 환경보다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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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에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부 환경 중
에서도 위기보다는 호남고속철도의 전면개통과 같은 기회요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 가중치는 요인별 가중치와 각 요인의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값으
로서, 이를 통해 전체에 대한 세부항목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위 3개의 과제를 살펴보면, ‘취약한 관광기반시설(17.0%),
호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역할(15.6%), 지역 대표이미지 구축(12.0%)’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모두 광주지역 내부의 관광환경으로서 강점과 약점요인
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강점 약점 기회 위기의 요인별 우선순위를 비교하면, 강점요인에서는 ‘호남
권 중추도시로서의 역할(47.2%)’, 약점요인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51.8%)’,
기회와 위기는 각각 ‘호남고속철도의 전면개통(41.5%)’,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시장(46.6%)’ 과제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광기반시설의 취
약성은 약점요인 중에서도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응답자의 다수가 심각하
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WOT분석에서 강점과 기회요인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약점과 위
<표 5> 광주광역시 전문가 그룹 SWOT-AHP 결과
세부항목별
가중치

종합적
가중치

우선순위

0.472

0.156

2

0.364

0.120

3

국제행사로 홍보효과

0.163

0.054

7

관광기반시설 취약

0.518

0.170

1

0.317

0.104

4

관광거버넌스 열세

0.164

0.054

8

호남고속철도 개통

0.415

0.095

5

0.415

0.095

6

MICE 산업 급부상

0.170

0.039

11

수도권 집중 관광시장

0.466

0.054

9

0.343

0.039

10

0.191

0.022

12

요인 구분

요인별
가중치

호남권 중추도시
S

W

O

T

대표이미지 구축

낮은 도시매력도

중국 관광소비 성장

지역 간 관광개발 경쟁
인접 관광레저 복합단지

0.330

0.327

0.2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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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인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2) 따라서 제1사분면과 2사분면은
긍정적인 요인들의 가중치를, 제3사분면과 4사분면은 부정적인 요인들의 가중치
를 의미한다. <표 5>에서 확인한 12개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사분면에 표시하였
으며, 기회요인 중 호남고속철도의 전면 개통과 중국인들의 관광소비가 증가한
것이 동일수준의 중요도를 갖는 것을 제외하면 강점, 약점, 위기요인별 세부항
목 모두 순차적으로 분포한 형태이다.

<그림 2> 광주광역시 전문가 그룹 SWOT-AHP 결과

SWOT의 전략은 강점을 이용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SO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WO전략, 강점을 이용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ST전략,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WT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이하에서는 각 요인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 광주권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호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호남고속철도 전면 개통’에 따
른 접근성 향상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표 1> 도시관광 이미지를 구성
하는 요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접근성과 구조성은 잠재적 관광객들로 하여
금 해당도시에 대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호남고속철도
2) 이정실(2014),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SWOT-AHP분석”, 관광레저연구 제26권 제4호, p.57.
3) 이성호･이명성(2015), “SWOT-AHP를 이용한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30권 제1호,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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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면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부각시켜 물리적 거리에 대한 심리적 부
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홍보한다. 또한 호남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관
광자원과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KTX와 연계한
체류형 남도 투어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은 ‘호남고속철도 전면개
통’의 호재와 맞물려 오히려 기존 관광수요 마저 역외로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
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해당 과제 모두 도시관광 이미지를 형
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광매력성과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
만 수도권에 국내 외의 관광객이 집중되고, 지역 간 관광개발 경쟁마저 심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또 다른 지역 간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의
대표이미지로 자리 잡은 유 무형 자원들을 콘텐츠로 한 차별화 된 관광기반시
설의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과의 협업
을 통해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숙박시설 자체를 하나의 전시관 미
술관으로 차별화시킬 수 있다.
외적요인으로서 지역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관
광시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광주권 단독의 관광자
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고는 배차간격 등을 고려
했을 때 다른 대도시권에 비해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며, 국내 외적으로 광주
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 관광도시와는 차
별화 된 이미지가 필요한데, 독특성은 광주의 관광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광주는 호남권 유일의 광역대도시로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
으면서도 지역 내 외에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이러
한 독특성은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현대적이
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수
용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다.
2) 부산광역시 전문가 그룹
부산지역 전문가 그룹 역시 강점(S) 38.3%, 약점(W) 29.8%, 기회(O) 29.4%,
위기(T) 10.7%의 순으로 요인별 가중치를 두었다.4) 그런데 관광환경의 내부요
4) 부산광역시 전문가 그룹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SWOT-AHP 결과를 참고한 이정실(2014)의 연구에서는
SWOT요인별 가중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 ‘종합적 가중치/세부항목별 가중치’를 통해 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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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강점과 약점 간에, 외부요인 중 기회와 위기 간에 약 10% 수준의 중요도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강점과 기회요인과 같이 긍정적인 요인이 약점
및 위기요인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보다 우세한 것은 부산지역의 관광환경에 대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여객부두와 공항, KTX 등 다양한 교통편과 편리한 접근성,
해양 영화 컨벤션 등의 도시 이미지와 같은 강점요인들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
했다. 반면 대규모 관광편의시설 부족과 특정 국가에 편중된 방문객 등의 약점
요인을 다음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뒤이어 해양 및 크루즈 관광 육성정
책 등의 기회요인과 국내 외적 관광객 유치경쟁의 심화와 같은 위협요인 순으
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표 6> 부산광역시 전문가 그룹 SWOT-AHP 결과
세부항목별
가중치

종합적
가중치

우선순위

0.287

0.080

6

0.203

0.090

5

0.393

0.142

1

2억 이상의 배후 관광시장

0.118

0.054

8

대표 관광이미지 부재

0.231

0.061

7

0.177

0.045

11

0.062

0.028

13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부재

0.418

0.094

4

아태지역 관광시장 점유율

0.190

0.052

9

0.189

0.044

12

0.343

0.098

3

중국 등 신규시장의 성장

0.280

0.108

2

국제적 경기침체

0.447

0.048

10

0.195

0.021

15

0.257

0.027

14

0.102

0.011

16

요인 구분

요인별
가중치

다양한 교통수단과 접근성
S

W

O

T

국제행사로 홍보효과 제고
대표이미지 구축

대규모 관광편의시설 부족
특정국가 방문객 편중

배후 관광시장의 잠재력
해양 및 크루즈 관광정책

세계도시 간 관광경쟁 심화
국내 지자체 간 관광경쟁 심화
환경문제 의한 관광활동 위축

0.383

0.298

0.294

0.107

다. 이 과정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을 하며 요인별 가중치의 총합이 1.0을 초과하였으나 가중치는 전체 중
각 요인 및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수치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분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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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대한 세부항목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 가중치를 비교하
였다.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위 3개의 과제로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14.2%), 중국 등 신규시장의 성장지속(10.8%), 해양 및 크루즈 관광육성
정책(9.8%)’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강점 약점 기회 위기의 요인별 우
선순위를 비교하면, 강점요인에서는 ‘해양 영화 컨벤션 등의 대표 이미지 구축
(39.3%)’, 약점요인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부재(41.8%)’, 기회와
위기는 각각 ‘해양 및 크루즈 관광 육성정책 마련(34.3%)’, ‘국제적 경기침체로
관광환경 악화(44.7%)’와 같은 과제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의 16개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사분면에 표시하였는데, W4와 T1이 상
대적으로 동떨어진 형태이며, O1과 O2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앞
서 강점과 기회요인이 우세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의 부
재와 국제적 경기침체와 같은 약점 및 위기요인의 일부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약 40%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아태지역 및 배후지역 관광시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부산광역시 전문가 그룹 SWOT-AHP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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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이정실(2014)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부산지역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통하여 세계적인 관
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등
신규시장의 성장을 기회 삼아 부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을 지적하였다. 이는 강점을 이용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SO전략과 약점을 보완
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WO전략에 관한 것으로서, 도시관광 이미지를 구성하는
관광매력성과 구조성과 관련이 깊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특징적인 관광자원
을 통해 부산의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적 경기침체와 관련해 새로운 관광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래 관광객
의 다변화를 강조하였다. 부산만의 관광도시 브랜드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위해 도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 관광객의
인식과 내재된 기억 속에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뚜렷이 각인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감정 휴리스틱 등의 개발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는 강점을 이용하여 위협을 극복하는 ST전략,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회피하
는 WT전략에 관한 것으로, 상징성 및 독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도시관광 이미지
를 구축하도록 한 방안이다.
3) 소결
광주지역과 부산지역의 전문가 그룹 모두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의 강점(S), 약점(W), 기회(O), 위기(T)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세부내
용으로는 광주와 부산 모두 지역의 대표이미지 구축과 접근성 등을 강점 및 기
회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및 국내 외적 관광객 유치경쟁
의 심화 등을 위기 및 약점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부산지역은 지리적 특성
으로 인해 해양 및 크루즈 관광 육성정책을 기회요인으로 제시한 차이가 있다.
종합적 가중치에 대해 광주지역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 호남권 중추도시로
서의 역할, 대표이미지 구축’과 같이 내적요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반면, 부산
지역은 ‘대표이미지 구축’을 제외하고 ‘신규 관광시장의 성장, 해양 및 크루즈
관광육성’과 같이 외적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도시관광에 있어
항공 항만 내륙교통이 발달한 부산지역의 경우 광주지역과 비교해 외적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각 요인별 최우선 순위를 비교하면 광주지역은 강점(S) 약점(W) 기회(O) 위
기(T) 순으로 ‘호남권 중추도시, 취약한 관광기반시설, 호남고속철도의 전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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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시장’의 요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반면 부산지역
은 ‘대표이미지 구축, 관광프로그램 부재, 해양 및 크루즈 관광 육성정책, 국제
적 경기침체’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특이한 것은 광주지역의 외적요
인은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시장의 과열과 같이 국내환경에 집중된 반면, 부산
지역의 경우 크루즈 관광정책, 국제적 경기침체와 같이 국외환경에 집중한 형태
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광주지역은 국외보다는 국내 관광시장부터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KTX와 연계한 체류형 남도 투어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
다. 또한 비엔날레 참여 작가와의 협업 등을 통한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도회적
이면서도 전원적인 상반된 풍경이 공존하는 지역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적극 수
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부산지역에서는 대표이미지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
영화제 등을 통해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 전략과 중국을 포함한 새
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조직적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주권 관광개발의 방향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도시관
광 이미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부산광역시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SWOT-AHP 기법을 적용해 광주지역 관광환경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
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광주의 관광개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모두 지역 관광환경에 대해 강점(S) 약점
(W) 기회(O) 위기(T)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두 지역 모
두 대표이미지 구축과 접근성을 강점 및 기회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관광기반
시설의 부족 및 국내 외적 관광객 유치경쟁의 심화 등을 위기 및 약점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종합적 가중치에 대한 평가는 광주지역이 ‘취약한 관광기반시설, 호남권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 대표이미지 구축’과 같이 내적요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반면,
부산지역은 ‘신규 관광시장의 성장, 해양 및 크루즈 관광육성’과 같이 외적요인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각 요인별 세부항목의 우선순위 비교에서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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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호남고속철도의 전면개통, 수도권 시장의 과열과 같이 국내환경에 집중
한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크루즈 관광정책이나 국제적 경기침체와 같이 국외환
경에 집중한 형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
로, 향후 각 지역의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시 염두 해야 할 점
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관광개발의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집중할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관
광분야에서 SWOT-AHP를 적용한 사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단일 지역에
대한 분석이 아닌 영 호남 대표 광역대도시를 사례로 비교연구를 하였다는 점
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지역으로 선정한 부산광역시에 대한 직접조사 대
신 선행연구 자료만을 참조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광주 부산 간 관광개
발 환경비교를 위한 공통기준 없이 각 지역의 개별기준에 따라 도출된 SWOT
분석결과를 단순 비교했다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 간
비교연구를 통해 광주권 도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논점의 방향을 확대시켰
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해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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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 ct>

A Study on the Improving Urban Tourism Image of
Gwangju Using the SWOT-AHP Analysi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usan Metropolitan City Soo-Jin Par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ae-Joon Ryu
Gwangju Metropolitan City Hall

Under the International Visitor Survey(2015) and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2015), Gwangju Metropolitan City has been subordinate category for
several years with reference to inbound and outbound tourism destination. And
Busan Metropolitan City also has continued downward trend over recent 5 years,
though Busan’s score is in the upper ranks of big cities. Tourism environment
of Gwangju and Busan were analyzed using SWOT-AHP and the analyzed result
showed that expert groups of the two cities put the priorities like
Strengths-Weaknesses-Opportunities-Threats. While the expert group of Gwangju
placed the most importance on inner factors like ‘tourism infrastructure, pivotal
role in Honam area, representative image’, the other group put the external factors
before the inner factors like ‘tourism market, policy for cruise tourism industry’
excluding ‘representative image’ in comprehensive weighting. The elements like
‘pivotal role in Honam area, vulnerable tourism infrastructure, KTX connecting
Seoul to Gwangju, tourism market clustered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WOT
factors are graded priority order according to S-W-O-T in the expert group of
Gwangju. While the expert group of Busan placed the most importance according
to ‘representative image, tourism program, policy for cruise tourism industry,
economic recession on a world scal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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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imag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wo ci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ternal factors are focused on domestic tourism environment such
as KTX, tourism market clustered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case of Gwangju,
though the others are concentrated with abroad tourism environment like cruise
tourism industry, economic recession in the case of Busan. Tourism development
policy in Gwangju must consider domestic tourism market first for improving
urban tourism image.
Key Words : SWOT-AHP, Urban Tourism Image, Tourism Image, City Image,
Urba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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