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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문화는 객을 유인하는 자원 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표

인 매력물로서 인들은 이러한 문화에 해 더 많은 심을 갖게 되었고,

역사유 이나 자연자원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ㆍ 술ㆍ역사를 배우고 체험

하는 등 에 한 의미는 보다 더 활동 으로 변화하고 있다.특히 21세기

에 어들어 문화 지에 한 심이 높아지고 문화 객이 증가하는 추세

이다1).

한 근래에 들어 붐을 이루고 있는 지역 의 방향을 보면,환경과 인간의

조화가 요한 성패의 열쇠가 되고 지역고유의 자연환경이나 경 ,생활풍속,

역사문화성,특산품,생활터 등을 창의 으로 활용하여 볼거리와 놀거리,먹

을거리 등을 잘 연출해 낼 경우 규모의 자본투자 없이도 상당한 경제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로그램 개발이 한창이다.이러한 형

태의 활성화 방안은 외지 방문객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독특한 한가지

만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개발 략으로

인식되고 있다2).

그러나 오늘날 실은 문화민족주의나 문화국수주의로는 문화의 세계화 도

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그래서 문화의 세계화에 응하여 아시아 각국들은 자

국문화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서구 문화 심의 개발이 지속 으로 진행되어오다 세계 각국은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 에 을 돌리기 시작하 다.이러한 은 지역

문화를 살리기 한 각국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트 드의 변화

1)손수진ㆍ진병렬(2008).청계천 수변공간의 체험과 문화 지로서의 만족도 간의 계 연구.『호텔

연구』,10(4),95-114.

2)이 희(1994).새로운 지역개발 략으로서의 개발.『 학연구』,18(1),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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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맞추어 객 유치를 진하기 한 마 수단의 하나로 지역문화

자원 개발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객의 유형 변화에 인한 것으로 21세기에 어들어 문화 에

한 심이 높아지고 문화 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한 것이다.이러

한 문화 에 한 심이 확 되는 이유는 산업 명 이후 근 사회는 경제

진보와 풍요를 하여 과거를 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모색하는 시

다면, 사회는 통 가치에 한 동경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

색하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3).

문화 에 한 심과 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 한

학문 연구 한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문화 의 요성에 한 인식으

로 인해 이미 구미선진국에서는 문화 동기,문화 정책,문화 형태,문

화 편익 만족요인에 한 주제를 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한 문화 객의 동기를 일반 객과 비교한 연구,구매행동 특성에

한 연구 등 다방면의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 의 상이

되는 문화 지의 고유성(authenticity)에 한 연구가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이러한 문화 지의 고유성은 객의 진정한 것에 한 경험 욕구와

역사 진정성에 한 기 때문에 더욱 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분야에서 고유성에 한 최근의 연구경향은 객이 문화 지를 방문

하는 욕구나 동기로서의 고유성보다는 문화 지에서의 체험 후 지각하는 고

유성에 연구의 을 맞추고 있다.즉 탈 사회(post-modernsociety)의

은 상이 되는 문화유산이나 역사유 ,유물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

다는 객이 체험을 통하여 그것을 진짜라고 느끼느냐하는 실존주의

에서 근해야 한다는 것이다4).이러한 고유성을 실존주의 입장에서 바

라볼 것인가,존재론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한 논의는 계속 으로 진

3)Nuryanti,W.(1996).HeritageandPostmodernTourism.AnnalsofTourismResearch,23(2),249-260.

4)김희 ㆍ김사헌(2006). 탈근 성 시 의 고유성과 존재론 고유성: 상과의 계를 심으로.『

학연구』,30(1),2-27.;Steiner,C.J.& Reisinger,Y.(2006).UnderstandingExistentialAuthenticity.

AnnalsofTourismResearch,33(2),29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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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오고 있지만 이를 에서 살펴볼 때는 상학 으로 악할 수밖에 없

다.그러나 의 기업, 련단체,지역자치단체 등은 을 통한

객 욕구 충족과 지역의 경제 문화 발 을 한 마 측면에서 을

실증 으로 연구하기를 원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에 한

이러한 시 흐름을 반 하여 이론 으로 분야에서의 고유성에 한 정

량 측정 방안과 타 개념과의 계성을 악하고,문화 지를 방문하는

객들의 고유성, 체험, 만족의 구조를 악함으로써 실제 으로는 문

화 지 운 에 한 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 연구의 목

앞에서 제기된 문제에 따라 본 연구는 분야 고유성의 질 연구에

한 한계를 보완하면서 문화 에서 고유성의 요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악하고 체험과 고유성, 만족간의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한

다.문화 지의 질 향상을 해 반 인 문화 지 역을 포함할 수

있는 체험과 고유성, 만족의 속성들을 체계 으로 도출하여 측정도구

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우선 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 지에서의 체험과 고유성, 만족 간의 계를 악하

여 객의 문화 지에 한 성과와 만족도를 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 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정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품질의 문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목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문화 지의 체험과 고유성, 만

족에 한 구성차원을 분류하고 속성들을 악하여 체계화시킴으로써 문화

지의 체험과 고유성, 만족의 측정을 한 측정척도를 도출한다.

둘째, 객이 지각하는 문화 지의 체험과 고유성, 만족을 측

정하여 체험,고유성, 만족의 구조를 검증함으로써 개념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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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시도한다.

셋째, 객이 지각하는 문화 지의 체험,고유성, 만족을 측정

하여 실증분석결과를 통한 이론 ㆍ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즉,문

화 지를 방문하는 객의 만족도 향상을 한 체험 요인과 고유성

요인을 도출하여 문화 지의 품질 향상을 한 실질 인 마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 연구범 방법

본 연구의 범 를 살펴보면 지리 범 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문화 지

로 많은 객이 방문하고 있는 성읍민속마을과 제주민속 을 설정하 다.성

읍민속마을은 재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형태의 문화 지이며,제주민속

은 일정한 구역이 설정되어 제주문화를 시 해 놓은 무 화된 문화 지이

기 때문에 비교 연구가 가능한 곳이라 사료되어 이 두 곳을 설정하게 되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유성 련 연구들은 특정 지역 는

지에서의 사례분석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지의 변화로 인한 방문객의

고유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가 없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이지만 그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지를 설정함으로써 지 특성에 따른

고유성 인식의 차이를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이를 통해

문화 지의 특성에 따라 차이 있는 마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시간 범 로는 2009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같은

시기에 두 지역을 동시에 조사하여 시간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흐름을 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연구목 ,연구범

방법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은 이론 배경으로 문화 지, 체

험,고유성, 만족에 한 이론 고찰을 실시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구성

차원 측정척도를 도출할 것이며 연구개념 간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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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연구설계로 제2장의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가설

설정,조사설계의 내용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제4장은 실증조사분석으로

설문조사자료의 기술 분석과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연구모형 검증,

가설 검증 해석,가설채택 여부를 다루겠다.제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이론 ㆍ실무 시사 을 제시하는

한편,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

를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다.첫째,문헌연구로서 문화 지에서의 체험,

고유성, 만족에 한 이론 고찰을 실시할 것이다.둘째,실증 연구는 문

화 지 고유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화 지를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다.셋째,수집된 설문자료는 통계

로그램인 SPSS12.0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과학 으로 분석하고 안제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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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고찰

제1 문화 지

1.문화 의 개념

사 으로 문화는 ‘생활방식의 변화 그리고 인간생활능력의 향상으로부터

기인되며 일정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인간사회의 특징’5)으로 정의할 수 있으

며,문화는 단순히 유형 사물을 고찰하는 것 이외에도 특정 지역이나 나라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를 느끼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문화

그 자체가 역사를 반추해주는 시 의 홍보매체임을 알 수 있다6).

문화는 역동 이고 융통성 있게 나타나며,동태 이어서 실제로는 항상 변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7).다만 개인이 살고 있는 시기는 한정 이며,그가

의지하는 문화가 개하는 변동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 인 변동의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문화는 역사 흐름의 연속성 속에서 공동 사회에 안정

성과 목 을 가져다 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재 경험과 장래에 한 기

를 반 한다.이처럼 일정한 사회는 일정한 문화를 빚어내며 일정한 문화는

일정한 사회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과거와 재,미래를 통하여 보이고 느껴짐으로써 상호 향을 주어

변화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문화는 상8)이 될 수 있

으며, 부분의 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상이다. 상이 되는

문화는 인간의 역사를 비롯하여 인간이 창조해낸 다양한 물질과 사건이 특정

지역이나 장소,시설 등을 방문하려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는

5)Thiem,W.(1994).DiverseIexkalischeDefinitionenundThiem.

6)박숙진(2004).『한ㆍ독 문화 거리 비교연구』.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7)Medina,L.K.(2003).CommoditizingCullture:TourismandMayaIdentity.AnnalsofTourismResearch,

30(2),353-368.

8)Nahrstedt,W.(1993).VonderKulturreisezurReisekultur?FVW-International,Hef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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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지고 있는 재 욕구를 탐색하고 상이 되는 문화의 잠재

인 매력을 분석하여 양자의 합치를 도모하고,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

흡인력을 재화시키는 상화를 통하여 가능하다9).그러므로 상

으로서의 문화는 특정지역의 상이한 문화의 존재에 한 과거와 재 탐색

욕구와 잠재 매력을 발견하여 인류로 하여 상호 방문,교류하게 하는 매

개체로 해석될 수 있다10).

문화 에 한 논의는 문화와 에 한 논의의 교합 인만큼 복잡하

고 범 한 논의들을 형성하고 있어 문화 이란 객에 의해 문화의 소

비가 이루어진다는 정도로만 정의에 한 합의 정도가 이루어져 있다.

사 의미로 문화 은 ‘유 ㆍ유물ㆍ 통공 ㆍ 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있는 지역 는 사람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을 두고 하는 행 ’로

정의하는데,이것의 문제 은 문화 을 과거에 한 탐구 이상으로 보지 않

았다는 데에 있다11).

세계 기구(UNWTO)는 문화 을 ‘의로는 연구여행, 술,문화여행,

축제와 문화행사 참여,기념물과 유 지 방문,자연ㆍ민속ㆍ 술연구 여행,성

지순례 등 본질 으로 문화 동기부여에 의한 사람들의 이동’을 뜻한다고 하

으며,‘의로는 개인의 문화수 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뜻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

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 다.그 이유는 이러한 모든 행동은 개인의 문화

수 을 향상시키며,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문화 상으로서 은 인간 본래의 환경 이외

의 세계에 하여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2).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 에 한 다양한 정의는 두 가지로 별될

수 있다.첫째, 객의 문화에 한 학습,체험의 문화 동기를 강조하는

경우이다.즉 단순히 문화 상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 학습과

9)이선희(1998).문화 의 가치측정에 한 연구.여행학연구,8,199-221.

10)박숙진(2004).『한ㆍ독 문화 거리 비교연구』.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1)김명자ㆍ이상열(2000).문화 정책을 통해 본 민속의 상.민속연구,10,108.

12)한국 공사(2005).『왜 스토리텔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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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의 욕구를 지니고 문화 상물을 하는 것을 문화 으로 지칭하

는 경우이다.일반 객이 아닌 문화 객의 특수성을 밝히거나 문화 객

을 염두에 둔 안 을 모색하는 경우,문화 학습과 체험에 동기부여 되

는 문화 의 개념에 입각하여 사례분석을 하게 된다.둘째,문화 자원을

방문하는 형태를 문화 이라고 하는 실 인 상으로 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문화 을 정의하는 경우이다.박물 ,문화유산, 술공연,축제

같은 구체 인 문화 상물로 이동하는 것을 문화 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

화 자원을 방문하는 객은 문화 객이 되는 것이다. 자의 정의

에서 볼 때,후자의 문화 은 문화 학습과 체험의 욕구에서 동기 부여되

어 있지 않은 경우,문화 이라고 단할 수 없게 된다13).

하지만 모든 객의 욕구가 한 가지일 수는 없으며, 객의 동기가 외

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화 에 한 정의는 두 가지를 모

두 고려하되 후자의 정의에 보다 가깝게 문화 상에 한 문화

욕구 충족을 목 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실 일 것이

다.이러한 문화 을 통해 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와 타인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세상에 문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

며,더 나아가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 은 의 한 유형으로서 문화의 재발견이며,역사 , 통 유

산에 한 문화 체험이고 지속 으로 변화하는 인류사회를 연결하는

문화의 새로운 단명이기도 하다14).

한 문화 은 을 통하여 객이 추구하는 문화 욕구충족 형식

이다.문화 의 동기는 특정 국가 는 특정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

며,조상들이 남겨 놓은 문화유산,즉 명승고 ,사찰,역사 승지,무형문

화재 등에 한 보호 보존하려는 욕구는 물론이고 술 반에 걸친 심

을 나타내는 행 의 원인으로서의 욕구라 할 수 있다15)

13)이소 (2005).『지역문화 상품화 과정의 문화매개집단 역할에 한 연구』.서울 학교 학원 박사

학 논문.

14)박숙진(2004).『한ㆍ독 문화 거리 비교연구』.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5)윤복만(2002).『문화 마 믹스 요인이 고객만족과 행동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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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문화 에 한 변화

(old tourism) 태 신 (new tourism)

포 즘 중심담 포스트포 즘(post-fordist)

량적 규 개 적

키지  태 개별

S(sea, sun, sand) T(travelling, tracking)

비사실적 특징 사실적

무책 적 태도 책 적

휴양, 락적, 우월적, 지 적 시각 객 행동 험적, 해적 시각

자료원 :Mowforth,M.& Munt,I.(1998).Tourism andSustainability:New Tourism inthe

ThirdWorld.LondonandNew York,53-54.

의 에서 문화 으로의 패러다임 환은 1980년 신ㆍ구 의

시 교체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6).구 의 주된 기능은 휴양,소

비,체험이었고, 인 라 측면에서는 교통체계,식도락 숙박시설 등

의 하드웨어가 업그 이드되는 특징을 띠었다.신 은 소 트 ,문화

,교류 등 의 내용상의 변화가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화 의 성장은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라고 호칭될 정

도로 후기 산업사회의 폭넓은 사회경제 일련의 추세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지식을 얻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에 한 심이 높

아짐에 따라 체험의 질과 다양성,변화 등을 추구하는 객들에게 맞추어

고객 심 인 근,즉 공 에 있어서 수요자 심의 새로운 인식을 강

조하는 것이 문화 으로 인한 재의 트 드이다.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6)Poon,A.(1994).TheNewTourismRevolution.TourismManagement,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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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화 지

문화 지는 문화 자원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

지를 살펴보기 에 문화 자원에 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문화

자원은 문화 의 상으로 자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이다17). 한 문화 자원은 민족문화유산으로 국민이 보존할만

한 가치가 있고 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자원18)

으로 민족문화유산이란 역사 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의 욕구 충족

이 가능해야 한다.

한 문화 지는 지라는 개념 안에 속하기 때문에 지에 한 개

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지는 그 정의와 상의 한계가 불명확

하여 사용 목 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일상 으로 사용되는 지

라는 용어와 문 는 학술 으로 사용되는 용어와는 그 상부터 다르고

학술 인 사용에서도 분야에 따라 용어에 한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포 으로 지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지역으로서 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매력성을 지닌 자원을 보유하고 숙박시설과 편의시

설 등의 지원시설을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19). 지의 개념을 보다 구체

화시킨 것이 목 지라 할 수 있다. 목 지는 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기존의 지는 주로 지의 구성요소 공간 ,경제 그리고

법 인 측면에서 보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목 지는 물리 는 추상

인 지가 객에 의해 선호,선택,이용 회상되는 등 객체로서 규정

될 수 있는 개념이다20).

문화 지의 정의를 내리는 것 한 간단하지 않는데 일반 으로 문화

자원이 객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매력성을 지니고 객

17)한범수ㆍ김희 (2007).문화 자원으로서 테마거리의 발굴에 한 연구.『경기 연구』,10,78.

18)박성수(1999).문화 자원의 개발방안에 한 연구.『 정보연구』,3,211-241.

19)박석희(2002).『 자원론』.서울:일신사.

20)오상훈(1994).『 객』.서울:일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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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유인할 때 문화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문화 지라고 할 수

있다21).

문화 지는 과거와 재라는 시 을 심으로 민속문화 지와 문화

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고학 유 지와 박물 , 통민속마을,왕궁,옛

성터 등과 련된 민속문화 지로 분류하고 시회,뮤지컬,연극, 화상 ,

라디오,TV 로그램,세미나 등과 련된 문화 지로 분류한다.

국내 연구자들 문화 지를 분류한 를 보면 문화유 지,민속

술 지,역사교육 지, 통생활체험 지,종교 지, 문화시설

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22).문화유 지는 유ㆍ무형의 문화유 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의 자 심의 회복을 한 지로 왕릉,

궁궐,박물 ,매장문화재 등이 해당된다.민속 술 지는 타민족과 다른 민

속 술 성격을 특화시킬 수 있는 지로서 마당놀이를 비롯하여 각종

무속의식,종묘제례악,지역문화축제 등을 들 수 있으며,역사교육 지는

특정분야에 한 우리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각종 문헌과 이론에 한 연

구를 할 수 있는 지이다. 통생활체험 지는 우리 선조의 생활을 직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지로서 통민속마을이 가장 표 이라 할 수 있

으며 안동 하회마을과 지리산 청학동을 들 수 있다.종교 지는 종교발상

지,순교지 종교 의의가 강한 곳을 순례하는 것으로 마니산,동학발상지,

불교의 3보 사찰 등을 들 수 있다.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지는 과거의

문화와 함께 인 문화시설을 람함으로써 문화의 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시 과 박물 을 표 인 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 지는 문화 자원을 포함

하고 있는 지리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문화 의 상이 되

는 지역이다.문화 지에 한 을 종단 과 횡단 으로 나

수 있으며,어떠한 으로 근하느냐에 따라 문화 지의 유형은 다르게

21)김 근ㆍ장경수(2001).HISTOQUAL을 이용한 문화유산 지의 서비스품질 측정에 한 연구.『과학연

구』,9,2.

22)홍수희(2003).『문화 지 서비스 품질, 객 만족 반응의 계 연구』.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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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될 수 있다.종단 에서는 민속문화 지와 문화 지로 구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그 외 부분이 연구자들은 횡단 에서 문화

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횡단 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의 분류법을 따

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마다 는 민족마다 다른 문화를 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 특성

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는 국내 연구자이기 때문이다.본 연구에서

의 문화 지는 크게 민속문화 지의 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

라의 실정에 맞는 국내 연구자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선조들의 삶의 자

취와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문화재,민속자료,기념물 등을 포함하

여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 동기를 가진 객들에 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문화자원을 포함한 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3.문화 지 방문객

문화 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문화 동기를 가지고 문화 자원이 포

함된 일정지역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 방문객을

문화 자로 설정하고 이에 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은 과거의 유물이나 유 과 같은 유형 자원뿐만 아니라 인

간의 정신세계와 사회체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악되며 타국이나 타 지

역의 생활양식과 통 풍습 등을 체험하는 으로 정의될 수 있다.문화

은 보고 즐기는 형태의 이 아니라 직 경험하고 느끼는 이고

새로운 세계 과 가치 을 형성 하는 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문

화 자는 이러한 문화 을 직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문화

자들이 선택속성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 자들은 통 미학에 가치를 두고 선택 목 지를 결정하는데

지에서 개최되는 이벤트는 문화 지에서 만족을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한

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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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화 자들의 방문지 선택이 항상 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문

화유 에서 행선지의 결정이 충동 으로 여행 당일 날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24).이러한 것은 매력물과 직 인 련이 있는데 매력물

에 한 정보 제공정도와 수 에 따라 객의 체류기간이나 활동과 같

은 구매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국내연구에서 이정규(1999)는 문화 자의 구매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첫째,문화 자는 지 선택에 있어서 선택

목 이 분명하며 둘째,직 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찾고자 하며 셋째,

통 사회가치에 심과 새로움을 추구하며 넷째,문화 지에서 알게 된

지식과 정보를 소 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다섯째,문화 지에서 열리는

이벤트는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

자의 문화 경험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문화 경험측정은 방문지에

한 문화이해,문화에 한 학습, 자의 문화 변화,새로운 문화 체험

등의 에서 가능하고 을 통하여 자는 문화 경험과 새로운 문화

형성에 상당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자의 체험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서 문화 자의 특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차이 을 분석함으로써 문화

자가 문화 지에서 느끼는 다양한 측면을 세부 으로 밝 낼 수 있을 것

이다.

문화 인 경험을 시하는 자가 증가하는 상에 하여 두 가지로 해

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가 부르주아 이론(embourgeoisementthesis)으로써 문

화 인 서비스와 상품의 소비는 연령과 수입,사회 지 ,학력 면에서 월등

한 치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 스타일의 일부부분이라는 주장이다.많은 연

구에서도 이러한 문화 자의 구조 특성이 규명되고 있다.두 번째는 ‘안

이론(alternativethesis)’으로써 문화자원의 보존과 재창출에 하여 사회 책

23)Light,D.(1996).CharacteristicsofAudienceforEventsataHeritageSite.Tourism Management,

17(3),183-190.

24)Mark,M.J.O.&Pearce,D.G.(1996).HeritageTourismontheWestCoastofNewZealand.Tourism

Management,17(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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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범 를 지정하고 생산라인을 확장하며 지속 으로 새로운 기법을 개

발한다는 것이다.여기에서의 문화 은 고착화된 고 고 술에 제한받

지 않고 문화 상품의 범 를 넓 가고 문화의 정의를 일반인들의 생활자원을

포함하기에 이른다.이 안이론(민주화이론)에 의하면 훨씬 더 많은 자들

이 휴일 동안의 문화이벤트와 문화시설에 친숙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 다.

한 문화 자의 구매행동특성을 바탕으로 문화 선택에 한 특징을

살펴보면,문화 자는 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에 많은 향을 받

고 있으며25), 자가 지를 결정하는데 문화는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

에 문화 매력물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에 공헌하는 넓은 요소

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시장에서 문화매력상품을 조화시켜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문화 활동의 특성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축제이벤트, 통가옥의

역할 등에 한 연구에서 통가옥은 지역축제에서 요한 자원이며, 통가

옥들이 축제 때문이 아닌 지속 이고 고유의 매력물이라는 것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통생활을 체험하는 이벤트에 있어서 통가옥들은 자

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통생활과 사회 행의 많은 면을 즐기는

데 한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문화 자를 ‘historicaltravellers’와 ‘culturaltravellers’로 구분하기

도 하 는데, 자는 체 여행기간 동안 역사유 지나 박물 을 방문한 사람

을 일컫고 후자는 문화축제나 련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부

분의 지역축제가 역사유 지 혹은 주변에서 주로 개최된다는 사실과 일반

인 지역축제와 문화이벤트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이와 같이

장소를 기 으로 한 분류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어디까지가 문

화 인 장소이고 어디까지가 역사 인 장소인지 구분 짓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 자를 자가 목 지에 머무는 동안 하나 이상의 문화

25)Nuryganti,W.(1996).HeritageandPostmodernTourism.AnnalsofTourismResearch,23(2),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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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경험하는 인바운드 방문객으로 정의하는 것과 목 지 내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별한 문화 인 활동에 참가하는 아웃바운드 자로 정의하

는 것이 보편 인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26).

26)Alzua,A.,O'Leary,J.T.&Morrison,A.M.(1998).CulturalandHeritageTourism:IdentifyingNiches

forInternationalTravelers.JournalofTourismStudies,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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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체험

1. 체험의 개념

체험은 인간의 욕구단계의 상층부에 속하는 것으로 욕구에 부응하기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경험 는 을 하는 동안 물리

ㆍ추상 사물이나 상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심리 반응으로서 참여자

가 지각하는 인지 단과 정서 느낌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27). 실

으로 개인이 인지와 정서를 구분하여 체험하지는 않으며,개인의 행동이 어

떤 의미를 지닌 것이라면 여기에는 인지 단이나 정서 반응이 어느 정

도 반 되기 마련이다.따라서 체험의 구성개념에는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행동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세 가지 구성요

소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28).

체험에 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이나 마 분야의 학자들을 심으로 이

루어졌는데 심리학자들은 체험을 ‘사람들이 물리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

거운 마음의 상태들’이라고 정의하 다29).반면 마 분야의 학자들은 체험

을 ‘소비자들에게 실용 가치뿐만 아니라 헤도닉(hedonic)가치도 부여하는

소비상품’으로 규정하 다30).여기서 헤도닉 가치란 실용 인 가치보다는 주

이고 개인 인 성격을 띤 가치로서 소비자가 소비체험상품을 구입하면서

얻게 되는 감성 가치,즉 즐거움 같은 것을 말한다. 한 소비자가 소비체

험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이 에 생각하지 않았던 동기가 유발되고, 여도가

높아지고,자유감,충만한 환상,이탈감 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

다.

27)손일화(2000).『국 별 문화 체험과 지 속성이 만족과 선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8)고동우(1998).선행 행동연구의 비 고찰.『 학연구』,22(1),207-229.

29)Ewert,A.& Hollenhorst,S.(1994).IndividualandSettingAttributesoftheAdventureRecration

Experience.LeisureScience,16,177-191.

30)한숙 ㆍ엄서호(2005).Pine과 Gilmore의 체험 역 모델에 한 검증:한산모시축제 체험활동 참가자 만족

을 심으로.『 학연구』,29(2),131-148.



- 17 -

체험이 하나의 연구 역으로 자리 잡은 1970년 이후 체험은 지속

인 연구가 이어졌다31). 체험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상생활의

체험과 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체험에 을 맞추었다.따라서 체험은

순수(pure),정미(net), 정(peak)의 체험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기 체

험의 개념은 일상생활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 다32).

일생생활과 구분하려는 체험의 개념은 1990년 이후 연구자들에 의하

여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의 일부로서 체험은 일상생활과의 구분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 다.즉 매스미디어 시 인 오늘날은 개인의 가정에서 비

디오나 인터넷 등의 가상체험을 통하여 매력물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

다. 한 을 하기 한 숙박이나 교통기 등의 체험은 일상생활 체험의

확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목 지 마 터와 사업자의 측면에서 객은 소비자이며,

객 활동의 경제 마 의미는 소비와 지출에 있다.일상의 체험과

조되는 매력물에 한 개별 체험조차 체 상품 소비의 일부이

며,이러한 의미에서 체험은 반 인 소비자 체험이다.

체험에 한 사회과학 근을 살펴보면 첫째,일반 객의 공통

입장에서 주 체험에 을 맞춘 상학 근법이다.둘째,종교의식,

순례여행과 신성한 여행을 동일시하는 Durkeimian 근법이다. 체험은

일상의 고통과 구속,아노미(anomie:사회 규범의 동요,이완,붕괴 등에 의

하여 일어나는 혼돈 상태 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 의 무규제 상태),세속

의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 한 자유와 고유성,신기

성과 변화,이국 인 것,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셋째,

주 인 심리 과정으로서 체험은 과학 실험과 다른 정량 방법들

을 통하여 입증된 가장 명확한 방법들 하나이다.넷째,비 근법으로

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무의식 으로 참여하는 획일 인 즐거움 추

31)Wang,N.(1999).RethinkingAuthenticityinTourism.AnnalsofTourismResearch,26(2),349-370.

32)Quan,S.& Wang,N.(2004).TowardsaStructuralModeloftheTouristExperience:AnIllustration

fromFoodExperiencesinTourism.TourismManagement,25,29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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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활동으로서의 체험을 말한다. 체험은 객들에게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다섯째, 련 학술연구와 매체를 통

하여 주목받는 하나의 특정 형태로서 체험 본질을 다루는 것이다.이것은

많은 연구들과 문화,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구체화된다33).

이처럼 사회과학에서의 다양한 근법에도 불구하고 체험은 일상생활

의 체험과 반 되거나 극단 으로 조되는 순수한 체험을 의미하게 된다.이

것은 객이 일상의 삶과 상이한 색다른 것을 체험하기 하여 을 선

택하기 때문이다.

마 근에서 체험은 소비자 체험이다.즉 객은 체험을 해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를 지불하는 완 한 소비자이다.따

라서 체험은 소비자 행동의 측면에서 연구되어지기도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체험은 단히 주 이며 심리 이

고 정서 인 특성을 갖는 의 최종 인 상품으로서 객이 상과

의 직 인 을 통하여 지각하는 심리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체

험 체험에 한 객의 이해와 지식,기능의 획득을 포함하는 용어인 경

험과 구분할 수 있다.

33)Urry,J.(1990).TheTouristGaze.London: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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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험의 측정

문화체험 상 개발은 개별단 목 지의 매력 특화와 한

계가 있다.이는 목 지의 고유성에 기 하고,상징 내지 추억의

상을 발굴하는데 있다.문화체험 이 독특할수록 매력은 더욱 고유하

게 된다.문화체험 활동은 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인

간 계를 유지시키는 일련의 문화커뮤니 이션 활동이다.문화체험형 명

소개발에서도 참여활동과 욕구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 요인

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34).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지별)로 문화체험 상을 선정ㆍ개발

함에 있어서 문화의 지역성을 기 로 한 특성의 반 정도와 객의 문

화체험 상 선호도ㆍ행동의도 측면에서 목 지의 기회와

장애,경쟁목 지와의 비교우 , 상 선호도 등의 요소들을 구명하

다35).문화 상으로서의 발 가능성과 발굴ㆍ육성 측면에서 상징성

발굴(개발),문화이벤트 심의 상 개발, 지역주민의 자발 참여,

객과 지역주민의 유기 계 등의 요소들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6).지역단 문화 상의 차별화와 연계성 측면에서 고유

성 확립, 상의 연계, 상품개발의 다양화, 매력 가치인식,

안내의 정보체계 등이 주요 요소들이었다37).문화체험 시장세분화와 개발

범 효과 측면에서 상품의 유형화와 상품의 무형성ㆍ상징성에

한 신뢰감 확립, 수요자의 욕구충족, 수요의 공간범 , 속성과

만족과의 일치 등의 요소들이 요한 연구 상이었다.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 에 한 지역별ㆍ 상별 상품개발ㆍ

34)김사 ㆍ서인원(2007). 고유성에 거한 문화체험형 명소개발요인 연구:경북 유고문화권을 심

으로.『 연구 』,21(3),275-287.

35)고계성ㆍ오상훈(2004).이미지평가를 통한 문화 매력물 방문객 리방안 연구.『 연구』,18(3),

89-104.

36)김규호(2001).문화 활성화를 한 문화지구 조성방안에 한 연구:경주지역을 심으로.『 학연

구』,25(1),253-270.

37)김사 (2004).경북 동해안권 해양 개발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에 한 연구.『해양정책연구』,19(2),

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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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 마 ㆍ 소비자행동 등이 종합 으로 근되었다. 의로 보

면 통 요소를 살린 문화 상 개발과 요소를 무 화시킨 문화

상 개발로 별되었다. 자는 목 지의 특성에 따라 민속성ㆍ 통

성을 소재로 특화시키는 분석을 심으로 고유성 확립과 상으로서

의 발 가능성, 통 요소를 살린 이벤트 개발, 지역주민의 자발

참여ㆍ사회문화 창의성(발굴),삶의 질 향상 등이 요한 변수로 분석되었

다.

후자는 감각으로 지역 이미지 는 국가 이미지를 살린 문

화이벤트 상을 개발하는 연구를 심으로 지역이미지를 살린 상 개

발,경쟁목 지와의 비교 우 , 서비스 인식, 기업의 지역경제효과와

련 부문들의 력 네트워킹 구축, 표 시장 세분화 욕구

와 참여활동과의 조화 등을 변수들로 구명하 다.

체험에 한 실증 연구들은 정성 방법과 정량 방법을 모두 사용

하고 있지만38), 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정량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39).

체험을 측정한 몇몇 연구들은 측정 상 는 차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

다.DunnRoss& Iso-Ahola(1991)는 측정변수의 도출이 연구자의 직 에 의

존하고 있으며,요인분석 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분석 차의

타당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동우(1988)의 연구는 속성 연구와 여가

경험 연구를 바탕으로 체험에 한 9개 원천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 범주

들이 객의 체험에서 구분될 수 있는지에 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38)Gitelson,R.&Crompton,J.(1984).InsightsintotheRepeatVacationPhenomenon.AnnalsofTourism

Research,11,199-217.

39)고동우(1998).선행 행동연구의 비 고찰.『 학연구』,22(1),207-229.;손일화(2000).『국 별

문화 체험과 지 속성이 만족과 선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동아 학교 학원 박사학 논

문.;김진수(2002).고유성개념을 이용한 소래포구의 체험 략.『 경 학연구』,6(2),19-36.;유

(2002).동굴자원의 체험 활성화 방안.『 연구논총』,14,119-138.;Bello,D.C.& Etzel,M.

J.(1985).TheRoleofNoveltyinthePleasureTravelExperience.JournalofTravelResearch,24(1),

20-26.;DunnRoss,E.L.& Iso-AholaS.E.(1991).SightseeingTourists’MotivationandSatisfaction.

AnnalsofTourism Research,18,226-237.;Lounsbury,J.W.& Polik,J.R.(1992).LeisureNeedsand

VacationSatisfaction.LeisureScience,14,105-109.;Hu,Y.& Ritchiie,J.R.B.(1993).Measuring

DestinationAttractiveness:AContextualApproach.JournalofTravelResearch,32(3),16-24.;Masberg,

B.A.& Silverman,L.H.(1996).VisitorExperienceatHeritageSites:A PhenomenologicalApproach.

JournalofTravelResearch,34(4),20-25.;Stamboulis,Y.&Skayannis,P.(2003).InnovationStrategies

andTechnologyforExperience-BasedTourism.TourismManagement,2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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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체험의 개념을 측정하기 한 61개의 문항 체에 한 요인분석

을 통하여 차원을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체험 차원 구성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남는다.윤유식ㆍ선종갑(2005)은 DunnRoss& Iso-Ahola

(1991)와 고동우(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체험을 측정하 으나 체험

의 구성차원이 선행연구들의 측정척도를 제 로 반 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자

의 직 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Lounsbury & Polick(1992)의 연구는

Beard와 Ragheb(1983)의 여가 욕구 척도를 바탕으로 체험 측정척도를 개

발하 는데 도출된 척도가 실제 인 용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

다.

문화 역에서 이루어진 체험의 연구들 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

다.손일화(2000)의 연구는 체험을 2개 차원 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차원을 간과하고 있다.노경호ㆍ손선

미(2002)의 연구는 문화 의 체험 속성을 직 인 참여활동,정서 인 만

족,지식의 습득,자신 타인과의 계,경 의 감상 등 5개 차원으로 구성

하 는데, 체험이 지 장에서 측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

자들을 상으로 측정하 으며,체험 속성 도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인호ㆍ손 (2004)의 연구는 화 촬 지라는 문화 지의

체험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포스턴모던 객이 추구하는 체험의 유형

에 한 새로운 근을 시도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차상의 오류와 분석방법 상의 오류 등을 고

려하여 문화 지에서의 체험을 3개 유형을 16개 변수로 구분하고 5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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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고유성

1.고유성의 개념

문화 에서 고유성(authenticity)은 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특

히 1990년 반 이후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유성

에 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유성

는 진정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 개념으로 보면 ‘authentic’은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로 알려진(known

toberealandgenuineandnotacopy)’,‘진정한,진짜의 믿을 만한’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따라서 ‘authenticity’는 진정성,신빙성(thequalityofbeing

genuineortrue)을 의미한다40).

고유성 개념은 비교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행 를 고유성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며,지역마

분야의 연구에까지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41).

고유성(固有性)은 ‘어떤 사물이나 겨 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사 의미를 갖는데 이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의미한다.그러나 에 있어

서의 고유성은 다른 것과 같으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다른 곳에서 다시 있

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문자 그 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42).문

화나 사상은 이동하고 복합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 이동하고 복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민족문화의 개성 성격을 고유라고 한다.그러므로 분화 는 사상

이란 것은 인류의 일반생활과 사고방식의 민족의 개성 양식화란 뜻에서 의

의가 있다43).

Halewood& Hannam(2001)44)은 시박물 과 문화유산센터,바이킹 테마

40)오상훈(2005).『 과 문화의 이해』.서울:형설출 사.

41)Waller,J.& Lea,S.(1999).SeekingtheRealSpain?AuthenticityinMotivation.AnnalsofTourism

Research,26(1),110-129.

42)김진수(2002).고유성개념을 이용한 소래포구의 체험 략『 경 학연구』,6(2),19-36.

43)탁석산(2001).『한국의 정체성』.서울:책세상.

44)Halewood,C.& Hannam,K.(2001).VikingHeritageTourism:AuthenticityandCom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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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이킹 마을들에 한 바이킹 문화유산의 상호변형과 고유성의 개념을

연구하 다.고유성은 고고학 으로 확증된 상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에 하여 객 스스로 느끼는 자각이기도 하다고 하 다.이 연구는 고

유성의 다른 두 가지 지각에 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첫째,고유성은 고

고학 ㆍ역사 정확성과 련된 것이며 고유성을 평가함에 있어 학술 지

식과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즉 고유성은 순수와 연결된 개념으로서 과거

와 연결된 실제 장소에 거주하는 통 인 공 자에 의해 제공되는 통의

재 으로 정의된다.둘째,특정 상에 한 찰자들의 지각수 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완 한 순수와는 거리가 있다.이 차원에서 손 (2000)은 고유

성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 인 것이라 하 다.비록 외래 사상이라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 맞추어 응용하고 창의 으로 변경,개조하고 자기화의 특수요

소가 있다면 자국 사상이지 결코 타국 사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고유성에 한 기 연구들은 진짜 구조

와 가짜 구조에 을 맞춘 반면 탈 의 고유성은 객의 개인 지각

수 에 을 맞추고 있다. 사회의 은 고유성과 재미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두었으나,문화 은 여 히 고유

성에 기반을 둔 교육 체험을 심으로 이루어졌다.이러한 사회의

상이 탈 사회에 어들면서 문화 객들에게 있어서도 재미나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등이 고유성보다 더 그 요성을 얻어가고 있으며,이러한

상은 탈 사회의 문화 객들이 갖는 특성이라고 하 다45).탈 사회

의 고유성은 고유성의 해체가 아니라 고유성의 재해석으로 이해해야 한다.

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회의 진짜-가짜 구조의 상실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고유성-비고유성에 한 지각의 문제이다.즉 탈 사회의 객은

상에 한 체험 이 의 고유성-비고유성 보다는 직 인 체험을 하면

서 지각하게 되는 상의 고유성-비고유성의 역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

AnnalsofTourismResearch,28(3),565-580.

45)한숙 (2006).유산 체험 역에 한 탐색-실용 ㆍ헤도닉 가치의 에서.『한국 학회 제59차

2006목포 학술심포지엄』,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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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유성은 탈 사회의 상을 설명하고 있는 선

행연구들의 견해와 같이하면서 객이 문화 활동의 상이 되는 문화

자원을 체험하면서 객 스스로 지각하는 진짜 는 사실의 정도로 정

의하 다.

에서의 고유성은 특정 지역과 그 지역의 방언,실질 인 는 허구 인

특징들,지역 문화요소들을 통하여 추구된다.고유성은 문화유산에 기 한

매력물의 요성에 따라 두 가지 수 으로 구분할 수 있다46).첫째 수 은

매력물에 한 소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사실주의와 련되어

있다.감정 반응은 방문객들이 찾는 지가 과거를 실질 으로 경험하게

하거나 과거의 재 에 하여 진짜라는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즉,

객은 그들이 과거에 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 하여 과거의 실제

세상을 만나게 된다. 객들이 문화 지에서의 경험을 진짜로 느낀다면

문화 지 자체가 진짜로 지각되어지는 것이다.둘째 수 은 본래의 것을 경

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이것은 객들이 문화 지에서 객 이고 실질

인 진정한 역사를 만나기를 기 한다는 의미이다.

고유성 연구에서 있어서 종합 정리를 실시한 Wang(1999)의 연구47)에서

는 기존의 객 이고 사실 인 것에 근거한 정태 상황의 객 고유성에

추가 으로 구성 고유성과 실존 고유성을 언 하고 있다.객 고유성

과 구성 고유성은 상과 련된 고유성이며,실존 고유성은 활동과 련

된 고유성으로 볼 수 있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객 고유성(objective

authenticity)은 한 상의 고유성인지에 기인하는 고유한 체험이다.따라

서 이는 고유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객 이고 인 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가 고유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 으로 만들어진 가짜

라면 비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객 고유성과 련해서 오래된 연구로

46) Bagnall,G.(1996).Consuming the Past.In Edgell,S.,Hetherington,K.& Warde,A.(Eds).

ConsumptionMatter:TheProductionandExperienceofConsumption.MA:Blackwell.

47)Wang,N.(1999).RethinkingAuthenticityinTourism Experience.AnnalsofTourism Research,26(2),

34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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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화된 고유성’개념을 언 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는 주제공원 등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공식 인 공연을 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이다.여기서

객은 공연자에게 정말로 소수민족 출신인지를 의심하게 된다.본래의 마

을을 방문하게 되면 진정한 민족문화를 할 수 있지만,주제공원이나 각종

팸 릿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족문화의 고유성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다.이

러한 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과 사실 느낌의 두 가지 경우이며,이를 다

시 지식으로서의 고유성과 느낌으로서의 고유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사실 여

부에 근거하는 객 고유성이 민족 의 경우 신기성 혹은 모험성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지만 근 화 과정에서 이는 정도가 엷어져 가고 있으며,이에

한 보완책으로 련 주제공원이 등장하며 진정한 민족문화를 견지하는 것

으로 이는 에 있어서 창조된 통과 같은 논의로 이어진다.

구성 고유성(constructiveauthenticity)은 객 고유성과 같이 상에

한 논의이기 하지만 상을 객 으로 측정 가능한 질 인 것에 의한 것

이 아니고 사회 생성의 결과이다.이러한 고유성은 내면 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아니고 념,신념, 망,권력에 의해 생성되어진다고 본다.따라서

이러한 고유성은 측정을 한 단일한 잣 가 없으며 그 개념은 상 이고,

맥락 으로 정해진다.이는 각자의 꿈,이미지, 상에 한 기 의 투사

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구성 고유성은 객들이 찾는 것으로

상징 고유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와 련해서 포스트모던 사회에 있어

도 하나의 비상품이기에 여타 후기산업사회의 소비상품처럼 시각화되는

경향을 지 하며, 객은 상의 실체가 아닌 이미지와 기호,상징을

소비할 뿐이라고 말한다.이는 략과 련하여 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상의 고유성 문제는 역사 인 것이 아니고 시각

인 것이며,만일 상이 진짜처럼 보이면 그것은 정말 진짜가 된다는

것이다.

와 같은 고유성의 개념은 문화와 연 된 것으로 이는 정체된 것이 아니

고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한다.이에 근거하여 고유성과 비고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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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사물을 보는 시각과 해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고유성 체험은 단히 다원론 이고 정의하는 방식,체험 그리고 고유성을

해석하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상 이다.만약에 단체 객이 정서 으로

상을 고유한 것으로 체험했다면 그들의 이 그들의 방식에서 사실

이며, 문가들이 객 견해에서 반 시각을 보여도 계없는 것으로 이

와 같은 Cohen(1998)의 주장은 이후에 창발 고유성이라는 그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처음에는 인공 이면서 비고유 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고

유성이다.디즈니의 경우가 표 인 로 실세계의 무한한 퇴각이 결국은

고유성으로 연결된다.여기에서처럼 객들은 고유성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고유성은 객 고유성이 아니고 사회 생성의 결과인 구

성 고유성이다.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상은 진품 혹은 사실이 아니고

고유성의 표시 혹은 상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구성 고유성은 그곳을 떠나

서는 거의 사실 역할을 하지 못한다.

Cohen(1998)48)의 주장은 고유성 문제와 련하여 형 인 포스트모던

입장을 나타내는 ‘ 실(hyperreality)’과 연결된다.이는 체 으로 고유성

의 개념을 모방과 본질,표식과 사실 사이의 경계를 괴함을 통한 재해석이

다.이러한 실의 형 인 경우가 상상과 환상을 해 태어난 디즈니에서

보이고 있다.여기서는 포스트모던 가상경험과 스펙타클 경험의 원형을 보

여주며,비교 상이 되는 원형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혹은 허 를 구별하는 것

은 부 하다.이러한 포스트모던 탈 심화 경향이 새로운 형태의 여행경

험을 이룬다.이와 함께 후기 주의자들은 신빙성을 확인할 시간 여유가

없으며,단지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의 확실한 가상성격을 엿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근에서 응용된 것은 인 이고,복제되고,모방된 것

에 한 정당화이다.Wang(1999)의 연구에서 Cohen(1995)의 에 있어서의

48)Cohen,E.(1998).AuthenticityandCommoditizationinTourism.AnnalsofTourism Research,15(2),

3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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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매력물에 한 지 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그에 따르면 포스트

모던 자들은 원형의 고유성에는 덜 심을 가진다고 한다.그에 한 이

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첫째,근 의 문화 욕구가 고유성의 요구

다면,포스트모던 객의 요구는 ‘즐김을 한 유희 추구’혹은 ‘표면의

미 즐김’이다.둘째,포스트모던 자는 괴되기 쉬운 호스트커뮤니티에

한 충격에 있어서 더욱 유연해 졌다.따라서 원형에 한 안으로 나

온 것이 무 화된 고유성이다.

고유성의 형태 논의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실존 고유성이 있다.이는 존

재론 개념을 다루며 이에 한 논의의 역사가 비교 오래된 철학 내용

을 다루고 있다.이는 자신에게 진실한 존재로서 특별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를 ‘쾌락 인 좋은 시간’이란 말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실존 고유성은

상물과 계된 것과는 달리 상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계없다.환상 인 느낌이 실존 고유성을 단히 특징짓는 느낌이며,상

개념으로서 일상 사회 제약으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표 2-2>고유성의 분류

상과 련된 고유성 활동과 련된 고유성

-객 고유성

-객 척도 존재

-진품의 고유성에 한 언
-실존의 고유성

- 활동에 의해 활성화 되는 존재의 잠재 실존상태,

에서의 고유한 체험은 의 한계 과정 속에서

활성화된 실존 상태를 얻기 함임

-구성 고유성

- 자 혹은 공 자에 의해 환상,기 ,선호,신념,

권력 등이 투 된 상에서의 고유성

-동일한 상에서도여러차원의 고유성이있으며,새롭게

생성가능,따라서 상의 고유성은 상징 고유성

자료원 :김진수(2005).지역의 고유성과 략의 연계-인천지역을 심으로.『 ㆍ 연

구』,17(1),2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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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유성의 유형

고유성에 하여 Wang(1999)49)은 상과 련한 객 고유성

(objectiveauthenticity)과 구성 고유성(constructive)고유성, 체험과

련한 실존 고유성으로 분류하고 있다.Chronis(2003)50)는 Wang(1999)의 연

구를 기 로 하여 객 ,구성 ,경험 고유성으로 분류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Chronis(2003)의 실증분석 결과 객 고유성,실존 고유성,

장소 고유성,인물 고유성,자연 고유성으로 나타나 경험 고유성이

여러 개의 하 고유성으로 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1)경험 고유성

경험 고유성은 고유성의 해체로 표되는 포스트모던사회에서 고유성의

의미 찾기를 시도한 Wang(1999)51)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는 매

력물의 고유성으로부터 경험의 고유성을 구별하 다.Handler& Eric(1997)52)

은 ColonialWilliamsburg에 한 연구에서 지역 운 의 주요 개념 하나가

“사진이 숨 쉬는 살아있는 장소” 다고 하 다.이러한 시도는 “생생한 과거

만들기”와 유사한 것이다.이러한 은 life-on-thescene이 “livinghistory”

로 불리는 보다 포 인 략으로 흡수된 1970년 에 실행되었다.이 략은

과거시 의 의상을 입은 해설자들을 고용하고, 문명의 모든 자취를 배제

시키고,고유한 향을 사용하고,다감각 체험과 련된 다양한 경험 요소

들을 용하는 수많은 문화유산 박물 들이 개 하는 오늘날 이행되고 있다.

Delyser(1999)는 유령마을의 운 과 련하여 양철지붕을 산화시켜 더욱더

고유하게 보이도록 하 다고 설명한다.이처럼 상의 역사 진 여부와

계없이 객이 그것을 진짜로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

49)Wang,N.(1999).RethinkingAuthenticityinTourism.AnnalsofTourismResearch,26(2),349-370.

50)Chronis,A.(2003).TheConsumptionBenefitsandtheRoleofAuthenticityinthHeritageExperience.

TheGraduateCollegeoftheUniversityofNebraska.

51)Wang,N.(1999).RethinkingAuthenticityinTourism.AnnalsofTourismResearch,26(2),349-370.

52)Handler,R.&Eric,G.(1997).NewHistinanOldMuseum.DukeUniversity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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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각이나 청각,후각, 각,미각을 통하여 역사 인 것 는 통문화와

직 이거나 강하게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체론 의 역사

경험이라고 한다.

2)객 고유성

객 고유성은 원형 는 진짜와 련된 것이다.이는 상과 련된 두

개의 고유성 의 하나로 여기에서의 고유성 체험은 원형의 고유성에 한

인식론 체험으로 볼 수 있다.객 고유성은 박물 과 련된 고유성으로

객에 의해 인식되어질 상의 고유성과 련이 있다.따라서 이는 고유성

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객 이고 인 역이 존재한다.즉 시간,환경,

재료 등에 해 이미 과학 ㆍ객 검증이 이루어진 역사 사건이나 장

의 고유성을 말하는 것으로53) 객이 체험을 통하여 고유성을 지각했

다 하더라도 인 으로 조성된 공간이라면 비고유성으로 정될 수 있다.

객 고유성은 원형 그 로 유지가 되고 있든 일부만 남아 있든 간에 진

본으로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물질 고유성과 유사하다.이러한 개

념 하에서 고유성은 물건들이나 장소 는 역사 사건들이 정확한 모사(模

寫)나 시뮬 이션에 의해 재배치되고 재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일

어났던 진짜 장소를 의미하고 과거의 특정 사건에 한 역사 정확성을 의

미한다.

어 든 실재의 것 는 진품에 기 한 객 고유성의 개념은 객에

의해 지각되어지는 고유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이는 객들 스

스로가 고유성에 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정의를 내리려 할 것이기 때문이

다54).

3)구성 고유성

53)오상훈(2005).『 과 문화의 이해』.서울:형설출 사.

54)오상훈(2005).『 과 문화의 이해』.서울:형설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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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에서 구매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상품들과 이벤트들은 객 으

로 고유할 수 없다.따라서 구성 고유성은 기획되어진 상이나 활동들로부

터 나온다.사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해석과 구성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구

성주의의 기본 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구성 고유성은 완벽하고

오 이 없는 시뮬 이션으로서의 진짜를 의미하기도 하고,가능한 최 의 신

뢰와 설득력을 지니는 과거를 재 하려는 노력의 의한 역사 당 를 의미하

기도 한다55).따라서 상으로서의 자원과 사람,이벤트들에 하여 원형

이나 진짜로서 고유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 는 상징을 통하여 고

유성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의 고유성은 상징 는 기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특정의 상징이나 기호를 이용하여 객들에

고유성을 지각하도록 할 수 있으며,이 게 고유성이 구성되어질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무 화된 고유성이라 불리게 되고 이것은 상품의 홍보를

한 유용한 마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구성 고유성에 한 다른 측면은 사회 용 기 과 념론 견지

에 기반을 둔 사회 구성의 결과라는 상징주의와 련되어 있다.본래 고유

하기 때문에 고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나 신념,시각,지배력에 의

하여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고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유성은 근원 으로 주어진 어떤 것(진짜)이 아니라 상되어진 것(지각)

이다.사회 구성주의 을 주장하고 있는 Bruner(1994)56)는 이러한 형태

의 고유성은 지를 방문한 객들을 해 생산된 의미들과 계있다고

하 다.이 의미들은 매우 개인 이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라 사회 배경 하

에서 형성된 것들이다.하나의 배경으로서 문화를 보고 있으며,문화는 새로

워지고 항상 활동 이며 진화하기 때문에 배경의 의미는 사회 배경 그 자

체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 배경을 어떻게 읽고 경험하는지로부터

생성되는 것이다.

55)Bruner,E.M.(1994).Abraham LincolnasAuthenticReproduction:A CritiqueofPostmodernism.

AmericanAnthropologist,96(2),397-415.

56)Bruner,E.M.(1994).Abraham LincolnasAuthenticReproduction:A CritiqueofPostmodernism.

AmericanAnthropologist,96(2),39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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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고유성은 정확하고 오 없는 과거의 모방과 련된 것이다.이것은

진짜처럼 보이기 해 상물들과 건축물들의 원형을 정확하게 모사한 것을

포함하며 방문객들의 에 과거를 표하는 공 품으로 보이기 한 모든 종

류의 재생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4)실존 고유성

실존 고유성은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철학에서 시작되었으

며 최근 과 련한 고유성 연구에 도입되었다57).실존 고유성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상 즉,실존을 의미한다. 객이

실존 고유성을 체험하는 것은 행 의 역치과정에 의해 형성된 개인 ,

주 감정을 통해서이다.다시 말해 객은 상이 고유하기 때문이 아니

라 비일상 인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역치경험을 통해 자신이 고유하다는 감

정을 갖게 된다.

실존 고유성은 탈차별화,탈 심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 역마 도 내

됨으로써 나타나는 존재 가치의 상실 상태 하에서 진정한 자아 찾기 노력

의 결과라고 하 다.이 개념은 존재론 개념으로 오랜 논의를 거친 철학

내용을 다루는데,이것은 인식하는 사람 자신에게 진실한 존재로서 특별한 상

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환상 인 느낌은 실존 고유성을 강하게 특징짓는

느낌이며,실존주의 고유성은 상물의 고유성 여부에 계없이

에서 안이 되고 있다.이는 상 일상 사회 제약(법규,의무,노동 윤리

등)에서 일정 거리가 덜어진 상황에서 발생한다.

Daniel(1996)은 쿠바 룸바와 같은 스 공연에서 실존주의 고유성을

설명하고 있다.실존 고유성은 객이 그 행사를 단지 지켜보는 것이 아

닌 객이 직 참여하는데서 비롯한다.

객들은 리듬과 율동을 즐기며 기쁨,즐거움, 는 재미 때론 낭패감에

57)김희 ㆍ김사헌(2006).탈근 성 시 의 고유성과 존재론 고유성: 상과의 계를 심으로.『

학연구』,3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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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도 하나 이러한 감정을 춤과 연 시킴에 따라 그 스 공연의 진실성

은 변화된다. 객들은 공연하는 서들처럼 이며 심미 인 바탕에 도

달한다.이러한 스 공연 순간의 은 일상생활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새로

운 세계로 이끌어 쿠바인 서들과 춤추는 객들에게는 거의 무아지경에

달하는 경험에 한 탐닉이 가능하게 된다.객 고유성의 시각에서 보면

고유하지 않거나 꾸민 것이지만 그것이 지닌 창조 이고 카타르시스 특성

때문에 실존주의 고유성을 양산해 내는 것이다.여기서 룸바를 단지

상물로만 취 한다면,이는 객 고유성의 맥락이다.반면 이것이 일단

활동으로 변모한다면 통 춤의 정확한 재연인가 하는 문제와 계

없는,즉 실존주의 고유성이 된다.

3.고유성의 측정

고유성을 실증 으로 측정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부분의 고유성에

한 연구들이 고유성 개념을 이해하고 상과 고유성의 계를 정성

인 방법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고유성을 실증 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상에 한 직 인 고유성 수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

었다(비고유하다-1 ,보통이다-2 ,고유하다-3 )58).특히 이 측정법은 지

인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재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했는지, 매자가 지

인들과 계가 있는지 등이 요한 요소가 된다.다른 하나의 방법은 고유성

의 유형이나 구성요소들에 한 간 측정으로 주로 5 척도법이나 어의

차별 척도법을 이용하고 있다.

Moscardo(1986)는 지각된 고유성과 만족과의 계를 실증 조사하 는데,역

사테마 크의 고유성이 1880년 의 경 과 시물,건물,종업원, 반 환경

의 4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표 되고 있는지를 3 척도로 측정하 으며,방

문객의 만족도는 재방문과 추천 가능성으로 측정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측정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김진수(2002)59)는 경기도

58)김진수(2002).고유성개념을 이용한 소래포구의 체험 략.『 경 학연구』,6(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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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국 민속 에 한 고유성을 측정하면서 시시범,건축물,종업원,

체 분 기 등 4개 차원 14개 항목에 하여 5 척도로 측정하 다.

이처럼 상의 고유성에 한 직 측정은 각각의 실체에 한 과학

인 근이 이루어져 객 고유성의 역만을 다루게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의 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만 탈 사회의

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정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Wang(1999)60)과 Chronis(2003)61),조명환ㆍ양 석(2004)62)

등의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각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 변수들에

하여 5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59)김진수(2002).고유성개념을 이용한 소래포구의 체험 략.『 경 학연구』,6(2),19-36.

60)Wang,N.(1999).RethinkingAuthenticityinTourism.AnnalsofTourismResearch,26(2),349-370.

61)Chronis,A.(2003).TheConsumptionBenefitsandtheRoleofAuthenticityinthHeritageExperience.

TheGraduateCollegeoftheUniversityofNebraska.

62)조명환ㆍ양 석(2004).문화 축제의 고유성 측정에 한 연구- 안리어방축제를 심으로.『문화

연구』,6(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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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만족

1. 만족의 개념

만족은 객의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개념에서 만족은

활동에서는 궁극 목 이라 할 정도로 요한 개념이다63). 만족은 인간

행동의 일부 즉 객이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아가고 싶도록 경험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객이 목 지에 해 기 했던 것과 목 지

를 방문한 측면에서는 방문의 투자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생산 지향의 마 에서 소비자 지향의 마 으로 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켜야만 경 의 성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만

족은 활동 선택의 결과로 개인이 형성하고 표출하며 혹은 획득하는

정 인 지각이나 기분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 인 만족은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으로부터 최종단계인 평가에

서 기 와 실제 방문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결국 향후 목 지 선택

에도 깊이 향을 미치게 된다.그러므로 만족의 정 결과를 갖는

객은 재방문하거나 다른 객에게 해당 목 지에 하여 호의 인

설명으로 표 하게 된다.

만족에 한 개념은 만족이 동기와 아주 하게 련이 있어 보이는 요

구에 기 한 정의이다.이러한 개념을 강조한 만족 개념은 상응하는 욕구와

동인(motives)의 합치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를 지각하는 것으로 욕구만족은 추

진력,동기,혹은 욕구에 한 충족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화한 것이

다.이러한 만족과 심리 과정은 경험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근방법은 주로 경험의 기능 측면을 지향하고 있으며, 객 개인은 요구

에 부합하여 만족하기 한 활동과 여 등을 추구하려 한다는 이다.

활동으로부터 생된 어떠한 경험의 유형과 만족에 한 선호도는 생물

63)김경자ㆍ송인숙ㆍ제미경역(1999). 게서,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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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으로 는 사회 으로 학습된 여가욕구에 한 다양성의 존재에 기

하고 있다64).

이러한 동기이론의 맥락 속에서 개발된 이론으로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

어나고자 할 때나 재 상태가 선호하는 상태와 일치되지 않을 때 락에 참

여한다는 것이다. 락 련 연구에서는 만족의 개념을 행동이나 활동보다도

마음의 상태로 인지하고 있는 심리 결과 개념으로 락이나 활동의 참

여로부터 나타나는 심리 결과인 객의 경험 후에 품질로 만족을 정

의하 으며,만족은 기회에 노출된 이후에 생성되는 객의 정서 상태로

정의하면서 경험품질(qualityoftheexperience)을 강조하 다.

Oliver(1980)65)의해 발견된 기 -불일치 모델에서 소비자는 구매하기 의

상품에 한 기 와 실제 인 경험 후에 비교할 수 있다.만약 실제경험에서

기 보다 높다면 소비자는 만족으로 재구매할 의지가 있고 기 보다 낮다면

불만족하게 된다.이러한 만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여행 기 와 실

제 차이 을 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마 분야에서 고

객만족형성과정에 한 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기 -불일치모델을 기본 으

로 채택하고 있다.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기 -불일치모델

자료:김두하(1999).『주제공원 이용자 만족의 결정인자에 한연구』.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p.8.

64)S.E.Iso-Ahola(1980).ThesocialpsychologicalofmotivationLeisureandrecreation.Dubuque,lowa:

Wim .C.Brown.;윤동구(2000).『 객만족구조모형의 개발에 한 연구』.경기 학교 박사학 .

pp.11-12.재인용.

65)R.L.Oliver(1980).A cognitivemodeloftheantecedentsandconsequencesofsatisfactiondecisions.

JournalofMarketingResearch,17,pp.46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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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기 불일치로 인한 감정이 소비자가 사 으로 갖는 감정에 의해

증폭될 때 나타나는 총체 인 심리상태라고도 정의된다.이는 사 기 와 제

품 사용 후 인지된 실제 성능과 지각된 불일치에 한 소비자반응으로 인지

측면이며 반 인 구매행동 패턴,소매 의 시상태,구매제품과 서비스

의 사용결과로 나타나는 감정 반응과 같은 정서 측면이 강한 개념으로

고객만족은 설명되고 있다. 는 소비경험의 유쾌한 충족상태(인지 단)가

유쾌한 수 (정서 단)에서 제공되었는가에 한 단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고객만족 구성개념 속성을 보다 구체 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66).이러한 두

개의 이론 근(인지 그리고 정서 )을 결합하기 해 근한 문화 조

직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와 문화 환경과 련되어 있는 만족,경험,기

가 어떠한지에 한 연구에서 서비스와 상품의 질과 불일치에 기 로 한

인식 근 즉,인식된 질과 기 사이를 비교하여 박람회 질의 평가와,기

분에 기 한 정서 근으로 문화 박람회가 기 보다 과하거나 도달할 때

발생하는 보완 근을 혼합한 것으로 문화박람회 방문객 만족을 발 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67).비록 논쟁이 있긴 하지만 만족은 인지 ,감정 인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 구성요소로서 만족을 통합 으로 제안

하고 있다

만족은 “실제와 기 하는 상황에서 인식된 모순과 기 하는 상황을 가

로막는 내 조건(개인의 지 ,능력,지식) 외 조건(환경,시간

부족,거리,시설의 부족)의 인식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족은 어떤 객들에게는 허용 가능한 최소수 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

른 사람에게는 거의 완벽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게다가 같은 객

도 만족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객 만족을 크게 두 가지로 측면으로 살펴본다면68)하나는 여행

66)R.L.Oliver(1997).Satisfaction:A BehavioralperspectiveontheconsumerResearch,New York:

Irwin/McGraw-Hill.;이병휘(2004). 게논문.

67)C.Rojas& C.Camarero(2008).Vistor'sexperience,moodandsatisfactioninaheritagecontext:

Evidencefromaninterpretationcenter.TourismManagement,29,52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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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한 결과(outcome)에 을 두는 것이다.이때의 만족은 경

험 체에 해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구체 으로는 체 경험

의 평가,그 시 에서의 정 감정상태,기 불일치에 한 경험 는 감정,

여행경험과 련한 복합 이고 체 인 심리상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평가과정(process)에 을 두는 것이다. 만족은 객이

미리 갖고 있던 신념과 선택된 안이 일치되는지에 한 평가, 에 최

소한 기 했던 것보다 경험이 좋았던 평가,사 기 와 후 지각된 성과

사이의 차이에 한 객반응과 같이 인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평

가과정에 을 두고 있는 만족은 객의 체 경험을 각 단계별

로 측정함으로써 체험의 세부 과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 장 이다.

만족을 정확히 악하기 해서는 이 가지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그 이유는 객의 활동 만족에 한 개념정의와

측정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이라는 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객이 지각하는 목 지에 한 기

는 주 가치 이 반 되기 때문에 목 지에 한 기 와 만족

은 깊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만족은 경험 후에 반 으로 평가되는 정 인 평

가,최종의 상태(anendstate)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만족은 다양한 에 따라 개념화 될 수 있으며,개별 인 서비스 요소들에

한 만족보다 목 지에 한 반 인 만족에 을 맞출 때 더욱 복

합 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그래서 목 지에 한 반 만족은 지에

서 제공받는 서비스와 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객의

사회․심리 상태나 외부 변수에 의해 향 받는다.

따라서 만족은 인지 ,감정 인 요소로 나타내는 개념 구성요소로서

만족을 통합 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만족은 목 지에 한 을

경험하기 에 가졌던 기 나 요구에 한 인지 반응으로 경험 후에

68) 원배․황 취(2004). 자의 지 요인 만족이 재방문에 미치는 향.『한국 산업학회』,18,

pp.22-39:홍수희(2003).상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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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 정 충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만족의 측정

만족의 측정은 어떤 객을 상으로 측정할 것인가를 우선 으로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이때의 측정도구는 인지 반응과 정서 반응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69).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부분 인지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일반 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서양인에 비

해 정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지 측면만을 강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그래서 최근에는 정서 측면에서도 인지 내용을

포함하고 인지 측면에서도 감정 인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하는 경향으로 실

시되고 있다70).

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을 직 측정법과 간 측정법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직 측정방법은 하나 는 그 이상의 문항으로 직 체험에 한 느낌

이나 만족 등을 질문함으로서 측정하는 방법이며71),이 방법의 장 은 간편성

으로 목 이 명확하고 객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만족과 측정

치 사이의 계도 비교 명확하다.반면에 단 은 응답자가 질문자에 의해

쉽게 향을 받을 수 있어 표본 선정의 오류,면 자 오류,무응답자의 오류

등의 문제로 조사 자료의 타당성이 받을 수도 있다72).

간 측정법은 고객 불평이나 재방문에 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73).즉 객의 재방문은 만족뿐만 아니라 기업인 지의 진

활동,방문가능성,충성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따

라서 이러한 간 측정법은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외 요인( 를 들면,

객보다 공격 이거나 극단 인 경험을 한 객의 불평)들까지 함께 측정할

69)홍수희(2003).『문화 지서비스품질, 객만족 반응의 계연구』.동아 학교 학원박사학 논문,46.

70)장형섭ㆍ강도원(2001).이동통신 서비스품질에 한연구.『한국서비스경 학회』,춘계학술발표회,77-97.

71)김완석ㆍ강용주(1999).복합 수를이용하는소비자만족측정법들의 거타당도연구.『소비자학연구』,10(1),63-81.

72)이유재(1995).고객만족정의 측정에 한연구.『서울 학교 경 논집』,29(1),145-168.

73)김완석ㆍ강용주(1999).복합 수를이용하는소비자만족측정법들의 거타당도연구.『소비자학연구』,9(4),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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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 이 있지만,이 게 외 요인을 고려하면서 만족을 측정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74).이처럼 직 측정법과 간 측정법은 서로 장단 을 가

지고 있어 서로 체하기보다도 상호보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연구목 과

발생 가능한 응답 상 오류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75).그

래서 객만족을 측정할 때 기 ,지각된 성과,불일치 등이 개념과는 독립

으로 따로 만족을 측정하는 직 측정법을 체로 이용하고 있다76).

만족에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국외연구자들의 만족정의

연구자 객만족 정의

Tse&Wilton(1988) 사 기 와소비후지각된성과사이의차이에 한소비자의반응

Iso-Ahola(1992) 체험에 한평가이며,경험의기능 인측면을지향

Lounsbury&Polik

(1992)

객자신이여행경험 체에 해서사후이미지를평가하는것으로 체경험에

한일종의태도

Crompton&Love(1995) 락이나 활동의참여로부터나타나는심리 결과인 객경험의질

Kotler,Bowen&Makens

(1996)
인식된질의소비자평가

Qu&Ping(1999) 기 보다실제경험후기 에도달하거나 과할때감정 인상태

Baker&Crompton(2000) 경험후에생성되는 객의정서 상태측면에서경험의질

Bowen& Clarke(2002) 만족은인식 ,감정 요소를통합 으로제안

Troung&.Foster(2005) 경험후에 객의심리 인상태

Rojas&Camarero(2008)상품과서비스의인식과감정 결합에서기 에도달, 과할때발생

자료:선행연구바탕으로 재정리.

74)이유재(1995).고객만족의 정의 측정에 한 연구.『서울 학교 경 논집』,29(1),145-168.

75)고승익ㆍ윤연구ㆍ정승훈ㆍ박은아(2000).축제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가와 만족분석-98제주 섬

문화 축제사례로-.『 학연구』,23(2),246-266.

76)윤동구(2000).『 객만족구조 모형의 개발에 한연구』.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17-18.;

Baker,D.A.&Crompton,J.L.(2000).Quality,SatisfactionandBehavioralIntentions.AnnalsofTourismResearch,27(3),

7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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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주요 변수 간의 선행연구 고찰

사회가 산업화되고 과학화 될수록 인간은 과거에 한 향수와 기억을 그리

워하기 때문에 객은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재 삶에

해 만족하고 싶어 한다.따라서 객은 욕구 혹은 동기로서의 고유성

을 찾아 문화 지를 체험한 후에 만족을 느끼고자 하므로 체험

문화 지의 요성과 그 역할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77).

허 욱ㆍ김진동(2007)은 지역주민과 방문자의 문화 축제에 한 고유성

과 오락성 향유에 한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이 연구는 자의 주체가

구인가로 시작하여 문화 축제의 주체가 구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가 지

역주민과 방문자 간의 지역축제 참여 동기를 비교하고자 하 다.연구자는 축

제 참여동기를 고유성과 오락성으로 분류하 고 고유성은 소리체험,장터풍

물,문화원형,행사참여로 분류하 는데 이 장터풍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방문자가 지역주민보다 장터풍물에 한 참여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문화 지를 두 개의

지역으로 분류한 후 다른 문화 지를 방문한 객 간에 체험과 고유

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진수(2002)78)는 고유성과 체험 간의 계에서 고유성이 체험에

미치는 향을 악하 는데,고유성은 건축물,종업원, 시시범, 체분 기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체험은 미 체험,몰입체험,교육체험,엔터테인먼

트체험 요인이 추출되었다.고유성을 매력요인,동기요인,만족을 설명하는 주

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체험은 의 최종 상품이면서 심리

이고 정서 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미 체험과 몰입체험에는 건축물과,

체분 기가,교육체험에는 건축물과 시시범이,엔터테인먼트체험에는 시

77)손수진ㆍ진병렬(2008).청계천 수변공간의 체험과 문화 지로서의 만족도 간의 계 연구.『호텔

연구』,10(4),95-114.

78)김진수(2002).고유성인식과 체험간의 인과 계.『 경 학연구』,6(3),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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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이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체험에 고유성이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하지

만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체험과 고유성 간의 계는 아직 확립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향 계에 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수진ㆍ진병렬(2008)은 체험과 문화 지로서의 청계천 수변공간에

한 만족도의 향 계를 규명하면서 체험의 일탈성,심미성이 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며,교육성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청계천 수변공간의 체험이 문화 지로

서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과 상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시민들

의 휴식공간과 보행로로만 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통해 기존 청계천 복

원 사업의 최 목표인 역사문화장소로서의 방향이 어 나고 있다는 아쉬움

을 통해 실제 용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계천이 문화 지로서 고려될 때 만족도를 측정하 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성읍민속마을과 표선민속 을 문화 지로 설정하 으며

이곳을 방문한 객을 문화 객으로 설정하 다. 한 선행연구와 같이

객이 인식하는 체험과 만족도 간의 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다.

조태 (2009)은 문화 고유성과 만족 간의 계를 살펴보았는데 고유

성으로는 객 고유성,구성 고유성,실존 고유성으로 분류되었으며,고

유성은 만족에 직 효과를 미치는 동시에 재방문과 구 에도 정(+)의 간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9).장 수ㆍ최진철(2007)80)은 어 의

발 을 하여 기장멸치축제 방문객을 상으로 하여 축제에 한 고유성과

비고유성을 분류하여 만족과의 계를 살펴보았다.고유성은 객 고유성과

경험 고유성으로 분류되었으며 만족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 객

79)조태 (2009).문화 고유성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안동 하회마을을 심으로.『 연

구』,23(4),59-80.

80)장 수ㆍ최진철(2007).수산 축제의 고유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기장멸치축제를 심으로.

『수산경 론집』,38(2),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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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경험 고유성과 비고유성

만이 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유성의

두 개념인 객 고유성과 경험 고유성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았는데 객

고유성이 경험 고유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에 따른

체험과 고유성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체험,고유성, 만족 간의

인과 계를 실증 으로 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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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 연구모형 가설설정

문화 지에서의 체험과 고유성, 만족 간의 계를 악하여

객의 문화 지에 한 성과와 만족도를 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

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정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품질의 문화 상품

을 제공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선

행연구 고찰을 통해 체험,고유성, 만족에 한 구성차원을 분류하여

각 개념간의 계를 악함으로써 제주의 문화 지를 방문한 문화 객의

만족도를 증 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 다.이를 하여 연구모

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림 3-1>연구모형

가 1: 문 지 에 라 체험에는 한 차 가  것 다.

가 2: 문 지 에 라 고 에는 한 차 가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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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 문 지에  체험  고 에 한 향  미칠 것 다.

  가 3-1: 체험  경험적 고 에 한 향  미칠 것 다.

  가 3-2: 체험  객 적 고 에 한 향  미칠 것 다.

  가 3-3: 체험  적 고 에 한 향  미칠 것 다.

가 4: 문 지에  체험  만족에 한 향  미칠 것 다.

가 5: 문 지에  고  만족에 한 향  미칠 것 다.

제2 변수의 조작 정의

1. 체험

체험은 인간의 욕구단계의 상층부에 속하는 것으로 욕구에 부응하기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경험 는 을 하는 동안 여러

물리 ㆍ추상 사물이나 상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심리 반응으로서

참여자가 지각하는 인지 단과 정서 느낌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지에서의 체험을 오락/심미성,교육성, 통성으

로 구분하 다.오락/심미성은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고

목 지에서 아름다움을 하게 되는 행동과 인식을 말한다.

교육성은 체험상품을 소비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거나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통성은 풍 이나 공간의 멋스러움과 고풍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통 인 모습의 내부 환경이 상쾌하고 흥미롭고 한 편안한가에 을 두

고 있다.

2.고유성

본 연구에서 고유성은 포스트모던사회의 객 행동의 측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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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문화 자원을 체험한 후 스스로 지각하는 진짜 는 사실로 정의

하 다. 체험을 통해 지각하는 고유성은 경험 고유성,객 고유성,

구성 고유성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 다.

경험 고유성은 객이 감각을 통하여 통 의례나 역사 사건과 직

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객 고유성은 상이 되는 물건이

나 사람,이벤트가 진짜라는 것이다.구성 고유성은 무 화된 고유성과

련된 개념으로 역사 사실이나 진품의 정확한 모사에 의해 꾸며진 것을 의

미한다.

3. 만족

본 연구에서의 만족은 결과에 을 두고 객들이 문화 지를

체험한 후의 인지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활동에 한 만족,지출한

비용에 한 만족 등으로 측정이 된다.

제3 연구의 조사 설계

1.설문지 구성 내용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과 측정을 한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실증

연구방법을 채택하 는데 설문의 총 문항은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4개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인구통계 특성과 련해서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체험

과 련해서는 5 Likert척도(1-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보통이

다,4-그 다,5-매우 그 다)를 활용한 16개 문항,고유성과 련해서는 5

Likert척도(1-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보통이다,4-그 다,5-매

우 그 다)를 활용한 14개 문항, 만족과 련해서는 5 Likert척도(1-

그 지 않다,2-그 지 않다,3-보통이다,4-그 다,5-매우 그 다)를 활



- 46 -

조사내 문항 수 척도

통계적 특 12 , 열, 등간, 비 척도

체험 16 5점 Likert 척도

고 14 5점 Likert 척도

만족 9 5점 Likert 척도

용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표 3-1>설문의 구성

2.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과학 조사가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조사 설계에 의해서 수집하고자 한다.

첫째,조사 상지역은 제1장의 연구의 범 에서 제시하 듯이 제주특별자치

도와 성읍민속마을과 제주민속 으로 설정되었다.성읍민속마을은 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형태의 문화 지이며,제주민속 은 일정한 구역이 설

정되어 제주문화를 시 해 놓은 무 화된 문화 지이기 때문에 비교 연구

가 가능한 곳이라 사료되어 이 두 곳을 설정하게 되었다.

둘째,본 연구의 목 이 문화 지 방문객의 체험,고유성, 만족

간의 계를 악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문화 지를 방문한 후 다른 지

로 이동을 하기 해서 주차장에 돌아오는 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

셋째,설문조사 시 은 2009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하 고,두 곳의 문화 지에서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시간 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노력하 다.

넷째,실증 연구는 설문조사 통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연구가

설을 기 로 하여 설문조사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며,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가

설을 검증하는 경험 연구방법을 사용하 는데 검증을 한 분석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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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패키지인 SPSS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신뢰도 요인분석,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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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결과

제1 자료의 분석

1.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이 291명으로 50.8%,여성

이 282명으로 49.2%의 비율을 나타냈다.거주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85명으

로 32.3%의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고,서울이 92명으로 16.1%,인천이 57명으

로 9.9%,부산이 44명으로 7.7%, 라도가 42명으로 7.3%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4-1>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91 50.8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3 47.6

여성 282 49.2 학 재학 는 졸업 283 49.4

거주지

서울 92 16.1 학원 재학 는 졸업 17 3.0

경기도 185 32.3

직업

농업/어업/축산업 21 3.7

부산 44 7.7 자 업 118 20.6

인천 57 9.9 매/서비스직 93 16.2

구 30 5.2 학생 30 5.2

주 38 6.6 업주부 117 20.4

강원도 12 2.1 문직 111 19.4

충청도 16 2.8 기타 83 14.5

경상도 28 4.9

제주방문

횟수

처음방문 93 16.2

라도 42 7.3 2회 방문 119 20.8

18 3.1 3회 방문 88 15.4

울산 11 1.9 4회 방문 78 13.6

연령

20 146 25.5 5회 방문 54 9.4

30 161 28.1 6회 이상 방문 141 24.6

40 101 17.6

월소득

100만원 미만 120 20.9

50 138 24.1 100만원 116 20.2

60 이상 27 4.7 200만원 143 25.0

300만원 86 15.0

400만원 44 7.7

500만원 이상 64 11.2

연령 를 살펴보면 30 가 161명으로 28.1%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0 가 146명으로 25.5%,50 가 138명으로 24.1%의 비율을 나타냈다.학력

을 살펴보면 학 재학 는 졸업인 경우가 183명으로 49.4%,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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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273명으로 47.6%, 학원 재학 는 졸업인 경우가 17명으로 3.0%의

비율을 나타냈다.직업을 살펴보면 자 업이 118명으로 20.6%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업주부가 117명으로 20.4%, 문직이 111명으로 19.4%의

비율을 나타냈다.제주방문 횟수를 살펴보면 6회 이상인 경우가 141명으로

24.6%의 가장 큰 비율을 나타냈고,2회 방문인 경우가 119명으로 20.8%,처음

방문인 경우가 93명으로 16.2%를 나타냈다.월소득을 살펴보면 200만원 가

143명으로 25.0%의 비율을 나타냈고,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20명으로

20.9%,100만원 가 116명으로 20.2%의 비율을 나타냈다.

2.신뢰도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항목이나 척도가 어느 정도 측정하고자 하는

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으며,그 측정결과가 추가 인 통계 분석을 진

행하기에 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하여 우선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다.

신뢰성이란 둘 이상의 찰자가 각기 찰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즉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있지 않은 정도로,

변량에 한 체계 정보를 반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이러한 신뢰성 측정은

측정의 정확성과 결과의 일 성이 요하다.보통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높이기 해 크론바흐 알 계

수(cronbach’salpha)를 이용한 내 일 성 검증을 한다.알 계수를 통한 신뢰

도 분석은 하나의 개념에 하여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

우 해당 문항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반분 신뢰도(split-halfreliability)를 구하

고 이들의 평균치를 통해 산출된 크론바흐 알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다.알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악하고 있

으며 0.8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단하고 있다.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해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타당성,기 에 의한 타당성,개념타당성 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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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어진다.내용타당성이란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의 조작 정의의 성 여부를 단하는 근거자료가 된다.기 에

의한 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한 측정이 미래 시 에 있

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측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념타당성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설문 자체의 타당성을 양 으로 평가할 수 있다.KMO

(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합한지 여부를 단하기 한 통계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MO는 .5

보다 크면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다81).

<표 4-2> 체험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구 분
성분

공통성
항목삭제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

계수1 2 3

오락/심미성

체험14 .876 .163 .086 .802 .902

.918

체험15 .874 .194 .138 .820 .899

체험13 .811 .251 .149 .743 .902

체험10 .721 .236 .182 .609 .908

체험9 .688 .240 .317 .631 .907

체험16 .661 .239 .189 .530 .913

체험6 .624 .106 .446 .599 .912

체험5 .546 .358 .313 .524 .913

체험12 .506 .484 .056 .493 .918

교육성

체험4 .202 .863 -.113 .799 .849

.878
체험1 .150 .802 .303 .757 .834

체험2 .277 .780 .173 .716 .848

체험3 .271 .770 .259 .734 .837

통성

체험7 .112 .041 .889 .804 .639

.765체험8 .321 .272 .723 .699 .656

체험11 .412 .247 .529 .602 .741

고유성 7.896 1.698 1.270

분산설명력 49.351 10.615 7.940

분산설명력 49.351 59.967 67.907

KMO=.89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6375.991 유의확률=.000***

***p<.001

81)김계수 (2004).『AMOS구조방정식 모형분석』.서울:한나래,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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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인 - 체험14:기분 화의 계기, 체험15:스트 스 해소, 체험13:시간이 가는 모

름, 체험10:주변환경과 자연스러운 조화, 체험9: 체 풍경이 독특, 체험

16: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체험6:재미있는 장소, 체험5:다양한

볼거리가 있음, 체험12:옛 것에 한 향수를 느끼게 함

2요인 - 체험4:제주의 역사를 떠올 수 있음, 체험1:제주의 통문화에 한 지식을 얻

을 수 있음, 체험2:옛날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음, 체험3:제주

의 문화를 배울 수 있음

3요인 - 체험7: 통놀이 체험, 체험8: 통생활 재 에 한 흥미, 체험11: 통

인 모습에 한 호감

체험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 각 요인에 한 신뢰도계수

가 0.7이상으로 신뢰성이 비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 결과

고유성1을 기 으로 하 을 때 3개 요인이 추출되어졌다.

<표 4-3>고유성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구 분
성분

공통성
항목삭제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3

경험

고유성

고유성1 .836 .028 .274 .775 .874

.890

고유성2 .806 .152 .358 .801 .851

고유성9 .668 .398 .315 .704 .863

고유성10 .663 .414 .172 .734 .866

고유성8 .544 .445 .367 .628 .873

객

고유성

고유성13 -.093 .811 .267 .737 .793

.819
고유성14 .274 .778 .138 .699 .750

고유성12 .380 .745 .201 .740 .731

고유성11 .470 .536 .181 .541 .811

구성

고유성

고유성4 .193 .066 .756 .614 .830

.842

고유성5 .161 .326 .746 .688 .799

고유성6 .388 .273 .697 .711 .780

고유성7 .270 .493 .602 .678 .799

고유성3 .400 .138 .593 .531 .832

고유성 7.240 1.319 1.024

분산설명력 51.714 9.423 7.312

분산설명력 51.714 61.137 68.449

KMO=.90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5062.142 유의확률=.000
***

***p<.001

1요인 -고유성1:제주 선조들의 생활터 음을 확인할 수 있음,고유성2:건축물에서 제주 선조들

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음,고유성9: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음,고유

성10:제주 선조들의 삶의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음,고유성8:이곳은 제주 지역 색체

가 강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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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인 -고유성13:음식 ,휴게실 등 각종 부 시설에서 제주 문화를 느낄 수 있음.고유성14:

종사원들의 복장 행동에서 제주 문화를 느낄 수 있음,고유성12:진짜 과거시 에 온

것처럼 느낌,고유성11:이곳에서 제주 통문화를 직 체험할 수 있음

3요인 -고유성4: 시품과 공연물들은 지역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 같음,고유성5:제주 선

조들의 삶을 생동 으로 재 하고 있음,고유성6:민속공연물, 시물은 제주의 통

인 삶을 재 하고 있음,고유성7:제주도의 과거 재 이 매우 실 임,고유성3:건축물

과 시품은 통 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음

KMO값은 .896이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은 6375.991이고 이

에 한 유의확률은 p<.001수 을 나타냈다.각 요인에 한 분산설명력은 1

요인이 49.351%,2요인이 10.615%,3요인이 7.940%이며 분산설명력은

67.907%를 나타냈다.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요인명을 설정하 는데 요인

1은 “오락/심미성”,요인2는 “교육성”,요인3은 “ 통성”이라 명명하 다.선행

연구에서는 “실존 고유성”이 제시되었지만 실증분석 결과 이와 련된 내

용이 제거되었는데 이는 연구 상지에서 방문객들이 느낄 수 있는 실존

고유성( 상이 고유한 것이 아니라 방문객의 몰입으로 인해 방문객 스스로가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제거된 것으로 사료된다.

고유성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결과 각 요인에 한 신뢰도계수가

모두 0.8이상으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인분석결과 고유성을 1

을 기 으로 할 때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요인분석 결과 KMO값은 .904

이며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값은 5062.142이며 이에 한 유의확

률은 p<.001의 수 을 나타냈다.각각의 분산설명력을 살펴보면 1요인이

51.714%,2요인이 9.423%,3요인이 7.312%를 나타냈고,총분산설명력은

68.449%를 나타내고 있다.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고유성 요인에 한 요

인명을 설정하 는데 1요인을 “경험 고유성”,2요인을 “객 고유성”,3요

인을 “구성 고유성”이라 명명하 다.

문화 지를 방문한 만족도에 한 질문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결과

신뢰성에서는 .942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나타냈고,고유성을 1이상을 기

으로 할 때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졌다.요인분석 결과 KMO값은 .922를 나

타냈고,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값은 4189.874이며 이에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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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확률은 p<.001의 수 을 나타내고 있다.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이에

한 고유성은 6.175이고 분산설명력은 68.610%이며 이에 한 요인명은 “

만족”라 명명하 다.

<표 4-4>만족에 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구 분
성분

공통성
항목삭제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만족

만족2 .875 .766 .931

.942

만족9 .873 .763 .930

만족7 .855 .731 .932

만족4 .853 .727 .932

만족8 .830 .688 .934

만족1 .819 .671 .935

만족5 .810 .655 .935

만족3 .807 .652 .935

만족6 .723 .522 .942

고유성 6.175

분산설명력 68.610

KMO=.9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4189.874 유의확률=.000***

***p<.001

1요인 -만족2:이곳의 방문은 즐거운 경험임,만족9:주변 사람들에게 방문해보도록 권유하겠음,

만족7:이곳 방문에 해 반 으로 만족함,만족4:다른 일반 지에 비해 만족함,만

족8: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도 방문하겠음,만족1:이곳의 문화 매력성에 만족함,

만족5:과거에 방문했던 다른 문화 지에 비해 만족함,만족3:이곳의 방문은 나에게

유익함,만족6:이곳 방문을 해 지출한 액에 비해 만족함

제2 가설의 검증 해석

1.가설1의 검증 해석

문화 지 유형에 따라 체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

여 표본을 성읍민속마을 방문객과 제주민속 방문객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

른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체험의 오락/심미성에 있어서는

p<.001수 에서 제주민속 방문객의 평균이 4.540으로 성읍민속마을의 평균

3.042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성에서도 p<.001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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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속 방문객 3.361로 성읍민속마을 방문객의 평균 3.067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고, 통성에서도 p<.001수 에서 제주민속 방문객 평균 3.497로 성

읍민속마을 3.121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표 4-5>문화 지 유형에 따른 체험 차이검증

구분 표본 수 평균 t값 유의확률

오락/심미성
성읍민속마을 312 3.042

-8.365 .000
***

제주민속 261 3.540

교육성
성읍민속마을 312 3.067

-5.466 .000
***

제주민속 261 3.361

통성
성읍민속마을 312 3.121

-6.411 .000
***

제주민속 261 3.497

***p<.001

2.가설2의 검증 해석

문화 지 유형에 따라 고유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표본을 성읍민속마을 방문객과 제주민속 방문객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 다.

<표 4-6>문화 지 유형에 따른 고유성 차이검증

구분 표본 수 평균 t값 유의확률

경험 고유성
성읍민속마을 312 3.351

-4.888 .000
***

제주민속 261 3.631

객 고유성
성읍민속마을 312 2.764

-2.934 .003
**

제주민속 261 2.939

구성 고유성
성읍민속마을 312 3.185

-4.757 .000
***

제주민속 261 3.448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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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 경험 고유성은 p<.001수 에서 제주민속 방문객이 3.631로

성읍민속방문객 평균 3.351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객 고유성에 있어서

는 제주민속 방문객이 2.939로 성읍민속마을 방문객 2.764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두 지역 모두 방문객의 객 고유성에 한 평가가 3 보다

낮은 것을 확인했을 때 두 지역이 방문객에게 객 고유성이 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벤트가 진짜라고 생각

하는 것이 객 고유성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성읍민속마을과 제주

민속 의 배열이나 시들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구성 고유성과 련해서는 제주민속 방문객이 3.448로 성읍민속마

을 방문객 3.185보다 높은 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가설3의 검증 해석

1)가설3-1의 검증

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고유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7>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경험 고유성에 미치는 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경험

고유성

(상수) .782 .103 7.575 .000
***

오락/심미성 .498 .034 .548 14.556 .000
***

.497 2.013

교육성 .282 .034 .272 8.240 .000
***

.645 1.551

통성 .050 .033 .052 1.533 .126 .602 1.660

R
2
=.600 수정된 R

2
=.598 F값=284.214 유의확률=.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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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인의 평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VIF값이 모두 3미만이어

서 독립변수 간에는 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수정된 R
2
값을

봤을 때 .598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경험 고유성을 59.8%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분석된 회귀결과 식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경험 고유성 =.782+.498×오락/심미성 +.282×교육성 +.050× 통성

회귀계수와 유의확률 살펴보았을 때 오락/심미성과 교육성이 경험 고유성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오락/심미성은 p<.001

수 에서 .498의 값을 나타냈고,교육성은 p<.001수 에서 .282의 값을 나타

내 체험 오락/심미성이 경험 고유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2)가설3-2의 검증

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객 고유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8>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객 고유성에 미치는 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객

고유성

(상수) .625 .135 4.632 .000
***

오락/심미성 .194 .045 .210 4.337 .000
***

.497 2.013

교육성 .325 .045 .309 7.271 .000
***

.645 1.551

통성 .165 .043 .169 3.839 .000
***

.602 1.660

R2=.336 수정된 R2=.332 F값=95.905 유의확률=.000
***

***p<.001

수정된 R2의 값을 보면 .332로 독립변수인 체험이 종속변수인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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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을 33.2%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한 회귀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객 고유성 =.625+.194×오락/심미성 +.325×교육성 +.166× 통성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오락/심미성,교육성, 통성 모두 p<.001수 에서

객 고유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교육성이 .325,오락/심미성이 .194, 통성이

.165를 나타내 객 고유성에는 교육성이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가설3-3의 검증

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구성 고유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9>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구성 고유성에 미치는 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구성

고유성

(상수) 1.200 .127 9.477 .000
***

오락/심미성 .306 .042 .347 7.292 .000
***

.497 2.013

교육성 .249 .042 .248 5.921 .000
***

.645 1.551

통성 .094 .040 .100 2.322 .021
*

.602 1.660

R2=.359 수정된 R2=.355 F값=106.000 유의확률=.000

*p<.05,***p<.001

수정된 R2값을 보면 .355로 독립변수인 체험이 종속변수인 구성

고유성을 35.5%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한 회귀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8 -

구성 고유성 =1.200+.306×오락/심미성 +.249×교육성 +.094× 통성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오락/심미성과 교육성은 p<.001수 에서, 통

성은 p<.05수 에서 구성 고유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오락/심미성이 .306으로 구

성 고유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고,교육성은 .249, 통성은 .094

의 값을 나타냈다.

4.가설4의 검증 해석

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만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4-10>문화 지에서의 체험이 만족에 미치는 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만족

(상수) .502 .094 5.361 .000
***

오락/심미성 .695 .031 .727 22.397 .000
***

.497 2.013

교육성 .100 .031 .092 3.219 .001
**

.645 1.551

통성 .082 .030 .081 2.757 .006
**

.602 1.660

R2=.702 수정된 R2=.700 F값=446.832 유의확률=.000
***

**p<.01,***p<.001

그 결과 수정된 R
2
값을 살펴보면 .700으로 독립변수인 체험이 만

족을 7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이에 한 회귀식을 수식화하면 다음

과 같다.

만족 =.502+.695×오락/심미성 +.100×교육성 +.082× 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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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심미성은 p<.001수 에서,교육성과 통성은 p<.01수 에서 만

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가설5의 검증 해석

문화 지에서의 고유성이 만족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VIF값을 보면 모두 3미만으로 독립변수 간의 공

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수정된 R
2
값을 보면 .598로 독립변수인 고

유성인 종속변수인 만족을 59.8%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회귀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족 =.525+.725×경험 고유성 +.173×객 고유성

-.053×구성 고유성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경험 고유성과 객 고유성이

p<.001수 에서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치며,경험 고유성의 회귀계

수는 .725,객 고유성의 회귀계수는 .173으로 경험 고유성이 만족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1>문화 지에서의 고유성이 만족에 미치는 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만족

(상수) .525 .106 4.968 .000
***

경험

고유성
.725 .044 .689 16.428 .000

***
.399 2.507

객

고유성
.173 .038 .167 4.537 .000

***
.518 1.930

구성

고유성
-.053 .043 -.048 -1.212 .226 .441 2.270

R
2
=.600 수정된 R

2
=.598 F값=284.867 유의확률=.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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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석결과에 한 요약

본 연구는 문화 지를 방문한 방문객의 체험,고유성 지각, 만족

간의 향 계를 살펴 으로써 문화 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

을 마련하는데 있다.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가설을 설정하여 이에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2>분석결과의 요약

구분 내용 채택여부

가설1 문화 지 유형에 따라 체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 문화 지 유형에 따라 고유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3

문화 지에서의 체험은 고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문화 지에서의 체험은 경험 고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2 문화 지에서의 체험은 객 고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3 문화 지에서의 체험은 구성 고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문화 지에서의 체험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문화 지에서의 고유성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문화 지 유형에 따라 체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오락/심미성,교육성, 통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표선민속 이 성읍민속마을보다 모든 요인에서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다.

둘째,문화 지 유형에 따라 고유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경험 고유성,객 고유성,구성 고유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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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표선민속 이 성읍민속마을보다 모든 요인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문화 지에서의 체험은 고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을 세부 으로 살펴보면 고유성의 경험 고유성 요인에는 체험의

오락/심미성,교육성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고유성의

객 고유성과 구성 고유성 요인에는 체험의 오락/심미성,교육성,

통성 모두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문화 지에서의 체험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락/심미성,교육성, 통성 모

두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문화 지에서의 고유성은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확

인한 결과 구성 고유성 요인을 제외한 경험 고유성과 객 고유성이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선행연구를 토 로 설정된 문화 지에서의

체험과 고유성,방문만족도 간의 계 설정이 올바르게 구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한 이러한 개념 간의 계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문화 지

에서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구체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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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 연구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최근에 속하게 증가하는 문화 에서 출발하 다.사회의 복

잡화로 인해 문화의 경제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일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거의 문화 고유성을 다시 찾으려는 객들이 증가하면서 차 문화

요소를 자원화하여 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경제 활동의 하

나로 악되어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이 에 제 로 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이유 하나로 으로 인한 문화의

상품화가 지역의 문화 고유성을 변형시키거나 소멸시킨다는 견해가 제기되

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의 상품화나 무 화를 통해 문화 고유성이 상실되

는 것을 배척하기보다는 통문화를 으로 재창조하거나 사라진 문화를

복원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한 제주도에서도 제주를 방문하는

객들의 취향이 바뀜에 따라 제주의 통문화를 복원하고,제주의 지방색을 유

지하여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의 상품화만이 제주의 문화

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문화 에서 체험되는 지역 문화를

심으로 하여 체험,고유성, 만족 간의 계를 악하고자 하 으

며,제주도에서 문화 지로 표되는 성읍민속마을과 표선민속 두 곳의

차이 검증을 통해 문화 객의 만족도를 극 화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에서 용될 수 있는 실제

문화 발 방향과 이론 으로 문화 객 행동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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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본 연구는 겨울 기간 동안 조사가 이 졌기 때문에 시간 한계로 인

한 결과일 수 있지만 성읍민속마을과 표선민속 의 체험과 고유성 지각

에서 표선민속 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이유

로는 성읍민속마을의 경우 마을 체를 람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가

와 통 매 만을 들리고,표선민속 은 한번 입장했을 때 제주의 주요 가

문화자원을 체 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

료된다. 한 성읍민속마을은 옛 성읍 마을의 경을 돌아보는 곳이지만 표선

민속 은 제주의 요 문화, 가 등을 자세한 설명이 갖추어져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표선민속 내에서 시행되는 공연도 방문객들의 만족

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이러한 에서 과거 문화를 화

시켜 재 했다는 에서 표선민속 에 한 고유성 지각이 성읍민속마을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이러한 을 볼 때 문화 지라 함은 단순히

옛 통 문화를 그 로 재 해서 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통합하고 이야기화 시켜 객들에게 감성 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문화 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체험에 한 만족

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에 한 흐름이 변화하듯이 의 객

들은 지역의 문화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자

신의 체험 정도를 높여 수록 더 높은 비용도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문화 객들은 지식욕구가 강하며,자신이 둘러보는 지역의 문

화를 단순히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 체험함으로써 인지 경험

과 감성 경험을 동시에 실 시키고 싶어한다.이런 을 고려했을 때 제주

의 문화 지는 제주의 가,돌담,옛 화장실 등을 보여주는 식의 보는

심으로 이 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이 많다고 생각된다.제주 문화

가 만들어지는 흐름을 역사 으로 신화 으로 살펴볼 때 이야기거리는 풍부

하며,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문화 객들이 직 문화 지를 꾸며나가는

형태의 체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직 돌담을 하나 쌓아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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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벽을 한 뼘 쌓고,올 의 나무를 함께 심고,허벅을 통해 물을 옮겨

연못을 함께 만드는 단순하면서도 쉽게 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문화 지의 부정 측면을 바라볼 때 문화 객으로 인한 지역문

화의 변형 는 소실이 제기된다.이러한 은 문화 자의 윤리 측면

의 문제 도 제기될 수 있지만 문화 객을 받아들이는 문화 지의 문제

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문화 객 측면에서는 윤리에 한 교육이 계

속 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와 련되는 문화 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문화에 한 경험 고유성,객 고유성,구성 고유성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이런 측면은 본 연구에의 요인에 의한 순서이며 연구자

의 에서는 객 고유성,구성 고유성,경험 고유성에 한 순서로

문화 지 운 에 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먼 지역문화에 한 객

고유성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 지의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문화가 아

닌 다른 지역의 문화를 문화 지에 용하면서 지역문화가 다른 지역문화

화 혼용되는 상을 겪고 있다.그러므로 객 으로 지역문화에 한 논의와

함께 특성을 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다음으로는 객 고유성을 갖

춘 지역문화를 어떻게 구성하여 문화 객에게 보여 것인지에 한 논의

가 필요하다. 에 와서 타 지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책,매스

미디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하지만 객들이

직 방문하여 느낄 수 있는 문화를 구분하고 이를 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배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게 된다.그 다음으로는 객

고유성을 갖추고 구성되고 배치된 지역문화를 객들이 직 체험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 게 되었을 때 지역의 문화를 고유성을 갖추고

객에게 달할 수 있으며, 객은 객 고유성 있는 고유성을 받아들

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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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문화 객을 심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체험,고유

성, 만족 간의 계를 살펴보고 문화 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하지만 지 까지 체험과 고유성에 한 개념 논

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두 개념 간의 선후 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상

황에서 체험이 고유성에 앞서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 다.이에

한 논의는 이론 고찰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체험

과 고유성이 심리 으로 어떤 계에 있으며 그 사이에 요하게 역할을 하는

다른 개념이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연장선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고유성에 한 이론 연구를 통해 두 개념 간의 향 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선행연구에서도 이 두 개념의 선후 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 객에 한 심리 측정이 부족한 이유

로 사료된다.

둘째,문화 객의 만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념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객의 심리를 몇 개의 개념으로 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

는 동시에 무 많은 개념을 투입시키면 이론 이해도가 떨어져 간명화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 객의 만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체험과 고유성 지

각에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에 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문화 지를 방문하는 문화 객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

다.본 연구에서는 문화 객에 한 명확한 구분 없이 문화 지를 방문한

객 체를 상으로 분석이 이 졌지만 문화 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을 명확히 밝 내고 문화 객 특성에 따른 체험,고유성,만족의 계

를 밝 낸다면 이론 으로는 문화 객을 이해하는 더 많은 도움을 될 것이

며,문화 지에서는 세분화 시장별 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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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험과 고유성에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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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귀하의 연령은 ? ( )세

3.귀하의 거주지는? ( )특별시/역시/도

4.귀하의 직업은?

① 농업/어업/축산업 ② 자 업 ③ 매,서비스직 ④ 학생 ⑤ 업주부

⑥ 문직 ⑦ 기타( )

5.귀하의 학력은?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학 재학 는 졸업 ③ 학원 재학 는 졸업

6.귀하의 평균 월소득은? 약 ( )만원

7.귀하가 이곳을 방문할 때 문화 동기는 어느 정도 고려하셨습니까?

① 문화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② 문화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③ 문화 동기는 보통이다

④ 문화 동기를 요하게 고려하 다

⑤ 문화 동기를 매우 요하게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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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곳에서 귀하는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① 사진촬 을 하는 정도 음

② 제주 문화에 해 약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음

③ 제주 문화에 해 상당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음

④ 제주 문화에 해 심오한 통찰을 하게 된 기회 음

9.귀하의 제주 방문 횟수는? 총 ( )회

10.귀하의 이곳 방문 횟수는? 총 ( )회

11.귀하의 자녀 에서 ㆍ ㆍ고등학생이 있습니까?

① 등학교 자녀 있음 ② 학교 자녀 있음 ③ 고등학교 자녀 있음

12.귀하에게 ㆍ ㆍ고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이번 여행에 함께 오셨습니까? ① 그 다 ② 아니다

Ⅱ.문화 지의 체험에 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 항목들에 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설 문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제주의 통문화에 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옛날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제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제주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이곳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이곳은 재미있는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통놀이를 체험했거나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통생활을 재 한 것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이곳의 체 풍경이 독특하다 ① ② ③ ④ ⑤

10.이곳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① ② ③ ④ ⑤

11.이곳의 통 모습이 보기에 좋다 ① ② ③ ④ ⑤

12.옛 것(고향,어린 시 )에 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시간가는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4.기분 환의 계기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스트 스가 해소된다 ① ② ③ ④ ⑤

16.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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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문화 지의 고유성에 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 항목들에 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설 문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제주 선조들의 생활터 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건축물에서 제주 선조들의 생활상을 그 로 느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건축물과 시품은 통 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시품과 공연물들은 지역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제주 선조들의 삶을 생동 으로 재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민속공연물, 시물은 제주의 통 인 삶을 재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제주도의 과거 재 이 매우 실 인다 ① ② ③ ④ ⑤

8.이곳은 지역 색체가 강하게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⑤

9.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제주 선조들의 삶의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이곳에서 제주 통문화를 직 체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진짜 과거시 에 온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3.음식 ,휴게실 등 각종 부 시설에서 제주 문화를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종사원들의 복장 행동에서 제주 문화를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문화 지의 방문 만족에 한 문항입니다.

다음 각 항목들에 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설 문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이곳의 문화 매력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이곳의 방문은 즐거운 경험이다 ① ② ③ ④ ⑤

3.이곳의 방문은 나에게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4.다른 일반 지에 비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과거에 방문했던 다른 문화 지에 비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이곳 방문을 해 지출한 액에 비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이곳 방문에 해 반 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도 방문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9.주변 사람들에게 방문해보도록 권유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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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ourists’ 

Experienc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in Cultural Tourist Destinations

byJin-SeokKim

DepartmentofTourism Management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

SupervisedbyProfessorMoon-SooCho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ntitative

measurementsolutionandotherconcepts,reflectingtheflow ofthetimes

aboutculturaltourism.Italsoaimstofindasolutionforthepractical

development of cultural destinations through understanding tourists’

characteristics,tourism experience,andastructureoftourism satisfaction.

Thepurposesofthisstudyareasfollows:

Firstly,in orderto find outand systemizethestructureconceptson

tourism experience,characteristics,and tourism satisfaction in cultural

touristdestinationsthroughexaminationofthepastliteratureanddraw

themeasureforthem.

Secondly,inordertotrytoestablishtherelationshipbetweenconcepts

aftermeasuringtourism experience,characteristics,andtourism satisfaction

inculturaltouristdestinations.

Lastly,inordertopresenttheoreticalandpracticalsuggestionsonthe

basisofprimary research analysisresults.Indeed,itistriedtoshow

practicalmarketing suggestionsforthequality-improvementofcultural

touristdestinations afterdrawing the tourism experientialfac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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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factorsforthesatisfaction-improvementoftouristswhovisit

culturaltouristdestinations.

SeongeupFolkVillageandJeju FolkVillagewheremanytouristsvisitin

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wereexaminedfrom February14th

2009toMarch15th2009.Byexaminingbothplacesatthesametime,it

wastriedtoreducetheerrorthatcanoccurduetothetimedifference.

Asresearchmethodsinthisstudy,bothliteraturereview andprimary

research were conducted.First,as the literature review,theoretical

consideration was done abouttourism experience,characteristics,and

tourism satisfactioninculturaltouristdestinations.Second,astheprimary

research,on-sitesurveyintheselecteddestinationswherecanmeasureits

owncharacteristicsmoreaccuratelywasconductedthroughquestionnaires.

Third, collected survey was analyzed scientifically by a statistical

measurement,SPSS 12.0andtriedtoutilizeasafundamentaldatafor

alternativesuggestions.

Total537questionnaireswereusedforthestatisticalanalysis.Factorsof

entertainment/aesthetics,education,andtraditionweredrawninrelationto

tourism experience.In relation tocharacteristics,factorsofexperiential,

objective,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drawn.In relation to

satisfaction,a certain factor was drawn and itwas called tourism

satisfaction.

Thisresearchhypothesesandanalysisinclude:

Hypothesis1,‘Therewillbesignificantdifferencesintourism experience

accordingtotypesofculturaltouristdestinations’usedindependentsample

tverificationresultedinwhichthereweresignificantdifferencesinall

factorsofEntertainment/Aesthetics,Education,andTradition.

WithregardtotheHypothesis2,‘Therewillbesignificantdifferencesin

tourism characteristicsaccordingtotypesofculturaltouristdestinations’,

significantdifferenceswerepresented in allthefactorsofexperiential,

objective,andstructuralcharacteristicsandingeneral,perceptiononthe

characteristicsofJejuFolkVillagewashigherthanthatofSeongeupFolk

Village.

AstheanalysisresultofHypothesis3,‘Tourism experienceincultural

touristplaceswillhavesignificantinfluencesonitsown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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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aesthetics and education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experientialcharacteristics;and allfactors of entertainment/aesthetics,

education,and tradition were affected by objectiv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characteristics.

InrelationtotheHypothesis4,‘Tourism experiencewillhaveeffectson

touristsatisfaction’,allfactorsofentertainment/aesthetics,education,and

traditionwerehadpositiveinfluencesbytourism experience.

Hypothesis5,‘Itsowncharacteristicsinculturaltouristdestinationswill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ourist satisfaction’ presented that

experientialcharacteristics and objective characteristics have positive

influencesontouristsatisfaction.

Forsuggestionsthatcoulddraw intheresearchresultsofthisstudy,

first,inrelationtoperceptiononthetourism experienceandcharacteristics

inSeongeupFolkVillageandJejuFolkVillage,thesatisfactioninJeju

FolkVillagewashigherthanthatofSeongeupFolkVillagethoughit

couldbearesultduetotimelimitasthesurveywasconductedinwinter.

Inaddition,althoughthisexaminationisavirtualculturalmodel,itis

seemedthattouristssatisfiedmoreastheycanlookaroundtheintegrated

JejutraditionalcultureinJejuFolkVillage.Second,inordertoimprove

the satisfaction of cultural tourists,tourism experience,indeed,the

satisfactionforentertainment/aesthetics,education,andtraditionshould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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