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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r government finally understood the true meaning of this wisdom and is attempting to revive the rural area by

establishing local produce exhibition hall. This is to allow different regions to promote their specialties and provide

diverse experience to the public. However, the reality is that unstructured marketing and PR is not achieving

much. Marketing in the past was a paradigm of function and benefit. As we passed 20th century, this was

challenged, leading to experiential marketing. Customers' cultural urge and interest in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are getting stronger. With the facilitation of Promotion Center for local special products, local special products and

relevant local communities will be promoted, and the distribution business will grow further.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stablish basic research materials for planning information center in order to invigorate regional

products. This study brought abou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Promotion Center for local special products can

acquire emotional elements by associating the elements with local special products; secondly, the Promotion

Center for local special products can acquire cognitive elements by harmonizing local communities’ unique

identities with their own other special products; thirdly, the Promotion Center for local special products can acquire

behavioral elements by enjoying various experiences and events; fourthly, the Promotion Center for local special

products can acquire relational elements by integrating other new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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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product exhibition hall, Experiential market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람은 누구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함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였기에 농업을 중시하였지만 이 말의 참

뜻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운동이 시작

되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임을 깨닫고 농촌 경

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주장들을 정립하여 정

부는 현실적 실효의 대안으로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홍보관 및 체험관을 설립하

고 있다.

지역특산물 홍보관이 활성화됨으로 특산물과 지역이

홍보되고 더 나아가 유통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홍보관이 있음으로 인해 지역 특산물이 활성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 장려금 지원과제 임

화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 마케팅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제품의 기능과 혜

택의 패러다임은 생산자 중심, 합리적 의사 결정자로서

의 소비자, 대중적 시장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

나 20세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변화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

로 체험 마케팅이다. 체험 마케팅은 새로운 마케팅 패러

다임이며 고객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이다. 소비

자들은 체험 및 참여에 대한 문화적 욕구와 흥미 요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역 특산물 홍보관은 무엇보다 ‘체험’이 가장 우선시

되는 요소 이므로 ‘체험’에서부터 시작 된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인 체험 마케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특산물 활성을 위해 체험 마케팅이 중

심이 된 홍보관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구축하는

데 이의 목적이 있다.



<그림 2> 체험 마케팅의 4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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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 특산물 홍보관에 체험마케팅 적용이라

는 주제 아래, 체험 마케팅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요소

들을 도출하여 분석의 틀로 한다.

첫째, 체험 마케팅의 개념과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에서의 체험 마케팅적 요

소들을 정리 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셋째, 사례연구 대상지는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4계절의

특성으로 실내공간이 있어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한 지역

특산물 홍보관을 대상으로 2005년～2011년에 개관한 협

조 가능한 홍보관 6곳을 사례조사 하였다.

선정된 6곳은 2011년 3월 26일 부터 4월 16일까지 1차

방 문을 하여 관리인 2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분석하였

고 2012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 까지 2차 방문을 통해

지역특산물 홍보관을 이용한 이용객들에게 1차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12년 2월 17일부터 2

월 25일까지 3차 현장 방문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넷째, 이론적 고찰, 사례연구, 설문조사로 분석한 결과

로 지역 특산물 활성을 위한 홍보관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구축한다.

2. 이론고찰

2.1. 체험마케팅의 개념

(1) 체험 마케팅의 개념

체험 마케팅은 특정한 상품이 줄 수 있는 이익이나 특

징이 아닌, 그 것이 소비되어 지는 상황과의 관계를 통

해 소비자의 인식과 마음속에 제품을 포지셔닝 시키는

작업이다.1)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직접적 체

험에 기반을 두어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을 사용

하는데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체험 마케팅’이라 한다.2)

제품의 특성 편익과 서비스 소비 경험

판매 판매 판매

제품 위주의 마케팅 고객 지향적 마케팅 체험 마케팅

<그림 1> 마케팅의 시대적 흐름

(2) 체험 마케팅 공간의 개념

기업이 제품의 판매 현장으로 고객을 초청하여 직접보

고 느끼고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마케팅

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체험이나 감각을 자극하고 소비자

에게 제품이나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

1) 한효정, 체험마케팅을 적용한 플래그쉽 스토어 디자인에 관한 연

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p.14

2) 허무원, 경험 마케팅, 경영정보(LG주간경제, LG경제 연구원), 2000

다. 체험 마케팅 공간은 예전의 형태와 목적만을 강조하던

생산자 중심의 공간에서 감성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강

조하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3)

(3) 체험 마케팅의 4가지 특징4)

고객 체험 중시

총체적 체험으로서의 체험 마케팅 고객은 이성적이면서

소비 감성적인 존재

다각적인 마케팅

수단과 도구

특 징 내 용

고객 체험 중시 체험은 기업과 브랜드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결시킴

총체적 체험으로서의

소비

현대의 소비자들은 특정한 물건이나 소비 체험에 대해 겉

으로 드러나는 특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소비를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표현

고객은 이성적이면서

감정적인 존재

소비자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만 종종 감정에 이끌려 움

직임

다각적인 마케팅 수

단과 도구

체험 마케팅은 하나의 방법론적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각적이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음

<표 1> 체험 마케팅의 4가지 특징

(4) 체험 마케팅의 유형

요 소 내 용

감각적 체험

(SENSE Marketing)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5가지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소비자들에게 미학적 즐거움과 흥분, 아름다움, 만족감 등

과 같은 감각적 체험을 창조할 목적으로 오감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을 뜻한다.5)

감성적 체험

(FEEL Marketing)

소비자의 기분(mood)과 감정(feel and emotion)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감성적인 자극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의 유대관

계를 강화시키는 기법의 하나로서 감성 마케팅은 주로 그

러한 인간의 기분과 감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6)

인지적 체험

(THINK Marketing)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창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정교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

지적 체험은 소비자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적 체험

(ACT Marketing)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하는 체험뿐만 아니

라 사람의 신체에 관련되었거나 소비자의 장기적 행동 패

턴,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고객의 체험을 창조해내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경험(Physical Body Experiences)

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이나 새로운 상화 작

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7)

관계적 체험

(RELATE Marketing)

개인의 자아를 브랜드에 반영된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 문

화적 상황과 관련시킴으로써 개별고객을 브랜드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의미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 2> SEMs(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

2.2. 체험마케팅의 유형

(1) 체험 마케팅의 전술적 도구

전략적인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그리고 관계 모듈의

3) 장지한, 체험 마케팅 요소를 적용한 복합상업시설 계획, 홍익대 대

학원 석사논문, 2009, pp.12～13

4) 번트 H. 슈미트, 체험마케팅, 박성연 역, 세종서적, 2002, p.54

5) 번트 H. 슈미트, 상게서, p.149

6) 번트 H. 슈미트, 상게서, p.175

7) 번트 H. 슈미트, 상게서,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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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체험 제공수단(Experiential Provider)’의 정의에

서 잘 나타난다.

체험 제공수단 내 용 요 소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s)

광고나 기업의 외부/내부 커뮤니케이션 수

단들을 말한다.

홍보용 자료

팸플릿

뉴스레터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

(Identities)

감각, 감성, 인지, 행동, 관계 브랜드를 창조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시각적/언어적

아이덴티티는 소위 말하는 CI컨설턴트의 지

배 영역이다.

이 름

로 고

그래픽 디자인

제품의 외형

(Products)

시장 중심적인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의 눈을

끌고 감성에 소구하는 체험을 제대로 계획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제품 디자인

포장 및 진열

브랜드 캐릭터

공동브랜딩

(Co-branding)

체험마케팅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요

소이다.

이벤트 마케팅

영화 속 삽입

공간적 환경

(Environment)

보엔 컨설팅(Bowen Consulting)의 회장 존

보엔은 ‘체험적 환경’이란 브랜드 내에 경영

인의 가치와 행동이 내재되어 있는 브랜드

문화라 명명하였다.

건 물

사무실

소매점

전시 부스

웹 사이트

(Web-sites)

인터넷의 상호작용 능력은 소비자를 위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홈페이지

인적요소

(People)

SEMs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체험제공수단

이 될 수 있다.

영업사원

판매사원

관리인

<표 3> 체험마케팅의 체험 제공수단

(2) 고객 체험의 4요소(4Es)의 분류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에 따르면 체험 요소

모두 체험 상품 개발에 반영될 때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최상의 체험 상품이 된다고 하였다.8)

흡수 (Absorption)

엔터테인먼트적 교육적

소극적 참여 (Entertainment) (Educational) 적극적 참여

(Passive Particpation) (Active Particpation)

현실 도피적 미적

(Escapist) (Esthetic)

몰입 (Immersion)

<그림 3> 체험의 4요소(4Es)의 영역

체 험 지향성 특 징

엔터테인먼트 체험 즐겁게 느끼고 싶어함 오락성

교육 체험 즐겁게 배우고 싶어함 교육성

현실도피 체험 즐겁게 행동하고 싶어함 비 일상성

미적 체험 즐겁게 감상하고 싶어함 심미성

<표 4> 체험의 4요소(4Es)의 지향성과 특징

엔터테인먼트적 · · 커뮤니케이션

· 시각적/언어적

교 육 적 · 아이덴티티

· 제품의 외형

· 공동브랜딩

현실도피적 · · 공간적 환경

· 웹사이트

미 적 · · 인적요소

<그림 4> 체험 마케팅의 전술적 도구와 체험의 4요소의 관계

8) 조셉 파인 2세, 제임스 길모어, 고객 체험의 경제학, 세종서적, 2001,

p.50

2.3. 체험마케팅에서의 공간 체험 모듈 표현

체험마케팅이 공간에 적용될 때는 체험마케팅의 유형

(SEMs)에서 공간 체험 모듈표현이라는 세부 요소 8가지

로 나뉘게 된다. 이 8가지 세부표현요소는 색채, 형태,

디지털 매체, 아이덴티티, 지역성, 이벤트 공간, 동선 유

도, 공간의 복합화이다.

(1) SEMs(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의 SENSE표현

1) 시각적인 측면

감각의 요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각이다. 시각은 공간

을 지각하는데 있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인식을 하게 된

다. 공간을 지각하는데 있어 색채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최초 90초

안에 상품 선택의 잠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며 60～90%

는 컬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ICR 연구결과). 이렇듯

컬러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9)

2) 형태적 측면

형태는 주로 우리가 감각 중에서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기 때문에 색과 함께 대상의 감각적 경험을 형성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형태는 크기와 그들이 차지

하는 공간에 의해 다양해지므로 디자인 구성은 근본적으

로 형의 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는 시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외관

이고, 3차원의 영감(Mass), 볼륨(Volume)을 뜻하며, 철학

적 개념으로 물건(Object)의 실체적 본질에 대한 외형적

양식을 의미한다.

3) 디지털 매체의 도입

디지털 시대에 연출력의 핵심은 감각에 의한 느낌이

다. 피부, 즉 감각적인 표피는 공간을 싸고 빛과 소리와

흐름들을 흡수하며 외부로 향한 이미지들과 활력적인 긴

장을 반영한다. 디지털 미디어적 공간 연출 유형은 공간

에 발달한 디지털 매체의 결합으로 외부환경과 요소에

변화 호흡하는 공간을 연출한다.

(2) SEMs(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의 THINK표현

1)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에 대한 연상, 개성, 이미

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상, 개성, 그리고 이미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연상이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 뚜렷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고,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브랜드로부터 연상하는 편익이나 결

과의 내용 그리고 과거의 판촉이나 명성, 동료집단의 평

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 개념을 말한다.

9) 류시혁, 체험 마케팅을 적용한 플래그쉽 스토어의 특징 분석, 건국

대 석사논문, 2009,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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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성

지역만의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이라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연속성에 대한 고려는 환경요소들의 체계 즉, 기

후, 지형, 경관, 경계, 재료의 이용 등을 실존적 장소에서

근간이 되는 역사성과 구체화된 공간체계를 기준으로 하

여 그 지역의 특성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SEMs(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의 ACT표현

1) 이벤트 공간

평범함에서 벗어난 비일상성, 새로움, 감동 등을 주는

것으로 이벤트 공간을 디자인 하고 있다. 브랜드가 이벤

트를 통해 상품과의 연계성을 가질만한 테마를 설정하여

공간을 연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여 좋

은 이미지를 오래 기억시킬 수 있는 감동의 장으로서의

이벤트 공간연출 한다.

2) 동선 유도

동선은 순환하는 원의 모양처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람이나 물건의 행태를 선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건축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움직이는

즉, 건축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

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움직이는 자취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10)

(4) SEMs(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의 RELATE표현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갤러리나 미술관과 같은 문화

적 공간으로 연출하거나 매장 내에 카페, 레스토랑 혹은

뷰티 서비스 공간을 갖추는 등 패션 문화를 중심으로 하

는 복합 공간으로서 고급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그것이

바로 공간의 복합화이다.11)

3. 사례분석

3.1. 연구 대상지 선정

구분 시설명 건물의 외관 이미지 위치
개관년도/

규모
체험관 목적

A

아산 옹기

발효식품

체험관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71-20번지

2011년/

1,639.24㎡

옹기의 역사, 문화

이해와 정보제공

등을 소개함으로

써 옹이의 우수성

을 알림

B

순창

장류

체험관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49번지

2009년/

2116.79㎡

입맛에 맞는 신개

념의 장류를 개발

하여 장류 산업의

세계화

<표 5> 연구 대상지 개요

10) 류시혁, 체험 마케팅을 적용한 플래그쉽 스토어의 특징 분석, 건국

대 석사논문, 2009, pp.56～62

11) 김선영, 브랜드스케이프 환경 구축과 스토어 디자인 콘텐츠, 한국

기초조형학회학술지, 2008

C

진해

목재

체험관

(드림

파크)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산 8-1번지

2009년/

42,500㎡

나무가 우리생활에

이용되는 가치와

산림문화의 중요성

을 알리고 홍보

D

임실

치즈와인

체험관

전북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186번지

2008년/

11391㎡

치즈를 늘리고 만

드는 과정 속에 생

기는 재미로 치즈

와 가까워짐

E

문경

오미자

체험관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47-5번지

2007년/

321.3㎡

전국의 40%를 차

지하공 있는 문경

오미자를 홍보하기

위함

F

춘천

막국수

체험

박물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342-1번지

2006년/

4,299㎡

막국수의 명품화

및 대표적인 관광

지로 지역 발전에

일조

분석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에서의 체험 마케팅

적 요소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1차 방문시 각

홍보관 관리인 2인과 함께 3점 척도(3점:상, 2점:중, 1점:

하)로 분석을 하였다.

3.2. 사례 종합 분석

현재의 지역특산물 홍보관에 체험 마케팅적 체험요소

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표 6>에 각 홍보관에서 체험

요소별 이미지와 관리인 2인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3점 척도(3점:상, 2점:중, 1점:하)로 점수를 매기어

분석하였다. 3첨 척도를 한 이유는 관리자분들과 인터뷰

한 결과 상세한 내용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 중,

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6>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색채요소는 2점 이하

로 내려간 홍보관이 없었다. 그 중 아산과 진해에서 특

산물의 특성에 맞는 색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

다. 형태요소는 과반수 이상이 1점에 머물렀지만 진해와

춘천에서는 각 특산물의 재료와 형태를 표현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 디지털 매체는 거의 모든 홍보관이 단지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적은 수의 매체를 사용하여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진해에서는 여러 매체의 도입하여 이

용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하고자 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

다. 아이덴티티적 요소는 순창과 진해에서 잘 나타났는

데 특산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잘 표

현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성은 문경 한 곳만이 좋은 점수

를 받았는데 문경세재 안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건물들

과의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벤트 공간은 거의 모든 홍보관에서 고루 좋은 점수

를 나타냈지만 계절과 관계되어 있는 문경 오미자 체험

관에서는 아무 때나 체험을 할 수 없고, 야외에서 체험

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동선

은 진해에서만 바닥에 이동 동선을 계속 표시해줌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산과 순창은 음식점, 문경은 오미

자카페로 다른 공간과 복합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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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요소

아산 옹기 체험관 순창 장류 체험관 진해 목재 체험관 임실 치즈 체험관 문경 오미자 체험관 춘천 막국수 체험관
방사형 그래프

A B C D E F

감 각

SENSE

색 채

내 용 옹기 고유의 색 장의 붉은색 표현 목재 자체의 색 흰색에 젖소 무늬 오미자의 색 표현 막국수 재료의 색

점 수 ● ◎ ● ◎ ◎ ◎

형 태

내 용
옹기를 재료를 쓴

외관 형태표현

특산물과 동떨어진

형태표현

목재를 사용한

형태 표현

특산물과 동떨어진

형태표현

문경새재 내의

공통된 형태표현

막국수 재조기

형태표현

점 수 ○ ○ ● ○ ◎ ●

디지털

매 체

내 용
모니터 위주의 매체

사용
디지털 매체 없음

공간마다 다른

디지털 매체

포장도 뜯어있지

않은 매체

설명 위주의 매체

사용

설명 위주의

매체 사용

점 수 ◎ ○ ● ○ ○ ◎

인 지

THINK

아이덴

티 티

내 용 옹기의 형태로 표현
장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

모든 공간에 나무로

표현

소품 하나에도 젖소

무늬 표현
오미자 나무로 표현

막국수 재조기

형태로 표현

점 수 ◎ ● ◎ ○ ○ ●

지역성

내 용 지역과 동떨어짐
장독대를 주위에

전시하여 표현
지역과 동떨어짐 지역과 동떨어짐

문경새재 내에서

조화를 이룸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점 수 ○ ◎ ○ ○ ● ◎

행 동

ACT

이벤트

공 간

내 용
옹기를 제작하고

굽는 체험 공간

장을 만드는 주방

공간

목재 체험을 하는

체험 공간

치즈를 만드는 체험

공간
체험 공간 없음

흔히 보기 힘든

막국수 체험 공간

점 수 ● ● ● ● ○ ●

동 선

유 도

내 용 순차적 동선유도 전시관 없음
바닥의 화살표로

동선표시
전시관 없음

오미자나무로

동선유도

순차적 직선방향의

동선

점 수 ○ ○ ● ○ ◎ ◎

관 계

RELATE

공간의

복합화

내 용 판매점과의 복합 음식점과의 복합 도서관과의 복합 족욕실과의 복합 카페와의 복합 음식점과의 복합

점 수 ● ● ◎ ◎ ● ○

<표 6> 사례 종합 분석 < ●:3점,상 ◎:2점,중 ○:1점,하 >

3.3. 설문조사

본 연구의 1차 설문조사는 2차 방문시 현장조사로 진

행되었고, 직접 홍보관을 방문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

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5점 척도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지 않다)로 각각 점수를 매길 수 있

도록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기간은 2012년 1월 14일부

터 2월 5일까지 조사하였고 각 홍보관 마다 40부중 사용

가능한 30부씩을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홍보관에 설문조사를 한 이용객 중 2명과 짧은 인터뷰로

응답내용을 보강하였다.

<표 7>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행동적 요소인 이벤트

공간이 79.2%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나타냈다. 감각적 요소

의 디지털 매체와 인지적 요소의 지역성과 행동적 요소의

동선유도가 49.5%로 가장 부족하고 적은 백분율을 나타냈다.

분석자와 각 홍보관 관리인과의 분석결과를 이용객과

의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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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 백분율
방사형

그래프

감 각

SENSE

색채

A,C: 아산과 진해는 특산물의 재료를 그

대로 건물에 반영하여 색채와 특산물의

연계성을 잘 보여주었다.

B,D,E,F: 건물 내,외부가 특산물과는 별

개의 색을 사용한 느낌을 받았다.

66%

형태

C,F: 건물자체의 형태만 봐도 특산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이 바로 왔다.

A,B,D,E: 건물의 크기나 형태는 멋있으

나 특산물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느

낌이 들었다.

56.1%

디지털

매 체

C: 공간마다 다른 매체 사용과 조작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 있어 좋았다.

A,B,D,E,F: 정보전달만을 위한 소수의 매체

사용으로 매체에서 흥미를 찾지 못했다.

49.5%

인 지

THINK

아이덴

티 티

C: 모든 곳에 나무를 사용한 것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오브제를 곳

곳에 배치하여 확보하였다.

A,B,D,E,F: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느끼기

어려웠다.

59.4%

지역성

E: 문경새재 내에 다른 건물들과 통일성

을 주어서 지역성을 표현하였다.

A,B,C,D,F: 건물과 지역성의 통일성이 느

껴지지 않고 특성 없는 보통의 건물들

같아서 눈에 띄지도 않았다.

49.5%

행 동

ACT

이벤트

공 간

A,B,C,D,F: 체험을 즐기는 이벤트 공간은

체험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E: 오미자라는 과일은 계절의 특성상 언

제나 체험이 불가하고 실내체험이 아닌

야외체험이라 불편한 것 같다.

79.2%

동 선

유 도

C: 바닥에 화살표 테이프로 동선을 유도

시켜 주어서 혼란 없이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D,E,F: 이용객들에게 동선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다.

49.5%

관 계

RELATE

공간의

복합화

B: 체험관 바로 옆에 음식점이 있어서

체험한 순창의 장류를 사용한 음식을 맞

볼 수 있어서 좋았다.

A,C,D,E,F: 공간과의 복합이 적어 특산물

에 대한 여운이 부족했다.

56.1%

<표 7> 설문조사로의 분석 및 이용객과의 인터뷰 응답 내용

*방사형그래프 - A:아산 B:순창 C:진해 D:임실 E:문경 F:춘천

2차 설문조사는 3차 방문 시 현장조사로 진행 되었다.

방문지는 1차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아

산과 진해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임실과 문경에서

진행 하였다. 대상지 선정은 체험마케팅 요소가 잘 갖추어

져 있는 홍보관을 경험한 이용객과 체험마케팅 요소가 부족

한 홍보관을 경험한 이용객과의 비교분석을 위함이다. 기간

은 2012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사하였고 설문지

는 129부중 사용가능한 120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설문내용은 8문항으로 지역특산물 홍보관을 계

획한다면 체험마케팅 요소는 어떤 특성을 갖길 원하는지

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통하여 분석결과를 추출하였다.

3.4. 설문조사 종합분석

(1) 응답자 일반적 사항

응답자는 120명 중 남자가 54명(45%), 여자가 66명

(55%)로 큰 차이 없는 비율로 진행되었고, 연령별로는 2

0～29세가 30명(25%)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30～39세

가 26명(21.7%), 10～19세가 23명(19.2%), 40～49세가 22

명(18.3%), 50세 이상이 19명(15.8%)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이용객들이 원하는 감각적 요소의 특성

감각적 요소
홍보관

전체
아산 진해 임실 문경

색채

특산물의 고유의 색이 있길 원

한다.
15.0(%) 11.7(%) 6.7(%) 7.5(%) 40.8(%)

눈에 띄는 포인트 색이 있길

원한다.
1.7(%) 4.2(%) 6.7(%) 4.2(%) 16.7(%)

여러 색을 사용하여 공간의 차

이를 주길 원한다.
3.3(%) 4.2(%) 5.0(%) 6.7(%) 19.2(%)

무채색으로 특산물을 강조할

수 있는 색이길 원한다.
3.3(%) 5.0(%) 5.0(%) 0.8(%) 14.2(%)

잘 모르겠다. 1.7(%) 0.0(%) 1.7(%) 5.8(%) 9.2(%)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24.076(0.020)

형태

특산물 고유의 형태가 공간에

반영되길 원한다.
10.8(%) 10.0(%) 5.8(%) 5.0(%) 31.7(%)

눈에 띄는 독특한 형태이길 원

한다.
8.3(%) 7.5(%) 10.0(%) 11.7(%) 37.5(%)

보기에 멋있길 원한다. 1.7(%) 5.0(%) 5.8(%) 3.3(%) 15.8(%)

형태가 어떻든 상관없다. 1.7(%) 0.8(%) 0.0(%) 1.7(%) 4.2(%)

잘 모르겠다. 2.5(%) 1.7(%) 3.3(%) 3.3(%) 10.8(%)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11.357(0.499)

디지털

매체

여러 매체를 사용해 고객들의

조작이 가능하여 체험 흥미를

높여주길 원한다.

17.5

(%)

12.5

(%)

11.7

(%)

12.5

(%)

54.2

(%)

공간마다 다른 매체를 사용하

여 재미를 주길 원한다.
6.7(%) 7.5(%) 9.2(%) 7.5(%)

30.8

(%)

정보를 얻을 정도의 매체만 있

길 원한다.
0.8(%) 3.3(%) 2.5(%) 2.5(%) 9.2(%)

미디어 매체가 많으면 산만하므

로 미디어 매체가 없길 원한다.
0.0(%) 0.8(%) 0.8(%) 1.7(%) 3.3(%)

잘 모르겠다. 0.0(%) 0.8(%) 0.8(%) 0.8(%) 2.5(%)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7.133(0.849)

<표 8> 이용객들이 원하는 감각적 요소의 특성

<표 8>은 감각적 요소인 색채, 형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용객들의 설문 결과이다. 먼저 색채에 대해 이용

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특산물 고유의 색이 있길 원한다’

가 전체 40.8%로 가장 높았고, 4곳의 홍보관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임실에서는 ‘눈에 띄는 포인트 색이 있길 원한

다.’는 특성도 6.7%로 같게 조사됐다.

형태에 대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아산과 진해에

서는 ‘특산물 고유의 형태가 공간에 반영되길 원한다.’가

각 10.8%,10.0%로 높았다. 임실과 문경은 다르게 나타났

는데 ‘눈에 띄는 독특한 형태이길 원한다.’가 각 10.0%와

11.7%로 높았고, 전체적으로도 37.5%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매체에 대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여러

매체를 사용해 고객들의 조작이 가능하여 체험 흥미를

높여주길 원한다.’는 의견이 전체 54.2%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홍보관 4곳에서 고르게 조사됐다. 아산과 진해에

서는 다른 보기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임실과

문경은 ‘공간마다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재미를 주길 원

한다.’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 이용객들이 원하는 인지적 요소의 특성

<표 9>은 인지적 요소인 아이덴티티와 지역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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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요소
홍보관

전체
아산 진해 임실 문경

아이덴

티 티

특산물이 모든 것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살린 아이

덴티티 표현이 있길 원한다.

10.0(%) 8.3(%) 4.2(%) 6.7(%) 29.2(%)

공간이나 건물이 아닌 하나의

오브제(물체)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길 원한다.

0.8(%) 2.5(%) 4.2(%) 3.3(%) 10.8(%)

다른 곳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독자적 아이덴티티이

길 원한다.

3.3(%) 1.7(%) 2.5(%) 0.8(%) 8.3(%)

이미 특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지

역 특산물 홍보관은 독자적 아이

덴티티를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

8.3(%) 7.5(%) 7.5(%) 5.8(%) 29.2(%)

잘 모르겠다. 2.5(%) 5.0(%) 6.7(%) 8.3(%) 22.5(%)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유의확률) 12.255(0.425)

지역성

특산물은 지역에 대표되는 것

이므로 건물도 지역을 대표하

는 랜드 마크가 되길 원한다.

11.7(%) 10.8(%) 9.2(%) 8.3(%) 40.0(%)

지역의 우수한 다른 특산물들

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지역성을 표현하길 원한다.

5.8(%) 5.8(%) 7.5(%) 9.2(%) 28.3(%)

튀지 않고 위치한 지역의 분

위기와 조화되길 원한다.
0.8(%) 1.7(%) 0.0(%) 2.5(%) 5.0(%)

지역성 보다는 특산물의 특성

이 잘 나타나길 원한다.
5.0(%) 5.0(%) 6.7(%) 4.2(%) 20.8(%)

잘 모르겠다. 1.7(%) 1.7(%) 1.7(%) 0.8(%) 5.8(%)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유의확률) 6.649(0.880)

<표 9> 이용객들이 원하는 인지적 요소의 특성

이용객들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먼저 아이덴티티에 대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전체적으로는 ‘특산물을 살린

아이덴티티 표현이 있길 원한다.’와 ‘독자적인 아이덴티

티를 가지고 있다.’가 29.2%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산과 진해에서는 ‘특산물을 살린 아이덴티티 표현이

있길 원한다.’가 각 10.0%,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실은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가 7.5%로,

문경은 ‘잘 모르겠다.’가 8.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성에 대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전체 40.0%

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 마크가 되길 원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아산과 진해, 임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다. 문경에서는 ‘지역의 다른 특산물들과의 조화로 지역

성을 표현하길 원한다.’가 9.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4) 이용객들이 원하는 행동적 요소의 특성

<표 10>는 행동적 요소인 이벤트 공간과 동선유도에 대

한 이용객들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먼저 이벤트 공간에 대

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전체 35.8%로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져서 여러 체험과 이벤트를 즐기길 원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아산을 제외한 3곳의 홍보관에서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아산은 10.8%로 ‘재밌게, 새롭게 체험하는

곳이므로 그 의도가 반영되길 원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냈다.

동선유도에 대해 이용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순서대로

동선을 표시해주는 표식이 있길 원한다.’가 전체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산과 진해, 임실과 문경

모두 고르게 높이 조사됐다. 임실에서는 ‘순서에 맞게 숫

자가 적혀 있길 원한다.’가 9.2%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행동적 요소
홍보관

전체
아산 진해 임실 문경

이벤트

공간

쉽게 접할 수 있는 특산물 이

지만 체험관은 그 특산물을 재

밌게, 새롭게 체험하는 곳이므

로 그 의도가 반영되길 원한다.

10.8(%) 6.7(%) 6.7(%) 6.7(%) 30.8(%)

체험관중 가장 중요한 공간이

므로 다른 공간보다 특산물이

잘 표현되길 원한다.

2.5(%) 2.5(%) 2.5(%) 3.3(%) 10.8(%)

한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져서 여러

체험과 이벤트를 즐기길 원한다.

10.0(%) 8.3(%) 9.2(%) 8.3(%) 35.8(%)

체험만 할 뿐 상관없다. 0.8(%) 5.8(%) 5.8(%) 3.3(%) 15.8(%)

잘 모르겠다. 0.8(%) 1.7(%) 0.8(%) 3.3(%) 6.7(%)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유의확률) 10.724(0.553)

동선

유도

동선을 유도하는 큰 오브제(물

체)가 있길 원한다.
7.5(%) 1.7(%) 2.5(%) 3.3(%) 15.0(%)

순서대로 동선을 표시해주는 표

식(바닥,벽 등)이 있길 원한다.
10.0(%) 12.5(%) 9.2(%) 7.5(%) 39.2(%)

동선대로 안내해주는 안내원이

있길 원한다.
0.8(%) 3.3(%) 1.7(%) 5.0(%) 10.8(%)

순서에 맞게 숫자가 적혀 있길

원한다.
6.7(%) 5.0(%) 9.2(%) 6.7(%) 27.5(%)

잘 모르겠다. 0.0(%) 2.5(%) 2.5(%) 2.5(%) 7.5(%)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유의확률) 17.124(0.145)

<표 10> 이용객들이 원하는 행동적 요소의 특성

(5) 이용객들이 원하는 관계적 요소의 특성

관계적 요소
홍보관

전체
아산 진해 임실 문경

공간의

복합화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점을 원한다.
7.5(%) 5.8(%) 11.7(%) 11.7(%) 36.7(%)

체험을 한 후 쉴 수 있는 카

페를 원한다.
5.0(%) 10.0(%) 1.7(%) 1.7(%) 18.3(%)

체험한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점을 원한다.
3.3(%) 2.5(%) 3.3(%) 5.0(%) 14.2(%)

체험만을 원하고 다른 공간

과의 복합은 원치 않는다.
5.0(%) 4.2(%) 4.2(%) 5.0(%) 18.3(%)

잘 모르겠다. 4.2(%) 2.5(%) 4.2(%) 1.7(%) 12.5(%)

합계 25.0(%) 25.0(%) 25.0(%) 25.0(%) 100.0(%)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18.736(0.095)

<표 11> 이용객들이 원하는 관계적 요소의 특성

<표 11>은 관계적 요소인 공간의 복합화에 대한 이용

객들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공간의 복합화에 대해 이용

객들이 원하는 특성은 ‘음식점을 원한다.’가 전체 3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진해를 제외한 3곳의 홍보

관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진해에서는 ‘카페를 원한

다.’가 1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먼저 체험마케팅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는

아산과 진해와 체험마케팅 요소가 부족한 임실과 문경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감각적 요소에서 ‘형태’에 특성만이 차

이를 보였고 다른 요소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비율은 감각적 요소에서 색채는 ‘특산물 고유의

색이 있길 원한다’가 40.8%로 높았고, 형태는 ‘눈에 띄는

독특한 형태이길 원한다.’가 3.7.5%로 높았다. 미디어 매

체는 ‘여러 매체를 사용해 고객들의 조작이 가능하여 체

험 흥미를 높여주길 원한다.’가 54.2%의 비율로 높았다.

인지적 요소에서 아이덴티티는 ‘특산물을 살린 아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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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 표현이 있길 원한다.’와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

고 있다.’가 29.2%로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성은 전체

40.0%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 마크가 되길 원한다.’가 높

았다. 행동적 요소에서 이벤트 공간은 전체 35.8%로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져서 여러 체험과 이벤트를 즐기길 원한

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동선유도는 ‘순서대

로 동선을 표시해주는 표식이 있길 원한다.’가 전체

39.2%로 높게 나타냈다. 관계적 요소인 공간의 복합화는

‘음식점을 원한다.’가 전체 36.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4. 결론

유통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지역특산물을 많은 학

자들이 연구하면서 특산물이 단지 식(食)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예로부터 농업을 중시하라

는 조상님들의 말을 기억하며 정부는 지역특산물 홍보관

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그 또한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

는다. 홍보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체험이다. 물론 특산

물의 정보전달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체험으로 몸에

익히고, 체험으로 재미를 얻으며, 체험으로 홍보하는 것

이 지역 특산물 홍보관을 건립한 실질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인들은 지역 특산물 홍보관의

유무와 위치 등 아주 기초적인 지식조차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 홍보관의 홍보는 부족하다.

체험 마케팅이라는 마케팅적 요소로 현 홍보관을 분석함으

로써 홍보관의 지금의 현주소를 알아내었다. 또한 이용객들이

진실로 원하는 지역 특산물 홍보관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특산물 홍보관은 감각적 요소를 특산물과의

연관성으로 얻을 수 있다. 색채요소는 특산물이 가지고 있

는 고유의 색을 공간에 반영해야 한다. 현 홍보관은 특산

물과 연결되지 않은 소극적 색채(66%) 사용으로 인해 특

산물과의 연관성을 결여시켰다. 이용객들은 특산물과 건물

과의 분단보다는 두 요소가 서로 통일되어 하나가 되길

원한다(40.8%). 무엇보다 지역에 대표되는 ‘특산물’이라는

주제를 가진 홍보관은 독특한 형태로써 강조되어야 한다.

현 특산물 홍보관의 형태를 보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이용객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다(56.1%). 특산물과

의 고유의 형태(31.7%)와 재미있는 요소가 합쳐지면 홍보

관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7.5%). 또한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매체를 접목시킴으로

써 이용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연출계획이 강조

되어 이용객들의 흥미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54.2%).

둘째, 지역 특산물 홍보관은 인지적 요소를 특산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아이덴티티와 그 지역의 다른 특산물

과의 조화로 얻을 수 있다. 특산물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29.2%).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일반인들

에게 특산물을 살린 아이덴티티적 요소를 만들어주기를 이

용객들은 원하고 있다(29.2%). 또한 특산물이 지역을 대표

하는 것인 만큼 지역 특산물 홍보관도 지역을 대표하는 랜

드 마크적 요소로써 자리매김을 해야할 것이다(40.4%).

셋째, 지역 특산물 홍보관은 행동적 요소는 한가지의

체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체험과 이벤트를

즐김으로 얻을 수 있다. 이용객들은 한 공간에 모여서

한가지의 체험을 원하지 않고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며

공간마다 다른 이벤트적 체험을 원한다(35.8%). 또한 그

여러 공간을 체험 할 때 동선을 표시해주는 표식 통해

체험을 유도해주길 원한다(39.2%).

넷째, 지역 특산물 홍보관은 관계적 요소를 체험으로

끝나는 홍보관 보다는 다른 새로운 공간과의 복합으로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았다(36.7%).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이용객들에게

뻔 한 체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이없는 변형과 발전으

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의 관광코스로의 자리

매김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 홍보관은 상업적으로 전시와 체험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평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산물을 평

소에 할 수 없는 비일상적인 체험으로 인해 특산물의 우

수성을 알게 되는 정보의 장이다. 또한 타 지역의 주민

들과 함께 교류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화의 장이다.

더 나아가 세계에 우리나라 특산물의 우수성과 대한민국

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림의 장이다. 무엇보다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지역특산물 홍보관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특산물 활성을 위해 홍보관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추후 연구에는 위의 정

리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산물 홍보관을 계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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