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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관광 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20년에 1억 명의 관광

객이 출국하여 세계 제4위의 해외 관광송출 대국이 

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한·중 국교수립(1992년) 이후 

문화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은 한국 제1의 교역

국일 뿐 아니라 새로운 인바운드 관광시장으로 급부

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살펴보면 일본관광객의 비중이 가

장 높았으나 그 추세를 살펴보면 점점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는 반면, 방한 중국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을 대표

하는 관광지이자 중국관광객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중국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관광정책의 실시,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전세기 

노선 확대, 국제크루즈 운항이 늘어나는 등의 활동으

로 중국관광객의 제주방문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

다. 제주관광공사 관광시장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9

년 중국관광객 25만8천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일본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로도 중국관광객은 꾸

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40만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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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7만명, 2012년 108만명, 2013년 181만명,

2014년에는 285만 명으로 최초로 년 간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5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제주관광공사). 즉 2014년 제주 방문 중국관광객은 

방한 중국관광객의 46%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다

양한 욕구와 기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지 자체만

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과 차별성이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 이상 외형적인 광광 매

력도 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 가운데 하나가 관광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1]에서는 관광스토리텔링은 관

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지와 관광객이 정보와 체험

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과

정으로 관광객의 체험과 추억의 관리를 통해 관광객,

관광지, 지역주민이 공동의 감성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들

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드라마와 같

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체험을 해보기도 

하는 관광 상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에서 스토

리텔링을 활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2]. 이러한 스

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의 특징이나 매력을 더욱 부

각시켜 관광지의 의미나 가치를 창출하고, 관광객을 

유인하여 관광지의 선택에서 구매 및 평가까지의 일

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즉 관광스토리

텔링은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와 개성을 강화시키

고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4].

관광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국내 관광분야에서는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가  진행

되어지고 있지만, 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가 관

광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

방문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광스토리텔링의 어떤 구성요소가 중국

관광객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관광객의 만족을 극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요소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면, 중국관광객의 재방문 유치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자원개발의 개발방안에 유용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스토리텔링이 제주방문 중국관광객의 관광만족

도와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관광스토리텔링의 하위요소인(①교육성 

②흥미성 ③묘사성 ④감성 ⑤고유성)은 관광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관광만족도는 행동의도의 하위요소인(①

구전의도 ②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광스토리텔링과 관광만족도의 관계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

성어로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

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5].

관광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관광지의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 가치를 제고하여 관광객들의 만족을 극대

화 하는 등 그 역할을 점차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6]. 전명숙[7]은 관광스토리텔링이란 관광자원에 관

련된 이야기의 소재를 발굴하거나 의미를 찾아 관광

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라 주장하였고, 최인

호·임은미[8]는 스토리 발굴, 체험, 공유의 과정을 통

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유 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외에서는 관광스토리텔링의 측정 변수

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Sharpe[9]는 관광지의 스토리텔링은 주제와 환경, 매

체의 적합성, 독특하고 다양한 새로운 매체일수록 관

광객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

으며, 관광지의 스토리텔링을 이해용이성, 정보성,

교육성, 테마성, 신뢰성 및 근접성 등으로 나누어 설

명하였다. 양정임과 인옥남 외[2]는 관광스토리텔링

의 중요요소에 따른 관광지 러브마크 기대성과에 관

한 연구에서 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를 정서적 

감성, 교육성, 지역적 고유성, 사회·문화성, 묘사성,

흥미성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손병모와 김동수[10]

는 관광스토리텔링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광에서의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광 자원 

해설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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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를 고유성, 매력성, 교육

성, 흥미성, 이해용이성, 감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광스토리텔링을 측정

하기 위하여 Sharpe[9], Tiden[11], 양정임과 인옥남 

외[2], 손병모와 김동수[10]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를 교육성, 흥미성, 묘사

성, 감성, 고유성 5가지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만족은 관광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

의 하나이며, 실제로 관광자의 행동의도와 고객유치

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때문에 관광객 연구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12,13,14]. 또한 

관광분야에서 관광만족도란 관광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관광객의 만족조건을 최대로 보장하고 충

족시키기 위해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고 판단하여 이것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 그 

자체로써 주목받고 있다[15]. 김영우[16]는 관광만족

도는 관광객의 관광경험에 대한 평가기준이고 관광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라고 주장하였고, 김경래[17]는 관광만족도는 관광

체험의 후속 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 

하였다. 따라서 만족도가 높은 여행상품은 구전홍보 

즉 추천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당 여행상품

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김시중·김희정[6]은 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인

을 흥미성, 고유성, 정보성, 이해용이성으로 구분하

고 관광목적지 매력지각 및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

도와 행동의도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신

현식·김창수[18]는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이 축제매력

성과 방문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지

역축제의 스토리텔링이 축제 매력성에 미치는 영향

을 밝혀냈다. 김효중[19]은 관광지 스토리텔링과 만

족 및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 검증결과, 관광지 스

토리텔링 요인 가운데 매력 및 교육성, 고유성, 감성

이 만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2.2. 관광만족도와 행동의도의 관계

행동의도는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로써 특히,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의도는 그 

개인으로 하여금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20]. 관광분야

에서도 관광객만족의 결과변수로 추천의도와 재방

문의도를 들 수 있으며, 만족의 결과변수로 나타나는 

행동의도 가운데 추천의도는 친지나 타인 그리고 주

위사람들에게 자신이 방문한 관광지를 추천하는 등

의 구전의향을 보유한 정도를 의미한다[21]. 재방문 

의도는 관광소비자가 관광서비스를 구매한 후의 행

동으로써 미래에 관광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을 반복

하여 이용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22]. 따라서 

우호적인 행동의도는 긍정적인 구전과 다른 사람에

게 추천, 애호도 증진, 다른 사람과 동반하여 재이용,

더 높은 가격에도 상품에 대한 지불의사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방문객의 잠재된 방문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

거가 되는 행동의도는 미래 관광행동에 대한 예측요

인이므로 방문객들이 특정 방문지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이러한 궁극적 의도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촉진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23]. 이광길

[24]은 방한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패키지여행상품 

선택속성이 관광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관광만족도가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연구설계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는 스토리를 관광지, 관광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하여 관광지의 자

원과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나가는 가치체험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관광스토리텔링은 5개의 요인으

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은 양점임[25]의 연구에서 재

구성되고 측정에 활용된 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총 24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관광만족도는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스토리텔링 경험 후 나타나는 긍정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관광만족도의 측정은 한상희[26]

의 연구에서 재구성되고 측정에 활용된 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총 4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행동의

도는 특정방문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의도와 관광

지 체험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구전하려



1143관광스토리텔링이 제주 방문 중국관광객의 관광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는 의도를 뜻한다. 행동의도 측정은 김경미[27]가 연

구에서 재구성한 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

다)로 측정되었다.

3.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정량적 조사방법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관광지 선정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

하여 임의선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우 

성산일출봉, 제주민속촌, 용두암, 한라산, 중문관광

단지, 섭지코지, 제주올레길, 만장굴, 우도/마라도/추

자도, 테디베어박물관이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

하는 관광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성산일출

봉, 제주민속촌, 중문관광단지, 섭지코지의 경우 제

주도의 자연환경에 관한 이야기,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 복합적인 이야기, 드라마 촬영지로 흥미로

운 이야기가 잘 묻어있는 4개 관광지를 선정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2월 13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해당 4개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및 수령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지 200부이며,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분석에 부적합하게 응답한 설문지로 판

단되는 16부를 제외한 18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

에서는 여성이 128명(69.6%)로 남성 56명(30.4%)에 

비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분포에서는 20∼

29세가 59명(32.1%)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학

력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92명(50.0%)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49명(26.6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Question Cronbach's α

tourism storytelling

Education 5 .847

Interest 5 .813

Description 4 .853

Emotion 5 .877

Uniqueness 5 .839

Satisfaction 4 .899

Behavioral Intention
word of mouth intention 4 .885

revisit intention 3 .844

Table 2. Correlation matrix between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1.Education

2.Interest .615**

3.Description .642** .695**

4.Emotion .456** .688** .622**

5.Uniqueness .530** .612** .592** .578**

6.Satisfaction .475** .588** .506** .575** .438**

7.word of mouth intention .372** .423** .436** .547** .398** .678**

8.revisit intention .375** .466** .449** .507** .451** .604** .730**

average 3.75 3.68 3.80 3.72 3.76 3.99 4.06 3.94

standard deviation 0.627 0.659 0.671 0.675 0.706 0.665 0.587 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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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관광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는 관광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의도

와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관광만족도는 행동의도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가설검증 결과

가설 1은 관광스토리텔링(교육성, 흥미성, 묘사성,

감성, 고유성)과 관광만족도의 인과관계 검증이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성(S·β=0.346), 흥미성(S·β

=0.172), 묘사성(S·β=0.191), 감성(S·β=0.471), 고유

성(S·β=0.167)이 모두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광스토리텔링 모

든 요인들이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를 의

미하는 R²값은 0.419로 나타났고, 다중회귀식의 유의

성을 나타내는 F값은 25.633(p<0.001)로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유사결과

를 지지하는 것이다.

가설 2는 관광만족도와 행동의도(구전의도, 재방

문의도)의 인과관계 검증이다. 분석결과, 관광만족도

는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S·β=0.678, p<.001). 또한 관광만족도가 구전의

도를 설명하는 정도인 R²값은 0.460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155.090(p<0.001)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관광만족도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만족도는 재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S·β=0.604, p<.001). 또한 관광만족도가 구전의도

를 설명하는 정도인 R²값은 0.365로 나타났으며, F값

은 104.456(p<0.001)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만족도가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을 대상

으로 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가 관광만족도에,

관광만족도가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는 관광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관광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인 교육성,

흥미성, 묘사성, 감성, 고유성은 모두 관광만족도에 

Table 3. Regressions Testing the Effect of Tourism Storytelling on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β t-value p

Satisfaction

Education .253 .346 6.149** .000

Interest .126 .172 3.057* .003

Description .140 .191 3.390* .001

Emotion .344 .471 8.354** .000

Uniqueness .122 .167 2.962* .003

R²=.435 adj R²=.419 F-value=27.442 p=.000

*p＜0.05, **p＜0.01, S·β=표준화된 회귀계수.

Table 4. Regressions Testing the Effect of Satisfaction on Behavioral Inten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β t-value p

word of mouth intention Satisfaction .544 .678 12.453** .000

R²=.460 adj R²=.457 F=155.090 p=.000

revisit intention Satisfaction .550 .604 10.220** .000

R²=.365 adj R²=.361 F-value=104.456 p=.000
*p＜0.05, **p＜0.01, S·β=표준화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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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중국관광객들

은 관광지에서 스토리텔링을 경험할 때 교육적 가치

와 흥미롭고 감성적인 이야기와 이해하기 쉽고 공감

할 수 있는 묘사를 바탕으로 한 고유한 문화가 존재

하는 고유성을 통하여 관광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감성인데 이는 중국관광

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중국관광객들은 감성을 자아내는 낭만

적인 이야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찾아오는 중국관광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에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스

토리텔링을 진행해왔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

광스토리텔링, 특히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콘

텐츠를 개발할 때 감성을 기본전제로 제공하는 동시

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명확하고 

이해가 쉽게 묘사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롭고 

제주도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포함하는 스토

리텔링을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만족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만

족도는 관광객의 구전의도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즉 중국관광객이 관

광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그 관광지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추천하

거나 더 나아가서 재방문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시사점은 김시중·김희정[5], 김

효중[18] 등 기존에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스

토리텔링이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와 같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역시 관광스

토리텔링이 관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국내관광객은 관광스

토리텔링의 구성요소 중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교육성과 지역적인 특징이 묻어있는 고유성

이 관광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중국관광객

은 감성이 관광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국내관광객과 중국관광객을 대

상으로 했을 때 관광지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

텐츠 개발은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을 해야 한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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