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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지역의 관광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문화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문
제 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관광객이 인지하는 관광스토리텔링의 속성, 관광지에서의 체험을 통한 진정성
(authenticity), 그리고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와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광스토리텔링의 감성, 교육성, 이해용이성, 흥미성, 테마성의 속성이 관광객의 진정성 체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광객의 진정성 체험은 관광객들의 방문의도나 
구전의도 등 관광객들의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언어학 및 인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던 스토리텔링의 속성을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지인 ‘남원’ 지역에 접목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 학문적으로 높은 의의가 있다. 또한, 남원 지역이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토리텔링 속성과 지역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광스토리
텔링 개발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에 있어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 중심어 :∣도시재생∣지역문화자산∣관광스토리텔링∣진정성∣행동의도∣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the problem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region through tourism 
storytelling and the need for economic and cultural recovery. Thus, we analyze the attributes of 
tourist-aware tourism storytelling, authenticity through experience in tourist attractions, and structural 
an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attributes of tourism storytelling's sensibility, educationality, ease of 
understanding, interest and them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ourists' authenticity experienc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henticity experience of tourists has a positive impact on tourists' intentions 
of visiting and oral intentions. 

This study is of high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pplied the attributes of storytelling, which had 
been studied in the existing linguistics and humanities, to Namwon, a representative cultural tourist 
destination in Korea. In addition, in order for Namwon to grow into a global cultural tourist destin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ourism storytelling using unique storytelling attributes and local resources, 
and furthermore, it is meaningful to suggest that various contents and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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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의 제기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
하고 있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의 곳곳에 지
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일자
리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1]. 또한, 도시가 기존
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
여 도시의 경제·사회·물리·환경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개발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1]. 도시재생은 근본적으
로 도시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기존에 형성된 생활 인프
라를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풍부한 문화
를 보급하기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도시재생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확고한 정체성 형
성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 회복에 주안점을 두
어 그 중요성이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조성이 도시재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1995년 이후부
터 주택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의 외형적인 
사업에만 치중되어 왔다[2]. 이전까지의 도시재생 사업
은 지역별 개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방식으
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지역이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유·무형의 예술, 문화재, 자연경관 등의 문화자
원들이 다수 손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3]. 이렇듯 우
리나라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역의 문화자산 유실, 지역 
정체성의 부재, 그리고 지역공동체 붕괴와 같은 여러 
도시 문제점들을 유발하였다[4]. 

도시재생 사업의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도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문화적 삶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개발 사업의 대안적 방식의 하나로
서 ‘문화재생형 도시재생 전략’이 대두되었다. 문화재생
형 도시재생이란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자산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는 도시재생의 한 형태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재
생형 도시재생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에서 각 지역의 

예술, 문화, 역사,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
퇴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5].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대두
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한 방식이 바로 ‘문
화관광’이다.

문화관광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효과를 유도하기 위
해서는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6]. 그리고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활
용한 관광콘텐츠를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6]. 이렇듯 관광객들
에게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광콘
텐츠에 대한 적절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스토
리텔링 전략은 지역의 전설, 설화, 민담, 관련 역사적 이
야기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해당 지역의 가치를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다[6]. 

관광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만
리장성, 에펠탑, 이탈리아 베로나 등의 사례가 있다. 앞
서 언급했다시피 이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들은 역
사적 이야기와 문학을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문화관광 
분야를선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이 
윤동주 하숙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 착안하여 다양
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덧입힘으로써 지속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고 있으며, 최근 윤동주에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으로도 이어지며 관광 스토리텔
링이 지역을 활성화 하고 있다[7].

관광 스토리텔링은 이처럼 관광지를 더욱 매력적으
로 느끼게 하고,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
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8]. 이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들과 관광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구축하여 친 성을 
형성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
험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8]. 특히 
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일탈적 경험의 속성이 강하므로, 관광객들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성이나 경험의 
깊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관광스토리텔링은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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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지역성, 그리고 정체성을 현재의 관광객들에게 
전달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수단이다. 이렇게 관광스
토리텔링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관광이 세계적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관광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잃어버렸
던 ‘지역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관광 스토
리텔링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관광객들이 문화유산 관
광지를 여행하며 느끼는 경험의 깊이, 그리고 최종적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
능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연구문제: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의 속성은 관광객들의 진정성 체험, 그리고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목적
현재 국가적 차원으로 관광 스토리텔링이 소실된 지

역성의 회복과 문화관광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적 발
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
만, 국내 여러 지역의 설화, 민담, 전설과 같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인 스토리텔링은 관
련 문헌이나 자료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문
학이나 역사학적 연구 이외에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고전적인 문화자산 기반 
스토리텔링을 문화관광에 활용하는 방법과 시도 등 관
광 스토리텔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6].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자산 활용형 관광 스토리
텔링을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
였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관광객이 인지하는 관광 스토리텔링의 속성, 관광객들
의 깊이 있는 체험을 통한 진정성(authenticity), 그리
고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와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 관광 스토리
텔링 전략을 활용할 때,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
사점 및 관점을 제공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광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란 듣는 이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
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다[9]. 스토리텔링은 듣는 이가 
스토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 허구
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고, 기존의 스
토리를 기반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10]. 결국, 스토리텔링은 전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향후 ‘상호작
용’을 통해 하나의 공동 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
다[11]. 결론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체험, 생각, 감정 등을 공유하면서 정서적인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개개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고방식을 바꾸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간을 재창조하기도 한다[6].

위에서 언급한 특징에 따라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
지, 관광객, 그리고 지역주민이 각 지역의 흥미 요소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스토리로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한
국관광공사는 2005년에 ‘관광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
를 공표하였고, 관광객의 체험, 다양한 관광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상호교류를 통해 만들어 나아가는 하
나의 개념임을 밝힌 바 있다[12]. 관광스토리텔링은 관
광지의 고유한 문화자산의 원형을 살려 새롭게 재창조
하려는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스토리텔링
은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의 전통계승과 발전을 기대하
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
는 중요한 개념에 위치한다. 관광지의 정체성을 효과적
으로 반영한 관광스토리텔링은 신규 관광객의 활발한 
유입을 이끌어내고, 관광객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한다. 이 뿐만 아니라,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
지의 지역주민이 지역의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지역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도 한다[13].

관광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로 이정은, 최병창
(2018)은 관광스토리텔링이 관광지를 긍정적이고, 매
력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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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고, 관광지의 스토리텔링, 러브마크가 관계의 질
과 행동의도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다
[14]. 한호성(2016)은 스토리텔링에 의한 몰입이 방문
객의 심리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으며
[15], 이량석, 조미혜(2019)는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
와 콘텐츠 효과 간의 관계,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콘텐
츠 효과가 장소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혔다
[16].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관광스토리텔링을 단
일 요인으로 측정하여 관광스토리텔링의 각 속성별 영
향 및 효과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 관광스토리텔링의 여러 속성을 각각의 변
수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관광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내용, 매체, 기법 측면으로 활용되
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만족의 효과를 
높여주는데 기여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Wallin(1965)은 관광스토리텔링을 정보, 안내, 학습, 
유흥, 선전, 영감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의 조합으로 정
의하기도 하였고[17], Sharpe(1982)는 관광지의 스토
리텔링이 주제와 환경, 매체의 적합성, 독특하고 다양한 
새로운 매체일수록 관광객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관광스토리텔링을 이해용이
성, 정보성, 교육성, 테마성, 신뢰성 및 접근성으로 구분
했다[18]. Tilden(1997)은 관광스토리텔링의 속성을 
교육성, 정보성, 이해용이성, 흥미성, 예술성, 예술성, 
전체성, 다양성, 테마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고[19], 김혜진, 최규환(2010)은 이해용이성, 감성, 교
육성, 매력성, 흥미성으로 구분하였고[20], 김동기
(2010)는 감성, 흥미성, 교육성, 이해용이성으로 구분하

였다[21]. 임성택(2014)은 흥미성, 감성, 교육성, 이해
용이성으로 구분하였으며[22], 류인평,조영호,심우석
(2014)은 교육성, 흥미성, 고유성으로 구분하였다[2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체험하고, 관광지 속에서 또다른 스토리텔링
을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점[12][79]에서 착안하
여 관광 스토리텔링을 듣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체험’
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79]. 또한, 관광 스
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객들은 진정성을 느끼고, 자신
을 둘러싼 세계와 소통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즉, 관
광스토리텔링의 속성과 진정성 체험은 관광지와 관광
객 사이에서 이야기를 연결하는 교량이자, 또 다른 스
토리텔링을 촉진하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설
명할 수 있다[79]. 덧붙여, 진정성은 실제로 경험될 수 
없으며, 관광객이 경험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가
짜 사건(pseudo-events)’일 뿐이며, 관광객에게 그럴
듯하게 꾸며져 전해지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관광스토리텔링이라고 도 설명할 수 있다. 관광
객들이 관광지로부터 역사문화적 가치를 느끼는 과정
에서 진정성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치를 느끼기 
위해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관광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할 수 있다[80].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선행연구들과 관광스토리텔링, 
그리고 진정성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관광스토리텔링
의 속성을 설정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부가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테마성’을 추가하여 ‘스토리
텔링과 해당 지역의 어울림’, ‘주제의 독특성과 창의성’ 
등의 요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관광
스토리텔링의 속성이 관광객의 진정성 경험을 위한 선

개념 Sharpe
(1982)

Tilden
(1997)

김도영
(2009)

김혜진
(2010)

김동기
(2010)

양정임
(2011)

손병모, 
김병수
(2011)

Choi, 
Choi, 
Choi

(2011)

Yang, 
Lee

(2011)
임성택
(2014)

류인평, 
조영호, 
심우석
(2014)

Choi, 
Jun

(2014)

Jeon, 
Ha, 
Kim

(2016)

김윤정
(2016)

이해 
용이성 ○ ○ ○ ○ ○ ○ ○ ○

교육성 ○ ○ ○ ○ ○ ○ ○ ○ ○ ○ ○ ○
테마성 ○ ○ ○ ○
흥미성 ○ ○ ○ ○ ○ ○ ○ ○ ○
감성 ○ ○ ○ ○ ○ ○ ○

매력성 ○ ○ ○
고유성 ○ ○ ○ ○ ○

표 1. 관광스토리텔링의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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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변수로서 의의가 있음[79][80]을 밝히며 관광스토리
텔링의 속성을 ‘이해용이성, 교육성, 흥미성, 감성, 테마
성’으로 설정하였다. 

2. 진정성 
진정성(authenticity)은 그리스어로 ‘완전무결한 힘

의 소유(to have full power)’, 독일어로 ‘진정한 자아
에 대한 관심, 진정성 추구에 대한 문화’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24]. 이와 같이 진정성(authenticity)은 전통
적인 문화, 문화가 지니는 원형과 실체, 그리고 해당 문
화만의 독특한 특성을 의미한다[25][26]. 현대에 접어
들어서 진정성 개념이 대두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급
변하는 사회 속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인간 소외현
상, 개인의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다수
의 현대인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진정성을 추구하는 문
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27].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진정성 추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 역시도 기존의 관광을 그
대로 답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관광객들은 관광 속에서 자신이 직접 참
여하고, 진정성을 느끼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
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객들의 
‘진정성 체험’에 주목하였다[28][29]. 

진정성은 MacCannel(1973)의 무대화된 진정성
(staged authenticity) 개념이 제시된 이후로 논의되
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도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0]. 또한 진정
성의 경우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다[26]. 하
지만 명백한 사실은 현재의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진
정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진정
성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에
서의 진정성 논의는 필요성하다고 판단된다. 진정성은 
관광지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및 경험을 통해서만 지각
되고, 지각된 진정성은 관광지에 대한 만족, 재방문 의
도 등의 다양한 사후 평가의 척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
문에 이와 같은 연구는 학술적, 실무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30-32].

진정성의 개념은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대면할 수 있
는 관광대상에 대한 진정성(objective related 
authenticity),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여러 체험과 경험
을 하며 느끼는 데서 오는 관광활동관련 진정성(activity 
related authenticity)이 있다. 관광대상에 대한 진정성
은 다시 객관적 진정성(objective authenticity)과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으로 구분될 수 있
다. 관광활동관련 진정성은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로 설명할 수 있다.

‘객관적 진정성’은 관광지와 그 안의 관광대상 혹은 
체험의 진위여부에 집중한 개념으로, ‘본래의 모습과 내
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구성적 진정성’은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진정성’으로 관광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체험이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대상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 측
면에서 사회적 상징과 이미지가 투여된 것을 보는 것으
로 상대적, 상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적 진정
성’은 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자아를 되찾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덧붙여 실존적 진정성은 자

Bruner
(1994)

Wang
(1999)

Chronis
(2003)

Jamal 
& Hill
(2004)

조명환, 
양봉석
(2004)

김진수
(2005)

장영수, 
최진철
(2007)

양봉석
(2007)

김지선, 
이훈

(2009)
조태영
(2009)

김의근
(2010)

서용석, 
김지훈, 
이훈

(2010)

석금영, 
김남조(2

010)

김지선, 
이훈

(2011)

객관적 
진정성 ○ ○ ○ ○ ○ ○ ○ ○ ○ ○ ○ ○ ○

구성적 
진정성 ○ ○ ○ ○ ○ ○ ○ ○ ○ ○

실존적 
진정성 ○ ○ ○ ○ ○ ○ ○ ○ ○ ○

표 2. 진정성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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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회복에서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까지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경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26].

진정성과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최정자(2013)는 관광객의 관광지에 대한 정체성 
인식, 진정성체험, 그리고 관광지 평가 간의 구조적 관
계를 검증했고[2], 조아라(2009)는 각 지역의 지역성 
혹은 정체성을 발굴하고, 연출에 의한 지역 정체성 각
인의 중요도와 관광객의 경험 속 ‘진정성’을 동시에 고
려하는 것이 관광분야에 있어 중요 핵심 요인임을 밝혔
다[33]. 송주연, 김남조(2018)는 근대문화유산관광지를 
대상으로 객관적 진정성, 체험, 실존적 진정성, 만족 간
의 영향관계를 규명했다[34]. 남윤희, 엄서호(2016)는 
세계유산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계
유산 관광지에서의 진정성을 측정하고, 진정성 차원에 
근거한 진정성 영향요인을 도출했다[35]. 박은경(2013)
은 문화유산 관광에서 관광자가 인식하는 진정성을 고
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정성 차원이 관광자의 만
족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36]. 

본 논문에서는 진정성 개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과 실존적 진
정성을 변수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행동의도 
의도(intention)란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이나 계획을 뜻하며 이러한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
질 확률을 의미한다. 의도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행동
의도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해 어떤 행
동을 하려는 의도이며[37],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38]. 

때문에 행동의도는 체험, 경험과 평가과정을 통해 형
성된 가치와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실제 소비행동

을 유도하기 때문에[39] 주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인으로 여겨진다
[40]. 문화관광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자의 의사결
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41] 관광자들의 행동의도를 이해하
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42-45]. 행동의
도는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46], 관광분야에서는 특히 관광객의 행동을 객
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사용하고 있다[46-50]. 송학준·이충기(2015)는 템플스
테이 체험요인이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주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하였으며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행동의도를 
구분하였다[49]. 김도희·박병진(2013)은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긍정적 소개의도로 행동의도를 구분하였으며
[47], 김홍길(2012)은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긍정적 구
전의도로 행동의도를 세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 

행동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 관광
객의 체험, 경험과 관광자의 태도는 향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행동의도와의 영향 
관계 규명은 중요하며[51], 문화관광 분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
여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다양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경험·체험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라고 정의하며, 방문의도와 긍정적 
구전의도, 추천 의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관광객이 인지하는 관광스토리텔링의 속

성, 체험을 통해 지각되는 만족을 포함한 진정성, 그리
고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와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행동의도의 구분
김홍길(2012)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긍정적 구전의도

김도희, 박병진(2013)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긍정적 소개의도

윤아영, 윤지환(2013) 재방문의도, 재관광의도, 주변추천

송학준, 이충기(2015)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황승미 외(2016) 재방문의도, 호의적 구전의도

표 3. 행동의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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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각으로 느껴지고, 지각
되어 표상을 형성하는 인식능력을 의미하는 속성이다. 
감성 자극을 통한 관광체험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비롯
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52]는 선행연구 등을 통
해 특정 관광지 속에서의 체험에 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어왔다. 특히 감성은 진정성과의 상
관관계가 높다고 연구되어 왔는데, 감성과 진정성의 상
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감성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
다[34][5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감성이 진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1. 감성은 객관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감성은 구성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감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성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해당 관광지의 문화나 
생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이다. 한숙
영, 엄서호(2005)는 문화유산 관광지의 체험에서 관광
객이 관광자원을 통해 보고, 느끼고, 이를 통해 학습의 
기회를 얻는 등의 교육성이 중요한 속성임을 밝혔다
[54]. 또한, 양봉석(2006)과 여영숙(2011)은 교육성이 
진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76][77]. 이렇듯 교육성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교육성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이 실증적으
로 검증되었다[55]. 이에 앞선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지각하는 교육성이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육성

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교육성은 객관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교육성은 구성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교육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해용이성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이다. Tilden(1997)과 이장
주, 박석희(1999)는 관광객의 진정성 체험을 극대화시
키는 중요한 변수로 이해용이성을 강조하였다[19][56]. 
이렇듯 이해용이성 변수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이해
용이성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해용이성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이해용이성은 객관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이해용이성은 구성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이해용이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흥미성은 해당 관광지에 대하여 특별히 끌어당기는 
감정, 경향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 흥미성과 진정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변수녀, 최병길(2007)과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흥미성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침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57][78].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흥미성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0. 흥미성은 객관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1. 흥미성은 구성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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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2. 흥미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테마성은 관광객들에게 가치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
해 제공되는 어떤 독특하면서도 의미있는 주제를 설명
하는 속성이다. 테마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테마성
이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이 실증적으로 검증되
었다[57][5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테마성이 진정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고,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3. 흥미성은 객관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4. 흥미성은 구성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15. 흥미성은 실존적 진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진정성은 관광지의 문화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
화적 원형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문화관
광에서의 진정성 논의가 강조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문화유산의 상품화에 있어 그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정성 확보가 중요하다[59]고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
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진정성 변수가 행동의도, 만
족, 충성도 등 관광객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검증이 다수 존재한다[55][60-63]. 진정성과 행동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객관
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간 정(+)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64][6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진정성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
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6. 객관적 진정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구성적 진정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8. 실존적 진정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표 4]와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표 5]와 같이 측정항목을 구
성하여 변수별로 각각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남원의 관광스토리텔링을 접한 

예비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설문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 상황을 고
려한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
용하였고, 연구원과 모집단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설문
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스토리텔
링인 ‘춘향전’의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여행루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유의미한 표본 400부를 획득하였고, 이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5와 AMOS 23을 활

변수명 조작적 정의
감성 스토리텔링을 통해 감각되고 지각되어 표상을 형성하는 인식능력을 의미하는 속성

교육성 스토리텔링을 통해 해당 관광지의 문화나 생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

이해용이성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

흥미성 해당 관광지에 대하여 특별히 끌어당기는 감정, 경향 혹은 태도를 의미하는 속성

테마성 관광객들에게 가치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어떤 독특하면서도 의미있는 주제

객관적 진정성 관광지와 그 안의 관광대상 혹은 체험의 진위여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관광대상에 대한 상징적인 체험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관광객이 체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아를 되찾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행동의도 자신의 경험·체험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

표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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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일반회귀모형과 달리 인
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수의 종속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를 위한 적절한 

분석 기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변수명 측정항목 참고문헌

감성

1. 남원의 이야기에는 추억과 낭만이 있다.
2. 남원의 이야기는 충분한 감성을 자아낸다.
3. 남원의 이야기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4. 남원의 이야기는 정감이 간다.
5. 남원의 이야기는 잊지 못할 감동을 제공한다.
6. 남원의 이야기는 오래토록 기억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민경(2014), 민보영(2014), 
최미란(2015), 장민지(2017)

교육성

1. 남원의 이야기는 교훈적이다.
2. 남원의 이야기를 통해 남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3. 남원의 이야기를 통해 남원의 사회, 문화, 역사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4. 남원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남원의 이야기를 통해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해용이성

1. 남원의 이야기는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남원의 이야기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3. 남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원지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4. 남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원지역의 역사유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남원에 얽힌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다.

흥미성

1. 남원의 이야기를 통해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2. 남원의 이야기에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3. 남원의 이야기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접해보고 싶다.
4. 남원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5. 남원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집중이 잘 되었다.
6. 남원에 얽힌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7. 남원의 이야기를 보는 동안 즐거웠다.

테마성

1. 남원의 이야기에는 확실한 테마가 담겨있다.
2. 남원은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며 더욱 유명해졌다.
3. 남원의 이야기는 남원의 역사유적이나 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력 있게 표현한다.
4. 남원의 이야기는 남원과 잘 어울린다.
5. 남원의 이야기를 통해 남원을 떠올리면 연상되는 것이 있다.
6. 남원의 이야기는 남원 고유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특징이 있다.
7. 남원의 이야기는 다른 도시의 이야기와 차별화되어 있다.
8. 남원의 이야기에는 남원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김홍범, 이정원(2007), 김지숙(2008), 
김홍범, 이정원(2008), 김홍범, 

김지숙(2011)

객관적 진정성

1. 남원의 전반적인 건축물들과 전시물들은 과거, 그 시대의 실재 건축물과 전시물일 것이다.
2. 남원의 과거,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남원의 역사적 시대상과 전통문화인 옛 조상들의 생활터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4. 남원에서의 전통공연, 체험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다.
5. 남원이 조선시대 당시 실제 마을의 모습일 것이다.
6. 남원은 조선시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7. 남원의 조선시대 옛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Kolar & Zabkar(2010),

변찬복, 조선배(2010), 김지선(2011), 
변찬복(2012), 박주영(2012), 

최정자(2013)
박은경(2013), 최정자(2014), 

장호, 서태양(2014), 남윤희(2016), 
이충기(2020)

구성적 진정성

1. 남원의 전통 민속놀이나 공연들은 과거에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것과 동일할 것이다.
2. 남원의 전통적인 건축물들은 전반적으로 감명적인 인상을 줄 것이다.
3. 남원은 시대적 분위기와 지역적 색채를 보여주는 매력적인 경관과 역사문화적인 장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것이다.
4. 남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삶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일 것이다.
5. 남원의 경관과 문화는 책과 TV에서 본 것과 유사할 것이다.

실존적 진정성

1. 남원 방문은 역사적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2. 남원에서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들은 진짜 본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3. 남원 방문을 통해 역사와 전통, 문화적 특색과 관련된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남원 방문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남원 방문을 통해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 남원과 남원의 문화가 나에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행동의도

1. 나는 가까운 미래에 남원을 방문하겠다.
2. 향후 남원에 방문할 의도가 있다.
3. 향후 남원 방문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것이다.
4. 남원 방문을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5. 남원을 친구나 지인에게 권유하겠다.
6. 남원을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겠다.

김영미, 김종은(2011), 윤세목, 
노용호(2005), 이승곤, 양승탁, 

한지훈(2012)

표 5. 변수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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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은 남성이 219

명(54.8%)로 여성 181명(45.3%)보다 많았으며, 연령대
는 50대 이상이 144명(36%), 20대가 128명(32%), 40
대가 81명(20.3%), 30대가 41명(10.3%), 10대가 6명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학 졸업이 
189명(4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가 90명
(22.5%), 대학 재학이 50명(12.5%), 대학원 재학이 38
명(9.5%), 기타가 31명(7.8%), 대학원 졸업이 2명
(0.5%)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154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상~300
만원 미만이 74명(18.5%), 100만원 미만이 63명
(15.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54명(13.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7명(9.3%),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18명(4.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서는 전문직이 109명(27.3%)으로 가장 많았
으며, 주부가 94명(23.6%), 대학(원)생이 91명(22.8%), 
일반 사무직이 75명(18.8%), 자영업이 25명(6.3%). 중
고등학생이 6명(1.5%)로 나타났다.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수별 측정지표들에 대한 타당

도(Validity)를 검증하고자 SPSS 25를 활용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KMO(Kaiser-Meyer-Olkin) 수치는 기준치인 0.5보
다 높은 0.976이므로 본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함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χ
²=6749.271(p=0.000)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78.623%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모형의 설계 
단계에서 총 9개의 공통요인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존적 
진정성변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어 결과적으
로 총 8개의 공통요인으로 연구모형이 변경되었다. 이

문항 요인 적재량
1 2 3 4 5 6 7 8

행동
의도

(intent)

intent1 0.704 0.280 0.255 0.251 0.243 0.187 0.114 0.111
intent2 0.632 0.164 0.192 0.215 0.160 0.135 0.427 0.232
intent3 0.713 0.222 0.211 0.112 0.144 0.223 0.255 0.241
intent5 0.630 0.210 0.336 0.230 0.297 0.180 0.117 0.135

객관적 
진정성

(object)

object5 0.187 0.805 0.209 0.134 0.174 0.135 0.187 0.122
object6 0.342 0.684 0.117 0.299 0.153 0.148 0.102 0.213
object7 0.160 0.667 0.245 0.293 0.223 0.211 0.181 0.140

교육성
(edu)

edu3 0.388 0.242 0.636 0.230 0.212 0.171 0.008 0.223
edu4 0.228 0.169 0.707 0.171 0.235 0.228 0.284 0.116
edu5 0.249 0.261 0.665 0.200 0.084 0.277 0.245 0.127

구성적 
진정성
(const)

const2 0.284 0.358 0.241 0.638 0.167 0.197 0.165 0.133
const3 0.208 0.350 0.209 0.588 0.372 0.201 0.146 0.181
const4 0.207 0.267 0.201 0.592 0.115 0.291 0.250 0.280

감성
(sense)

sense1 0.318 0.235 0.131 0.168 0.617 0.346 0.220 0.134
sense2 0.191 0.275 0.260 0.059 0.621 0.183 0.407 0.189
sense6 0.246 0.174 0.180 0.344 0.675 0.147 0.101 0.262

이해
용이성
(under)

under1 0.156 0.148 0.270 0.235 0.131 0.681 0.208 0.277

under2 0.257 0.219 0.257 0.168 0.281 0.709 0.075 0.064

흥미성
(inter)

inter4 0.303 0.199 0.276 0.459 0.247 0.136 0.514 0.127
inter6 0.289 0.284 0.243 0.239 0.261 0.154 0.624 0.138
inter7 0.414 0.220 0.209 0.176 0.265 0.358 0.593 0.087

테마성
(theme)

theme2 0.211 0.202 0.193 0.183 0.223 0.127 0.103 0.801
theme5 0.280 0.202 0.108 0.215 0.194 0.434 0.172 0.542

eigen-value 13.371 0.927 0.816 0.736 0.682 0.556 0.524 0.471
분산설명(%) 58.135 4.029 3.548 3.199 2.967 2.418 2.279 2.047
누적설명(%) 58.135 62.164 65.712 68.912 71.879 74.297 76.575 78.623

신뢰도 계수 0.901 0.859 0.850 0.843 0.840 0.750 0.856 0.732

표 6.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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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이성과 테마성의 두 변수는 2개의 측정문항만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Koh, 
Chang, Kang(1997), 노경희, 김창수(2006), 권혁인, 
주희엽, 이재화(2011), 최윤슬, 이경렬(2013), 황인호, 
김대진(2016)의 연구와 같이 2개의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논문이 다수 존재하고, 요인
적재량 역시 0.5 이상으로 나타나 두 변수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71-75]. 따라서, 본 
연구는 총 8개의 공통요인이 도출되었다.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대상으로 Cronbach’s Alpha(α)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개별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66].

3.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및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MIN=434.680, CMIN/DF=2.060, CFI=0.902, IFI=0.904, 
TLI=0.924, RMR=0.089로 나타났다. RMSEA는 0.094
로 본 모형의 모든 지수가 적합은 아니지만 수용 가능

한 수준이며, 다른 지수값들이 기준을 상회하므로 본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
재량은 [표 7]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요인들의 개념 신
뢰도(CR)가 기준치 0.7을 상회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
다[67].

다음으로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적재량을 
측정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준화 계수의 기준은 0.5 이상으로 보았으며, 
유의성(C.R.)은 1.965이상으로 보았다. CR값과 AVE값
의 경우 일부 변수에서 일부 변수가 0.7~0.9의 수용범
위[68]에 못 미치는 0.5수치를 상회하였는데, 탐색적 
연구의 경우 허용하는 수준으로 보았다[69]. 본 연구의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적재량은 0.7이상이며, 유의성이 
1.965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확보하였으므로 확인
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끝으로, 판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판별타당
성은 인과관계를 검정할 요인들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별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잠
재변수 간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판별타당성이 존
재한다고 본다[70]. 분석결과,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대부분의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값보

구성개념 항목 요인적재치 표준요인적재치 C.R값 p값 CR AVE

감성
sen6 1.000 0.787

0.917 0.789sen2 1.120 0.924 11.800 0.000
sen1 1.076 0.946 12.111 0.000

교육성
edu5 1.000 0.856

0.882 0.715edu4 0.927 0.829 10.853 0.000
edu3 0.954 0.852 11.279 0.000

이해용이성 under2 1.000 0.536 0.461 0.299under1 1.044 0.559 4.870 0.000

흥미성
inter7 1.000 0.895

0.909 0.769inter6 1.020 0.894 14.197 0.000
inter4 0.904 0.842 12.594 0.000

테마성 theme5 1.000 0.622 0.552 0.381
theme2 0.979 0.613 5.956 0.000

0.868 0.687객관적 진정성
object5 1.000 0.772
object6 0.948 0.804 9.395 0.000
object7 1.016 0.906 10.084 0.000

구성적 진정성
const4 1.000 0.778

0.859 0.671const3 1.035 0.846 10.275 0.000
const2 1.058 0.833 10.084 0.000

행동의도

intent1 1.000 0.848

0.927 0.761intent2 1.071 0.939 14.318 0.000
intent3 1.083 0.919 13.783 0.000
intent5 0.781 0.776 10.305 0.000

*p<0.05, **p<0.01, ***p<0.001

표 7.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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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 앞
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 허용되는 수치를 충족한 변수 이해용이성과, 테마
성은 낮게 도출된 AVE값의 영향으로 판별타당성 역시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
만, 탐색적 요인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결과적으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4. 가설 검정 결과 
가설검정에 앞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

였다. CMIN=233.462, CMIN/DF=38.910, NFI=0.916, 
IFI=0.918, CFI=0.918, RMSEA=0.310으로 나타났다. 
CMIN값과 RMSEA값은 부적합하지만, 추정할 모수의 
양이 많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지수의 적합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기타 지수값들이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본 모형의 적합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은 가설 검정을 위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관광스토리
텔링의 이해용이성과 객관적 진정성 간의 가설 <H7>은 
기각되었으나, 그 밖의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었다. 관광
스토리텔링의 이해용이성 속성에 대한 가설 <H7>의 기
각은 남원 지역과 춘향전의 스토리텔링이 관광객들에
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해당 스토리텔링이 
관광객들에게 관광지가 얼마만큼 잘 보존되어 있고, 실
제 역사적인 배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성변수 1 2 3 4 5 6 7 8 Mean SD
감성

(sense)
1

[0.888]
교육성
(edu)

***
0.694

1
[0.845]

이해용이성
(under)

***
0.685

***
0.701

1
[0.546]

흥미성
(inter)

***
0.771

***
0.751

***
0.677

1
[0.876]

테마성
(theme)

***
0.679

***
0.629

***
0.654

***
0.650

1
[0.617]

객관적 진정성
(object)

***
0.685

***
0.679

***
0.608

***
0.706

***
0.621

1
[0.828]

구성적 진정성
(const)

***
0.740

***
0.727

***
0.696

***
0.771

***
0.694

***
0.771

1
[0.819]

행동의도
(intent)

***
0.747

***
0.765

***
0.668

***
0.799

***
0.675

***
0.696

***
0.744

1
[0.872]

**p<0.01, [ ]는 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임

표 8. 판별타당성 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경로계수 t값 p값 채택여부
H1 감성→객관적 진정성 0.255 0.202 3.569 *** 채택
H2 감성→구성적 진정성 0.172 0.173 3.617 *** 채택
H4 교육성→객관적 진정성 0.224 0.221 4.076 *** 채택
H5 교육성→구성적 진정성 0.157 0.174 3.796 *** 채택
H7 이해용이성→객관적 진정성 0.047 0.041 0.809 0.418 기각
H8 이해용이성→구성적 진정성 0.133 0.132 3.046 0.002 채택
H10 흥미성→객관적 진정성 0.281 0.259 4.430 *** 채택
H11 흥미성→구성적 진정성 0.285 0.295 5.964 *** 채택
H13 테마성→객관적 진정성 0.168 0.149 3.111 0.002 채택
H14 테마성→구성적 진정성 0.189 0.189 4.642 *** 채택
H16 객관적 진정성→행동의도 0.298 0.307 7.172 *** 채택
H17 구성적 진정성→행동의도 0.568 0.522 12.191 *** 채택

*p<0.05, **p<0.01, ***p<0.001

표 9. 가설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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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스토리텔

링을 통해 지역의 소실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 경
제, 문화적 발전이 필요하다[5]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
었다. 본 연구는 잠재 관광객 400명을 대상으로 관광객
이 인지하는 관광스토리텔링의 속성, 관광지에서의 체
험을 통한 진정성(authenticity), 그리고 행동의도 간
의 구조적 관계와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들의 진정성(authenticity)에 관광스토
리텔링의 다섯 가지 속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관광스토리텔링의 ‘감성’ 속성은 Mcintosh & 
Prentice(1999)의 연구에서 검증된 것과 같이 감성 자
극을 통한 관광에서의 진정성 체험이 관광객의 만족도
를 비롯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
며[52], 정산설, 이훈(2018), 송주연, 김남조(2018)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의 결과를 살
펴보면, 감성이 객관적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력(0.202)
이 구성적 진정성에 미치는 영향력(0.173)보다 큰 것으
로 볼 때, 관광객들의 감성은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관광루트 등의 인공적인 관광대상에서보다 실제 역사·
문화유적이라고 느껴지는 관광 대상과 콘텐츠를 접했
을 때 더 큰 감성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라고 보인다.  따라서, 관광객의 감성을 유발하기 위해
서는 관광스토리텔링을 통해 추억과 낭만을 상기시키
는 것이 중요하고, 관광객들의 추억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스토리가 제공되어야 함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대중적인 감성 메
시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성은 문화유산 관광지의 체험에서 관광객이 관
광자원을 직접 보고, 진정성을 느끼며 학습의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밝힌 선행 연구들과 맥락이 
일치한다. 관광객들은 남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남원 
지역의 사회·문화·역사적 지식을 획득하려는 보이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남원 지역과 춘향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며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봉석(2006), 여영숙
(2011), 변찬복, 한수정(2013)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육성은 관광객들의 학습 기회가 
공급자에 의해 임의로 꾸며진 테마파크 등의 인공 관광
대상(0.174)에서보다 실제 역사유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적(0.211)에서 더 크게 충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관광스토리텔링의 교육성을 통해서 관
광객들은 진정성을 느끼지만, 남원 지역과 춘향전의 경
우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친숙한 
관광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육적 지식을 실제 역사유적에서 확인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에서 관광
객에게 교육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관광스
토리텔링 제공과 더불어 스토리텔링에 등장하는 실제 
관광지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동선이나 관광 루트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해용이성은 Tilden(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관
광지의 스토리를 관광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공하면
서 관광객의 진정성 체험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변수임
을 확인하였다[19]. 특히, 관광객들에게 설득력 있는 관
광스토리텔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의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의 전달에 용이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자세한 묘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장주, 박석희(1999), 
손병모, 김동수(20110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
과이다. 하지만, 이해용이성이 객관적 진정성에는 유의
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원의 실제 역사유적지보다 현재, 역사적 고증을 바탕
으로 꾸며진 테마파크 등의 인공 관광지가 전 연령에게 
관광스토리텔링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음
을 반영한 지표라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남원
지역과 춘향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관광객에게 대중
적으로 알려져 있어 현시점에서 스토리텔링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선한 관점의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중적인 남원과 춘
향전의 기존 스토리텔링은 더 이상 관광지에 대한 열망
과 흥미유발을 제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남원의 역사유적지에서는 관광객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슨트 전문인력의 고용,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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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 대여, 정보제공을 위한 조형물 설치, 팸플릿 제
공 등을 이어나가면서 춘향전과 남원의 스토리텔링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창작된 창의적인 구조물, 문화예술
축제, 그리고 관광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흥미성 역시 장호, 조태영(2016)의 흥미성과 진정성
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
었는데[57], 남원의 관광스토리텔링을 관광객들이 흥미
롭게 느끼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알려져 친숙하지만 다
양한 체험이 함께 제공되었을 때 즐거움을 느껴 진정성 
체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변수녀, 최병길(2007)의 선행연구 결
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흥미성의 경우 실제 관
광지에 대한 객관적 진정성(0.259)과 임의로 조성된 구
성적 진정성(0.295)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
데, 관광객들이 느끼는 관광 스토리텔링의 흥미성은 체
험을 통해 진정성을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
향을 미칠 뿐 관광지의 역사적 사실 유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흥
미유발을 위한 관광스토리텔링과 체험이 함께 제공되
어야 하기 때문에 새롭고 재미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테마성 역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진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호, 조태영(2016), 변수녀, 최병길(2007)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의 결과, 남원
은 ‘춘향의 고장’으로써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
를 테마로 널리 알려지며 유명해진 관광지라는 점이 관
광객들에게 각인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관광객들이 남원 지역을 떠올리면 
춘향의 이야기가 떠오르며 남원을 대표하는 테마로서 
정체성을 구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관광객들의 진정성 체험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변찬복, 
한수정(2013), 김지선, 이훈(2009), 이태희, 윤설민
(2013), 류인평, 최인경(2014), 박은경, 조문수, 최병길
(2014), 이정민, 이태희(2019), 강현우, 이상호(2020)
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의 결과, 
관광객들은 방문이나 관광지 추천에 있어서 실제 관광

지가 역사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지(0.307)보다 전 연
령의 이해가 용이하고, 전통적이며 매력적인 관광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조성된(0.522) 관광지를 더 선호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광객들은 남원의 관광지가 
춘향이 살던 조선시대 당시 실제 마을의 모습을 얼마만
큼 잘 보존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객
관적 진정성을 느꼈고,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삶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되어 감명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인공물들과 매력적인 경관에 구성적 진정성을 느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객들의 관광 
경험에 진정성을 느끼게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
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
의 태도 변화를 유발하여 결국 긍정적인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스토리텔링은 관광객들에게 감성, 
교육성, 이해용이성, 흥미성, 테마성을 제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관광객,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감을 형성하며 
지역의 관광스토리텔링을 함께 구축해 나아가고 발전
시켜야 한다. 지역이 가진 고유의 스토리텔링의 발굴과 
지역 고유의 색채를 살린 관광지 개발 및 구축에 힘써
야 한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

점을 가진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 첫째, 기존의 언
어학 및 인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오던 스토리텔링의 속
성을 문화유산 관광지에 접목하여 ‘관광 스토리텔링’으
로써 연구를 진행한 점에 학문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속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테마성’이라는 속성을 추가
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현재 남원의 주요 관광지에 초점을 맞춰 시나리
오를 제작하여 설문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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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남원 지역
의 관광스토리텔링의 연구에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관광스토리텔링의 
속성들이 객관적 진정성보다 구성적 진정성에 강한 영
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원지역의 관광스
토리텔링은 더 이상 춘향전과 춘향의 고장으로서의 역
사적 장소 고증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상황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발전을 토대와 
기회로 삼아 관광객들에게 ‘잘 구성된’ 구성적 진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관광 스토리텔링과 관광콘텐츠 창출을 
통해 관광객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관광 스토리텔링의 속성 중 교육성은 구성
적 진정성보다 객관적 진정성과의 영향관계가 큰 것으
로 보아 관광객들이 객관적 진정성을 느끼는데는 교육
성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을 시사
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흥미성, 테마성과 같은 속성은 
구성적 진정성과의 영향관계가 큰 것으로 보아 관광객
들이 구성적 진정성을 느끼는데는 흥미와 테마를 중심
으로 창의적이고 구성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을 논
의할 수 있다. 

세 번째, 새롭게 구성된 관광 스토리텔링과 관광콘텐
츠는 관광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속성과 역사적 장소 등
을 고려한 창작극, 음악, 축제, 스포츠 등의 OSMU 
(One Source Multi Use)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며, 스토리텔링이 지닌 기본적인 상호적용적 특성을 고
려하여 개발된 콘텐츠가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어필되
는지에 대한 세 한 중간점검이 필요함을 논의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산을 통한 관광 스토리텔링은 
관광자의 진정성 경험을 위해서 관광지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광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지의 동선을 하나의 스토리텔링 
전개구조와 같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하고, 다
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는데 공헌하였으나, 다
음의 한계점을 내포한다. 우선, 표본과 시기의 편중성이 
존재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남원의 모든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된 상황에서 실제 남원의 관광객들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할 수 없어 남원 지역의 여행 시나리
오가 제공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시기
가 짧아 단편적인 연구일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
반화를 위해 설문 시기의 폭을 보다 넓혀 자료를 얻는 
종단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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