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博士學位 論文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이 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

-하회마을을 상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觀光經營學科

朴 恩 京

2013年  2月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이 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

-하회마을을 상으로 -

指 敎授 최 병 길

박 은 경

이 論文을 觀光學 博士學位 論文으로 提出함

2013年  2月

朴恩京의 觀光學 博士學位 論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年  2月



TheEffectofAuthenticityinCulturalHeritage

Tourism onTourist’sSatisfactionandLoyalty

-FocusedonHahoeVillage-

EunkyungPark

(SupervisedbyprofessorByoung-KilChoi)

A thesissubmittedinpartialfulfillmentoftherequirementforthedegree

ofDoctorofTourism Science

2013. 2.

Thisthesishasbeenexaminedandapproved.

    

     .     .

DepartmentofTourism Management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



- i -

목 차

Ⅰ.  론 ······························································································· 1

 1. 연  경 ··················································································································· 1

 2. 연  ··················································································································· 4

 3. 연    ··································································································· 5

Ⅱ. 론  경 ··················································································· 8

 1. 문 산 ················································································································· 8

  1) 문 산  개 ········································································································· 8

  2) 문 산  개   ·············································································· 10

  3) 문 산  특   ·········································································· 15

 2. 문 산 에  진 ····················································································· 22

  1) 진  개 ·········································································································· 22

  2) 에  진  미 ························································································ 24

  3) 진  차원 ·········································································································· 30

 3.  만 도  지 도 ········································································· 43

  1) 만 도  개   측  ················································································ 43

  2) 도  개   차원 ·························································································· 49



- ii -

 4. 행연  검 ········································································································· 57

  1) 진 과 만 도 간  계 ·················································································· 57

  2) 진 과 도 간  계 ·················································································· 60

  3) 진 과 만 도  도 간  계 ······························································ 61

Ⅲ. 연  계 ················································································· 65

 1. 사 상지  개 ····································································································· 65

  1) 계문 산에 한 개 ···················································································· 65

  2) 계문 산 로  하 마  개   경 ········································ 67

 2. 연   연 가 ······························································································· 72

  1) 연 ···················································································································· 72

  2) 연 가 ···················································································································· 73

  3) 변수   ································································································ 75

 3. 연  사 계 ······································································································· 77

  1) 문지 과 료  측 ·················································································· 77

  2) 료수집과 ······························································································ 80

Ⅳ. 결과 ······················································································· 82

 1. 본  특 과 ··································································································· 82

  1) 본  특 ·············································································································· 82

  2)  과 진  체 ······································································ 84



- iii -

 2. 측 변수  신뢰   타당  검 ······································································· 86

  1)   평가 ················································································ 87

  2) 측 변수   ················································································ 88

 3. 연   연 가  검 ················································································· 92

  1) 연  검 ······································································································ 92

  2) 연 가  검 ······································································································ 94

  3) 진  별 차 검   향검 ································································ 99

 4. 결과 약  시사 ······················································································ 105

  1) 결과  약 ···································································································· 105

  2) 결과  시사 ································································································ 108

Ⅴ. 결 론 ··························································································· 119

 1. 연  약 ·············································································································· 119

 2. 연  한계  언 ······························································································ 123

참고문헌 ···························································································· 125

 1. 내문헌 ···················································································································· 125

 2. 문헌 ···················································································································· 129

 3. 타문헌 ···················································································································· 139

 4. 문지 ························································································································ 140

 5. ABSTRACT ·············································································································· 144



- iv -

표 차 례

<  2-1> 문 산  과 ················································································ 9

<  2-2> 문    ············································································ 11

<  2-3> 문 에 한 개 ·············································································· 16

<  2-4> 에  진 ························································································ 25

<  2-5> Cohen과 MacCannell  진  ······················································ 26

<  2-6> 경험에  진 ················································································ 27

<  2-7> 진  차원 ································································································ 32

<  2-8> 진  개 과 다차원  ································································ 33

<  2-9> 진  주  과 개 ········································································ 33

<  2-10> 진  별 체험 ············································································ 34

<  2-11> 내ㆍ  행연 들  진  ·················································· 40

<  2-12> 진  련 과 지에 한 ㆍ내  행연 ···················· 41

<  2-13> 만 도  개 에 한 내ㆍ  행연 ············································ 46

<  3-1> 계문 산 등재 ················································································ 66

<  3-2> 문 재  ································································································ 67

<  3-3> 문 산 로  하 마 ············································································ 68

<  3-4> 통 민 마 과 민  격 ································································ 71

<  3-5> 하 마  내ㆍ  문객  ·························································· 72

<  3-6> 문  ···································································································· 79

<  4-1> 본  특 ···································································································· 83

<  4-2> 진  체 ···························································································· 85

<  4-3> 개 과 변수  검  합도 평가 ·············································· 89

<  4-4> 측 변수   ······································································ 91

<  4-5> 측 변수 간  상 계수 ·············································································· 92

<  4-6> 연 가  검 결과 ···················································································· 96



- v -

<  4-7> 직 과(연 가 ), 간 과  과  결과 ···························· 98

<  4-8> 문경험에  진  별 차  검 ·········································· 100

<  4-9> 동 참여여 에  진  별 차  검 ························ 101

<  4-10>  에  진  별 차  검 ································· 102

<  4-11> 진    문항별 만 도  도에 미치는 향 ······· 104

<  4-12> 가 검  결과  약 ············································································· 107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   ································································································ 7

<그림 2-1> 문   ·················································································· 20

<그림 2-2> 진 (authenticity)   ································································ 23

<그림 2-3> Kolar  Zabkar(2010)  연 ······················································ 58

<그림 2-4> 수  진철(2007)  연 ····················································· 58

<그림 2-5> 과 지 , 훈(2010)  연 ·········································· 59

<그림 2-6> 변찬복과 (2010)  연 ····················································· 61

<그림 2-7> 태 (2009)  연 ······································································· 62

<그림 2-8> 태숙과 주 , 지 (2012)  연 ······································ 63

<그림 2-9> A. Yuksel과 F. Yuksel, Bilim(2010)  연 ··························· 64

<그림 3-1> 연 ······································································································ 73

<그림 4-1>  ···························································································· 84

<그림 4-2> 측 변수   ·································································· 90

<그림 4-3> 연  검 ························································································ 93



- 1 -

Ⅰ.서 론

1.연구의 배경

문화는 의 본질로서 동기는 물론이고 체험에까지 향을 미치는

요한 역할을 하며, 자는 고유한 문화 가치에 한 내면 인 체험을 기

한다.그들은 존재론 체험을 통한 상의 보이지 않는 내 인 속성을 시

하며,어떤 을 어떻게 하 는가에 한 경험의 질을 요하게 고려한다.더

나아가 실에서 볼 수 없는 진기한 것을 찾고자 역사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

며, 상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진짜 을 기 한다.결국,

자는 상의 문화 본질,정통성,원형성,진짜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하고 ‘옛 모습 그 로의 훼손되지 않은 진품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통 인 것’을 체험하고자 한다.1)

오늘날의 자는 문화의 획일화와 종속화에 의한 진정성의 결여로 역사

문명과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장소나 지인의 생활에서

그 원형을 찾고자 한다. 자의 진정한 것에 한 체험 욕구와 역사문화

진정성에 한 기 와 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유산이 상이 되는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문화유산은 문화 요소의

총체로서 시간과 공간 으로 ‘과거’라는 특수성과 내용 으로 ‘체험’이라는 진짜

의 정통성,진정성을 포함한다.2)진정성은 문화유산 에서의 요한 경쟁력으

로 진정성에 의해 의 질(quality)이 향상되며,3) 자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다.4)이와 같은 진정성의 추구가 오늘날 유형 변화에서 요

1)R.Handler(1986).Authenticity,AnthropologyToday,2(1),pp.2-4의 내용을 이태숙ㆍ박주 ㆍ황지

(2012).문화 축제의 진정성 인식이 참가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2011 장경 천년 세

계문화축 을 심으로,『 학연구』,36(7),p.96에서 재인용.

2)김지선ㆍ이훈(2009).고궁 평가 요인과 만족도 분석;진정성과 HISTOQUAL을 심으로,『 학

연구』,33(6),pp.37-54.

3)E.Cohen(1988).Authenticityandcommoditizationintourism,AnnalsofTourism Research,15,

p.373에서 재인용.

4)D.Chhabra,R.Healy,E.Sills(2003).Stagedauthenticityandheritagetourism,Annalsof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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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문화유산 에 있어서의 진정성 인식 규명은 요하

다고 보여 진다.5)

최근 진정성의 개념은 의 학문 연구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데,6)이

는 지역의 통문화를 연구하기 함이 아니라 통문화에 자가 심을 갖

는 이유를 살펴보기 하여 자의 진정성 인식이나 진정한 체험(authentic

experience)7)에 을 두고 있는 것이다.역사와 문화를 상으로 하는 문화유

산 에서 구 되는 진정성은 상의 진품 여부와 련되는 의미뿐 아니라,

자의 활동에 심을 두는 진정성이 두되고 있다.이에 상의 꾸

며지고 만들어진 여부를 떠나, 자가 주 인 체험을 통해 어떻게 인식하느

냐에 따른 실존주의 으로 근하고 있다.8)따라서 시 의 인식 변화에

따른 진정성의 의미를 상과 자 입장에서 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 체험의 깊이와 질 수 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구체 으로

자의 체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진정성이 어떠한 진정성인지 악하고 자가

문화유산 에서 어떠한 차원의 진정성을 요구하는지,그리고 진정성 차원 간의

계에 한 실증 인 검증이 필요하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는 상학 근의 질 연구를 심으로 다수 이루어졌

으며 실증 인 검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9)국내 연구는 미흡한 수 이다.10)다

소 진행된 실증연구에서는 상에 한 진정성과 활동에 한 진정성

간의 계에 하여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로 제안하고 있다.구체 으로

자가 문화유산 을 왜 하고자 하는지11)무엇을 체험하고자 하는지12)그리고

Research,30(3),p.702.

5)이태숙ㆍ박주 ㆍ황지 (2012).문화 축제의 진정성 인식이 참가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2011 장경 천년 세계문화축 을 심으로,『 학연구』,36(6),p.96.

6)Y.Belhassen,K.Caton,& W.P.Stewart(2008).Thesearch forauthenticity in thepilgrim

experience.AnnalsofTourism Research,35(3),pp.668-689;Y.Reisinger& C.J.Steiner(2006).

ReconceptualizingObjectAuthenticity,AnnalsofTourism Research,33(1),pp.65-86.

7)T.Kolar& V.Zabkar(2010).A consumer-basedmodelofauthenticity:Anoxymoronorthe

foundationofculturalheritagemarketing?Tourism Management,31,pp.652-664.

8)김희 ․김사헌(2006).탈근 성 시 의 고유성과 존재론 고유성: 상과의 계를 심으로.

『 학연구』,30(1),pp.11-13.

9)D.Chhabra,R.Healy,& E.Sills(2003).Stagedauthenticityandheritagetourism,Annalsof

Tourism Research,30(3),pp.703-704.

10)조태 (2009).문화 고유성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안동 하회마을을 심으로,

『 연구』,23(4),p.60;변찬복(2011).개별여행객의 문화 동기,새로움추구,감각추구가 기간별 목

지충성도에 미치는 향:진정성의 조 효과를 심으로,『 연구』,26(3),p.204;심창섭ㆍ칼라

산토스(2012).도시 에서의 진정성 개념에 한 탐색 고찰,『 연구논총』,24(3),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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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와 진정성 간의 계에 한 실증 인 검증을 요구한다.13) 한 충성도 측

정에 있어 충성도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한 태도 인 측면과 행동 측면을 고

려한 연구의 부족한 실정에14)충성도 개념의 다차원 근을 제안한다.15)본 연

구는 이에 한 제안과 한계를 보완하면서 문화유산 에서 진정성의 요성과

역할을 명확하게 악하고 실증 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더 나아가 체험

후 자의 심리 구성개념인 만족도와 충성도 측정을 통해 자의 욕구가

질 으로 충족되었는지를 악하여 진정성의 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유산 에서 자가 인식하는 진정성을 고찰하고 구

체 으로 어떠한 진정성 차원이 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한다.더 나아가 복잡한 충성도 형성과정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태도 측면의 충성도를 단계 으로 인지 충성도,정서 충성

도,능동 충성도로 설정하여 충성도와 진정성 차원 간의 향 계를 살펴보고

자 한다.문화유산 에서 요한 요인인 진정성과 활동의 궁극 인 목 이

되는 자의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다차원 인 구조 계에 한 검증은 향후

더 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새로운 연구주제의 시발

이 될 것이다.

11)황병춘(2008a).세계문화유산 자 가치추구 연구:Laddering기법을 심으로,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p.21.

12)최정자(2012). 객 특성이 문화유산 해설이용에 미치는 향,『 연구』,27(2),p.514;한숙

(2006).문화 체험 역에 한 연구:유산 자를 상으로,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p.18.

13)T.Kolar& V.Zabkar(2010).A consumer-basedmodelofauthenticity:Anoxymoronorthe

foundationofculturalheritagemarketing?,Tourism Management,31,p.656.

14)H.Han,Y.Kim,&E.-K.Kim(2011).Cognitive,affective,conative,andactionloyalty:testingthe

impactofinertia,InternationalJournalofhospitalityManagement,30,p.1009.

15)S.-I.Cheng(2011).Comparisonsofcompetingmodelsbetweenattitudinalloyaltyandbehavioral

loyalty,InternationalJournalofBusinessandSocialScience,2(10),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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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문화유산 의 어떠한 요인이 자를 유인 하는가 그리고 자는 문화유

산 의 어떠한 요인을 기 하며 체험하고자 하는가? 자는 매우 주 이

고 복합 인 체험을 통해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을 진품인지,진짜인지 유일

무이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자가 어떠한 차원의 진정성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진정성 차원이 자의 만족도와 목 지에 한 정 인 태도로서

충성도를 형성하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더 나아가 복잡한 상과

자 행동을 이해하기 하여 상에 근거한 진정성과 활동에 한 진정

성 차원 간의 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 으로 반 인 경험에 한 자의 심리 구성개념인 만족

도와 태도 측면의 충성도를 측정하여 자의 욕구가 질 으로 충족되었는지

를 확인하고 진정성의 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오랜 세월에 걸

쳐 논의의 상이 되고 있는 진정성의 개념을 다차원 으로 탐구하여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과 만족도 충성도 간의 구조 인 계를 실증 으로 검증

하고자 하 다. 한 자의 일반 특성을 고려하여 진정성 차원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진정성 요인의 세부문항별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향 계를 확인하고

자 하 다.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문화유산 에서 가장 근본 이고 핵심 으로 논의되는 진정성의 개념

에 한 이론 인 검토를 통해 복잡한 상과 자의 심리를 설명하기

하여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으로 진정성의 개념 속성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진정성 차원 간의 향 계를 검증하여 상에 한 진정성과

활동,즉 자 입장에서의 진정성 차원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과 반 만족도 충성도 간의 인과 계를

확인하고 련 요인 간의 구조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자의

충성도는 진정성에 한 최종 인 평가로서 상에 한 지속 인 계를

의미하는 요한 요인으로,미래 자의 실제 행동의도를 측할 수 있는 태도

측면의 충성도로 구성하여 충성도 차원 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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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해 가장 기본 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으로 자의 특성에 따른 진정성 차원 간의 차이와 진정성 차원의 세부문항별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향 계를 통해 진정성 차원을 재검증하고자 한다.본 연

구는 자 만족의 결정 변수이자 상에 한 질 수 의 측정 변수로

서 진정성의 역할을 보다 더 이해하는데 목 이 있다.구체 으로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을 다차원으로 구성하여 진정성 차원 간의 향 계를 확인하고

어떠한 차원의 진정성이 자의 만족도와 태도 측면의 충성도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구조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3.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문화유산 에서 진정성의 주요 차원들을 체계화하는 문헌연구와

구체 인 조사 상지와 조사 상을 선정하여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먼 ,

문헌연구에서는 련 서 ,국ㆍ내외 논문,기타 각종 간행물 통계자료를 활

용하여 진정성과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에 한 개념 정리와 세 변수 간의 계

에 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내용 으로는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 요인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자의 반 인 만족도과 목 지에 한 충성도 간의 계에 하여 문

헌연구를 통해 변수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개하 다.문헌연구를 통해 설계

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의 문화유산을 표하는 하

회마을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하회마을이 조사 상지로 합한 이

유는 문화 소산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진정성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다.하회마을은 문화유산으로서 유형유산의 국

보,보물, 요 민속자료 등의 객 진정성을 보유하며,무형유산으로는 하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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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굿 탈놀이나 길놀이,상례시연, 산무 통무용, 천청단 놀음 등의 재 을 통

한 구성 진정성,그리고 실존 진정성은 우리나라의 표 인 민속마을이라는

장소 공간과 과거 조선시 의 마을이라는 시 공간에서 역치의 체험을 통

해 인식할 수 있다는 이다.

자료 수집은 안동 하회마을 내의 휴게 공간인 민속놀이 마당과 만송정에서 방

문을 마친 내국인을 상으로 실시하 다.설문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으로 진행

하 고,표본의 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 다.설문조사의 시기는

2012년 7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사 조사를 진행하 고,최종 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2012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명 연휴기간과 주말을 이

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로그램 SPSS19.0을 이용하여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

성과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사용하

다.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은 통계 로그램 AMOS18.0을 이용하여

구성 개념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각

구성개념 간 경로계수 값을 통하여 향 계를 확인하 고,간 효과와 총효과를

통하여 인과 계를 설명하 다.추가분석은 표본의 특성에 따른 진정성 요인별

차이에 하여 T-test를 사용하 고,가설검증에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 진정성

요인의 세부문항별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향 계에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보

다 구체 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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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문화유산

1)문화유산의 개념

유산(遺産,heritage)이란 과거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더불어 그 속에 살고 있으

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문화유산,복

합유산으로 분류한다.16)자연유산은 무기 는 생물학 ,지질학 생성물들로

부터 이룩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 지이고 복합유산은 이러한 자연유산과 문화

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을 가리키는데,여기서 문화유산은 기념물과

건조물군,유 지로서 <표 2-1>과 같다.이와 같이 유산은 ‘과거 세 로부터 다

음 세 로 이어받은 것’이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경 ,자연,동식물 등의 자연에

의한 것과 유물,유 ,공 품, 술,철학, 통,문학,민속 등의 인간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구분된다.17)

유산은 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문화 습과 지식, 통, 존하는 삶의 방

식과 같은 무형의 유산뿐만 아니라,역사 인 장소와 유 지,경 ,건축물,자연

ㆍ문화 환경과 같은 유형의 유산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진다.18)더

나아가 시간을 기 으로 역사 유산과 동시 의 유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기도

한다.19)역사 유산은 과거 인류로부터 승되어온 통이나 유 ,유물 등의

유ㆍ무형 유산을 의미하며,동시 유산은 시 의 생활양식이나 존하는 사

람들의 술작품 등을 가리킨다.이와 같이 유산에 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지

16)유네스코 한국 원회,www.unesco.or.kr

17)W.Nuryanti(1996).Heritageandpostmodernandtourism,AnnalsofTourism Research,23(2),

p.251.

18)InternationalCouncilonMonumentsandSites(1999).Culturaltourism charter,Paris:ICOMOS,

www.icomos.org(retrieved February 11,2000)의 내용을 B.McKercher,P.S.Y.Ho,& H.du

Cros(2005).Relationshipbetweentourism andculturalheritagemanagement:Evidencefrom Hong

Kong,Tourism Management,26,p.541에서 재인용.

19)김사헌(2006).『국제 론:국제 상의 사회문화론 해석』,서울:백산출 사,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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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공통 으로 논의되는 유산의 개념을 정리하면,유산은 유형 인지 무형 인

지의 형체 측면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물이냐 아니면 자연물이냐 그리

고 과거와 재라는 시간 기 으로 구분하여 설명된다.따라서 유산은 유ㆍ무

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 요소를 포함하는 포 인 의미로 그 상이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인지 시 에서 생성된 것인지에 의해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표 2-1>문화유산의 구분과 정의

구분 정의

문화

유산

기념물
기념물,건축물,기념 조각 회화,고고 유물 구조물, 석문, 거 유 지

혼합유 지 가운데 역사, 술,학문 으로 탁월한 보편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미술상 탁월한 보편 가

치가 있는 유산

유 지
인공의 소산 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고고 유 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상상,민족학상 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 가치가 있는 유산

자료:유네스코 한국 원회,www.unesco.or.kr

문화유산은 역사 건축물이나 유 지,종교 이거나 문화 장소,박물 등

의 유형유산과 시물, 습과 통 공연,축제 등을 포함하는 무형유산을 말한

다.20)더 나아가 인간에 의하여 승되어 온 유ㆍ무형의 유산을 총칭하며,특정

집단의 함축된 공동유산으로서 건축물,기념물,유 지, 술품 등의 물질 인 것

과 통 인 습이나 의식,민속과 같은 비물질 인 것으로 나 어진다.21)즉,

문화유산은 역사 ,민족학 는 인류학 으로 탁월한 보편 가치가 있는 유

산을 말하며,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2)이러한 유산은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요소들 하나로 간주되고 있

20)B.McKercher& H.duCros(2003).Testingaculturaltourism typology.InternationalJournalof

Tourism Research,5,p.48.

21) 명숙(2006).문화유 지의 자원화 특성에 한 연구:경주와 쿄토를 심으로,『한국콘텐츠학

회지』,6(1),p.94.

22)유네스코한국 원회(www.unesco.or.kr);문화재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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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즉,문화유산은 이(異)문화 체험이라는 고유한 매력을 자에게 제공하고

목 지를 평가하는데 결정 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 이질 인 문화에

한 소비성향이 강한 사회의 자에게 충분한 유인요인으로서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다.24)이와 같이 의미 있는 요소이자 자원인 문화유산은25)그

가치와 상이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문화유산은 산업과 문화산업 발 의 토 가 되며,역사와 통을 으

로 재창조하면서 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이기도 하

다. 한 오늘날의 사회가 세계화로 인해 문화의 획일화,문화의 종속화와 문화

의 상업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 에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문화유산

은 의 핵심 인 매력요소이며 요한 상이 되고 있다.더 나아가 문화

유산은 문화자본으로서 그 가치를 활용한 을 통하여 문화 측면에서 인간

의 진리 추구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26)인류 사회의 문화 소산

으로 승되어 온 문화유산은 역사ㆍ문화 가치는 물론 학술 인 측면과 경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유산 의 상이라 할 수 있다.

2)문화유산 의 개념 범

문화유산 은 문화 과 유산 의 의미와 유사하며,총체 인 상 개념으

로서 다양한 문화를 상으로 하는 문화 으로 설명되고 있다.이에 문화

유산 을 이해하기 해서는 문화 의 개념정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27)문

화 은 역사문화기행,유산 ,민속축제,문화이벤트,미술 ,박물 , 화축

23)Y.Poria,R.Butler,&D.Airey(2003).Thecoreofheritagetourism,AnnalsofTourism Research,

30(1),p.239.

24)A.Beeho& R.C.Prentice(1997).Conceptualizingtheexperiencesofheritagetourists:A case

studyofnewLanarkworldheritagevillages,Tourism Management,18(2),pp.75-87.

25)B.M.Josiam,M.Mattson,& P.Sullivan(2004).Thehistoraunt:Heritagetourism atMickey's

dining Car,Tourism Management,25(4),pp.453-461;D.L.Kerstetter,J.J.Confer,& A.R.

Graefe(2001).Anexplorationofthespecializationconceptwithinthecontextofheritagetourism,

JournalofTravelResearch,39(3),pp,267-274.

26) 명숙(2006). 게논문,p.94.

27) 약표ㆍ임선희(2011).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랑스 앙보와즈고성의 ‘야간

스펙터클’사례를 심으로,『 연구』,26(5),p.45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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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유형 특징 사례

유산

(heritagetourism)

과거에 한 향수와 다양한 문화 환경

을 경험하려는 욕구에 기반을 둔 유형과

무형의 유 을 소재로 한 여행

이집트 피라미드 탐방

유럽의 박물 순례

민속축제 참

술

(artstourism)

미술,조각,연극,기타 인간표 과 노력

의 창조 형태를 경험하는 여행

리 화랑 순례

반 고호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교육여행

(educationaltravel)

특정분야에 한 배움의 목 을 충족시

켜 수 있는 경험을 주로 한 여행

어학연수여행

음악연수여행

종족생활체험

(ethnictourism)

살아있는 문화인 인간과의 실제

을 통해 이민족의 생활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여행

태국 고산족 탐방여행

보르네오 통나무집 거주민 탐방여행

자바 인형극마을 탐방 여행

제,음악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소재로 구성된 을 말한

다.28)이는 문화유산 의 포 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문화 지가

갖는 역사 ㆍ문화 가치와 신비로움을 내재한 으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이

문화 은 유산,민속, 술 그리고 자를 통한 기타 문화표 들의 범

를 기술하는데 사용되어 왔다.29)즉,문화 은 문화 인 성향을 가진 상

을 통해 자의 문화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과정 지향 인 으로 정의된

다.30)다시 말하면, 자가 문화 을 하고자 하는 목 이 문화 소산이고

문화 체험으로서 문화 은 타 지역의 역사와 문화,풍습 등을 감상하고 체험

할 목 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2>문화 의 범 유형

자료:한국 공사, 정보,1995년 5․6월호를 김 근 외(2001).『 학원론』,서울:백산출 사,

p.30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문화 은 자가 유․무형문화재,민속자료,박물 ,미술 등

28)조 익(2006).문화 의 이해를 한 이론 패러다임:신 간계 론을 심으로.『 학연구』,

30(6),p.136.

29)김 근ㆍ한동윤ㆍ김형성ㆍ 상ㆍ이 호ㆍ권정택ㆍ장세목ㆍ장경수(2001).『 학원론』,서울:백

산출 사,p.298.

30)변우희(2007).문화 조사의 방법론 안:퍼지시스템 개념의 용.『 학연구』,31(1),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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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 련 시설과 같은 특정 문화자원을 찾아 이동하는 이며,31)문화를

하는 행 로 유․무형의 상에 한 체험을 통해 지식습득,자아실 등의 욕

구를 해소하려는 을 말한다.32)문화 은 가치 있는 자원인 문화유산을

원형그 로 유지하면서 역사 이고 학술 인 신비감과 호기심 그리고 술 인

미(美)가 자연스럽게 연출된 이다.33)즉,문화 은 과거의 인류가 남긴 유

형물이나 역사ㆍ문화 자취,시 특징과 같은 역사문화 인 요소인 문화유산

으로 이루어진 소산물을 상으로 이루어지며,34)문화 의 범 를 통해 그 유

형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더 나아가 문화 은 “일상을 벗어나 문화유산 단지, 술 문화 매력물

로의 이동”이자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하여 새로운 정보 경험을 얻고자

매력물로의 이동”으로35)볼 수 있다.이에 문화 은 특정 장소와 그 장소의 사

람들에 한 역사와 유산뿐만 아니라,동시 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하는 을

말한다.36)즉,문화 은 “문화 인 성향의 모든 으로 자아실 욕구 등 내

동기의 충족을 포함한 문화성향”이며,“문화 상 자체의 행 로 유 지,

박물 등의 문화자원을 상으로 하는 목 형 ”을 의미한다.37)

이와 같이 문화 은 포 인 개념으로 해석상 모호한 면이 있으며,그

유산 은 의 의미의 일부로 분류되고 있다.이에 문화유산 은 역사 으

로 가치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인류의 변천과정을 포함하는 문화,유 이나 유물

을 상으로 하는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8)이러한 문화유산 은 과거

의 유산이 있는 장소,역사 이야기나 인물들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화자원을

상으로 하는 으로 정의된다.39)문화유산 은 지의 통과 역사,문화

31)P.Keller(2000).Tourism andculture:Managingchange.AIEST,42,pp.9-43.

32)김사헌(2005).문화 과 문화 자:그 개념과 특성에 한 시론.『 학연구』,29(1),pp.9-26.

33)이희승․조민․박종구(2006).창덕궁의 사용가치 추정:조건부시장 가치평가법의 용,『 ․

연구』,18(2),pp.211-225.

34)박은경․최병길․가정혜(2010).역사문화유 지로써 경복궁 매력속성에 한 IPA:경복궁 방문객을

상으로,『 학연구』,34(1),p.181.

35)G.Richards(1996).Productionandconsumptionofeuropeanculturaltourism.AnnalsofTourism

Research,23(2),pp.261-283.

36)M.K.Smith(2003).IssuesinculturalTourismStudies,LondonandNew York:Routledge.p.29.

37)김사헌(2005).文化觀光과 文化觀光 :그 개념과 특성에 한 試論,『 학연구』,29(1),p.15.

38)유수 (2006).경복궁 문화유산 의 교육 기능과 역할평가에 한 연구,『문명연지』,18,p.82.

39)K.Chhabra,R.Healy,& E.Sills(2003).Stagedauthenticityandheritagetourism,Annalsof

Tourism Research,30(3),pp.7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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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포하는 문화자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이

다.40)이와 같이 문화유산 은 과거의 인류가 남긴 유형물이나 역사ㆍ문화

자취,시 특징과 같은 역사문화 인 요소인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진 소산물을

상으로 이루어진다.즉,문화유산 은 역사문화 가치를 지닌 건축물,기념

물,유 지,공 품 그리고 자연 경 까지 포함하는 활동을 말한다.41)

문화유산 의 요한 매력속성인 역사 이고 문화 인 흥 거리는 오랜 역

사와 문화 가치와 통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본 인 매력속성이며 목 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정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42)이러한 문화유산 의 상이 되는 자원은 인류사회의 발달과

정에서 물리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총체로서 진정성,역사성,고

유성,지역성의 특색을 내재한다.43)한마디로 문화유산 은 시간과 공간 으로

과거라는 역사성과 옛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장소성을 가지며 유산과 련된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성을 포함한다.44)따라서 문화유산 은 역사

가치가 있는 유 이나 유물이 상이 되며 일반 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

는다.45)

에서 특별한 역으로서 문화유산 은 자가 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풍습 등을 감상하고 체험할 목 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다시 말

하면,문화유산 은 인류에 의해 형성된 역사 유산인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역사와 문화를 하는 행 로 볼 수 있다.즉,유․무형의 문화유산

에 한 체험을 통해 지식습득,자아실 등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으로 이해

할 수 있다.문화유산 은 문화유산 상에 한 외면 인 체험이 아니라,내

면 체험을 통한 가치체계를 형성할 상이 되는 자원의 뚜렷한 차이

로 다른 종류의 과 구분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은 문화유산 을

40) 명숙(2001).경주지역 세계문화유산 상품화 연구,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41)R.Prentice(1993).Motivationoftheheritageconsumerintheleisuremarket:Anapplicationof

theManning-Haasdemandhierarchy,LeisureSciences,15(4),pp.273-290.

42)박은경․최병길․가정혜(2010).역사문화유 지로써 경복궁 매력속성에 한 IPA:경복궁 방문객을

상으로,『 학연구』,34(1),pp.181-182.

43)K.Chhabra,R.Healy,& E.Sills(2003).op.cit.,pp.702-719;박명희(1994).역사유 의 매력성

개발방안에 한 연구,『 ․ 연구』,6,pp.9-22.

44)한국 공사ㆍ한양 학교 연구소(2008).고궁과 문화유산 발 략.

45)황병춘(2008b).문화 자 가치측정 연구:수원화성 심으로,『 경 연구』,34,pp.16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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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역사성에 을 두고 유물이나 유 ,이를 연계

시킨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 인식에 을 두어 스스로 상을

인지하는 람행 로 이해할 수 있다.46)

즉,문화유산 은 지역의 자연 는 문화 경 ,지역의 볼거리, 상,

인물,이벤트,그리고 역사 이야기에 하여 배우고 경험하기 한 이다.47)

문화 가치나 통성은 목 지의 요한 자원으로 역사유 이나 문화

흥 거리가 목 지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 해주는 본질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48)문화유산 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모든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지를 의미

한다.49)이러한 맥락에서 통 민속마을은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충분한 잠

재력을 지니며,다른 목 지와 차별화된 가치로 자에게 고유한 문화유산

에 한 진정성과 스스로의 정체성에 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

문화유산 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 과 유산 의 공통부분으로 공존하는 의미이자 문화

의 하 개념인 유산 을 포함하는 문화유산 에 하여 상론 으로

통문화와 역사 유산에 을 두고자 한다.문화유산 은 앞서 유산을 구

분하는 기 에서 시간 측면을 고려하여 과거의 역사 문화를 소비하는 유산

과 시 의 동시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 을 포함하는 포 인 의미

를 갖는다.즉,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

어 시 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을 문화유산 으로 볼

수 있다.한마디로 문화유산 은 역사 으로 가치 있는 장소,유 이나 유물과

같은 상을 통하여 인류의 문화로서 통문화와 독특한 생활방식을 체험하는

으로 상의 진정성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 은 탈근 사회의 표 인 유형으로 이나 량

에서 벗어난 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역사 가치가 있는 유 이나 유물이

46)김희 ㆍ김사헌(2006). 게논문,pp.9-27.

47)이주희ㆍ문종태(2002).국립공원에서의 역사문화해설 체험효과:가야산 국립공원을 상으로,『한국

산림휴양학회지』,6(1),pp.73-82.

48) 명숙(2006). 게논문,pp.93-101.

49)장경수(2001).문화유산 지의 서비스품질 측정척도에 한 연구, 구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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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므로 일반 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유

산 은 옛 것에 한 향수와 다양한 문화 경 을 경험하고자 하는 특별

심 분야의 SIT(specialinteresttourism) 으로 이해할 수 있다.더 나아가 문

화유산 은 민족문화의 유산이 자원이므로 보존과 보 할 만한 역사 이

고 학술 이며 문화 매력과 가치를 지닌 으로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그

의미도 변화되고 있다.

3)문화유산 자의 특성 유형

(1)문화유산 자의 특성

문화유산 자는 다른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 인 참여자들로50)유산

자를 포함하며 문화 자의 범 에 속한다.먼 ,문화 자는 문화 지,

술작품이나 미술품 시 (화랑),박물 ,역사유 지를 방문하거나 공연이나

축제에 참여하려는 사람 그리고 하는 동안 넓은 범 의 다른 활동들에 참여

하려는 사람으로 정의된다.51)그 하 개념인 유산 자는 역사 장소나 건물,

문화유산축제,박물 등의 유산과 련된 장소를 방문하거나 체험을 통하여 직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이러한 유산 자는 일반 자와 달리 교육

수 과 소득수 이 높으며, 지 내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

출하는 경향으로 경제 효과가 큰 자로 분류되고 있다.52) 한 유산 자

는 목 지에서 학습 인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며,동시에 진정성에 기반을

둔 체험을 기 한다.53)

더 나아가 문화 자는 진짜의 원형성,진정성을 추구하는 상이나 자기개발

의 , 는 목 지나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을 결정하고 목 지에

50)E.Wickens(2005).Culturalheritagetourism being,notlooking:Beyondthetourism brochureof

Greece, in Niche Tourism: Contemporary Issues, Trends and Cases, Elsevier

Butterworth-Heinemann(onlinebook).

51)B.McKercher(2002).Towards a classification ofculturaltourists,InternationalJournalof

Tourism Research,4,pp.29-38.

52)J.C.Confer& D.L.Kerstetter(2000).Pastperfect:Explorationsofheritagetourism,Parkand

Recreation,35(2),pp.28-35.

53)한숙 (2006). 게논문,p.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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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소속되어 극 으로 여하여 활동을 하고자 한다.5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 자는 동기의 측면에서 일반 자와 보편 으로

다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55)문화 자는 일반 자의 동기와는 다른 동기를

갖기 때문에 하는 동안의 행동 한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문화

자는 다른 문화에 한 심이나 호기심과 같은 지 인 흥미가 제가 되는

문화 에 한 욕구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56)

<표 2-3>문화 자에 한 개요

￮  개인 인 이동이고 ‘여행하는 것’에 열 한다

￮  다른 것을 활동 으로 찾는다

￮  문화 체험에서 객 인 진정성을 추구한다

￮  실존 진정성과 자아증진에 심을 갖는다

￮  목 지와 지역주민과 진지한 상호작용을 갖는다

￮  장소와 사람에 해 이상 인 기 를 가질 수 있다

￮  ‘진짜의’체험에 흥미가 있다

￮  묘사되고 모조품에 해 거부한다

자료:M.K.Smith(2003).IssuesinCulturalTourism Studies,LondonandNew York:Routledge.

p.35.

Smith(2003)는 보다 구체 으로 문화 자에 해서 설명하 는데,그는 문화

자가 장소와 사람에 한 이상 인 기 를 가질 수 있고 목 지와 지역

주민과 진지한 상호작용을 갖는다고 <표 2-3>과 같이 설명하 다.그리고 문화

자는 ‘진짜의’체험에 흥미가 있으며,문화 체험을 통해 객 진정성과

54)M.K.Smith(2003).op.cit.,p.35.

55)S.Formica& M.Uysal(1998).Marketsegmentationofaninternationalcultural-historicalevents

inItaly,JournalofTravelResearch,36(4),pp.16-24;J.L.Crompton& L.M.Stacey(1997).Motives

ofvisitorsattendingfestivalevents.AnnalsofTourism Research,24(2),pp.425-439.

56)오정학․허상 (2006).외국인 객의 문화 행태에 한 비교 연구:수원 화성을 심으로.

『 연구』,21(2),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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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진정성을 추구하며 자아증진에 심이 있다고 언 하 다.이와 같은 문

화 자는 문화유산의 독특한 장소성과 진정성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기 하

며,57)과거의 문화와 역사 장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 하기를

원한다. 한 문화 자는 문화에 한 심이 높을 뿐 아니라 문화유 에 한

경험을 기 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의미와 구조화를 하고자 한다.58)이와

같이 문화 자는 목 지 선택의 목 이 분명하고 직 인 경험을 통

해 자아를 찾고자 하며, 통 가치에 심을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한다.

그 다면,문화유산 자는 포 인 문화 자의 개념 하에 유산 자의

특성을 포함한 자로 볼 수 있다.문화유산 자는 문화 만큼이나 개념이

모호한데,이에 McKercher와 Cros(2002)는 “ 목 지 방문동기와 상 없이 유

명한 문화나 유산,박물 ,화랑,역사문화유 지를 방문하고 문화유산을 하

며 축제에 참가하고 장을 보거나 어떤 활동에 직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

의하 다.59)이러한 유형의 자들은 문화유산이나 문화유 지 선택에 있어서

통 가치를 요하게 고려하여 목 지를 결정한다.60)이에 선행연구자들

은 문화유산 자들은 목 지의 매력요인으로 재미나 즐거움보다 학습과

교육의 체험활동을 시한다고 말한다.61)즉,문화유산 자는 과거와 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수를 경험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으려는 자이다.62)

일반 자와 달리,문화유산 자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

는 지 동기가 높으며 학습 체험을 통한 지 호기심과 지식 습득을 추구하

고자 한다.63)보다 구체 으로 Moscardo(1996)는 Langer(1989)가 주장한 ‘유념이

론(mindfulnesstheory)’에 근거하여 문화유 지에서의 체험과정에서 자가 스

스로 ‘유념하는(mindful)’감성 인 표 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Langer의 유

념이론은 개인의 사회 상황 범 에서 인지 ,정서 ,행동 반응에 의해 인

57)D.Chhabra,R.Healy,&E.Sills(2003).op.cit.,pp.702-719.

58)유수 (2006). 게논문,p.82.

59)B.McKercher& H.D.Cros(2002).Culturaltourism,New York:HaworthHospitalityPress,p.138

의 내용을 황병춘(2008a). 게논문,p.20에서 재인용.

60)G.Richards(1996).op.cit.,pp.261-283.

61)D.J.Timothy(1997).Tourism andthepersonalheritageexperience,AnnalsofTourism Research,

24(3),pp.751-754.

62)황병춘(2008a). 게논문,p.22.

63) 명숙(2006). 게논문,pp.94-95.



- 18 -

식된다고 설명하 다. 한 정신 ㆍ사회 상황에서의 인식뿐 아니라 진기한 것

을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 한 반 한다고 하 다.64)이에 Moscardo는 경

험에 하여 ‘유념(mindfulness)’이라는 정신 상태의 개념을 용하여 문화유산

지를 방문한 자의 특성을 설명하 다.그는 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산과 련된 목 지를 방문한 자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는

을 하며,체험의 질 수 이 요하다고 주장하 다.65)

이와 같이 문화유산 자는 과거의 역사 사실이나 문화 가치에 하여

풍부한 체험을 기 하며 문화유산이나 역사유 지를 찾는다.즉,문화유산 자

는 자 자신이 유산에 한 지각과 동기에 기 하여 유산 성격을 지닌 장

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66)문화유산 자는 과거의 유물이나 유

의 유형 인 자원이나 사람과 지역의 정체성을 표 하는 수단으로써 통

문화유산과 과거를 직 체험하는 자를 말한다.67)

(2)문화유산 자의 유형

기에 자 유형은 통합된 단일 유형으로 개념화되었는데,1970년 후반에

서 1980년 반에 자의 세부 인 하 집단을 이해하기 하여 자 유

형에 한 분류 체계가 형성되었다.68)구체 인 자의 유형화 기 은 가장 기

본 인 인구통계부터 성격이나 성향, 활동,상호작용 그리고 심리학 으로

근하는 사이코그래픽(psychographics) 등으로 분류되었다.69) 표 으로

Plog(1974)의 모험지향형-안 지향형(allocentric-psychocentric) 자 유형이론

은 자의 동기에 근거하여 지 선택 시 친숙한 환경의 친숙함을 선호하는

지 아니면 새로운 자극의 신기성을 선호하는지 구분하여 자 유형을 제안하

다.Cohen(1979a)역시 자의 유형화에 한 제한 인 개념을 극복하고자

64)K.Brown & R.Ryan(2003).Thebenefits ofbeing present: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wellbeing,Journalof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4,pp.822-848.

65)G.Moscardo(1996).Mindfulvisitors:Heritageandtourism,AnnalsofTourism Research,23(2),

pp.376-397.

66)Y.Poria,R.Butler,&D.Airey(2003).op.cit.,pp.238-254.

67)황병춘(2008a). 게논문,p.20.

68)S.Hosany & G.Prayag(2011).Patterns oftourists'emotionalresponses,satisfaction,and

intentiontorecommend,JournalofBusinessResearch,p.1.

69)박시사(2001).『 소비자행동론』,서울: 왕사,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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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과 동기를 기 로 하여 구체 으로 휴양형,실존형(existential

mode),경험추구형,기분 환형(diversionarymode),실험형(experimentalmode)

으로 자의 체험활동에 의하여 구분하 다.그는 휴양형과 기분 환형 자

는 진정성에 심을 갖지 않는 반면,경험추구형,실험형,실존형 자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동기는 진정성에 의해 작

용된다고 설명하 다.70)

Hamilton-Smith(1987)는 인간 행동을 ‘주 체험 차원’과 ‘사회(환경)구조

요소 차원’으로 자의 행동 패턴을 유형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여기서

주 체험 차원은 존재론 의미를 가지며,환경 구조 차원은 외부에 존재하

는 타인이나 문화,제도,규범 등의 ‘강제 힘’을 의미한다.71) Yiannakis와

Gibson(1992)은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순수여행 활동은 14개의 역할들로 그 유

형을 구분하 다.구체 으로 ‘낯선-친숙 환경 차원’,‘자극-고요 환경 차원’,그리

고 ‘구조 -독립 차원’으로 구분하 다.그리고 체험의 기 에 따라 진정성을

추구하는 공생형(symbiotic) 자,모험 이고 기이한 체험을 추구하는 형

자 그리고 와인시음이나 골 여행과 같은 특정 활동에 집 하는 맥락형

자로 분류하기고 하 다.72)Weaver와 Kaufman,Yoon(2001)은 역사유 지를

방문하는 동안 기 하는 혜택을 용하여 추구하는 경험이 다른 유형의 자

를 구분하 는데,활동 인 경험에 한 혜택을 추구하는 자와 그 지 않은

자로 두 집단의 유형을 제안하 다.73)

이와 같이 자 유형론은 자의 동기 측면에서 근하고 있는데,그

다면 동기 측면에서 문화 성향과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를 문화

자로 보고 동기와 활동의 정도로 세부 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고 본다.문화 자에 한 선행연구는 실제 자들 에서 문화 의 욕구

와 문화 행동을 추구하는 집단을 악하는 것을 주목 과 제 조건이라 설

70)E.Cohen(1979a).op.cit.,179-201.

71)고동우(1998).先行 觀光行動 硏究의 批判的 察:AnnalsofTourism Research의 연구논문을 심

으로,『 학연구』,22(1),pp.207-229에서 재인용.

72)A.Jansson(2002).Spatialphantasmagoriathemediatization oftourism experience,European

JournalofCommunication,17(4),pp.429-443.

73)P.Weaver,T.J.Kaufman,& Y.Yoon(2001).A marketsegmentationstudybasedonbenefits

soughtbyvisitorsatheritagesites,Tourism Analysis,6(3-4),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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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McKercher(2002)가 분류한 문화 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이 주된 목 과 체험의 깊이에 따라 문화 자의 유형을 설명하

다.그의 문화 자 유형 분류는 지 선택 시 문화 동기의 요성과 체

험의 깊이를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다. 지 방문 결정에 문화 에 한 요

성과 체험의 깊이나 상에 참여( 여)한 정도로 문화 자 유형을 분류하

다.74)

<그림 2-1>문화 자의 유형

출처:B.McKercher(2002).Towardsaclassificationofculturaltourists,InternationalJournalof

TourismResearch,4,p.32.

먼 ,목 형(purposeful)문화 자(높은 요성/깊이 있는 체험)는 지 방

문의 주요 이유가 다른 문화나 유산에 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고 깊이 있는 문

화 체험을 추구하 다.유람형(sightseeing)문화 자(높은 요성/피상 인

체험)는 지 방문의 주요 이유가 다른 문화나 유산에 하여 알고자 하는 것

이지만,오락 주의 체험을 하는 얕은 피상 인 체험을 하 다.일시형(casual)

74)B.McKercher(2002).Towards a classification ofculturaltourists,InternationalJournalof

Tourism Research,4,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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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자(보통의 요성/피상 인 체험)는 지 방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화 에 한 이유가 제한된 역할을 하고 지에서 피상 인 태도로 참여

하 다.우연형(incidental)문화 자(낮은 요성/피상 인 체험)는 지 결

정과정에서 문화 이 요하지 않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에서 문화

활동에 피상 인 체험을 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우발형

(serendipitous)문화 자(낮은 요성/깊이 있는 체험)는 지 방문을 결정

하는데 문화 의 요성이 낮거나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데, 지를 방문

하는 동안 깊이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의 유형이다.이와 같이 문화 자

유형을 주된 방문 동기의 측면에서 목 의 차원과 활동에서 체험의 수 을

심으로 분류한 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Bywater(1993)역시 문화 동기에 한 강도로 세분화하 는데,그 문화 동

기의 강도의 정도가 높은 부류 순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여가시간의 부분

을 문화 인 경험의 기회로 삼는 극소수의 부류,역사문화유 지 방문을 매우 특

별한 것처럼 인식하는 부류와 우연한 기회에 의하여 문화 경험을 하게 되는

부류로 구분하 다.75)Poria와 Butler,Airey(2003)는 보다 구체 으로 유산

자(heritagetourist)를 유산 장소를 하는 자(touristatheritageplaces)와는

구분됨을 주장하면서 목 지 속성에 한 사 인지와 방문 동기,개인의 지

각수 을 기 으로 유산 자가 갖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목

지가 지닌 유산 속성을 모르는 자, 목 지의 유산 속성은 알고 있으

나 방문동기가 다른 자,방문동기가 유산 속성 때문이었으나 그 속성이 자

신과 상 없다고 여기는 자 끝으로 목 지의 유산 속성이 방문동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는 자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76)결

국,그들은 목 지의 상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방문

동기 그리고 문화유산에 한 자의 심리 지각 여부를 기 으로 분류하

다.그 네 번째로 정의한 방문동기가 유산 속성이고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

는 자만이 유산 자이며 그 문화유산 지를 방문하는 자와는 구

75)M.Bywater(1993).Themarketforculturaltourism inEurope,EIU TravelandTourism Analyst,

6,pp.30-46.

76)Y.Poria,R.Butler,&D.Airey(2003).op.cit.,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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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된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은 유산 자는 상에 한 사 인지와 방문 동기,지각수 이

기 이 되는데,이를 보다 구체 으로 구분한 McKercher(2002)의 문화 자 유

형 기 인 문화 동기와 체험의 정도를 분류 기 으로 문화유산 자의 유형

을 분류할 수 있다.더 나아가 그는 모든 국제 자를 문화 자로 간주하여

분류하 는데,실증 으로 문화유산 자의 유형 분류를 하기 하여 실제로 역

사유 지나 통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를 방문한 자를 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Hall(2007)역시 에서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를 목

지의 본질과 훼손되지 않은 원형 그 로의 유산에 한 의미를 발견하려는

자 부류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77)

문화유산 자의 특성에 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 자는 목 지 선택에 있어서 그 동기가 분명하며,직 인

경험을 통하여 자아를 찾고자 한다.그들은 역사와 문화, 통 가치에 심을

가지고 문화유산 지에서 지식과 정보를 요시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

이 있다.끝으로 이러한 유형의 자는 문화 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련

행사에 한 체험을 통하여 만족은 물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

로78)문화유산 을 하는 실제 자의 행동 특성을 확인하여 문화 자원의

매력성을 악할 필요가 있다.79)

2.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

1)진정성의 개념

77)C.M.Hall(2007).ResponsetoYeomanetal:Thefakeryof‘Theauthentictourist’,Tourism

Management,28,pp.1139-1140.

78)송 효(2006).문화 자 분류모델 용:우선성 정도와 경험의 깊이를 기 으로,『문화 연구』,

8(1),pp.29-30에서 재인용.

79)김순하(2003).방한 일본 객의 문화 행동특성.『호텔 연구』,5(2),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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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의미하는 ‘authenticity’의 사 정의는 ‘the quality ofbeing

authentic;genuineness’80)로 ‘진짜’라는 의미로 련어는 ‘realthing(실제의 것)’,

‘legitimacy(정통성)’, ‘believability(믿을 수 있음)’ 등이며, ‘authentic’ 역시

‘veritable(진정한)’,‘bonafide(진짜의)’,‘reliable(믿을 만한)’,‘unquestionable(의심

할 여지가 없는)’등의 단어와 유사한 뜻으로 <그림 2-2>와 같이 설명된다.81)

보다 구체 으로 진정성의 어원을 살펴보면,Webster사 정의는 (a)꾸며내

거나 선이 없는 완 한 성실(정직,진정)성;(b)사기를 치는 기만 인 모습과

는 조 으로 진짜의 실제 인 성격(특성);(c)사실이거나 진짜인 것;(d)실제

나 진짜의 것, 를 들면 골동품;(e)본연,원래의 것;(f)본연,원래에 가깝게

거하여 표시한 필수 인 특징을 정확하게 재생산하는;(g) 범 거나 오랫동

안 지속되어 온 통에 거하여 표시한, 를 들면 습(풍습);(h)권 이거

나 인정된 는 합법 으로 타당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2)

<그림 2-2>진정성(authenticity)의 정의

자료:TheVisualThesaurus(www.visualthesaurus.com,www.thinkmap.com),Thinkmap,Inc.

80)Random HouseDictionary(2012).Random House,Inc.

81)TheVisualThesaurus(www.visualthesaurus.com,www.thinkmap.com),Thinkmap,Inc.

82)R.W.K.Lau(2010).Revisitingauthenticity:Asocialrealistapproach.AnnalsofTourism Research,

37(2),p.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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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 의미의 진정성은 진품,사실,본래의 원형을 말하며,어떤 객

체,사람, 는 과정의 본질 인 품질로 간주되고 있다.83)더 나아가 진정한

(authentic)문화 경험이란 “본디부터 진짜인 옛 모습 그 로 본연의 성질을 가

진 통 인(unspoiled,pristine,genuine,untouched,andtraditional)경험”이라

말한다.84)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진정성을 고유성,진수성,진실

성 등의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는데,그 고유성(固有性)이라는 용어로 가장

자주 언 된다.그러나 고유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독특성(uniqueness)’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진짜’(real,genuine)일 필요는 없다. 한 고유성은 그 상의 객

체가 사람이나 특정 과정이 아닌 사물이 가진 본래의 성질이나 특유의 속성(屬

性)으로 ‘authenticity’의 어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고유성은 본래의 참된 성질이나 본성(本性)의 의미인 진정성(眞正

性)의 개념 범 의 일부로 볼 수 있다.다른 것과 구별되고 다른 곳에서는 찾

아 볼 수 없는 의미의 고유성은85) 진정성 차원 객 진정성(objective

authenticity)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즉,진정성은 특정 문화가 지니는 원형

을 뜻하고 그 원형이 진짜의 실재 인 것으로 그 문화만이 가지는 유일한 독특

함이다.86)더 나아가 진정성은 체 “진실”와 구성요소들의 “사실”의 고유하고

거짓이 없는 상태에 하여 자가 자각하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87)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uthenticity’의 개념을 진정성(眞正性)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로

본디부터 그 로의 성질인 원형성,진품성,실재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자 한다.

2) 에서의 진정성 의미

83)P.Vannini& J.P.Williams(2009).Authenticityinculture,self,andsociety,AshgatePublishing

Co를 변찬복(2011). 게논문,p.193에서 재인용.

84)R.Handler(1986).Authenticity.AuthenticityToday,2(1),p.2.

85)탁석산(2001).『한국의 정체성』,서울:책세상.

86)김사헌(2006).『국제 론:국제 상의 사회문화론 해석』,서울:백산출 사.

87)R.Handler(1986). 게논문,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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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은 문화 이나 유산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상과 매우 세분

화되어 있는 자 유형을 이해하는데 합한 개념으로88) 학 연구에서 지

속 인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다.MacCannell(1973)이 진정성의 개념을 자의

동기와 경험과의 계에 목시킨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에서

학 분야 내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자의

다양한 욕구와 기 는 에 한 차별화가 요구되면서,진정성은 문화 체험

으로서 의 핵심 인 유인요인으로 향력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에서의

진정성은 자를 유인하기 하여 인 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목

지에 존재하는 원형 그 로의 진정한 것을 의미하고89)지역의 통과 연결되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 에서의 진정성

￮  다른 생활 방식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

￮  사람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  습과 통: 목 지의 습과 통이 얼마나 다른지; 목 지의 문화,유산,역사와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창

￮  세계화와 세계화로 인해 표 화된 결과에 반 되는 것: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나 거의 같아

보이는 해변,야자수와 호텔

￮  근 화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본래 그 로 남아 있고 통방식과 생활방식을 여 히 유지하는

장소의 발견

￮  체험의 가치와 질이 부가된 여행

자료:Marketing andSales(Feb,6,2006).Authenticity - Whatdothey(tourist)really want?,

www.canadatourism.com;V.Hamon(2005).Authenticité,tourisme durable et marketing,

Espaces,228,pp.42-56.

구체 으로 <표 2-4>와 같이 일상과 다른 체험을 원하는 것,사람들의 정체성

88)N.Wang(2000).Tourism andModernity:A sociologicalanalysis,New York:PergamonPress의

내용을 이태숙ㆍ박주 ㆍ황지 (2012).문화 축제의 진정성 인식이 참가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

치는 향:2011 장경 천년 세계문화축 을 심으로,『 학연구』,36(6),p.98에서 재인용.

89)이성숙(2010). 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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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주는 것 그리고 목 지의 문화,유산,역사,정체성과 같은 습과

통이 얼마나 다른지,오늘날 목 지의 표 화와 세계화로 인해 세계가

비슷한 사회로 되어가는 상에 한 반 의 것이며, 화로 인해 훼손되지 않

고 본래의 원형 그 로 남아있는 장소와 여 히 통 인 방식과 생활방식이 유

지되고 있는 장소에서의 발견 그리고 체험의 질과 가치가 더해진 에서의 진

정성을 의미한다.90)

<표 2-5>Cohen과 MacCannell의 진정성 논의

공간

분류
내용

M

a

c

C

a

n

n

e

l

l

1단계
Goffman의 면부로 자가 일반 으로 하게 되는 공간,

즉 사회 공간의 유형
Goffman의

면부

무 화된

진정성

2단계 겉보기에 후면부처럼 보이도록 꾸며놓은 하는 공간의 면부

3단계 완 한 후면부처럼 보이려고 완벽하게 조작해 놓은 면부

4단계 구경꾼, 자에게 공개되고 후면부로 여겨지는 공간

Goffman의

후면부
5단계 어느 정도 자에게 허용된 후면부로 다소 개조되어 있는 공간

6단계 Goffman의 후면부로 의식을 동기화하는 사회공간의 유형 진정성

C

o

h

e

n

진정성 본래 그 로의 진정성을 느끼고 인식하는 공간 진정성

의심스러운

진정성
실제로 진정성을 갖지만 자가 진정한 것으로 믿지 않는 공간

무 화된

진정성
가짜,허구로 꾸며진 공간으로 진짜,실제인 듯 착각하는 공간

의도된

진정성

실제로 꾸며진 공간으로 자도 진정성이 없는 가짜로 인식하

는 명백한 공간

무 화된

진정성

자료:Cohen,E.(1979b).Rethinkingthesociologyoftourism.AnnalsofTourism Research,6(1),

p.26과 MacCannell,D.(1973).Stagedauthenticity:Arrangementsofsocialspaceintourist

settings.AmericanJournalofSociology,79(3),p.598,MacCanell,D.(1999).Thetourist:Anew

theoryoftheleisureclass.Berkeley,LosAngeles,London:UniversityofCaliforniaPress

(Originallypublished:NewYork:SchockenBooks,1976).pp.101-102를 참고하여 재구성.

90)V.Hamon(2005).Authenticité,tourismedurableetmarketing,”Espaces228,pp.42-56;Marketing

andSales(2006),www.canadatouri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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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하여 진정성을 논의한 Boorstin(1964)과 MacCannell(1973)은

의 상품화를 비 하면서 본래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상에 하여 Boorstin은

“유사이벤트(pseudo-events)”라고 언 하 다.이에 MacCannell은 “무 화된 진

정성(stagedauthenticity)”을 제안하면서 상과 공간에 따른 진정성에 하

여 보다 구체 으로 <표 2-5>와 같이 설명하 다.그는 Goffman(1959)의 개념

을 도입하여 지를 면부 단계(frontstage)와 후면부 단계(backstage)로 구

분하여 은 무 화된 진정성을 경험하는 면부일 뿐이며,진정한 지역문화의

경험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후면부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표 2-6> 경험에서의 진정성

진정성 경험

1 후면부에서 무 후면의 사람들을 경험

2 면부에서 무 면의 사람들을 경험

3 후면부에서 무 면의 사람들을 경험

4 면부에서 무 후면의 사람들을 경험

5
무 후면의 사람들을 경험

( 환경은 요하지 않고 주요 심사는 지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음)

6 환경 장소의 존재를 덜 요시하는 무 면의 사람들

7 후면부를 탐험하려는 경험

8 그 장소의 사람들에게는 덜 비 을 두는 반면,진정성을 요시하는 면부를 경험

9 자의 경험들 단지 하나의 양상인 진정성

자료:P.L.Pearce& G.M.Moscardo(1986).Theconceptofauthenticityintouristexperience.The

AustralianandNewZealandJournalofSociology,22(1),pp.126-128.

이러한 맥락에서 Cohen(1979b)은 하는 동안 자가 느끼는 진정성에

한 인상과 의 본질 측면을 비교하여 구분하 다.실재의 상을 통하

여 자도 본래의 진정성을 느끼고 인식하는 공간에서 실제의 진정성,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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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있는 상이지만 자가 진정한 것으로 믿지 않는 공간에서의

의심스러운 진정성(denialofauthenticity),가짜,허구로 꾸며진 상인데 진

짜,실제인 듯 착각하는 공간에서의 무 화된 진정성(stagedauthenticity)그리고

실제로 꾸며진 상으로 자도 진정성이 없는 가짜로 인식하는 명백한

공간에서의 의도된 진정성(contrived)으로 에서의 진정성이 갖는 의미

를 설명하 다.Pearce와 Moscardo(1986)역시 자의 다양한 경험 측면에

서 에서의 진정성을 <표 2-6>과 같이 분류하 다.이러한 에서의 진정

성은 사실 인 본래의 체험에 주목하며,그것의 의미는 허 와 모방(흉내 내기)

의 반 개념으로 생각하면 명백하다.

에서의 진정성은 목 지, 자의 신념과 활동 등의 총체 인 틀

에서 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근거한 진짜의 본래 체험을 통하여 자신만

의 가치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진정성은 자 자신

의 자아정체성을 찾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자아실 을 하여 의 문화 동

기에 의한 이동의 추진력이 된다.91) 한 진정성은 에서의 체험 가치와 질

을 부가해주는 요소로 목 지의 습과 통이 얼마나 다른지,그리고 문화,

유산,역사와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즉,진정성은

근 화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본디부터 그 로 남아 있고 통방식과 생활방식

을 여 히 유지하는 장소에서의 체험이다.92)

의 사회학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 진정성은 체험에서 객체

에 따라 주체에 해 다양하게 인식되고 다른 의미를 갖는다.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다양한 상을 상으로 오랫동안 진정성이 자의 경험을 설명

하는 요한 이론으로 용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하지만 진정성은 사회

인 산물로서 의미론 이고 그 분류에 있어서 꾀 넓은 역을 차지한다.93)진정성

은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질 때 경험할 수 있으며,단순히 진품의 성질만을 의미

91)P.Lwein & J.P.Williams(2009).A study ofideology andpracticein punk subculture,In

『AuthenticityinCulture,Self,andSociety』,London:Ashgate,pp.65-83.

92) Marketing and Sales(Feb,6,2006).Authenticity - What do they(tourist) really want?,

www.canadatourism.com;Source:V.Hamon(2005).Authenticité,tourismedurableetmarketing,

Espaces,228,pp.42-56.

93)김진수(2005).지역의 고유성과 략의 계:인천지역을 심으로,『 ․ 연구』,17(1),

pp.2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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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진품의 역에서 차별성과 특이성의 차원으로 다른 상과 구

별되는 것을 의미한다.94)진정성은 다른 상과 구분되어 평가될 수 있으며,

자를 유인하는 매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단일차원의 진정성에 을 맞춘 논의는 복잡한 상을 설명하기

에는 다소 단순하다는 본질 한계 때문에 진정성 차원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진정성의 다차원 은 상호보완 인 계로 상과 자 행동을 다양

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이에 사회학자 Wang(1999)이 학 에서

진정성을 객 주의,구성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근을 통해 객 진정성

(objectiveauthenticity),구성 진정성(constructiveauthenticity) 는 상징

진정성,실존 진정성(existentialauthenticity)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객

진정성과 구성 진정성 는 상징 진정성은 상과 련된 진정성으로

실존 진정성은 활동과 련된 진정성으로 정의하 다.

상에 한 측면에서의 객 진정성이 포스트모던사회에서의 복잡한

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의 활동에 심을 두는 실존

진정성이 두되고 있다.이는 무 화된 상보다는 자의 주 인 체험

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 실존주의 으로 근한 것이다.95)Wang(1999),

Reisinger과 Steiner(2006)그리고 Kim과 Jamal(2007)등의 선행연구자들 역시

상뿐만 아니라 자 입장에서의 체험에서 진정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

명하 다.이와 같이 자 스스로의 진정성과 련된 논의들은 인간이 행동

으로나 심리 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실존 으로 존재할 때 진정성이 획득되

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더 나아가 Cohen(1988)은 사회 산물로서 특정 상

에 한 구성 진정성은 시 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보는 이의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즉,진정성은 다양한 시각으로 다

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시 ㆍ사회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달

라질 수 있다.이와 같이 진정성의 개념은 철학 ,사회학 ,심리학 으로 다양

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학문분야,연구 상,연구자,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개

념화가 공존할 수 있다.

94)탁석산(2001).『한국의 정체성』,서울:책세상.

95)김희 ․김사헌(2006). 게논문,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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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정성의 차원

진정성은 객체 측면에서의 상에 한 진정성과 주체 측면

에서의 활동에 한 진정성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에서의 진정성에 하

여 앞서 살펴 본 MacCannell(1973)과 Cohen(1979b),Pearce와 Moscardo(1986)

모두 의 본질 인 측면에서의 진정성과 자 입장에서의 체험을 통한 진

정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다.즉,진정성은 자가 체험하는 상과 보여 지

는 상에 따라 다른 시각과 으로 인식될 수 있다.Wang(1999)은 상

과 련된 진정성과 활동과 련 진정성으로 크게 구분하여 객 진정성

은 상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원형성에 한 인식론 체험과 사회 구성

의 결과인 사회 ,신념 등의 견지에서 그런 것처럼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

정한 것으로 느끼는 구성 진정성,그리고 상의 진정성 여부나 어떻게 진

정한지 보다는 체험을 통해 스스로가 인식하는 실존 진정성으로 구분하 다.

Cohen(1988)은 진정성이 특정 지역의 문화에 한 자의 시선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 다.그의 ‘창발 진정성(emergent

authenticity)’은 하나의 양상으로 강조되거나 ‘꾸며지고 만들어진 통(invention

oftradition)’의 넓은 상에 한 하나의 징후로 주목하고 있다.96)즉,진정성은

자의 상에 한 에서 충 가능한 사회문화 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Bruner(1994)도 이고 정 인 진정성은 존재하지

않으며,문화의 진화 과정에서 동태 으로 재구성되어 변화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진정성이 상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아니며,다양한 시각으로 사회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사회의 에 한 진정성은

상의 원형성에 한 사실여부가 요한 것이 아니라, 자가 느끼고 체

험하면서 주 으로 결정되는 상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정성은 다양한 시각에서 각각의 정의나 이론 방향에 의해 진정

성의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이나 차원으로 개념화되고 있다.지 까지 선행연구에

서 다루어진 진정성은 상에 한 물리 이고 피상 인 지각으로 단하는

96)E.Cohen(1988).op.cit.,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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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진정성,사회 구성에 의한 념과 이미지 등으로 투 되어 인식되는 구

성 진정성 그리고 활동을 심으로 자아성찰과 같은 내면화를 거치며 인

식하는 실존 진정성,97)감각론 체험에 의한 감성 진정성,인식론 경험을

통한 이성 진정성,98)그리고 소외감 탈피에 한 계 진정성,상징 진정

성,멋진 진정성(coolauthenticity),정서 진정성,수행 진정성(performative

authenticity)등으로 연구자마다 다른 에서 각각의 정의나 이론으로 근하

고 있다.99)

그 외에 Chronis(2003)는 객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장소 진정성,인물

진정성,자연 진정성으로 경험 진정성의 여러 하 진정성으로 나 어 제

시하 다.100)Reisinger와 Steiner(2006)는 객 주의 ,구성주의 , 상 ,실존

주의 과 테오 래시티(theoplacity)로 다섯 가지 주요 에서 진정성을

설명하 다.실존주의 에서는 Wang(1999),Poria와 Butler,Airey(2003)는

진정성의 주 인 측면을 지지하 다.이와 같이 진정성 련 연구들은

상에 한 객 진정성에 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진정성과 련된 상으로

까지 확 하여 살펴보고 있다.이에 기존의 상에 국한된 객 진정성에

서 사회의 복잡한 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상에 한 구성 진정성과

경험주의 의 실존 진정성을 동시에 용하고자 한다.특히,문화유산

에 있어서의 상은 객 진정성은 물론 포스트모더니즘 경향과 함께 구성

진정성의 성격을 보다 더 띄고 있으며 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과 시

선에서 실존 진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97)T.Kolar& V.Zabkar(2010).op.cit.,pp.652-664;N.Wang(1999).Rethinkingauthenticityin

tourism experience,AnnalsofTourism Research,26(2),pp.349-370.

98)T.Selwyn(1996).Introduction.InTheTouristImage:MythsandMythMakinginTourism,

Chichester:Wiley의 내용을 N.Wang(1999).Ibid,p.351에서 재인용.

99)Y.Reisinger& C.J.Steiner(2006).Reconceptualizing objectauthenticity.AnnalsofTourism

Research,33(1),pp.65-86;F.F.Wherry(2006).The socialsources ofauthenticity in global

handicraftmarkets,JournalofConsumerCulture,6(1),pp.5-32;H.Kim & T.Jamal(2007).

Touristicquestforexistentialauthenticity.AnnalsofTourism Research,34(1),pp.181-201;P.L.

Pearce(2007).Persistingwithauthenticity:Gleaningcontemporaryinsightforfuturetourism studies.

Tourism RecreationResearch,32(2),pp.86-89.

100)A.Chronis(2003).The consumption benefits and therole ofauthenticity in the heritage

experience,Doctoraldissertation,UniversityofNebraska의 내용을 이태숙ㆍ박주 ㆍ황지 (2012).문

화 축제의 진정성 인식이 참가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2011 장경 천년 세계문화축

을 심으로,『 학연구』,36(6),p.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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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진정성의 차원

Authenticity

(진정성)

Spatial

(공간 ,장소 )

Builtenvironment(socio-spatialdimension)

(인문환경 (사회공간 차원))

Naturalenvironment(자연환경)

Psychosocial

(심리사회 ,사회심리 )

Values(가치)

Behaviours(행동)

자료:A.Mantecon & R.Huete(2009).Thevalueofauthenticity in residentialtourism:The

decision-maker'spointofview.TouristStudies,8(3),p.367.

진정성에 한 선행연구는 일반 으로 상과 련된 진정성과 활동

을 통한 실존 진정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101)크게는 <표 2-7>과 같이 공간

인 측면과 사회심리 인 측면으로 진정성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102)이 역시

상에 근거한 진정성이 공간 진정성이고 활동에 의한 실존 진정성

이 사회심리 진정성으로 개인 가치와 행동이 포함된다.지 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진정성은 매우 다원론 이고 다차원 이며,연구자에 따라 사회

시 에 따라 그리고 연구의 맥락 배경에 따라 진정성에 한 정의와 유형,해

석하는 방식은 상 이다.Wang(1999)은 진정성의 복합 인 개념에 하여 객

진정성과 구성 진정성을 포함하는 상과 련된 진정성과 활동

과 련된 진정성의 실존 진정성으로 보다 더 명료한 진정성의 유형 분류 체

계를 제안하 다.에틱(etic) 은 실재의 상에 한 객 인 개념이

고,에믹(emic) 은 상의 원형성이나 본래의 사실 여부와는 상 없이

활동에서 자가 체험한 주 인 개념으로 <표 2-8>과 같이 정리하 다.

101)H.Kim &T.Jamal(2007).opcit.,pp.181-201;T.Kolar&V.Zabkar(2010).op.cit.,pp.652-664;

G.Sedmak & T.Mihalic.(2008).Authenticity in mature seasideresorts,AnnalsofTourism

Research,35(4),pp.1007-1031;N.Wang(1999).op.cit.,pp.349-370.

102)A.Mantecon & R.Huete(2009).The value ofauthenticity in residentialtourism:The

decision-maker'spointofview.TouristStudies,8(3),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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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진정성의 개념과 다차원 구성

문화편향

pseudo-etic

approach

상과 련된

진정성

(object-related

authenticity)

객 진정성(objectiveauthenticity)은 상의 진품,원형성,진

여부에 한 상과 련된 본래의 진정성에 한 인식론 체험

구성 진정성(constructiveauthenticity)은 자 혹은 공 자

에 의해 환상,이미지,기 ,선호,신념,(사회 )권력 등이 투 되어

동일한 상에 해서도 여러 차원의 진정성이 존재하고 새롭게 생성

가능한 상징 진정성 는 시연된 진정성을 의미

문화토착

pseudo-emic

approach

활동과 련된

진정성

(activity-related

authenticity)

실존 진정성(existentialauthenticity)은 활동에 의해 활성화 되

는 존재의 잠재 실존상태로 에서의 진정한 체험은 상의

진정성과는 무 하며 의 한계 과정에서 활성화된 실존 상태

자료:N.Wang(1999).Rethinkingauthenticityintourism experience.AnnalsofTourism Research,

26(2),p.352의 표를 심으로 pp.352-365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Kolar와 Zabkar(2010)는 <표 2-9>와 같이 진정성을

자 입장에서의 욕구측면과 결과인 체험 측면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았다.구체

으로 자는 상에 한 진정성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원래의

장소(originalsites)와 통 공 품을 보려는 욕구와 민속기념품을 구매하려는 욕

구가 발생한다고 하 다.그리고 실존 진정성을 통해 자는 일상에서 벗어

나고자 하며,자아실 이라는 욕구에서 탈출감과 낯선 장소에서 다른 문화와 다

른 시 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설명하 다.

<표 2-9>진정성의 주요 유형과 개념

심과 욕구 체험의 결과

상에

근거한 진정성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원래의 장소(original

sites)/공 품을 보려는 욕구,기념품을 구매

하려는 욕구

진짜의 상,공 를 통해 체험하고

지식과 즐거움

실존 진정성
일상과 에서 벗어나려는 심,진실

된 자신,자아실 을 하고자 하는 심

즐거움과 탈출감,낯선 장소,시 와

문화에서 자아실 을 경험

자료:T.Kolar& V.Zabkar(2010).Aconsumer-basedmodelofauthenticity:Anoxymoronorthe

foundationofculturalheritagemarketing?,TourismManagement,31,p.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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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의 논의는 이분법 분류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진정성을 유도하는 연속

체 근으로 특정 상과 자의 활동에서 문화 소산물에 한

진정성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Wang(1999)

이 제시한 객 진정성,구성 진정성,실존 진정성으로 구분하 다.세 가

지 유형의 진정성에 한 체험 요소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객 진

정성은 역사문화유 지의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나 민속마을의 실제 주민이 거주

하는 공간에서 상의 본연의 진짜 여부를 감상하는 정 활동에서 인식되

는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구성 진정성은 시된 상이나 재 을 통해

인식되는 자의 념과 환상,이미지 등이 투 되어 상징되는 진정성이고,실

존 진정성은 상의 진정성과는 무 하여 가짜더라도 진짜로 자 스스

로가 존재론 체험을 통해 인식 하는 주 인 진정성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표 2-10>진정성 유형별 체험요소

체험요소 객 진정성 구성 진정성 실존 진정성

활동 상을 감상하는 정 활동
시된 상이나 재 을

통해 감상하는 활동

직 참가하여 체험하는

동 활동

장소

후면부(back stage)로 실제

역사문화 인 장,유 지

일 경우 비공개된 공간이고

민속마을일 경우 실제 주민

이 살고 있는 지된 공간

외부인에게 개방된 후면부로

지화 되어 있는 공간

후면부처럼 보이도록 조작되

고 꾸며진 공간의 면부로

자가 하는 공간

의미 진짜 진짜인 것 같은 가짜 가짜지만 진짜 같은

자료:김지선(2011).세계문화유산지의 체험 구조분석,한양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p.36의 표

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에서의 진정성을 상의 원형성,진품을 강조하

며 인 기 의 의한 객 진정성,103)사회 신념, ,권력의 맥락에서

103)D.J.Boorstin(1992).TheImage:A GuidetoPseudo-eventsinAmerica,VintageBooks,A

DivisionofRandom House,Inc.New York,pp.77-117;D.MacCanell(1999).Thetourist:A new

theory ofthe leisure class.Berkeley,Los Angeles,London:University of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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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에 한 이미지,이상,기 감 등에 의한 구성 진정성,104) 객

체의 진정성이 아닌, 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과정과 체험에서 내

면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행동하려는 실존 진정성105)으로 구분

하여 근하 다.즉, 자는 문화 매력성과 련된 목 지의 문화유산,

역사 통과 문화,생활 습 등의 상 진정성과 활동을 통한 체험

에서 사회 유 계를 경험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면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실존 진정성을 동시에 기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의 체 범 를 고려할 수 있는 상과 그 상

이 있는 장소 그리고 자라는 사람의 측면에서 세 가지 차원의 진정성으로

구성하 다.구체 으로 Wang(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매력물의 원형 는

진짜,진품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객 진정성과 사회 구성의 결과로 사물이

나 상은 개인의 사회 신념이나 념,권력의 견지에서 그런 것처럼 구성되었

기 때문에 고유한 것처럼 보여 지는 구성 진정성 그리고 자 스스로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철학 으로 설명되는 실존 진정성 차원을 심으

로 구성하 다.

(1)객 진정성

객 진정성(objectiveauthenticity)은 상과 련된 진정성 의 하나

로 본래의 원형성에 기인하는 인식론 체험으로 진정성 측정에 있어 객 이

고 인 역이 존재하게 된다.106)객 진정성은 원형 그 로 이든 일부

만 남아 있든 진본으로 유지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물질 진정성과 유사하

다.107)즉,객 진정성은 과거 역사 인 진짜 장소나 물건을 의미하는 박물

(Originallypublished:New York:SchockenBooks,1976),pp.91-107.

104)E.M.Bruner(1994).Abraham Lincolnasauthenticreproductionacritiqueofpostmodernism,

AmericanAnthropologist,96(2),pp.397-415.

105)C.J.Steiner&Y.Reisinger(2006).op.cit.,pp.299-318;N.Wang(1999).op.cit.,pp.349-370.

106)김진수(2002b).고유성 인식과 체험간의 인과 계,『 경 학연구』,6(3),pp.69-87;조태

(2008).문화 체험이 고유성 만족,삶의 질에 미치는 향,동국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p.26.

107)D.Lowenthal(1992).Authenticity?Thedogmaofself-delusion,”inWhyfakesmatter:Essayson

problemsofauthenticity,ed.M.Jones,London:BritishMuseum,pp.184-192의 내용을 K.Grayson

& R.Martinec(2004).Consumerperceptionsoficonicityandindexicalityandtheirinfluenceon

assessmentsofauthenticmarketofferings,JournalofConsumerResearch,31,p.3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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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으로 자가 고유한 경험을 했다고 주 인 단을 할지라도 실재

상이 진짜가 아닌 가짜,허구라면 비진정성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객 진

정성과 련된 표 인 개념으로 표 화되고 상품화되어 꾸며진 을 비 한

Boorstin(1964)의 “유사이벤트(pseudo-events)”의 개념과 MacCannell(1973)의

“무 화된 진정성(stagedauthenticity)”개념을 들 수 있다.그들은 진정성의 개

념에 하여 자를 한 비된 상에 한 진정성의 의미로 근하

다.이와 같은 실재의 상과 공간에서 인식하는 객 진정성은 상의 진

품에 한 인식이고,진품의 원형성에 한 진정성의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객 진정성은 상,즉 자원의 자산이고 자가

인식한 진정성의 정도를 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에 한 지식이며,사

회 실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108)결국,객 진정성은 “사람들이

상에 하여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는지”에109)따라 달라지며,사람들이 실재

상에 한 진 ,진정성을 얼마나 잘 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이러한 사실

을 근간으로 Waitt(2000)는 진정성을 주로 역사 건축물이나 체 인 구성환

경,물리 인 공 품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에 한 인지된 역사 진정

성을 인식한다고 설명하 다.즉,사람들이 역사문화 유 지와 같은 특정 공간

에서 상에 한 진짜 본래의 원형성으로 객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2)구성 진정성

구성 진정성(constructiveauthenticity)은 객 진정성과 함께 상에 한

진정성이지만,사회 산물로서의 으로 신념, 념,권력,이미지,기 등에

의해 생성되어 진다.110)이는 구성주의 견해에서 주 성과 융통성에 순응할 수

있는 사회 구성의 결과물로서 구성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다.111)구성 진정

성의 개념은 객 진정성과 달리, 상에 해 상 이고 맥락 인 단으로

108)R.W.K.Lau(2010).op.cit.,p.493.

109)Y.Reisinger&C.J.Steiner(2006).op,cit.,p.74.

110)N.Wang(1999).op,cit.,pp.349-370.

111)M.Mkono(2012).AnetnographicexaminationofconstructiveauthenticityinVictoriafallstourist

(restaurant)experiences,InternationalJournalofHospitalityManagement,31,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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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어지는 상징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포스트모던 사회의 자는

상의 실체보다는 그에 한 상징성과 기호,이미지를 소비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 하에 새롭게 생성 가능한 진정성으로 볼 수 있다.즉,구성

진정성은 상을 보는 시각과 에 따른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Cohen(1988)은 구성 진정성을 창발 진정성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구

성 진정성이 문화와 연 된 것이므로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

다.결국,진정성과 비진정성은 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각자의 상 인

시각과 해석으로 다르게 단되는 것이다.112)이와 같은 기호론 견해에서 구성

진정성은 자의 신념과 선호,기 와 상에 한 인식이 투 된 것에

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Bruner(1991)역시 진정성은 자의 의식투 으로

실제 인 것보다는 각자의 인식에 의해 상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하 다.

즉,구성 진정성은 체험에서 진정성 평가의 주 인 특성이 압축된 것으

로 보여 진다.113)구성 진정성은 상의 진품이나 사실 여부에 의하여 인

식되는 진정성이 아니라,상징이나 표시로 자의 시각과 에서 인식되어지

는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 진정성은 상과 자의 활동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구성주의의 기본 제라고 할 수 있다.즉, 자는 을 하는 동안

상의 실체보다는 사회 구성에 의한 이미지나 상징성을 개인 인 신념과

에서 구성 진정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는 상

의 진품이나 사실에 근거한 진정성보다는 그 상을 통해 표시되거나 상징되는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이다.114)결국,구성 진정성은 상의 진품이나 원형

성을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으며,시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회 과정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구성주의와 련된 진정

성은 사회 이고 인 담론에 의한 상징 의미를 강조하며,115)상 인 맥

112)김진수(2005). 게논문,pp.229-245.

113)M.Mkono(2012).op.cit.,p.387.

114)김진수(2000).地域이벤트와 固有性:仁川 國際環境映像際를 例로,『觀光硏究論叢』,12,pp.83-99.

115)이후석(2011). 객의 고유성 인식 수 에 따른 체험 차이 연구:서울 북 을 방문한 외래객

을 사례로,『 학연구』,35(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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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다르게 보여 지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그러므로 구성 진정성은

상의 고유한 특성이나 본래의 원형성이 반 되기 보다는 주체나 객체

의 이미지나 상징,기호 등과 련하여 의미부여 된 상의 상징 진정성으

로 다원 인 특성을 갖는다.116)

(3)실존 진정성

실존 진정성(existentialauthenticity)은 존재론 개념의 철학 내용으로 이

는 스스로에게 진실한 존재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이러한 실존 진정성

은 상에 한 진정성에 의해 진정성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117)다시

말하면,실존 진정성은 상이 진짜인지 아닌지,아니면 어떻게 얼마나 진

정성이 있는지와 상 이 없다.실존 진정성은 일상화된 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세상을 이해하기 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의 진실함(being trueto

oneself),행복함 그리고 인간 이고 스스로의 내 인 존재를 하려는(beingin

touchwithone'sinnerbeing),자아의식과의 조화(harmonywithone'ssense

ofself),자신이 바라는 군가가 되려는(beingwhoyouwanttobe),자신의 의

지를 단언하기 함이며 자유를 리는 것과 련되어 있다.118)

에서의 실존 진정성은 자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진정한 상과

의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119)즉,실존 진정성은 자신에 한 존재의 진정

성으로 일상의 사회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며

상과 활동을 통해 주 으로 체험하게 된다.Heidegger(1996)는 실존

진정성을 스스로에 한 행복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행동으로나 심리

으로 실존 인 자신이 되는 것 이상의 심오한 것이라고 설명하 다.120)이러한

실존 진정성은 일상에서 벗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험 심 인 과정에

116)Y.Belhassen,K.Caton,&W.P.Stewart(2008).op.cit.,pp.668-689.

117)N.Wang(1999).op.cit.,pp.349-370;C.J.Steiner& Y.Reisinger(2006).op.cit.,pp.299-318;H.

Kim &T.Jamal(2007).op.cit.,pp.181-201.

118)M.Crang(1996).Magickingdom ora quixoticquestforauthenticity,AnnalsofTourism

Research,23,p.pp.415-431;C.J.Steiner&Y.Reisinger(2006).Ibid.,pp.299-318.

119)S.N.Jones(2010).Negotiatingauthenticobjectsandauthenticselves,JournalofMaterialCulture,

15(2),p.pp.181-203에서 재인용;M.Mkono(2012).op.cit.,p.388.

120)석 ㆍ김남조(2010).시뮬라크럼의 진정성 경험과 만족간의 계분석:부천 타스틱 스튜디오를

심으로,『 학연구』,34(8),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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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게 된다.즉, 자 스스로가 역치(閾値)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주

으로 단하는 진정성으로 일상이 아닌 낯선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표 하게

되는 잠재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있다.따라서 실존 진정성은

상의 진짜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상 없이 자가 자신의 존재에 몰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는 동안 자가 주 는 상호주 (intersubjective)

으로 경험되는 존재의식을 말한다.이는 실존 진정성이 자신 스스로의 측면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측면에서 지각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121)정리하면,실존

진정성은 상이 진짜인지 거짓이 없는지에 한 인식론 체험의 객

진정성과 사회 구성의 결과로 사회 이나 신념,권력의 견지에서 그런 것

처럼 구성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구성 진정성과는 상 없이 자 스스

로의 체험에 의한 진정성이다.이러한 실존 진정성은 상이 얼마나 진정

성이 있는지,아니면 어떻게 진정한지가 요한 것이 아닌 직 인 체험을 통해

스스로 인식하는 성격이 다른 차원이다.

지 까지 살펴 본 상과 활동 측면에서의 진정성 차원은 상

의 진품여부나 원형성에 하여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한 인식으로 진짜

를 추구하는 객 진정성과 진정성의 여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에 따

라 상 인 해석이라는 상징 개념으로서의 구성 진정성 그리고 실존 진

정성은 상과는 상 없이 스스로의 존재론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자아를

발견함과 동시에 정체성을 찾아 과는 과정에서의 진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

와 같이 자는 상과 그 상이 있는 장소에서의 에틱 이고 에믹 인

체험을 통하여 다차원 인 진정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진정성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토 로 에서

의 진정성을 상의 원형성,진품을 강조하며 인 기 의 의한 객

진정성과 사회 신념과 ,권력의 맥락에서 는 상에 한 이미지와

이상,기 감 등에 의한 구성 진정성 그리고 객체의 진정성이 아닌,

주체 진정성으로 자 스스로의 존재론 체험이라는 내면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실존 진정성으로 구분하고자 하 다.지 까지 국

ㆍ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분류하여 살펴 본 진정성의 차원은 <표 2-11>과 같고,

121)N,Wang(1999).op.cit.,pp.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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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상 련 진정성

(object-relatedauthenticity)

활동 련 진정성

(activity-relatedauthenticity)

객 (objective)구성 (constructive)실존 (existential)경험 (experiential)

Boorstin(1964) 유사이벤트(pseudo-events)

MacCannell(1973) 무 화된 진정성(stagedauthenticity)

Reisinger&Steiner(2006) 객 진정성

Bruner(1994) 구성 진정성(labels)

Cohen(1988) 창발 진정성

Mkono(2012) 구성 진정성

Bagnal(1996) 경험 진정성

김희 ․김사헌(2006) 존재론 고유성

Kim&Jamal(2007) 실존 진정성

Steiner&Reisinger(2006) 실존 진정성

Kolar&Zabkar(2010) 상에 근거한 진정성 실존 진정성

김규호(2012) 가공된 진정성(customizedauthenticity) 실존 진정성

김지선(2011) 객 진정성 실존 진정성

김지선ㆍ이훈(2009) 객 진정성 실존 진정성

김지선ㆍ이훈(2011) 객 진정성 실존 진정성

서용석ㆍ김지선ㆍ이훈(2010) 객 진정성 실존 진정성

양필수(2009) 상 고유성 경험 고유성

Jamal&Hill(2004) 객 진정성 구성 진정성 개인 진정성

장 수ㆍ최진철(2007) 객 고유성 경험 고유성

진정성을 인식하는 속성과 상의 유형은 <표 2-12>와 같다.

<표 2-11>국내ㆍ외 선행연구자들의 진정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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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양 석(2004) 객 고유성 구성 고유성 경험 고유성

Chronis(2003) 객 진정성 구성 진정성 경험 진정성

Wang(1999) 객 진정성 구성 진정성 실존 진정성

김의근(2010) 객 고유성 구성 고유성 실존 고유성

김진수(2002a,b,2005) 객 고유성 구성 고유성 실존 고유성

석 ㆍ김남조(2010) 객 진정성 구성 진정성 실존 진정성

양 석(2007) 객 고유성 구성 고유성 실존 고유성

이후석(2011) 객 고유성 구성 고유성 실존 고유성

이태숙․박주 ․황지 (2012) 객 진정성 구성 진정성 실존 진정성

이태희․이성숙․박윤미(2012) 객 진수성 구성 진수성 실존 진수성

조태 (2009) 객 고유성 구성 고유성 실존 고유성

연구자 속성(attributes)/명소(attractions)

Cohen(1988) 생활방식,역사유 지(유 ,주제공원...),문화(의례,춤...),공 품,기념품

Gartner(1996)

고고학 장소와 택,요새,역사 거주지(정착지), 통 인 건축물,

민족 통 인 행사,의식,유명 인물들의 탄생지나 무덤,교회, 쟁터,

민족 통 음식과 (토속)식당,민속 술 시 , 산,박물 ,무 화된

역사 행사, 술품,공 품,기념품,극장,기차

Goulding(2000) 건축물, 통의복,박물 , 통 인 활동( 습)

Hannabuss(1999)
역사 장소,성,주제공원, 택, 성당, 통 인 춤,카니발( 회),

어업과 농업의 통,문학 장소,의복,가구,음악,풍경,야생동물

Hinch(1996)
건축물,문화 이질성,역사,가치,명성,이미지,지역의 일상 인 활동

과 계 별 활동,장소 계성,공 품,자연환경,기후,공공장소

자료: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고유성,진수성,진정성:authenticity를 의미함.

<표 2-12>진정성 련 속성과 지에 한 국내ㆍ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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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hes(1995) 문화유 ,이미지,기념품,음식과 음료,사회 계

Kerstetter,Confer,&

Graefe(2001)

역사 재연,건축물,역사 상물,역사 복원,해설(해석)된 표지

(interpretivesigns) 시,박물 ,기념품, 상물(비디오),사진

MaCannell(1999)
역사 상과 장소, 통가옥(토착민의 생활공간), 통 인 생활스타일,

자연경

Moscardo&Pearce(1986)역사 주제공원

Richards(1996) 건축물, 술작품, 습,신화,의례(의식),풍경

Selwyn(1996)
역사,문화유 ,행사,신화,장소의 얼( 혼), 자에 의해 소비된 문

화,사회,자연,엽서 이미지

Smith(2001) 통 인 건축물,문화,문화유 ,공 기념품

Wang(1999)
축제,의식(의례), 통음식, 통복장, 통생활주거지, 술작품,자연,

토착민과 자와의 계

김사 ㆍ서인원(2007) 역사 통과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 통마을,서원

김의근(2010) 지역 문화와 이벤트

김지선ㆍ이훈(2009)

유 지,건축물,기념물, 술품,성(궁),요새,박물 , 시 ,갤러리,종

교순례지, 통, 습,의식, 술,풍습,철학,가치,민속,문학 등의 유

ㆍ무형의 문화유산

김지인ㆍ이진욱ㆍ최 길ㆍ

하재명(2006)

역사 인 장소에 있는 건축물을 심으로 통 문화거리의 이미지와 역

사성

김진수(2000) 지역민의 지혜와 통과 지역의 고유한 매력이 결집된 지역 이벤트

김진수(2002a)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이나 경 ,생활풍습,역사ㆍ문화 통,특산품,

생활터 등

남근우(2011) 통마을의 다양한 민속과 문화,민속 사상(事象), 통 민속놀이

조명환ㆍ양 석(2004) 한 국가나 지역의 통문화,생활방식 등을 보여 주는 지역축제

변찬복(2012) 건축물,의복, 통음식,축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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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ㆍ최진철(2007) 지역 자체 존재가치의 지역축제

조태 (2009) 문화유산인 통 민속마을

진병렬(2005) 역사 사실성을 보여 주는 고궁의 분 기,건축물, 시,시범 등

자료:G.Sedmak& T.Mihali(2008).Authenticinmatureseasideresorts,AnnalsofTourism

Research,35(4),p.1016의 내용과 련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

3. 만족도와 목 지 충성도

1)만족도의 개념 측정 방법

(1)만족도의 개념

자 만족도는 련 실무자들과 학자들에게 요한 연구주제로서 경 측면

에서는 미래 수익의 주요 근원이자 시장 유율의 경쟁우 에 있을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고,학계에서는 1960년 이래로 끊임없이 연구되는 주제로

언 되고 있다.122)1980년 부터 마 측면에서 자의 만족에 한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려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일반 으로 자의 만족에

한 연구는 Oliver(1980)의 기 -성과 불일치 인식체계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족도는 소비자의 구매 기 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

각된 성과에 한 인식의 비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기 와 성과 사이의 지

각된 차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 다.123)그 다면,만족도는 소비자의 구매

기 보다 실제 얻은 성과가 크면 만족하고 그 지 않으면 불만족하는 기 와 성

과의 불일치에 따른 인지과정으로 볼 수 있다.

122)W.Xia,Z.Jie,G.Chaolin,& Z.Feng(2009).ExaminingAntecedentsandConsequencesof

TouristSatisfaction:A StructuralModelingApproach,TsinghuaScienceandTechnology,14(3),

p.397.

123)R.L.Oliver(1980).A CognitiveModeloftheAntecedentsandConsequencesofSatisfaction

Decisions,JournalofMarketingResearch,17(4),pp.46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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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Oliver(1997)는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만족도는 고객이 충족한 반응으로 충족감의 정도라고 설명하

다.124)이러한 측면에서의 고객만족은 서비스나 제품구매에 한 정서 에

서 형성된 평가로 고객의 인식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125)소비자의

만족도는 구매한 제품에 한 정 인 느낌과 믿음의 ‘감정 평가’126)인 구매

경험을 통해 생성되는 심리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127)즉,만족도는 인지

ㆍ감정 측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감각이나 느낌으로128)직 경험한

서비스와 상품에 한 최종 인 평가로서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미래

의 행동까지 측하는데 요한 개념이다.

이에 자 만족도는 활동에 한 인지 ㆍ정서 측면에서의 느낌이고

목 지의 다양한 요소와 특색들에 한 축 된 평가라고 논의된다.129)

자의 만족은 후 심리 구성개념으로 총체 인 체험에 한 자의

단이며,130)구체 으로 기 와 후 성과를 비교하여 체험에

한 평가라 할 수 있다.Geva와 Goldman(1991)역시 만족을 사 기 의

차원에 의존한 반 인 평가로 설명하 으며,131)Ross(1993)역시 인지 근

으로 사 기 에 한 성과의 충족 정도를 만족으로 보았다.132) Baker와

Crompton(2000)도 자가 방문 기 에 한 인지 반응으로 경험 후

평가되는 정 인 상태가 만족이라고 설명하 다.이와 같이 만족도는 인지

124)Oliver(1997:28)의 내용을 A.K.Jaiswal& R.Niraj(2007).Examiningthenonlineareffectsin

satisfaction-loyalty-behavioralintentionsmodel,IndianInstituteofManagement,p.6에서 재인용.

125)Churchill&Surprenant(1982)의 내용을 S.-I.Cheng(2011).op.cit.,p.151에서 재인용.

126)H.K.Hunt(1977)의 내용을 J.J.Cronin,M.K.Brady,& G.T.M.Hult(2000).Assessingtheeffects

of quality,value,and customer satisfaction on consumer behavioralintentions in service

environments,JournalofRetailing,76(2),p.204에서 재인용.

127)S.Y.Lee,J.F.Petrick,& J.Crompton(2007).Therolesofqualityandintermediaryconstructsin

determiningfestivalattendees'behavioralintention,JournalofTravelResearch,45(4),pp.402-412.

128)C.deRojas& C.Camarero(2008).Visitors'experience,mood,andsatisfactioninaheritage

context:Evidencefrom aninterpretationcenter,Tourism Management,29,p.526.

129)W.Xia,Z.Jie,G.Chaolin,& Z.Feng(2009).ExaminingAntecedentsandConsequencesof

TouristSatisfaction:A StructuralModelingApproach,TsinghuaScienceandTechnology,14(3),

p.403.

130)고동우(1998). 의 심리 체험과 만족감의 계.고려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의 내용을 조

태 (2008). 게논문,p.42에서 재인용.

131)Geva,A.& Goldman,A.(1991).Satisfactionmeasurementinguidetours,AnnalsofTourism

Research,18(2),pp.177-185.

132)G.F.Ross(1993).Destinationevaluationandvacationpreferences.AnnalsofTourism Research,

20,pp.47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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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서 에서 정의되어 지므로133) 자의 만족도는 경험 후 인

지 인 측면과 심리 인 측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종합 인 평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 자의 반 인 만족도는 체험에 한 이미지를 평가

하는 것으로 일종의 주 인 태도이며, 정 인 감정 상태로 설명할 수 있

다.134)이는 자가 과거 방문했던 지와 비교함으로써 목 지의 품질

에 한 체 인 평가로 볼 수 있다.135)즉, 자의 반 인 만족도는 주로

서비스나 제품구매에 한 만족과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되며,136)그 경험에 한

정 인 느낌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137)그러므로 서비스나 제품의 세부 인

속성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불만족 하는지는 서비스나 제품에 한 고객

의 반 인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138)

자의 만족도는 목 지 선택과 재방문 결정과 같은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139)만족의 결과 요인으로 정 인 구 은 타인에

게 추천이나 권유 등의 행태로 나타나며, 목 지나 서비스에 한 사 지식

이 부족한 잠재 자에게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140)만족한 자는

같은 목 지를 다시 방문하려는 의지와 정 으로 구 하려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141)이는 목 지에 한 정 인 태도의 변화142)로 충성도를 기 할

133)B.M.Velázquez,I.G.Saura,& M.E.R.Molina(2011).Conceptualizing andmeasuring loyalty:

Towardsaconceptualmodeloftouristloyaltyantecedents,JournalofVacationMarketing,17(1),

p.66에서 재인용.

134)J.W.Lounsbury& J.R.Polik(1992).Leisureneedsandvacationsatisfaction.LeisureScience,14,

pp.105-119;T.H.Truong& D.Foster(2006).UsingHOLSAT toevaluatetouristsatisfactionat

destinations:ThecaseofAustralianholidaymakersinVietnam,Tourism Management,27,p.843.

135)M.Kozak(2003).Measuring touristsatisfactionwithmultipledestinationattributes,Tourism

Analysis,7(3/4),pp.229-240;G.Prayang(2008).Image,satisfactionandloyalty:ThecaseofCape

town,Anatolia:AnInternationalJournalofTourism andHospitalityResearch,19(2),pp.205-224.

136)E.Anderson,C.Fornell,& D.R.Lehmann(1994).Customersatisfaction,marketshareand

profitability:FindingsfromSweden,JournalofMarketing,58(3),pp.53-66.

137)S.Coban(2012).Theeffectsoftheimageofdestinationontouristsatisfactionandloyalty:The

caseofCappadocia,EuropeanJournalofSocialSciences,29(2),p.223.

138)T.A.Oliva,R.L.Oliver,& I.C.MacMillan(1992).A catastrophemodelfordevelopingservice

satisfactionstrategies,JournalofMarketing,56(3)pp.83-95.

139)M.Kozak& M.Rimmington(2000).TouristsatisfactionwithMallorca,Spainasanoff-season

holidaydestination,JournalofTravelResearch,38,pp.260-269.

140)고동우(1998). 게논문,pp.207-229.

141)C.G.-Q.Chi&H.Qu(2008).Examiningthestructuralrelationshipsofdestinationimage,tourist

satisfactionanddestinationloyalty:Anintegratedapproach,Tourism Management,29,p.626.

142)이화인(1999).외래 객의 국내 행동이 재방문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 학연구』,

22(3),pp.2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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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념

김덕경ㆍ최 ㆍ윤 업(2004) 자의 경험 후 태도

박은경ㆍ최병길ㆍ가정혜(2010)경험 인 단의 과정을 통해 변화되는 주 인 평가

양 석(2007)
자의 인지 반응으로 기 와 실제 경험 간의 상호작용결과로서

체험에 한 평가

윤동구(2001) 기 -불일치 이론에서 지각된 성과

이재모ㆍ엄인숙(2007)
활동에서 기 수 과 실제의 지각 수 과의 비교ㆍ평가에서 발

생하는 심리상태

이정순(2008)
경험에서 발생한 결과로 기 수 과 성과 수 에서 비교ㆍ평가

하는 과정에서의 주 인 심리상태로 종합 인 평가

최병길(2012) 기 불일치로 나타나는 인지상태와 감정 상태를 포함하는 의미

Baker&Crompton(2000) 경험 후 자의 정서 인 상태로 경험의 질을 의미

Crompton&Love(1995) 락이나 활동 참여 후 심리 결과로서 경험의 질을 의미

Geva&Goldman(1991) 평소 가지고 있던 신념과 선택된 안과의 일치에 한 평가

Kotler,Bowen,&Makens(1996)인식된 품질에 한 소비자의 평가

Lounsbury&Polik(1992)
후 체 인 사후 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반 인 경

험에 한 태도

Oliver(1980)
기 -불일치 이론으로 소비자는 구매 기 와 실제 경험 후 평가

에 한 차이를 의미

Qu&Ping(1999) 기 보다 실제 경험 후 기 에 미치거나 이상일 때의 감정 인 상태

수 있다. 목 지에 한 충성도는 방문경험이 있으면서 만족한 자의 재

방문이나 정 인 구 효과로 인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요하

다.143)즉,만족도는 목 지 선택과 재방문을 결정하므로 충성도 형성에 매

우 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그 외에 만족도의 개념에 하여 국내ㆍ외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여 <표 2-13>과 같이 정리하 다.

<표 2-13>만족도 개념에 한 국내ㆍ외 선행연구

143)M.Oppermann(2000).Tourismdestinationloyalty,JournalofTravelResearch,39(1),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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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jas&Camarero(2008)
상품과 서비스에 한 인식과 감정 결합에서 기 에 도달하거나

과한 상태

Truong&Foster(2006) 의 반 인 경험에 한 일종의 태도와 심리 인 상태를 의미

Tse&Wilton(1988)
사 기 와 소비 후 지각된 성과의 차이에 한 반응으로 체험 후

기 보다 좋았다는 정 인 평가

Williams&Soutar(2009) 인지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므로 인지와 감정을 모두 포 하는 의미

Yoon&Uysal(2005)
기 에 한 성과이고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치로서 과거 방문했던

곳과 비교한 반 인 만족

자료: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이와 같이 일반 으로 논의되는 만족은 체험의 후행요인으로서 반

인 만족을 고려하며, 반 인 만족은 상과 활동, 자의 가치 등

을 포 으로 포함하고 있다.144)즉, 반에 한 자의 정 인 반응

으로 이해할 수 있다.Camarero와 Rojas(2008)는 자들이 체험 후 체험

성과에 따라 만족 는 불만족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 다.이는 만족도가

자의 후 행동으로 불평이나 충성도와 하게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145)이와 같은 자의 만족도는 목 지에 한 자의 생각과 느낌에

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가장 필수 인 도구 의 하나이며,146) 자의 만족은

향후 재방문 의도와 정 구 , 목 지 선택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마 에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147)

(2)만족도의 측정 방법

후 반에 한 이미지의 평가로서 요한 요소인 만족도를 측정하

는 방법은 크게 직 측정법과 간 측정법으로 나 수 있다.직 측정법은 하

144)조태 (2008). 게논문,p.46에서 재인용.

145)W.Xia,Z.Jie,G.Chaolin,& Z.Feng(2009).Examiningantecedentsandconsequencesoftourist

satisfaction:Astructuralmodelingapproach,TsinghuaScienceandTechnology,14(3),p.403.

146)J.Alegre&J.Garau(2010).Touristsatisfactionanddissatisfaction,AnnalsofTourism Research,

37(1),p.54.

147)Y.Yoon& M.Uyal(2005).Anexaminationoftheeffectsofmotivationandsatisfactionon

destinationloyalty:Astructuralmodel.Tourism Management,26(1),pp.45-56.



- 48 -

나 는 그 이상의 문항으로 직 경험에 한 느낌이나 만족도,선호도 등

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고,간 측정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여러 측면 는

속성에 하여 평가에 한 응답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얻은 단일 수

를 만족도의 지표로 삼는 방법이다.148) 반 인 만족도는 기 와 실제

경험 간의 감정의 비율로149) 자가 에 한 반 인 평가이자 최종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와 달리,구체 인 만족도는 여러 속성들을 고려하

여 목 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측정된다.150)

즉,간 측정법은 세부 인 하 차원들에 한 평가를 합산하는 목 이

속성별 만족의 복합 수이고, 반 인 만족도는 직 측정법으로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151)두 가지 측정방법 모두 장ㆍ단 이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평가

목 이 명확하고 간편하여 응답자가 쉽게 응답할 수 있고,고객만족과 측정치 사

이의 계가 비교 명확하다는 장 이 있는 직 측정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만족도의 측정은 자가 하는 동안, 자의 심리와 인지 측면에 향

을 미친 목 지의 속성에 한 평가라고 볼 수 있으며, 목 지에 한

자의 호의 인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그 기에 자의 만족도가 목

지에 한 충성도 형성은 물론 동일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거나 재방문할 가

능성을 증가시킨다.152)

본 연구에서의 반 만족도는 문화유산을 람하는 자가 상에 기

한 욕구에 하여 어느 정도 충족하 는지에 한 주 인 평가로

경험 후 반에 한 자의 정 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

는 Backer와 Crompton(2000)의 이론에 따라 자가 목 지에 한 사 에

가졌던 기 에 한 인지 반응으로 후 평가되는 정 충족 상태를 측

정하는 직 측정방법으로 자의 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 다.

148)김완석ㆍ강용주(1999). 게논문.

149)C.-F.Chen& F.-S.Chen(2010).Experiencequality,perceivedvalue,satisfactionandbehavioral

intentionsforheritagetourists,Tourism Management,31,pp.29-35.

150)Y.K.Yi(2009).op.cit.,pp.46-58.

151)윤동구(2001). 객 만족구조 모형의 개발에 한 연구,경기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p.18.

152)H.Song,R.vanderVeen,G.Li,& J.L.Chen(2012).TheHongKongtouristsatisfactionindex,

AnnalsofTourism Research,39(1),p.4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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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충성도의 개념 차원

(1)충성도의 개념

충성도는 선호하는 제품이나 랜드,서비스를 반복해서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하게 되는 소비자의 향후 행동의도이다.153)한 마디로 충성도는 미래에도 제

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태도에 한 확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154)이러한

고객의 충성도 평가에 한 기 근 방식은 재구매 행동이나 행동빈도에 집

되어 있었다.155)행동에 근거한 근은 고객의 반복 인 애용(repeatpatronage)

이나 구매빈도로 특정 상품이나 랜드에 한 고객의 심리 약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객의 충실한 충성도를 악하기에 어렵다.156)이와 같이 충성도에

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충성도의 개념이 단순히 재구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므로 다차원 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157)

충성도는 태도와 행동 측면에서 정의되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데,태도 측

면의 측정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를 지속하려는 구체 인 요망(desire)이며,반

면에 행동 은 재방문이나 재구매와 같은 단골고객의 개념으로 언 된

다.158)태도 충성도는 소비한 상에 한 고객의 정서 애착도와 태도 옹

호의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159)즉,태도론 은 해당 상에 한 랜

드의 선호도나 구매 의도에 근거하여 보다 심리 인 몰입이나 선호하는 정도나

상태를 나타낸다.이에 Butcher,Sparks와 O’Callaghan(2001)은 서비스에 한

소비자의 충성도를 심리 애착으로 설명하 으며,160)Dick과 Basu(1994)는 상표

153)R.L.Oliver(1999).Whenceconsumerloyalty?JournalofMarketing,63,p.34.

154) S.Coban(2012).Theeffectsoftheimageofdestinationontouristsatisfactionandloyalty:The

caseofCappadocia,EuropeanJournalofSocialSciences,29(2),p.224.

155)R.E.Anderson& S.S.Srinivasan(2003).E-satisfactionande-loyalty:A contingencyframework,

PsychologyandMarketing,20,pp.123-138;G.J.Tellis(1998).Advertisingexposure,loyalty,and

brandpurchase:Atwo-stagemodelofchoice,JournalofMarketingResearch,25,pp.134-144.

156)R.E.Anderson & S.S.Srinivasan(2003).op.cit.,pp.123-138;A.S.Dick & K.Basu(1994).

Customerloyalty:Toward an integrated conceptualframework,Journalof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22,pp.99-113;H.Han & K.Back(2008).Relationships among image

congruence,consumption emotions,and customerloyalty in thelodging industry,Journalof

HospitalityandTourism Research,32(4),pp.467-490.

157)S.-I.Cheng(2011).op.cit.,p.150.

158)C.-F.Chen&F.-S.Chen(2010).op.cit.,pp.29-35.

159)P.Rauyruen& K.E.Miller(2007).RelationshipqualityasapredictorofB2Bcustomerloyalty,

JournalofBusinessResearch,60(1),pp.21-31.

160)K.Butcher,B.Sparks,& F.O’Callaghan(2001).Evaluativeandrelationalinfluenceson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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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포,서비스에 한 충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61) 그밖에 Han과

Back(2008),Han과 Ryu(2009)그리고 A.Yuksel,F.Yuksel과 Bilim(2010)역시

태도 인 측면에서 고객 충성도를 설명하 다.이와 달리,행동론 은 구매

의 연속성,이용률,구매 가능성 등의 행동 인 특징을 의미하는데,Dick과

Basu(1994) 한 행동 충성도만으로는 사람들이 충성도를 왜,어떻게 형성하는

지와 달라지는 충성도에 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 다.

이에 Bandyopadhyay와 Martell(2007),Bigné,M.Sánchez와 J.Sánchez(2001),

Bowen과 Chen(2001),Evanschitzky와 Wunderlich(2006),Oliver(1999)의 여러 연

구에서는 이러한 행동 인 측면과 태도 인 측면의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

여 설명하 다.이와 같이 충성도는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한 소비자의 구매에

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정 인 구 이나 재구매를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즉,행동 충성도는 실제 인 구매행동을 의미하는 반면,태도 충

성도는 실제 인 구매행동이 아닌 구 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 인 이

미지를 달하는 정신 측면에서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62)

더 나아가 Ganesh와 Arnold,Reynolds(2000)는 실증 인 연구를 통해 구매행

동과 구매의도에 한 극 인 충성도와 가격변동이나 환비용에 의해 구매행

동과 구매의도에 향을 받는 소극 인 충성도의 두 가지 차원을 설명하 다.163)

Oliver(1999)는 보다 구체 으로 고객충성도를 인지 충성도(cognitiveloyalty),

정서 충성도(affectiveloyalty),능동 충성도(conativeloyalty)그리고 행동

충성도의 네 단계로 설명하 다.하지만 사실상 행동 충성도는 측정하기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부분의 연구는 행동 의도를 측하는데 능동 충성도로

설정하 다.그의 고객 충성도 이론화 내용을 살펴보면,충성도가 형성되는 네

단계를 설명하면서 충성도의 개념화를 확장시켰다.구체 으로 고객 충성도의 인

지 (지식),정서 (만족의 감정 측면),능동 (약속)차원들은 인지 지각,정

loyalty,InternationalJournalofServiceIndustryManagement,12(4),pp.310-327.

161)A.S.Dick&K.Basu(1994).op.cit.,pp.99-113.

162)V.Kumar,D.Shah,& R.Venkatesan(2006).Managingretailerprofitability-onecustomerata

time,JournalofRetailing,82(4),pp.277-294.

163)J.Ganesh,M.J.Arnold,& K.E.Reynolds(2000).Understandingthecustomerbaseofservice

providers:Anexaminationofthedifferencesbetweenswitchersandstayers,JournalofMarketing,

64,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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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도,능동 지각 그리고 행동 태도를 통해서 각각의 충성도 단계는 다

른 요인들과 련되어 계속 으로 발 해 간다고 주장한다.게다가 세 단계인 인

지 ,정서 ,능동 충성도는 충성도의 수 ( 를 들면,인지에 한 기능 측

면,정서 인 측면의 만족과 능동 인 측면에 한 약속)을 강화하게 한다고 설

명하 다.164)

다차원의 충성도는 정서 충성도가 능동 충성도에 직ㆍ간 으로 향을

미치고,미래의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단계의 충성도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결과 으로 충성도는 특정 상이나 서비스, 랜드

에 한 선호도와 같은 태도 인 근과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행동 인 근으

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복합 으로 태도 근과 행동 근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고객이 특정 서비스나 랜드에 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정 인 태도

를 의미한다.165)더 나아가 소비자가 변함없는 충성 고객이 되면 극 으로 재

구매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무료의 고효과인 정 인 구 으로 친구나 친지

는 다른 잠재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166)특히,

서비스와 련된 상품은 유형의 제품보다 충성도의 정도가 더 크고 뚜렷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산업에서 매우 요하다.167)

(2) 목 지 충성도의 개념

목 지에 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주로 자의 재방문 의도와

추천하려는 의지로 측정되어진다.168) 목 지 충성도는 체험 후 결과로서

만족한 자는 재방문의 가능성이 높고 정 인 구 이나 추천을 하게 된다.

164)R.L.Oliver(1999).op.cit.,pp.33-44.

165)Y.Yoon&M.Uysal(2005).op.cit.,pp.45-56.

166)L.C.Harris& M.M.H.Goode(2004).Thefourlevelsofloyaltyandthepivotalroleoftrust:a

studyofonlineservicedynamics,Journalofretailing,80,pp.139-158;R.Ladhari,I.Brun,& M.

Morales(2007). Determinants of dining satisfaction and post-dining behavioral intentions,

InternationalJournalofHospitality Management,27(4),pp.563-573;S.Shoemaker & R.C.

Lewis(1999).Customerloyalty:The future ofhospitality marketing.InternationalJournalof

HospitalityManagement,18,pp.345-370.

167)M.G.Gallarza&I.G.Saura(2006).Valuedimensions,perceivedvalue,satisfactionandloyalty:An

investigationofUniversitystudents’travelbehaviour.Tourism Management,27(3),pp.437-452.

168)C.-F.Chen& D.Tsai(2007).How destinationimageandevaluativefactorsaffectbehavioral

intentions?Tourism Management,28,pp.11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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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후 만족과 불만족의 결과에 따라 재방문하거나 다른 목

지를 결정하게 되는데,비록 자신이 재방문을 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경험했던

지를 추천하려는 의도는 가질 수 있다. 목 지 충성도는 재방문 빈도에

근거하여 상ㆍ ㆍ하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는 것뿐 아니라,해당 목 지에

하여 알지도 못하는 부류,목 지를 자주 바꾸는 부류, 재방문 하지 않는

부류로 확 하여 근하고 있다.169)

Gitelson과 Crompton(1984)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동일한 지를 재방문하

는 주요 이유를 확인하 다.구체 으로 ‘험성/불확실성 감소’,‘정서 유 감’,

‘남들에게 그곳을 소개하려고’,‘사회 행동’,‘지난번 방문 때 미처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등으로 나타났다.그밖에 여유 있는 휴가 기간과

가족이나 친지와의 만남을 하여 재방문한다는 이유는 주로 높은 연령층에서

확인되었다.이와 같이 지를 재방문하는 자들은 목 지에 하여 이

미 알고 있으나,더 많은 탐구 상이 되는 지역과 험부담이 고 정서 으로

끌리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170)더 나아가 재방문하는 시기를 기

으로 지속 방문객,지연 방문객 그리고 지속 변경 방문객으로 분류하여 각

각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자와 단기간에는 다시 오지 않으나, 기 으로

나 장기 으로는 재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리고 목 지 변경을 자주하

므로 재방문할 가능성이 은 자로 구분하여 자의 충성도를 설명하고

있다.171)이에 Butler(1997)는 자의 재방문 의도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기는

하지만,이 에 방문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려는 경향을 갖는다고 주장하

다.172)이와 같이 에서의 충성도는 정 인 구 이나 추천,재방문과 련

되어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 무형의 서비스 상품으로 자의 체험을 통한 소비

로 이루어지며, 자는 체험에 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체험의 구성

개념은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행동 요소가 상호 혼합되어 작용하므로

169)M.Oppermann(2000).op.cit,pp.78-84.

170)박진 ㆍ이성각(2012).경주지역 객의 동기와 재방문객 유치를 한 방안에 한 연구,

『 연구』,27(3),p.168에서 재인용.

171)R.Feng& S.Jang(2004).Temporaldestinationloyalty:A structuralinitiation,Advancesin

HospitalityandTourism Research,9,pp.207-221.

172)변찬복(2011). 게논문,p.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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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후 충성도 측정 역시 다차원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의 충성도는

하는 동안, 상과 자 자신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감을 통해 인지 ,

정서 ,행동 인 측면에서 미래의 지속 인 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충성도는 만족에 한 결과로서 만족은 향후 태도에 향을 미치

고 태도는 향후 의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다.173)즉, 자의 만족도는 자의 태도 측면과 행동 측면의 충성도에

향을 미치며,174)태도 충성도는 만족과 구매충성도 간의 계를 매개하므

로175)실질 인 행동 충성도를 측하기 해서는 태도 충성도를 다차원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태도 충성도를 행동 충성도

의 선행변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176)

이와 같이 자의 충성도는 복잡한 형성 과정을 거치는데,이러한 목

지 충성도를 일반 인 유형 제품을 재구매하는 것과 같이 재방문 의도로 단하

는 것은 불충분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177) 한 자의 충성도에 한 측정으

로 재방문은 자의 다양한 동기와 욕구,재정 측면과 시간 제약에 의

해 보장될 수 없다.이에 반해,충성도의 다른 측면으로서 목 지에 한

자의 정 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만

족한 자의 정 인 구 이나 추천은 잠재 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에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정보로 고려되므로 마 에서

특히 요하다.178)이러한 맥락에서 마 터들은 행동 ㆍ정서 차원을 결합한

체 인 측면에서 자의 충성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을 두는 태도 측면에서의 충성도 단계는 지속 인 성장

을 보이는 문화유산 의 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이라 할 수 있다.

173)R.L.Oliver(1980).A cognitivemodeloftheantecedentsand consequencesofsatisfaction

decisions,JournalofMarketingResearch,17(4),p.466.

174)P.Mechinda,S.Serirat,& N.Gulid(2009).Anexaminationoftourists’attitudinalandbehavioral

loyalty:Comparisonbetweendomesticandinternationaltourists,JournalofVacationMarketing,

15(2),p.132.

175)J.-S.Chiou& C.Droge(2006).Servicequality,trust,specificassetinvestment,andexpertise:

Directand indirecteffectin a satisfaction-loyalty framework,Journalofthe Academy of

MarketingScience,34(4),pp.613-627.

176)S.Bandyopadhyay& M.Martell(2007).Doesattitudinalloyaltyinfluencebehavioralloyalty?A

theoreticalandempiricalstudy,JournalofRetailingandConsumerService,14(1),pp.35-44.

177)W.Xia,Z.Jie,G.Chaolin,&Z.Feng(2009).op.cit.,p.403.

178)Y.Yoon&M.Uysal(2005).op.cit.,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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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정 인 구 이나 추천,재방문 여부를 단순

히 확인하는 것으로 특정 상에 한 충성도를 단할 수는 없다.이에 본 연구

는 자의 태도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는 충성도를 인지 충성도,정서 충

성도,능동 충성도로 형성과정을 단계 으로 구성하 다.

① 인지 충성도

태도 측면의 충성도 형성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인지 충성도

(cognitiveloyalty)는 경험에 근거한 최근 정보나 선택한 상에 한 속성,성과

와 련된 다양하고 분명한 지식에 의해 형성되거나,선호했던 상품이나 안과

의 비교를 통하여 형성되어진다.179)인지 충성도는 주로 기능 /심리 측면과

질 측면을 포함하는 지각된 가치로 구성된다.180)지각된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

고받는 것에 한 지각에 근거한 상품의 유용성에 한 반 인 평가로 볼 수

있으며,질 인 측면은 서비스의 우수성과 련된 고객의 반 인 인상을 의미

한다.181)

그 다면, 자의 인지 충성도는 상이 가진 속성에 해 다른

상과의 비교나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의 유용한 측면과

반 인 우수성에 한 질 측면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Evanschitzky와 Wunderlich(2006)는 인지 충성도 형성에 특정 서비스나 제품

에 한 비용과 편익에 달려있다고 설명하 다.이러한 인지 충성도는 매우 피

상 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충성도에 보다 높은 수 을 기

한다.182)이는 충성도 형성과정의 첫 단계로 객 인 상에 하여 기 한

바에 한 성과나 투자한 가치에 한 만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인지

179)K.Back& S.C.Parks(2003).A brandloyaltymodelinvolvingcognitive,affective,andconative

brand loyalty andcustomersatisfaction,JournalofHospitalityand Tourism Research,27(4),

pp.419-435.

180)K.Back(2005).Theeffectsofimagecongruenceoncustomers'brandloyaltyintheupper

middle-classhotelindustry,JournalofHospitalityandTourism Research,29(4),pp.448-467;C.

Lin,D.B.Morais,D.L.Kerstetter,& J.Hou(2007).Examiningtheroleofcognitiveandaffective

imagein predicting choiceacrossnatural,developed,and theme-park destinations,Journalof

Travelresearch,46,pp.183-194.

181)V.A.Zeithaml(1988).Consumerperceptionsofprice,quality,andvalue:Ameans-endmodeland

synthesisofevidence,JournalofMarketing,52,p.14.

182)R.L.Oliver(1999).op.cit.,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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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는 상이 가진 가장 기본 인 가치에 한 평가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즉, 자가 상의 속성을 고려하여 질 인 측면에 한 지각된 가

치로 단되어 형성되는 충성도이다.

② 정서 충성도

태도 측면에서 충성도 형성의 두 번째 단계인 정서 충성도(affective

loyalty)는 인지 충성도보다 더 깊이 있는 측면의 지각으로 언 된다.183)정서

충성도는 표면 으로 단되는 평가에 의한 인지 충성도보다 소비자의 주

인 감정이 부각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이 단계의 충성도는 상품이나

랜드,특정 상에 한 선호하는 태도나 반 인 평가로 즐거운 충족감과

련이 되며,태도 인 측면의 충성도를 형성하는데 필수 인 감정과 만족이 주로

포함된다.184)즉,정서 충성도는 소비체험을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소

비자의 감정 태도로 소비 상과 소비자 간의 계형성에서 그 상에 한 태

도를 의미한다.185)

정서 충성도는 기 와 실제의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체험 간의 지각된 차이

에 한 반 인 평가와 단과정으로 볼 수 있다.186)이러한 정서 충성도는

인식과 감정이 고객의 생각과 심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정서 충성도는 상품이나 서비스 경험에 한 감정 반응으로

서 소비하는 상황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념화된다.187)즉,정서 충성

도는 소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 만족의 감정 측면이자 정서 반응으로

체 인 단 하에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결과 으로 자의 정서

충성도는 활동에서의 감정과 만족에 한 정서 반응이며,체험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183)A.Yuksel,F.Yuksel,&Y.Bilim(2010).Destinationattachment:Effectsoncustomersatisfaction

andcognitive,affectiveandconativeloyalty.Tourism Management,31(2),pp.274-284.

184)S.Bandyopadhyay& M.Martell(2007).op.cit.,pp.35-44;H.Han,K.Back,& B.Barrett(2009).

Influencingfactorsonrestaurantcustomers'revisitintention:Therolesofemotionsandswitching

barriers.InternationalJournalofHospitalityManagement,28,pp.563-572.

185)R.L.Oliver(1999).op.cit.,pp.33-44.

186)H.Han,K.Back,&B.Barrett(2009).op.cit.,pp.563-572.

187)H.Han& K.Back(2008).Relationshipsamongimagecongruence,consumptionemotions,and

customerloyaltyinthelodgingindustry,JournalofHospitalityandTourism Research,32(4),

pp.46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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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능동 충성도

능동 충성도(conativeloyalty)는 특정 태도로 목표에 한 의도나 약속으로

서 의욕(conation)이라고 설명되며,특정 상품이나 랜드를 재구매하려는 의도나

지속 인 계에 한 약속(commitment)으로 정의된다.188)이 단계의 충성도는

정서 충성도의 단계보다 소비자의 충성도 정도가 더 깊어진다.189)즉,능동

충성도 단계는 이미 특정 상에 한 특정 태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 기에 정서 충성도의 역할은 미래의 행동에 한 약속이자 의도인

능동 충성도를 구축하는데 요한 향력을 갖는다.190)이와 같이 능동 충성

도는 인지 측면의 충성도와 정서 측면의 충성도에 의해 형성되는 최종 인

태도로 미래의 실제 인 행동인 재방문과 추천에 한 약속을 의미하며 태도

측면의 충성도에 한 지속 인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즉,능동 충성도는 실

제의 행동 충성도를 결정하는데 필수 인 요인이며,191)인지 충성도나 정서

충성도보다 강한 의도를 형성한 충성도로서 미래의 실제 행동에 한 측력

을 갖고 있다.192)

실제 충성도는 충성도의 마지막 단계인 행동 충성도에서 수행될 수 있는데,

먼 인지 충성도 형성 후 감성 충족과 만족한 체험에 의한 정서 충성도

를 형성한다.최종 으로 형성되는 행동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 형성 후에 재

구매나 재거래를 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상황을 극복하고서라도 지속 인 계

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193)그 다면,실질 인 충성도는 처음 상에

한 인지 충성도가 형성이 되고,그 인지 충성도가 반 인 경험에

188)R.L.Oliver(1999).op.cit.,pp.33-44.

189)H.Han,Y.Kim,& E.-K.Kim(2011).Cognitive,affective,conative,andactionloyalty:Testing

theimpactofinertia,Internationaljournalofhospitalitymanagement,30,p.1010.

190)K.Back(2005).op,cit.,pp.448-467;H.Han& K.Back(2008).op,cit.,pp.467-490;A.Yuksel,F.

Yuksel,& Y.Bilim(2010).Destinationattachment:Effectsoncustomersatisfactionandcognitive,

affectiveandconativeloyalty.Tourism Management,31(2),pp.274-284.

191)K.Back&S.C.Parks(2003).op.cit.,pp.419-435;S.Bandyopadhyay&M.Martell(2007).op.cit.,

pp.35-44;H.Evanschitzky&M.Wunderlich(2006).op.cit.,pp.330-345.

192)Y.Atila,Y.Fisun,& B.Yasin(2010).Destinationattachment:Effectsoncustomersatisfaction

andcognitive,affectiveandconativeloyalty,TourismManagement,31,pp.274-284.

193)K.Back& S.C.Parks(2003).Ibid.,pp.419-435;H.Evanschitzky& M.Wunderlich(2006).Ibid.,

pp.330-345;R.L.Oliver(1999).Ibid..,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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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의 감정인 정서 충성도를 형성하면,미래의 실제 충성행동에 가장 유의

한 향을 미치는 능동 충성도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능동 충

성도는 인지 충성도보다 정서 충성도에 의해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미

래의 실제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정서 충성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충성도 형성에 선행변수로서 만족도가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

었으며,만족의 감정 측면인 정서 충성도가 능동 충성도 형성에 향력 있

는 충성도임을 알 수 있다.

4.선행연구의 검토

1)진정성과 만족도 간의 계

진정성의 차원 간 계는 상학 으로 근한 Bruner(1994),Cohen(1988)과

Wang(1999)그리고 김희 과 김사헌(2006)의 개념 연구를 토 로 Kolar와

Zabkar(2010),장 수와 최진철(2007)의 정량 연구에서 진정성 차원을 구분하

여 논의한데에 기인하여 상의 측면과 활동의 측면에서 진정성 간의

계를 살펴보았다.이는 자원의 차별요인으로 객 진정성과 구성 진정

성 그리고 체험 요인으로 실존 진정성으로 구분하 다.<그림 2-3>과

같이 Kolar와 Zabkar(2010)의 연구에서는 로마유 지를 방문한 문화 객들을

상으로 문화유산 지에서 진정성의 역할을 검증하 다.연구결과, 상

에 한 진정성이 활동을 통한 체험 측면에서의 실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 계를 확인하 다.194)

194)T.Kolar&V.Zabkar(2010).op.cit.,pp.6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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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Kolar와 Zabkar(2010)의 연구모형

자료:T.Kolar& V.Zabkar(2010).Aconsumer-basedmodelofauthenticity:Anoxymoronorthe

foundationofculturalheritagemarketing?,TourismManagement,31,p.652-664.

지역축제 방문객을 상으로 살펴본 장 수와 최진철(2007)의 연구 결과 역시

상에 한 객 진정성이 경험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2-4>).구체 으로 축제의 객 진정성이 방문객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축제 장소에 한 객 인 사

실 자체가 방문객에게 직 인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 다.지역축

제와 같은 문화 성격을 보이는 상은 직 인 체험을 통한 진정성이

객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4>장 수와 최진철(2007)의 연구모형

자료:장 수ㆍ최진철(2007).수산 축제의 고유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미치는 향:기장멸치축제를

심으로,『수산경 론집』,38(2),pp.103-129.

*고유성:authenticity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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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용석,김지선과 이훈(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고궁

을 한 내ㆍ외국인 모두 객 진정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실존 진정성과 만족도의 향 계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3

배 정도 더 유의한 결과로 확인되었다.진정성은 객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

는 결정 인 변수로서의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195) 련 선행연구는

(Chhabra,Healy& Sills,2003;Cohen,1988;Naoi,2004;Waitt,2000;김지선ㆍ

이훈,2009;김지선,2011;김진수,2002ab;서용석ㆍ김지선ㆍ이훈,2010;양 석,

2007;윤설민ㆍ박진아ㆍ이충기,2012;장 수ㆍ최진철,2007;조태 ,2009)다수

이루어졌으며,그 서용석과 김지선,이훈(2010),장 수와 최진철(2007),조태

(2009)의 연구에서는 진정성 차원에서 실존 진정성이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인과 계가 있다는 결과를 설명하 다.

<그림 2-5>서용석과 김지선,이훈(2010)의 연구모형

자료:서용석ㆍ김지선ㆍ이훈(2010).고궁 경험 분석: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를 심으로,『서울

도시연구』,11(2),pp.181-195.

*진정성:authenticity를 의미함.

그밖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객의 만족도와 목 지에 한 충성도를 유

발하기 해서 객이 기 하고 체험하고자하는 진정성에 한 평가가 요하

다는 지 을 하고 있다.그 김진수(2002b)는 구성 진정성을 측정하여

에서 진정성이 객의 만족도에 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혔으며,건축물과 체

분 기를 통해 인식되는 진정성이 만족도에 강한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

195)G.Moscado&P.Pearce(1986).op.cit.,pp.4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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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i(2004)는 역사문화유 지 체험에서의 진정성이 객의 만족도와 유의한

향 계를 갖는다고 주장하 다.이와 같이 객의 체험에서 진정성의 역할

은 객의 최종 만족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Kozak(2001)역

시 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인 체험이 객의 만족에 요한 역할을 하며,

만족은 목 지 재방문을 유발한다고 설명하 다.196)

2)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계

선행 연구자들은 목 지에 한 충성도를 형성하기 해서는 자가 체

험하고자 기 하는 진정성에 한 평가가 요하다고 설명한다.변찬복과 조선배

(2010)는 <그림 2-6>과 같이 각 구성 개념을 모두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여 문화

동기와 진정성,충성도 간의 향 계를 확인하 다.197)윤설민과 박진아,이

충기(2012)의 연구 역시 단일 요인으로 구성한 진정성은 충성도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진정성이 충성도와 유의한 향

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확인하 으나,단일 요인으로 측정된 구성 개념이 이론

개념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의미뿐 구체화된 계를 규명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복합 인 개념을 가진 진정성을 단일 요인으로 측정한

설계보다는 다차원 으로 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론 시사 을 제시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단된다.

김지선과 이훈(2009)은 객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는데,충성도를 향후 행동을 묻는 재방문이나 추천의도로 구성하 으며,

실존 진정성이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olar와

Zabkar(2010)는 <그림 2-3>과 같이 상에 한 진정성과 활동 측면의

실존 진정성을 구분하여 근하 는데, 상에 한 진정성이 실존 진정

성보다 충성도에 더 정 인 향 계로 검증되었다.이는 역사문화유 지라는

196)한숙 (2006). 게논문,p.44에서 재인용.

197)변찬복ㆍ조선배(2010).개별여행객의 문화 동기,진정성,충성도의 향 계:배낭여행객을 심으

로,『 연구』,25(4),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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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의 진정성이 미래의 실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6>변찬복과 조선배(2010)의 연구모형

자료:변찬복ㆍ조선배(2010).개별여행객의 문화 동기,진정성,충성도의 향 계:배낭여행객을

심으로,『 연구』,25(4),pp.245-258.

*진정성:authenticity를 의미함.

.

3)진정성,만족도 충성도 간의 계

진정성과 만족도와의 계(Chhabra,Healy& Sills,2003;Naoi,2004;Waitt,

2000;김지선,2011;김진수,2002ab;장 수ㆍ최진철,2007;조태 ,2009;양 석,

2007;윤설민ㆍ박진아ㆍ이충기,2012)와 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계(변찬복ㆍ조선

배,2010;윤설민ㆍ박진아ㆍ이충기,2012;Kolar& Zabkar,2010)는 각 구성개념

간 독립 으로 이루어졌다.그 김지선과 이훈(2009)의 연구와 조태 (2009)의

연구에서는 체 개념으로 구성을 하 으나,조태 (2009)의 연구는 진정성과 만

족도 간의 계를 규명하고 충성도와의 계를 검증하지 않았다.김지선과 이훈

(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 고궁을 방문한 객의 반 인 만족도에

객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보다 유의한 향을 미쳤으나,재방문이나 추천의

도에는 실존 진정성이 더 유의한 향 계를 확인하 다.198)

198)김지선ㆍ이훈(2009). 게논문,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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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조태 (2009)의 연구모형

자료:조태 (2009).문화 고유성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여향:안동 하회마을을 심으

로,『 연구』,23(4),pp.59-80.

*고유성:authenticity를 의미함.

<그림 2-7>을 참고하여 조태 (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통 민속마을인 하

회마을 상으로 진정성과 만족 충성도 간의 계를 검증하 다.연구결

과,다차원으로 살펴 본 객 진정성,구성 진정성,실존 진정성 모두

객의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그 실존 진정성이 가장 유의한 향

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만족은 객의 행동의도인 재방문과 구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scardo와 Pearce(1986)의 연구결과

역시 역사테마공원의 진정성이 만족도와 유의한 향 계를 보이며,방문객의 만

족도는 재방문과 추천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지만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진정성 차원 간의 계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미흡

함이 있다.

문화 축제 방문객이 인식한 진정성이 참가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 본 이태숙과 박주 ,황지 (2012)의 연구 결과,객 진정성

을 제외한 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 인식이 참가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존 진정성은 참가만족도를 통해 재방문의도에까지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나,<그림 2-8>과 같이 진정성 차원 간

의 계는 검증하지 않았으며 향후 행동의도로 재방문 의도만을 살펴보고 있다.

윤설민과 백주아,김홍렬(2008)의 연구에서도 반 인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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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사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재방문의사는 추천의사에 정 인 향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99)이는 객의 만족수 이 크면 클수록 재방문과

추천할 의지의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만족도가 미래 행동의도에 요한

향 변수임이 증명되었다.200)그밖에 선행연구(Xia,Jie,Chaolin,& Feng,2009;

A.Yuksel,F.Yuksel,& Bilim,2010;Baker& Crompton,2000;Kozak&

Rimmington,2000;Sui& Baloglu,2003;Yoon& Uysal,2005)들은 충성도의 주

요 선행요인들 하나로서 자의 만족도가 목 지를 재방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려는 의도이자 강력한 지표임을 확인하 다.

<그림 2-8>이태숙과 박주 ,황지 (2012)의 연구모형

자료:이태숙ㆍ박주 ㆍ황지 (2012).문화 축제의 진정성 인식이 참가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치

는 향:2011 장경 천년 세계문화축 을 심으로,『 학연구』,36(6),pp.95-114.

*진정성:authenticity를 의미함.

주로 충성도는 재방문의도나 추천, 정 구 을 측정하는 정도로 자의

실제 행동의도를 측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 미래의 실제 행동에 한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태도 측면에서 충성도의 형성 단계를 다차원으로 구성하여

근한 선행연구(Back& Parks,2003;Back,2005;Evanschitzky& Wunderlich,

199)윤설민․백주아․김홍렬(2008).문화유산 방문객의 추진-유인 요인,만족도의 향 계에 한 연구.

『 연구』,23(3),pp.401-423.

200)P.Valle,J.Silva,J.Mendes,& M.Guerrio(2006).Touristsatisfactionanddestinationloyalty

intentions,InternationalJournalofBusinessSciencesandAppliedManagement,1(1),pp.25-44;M.

Kozak&M.Rimmington(2000).TouristsatisfactionwithMallorca,Spain,asanoff-seasonholiday

destination,JournalofTravelResearch,38(3),pp.260-269.



- 64 -

2006;A.Yuksel& F.Yuksel,Bilim,2010)들은 인지 충성도가 정서 충성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정 인 계를 보 다.그 A.Yuksel과 F.

Yuksel,Bilim(2010)의 연구결과는 <그림 2-9>를 참고하여 살펴보면,특정

지의 속성에 한 여행자들의 인지 인 충성도는 정서 충성도를 증가시키는

향력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 고,특히 정서 충성도와 능동 충성도는 강력

한 향 계를 형성하 다.

<그림 2-9>A.Yuksel과 F.Yuksel,Bilim(2010)의 연구모형

자료:Yuksel,A.,Yuksel,F.,& Bilim,Y.(2010).Destinationattachment:Effects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ognitive,affective and conative loyalty.Tourism Management,31(2),

p.274-284.

Back(2005)의 연구에서도 인지 충성도에 의해 유발된 정서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 형성에 굉장한 향력을 갖는 것으로 인과 계를 확인하 다.이는

Oliver(1999)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인지 충성도를 형성하고 만족에

한 감정인 정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충성도와 만족 간의 유의한 계

를 확인할 수 있다.더 나아가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계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련되어 있고201)Oliver의 주장 로 간단하지 않은 비선형의 계를 형성하므로

이를 진정성 차원을 통하여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201)K.K.Boora& H.Singh(2011).Customerloyaltyanditsantecedents:A conceptualframework,

APJRBM,2(1),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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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의 설계

1.조사 상지의 개요

1)세계문화유산에 한 개요202)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인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andCulturalOrganization)는 인류의 ‘탁월한 보편 가치’를 지닌 문

화유산 자연유산들을 발굴하고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자

연 유산 보호 약(ConventionconcerningtheProtectionoftheWorldCultural

andNaturalHeritage;약칭 ‘세계유산 약’)을 채택하 다.세계유산은 세계유산

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여기서 문화유산은 인공의 소산 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고고 유 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 ,민족학 는 인

류학 으로 탁월한 보편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한다.유산에는 유 지,기념물,

건축물,기념 조각 회화,고고 유물 구조물, 석문, 거 유 지 혼합

유 지 등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구체 인 가치평가 기 은 다음 <표 3-1>과 같으

며,이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 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

(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등록기 은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

나 혹은 아주 오래된 유산,즉 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 통이나 문명의

독보 는 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가장 특징 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요한 문화 ,사회 , 술 ,과학 ,기술 혹은 산업의 발

을 표하는 양식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 요한 단계를 증하는 건물,건축이

나 기술의 총체,경과 유형의 표 사례이어야 한다.

202)유네스코한국 원회(www.unesco.or.kr);문화재청(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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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세계문화유산 등재기

기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표할 것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 ,기념물 제작,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요한 교환을 반

Ⅲ 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 통이나 문명의 독보 는 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요 단계를 증하는 건물,건축이나 기술의 총체,경 유형의 표

사례일 것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

를 변하는 통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증하는 표 사례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통,사상이나 신조,보편 요성이 탁월한 술 문학작품과 직

는 가시 으로 연 될 것 (다른 기 과 함께 용 권장)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재질,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필요

자료:유네스코 한국 원회(www.unesco.or.kr)의 세계유산 등재기 의 내용에서 문화유산에 한 내

용으로 재구성.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은 1995년에 석굴암,불국사,해인사 장경 ,그리고

종묘가 유네스코(UNESCO)에 지정되었다.1997년에는 창덕궁과 수원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경주 역사유 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 이

2000년에 지정되었다.2009년에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2010

년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등재되었다.이에 문화재청은 조상들이 남

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 온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재

를 다음 <표 3-2>과 같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분류하

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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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문화재의 분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건조물, ,서 ,고

문서,회화,공 품 등

유형의 문화 소산

는 이에 하는 고

고자료

연극,음악,무용,공

기술 등 무형의 문

화 소산

성곽,옛무덤,궁궐,도

자기 가마터 등의 사

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물,지질,동굴,

특별한 자연 상 등의

생성물

의식주,생업,신앙,연

행사 등에 한 풍

속이나 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가옥 등의 통 인

생활사의 가치와 의미

총

(국보 제87호)

종묘제례

( 요무형문화재 제56호)

몽 토성

(사 제297호)

천정재 씨가옥

( 요민속문화재 제24호)

자료:문화재청(www.cha.go.kr)의 문화재 바로알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2)세계문화유산으로서 하회마을의 개요203) 선정배경

민속마을은 통 생활방식을 유지하며,민족 고유의 민속을 간직하고 있으며,

조상의 얼과 숨결,생활문화가 훼손되지 않고 지 까지 승되어 온 유․무형의

사회․문화 요소가 결집되어 있는 곳이다. 표 인 통 민속마을로는 안동의

하회마을,순천의 낙안읍성마을,경주의 양동마을,제주의 성읍민속마을,고성의

왕곡마을,아산의 외암마을을 들 수 있다.이와 같은 민속마을은 살아있는 박물

으로서의 문화유 지임과 동시에 생생한 생활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활

체험의 場이기도 하다.204)즉,마을로서 만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통 인 생활상과 각종 생활도구,토속신앙,민간 승 등의 다양한 문화를 내포

하고 있다.다양한 자원 에서 고유한 문화 진정성을 그 매력으로 보유하

는 민속마을은 진정성 차원에서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205)이에 통 민속마을

은 자연 인 취락형태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역사성과 문화재 가치로 인

203)문화재청(www.cha.go.kr);안동하회마을(www.hahoe.or.kr).

204)김 근(2001).『 학원론』,백산출 사,p.318.

205)정병웅․김진수(2005).민속마을의 상품화와 고유성 인식:한국민속 과 낙안읍성의 비교,『사회과

학연구』,11(2),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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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부의 리 하에 있으며,하회마을 역시 <표 3-3>과 같이 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표 3-3>문화유산으로서 하회마을

구분 특징

지정번호 요민속자료 제122호(1984.1.10지정)

연
고려 말 서공 류종혜 공이 풍산에서 이거한 후 형성된 풍산 류씨 집성 으로 600여

년의 문화와 통이 잘 간직된 민속마을

특징
국보 2건,보물 4건, 요무형문화재 1건, 요민속자료10건,사 1건 등이 국가지정문

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하회 별신굿,선유놀이 등의 민속이 승되고 있음

지정면 5,288,008㎡(약 1,599,622평)

가구/인구 127가옥/237명

건물 황 437동(한식와가:102, 가:204,기타(함석 등):131)

개별문화재 국보:2/보물:4/사 :1/ 요민속자료:10/주요무형문화재:1

소재지 경북 안동시 임하면 하회리

자료:문화재청(2004).『민속마을 보존․활용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우리나라의 표 인 민속마을로서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 기인 1600년 부

터 풍산 류씨들이 모여 주택과 서원 등을 건축하고 마을을 조성한 풍산 류씨의

집성 이다. 연을 심으로 한 집성 은 국 여러 곳에 형성되었으나,오늘날

에는 부분 소멸되거나 변형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그러나 안

동 하회마을은 그 원형을 그 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반의 주거 문화

를 표하는 양진당과 충효당,북 과 서원건축의 백미인 병산서원과 같은 옛

건축물들은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하회마을은 주변 자연경 과 잘 조

화를 이루고 있으며 낙동강의 넓은 강류가 마을 체를 동ㆍ남ㆍ서 방향으로 감

싸고 있어 풍수지리 으로 ‘연화부수형’ 는 ‘태극형’이라는 명국 지형으로 알려

져 있다.



- 69 -

마을은 앙 길을 심으로 북 과 남 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북 의

표 인 주택으로는 양진당(보물 제306호)과 북 ( 요민속자료 제84호)이,남

의 표 인 주택은 충효당(보물 제414호)과 남 ( 요민속자료 제90호)이

있다.하회마을은 크고 작은 양반집들과 노비들의 주택인 가랍집들,그리고 원지

정사와 병산서원과 같은 독특한 건축들이 자연친화 인 마을구성과 건축배치를

이루면서 산재해 있고,별신굿과 별신굿 때 쓰이던 하회탈,부용 에서 벌어지는

불놀이 같은 독특한 민간놀이가 승되고 있다. 한 징비록(懲毖 ,국보 제

132호),군문등록(軍門謄 ,보물 제160호)등을 비롯하여 서애선생의 수많은

과 교지들이 모각과 충효당에 소장되어 있다.

하회마을은 14-15세기 조성된 통 마을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

유교 통 사상을 잘 반 한 경 속에 통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마

을은 조선시 유교 교육의 심지답게 유교 삶의 양식과 통문화를 재까

지 잘 계승하고 있다.구체 으로 양반 씨족마을의 표 인 구성요소인 종가,

살림집,정사와 정자,서원과 서당,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와 자연경 이 거의 완

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이러한 유형유산과 더불어 이들과 련된 많은 의

례,놀이, 작, 술품 등 수많은 정신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더 나아가 하

회마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씨족마을을 표한다.

첫째,하회마을은 씨족마을 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조선 기

씨족마을 형성기의 두 가지 형인 개척입향과 처가입향 유형의 표 인 사례

이다.둘째,하회마을은 통 인 풍수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한국 씨족마

을 입지의 두 가지 형인 강가 입지와 산기슭 입지의 표 이고 우수한 사례

이다.셋째,하회마을은 생산 역,생활 역,의식 역으로 구성되는 한국 씨족마

을의 통 인 공간구성을 기능 이고 경 으로 온 하게 유지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넷째,하회마을은 조선시 의 가장 시기가 이르고 뛰어난 살림집,

정사,정자,서원 등의 건축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다섯째,

하회마을은 조선시 유학자들의 학술 ,문화 성과물인 고문헌과 술작품을

보 하고, 통 인 가정의례와 특징 인 마을 행사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사례이다.이와 같은 하회마을은 통마을로서 재에도 주민들의

삶이 되는 정주공간이기에 인 으로 조성된 민속 과는 다른 차원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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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다.206)

이에 본 연구는 안동 하회마을이 문화유산 에서 진정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진정성 차원 간의 계를 실증 으로 살펴보는데 가장 합한 장소라고 단된

다.일차 으로 하회마을은 통마을로서 역사성이 된 공간이며,무형의 민

속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과거 조선시 의 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실제 마을 사

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다양한 통 민속공연들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직 제

작되고 운 되는 인 이지 않은 역사마을이자 민속 문화재이다.화회마을은

통 민속마을로서 단 문화유산이 아니라,마을의 체 경 과 건축물들,수목,

골목길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 인 환경이자 공간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하회마을은 문화 소산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진정성의 세 가

지 차원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다.구체 으로 우리나라의

표 인 문화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국보,보물, 요 민속자료뿐만 아니라

하회탈,서원,고택 등의 유형유산인 객 진정성을 보유하며,무형유산으로는

하회별신굿 탈놀이나 길놀이,상례시연, 산무 통무용,차 놀이, 천청단 놀

음,하회선유 불놀이 등의 재 을 통한 시 배경 하에 달되는 구성 진

정성과 과거 조선시 부터 존하는 역사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역치의 체험을 통

해 실존 진정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다.

뿐만 아니라,풍수지리 으로 독특한 마을 형국은 마을경 과 산수환경의 풍요

로움이 하회마을만의 분 기를 자아낸다. 한 마을 내의 인상 인 골목길과 토

담을 통한 마을의 이미지 외에 당집,당목,돌탑 등의 유교ㆍ민속 의례공간들

을 갖추고 있어 제의 법과 련 의례문화를 엿볼 수 있다.이와 같이 하회마

을은 유교 이고 민속 인 상징 요소와 의식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소

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공간이자 유․무형의 통문화가 승되

어 온 살아있는 역사문화 가치로서 연출되지 않은 진정성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표 3-4>를 참고하여 통 민속마을과 인 으로 구성된 민속 을

비교하면,가장 뚜렷한 차별성은 실재의 문화냐 아니면 꾸며진 문화냐 하는 차이

206)박 우ㆍ윤병섭(2002).한국 하회마을과 일본 시라카와마을의 특성,『문화 연구』,4(1),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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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구체 으로 민속마을은 후손들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터 에서 통

인 삶의 방식을 최 한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이다.뿐만 아니라,생활풍속과

문화가 비교 잘 남아있고 마을을 구성하는 수려한 자연경 이나 여러 요소들

이 인 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보존되어 온 역사 장소라 할 수 있

다.더 나아가 통 민속마을은 고유한 문화 진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진정

성 차원에서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207)민속마을은 살아있는 박물 으로서의 문

화유 지임과 동시에 생생한 생활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활체험의 場이

자,208)“우리의 것”에 한 올바른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데 유용한 교육의 場으

로서 의미가 있다.209)이와 달리 민속 은 인 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을

목 으로 한 시설로 모형문화라고 볼 수 있다.

<표 3-4> 통 민속마을과 민속 의 성격

구분 통 민속마을 민속

성격 실세계의 실재문화 가상세계의 모형문화

진정성 확보방법 통의 보 연출된 통

운 리 주민 정부 민간기업

존재목 거주ㆍ 리 통성의 유지ㆍ보 리( 수입)

존재목 의 실 방법 사 활용 규제ㆍ 리 비용 고수익

자료: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하회마을은 ‘마을’이란 말 그 로 재 200명 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

이자 행정구역이며,사 인 생활공간과 을 하여 개방된 공간이 한 마을 내

에 함께 존재한다.1984년,마을의 ‘민속 가치’를 인정받아 민속자료로 지정되

고 2010년에는 마을의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표

3-5>과 같이 마을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방문객들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

207)정병웅․김진수(2005). 게논문,p.186.

208)김 근(2001).『 학원론』,백산출 사,p.318.

209)김 근(2001).상게서,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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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하회마을 내․외국인 방문객 황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6월)

내국인 772,913 818,359 784,272 1,331,178 1,257,351 548,179

외국인 23,290 44,265 45,224 65,565 58,011 32,850

계 796,203 862,624 829,496 1,396,743 1,315,362 581,029

자료: 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2.연구모형 연구가설

1)연구모형

본 연구는 문화유산 에서 객이 인식한 진정성과 만족도 충성도 간

의 체 인 향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구체 으로 문화유산 에서 자

가 추구하는 진정성 차원을 알아보고 궁극 으로 자의 반 인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이에 선행연구와 이론 배경을 근거

로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과 자의 만족도 충성도 간의 유의한 향

계를 가질 것으로 보고 다음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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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모형

2)연구가설

(1)진정성 간의 계

진정성에 한 선행연구(Jaml& Hill,2002;Kolar& Zabkar,2010;Wang,

1999;장 수ㆍ최진철,2007)들에서 진정성 차원을 구분하여 논의한데에 기인하

여 상의 측면에서는 객 진정성과 구성 진정성, 활동의 측면에서

는 실존 진정성으로 구성하여 각 차원 간의 향 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문화유산 에서 상에 한 진정성은 실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진정성과 만족도 간의 계

진정성과 만족 간의 계를 살펴 본 여러 선행연구(Chhabra,Healy& Sills,

2003;Cohen,1988;Moscardo& Pearce,1986;Naoi,2004;Waitt,2000;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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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훈,2009;김진수,2002ab;양 석,2007;윤설민ㆍ박진아ㆍ이충기,2012;장

수ㆍ최진철,2007;조태 ,2009)들을 토 로 진정성이 자의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선행 요인임을 확인하 다. 한 진정성과 만족 간에는

유의한 인과 계를 성립하고 진정성은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3)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계

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Kolar& Zabkar,2010;변찬복

ㆍ조선배,2010;윤설민ㆍ박진아ㆍ이충기,2012)들의 결과와 제언을 토 로 진정

성이 자의 미래 행동에 향을 미치는 태도 측면에서의 충성도 형성에 유

의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 하에 어떠한 진정성 차원이 충성도에 더 유의한 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구체 으로 객 진정성,구성 진정성,실존

진정성과 태도 측면에서의 충성도인 인지 충성도,정서 충성도,능동

충성도 간의 향 계를 검증하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4)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계

충성도의 주요 선행 요인들 하나인 만족도가 충성도 형성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Sui& Baloglu,2003;Valle,Silva,Mendes,&

Guerrio,2006;Xia,Jie,Chaolin,& Feng,2009;Yuksel,etal.,2010;김지선ㆍ이

훈,2009;윤설민ㆍ백주아ㆍ김홍렬,2008;윤설민ㆍ박진아ㆍ이충기,2012;조태 ,

2009)들을 토 로 만족도는 추천이나 재방문과 같은 미래의 실제 행동인 충성도

에 요한 향 변수임을 확인하 다.이에 반 만족도가 태도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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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인 인지 충성도,정서 충성도,능동 충성도 어느 충성도에 더 유

의한 향을 미치며,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인과 계를 검증하고자 다음의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4. 자의 반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5)충성도 간의 계

충성도 련 선행연구(Back & Parks,2003;Back,2005;Evanschitzky &

Wunderlich,2006;Han,Y.Kim,& E.-K.Kim,2011;Oliver,1999;A.Yuksel,

F.Yuksel,& Bilim,2010)들을 토 로 인지 충성도에 의해 유발된 정서 충

성도는 능동 충성도 형성에 유의한 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미

래의 실질 인 충성도를 측하기 하여 자의 태도 인 측면에서 충성도

형성 과정을 단계 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자의 인지 충성도와 정서

충성도는 미래의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자의 충성도는 충성도 차원 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변수의 조작 정의

(1)진정성

진정성은 본래 그 로의 역사와 문화, 통들이 담고 있는 실재 인 가치를 의

미하는 것으로 문화유산 에서 핵심 인 요소로 상을 통해 과거,그 시

의 모습을 꾸 없이 제공한다.이러한 진정성은 상의 측면과 활동의

측면을 고려한 자의 체험을 통해 지각되는 인지 이고 정서 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상이 문화유산이라는 맥락에서 Wang(1999)이

분류한 차원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되어 이를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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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문화유산을 통해 조선시 의 건축물과 유물,조상들의 생활상과 통

문화를 확인하고 진짜라고 인식하는 객 진정성과 자가 문화유산 상을

바라보는 이나 기 ,이미지 등을 통해 구성되는 상징 진정성인 구성 진

정성과 자가 직 보고 듣고 느낀 체험을 통한 문화 진정성을 주 으로

해석하는 실존 진정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성 차원을

상에 한 객 진정성과 구성 진정성 그리고 활동에 한 실존

진정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① 객 진정성(objectiveauthenticity)

상이 되는 역사 장소나 건축물,공 품,이벤트 등의 실재의 상과 장

소에서 그 상에 한 진품,본래의 원형성,객 인 사실,진짜 여부에 기인하

는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② 구성 진정성(constructiveauthenticity)

상이나 자에 의해 형성되는 환상,기 ,선호,신념, 념 등이 투

되어 상의 실체보다는 이미지와 기호,상징성을 주 인 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에 따른 상 인 시각과 해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③ 실존 진정성(existentialauthenticity)

자가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실존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일상과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내 인 존재를 발견하고 몰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는 동

안 주 이거나 상호주 으로 체험하는 존재의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반 만족도(overallsatisfaction)

만족도는 의 기 수 과 실제로 경험한 후의 성과 수 과의 차이

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의 주 인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반에

한 자의 평가로 사 기 에 한 충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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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성도(loyalty)

충성도는 어떤 상에 한 소비체험 과정에서 단계 으로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미래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이를 특정 상에 한 개인의 의지나

신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즉, 자가 하는 동안 상에 한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향후 실제 행동을 유발하는데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자의 의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① 인지 충성도(cognitiveloyalty)

인지 충성도는 상의 기능 인 측면과 속성,질 측면을 포함하는 지각된

가치로 상에 한 비교나 경험에 근거하여 평가된 객 인 인식에 한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② 정서 충성도(affectiveloyaity)

정서 충성도는 상에 한 만족에서 감정 측면의 정서 인 반응으로 선

호하는 주 태도의 즐거운 충족감과 련된 의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③ 능동 충성도(conativeloyalty)

능동 충성도는 향후 추천이나 재방문과 같은 실제 행동의도에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지속 인 계 형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의지

의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연구의 조사 설계

1)설문지 구성과 자료의 측정

본 연구는 연구목 인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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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확인하기 한 자료수집과 측정방법으로 실증 연구방법인 설문지법을

활용하 다.설문구성은 국내 해외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객 진정성과 구

성 진정성,실존 진정성의 진정성 차원과 만족도 그리고 인지 충성도와 정

서 충성도,능동 충성도의 충성도 차원에 표 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합한

문항들로 구성하 다.그리고 문화유산에 한 자의 진정성 인식을 구체화하

기 하여 개방형 질문(open-endedquestion)을 통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서술하

는 방식으로 설문문항에 하여 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

하 다.총 설문문항은 <표 3-6>과 같이 39개의 문항으로 설계되어 있고,내용

상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 차원,만족도와 충성도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과

의견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6개 부분으로 설계하 다.

각 변수에 한 설문의 내용을 살펴보면,먼 진정성은 문화유산 자가

상에 하여 인지 이고 의미론 으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변수로서 매

우 다양하게 그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그 유형 분류가 다양하게 제시

되는 이유는 다른 상과 구분되어 평가될 수 있는 목 지의 매력요인

으로 개인 인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시 으로나 사회 으로

는 상황에 따른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진정성 차원은 몇몇 질 연구(

Boorstin,1964;Cohen,1979b,1988;MacCannell,1973;Urry,1990;Wang,1999)

들과 양 연구(Kolar& Zabkar,2010;Xie& Wall,2002;Yang& Wall,2009;

김지선․이훈,2011;김진수,2002ab;양 석,2007;조태 ,2009;이태희․이성

숙․박윤미,2012)들을 토 로 문화유산 에서의 객 진정성,구성 진정

성,실존 진정성에 한 자의 인식에 하여 구성하 다.구체 으로 객

진정성에 한 설문의 내용 구성은 상이 실재인지,옛 조상들의 생활상

과 생활 터를 엿볼 수 있는지,역사 사실에 근거하는지 등과 같은 상에 한

본래의 원형성에 한 문항으로 설계하 다.구성 진정성은 반 인 분 기가

시 재 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지,시 분 기와 지역 색채

와 문화를 보여주는지, 시물과 공 품들이 시 모습과 통문화를 느끼게

하는지 등의 개인 시각과 느낌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실존 진정성은

과거 선조들의 삶의 일부분을 경험하는지,역사 통과 정신 체험을 즐기는

지,과거 인류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지 등의 문항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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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설문의 구성

구분 선행연구 측정변수 문항 수 척도

진정성

Kolar&Zabkar(2010);Wang(1999);Xie&Wall(2002);

Yang&Wall(2009);김지선․이훈(2011);

김진수(2002ab);양 석(2007);조태 (2009);

이태희․이성숙․박윤미(2012)

객 진정성

구성 진정성

실존 진정성

12

등간척도

(7 Likert)
반

만족도

Han,Y.Kim,&E.-K.Kim(2011);김지선․이훈(2011);

양 석(2007);이태희․이성숙․박윤미(2012);

장 수ㆍ최진철(2007);조태 (2009)

반 만족

방문경험 만족

기 비 만족

3

충성도

Back(2005);Evanschitzky&Wunderlich(2006);Han,Y.

Kim,&E.-K.Kim(2011);A.Yuksel,F.Yuksel,&

Bilim(2010)

인지 충성도

정서 충성도

능동 충성도

9

표본의 특성 (인구통계학 특성 /일반 특성) 14

명목척도

등간척도

(5 Likert)

진정성 인식에 한 서술 1
명목척도

(범주화)

반 인 만족도와 충성도는 객의 최종 평가로서 목 지의 유인요인

인 진정성 인식에 한 객의 인지 이고 정서 측면의 심리 상태,즉

체험을 통해 인식한 진정성에 한 객의 주 인 반응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반 인 만족도는 자의 최종 평가로서 복수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 고 설문의 내용 구성은 방문에 한 반 인 만족,방문경험에 한 만족

그리고 방문 기 보다 만족의 변수로 설계하 다.충성도는 미래 자의 행

동의도 실제 재방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요인

으로 Bigné,M.Sánchez와 J.Sánchez(2001)그리고 Han,Y.Kim과 E.-K.

Kim(2011)의 연구에서 살펴 본 태도 인 의도와 행동 인 의도에 한 논의를

토 로 A.Yuksel,F.Yuksel과 Bilim(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지 충성도,

정서 충성도,능동 충성도 차원들을 고려하여 자의 태도 충성도를 측

정하고자 하 다.설문 내용은 상의 속성과 가치에 한 인지 충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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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인 감정 반응의 정서 충성도,그리고 미래 실제의 행동의도에 한 능동

충성도로 구성하 다.

그 외에 세부 인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일반 특성을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진정성 차원은 총 12개 문항으로 7 Likert척도

를 활용하여 측정하 고,만족도는 단일 차원으로 3개 문항으로 충성도는 9개 문

항으로 7 Likert척도를 활용하여 진행하 다.끝으로 문화유산 에서 진정

성 인식과 련된 응답자의 생각과 느낌을 구체 으로 서술하는 개방형 문항으

로 구성하 다.

2)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조사 상지는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뢰성을 갖춘 우리나라의 표 인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로 설정하 다.설

문조사는 마을 방문을 마친 객들에 한하여 마을 내의 휴게 공간인 만송정

숲과 통 공연이 이루어지는 민속놀이 마당에서 설문을 진행하 다.설문지는

명목척도와 비율척도로 구성된 폐쇄형과 서술식의 자유반응형 설문으로 구성하

다.개방형 설문은 응답에 개인편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표성을 띄는 명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어 동시에 사용하 다.

먼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지역주민과 객의

개별 인터뷰와 사 조사를 진행하 다.최종 으로 객 진정성의 ‘통 인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시물,공 품’,‘지역주민이 직 사용하는 물건

으로서의 시물’문항과 구성 진정성의 ‘책이나 TV에서 본 통공연과 시

물’그리고 실존 진정성에서 ‘인류의 역사와 문명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평소

와 다른 나 자신을 발견’문항을 제거하고 상에 한 진정성 인식의 서술

형 문항을 추가하 다.본 조사는 2012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 간 명

연휴기간과 주말을 포함하여 실시하 으며,조사자들은 연구의 목 을 설명하

고 응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설문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식을 이용하 고,표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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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 다.총 6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 593부 락된 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다고 단되는 설문 36부와 구조

모형에 합하지 않은 데이터로 명된 22부를 제외하고 표본 채택률 89.2%의

535부의 유효 표본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치고 입력된 자료에 오류 이상치가 있

는지를 확인한 후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통계 로그램은 SPSS19.0을 이용하

여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모형 합도와 가설 검증은 통계 로그램

AMOS18.0을 이용하여 구성 개념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추가분석은 진정성 요인별 차이분석에서 T-test를 실시하

고,가설 검증에서 유의한 향 계를 보이는 진정성 요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와 충성도 간의 향 계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다.끝으로 분석결과에

한 통계 유의도는 사회과학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0.05와 0.01의 유

의수 을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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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분석결과

1.표본의 특성과 구성

1)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표 4-1>과 같으며,인구통계학 특성에서 남성이 229명으로

42.8%,여성이 306명으로 57.2%의 비율을 차지하 고,연령 는 30 가 157명으

로 29.3%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40 는 131명으로 24.5%,20 가 89명으

로 16.6%,50 가 79명으로 14.8%,10 가 43명으로 8.1% 끝으로 60 이상이

36명으로 6.7%의 비율을 보 다.응답자의 교육수 은 학재학 는 학졸업

이 349명으로 65.2%의 비율로 확인되었고,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18명으로

22.1%, 학원 이상이 68명으로 12.7%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문직이 159명으로 29.7%,사무직이나 리직이 91명으로 17%,학생

은 84명으로 15.7%,주부가 83명으로 15.5%,서비스직이나 매직에 종사하는 응

답자는 40명으로 7.5%,자 업 종사자가 36명으로 6.7%,끝으로 기타 문항에 기

재한 직업으로는 생산직, 술인,무직 는 학업이나 취업 비 이라고 응답

하 다.월평균 가계소득은 400만원이상이 152명으로 28.4%,200만원에서 299만

원이 118명으로 22.1%,그리고 100만원에서 199만원이 79명으로 14.8%,300만원

에서 399만원은 76명으로 14.2%,100만원 미만이 12명으로 2.2% 순으로 나타났

고 응답하지 않은 자가 98명으로 18.3%로 확인되었다.

체 응답자 535명 처음 방문한 자가 307명으로 57.4%로 나타났고,재방문

한 자가 228명으로 42.6%의 비율로 조사되었다.동반형태는 가족이나 친척과 함

께 방문한 응답자가 303명으로 56.6%의 높은 비율을 보 고,친구나 연인과 함

께 동반한 자는 151명으로 28.3%,직장동료가 44명으로 8.2%,기타로는 혼자,동

호회,개인 모임 등을 통하여 방문하 다는 응답자가 37명으로 6.9%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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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방문을 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한 자가 212명으로 39.6%,구 이

149명으로 28.0%,안내책자가 48명으로 9.0%,여행사가 10명으로 1.9%,기타는

116명으로 21.7%가 TV,잡지,방문경험 등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그리고 방문 안동 하회마을에 한 지식이 있었냐는 질문에 “ 몰

랐다”로 응답한 자가 15명으로 2.8%,“잘 몰랐다”가 77명으로 14.4%,“잘 알고

있었다”는 88명으로 16.5%,“매우 잘 알고 있었다”가 36명으로 6.7%로 “보통이

다”라고 응답한 자가 319명으로 59.6%의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표 4-1>표본의 특성

구분 표본 수(명)비율(%) 구분 표본 수(명)비율(%)

성별
남성 229 42.8

직업

문직 159 29.7

서비스 / 매직 40 7.5여성 306 57.2

사무직 / 리직 91 17.0

연령

10 43 8.0
자 업 36 6.7

20 89 16.6
주부 83 15.5

30 157 29.3 학생 84 15.7

40 131 24.5 기타 42 7.9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12 2.250 79 14.8

100-199만원 79 14.8
60 이상 36 6.7

200-299만원 118 22.1

힉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18 22.1
300-399만원 76 14.2

학재학 / 졸 349 65.2
400만원 이상 152 28.4

학원 이상 68 12.7 무응답 98 18.3

방문

경험

처음 방문 307 57.4

동반

형태

가족 /친척 303 56.6

친구 /연인 151 28.3
재방문 228 42.6

직장 동료 44 8.2

방문

지식

매우 잘 알고 있었다 36 6.7
기타 37 6.9

잘 알고 있었다 88 16.5

방문

정보

인터넷 212 39.6

구 149 28.0보통이다 319 59.6

안내책자 48 9.0
잘 몰랐다 77 14.4

여행사 10 1.9

몰랐다 15 2.8 기타 116 21.7

체 표본 수 535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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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의 유형과 진정성의 구체화

문화유산 자의 유형 분류 기 은 McKercher(2002)의 문화 자 유형 분류

기 을 용하여 <그림 4-1>과 같이 목 지 방문 결정에 문화 동기의

요성과 체험의 깊이를 고려하여 구분하 다.먼 ,방문결정시 문화 매력과 문

화 활동에 하여 요하게 고려하냐는 문화 동기에 한 문항에 ‘매우 그

다’,‘그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8.2%로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고,‘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2.9%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문화 동기에 한 요성은 5 척도에서 평균

3.8로 보통이상 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방문하는 동안의

체험활동의 깊이,즉 활동의 참여와 여 정도를 묻는 문항에 ‘문화유산에

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라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고,‘체로 사진 촬

을 하거나 둘러보는 정도 다’라는 응답이 33.5%로 확인되었다.“문화유산에

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이

19.2%로 보통 피상 인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1> 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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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형을 분류한 결과,방문결정시 문화 동기의 요성이 높고 깊이 있

는 체험활동을 한 목 형 문화 자가 15.3%의 비율로 나타났고,문화 동기

는 높은데 체험의 깊이가 낮은 유람형 문화 자는 43.6%로 확인되었다.반면

에 문화 동기의 요성이 낮지만 참여도가 높은 체험활동을 한 우발 문화

자가 3.9%,보통 수 의 문화 동기에 체험활동의 깊이가 낮은 일시 문화

자는 29.5%,문화 동기의 요성과 체험의 깊이가 모두 낮은 우연

문화 자가 7.7.%로 확인되었다.

<표 4-2>진정성의 구체화

구분 표본 수 비율 구분 표본 수 비율

진정성

있는 곳

이곳은 진정성이 있다 418 78.1

진정성

상

통가옥과 담벼락,길 270 50.5

마을분 기와 풍경 133 24.9보통이다 56 10.5

하회탈 93 17.4
이곳은 진정성이 없다 45 8.4

통공연 56 10.5
무응답 16 3.0

지역주민들의 생활모습 8 1.5

어느정도

진정성

있는 곳

아주 매우 그 다 27 5.0

마을장승 3 0.6
매우 그 다 106 19.8

지형 요소 3 0.6그 다 146 27.3

음식 3 0.6보통이다 133 24.9

아니다 30 5.6 숙박체험, 통 떡 시연,

다듬이질,역사 배경

(신분제)등 각 1명

6 1.1아니다 11 2.1

매우 아니다 7 1.3

무응답 94 17.6무응답 75 14.0

객이 인식한 진정성을 구체화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4-2>과 같다. 체

응답자 78.1%가 하회마을을 진정성이 있는 곳이라고 응답하 고,그 지 않

다는 응답이 8.4%,그리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0.5%의 비율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는 곳인지를 7 Likert척도로 확인한 결과,‘아주

매우 그 다’가 5%로 나타났고,‘매우 그 다’,‘그 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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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진정성이 없는 곳이라고 응답한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의 비율은 9%로 나타났다.이에 추가 으로 어떠한 상을 통해 하회마

을의 진정성을 인식하 는지에 한 개방형 문항에 ‘마을의 통가옥과 가옥들

사이의 길’이 50.5%의 비율로 표성을 띄는 응답으로 확인되었다.뒤이어 ‘마을

분 기와 풍경’이 24.9%의 비율로 나타났고,‘하회탈’과 ‘통공연’은 각각 17.4%,

10.5%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2.측정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이나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상과 개

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그 측정결과가 추가 인 통계 분석

을 진행하기에 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하여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시

하 다.신뢰성은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하여 상을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상과 개념을 정

확히 측정해 내는 정도를 나타낸다.이와 같은 검증은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analysis)의 결과가 탐색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결과에 비해 단일차원성,신뢰성 타당성에서 보다 정 한 결과를 도

출하는 엄격한 검증방법이다.210)

이에 분석방법은 연구의 분석 목 에 따라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

석으로 구분된다.탐색 요인분석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악하기 한 분석방법이고,이와 달리 확인 요

인분석은 이론 인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확인 인 목 을 가진 분석방법이다.이러한 확인 요인분석은 설문 측정 문항

인 측변수들과 내재된 요인 차원인 잠재변수들 간의 계에 을 맞추고 있

210)D.W.Gerbing& J.C.Anderson(1988).Anupdatedparadigm forscaledevelopmentincorporating

unidimensionalityanditsassessment.JournalofMarketingResearch,25(2),pp.186-192를 김 업

(2008).『논문작성 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학 사,p.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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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선행 이론을 재검증하는데 사용된다.211)탐색 요인분석과 달리 확인 요

인분석은 측변수가 단 하나의 잠재변수와 상 계를 가지기 때문에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 지수가 제 로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212)이와 같은 확인 요인분석은 개념타당성(constructvalidity),

별타당성(discriminantvalidity)과 수렴타당성(convergentvalidity)을 확인하여

측정변수들에 한 신뢰성과 집 타당성을 확보하기 하여 통계 으로 검증하

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Kline(2005)는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1차 으로 변수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변수들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하는 것은 으로 하지는 않다고 설명

하 다.즉,탐색 요인분석의 비교 높은 모든 요인 재 값들은 확인 요인

분석에서 자유모수로 설정될 수 있으나 상 으로 낮은 요인 재 값들은 확인

요인분석에서 0으로 고정된 형태를 띠게 되는데,탐색 요인분석에서 상

으로 낮은 요인 재 값들은 분산에 한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0

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무 보수 인 이라고 주장한다.이와 같이 탐색 요

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측변수의 상 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

르기 때문에 탐색 요인분석의 결과를 확인 요인분석에 도입하는 데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213)이에 본 연구는 측정된 문항들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탐색

으로 검증된 문항으로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1)확인 요인분석의 평가기

본 연구는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사이의 이론 인 배경의 논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요인분석214)을 실시하 다.확인 요인분석을 설명하기 하여

211)송지 (2011).『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통계분석방법』,서울:21세기사,p.314.

212)김 업(2009).『AMOSAtoZ논문작성 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서울:학 사,p.46.

213)R.B.Kline(2005).PrincipleandPracticeofStructuralEquationModeling,2nded.,NY:Guiford

Press.pp.204-205를 김 업(2009).상게서,p.35와 pp.94-95에서 재인용.

214)김계수(2009).『NewAMOS16.0구조방정식모형 분석』,서울:한나래,pp.34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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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 지수는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extracted),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이 모집

단 자료에 완 하게 합한지를 검정하는 χ2값(자유도,유의확률),CMIN/DF(Q)

값(χ
2
/df),주어진 모형이 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의미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GFI를 자유도에 의하여 조정된 합지수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와 RMR(rootmean square residual),

CFI(comparativefitindex)를 심으로 평가하 다. 한 척도들의 집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구성개념 체를 상으로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용하여 모수를 추정한 결과에 한 신뢰성과 단일차원성을 확인하

다.그리고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한 구체 인 합도 지수는 개념 신뢰

도가 0.7이상,평균 분산추출지수 0.5이상,Q값이 3이하,GFI와 AGFI는 0.9이상,

RMR과 CFI는 각각 0과 1에 가까울수록 합하다고 단할 수 있다.215)

2)측정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1차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측정 모형에 한 합도 지수가 χ
2
값이

622.092(df=231,p=0.000),Q값은 3.693,기 합지수 GFI가 0.909,조정 합지수

AGFI는 0.882,원소 간 평균차이의 RMR이 0.058,기 합지수 CFI는 0.964,표

합지수 NFI가 0.943으로 확인되었다.3이상의 값을 보이는 Q값을 포함하여

AGFI,RMR 지수가 권장수 에 합하지 않으므로 모형수정을 검토하 다.먼

,측정변수들과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간의 표 화 회귀계수 값이 0.5이상인지와

측정변수들이 각 구성개념들에 한 표성을 갖는지 여부를 악할 수 있는 평

균분산추출지수가 0.5이상인지 그리고 개념 신뢰도가 0.7이상인지를 확인하 다.

추가 으로 수정지수(modificationindices)값이 4.0이하로 작은 변수를 검토하여

객 진정성 요인에서는 ‘역사 사실에 근거한 통공연(제례,놀이)’문항과

구성 진정성 요인에서는 ‘과거의 시 모습과 통 인 지역문화를 잘 보여

주는 민속공연과 시물,공 품’문항으로 각각 1개 문항씩 제거되었고,인지

215)김계수(2009). 게서,pp.3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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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도 요인에서 ‘다른 지보다 이곳이 낫다’문항이 제거되었다.이와 같이 3

개 문항을 제거하고 체 구성개념에 한 확인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는 <표 4-3>와 같다.

<표 4-3>구성개념과 변수구성 검증의 합도 평가

합도 지수 최 모형 연구모형

χ
2
값(자유도,유의확률),CMIN/DF(Q)값(χ

2
/df) 0.05이상 /3미만 427.510(168,0.000)/2.545

GFI(goodness-of-fitindex):기 합지수 0.9이상 0.929

AGFI(adjustedgoodness-of-fitindex):

조정 합지수
0.9이상 0.902

RMR(rootmeansquareresidual):

원소 간 평균차이
0.05이하 0.051

NFI(normedfitindex):표 합지수 0.9이상 0.956

CFI(comparativefitindex):기 합지수 0.9이상 0.973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는 <표 4-4>와 같이 0.7이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구체 으로 객 진정성이 0.802,구성 진정성 0.771,실존 진정성

0.863그리고 만족도가 0.874,인지 충성도는 0.825,정서 충성도 0.893,능동

충성도 0.856으로 나타났다.평균분산추출지수 한 모두 0.5이상으로 수렴타

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객 진정성이 0.575,구성 진정성이

0.529,실존 진정성이 0.611,만족도는 0.698,인지 충성도 0.610,정서 충성

도가 0.736끝으로 능동 충성도가 0.749로 확인되었다.각 개념의 신뢰도도 0.7

이상이어서,수렴타당성 는 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이 있다고 단할

수 있다.216) 측정모형에 한 구체 인 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값이

427.510(df=168,p=0.000),Q값은 3미만의 2.545로 반 인 합도를 만족할 수

있는 수 이고 0.9이상의 기 합지수 GFI(0.929)와 조정 합지수 AGFI(0.902)

는 권장기 을 충족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원소 간 평균차이

216)김 업(2009). 게서,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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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이 0.051,1에 가까울수록 합한 기 합지수 CFI가 0.973과 표 합지수

NFI의 0.956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2>측정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x1:그 시 의 실재 건축물과 시물,x2:과거,그 시 의 건축양식,x3:옛 조상들의 생활 터와 생활

상,x4:과거에 실재 행해진 통 민속공연,x5: 통 인 건축물들의 감명 인상,x6:자연경 과 역

사/문화 인 장소의 조화

y1:역사 시 에 한 통찰력,y2:본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험,y3:역사문화 특색이 있는 경

험,y4:역사 통과 정신 체험,y5: 반 으로 만족,y6: 통 문화의 매력에 만족,y7:방문

기 보다 만족,y8:다른 지보다 질 으로 더 우수한 곳,y9: 반 으로 훌륭한 곳,y10:다른

지보다 더 유익한 혜택 제공,y11:머무는 동안 즐거움,y12:이곳에서 머물 때 기분이 더 좋음,

y13:다른 지보다 더 좋음,y14:기회가 주어진다면,다시 방문할 정,y15: 결정시,이곳 방

문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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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측정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잠재

요인
측정문항 평균

표

재치
오차 CRa AVEb

객

진정성

x1그 시 의 실재 건축물과 시물 4.901 0.765 0.657

0.802 0.575x2과거,그 시 의 건축양식 5.249 0.850 0.382

x3옛 조상들의 생활 터와 생활상 5.178 0.839 0.451

구성

진정성

x4과거에 실재 행해진 통 민속공연 4.890 0.738 0.621

0.771 0.529x5 통 인 건축물들의 감명 인상 4.897 0.815 0.471

x6자연경 과 역사/문화 인 장소의 조화 5.346 0.814 0.574

실존

진정성

y1역사 시 에 한 통찰력 4.460 0.809 0.514

0.863 0.611
y2본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험 4.518 0.860 0.386

y3역사문화 특색이 있는 경험 4.703 0.868 0.343

y4역사 통과 정신 체험 4.581 0.809 0.540

반

만족도

y5 반 으로 만족 4.994 0.904 0.271

0.874 0.698y6 통 문화의 매력에 만족 4.793 0.831 0.370

y7방문 기 보다 만족 4.744 0.898 0.359

인지

충성도

y8다른 지보다 질 으로 더 우수한 곳 4.179 0.812 0.457

0.825 0.610y9 반 으로 훌륭한 곳 4.413 0.840 0.434

y10다른 지보다 더 유익한 혜택 제공 4.181 0.838 0.429

정서

충성도

y11머무는 동안 즐거움 4.634 0.881 0.358

0.893 0.736y12이곳에서 머물 때,더 기분이 좋음 4.430 0.915 0.259

y13다른 지보다 더 좋음 4.271 0.920 0.267

능동

충성도

y14기회가 주어진다면,다시 방문할 정 3.983 0.951 0.213
0.856 0.749

y15 결정시,이곳 방문을 고려 3.694 0.912 0.370

χ
2
(df,유의확률)=427.510(df=168,p=0.000),Q=2.545,

GFI=0.929,AGFI=0.902,RMR=0.051,NFI=0.956,CFI=0.973

a:CR(constructreliability):개념신뢰도

b:AVE(averagevarianceextracted):평균분산추출지수



- 92 -

<표 4-5>는 확인 요인분석결과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요인들 간의 별

타당성의 충족정도와 요인 간 계의 방향과 련성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각

요인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이다.각 요인 별 기 수치는 각 요인에 속

하는 정제된 문항들의 평균치인 종합척도를 사용하 는데,이는 측정 오차를

이고 단일 차원으로 구성개념의 표성을 높이려는데 있다.217)분석결과는 각 구

성개념들 간의 상 계가 유의수 p<0.01에서 정(+)의 계를 보이며,요인 간

기 타당성과 별타당성이 동시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5>측정변수 간의 상 계수

구분 평균 표 편차 1 2 3 4 5 6 7

1객 진정성 5.109 1.077 1

2구성 진정성 5.044 1.057 0.647
**

1

3실존 진정성 4.565 1.070 0.560
**

0.714
**

1

4 반 만족도 4.844 1.128 0.532
**

0.683
**
0.703

**
1

5인지 충성도 4.258 1.062 0.431
**

0.586
**
0.656

**
0.726

**
1

6정서 충성도 4.445 1.204 0.440** 0.581** 0.640** 0.735** 0.804** 1

7능동 충성도 3.838 1.442 0.390
**

0.473
**
0.545

**
0.632

**
0.706

**
0.759

**
1

**상 계수는 0.01수 (양쪽)에서 유의함.

3.연구모형 연구가설의 검증

1)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서 측정오차가 없는 잠

217)강병서ㆍ조철호(2005).『SPSS와 AMOS활용 연구조사방법론』,서울:무역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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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인을 발견하고 회귀분석으로 다 변수 간의 계를 포 으로 측정하 다.

추정방법은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회귀모형의 최소자승법

(leastsquaresmethod)을 이용한 Q값과 모형의 합성 평가에 합지수

(absolutefitmeasures), 분 합지수(incrementalfitmeasures),간명부합지수

(parsimoniousfitmeasures)등을 이용하 다.218)

<그림 4-3>연구모형의 검증

모형 합도:χ
2
(df,유의확률)=427.510(df=168,p=0.000),Q=2.545,GFI=0.929,AGFI=0.902,RMR=0.051,

NFI=0.956,CFI=0.973

a:경로계수(pathcoefficient),b:검증통계량(criticalratio),c:다 상 치(squaredmultiplecorrelation)

- 에 경로계수는 진정성 요인과 충성도 간의 유의하지 않은 계수를 표시하지 않음.

모형검증을 한 합도를 살펴보면,Q값이 2.545,모형의 반 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합지수의 χ2(df,유의확률)이 427.510(df=168,p=0.000)이며,GFI

와 조정된 합지수 AGFI는 각각 0.929,0.902로 0.9를 과하고 있고,평균제곱

잔차제곱근 RMR이 0.051로 0.05이하로 기 지수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 합지수의 표 화시킨 부합치인 표 합지수 NFI는 0.956으로 0.9를 과

하여 만족한 합도를 보이며,간명 합지수의 CFI도 0.973으로 0.9를 과하여

반 으로 모형 합도 지수가 모형이 합함을 설명해주고 있다.

218)김계수(2009). 게서,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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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의 설명력에 하여 SMC(R
2
)값을 통해 검토해 보면,

실존 진정성은 상에 한 진정성인 객 진정성과 구성 진정성의 2

개 변수에 의해 변량의 67.5%, 반 인 만족도는 객 진정성,구성 진정성,

실존 진정성의 3개 변수에 의해 변량의 65.5%가 설명되었다.그리고 충성도

인지 충성도는 객 진정성,구성 진정성,실존 진정성, 반 만족

도의 4개 변수에 의해 변량이 69.2%,정서 충성도는 객 진정성,구성 진

정성,실존 진정성, 반 만족도와 인지 충성도에 5개 변수에 의해 83.4%,

능동 충성도는 객 진정성,구성 진정성,실존 진정성, 반 만족도,

인지 충성도와 정서 충성도에 6개 변수에 의해 68%로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2)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정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

음 <표 4-6>과 같다.가설 1은 ‘문화유산 에서 상에 한 진정성은 실

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부분채택 되었다.세부 가설 ‘객

진정성은 실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critical

ratio)=0.258<t=|±1.96|이므로 기각되었고,‘구성 진정성은 실존 진정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유의확률 p<0.01 수 에서 개념신뢰도

C.R.=10.727>t=|±2.58|이므로 채택되었다. 상에 한 진정성 구성 진

정성이 실존 진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계수는 0.809로 나타났다.

가설 2‘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는 검증 결과 부분채택 되었다.세부 가설로 ‘객 진정성은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개념신뢰도 C.R.=-0.633<t=|±1.96|

이므로 기각되었고,‘구성 진정성은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와 ‘실존 진정성은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유의확률

p<0.01수 에서 각각 C.R.=5.097>t=|±2.58|,C.R.=5.167>t=|±2.58|이므로 채택되

었다.문화유산에 한 진정성 객 진정성을 제외한 구성 진정성과 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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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객의 반 인 만족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구성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보다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계수는 각각 0.499,0.377로 확인되었다.

가설 3‘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채택 되었다.세부 가설로 ‘객 진정성은 인지 충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0.988<t=|±1.96|이므로 기각되었고,‘구성 진

정성은 인지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개념신뢰도

C.R.=-0.096<t=|±1.96|이므로 기각되었다.세부 가설로 ‘실존 진정성은 인지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유의확률 p<0.01 수 에서

C.R.=4.129>t=|±2.58|이므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 다.문화유산에 한 진정성

실존 진정성만이 인지 충성도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경로계수는 0.304로 나타났다.가설 3의 세부 가설 ‘객 진정성은 정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0.695<t=|±1.96|,‘구성 진정성은

정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0.400<t=|±1.96|,‘실존

진정성은 정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0.288<t=|±1.96|

이므로 기각되었다.세부 가설 ‘객 진정성은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1.325<t=|±1.96|,‘구성 진정성은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1.342<t=|±1.96|,‘실존 진정성은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0.246<t=|±1.96|이므로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4‘ 자의 반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

분채택 되었다.세부 가설로 ‘반 만족도는 인지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8.951>t=|±2.58|이므로 유의수 p<0.01에서 채택되었고,

‘반 만족도는 정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2.271>t=|±1.96|이므로 유의수 p<0.05에서 채택되었음을 확인하 다.세

부 가설 ‘반 만족도는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1.366<t=|±1.96|이므로 기각되었고, 객의 반 인 만족도는 능동 충

성도를 제외한 인지 충성도와 정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인지

충성도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계수는 각각 0.605,0.150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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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 오차 C.R. 가설채택여부

가설1 문화유산 에서 상에 한 진정성은 실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객 진정성 → 실존 진정성 0.017 0.062 0.258 기각

가설1-2 구성 진정성 → 실존 진정성 0.809 0.070 10.727** 채택

가설2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객 진정성 → 반 만족도 -0.038 0.053 -0.633 기각

가설2-2 구성 진정성 → 반 만족도 0.499 0.083 5.097
**

채택

가설2-3 실존 진정성 → 반 만족도 0.377 0.067 5.167
**

채택

가설3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a-1 객 진정성 → 인지 충성도 -0.059 0.055 -0.988 기각

가설3a-2 구성 진정성 → 인지 충성도 0.010 0.091 -0.096 기각

가설3a-3 실존 진정성 → 인지 충성도 0.304 0.070 4.129
**

채택

가설3b-1 객 진정성 → 정서 충성도 0.034 0.053 0.695 기각

가설3b-2 구성 진정성 → 정서 충성도 -0.034 0.088 -0.400 기각

가설3b-3 실존 진정성 → 정서 충성도 -0.018 0.071 -0.288 기각

가설3c-1 객 진정성 → 능동 충성도 0.074 0.077 1.325 기각

가설3c-2 구성 진정성 → 능동 충성도 -0.128 0.127 -1.342 기각

가설3c-3 실존 진정성 → 능동 충성도 0.017 0.101 0.246 기각

가설4 자의 반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1 반 만족도 → 인지 충성도 0.605 0.070 8.951
**

채택

가설4-2 반 만족도 → 정서 충성도 0.150 0.081 2.271
*

채택

가설4-3 반 만족도 → 능동 충성도 0.099 0.113 1.366 기각

가설5 자의 충성도는 충성도 차원 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1 인지 충성도 → 정서 충성도 0.807 0.081 11.836
**

채택

가설5-2 인지 충성도 → 능동 충성도 0.224 0.176 1.921 기각

가설5-3 정서 충성도 → 능동 충성도 0.569 0.128 5.684
**

채택

χ
2
(df,유의확률)=454.191(df=174,p=0.000),Q=2.610,

GFI=0.925,AGFI=0.900,RMR=0.056,NFI=0.952,CFI=0.970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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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자의 충성도는 충성도 차원 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세부 가설 ‘인지 충성도는 정서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는 C.R.=11.836>t=|±2.58|이므로 유의수 p<0.01에서 채택되었고,‘인지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1.921<t=|±1.96|

이므로 기각되었음을 확인하 다.끝으로 세부 가설 ‘정서 충성도는 능동 충

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C.R.=5.684>t=|±2.58|이므로 유의수

p<0.01에서 채택되었다. 객의 인지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보다 정서 충

성도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계수는 0.807로 나타났고,정서

충성도는 인지 충성도보다 능동 충성도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계수 0.569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부분채택으로 몇몇 변수들 간에 직 인 향 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변수 간의 계를 직 효과만으로 단

하면 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악할 수 없으므로 하나 이상의 간변수에 의해

서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간 효과를 살펴보았다.분석결과는 <표

4-7>과 같으며, 객의 객 진정성 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 간의 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가설 2에서 구성 진정성이 반 인 만족도(0.499)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의한 간 효과(0.305)를 보이며 총효과(0.804)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다.특히,본 연구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는 가설 3에서 구성

진정성이 인지 충성도(0.010),정서 충성도(-0.034)와 능동 충성도(-0.128)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구성 진정성과 인지

충성도의 간 효과(0.732)가 유의한 향으로 나타났다.총효과(0.742)에서도

구성 진정성과 인지 충성도 간의 유의한 인과 계를 확인하 다.정서 충

성도 역시 간 효과(0.705)로 유의한 향을 미치며,총효과(0.672)도 보이는 것으

로 구성 진정성과 정서 충성도 간의 유의한 인과 계를 확인하 다.능동

충성도에도 유의한 간 효과(0.642)와 총효과(0.515)로 인과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구성 진정성이 충성도 모두에 간 효과를 보이며,능동

충성도보다 인지 충성도와 정서 충성도 순으로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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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직 효과(연구가설),간 효과 총효과 분석 결과

가설 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경로계수 경로계수 경로계수

가설 1-1 객 진정성 → 실존 진정성 0.017 0.017

가설 1-2 구성 진정성 → 실존 진정성 0.809
**

0.809
**

가설 2-1 객 진정성 → 반 만족도 -0.038 0.006 -0.032

가설 2-2 구성 진정성 → 반 만족도 0.499
**

0.305
**

0.804
**

가설 2-3 실존 진정성 → 반 만족도 0.377
**

0.377
**

가설 3a-1 객 진정성 → 인지 충성도 -0.059 -0.014 -0.074

가설 3a-2 구성 진정성 → 인지 충성도 0.010 0.732
**

0.742
**

가설 3a-3 실존 진정성 → 인지 충성도 0.304
**

0.228
**

0.533
**

가설 3b-1 객 진정성 → 정서 충성도 0.034 -0.065 -0.030

가설 3b-2 구성 진정성 → 정서 충성도 -0.034 0.705
**

0.672
**

가설 3b-3 실존 진정성 → 정서 충성도 -0.018 0.487
**

0.468
**

가설 3c-1 객 진정성 → 능동 충성도 0.074 -0.037 0.038

가설 3c-2 구성 진정성 → 능동 충성도 -0.128 0.642** 0.515**

가설 3c-3 실존 진정성 → 능동 충성도 0.017 0.423
**

0.441
**

가설 4-1 반 만족도 → 인지 충성도 0.605
**

0.605
**

가설 4-2 반 만족도 → 정서 충성도 0.150
*

0.488
**

0.638
**

가설 4-3 반 만족도 → 능동 충성도 0.099 0.499
**

0.598
**

가설 5-1 인지 충성도 → 정서 충성도 0.807
**

0.807
**

가설 5-2 인지 충성도 → 능동 충성도 0.224 0.460
**

0.684
**

가설 5-3 정서 충성도 → 능동 충성도 0.569
**

0.569
**

*p<0.05,**p<0.01

가설 3에서 실존 진정성이 충성도에 미치는 직 인 향 계는 인지 충

성도(0.304)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하지만 간 효과는 직 효과를 보이지 않은

정서 충성도(0.487)와 능동 충성도(0.423)가 유의한 간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총효과는 인지 충성도(0.533)가 직 효과와 간 효과보다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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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서 충성도(0.468)와 능동 충성도(0.441)보다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에서 반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계에서 만족도는 능동 충성도를

제외한 인지 충성도(0.605)와 정서 충성도(0.150)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만족도가 인지 충성도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의 만족도는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간 효과(0.499)를 보이며,총효과는 정서

충성도(0.638),인지 충성도(0.605),능동 (0.598)순으로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충성도 간의 계에서 인지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0.224)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간 효과(0.460)를 보이며 총효과(0.684)역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이에 반해,인지 충성도는 정서 충성도(0.807)에는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서 충성도가 능동 충성도(0.569)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3)진정성 요인별 차이검증 향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진정성 요인 간의 향

계와 진정성 요인과 반 만족도 충성도 간의 향 계를 확인하 다.이

에 진정성 요인이 자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보다 구체 으

로 살펴보고자 하 다.지 까지의 련 선행연구들은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에 따른 진정성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이는 진정성보다는 표본의 개인별 특

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다 구체 이고 실질 인 진정성 요인을 찾기 해서는 표

본의 일반 인 특성을 고려하여 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는 표본의 특성 방문경험과 활동의 직 인 참여여부 그

리고 방문결정시 문화 동기와 활동에서 체험의 깊이를 고려하여 구분한

문화 자 유형에 따른 진정성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 다.끝으로 연구가설에서

유의한 향 계를 보인 진정성 요인의 세부 문항별 반 만족도와 충성도 간

의 향 계를 재검증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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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본의 특성에 따른 진정성 요인별 차이검증

표본의 특성 방문경험이 진정성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본 결과는

<표 4-8>과 같다.재방문한 객이 객 진정성(5.235),구성 진정성

(5.189),실존 진정성(4.680)모두 유의수 p<0.05에서 처음 방문한 객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재방문한 객과 처음 방문한 객

은 진정성을 느끼고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구성 진정성

(t=-2.740,p=0.006),객 진정성(t=-2.348,p=0.019),실존 진정성(t=-2.138,

p=0.033)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 4-8>방문경험에 따른 진정성 요인별 차이 검증

구분
방문경험

처음 방문 재방문

객 진정성

빈도 307 228

평균 5.015 5.235

표 편차 1.089 1.050

t(p) -2.348*(0.019)

구성 진정성

빈도 307 228

평균 4.937 5.189

표 편차 1.083 1.005

t(p) -2.740
**
(0.006)

실존 진정성

빈도 307 228

평균 4.481 4.680

표 편차 1.067 1.066

t(p) -2.138
*
(0.033)

*p<0.05,**p<0.01

다음 <표 4-9>는 객이 다양한 활동 로그램에 직 참여하 는지의

여부가 진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분석결과이다.분석결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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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 참여한 객과 참여하지 않은 객은 구성 진정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활동에 직 참여한 객이

객 진정성(5.266)과 실존 진정성(4.763)에서 유의수 p<0.01로 참여하지

않은 객보다 높게 확인되었다.따라서 활동에 직 참여한 객과 참

여하지 않은 객은 진정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두 집단은 실존

진정성(t=3.457,p=0.001),객 진정성(t=2.722,p=0.007)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 4-9>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진정성 요인별 차이 검증

구분
활동 참여여부

활동 참여 활동 비참여

객 진정성

빈도 209 326

평균 5.266 5.008

표 편차 1.037 1.091

t(p) 2.722
**
(0.007)

구성 진정성

빈도 209 326

평균 5.116 4.998

표 편차 1.057 1.056

t(p) 1.266(0.206)

실존 진정성

빈도 209 326

평균 4.763 4.439

표 편차 1.025 1.081

t(p) 3.457
**
(0.001)

*p<0.05,**p<0.01

<표 4-9>와 같이 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진정성 인식의 차이는 실존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이를 보다 구체 으로 문화 동기와

체험의 깊이를 기 으로 객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객의 유형

문화 동기의 요성이 높은데 활동에서 체험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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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자와 유람형 자,두 유형을 심으로 진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분석결과는 <표 4-10>과 같이 목 지 방문결정시 문화 동기

가 높고 깊이 있는 체험활동을 한 목 형 객은 객 진정성(5.626),구성

진정성(5.545),실존 진정성(5.067)모두에서 유의수 p<0.01로 문화 동기는

높은데 체험의 깊이가 낮은 유람형 객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 형 객과 유람형 객은 진정성을 느끼는데 있어 차이를 보이

며,두 유형의 객은 실존 진정성(t=3.718,p=0.000),구성 진정성(t=3.362,

p=0.001),객 진정성(t=3.226,p=0.001)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4-10> 자 유형에 따른 진정성 요인별 차이 검증

구분
자 유형

목 형 자 유람형 자

객 진정성

빈도 82 233

평균 5.626 5.225

표 편차 1.046 0.941

t(p) 3.226
**
(0.001)

구성 진정성

빈도 82 233

평균 5.545 5.129

표 편차 1.068 0.925

t(p) 3.362
**
(0.001)

실존 진정성

빈도 82 233

평균 5.067 4.581

표 편차 1.109 0.986

t(p) 3.718
**
(0.000)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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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정성 요인의 세부 문항별 향검증

진정성 요인 반 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친 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 요인의 문항별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재검증하 다.분석결과는

<표 4-11>과 같이,구성 진정성의 문항에서는 ‘자연경 과 역사/문화 인 장

소의 조화(B=0.329, p<0.01)’, ‘통 인 건축물들의 감명 인상(B=0.239,

p<0.01)’,‘과거에 실재 행해진 통 민속공연(B=0.147,p<0.01)’순으로 반 만

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만족도의 47%는 구성

진정성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실존 진정성의 문항들은 ‘역사문

화 특색이 있는 경험(B=0.231,p<0.01)’,‘본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험

(B=0.196,p<0.01)’,‘역사 시 에 한 통찰력(B=0.161,p<0.01)’,‘역사 통

과 정신 체험(B=0.154,p<0.01)’순으로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종속변수인 반 만족도의 49%는 독립변수인 실존 진정

성에 의해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가설검증에서 진정성 요인 실존 진정성이 충성도 요인 인지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표 4-11>과 같이 실존

진정성 요인의 세부 문항별 인지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실존

진정성의 문항에서 ‘역사문화 특색이 있는 경험(B=0.173,p<0.01)’,‘본래의 진

정성이 느껴지는 경험(B=0.165,p<0.01)’,‘역사 통과 정신 체험(B=0.164,

p<0.01)’,‘역사 시 에 한 통찰력(B=0.149,p<0.01)’순으로 객의 인지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성도 요인 인지 충성도

의 43%는 실존 진정성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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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진정성 요인의 세부 문항별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향

종속

변수
측정문항

비표 화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 오차

반

만족도

구

성

상수 1.194 0.173 6.887 0.000
**

과거에 실재 행해진 통 민속공연 0.147 0.041 3.634 0.000**

통 인 건축물들의 감명 인상 0.239 0.043 5.601 0.000
**

자연경 과 역사/문화 인 장소의 조화 0.329 0.038 8.602 0.000
**

R
2
=0.475,수정된 R

2
=0.472,F=159.885P=0.000

**

실

존

상수 1.449 0.153 9.456 0.000
**

역사 시 에 한 통찰력 0.161 0.044 3.683 0.000
**

본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험 0.196 0.049 4.029 0.000
**

역사문화 특색이 있는 경험 0.231 0.050 4.589 0.000
**

역사 통과 정신 체험 0.154 0.043 3.583 0.000
**

R
2
=0.496,수정된 R

2
=0.492,F=130.276P=0.000

**

인지

충성도

실

존

상수 1.285 0.153 8.388 0.000
**

역사 시 에 한 통찰력 0.149 0.044 3.411 0.001**

본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험 0.165 0.049 3.383 0.001
**

역사문화 특색이 있는 경험 0.173 0.050 3.438 0.001**

역사 통과 정신 체험 0.164 0.043 3.809 0.000
**

R
2
=0.430,수정된 R

2
=0.426,F=100.087,P=0.000

**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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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결과의 요약 시사

1)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하회마을 객을 상으로 문화유산의 상과 체험활동을 통해

인식한 진정성과 반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실

증분석을 실시하 다.진정성과 충성도 요인의 도출,연구모형 연구가설의 검

증과 표본의 특성에 따른 추가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결과는 문화유산 의

에서 의미를 부여하 다.

먼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여성의 표본이 남성보다 많았으며,30 의 연령

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교육수 은 학재학 는 학졸업이 과반수이상

의 비율로 확인되었고, 문직에 종사하는 표본이 높게 나타났으며,월평균 가계

소득은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표본의 일반 특

성은 하회마을을 처음 방문한 객이 재방문한 객보다 조 더 높은 비율

로 나타났고, 다수가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방문한 비율로 확인되었다.방문을

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고,응답자의 과반수가 방문 하회마

을에 하여 보통 수 의 지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끝으로 하회마을을 방

문한 객의 유형은 목 지 결정시 문화 속성을 요하게 고려하는 동

기는 높은데 반해,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유람형 문화 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그리고 다수의 응답자가 하회마을이 진정성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 으며,마을의 통가옥과 담,가옥들 사이의 길을 통해 진정성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에 한 객 진정성은 활동에 한 실존 진정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객 진정성은 객의 주

인 평가인 반 만족도와 향후 행동의도를 나타내는 인지 충성도,정서

충성도,능동 충성도 모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문화유산 상에 한 객의 구성 진정성은 활동에 한 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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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인 만족도에도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객의 구성 진정성이 반

인 만족도에 직ㆍ간 으로 미치는 향의 총효과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다.이와 달리,문화유산에 한 구성 진정성은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

치지는 않았지만,충성도 모두에 간 효과를 갖으며,실존 진정성보다 총효과

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추가 분석한 결과 한 재방문한 객이 처음 방문

한 객에 비해 진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데,구성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구성 진정성의 세부 문항별 만족

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본 결과,‘자연경 과 역사/문화 인 장소의 조화’가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실존 진정성은 객의 반 만족과 인지 충성도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두 충성도에도 간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추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활동에 참여한 객이 참여하지 않은

객보다 진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 고,실존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

로 나타났다.보다 구체 으로 분류하여 살펴 본 목 형 객과 유람형 객

에서도 목 형 객이 진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 고,그 실존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 다.구체 으로 실존 진정성의 세부 문항별 만족도와

직 인 향을 미치는 인지 충성도와의 향 계를 살펴본 결과, 객의

만족도와 충성도 모두에 ‘역사문화 특색이 있는 경험’이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객의 반 만족도는 능동 충성도를 제외한 두 충성도 모두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능동 충성도에는 간 효과

를 통해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문화유산 에서 객이 지

각한 진정성에 한 반 인 만족도는 미래의 실제 행동의도에 한 의지를 보

여 주는 능동 충성도에는 직 인 향은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

만 인지 충성도와 정서 충성도에 의하여 능동 충성도 형성에 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 다.

다섯째, 객의 인지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보다 정서 충성도에 더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정서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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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태도 측면에서의 충성도 형성 과정을

인과 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상에 한 인식된 가치에 근거한 반 인

인상이 최종 인 태도를 형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12>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 내용 채택여부

가설1
문화유산 에서 상에 한 진정성은 실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2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3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은 자의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4 자의 반 만족도는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5 자의 충성도는 충성도 차원 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지 까지 연구모형 연구가설의 검증결과,진정성 요인 간의 계는 유의한

향 계로 나타났고 진정성 요인이 객의 반 인 만족도와 충성도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추가 으로 살펴 본 표본의 특성에 따른

진정성 요인별 차이와 진정성 요인의 세부 문항별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향

계에서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표 4-12>는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한

것이며,본 연구의 체 인 분석결과를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에

한 진정성 요인 구성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실

존 진정성은 객의 반 인 만족도와 인지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구성 진정성 역시 객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객 진정성을 제외한 두 진정성은 간 효과를 통

한 총효과에서 만족도와 충성도 모두에 유의한 향 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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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결과의 시사

(1)이론 시사

주로 상학 인 정성 연구로 근한 진정성의 개념을 실증 으로 검증한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상 으로 부진한 국내 학 연구에 진정성 개

념의 요성을 다시 재확인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최근, 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들을 본질 차원에서 이해하기 한 분석의 틀로 복잡한

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 한다.그동안 객의 만족도와

목 지 충성도와의 계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그러나 진

정성과 만족도 그리고 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계에 한 연구가 서로 독립 으

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비해 세 변수 간의 계에 한 연구는 제한 으로 이루

어져 왔다.더욱이 선행연구의 부분이 진정성 차원을 단일요인으로 설정하여

다른 변수와의 계를 살펴보는데 집 되어 있고 진정성 요인 간의 계를 살펴

보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문화유산 에서 객의 만

족도와 충성도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인 진정성 요인 어느 진정

성이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먼 ,진정성 요인 간의 계를 살펴 본 장 수와 최진철(2007)그리고 Kolar

와 Zabkar(2010)의 연구는 상에 한 진정성과 활동에 한 진정성

간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하지만 이들은 객 진정성과 구성 진

정성으로 세부 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과 련된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

과의 향 계를 살펴보았으며,연구결과 상에 한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상에 한 두 가지 진정

성 모두의 향 계를 확인하 으며,구성 진정성을 포함하는 상에 한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에 향을 미친다는 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에 한 진정성 구성 진정

성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세 가지 진정성 간의 체 인 계에

하여 처음으로 구조모형을 통해서 밝 진 부분이다.

상에 한 진정성 객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과 향 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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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결과는 정성 연구를 통해 거론한 Wang(1999)의 주장에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그는 활동에 의해 활성화되는 실존 진정성은 상의 진정

성과는 무 하다고 설명하 다.이와 달리,본 연구의 조사 상지와 동일한 하회

마을을 상으로 한 조태 (2009)의 연구는 실존 진정성,구성 진정성,객

진정성 순으로 진정성 모두가 객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이러한 결과에 하여 진정성에 한 객의 인식이 객

진정성에서 구성 진정성으로 구성 진정성은 실존 진정성으로 변화되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이태희와 이성숙,박윤미(2012)의 연

구와 본 연구에서는 객 진정성을 제외한 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진정성 차원

객 진정성만이 객의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이는 역사마을이라는 장소와 고택,서원,정사,장승,하회탈 등의 문화유산

자체가 객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장 수와 최진철(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미 방문한 장소에 한 객 인

사실에 한 진정성은 객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훈(2004)은 객이 진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다고 설

명하 으며,서용석과 김지선,이훈(2010)의 연구결과 역시 객 진정성이 만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을 상인 고궁의 사실성에 한 인식의

부족함을 거론하 다.Poria와 Butler,Airey(2003) 한 문화유산 지가 지닌

유산 속성에 하여 무지하거나 아무런 의미나 느낌을 받지 못한 경우로 설명

하면서 객 인식의 요성을 언 하 다.이태숙과 박주 ,황지 (2012)도

상에 한 진품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문화유산의 진

정성 왜곡이나 상실을 염려한 운 의 결과라고 언 하 다.결국, 객들이 문

화유산의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사실 으로 복원되어 있을지라도 하는 동안

감흥이 없다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 성격을 보이는 상은 직 인 체험을 통한 진정성이

상에 한 진정성보다 객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객

진정성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기본 인 요인으로 짐작할 수 있다.이와

같은 당연한 요인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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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충족되거나 과될 경우에도 자를 만족시키지는 않는 요인임을 알 수 있

다.마치 박물 에 진열되어 있는 유산이나 시물로서 경의를 표하는 정도이고

만족하지는 않으며, 객들은 이들을 람하는 것 이상의 직 인 체험을 하

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는 객의 구성 진정성에 한 인식과

체험활동에 의한 실존 진정성이 만족에 가장 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포스트모던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오늘날의 자는 상의 실

체보다는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이미지와 상징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에 한 진정성 구성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은 물론 반 인

만족도와 충성도 형성에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과는 Cohen(1988)의 주장

처럼 상이 가지는 진정성은 자의 에 의해 새로운 진정성으로 비

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그 다면,기본 으로 상의 객 진정성이 충

족되고 부가 으로 구성 진정성을 통한 실존 진정성이 객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상에 한 진짜의 원형성을 기반으로 한

구성 진정성이 객의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스스로의 주 진정성을 인식

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는 탈근 에서 추구하는 경험의 측면에

서 객 진정성을 고려한 문화의 상품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다.219)

보다 구체 으로 살펴 본 구성 진정성 요인의 문항별 반 만족도 간의

향 계에서 ‘자연경 과 역사/문화 인 장소의 조화’라는 문항이 가장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이는 김진수(2002b)의 연구결과와 같이 구성 진정성이

만족에 요한 선행요인이며,건축물과 체 분 기가 가장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 다.그 다면, 객은 상에 한 시 분 기와 이

미지가 배경이 되는 경 과 장소에서 역사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통 공연이나

민속놀이의 재 을 통하여 만족을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그리고 실존

진정성의 문항별 만족도 간의 향 계에서는 ‘역사문화 특색이 있는 경험’이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Naoi(2004)의 주장 로 체

험에서의 진정성과 객의 만족도는 유의한 향 계가 있음을 재검증하 다.

219)김규호(2012). 게논문,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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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Chi와 Qu(2008)는 경험 요소에 의한 진정성 인식은 목 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 의 하나이며,이는 지 속성, 반 만족도,

목 지 충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 다. Moscardo와

Pearce(1986)역시 지각된 진정성과 만족은 유의한 계가 있으며,만족한

방문객은 재방문과 추천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객의 진정성 인식과 충성도 간의 계를 살펴 본 변찬복과 조선배(2010)

그리고 윤설민과 박진아,이충기(2012)의 연구는 모든 구성개념을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여 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향 계를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구성 개념을 실증 으로 검증하 을 뿐 구체화된 계와 다차원 규명을 하지

는 못하 다.이에 진정성을 다차원으로 충성도를 단일 요인으로 살펴 본 Kolar

와 Zabkar(2010)의 연구와 이태숙,박주 과 황지 (2012)의 연구와 달리,본 연

구는 세 가지의 진정성 요인과 인지 충성도,정서 충성도,능동 충성도 간

의 계를 다차원 으로 근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Kolar와 Zabkar(2010)는

진정성과 충성도 간의 유의한 향 계를 설명하 고,보다 구체 으로 살펴 본

김지선과 이훈(2009)의 연구결과 객 진정성보다 실존 진정성이 재방문과

추천의도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이태숙과 박주 ,황지 (2012)의 연구에서는 객 진정성,구성

진정성,실존 진정성 모두 재방문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에 재방문 의도라는 실질 인 행동의도에 한 근보다는 태

도 측면에서의 충성도로 근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본 연구의 결과는 실

존 진정성만이 충성도 차원 인지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객이 상에 한 진정성보다는 스스로의 체험을 통

한 진정성에 의해 상이 가진 속성이나 질 측면에 한 평가인 인지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추가분석 결과에서도 활동에 직

참여한 객과 그 지 않은 객이 인식한 진정성 요인의 차이에서

활동에 직 참여한 객이 모든 진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 한 조태 (2009)의 설명과 같이 진정성에 한 객의 인식이 객

진정성에서 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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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cIntosh와 Prentice(1999)역시 진정성이나 진정성의 추구는 체험에서 느

던 깊이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 다.Kim과 Jamal(2007)의 연구에서

도 세풍의 문화유산축제인 르네상스 축제를 재방문한 객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실존 진정성이 재방문하는데 유의한 의미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더 나아가 서용석과 김지선,이훈(2010)은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

성 요인 실존 진정성의 요성을 강조하 다.즉, 객은 상에

한 진짜의 원형성 보다는 주 인 에서 존재론 체험을 통하여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진정성과 만족도 충성도 간의 체 구조를 경로분석을 통해 살

펴보았는데,앞서 언 한 이태숙과 박주 ,황지 (2012)의 연구에서는 객 진

정성,구성 진정성,실존 진정성 모두 재방문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

지는 않았지만 실존 진정성이 만족도를 통한 간 효과에서 재방문 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비교했을 때,본 연구의 결과는 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이 충성도 모두에 유의한 간 효과와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명백한 인과 계를 확인하 다. 한 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 모

두 인지 충성도에 더 유의한 총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추가분석 결과에서도 재방문한 객과 처음 방문한 객의 진

정성 인식 차이에서 재방문한 객이 진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구성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상에 한 구성 진정성과 활동을 통한 실존 진정성이

목 지가 가진 속성이나 질 측면에서 인지 으로 충성도에 향을 미치고

결국 향후 행동의도에 한 의지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구성 진정성이 활동의 측면인 실존 진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은 물론, 객의 만족도와 태도 충성도 형성에까지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결정 인 요인임을 확인하 다.Mkono(2012)역시 문화 상으로 진짜

아 리카의 문화에 하여 얼마나 진정성을 느 는지를 검증한 결과에서 구성

진정성을 지극히 고려한다고 설명하 다.결과 으로 부분의 자는

상에 한 진정성 여부 보다 심미 이거나 체험 소비를 추구하며,인지 인 지

각에서 감성 인 지각 그리고 직 인 행동의 최종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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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반면,객 진정성은 어떤 변수에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객의 에 한 시각과 의미가 달라짐을 짐작할 수 있다. 는 Poria와 Butler,

Airey(2003)의 주장과 같이 목 지가 지닌 유산 속성을 모른 채 방문한

자일 경우,문화유산 을 하고 그 장소에 있지만 아무 의미나 감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즉,문화유산에 한 객의 인식 부족 내지는

문화유산에 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유산의 객 진정성이 잘

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객의 반 인 만족도는 능동 충성도를 제외한 두 충성도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간 효과를 포함한 총효과에서는 충성도 모두에 향을

미치는데,정서 충성도에 가장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

한 결과는 Geva와 Goldman(1991)의 주장과 같이 후 객들이 만족한다

고 응답하더라고 재방문 의도나 추천 의도는 낮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이

다.즉, 객이 상과 활동에 한 진정성에 의해 만족은 했을지라도

미래에 재방문이나 구 과 같은 실제 의도인 능동 충성도에는 직 인 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만족도는 능동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보다는 인지 충성도에 의한 정서 충성도가 능동 충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실제 행동의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만족도와 충성도,그리고

충성도 차원 간의 명백한 인과 계를 증명하 다.Back과 Parks(2003)그리고

Evanschitzky와 Wunderlich(2006)의 연구결과 역시 인지 충성도가 정서 충

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정 인 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

Yuksel,F.Yuksel과 Bilim(2010)도 인지 인 충성도는 정서 충성도를 증가시

키는 향력을 갖는다고 설명하 고,특히 정서 충성도와 능동 충성도는 강

력한 향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경로분석을 통해 체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인지 충성

도는 간 효과를 포함한 총효과에서 정서 충성도에 의한 능동 충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ack(2005)의 연구에서도 인지 충성도

에 의해 유발된 정서 충성도는 능동 충성도 형성에 굉장한 향력을 갖는

것으로 실제 충성도는 충성도의 마지막 단계로 행동 충성도에서 수행될 수 있

으며,인지 충성도,정서 충성도,능동 충성도 단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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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다시 말하면, 객은 상에 한 인지 충성도를 형성하

고 나서 감성 충족과 만족한 체험에 의한 정서 충성도를 형성한다.그리고

정 구 이나 추천,재방문 의도와 계가 깊은 능동 충성도를 형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능동 충성도는 인지 충성도보다 정서 충성도가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래 실제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정서 충성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이미 경험한 자의 정

인 구 이나 추천은 잠재고객인 신규 자가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천임을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다.본 연구에서도 표본의 1/3정도가 구 에

의하여 목 지를 인지한 결과 한 그 사실에 한 규명으로 이해할 수 있

다.이와 같이 본 연구가 모든 개념 간의 계를 검증한 은 각 개념 간의 계

를 독립 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의미 있는 시사 을 제시한다고 생각

된다.

(2)실증 시사

본 연구의 조사 상지는 우리나라의 표 인 문화유산이자 UNESCO가 지정

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이다.역사 유산과 문화 가치를 상으로 고

려하는 자가 활동을 통해 인식하는 진정성에 하여 다차원 요인으로

분류하여 만족도와 태도 측면의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추가 으

로 자의 특성에 따른 진정성 인식의 차이와 진정성 요인의 세부 인 항목별

만족도와 충성도 간의 향 계를 확인하 다.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를

토 로 살펴 본 진정성은 상으로서 문화유산이 갖는 핵심 인 유인요인이

며,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요인으로 객이 기 하고 체험하고자하는 진정성에

한 평가가 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유산 에서 객이 인

식하는 진정성을 악하여 만족도와 목 지에 한 태도 측면의 충성도

형성에 기여할 문화유산 마 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문화유산 의 맥락에서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의 표 인 민속

마을을 평가하 다는데 의의가 있으며,실무 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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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문화유산 에서 상에 한 진정성 객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은 물론 객의 만족도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

다.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객은

이미 방문 에 문화 동기와 요성을 고려하 으므로 문화유산 상에 하

여 원래 진짜의 사실 여부가 당연한 요인으로 작용하 을 것으로 짐작된다.더

나아가 진짜 원형 그 로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더라도 하는 동안

객이 체 인 분 기나 인상에 하여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만족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한다.결국,문화유산이 지니는 내 인 질 가치와 본질

인 내용과 의미 없이 그 외형 으로의 원형 보존은 박제화 된 역사와 문화

로 객에게 단순한 구경거리가 될 뿐이다. 다른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다

면, 상인 문화유산에 한 객의 인식이 부족하 거나 홍보의 미흡함을

들 수 있는데,이로 인하여 객 진정성이 객에게 잘 달되지 못하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그러므로 문화유산에 한 해설을 통하여 객에게 역사

ㆍ문화 으로 의미 있는 문화유산과의 소통할 수 있는 해설이 포함된 체험

로그램과 홍보물이 확보되어야 한다.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하

듯이 객 인 상에 한 진품여부의 사실 보다는 마을의 체 인 분 기

나 통경 ,민속공연들이 객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문화체육 부․한국문화 연구원(2010:10)이 내국인을 상으로 한 문화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체 52.2%가 ‘볼거리의 수 /다양성’을 가장 요한 방

문 기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상으로 하는 목 지는 본래의 원형을 그 로 유지ㆍ

보존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여 꾸 히 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객들

이 유물ㆍ유 에 하여 피상 인 람을 유도하는 동선보다는 문 인력이나

안내문을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 에서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를 제 로

달할 필요성이 있다. 한 문화유산 지라는 시 공간에서 문화유산에 한

인식은 물론 진정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통공연이나 민속놀이와 같은 무형문

화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잘 구성되어 유산에 생동감을 부여한 체험 로그램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유산을 무 로 한 민속공연이나 놀이 등을 더 확 하고 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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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만들어 보거나 과거 그 시 의 일상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듬이질이

나 맷돌, 구 등의 생활기구들을 직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이벤트를 구성

해야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의 상품화는 무지했거나 심이 없었던 문화유

산에 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오히려 문화유산의 보 과 활성

화에 새로운 기회로 활용되고 지속 인 리의 요건이 된다.그러므로 목

지 리자들은 최 한 문화유산 내의 장소에서는 자동차 주차공간이나 차량 통

제가 가장 기본 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이는 상이 장소

으로 조선시 라는 시 배경을 보여 지라도 객이 그 상을 인식하

는 과정에서 분명히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다시 말하자면,문화

유산 에 있어서 진정성은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요소로 문화유산 지

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구성보다는 진정성이라는 원칙에

배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은 직ㆍ간 으로 충성도 모두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고 있다.이는 객이 상에 한 시 이미지와 분 기

가 배경이 되는 경 과 장소 배경 하에 역사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통 공연

이나 민속놀이의 재 을 통해 만족을 느끼고 태도 측면에서 충성도를 형성한

다고 유추할 수 있다. 객은 일상을 벗어나 다른 문화와 시 를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통해 인식한 진정성이 정 인 감정을 형성하고 추천이나 재방문과

같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결국, 자는 상에

한 진정성보다는 스스로의 체험을 통한 진정성에 의해 만족은 물론 충성도를 형

성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에서의 충성도는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로서 목 지 마 과 경 리를 한 충성도

형성의 단계별 략개발이 요구된다.따라서 목 지 리자들을 포함한 경

진들은 보여 지는 문화콘텐츠 개발은 물론 직 참여할 수 있는 각본의 체험

로그램으로 통공연이나 민속놀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목 지는 문화유

산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문화유산에 얽힌 역사 배경과

인물을 심으로 한 스토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풍부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를 들면,하회마을에서 재 되고 있는 하

회별신굿탈놀이 도 에 지켜보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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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람들의 참여를 말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탈을 쓴 들이 무 아래

로 내려와 시 풍자를 하면서 자연스 어울리는 구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 하회마을 내의 길을 따라 이루어지는 길놀이에서도 객들이 함께 행렬

에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이나 참여를 유도하는 놀이를 가미하여 객들과

함께 하는 통놀이의 체험이 필요하다.그리고 마을을 방문하는 동안 짚신이나

한복,갓,탈 등을 여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장신구

들이나 복장을 착용해 볼 수 있는 체험이벤트가 마련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역

사ㆍ문화 요소와 연계하여 직 입어보고,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문화유산

에 한 의미와 가치를 체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본 연구의 상인 하회마을 객의 유형과 같이 문화유산 자는 일

반 으로 목 지의 문화 속성을 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한다.그 다면,

역사문화 상이 되는 목 지는 문화 동기가 높은 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문화 동기의 요성

이 높은 명백한 목 을 가진 유형의 자는 충성 고객으로의 계를 형성하기

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한 문화 지에서 이루어지는 통문화 이벤트에 의

해 자의 만족과 재방문율이 높아진다는 문화 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그러므로 문화유산 지 실무 경 진과 리자들은 상과 자가

상호교감 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한 통문화의 재 이 필요하다. 를 들면,마을

내의 역사 배경이 되는 장소나 양반 가옥 주변에 허세가 가득한 양반의 걸음

걸이를 흉내 낼 수 있는 발자국 모양을 바닥에 조성하여 객에게 조선시

양반으로의 역치 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양반다운 걸음걸이라는 이벤트를 구성

하여 후 회상할 수 있는 소재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하회마을이 진정성이 있는 곳으로 인식한 상이 마을의 통가옥과

담,가옥들 사이의 길로 확인되었다.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존하는 역사마

을이자 자연마을로서의 보존은 물론,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재 보호와 리

를 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마을 내의 조잡한 상업

화를 한 시설물이나 상업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 마을이 가진 특색 있는 분

기와 성격을 더 부각시킬 수 있으며,문화유산에 한 지나친 상품화는 오히려

목 지에 한 부정 인 이미지를 래할 것으로 사료된다.더 나아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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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에서의 진정성 차원 최종 으로 객의 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구성 진정성과 실존 진정성에 주목해야 하며,특히 실존 진정성은

객의 충성도 형성에 한 직 향을 미치므로 체험을 통한 진정성 지각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결국,문화유산 에서 진정성에 기반을 둔 체험이 성

공 인 의 핵심요인이며 체험 가능한 통문화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보존보다는 주민과 객을 하여 활용되는 것이 더 안

한 보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220) 객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로그

램과 시설이 극 조성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문화유산 리자는 객에게

문화유산을 있는 그 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문화 원형에 한 풍

부한 이야기를 함께 달함으로써 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220)김성진(2001).고가ㆍ종택ㆍ 통마을의 보 자원화 방안,『한국 연구원』,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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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1.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 과 제언을 근거로 하여 문화유산 에서 어떠한

요인이 자를 유인하며, 자는 무엇을 기 하는지에 하여 본질 차원에

서 근하 다.문화유산 에서 진정성의 개념을 다차원 으로 구체화하고

자가 추구하는 진정성과 만족도 충성도 간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보다 구체 으로 자의 충성도는 미래의 실질 인 행동을 측할 수 있는

태도 측면에서 충성도 간의 계를 확인하 으며,진정성 차원 어떠한 진정

성이 만족도와 충성도 형성에 선행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학 으로 근한 Kim과 Jamal(2007),Reisinger와

Steiner(2006),Wang(1999)의 연구 결과인 객은 객 진정성 보다는

경험의 역치성에 의해 실 되는 스스로의 실존 진정성을 더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객이 인식하는 진정성은 상의 무 화된 여부를

떠나 스스로의 주 인 체험을 통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객의 만족도

와 충성도는 달라질 수 있다.이에 본 연구가 복합 인 개념을 가진 진정성을 다

차원 으로 측정하여 차원 간의 계를 정량 으로 검증한 은 이론 ㆍ실증

으로 시사 하는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상의 진 여부에 한 객의 객 진정성보다는 시 분

기와 공간을 월한 구성 진정성이 감성과 주 에 의해 스스로 인식하는 실

존 진정성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상에 한 진정성과 활동에 한 진정성 간의 계를 살펴 본 표

인 선행연구인 장 수와 최진철(2007)그리고 Kolar와 Zabkar(2010)의 연구 결과

를 보다 구체 으로 재증명함과 동시에 상에 한 진정성 구성 진정

성이 실존 진정성에 유의미한 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즉,진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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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해석과 맥락 구성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구성주의의 기본 제와 같

은 맥락으로 구성 진정성은 역사 배경이 되는 그 시 공간에서 객의

이 투 되어 실존 진정성에 정 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객이 인식한 진정성과 만족도 간의 향 계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진정성에서 만족으로의 경로는 합한 구조임을 확인하 다.하지만 객

진정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방문한 장소가 역사 가

치가 있는 본연의 문화유산이라는 객 인 사실에 한 인식의 부족이나 당연

한 사실로서 충족은 될 뿐 만족에까지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는 상의 객 진정성에 하여 물리 으로 충족은 하 으나,주

차원에서 만족도 불만족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불만족이라는 평가로 이어지므로 목 지 리자들은

기본 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유인요인으로 상에 하여 지속 인 리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문화유산이 본래의 원형성과 보존이 우수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객 스스로의 실질 인 감흥이 없다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입증하기도 한다.이는 문화유산 자체의 속성보다 객의 주 인

과 인식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본연의 문화유산을 배

경으로 한 민속공연이나 놀이,과거의 일상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통문화

체험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차별화된 체험 동선을 추가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더 나아가 객 진정성이 객의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를 뒷받침함으로써 이에 한 심층 인 학술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반면,구성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을 통해 달되는 만족도가 가장 큰 향

력을 보이는데,이는 문화 성격을 보이는 상은 직 인 체험을 통한 진정성

이 만족도에 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 살

펴 본 활동에 참여한 객과 참여하지 않은 객,그리고 목 형 객

과 유람형 객이 실존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같이

문화 동기를 고려하여 방문하 다 할지라도 활동에 직 참여한 체험이

실존 진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즉, 자는 상

의 진 여부보다 다른 문화를 통한 주 인 심미 체험을 추구하고 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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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자는 하회마을이라는 장소 공간과 시 배경에서 일상과 다른 가치

를 경험하 을 것으로 단된다. 사회의 자는 상의 실체보다는 스

스로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이미지와 상징을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

라서 반 인 마을의 분 기와 인상 그리고 체 인 경 은 통 민속공연과

놀이 등의 재 을 통한 역사문화 장소성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하며,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활용한 체험 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객의 활동에서 체험을 통한 실존 진정성이 상이 갖는

속성에 한 질 인 평가인 인지 충성도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됨으로써,진정성 차원 실존 진정성이 동기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객이 일상과 다른 새로운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 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론 체험을 통해 인식한 진정성이 미래의 실제 행

동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객이 활동의 체험에서 스스로의 자아성찰이나 자아발견 과정을 자극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실존 진정성을 고려한 목 지 장의 노력이

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객은 체험을 통해 상에 한 속성과 질 인 면을 인지하

여 해당 상에 하여 인지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러한 실

존 진정성을 유도하는 구성 진정성의 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는

상이 본연의 모습 그 로인지의 여부보다 체 인 구성과 분 기,체험활동

에서 인식된 진정성이 향후 행동의도에 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단된다.

한 간 효과를 통한 총효과에서 구성 진정성이 실존 진정성보다 충성도 차

원 모두에 더 유의한 향을 미치는데,이는 재방문한 객과 처음 방문한

객의 진정성 인식이 구성 진정성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통해

재검증하 다.즉, 객의 체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진정성은 실존 진정성이

지만 그 체험을 유인하는 진정성은 구성 진정성임을 확인하 다.

넷째, 객의 만족도는 미래의 재방문이나 추천에 한 의지인 능동 충성

도를 제외한 인지 충성도와 정서 충성도 형성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정서 충성도 형성 후 능동 충성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만족도와 충성

도 차원 간의 명백한 인과 계가 입증되었다.이는 객의 인식과 정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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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충성도가 정 인 구 이나 추천,재방문 할 능동 인 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자의 최종 평가로서 만족도와 충성도는 향후

미래 행동을 측할 수 있는 지표 인 역할을 하며, 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뿐만 아니라,잠재 자는 이미 경험한 자의 정 인 구

이나 추천을 가장 신뢰하는 정보로 규명되었으므로 본 연구가 자의 충성

도를 감정과 인지를 고려한 태도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를 토 로 충성고객을

유지하거나 잠재고객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각 개념 간의 계를 독립 으로 검증한 기존연구들과

달리,이론 개념을 실증 으로 검증하여 체 개념 간의 구조 계를 확립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뿐만 아니라,다차원 으로 도출된 진정성과 만족도 충

성도 차원 간의 구조 향 계를 통하여 자의 행동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

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충분히 반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고유한 자원

으로서 문화유산에 한 가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는 과 지속 인 리방안

을 한 핵심 인 요소를 발견하 다는 에서 의미 있는 근으로 여겨진다.최

근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리에 이 정 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패러

다임으로 문화유산의 상품화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두되고 있다.따라서

산업과 문화산업 발 의 토 가 되는 문화유산 은 역사와 통을 으

로 재창조하면서 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의 원칙하에 추

진되어야 한다.

Wang은 “진정성 산업(industryofauthenticity)”을 언 하면서 실존 진정성

이 있는 은 충분한 상품이라고 주장하 다.이는 문화유산 의 지속가능성

의 핵심 인 요인으로서 진정성이 실질 인 문화유산 마 략으로 원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이러한 문화유산 은 통문화와 역사유산을 기반으로 한

의 원동력으로서 통의식,종교의식,공 품 제작 방식 등의 보 에 기여하

며,과거와 재는 물론이고 미래 사회까지 연결해주는 유일한 문화의 장으로서

의 역할을 한다.더 나아가 문화유산 의 지속가능성은 장소와 자 간의 감

성 계,정서 교감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자가 을 하는 동안 어

떻게 보고 느끼느냐에 따른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본다.즉,문화유산 의 기본

요소이자 고유한 진정성을 가진 역사와 통,문화는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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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경쟁우 요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으로 문화 진정성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앞으로

에서 매우 요한 상으로 의 발 과 증진에 있어서 요한 조건으로 지속

될 것이다.그러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재 보호와 리는 물론,그 상이

지닌 진정성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문화의 표 화와 세계화속에서

가장 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진정성 개념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과 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사회문화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 포 인 시각을 제공하 을 것

으로 기 한다.뿐만 아니라,문화 의 개념 하에 포 으로 통용되어 정의되

는 유산 을 포함한 문화유산 의 개념을 구분하여 문화 과의 차별성을

이해하는데 토 가 되기를 바란다.아무쪼록 문화유산 의 진정성 인식에 한

향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안한 략 방안들이 반 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 으로 가능하도록 모색하려는 노력을 요구해 본다.더 나아가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진기한 진정성을 가진

자원으로서 활성화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2.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 과 향후 연구에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하회마을 객을 상으로 한 표본의 구성은 그 공간과 상의 범 를

제한함에 따른 표성의 한계와 함께 문화유산 상의 범 에 한 일반

화에 한계가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공간과 연구 상의 범 를 확 하여 보다 다

양한 지역의 문화유산들과 내ㆍ외국인을 포함한 연구는 물론 지역주민의 에

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둘째,본 연구는 시간 범 가 일정 시 의 횡단 연

구임으로 이를 보완하여 계 성과 시기성을 고려한 종단 연구를 통해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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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방향은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화에 다가갈 수 있

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진정성에 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 한

다.더 나아가 의 형태와 진정성에 한 인식이 바 더라도 진정성을 가진

문화야말로 매력 이고 경쟁력 있는 문화 의 상이므로 고유한 문화의 우수

성을 알릴 수 있는 문화 진정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에 본 연구의 측정 문항을 문화유산 에 다양하게 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수정․보완되고 지속 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완성도 높은 일반

화된 척도가 개발되어 문화유산 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더불어 자 에 국한된 연구뿐 아니라,지역주민의 으로 확 하

여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의 토 가 마련되기를 제언한다.앞으로 진정성에 한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역사 문화의 진정성을 인식하고 문화유산 활

동에 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한계 과 제언은

향후 더 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새로운 연구주제의 시

발 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극복된 연구가 이루

어져 이론 측면과 실질 측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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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은 문화유산 에서의 진정성에 한 연구를 하고자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입

니다.귀하께서 방문하는 동안 느끼신 이나 귀하의 생각에 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학술 연구목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

드리며,모든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한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소 한 연구

자료로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얻는데 기 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9월

   지도교수:제주 학교 경 학과 최 병 길 교수

연 구 자:제주 학교 경 학과 박사과정 박 은 경

연 락 처:ekpark0621@jejunu.ac.kr

▣ 다음은 일반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표시)

▣ 다음은 방문결정시,귀하의 문화 동기의 요성에 한 문항입니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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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방문하는 동안,문화 련 체험활동에 직 참여하셨습니까? ① ② 아니오

귀하가 경험한 문화 련 행사나 활동에 한 체험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체로사진촬 을하거나그냥 둘러보는 정도의 활동을 하 다

② 역사와 문화,유산에 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경험이 다

③ 역사와 문화,유산에 하여 많은 것을 알수 있었던 기회 다

④ 역사와 문화,유산에 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수 있었다

아니다 보통 매우그 다

반 인건축물들과 시물들은과거,그시 의실재건

축물과 시물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거,그시 의건축양식을 알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역사 시 상과 통문화인 옛 조상들의 생활 터와 생활

상을엿볼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공연(제례,놀이)들은역사 사실에근거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민속공연, 시물,공 품들은 과거의 시 모습과 통

인지역문화를 잘보여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민속공연들은 과거에 실질 으로행해졌던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 인 건축물들은 반 으로감명 인 인상을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 분 기와 지역 색채를 보여 주는 매력 인 경

과역사문화 인 장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번방문은역사 시 에 한통찰력을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곳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들은 진짜 본래의

진정성을 느낄 수있게 해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문하는동안,역사와 통,문화 특색과 련된것을느

끼고경험할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문하는동안,역사 통과정신 체험을즐길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방문하는 동안,귀하의 활동에 한 문항입니다.(√표시)

▣ 다음은 방문하는 동안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한 문항입니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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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보통 매우그 다

이곳은내가경험한다른 지와비교했을때, 하는

데있어서질 으로더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곳은 반 으로 다른 지보다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곳은 지로서 반 으로훌륭한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른 지와비교할때,이곳은 객에게많은혜택을

제공하며 유익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곳에서 머무는 게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른 지보다 이곳 방문시 기분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로서 다른 지보다 이곳이 비교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이곳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회가되면 을결정할때,이곳방문을고려할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아니다 보통 매우그 다

이번 방문은 반 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곳에서경험한 통문화의매력에 반 으로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문 기 와비교했을때,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귀하는 이곳이 역사/문화 으로 사실 이고 진짜,

본래의 진정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② 아니오

아니다 보통 매우그 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방문 후 만족도에 한 문항입니다.(√표시)

▣ 다음은 방문 후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한 문항입니다.(√표시)

▣ 다  문하는 동안, 곳에 한 귀하  느낌 나 생각  재하는 문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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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방문하는 동안,이곳만이 가진 특색,진짜 원래의 진정성을 무엇을 통해 느끼셨

습니까?( 를 들면,마을분 기,음식, 통가옥,하회탈,지역주민들, 통공연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학력 ① 고등학교졸업이하 ② 학재학/졸 ③ 학원이상

연령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⑥ 60세이상(____________세)

직업
① 문직 ② 서비스/ 매직 ③ 사무/ 리직 ④ 자 업

⑤ 주부 ⑥ 학생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월평균

가계소득

① 100만원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만원 이상(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일반 인 특성에 한 문항입니다.(√표시)

설문에 응해주신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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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AuthenticityinCulturalHeritage

Tourism onTourist’sSatisfactionandLoyalty

-FocusedonHahoeVillage-

EunkyungPark

DepartmentofTourism Management

TheGraduateSchoolofJejuNationalUniversity

Followingtheexpansionofmasstourism witnessedinrecentdecades,it

does notseem excessive to say thatculturaltourism is now becoming

mainstream.Culturaltourism concernsthedesiretoexperienceavarietyof

man-made items,distinctive ofpastand presentperiods,atthe tourist

destination.Culturalheritagetourism is an aspectofculturaltourism in

whichtheinheritedcultureofthepastisinvolved.Inrecentyears,cultural

heritagetourism hasgainedincreasingattention,andhasgeneratedagrowing

body ofliterature.An importantattribute ofculturalheritage tourism is

authenticity,oratleasttheperceptionofit.Authenticityisacknowledgedas

auniversalvalueandanessentialdrivingforcethatmotivatestouriststo

travel to distant places and experience different times. Present-day

authenticity payshomageto an “original”authenticity,and thequestfor

authenticexperiencesisconsideredoneofthekeytrendsintourism.

In culturalheritage tourism,authenticity has thusbeen identified as a

futurekeydriverfortourism.However,thecharacteristicsofculturalheritage

tourism haveundergonechangesincetheseventeenthcentury,basedo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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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relationshipbetweentourism andculture.Culturalheritagetourism

canbeexplainedasaconsequenceofwidersocialandeconomictrendswhich

marktheperiodsof‘latemodernism’or‘postmodernism.’A centralaspectof

thecultureofmodernityisthequestforauthenticexperience.Why,though,

doesauthenticityplaysuchanimportantroleinculturalheritagetourism?

Many scholars believe thatthe quality ofculturalheritage tourism is

enhanced by authenticity.The authenticity oftourism destinations,sites,

events,cultures,andexperiencesisofconcerntopractitionersandresearchers

involvedintheplanning,marketing,andmanagementofheritageandcultural

tourism.Inthisresearch,weaddressauthenticityunderthreedimensions–

the objective (real), the constructed (sociopolitical), and the personal

(phenomenological)– and via two aspectsthatcontextualizeauthenticity:

spaceandtime.Thisstudyfocusesontheroleofauthenticityincultural

heritagetourism.A keypurposeofthestudyistoexaminetherelationships

betweenauthenticity,satisfaction,andloyaltyinculturalheritagetourism.

Muchresearch,mostlyqualitative,hasbeendoneinthisfield.Thus,the

particularpurposeofthisstudyistofindouthow authenticityincultural

heritage tourism affects touristsatisfaction and loyalty toward a tourist

attraction.The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uthenticity,

satisfaction,and loyalty.Touristscan beloyalateach phaserelating to

differentelements ofthe attitude developmentstructure.Ateach loyalty

stage,differentfactorsinfluencing loyaltycanbedetected.Thestudyalso

investigatesperceptionsofspecificauthenticity(suchasobjectiveauthenticity,

constructiveauthenticity,and existentialauthenticity)andloyalty (such as

cognitiveloyalty,affectiveloyalty,andconativeloyalty).

Theresearchquestions,whichcouldalsoberelevanttotheauthenticityof

culturalattractions,are:(1)Whatistheauthenticitythattouristsperceivein

culturalheritagetourism?(2)Whatistherelationshipamongthedimensions

ofauthenticity?(3)Whatistheinfluenceofauthenticity on the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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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andloyalty?Thepaperarguesforatheoreticalandpractically

usefulframeworktoguideresearchandpractice.Asanempiricalobjectof

study,thechosenresearchsitecomprisesthevisitorswhocometoexperience

theculturalheritageofKorea,withaspecificfocusonavillagelocatedin

Andongarea.Hahoevillageisoneoftheimportantcrossroadsofhistoryand

cultureinSouthKorea.ItwasdesignatedasaWorldHeritageSitein1997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Scientific,and CulturalOrganization

(UNESCO)onthegroundsofbeinganoutstandingexampleofauthenticity.

Theresearch survey forthestudy wasconducted among touristswho

visitedHahoevillage.A feasibilitystudyinvolvedasurveyoflocalresidents

and touristswhovisited thevillageJuly 21-22,2012.Afterapilottest,

questionnaireswerefilledby593touristswhovisitedHahoevillage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30 to October 7,2012. A total of 535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providing a substantialsetofdata to be

analyzed.CollecteddatawereanalyzedusingthestatisticspackagesSPSS

19.0 and AMOS 18.0.Frequency analysis,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and structuralequation model(SEM)analysis were

performedandadditionalmultipleregressionanalyseswerealsoconducted.

Insum,theresultsrevealedthatconstructiveauthenticityofobject-related

authenticity significantly influenced existential authenticity as an

activity-relatedauthenticity,withtheexceptionofobjectiveauthenticity.The

differentdimensions ofauthenticity statistically affected each other,with

constructiveauthenticityandexistentialauthenticityhavingasignificantdirect

effectonsatisfaction,butnotobjectiveauthenticity.Furthermore,theeffectof

constructiveauthenticityinculturalheritagetourism ontourists’satisfaction

wasstrongerthan theotherdimensionsofauthenticity.In addition,only

existentialauthenticitydirectlyaffectedtourists’cognitiveloyalty,accordingto

a qualitative appraisal of tourist attractions with certain attributes.

Satisfaction had a directand significanteffecton cognitive loyal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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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veloyalty,butnotonconativeloyalty.Lastly,cognitiveloyaltyhada

directandsignificanteffectonaffectiveloyaltybutnotconativeloyalty,and

affectiveloyaltydirectlyinfluencedconativeloyalty.

There is empiricalevidence thattouristsatisfaction after experiencing

constructive and existentialauthenticity is a strong indicator of their

intentionstorevisitandrecommendthedestinationtootherpeople.Satisfied

tourists with theperception ofexistentialauthenticity aremorelikely to

returntothesamedestination,andaremorewillingtosharetheirpositive

travelingexperiencewiththeirfriendsandrelatives.Positiveword-of-mouth

recommendationsareespeciallycriticalintourism marketingbecausetheyare

consideredtobethemostreliable,andthusareoneofthemostsought-after

information sources forpotentialtourists.Loyalty is a key outcome of

consumerdecision-makingintheservicessector,andthustheimportanceof

loyaltyisevident.Inparticular,constructiveauthenticityplaysnotonlyakey

roleintouristsatisfactionandloyaltybutalsohasthepowertoinfluence

existentialauthenticityinculturalheritagetourism.

Authenticityinculturalheritagetourism isanessentialelementofnational

andregionalrepresentationwiththepotentialandthesymbolicfoundations

uponwhichasenseofbelongingisbased.Thismeansthatculturalcapi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heritage and the demand for

authenticity.Culturalcapital,acquired and inherited,wasfound to bean

importantfactortoconsiderinthedemandforculturalheritagetourism.This

thesisemphasizestheimportanceofauthenticityinculturalheritagetourism

and its multiple dimensions in authenticity seeking. Authenticity is

accordingly crucially important for tourism, especially cultural heritage

tourism.Becauseofthat,theconceptofauthenticityisofparticularinterest

inthemarketing ofculturalheritagesites.Itishelpfulforunderstanding

touristsatisfaction and behavioraswellasforitsstrategicand tactical

implicationsconcerningtouristdestination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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