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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연구개념에 대해 이론연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도출 

후 실증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인구비례표본출로 전국단위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25.0과 AMOS25.0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나타난 연구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관광목적

지의 자원매력은 관광객의 체험간 영향 관계는 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체험과 러브마크와의 영향 관계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체험과 애착 간의 관계에서도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브마크와 애착 간 

관계는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었다.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 간에 긍정적이며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지역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만큼 지역적 정서, 의미, 그 외 많은 그것이 함께하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자원의 관광행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역적 색(色)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 역

사 유용한 자료이기에 보호, 보존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설문조사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

으로 전국단위로 연구가 되었으나 연차적인 조사로 관광객 특성의 변화가 요구된다.

주제어 : 관광목적지, 자원매력, 체험, 러브마크, 애착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source attraction, entertainment experience, 

love mark, and attachment of tourist destinations. A theoretical study was conducted on each research 

concept to achieve the proposed research purpose. Based on this,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after deriving a questionnaire based on this, and a non-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nationwide 

using population-proportional sampling. The empirical study was confirmed through the statistical 

programs SPSS25.0 and AMOS25.0. The resource attractiveness of the tourist destination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he influence on the tourists' experi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and the love mark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A positive (+) relationship was also fo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attachmen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mark and 

attachment did not form a significant relationship.Because it reflects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a 

useful material for local culture and history, so protection, preservation, and active program 

development are required.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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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V 프로그램이나 SNS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관광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매체

를 비롯한 SNS에서 노출이 많이 되었던 지역을 우선으

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관광목

적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관광지에서는 방문지역 자

원의 독특성, 차별성, 특이성으로 지역 간 경쟁력을 가지

기 위해 많은 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다. 더욱이 관광목적

지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여러 가지 전략적 접

근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의 유무

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에 대

해 추억할 수 있는 관광자원 꺼리로서 제공할 수 있다.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은 수동적 활동에서 

적극적인 활동인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변화

하고 있다. 더욱이 소극적이며 단체관광중심에서 적극적

인 개별체험중심형 개별관광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많

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1]. 관광목적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광목적지 자원의 매력으로 관광객

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적극적인 방문을 유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연구는 이미 일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

더라도 관광목적지가 타 관광지와는 달리 관광객 자신들

에게 친밀성, 유대감을 뛰어넘는 우호적인 감정적인 관계

인 사랑 매크(love mark)로의 형성은 관광목적지는 물

론 목적지 내 관광자원의 매력성은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는 관광목적지로서 친밀성과 심리

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원의 매력성이 

타 관광목적지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도한다. 

그리고 관광지와의 친밀성을 형성하며,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광객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결과적으로 제공되는 

경험치 결과로 인간적 친밀성인 중 하나인 사랑, 존경 등

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결국 관광객은 관광목적지의 자원

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과 특수성은 관광객에게 긍정적이

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고려할 

때 관광목적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 중 하나

인 애착으로 관계로 결과로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관광목

적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목적지, 연구자의 시각과 다양한 

연구개념과 방법론으로 시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체험, 러브

마크, 애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나타난 결과의 의

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매력성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적인 산물에 대해서 마음속

에서 전반적인 신념이나 느낌 등과 매력적인 산물에 대

한 상대적인 중요성의 결합한 것이다[2]. 관광객들의 관

광행동을 유발하며, 관광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유⋅

무형의 대상을 포함한다. 관광지 매력성은 관광지에서 방

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관광지

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 개별 관광객들이 느끼는 

감정, 의견, 믿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3]. 관광지 매력

성에 관해서 많은 연구자를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자

들에게 관심은 물론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매력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실무자들에게 

관심이 있으며 관광지를 활성화를 큰 노력을 했다. 매력

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관광지는 앞으로도 발전을 기대하

기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4]. 이러한 선행연구

의 결과를 비롯한 실증연구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관광자

원의 매력성은 관광목적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큰 역

할을 한다.

2.2 체험

체험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자극, 구매 전후 활

동의 결과로 제공되는 자극에 따른 반응이고, 개인적인 

사건이다[5]. 기업의 마케팅에 따라 구매 전후에 따른 자

극에 대한 반응이다[6]. 결과적으로 체험은 제품 혹은 서

비스를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을 조절 관리하여 관광객에

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7,8]. 체험은 여러 가지 의미로 고찰할 수 있다. 더욱이 

경험은 직간접으로 관련한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

지만 Schmit(1999)는 체험은 마케팅 노력으로 구매 전

후에 제공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직접적인 관찰이나 

참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며 관광객에게 감각 체험을 제

공하여 점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강력한 이미지

를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 결국 재화·상품·서비

스의 단계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감각을 제공하는 체험

으로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2.3 러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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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2004)는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연결된 브

랜드가 러브마크로 규정하였다[10]. Robert(2004)에서 

나타난 근거로 고려한다면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고, 어떤 느낌을 주는가에 따라 선택을 하

고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나 느낌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Pawle & Cooper(2006)는 러

브마크를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

하여 강화하며, 친밀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강력

하고 독점적인 관계로 규정하였다[11]. 러브마크의 주요

한 요인으로서 사랑(love)과 존경(respect)의 차원을 제

시하였고 소비자가 열렬하게 사랑하는 요인으로 브랜드, 

이벤트, 경험 등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러브마크는 

어떤 대상과 브랜드의 지속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성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감성적인 관계 형성과 가

치 인식의 상태이다[12]. 러브마크가 소비자와 감성적으

로 관계와 유지가 되므로 단순히 브랜드의 의미보다 브

랜드와 소비자의 친근하고 감성적인 반응이다.

2.4 애착

인간이 해당 장소에 감성적인 유대감을 가지는 과정이 

애착이다[13]. 해당 환경에서 만나는 경험은 목적지와 개

인과 관련하여 물리적이며 사회적 환경에서 파악할 수 

있다[14]. 장소애착은 관광목적지에서 방문객들이 시각

적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

한 감성적 연결은 개인의 관광목적지에 대한 호의적 평

가와 충성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광목적지에 대한 지

식을 증가시킨다[15]. 결과적으로 관광목적지나 특정 장

소에 대해 애착 정도 및 선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이고, 지역에 대한 애호도와 선호도가 높은 방문객일수록 

해당 지역에 대한 긍정적 구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심

정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3.1 연구설계

3.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근대문화 유산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

으로 한 연구로서, 근대문화 유산이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하는데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체험, 러브마크, 애

착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

형을 설정하고 이론적이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Attraction

LoveMark

Experience

Attachment

H1

H2

H3

H4

Fig. 1. Research Model

3.1.2 연구가설 설정

3.1.2.1 가설 1 : 자원매력과 체험과의 관계

관광목적지에서 자원매력과 경험과 관계는 윤정헌

(2008)은 목적지의 자원의 특성은 관광객의 긍정적인 경

험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16]. 하동현(2012)도 관광자원 

매력성이 관광체험에 관계가 있다[17,18]. 이러한 관점으

로 볼 때 연구가설의 결과는 물론 관념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은 관광객의 체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2 가설 2 : 체험과 러브마크와의 관계

체험과 러브마크 간의 관계는 당연한 관계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체험과 러브마크와의 관

계는 현저히 미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체험과 러브

마크의 관계의 근거로 볼 수 있는 Pine & Gilmore(1998)

의 연구[19] 이후 후속 연구를 비롯한 관계된 다수의 선

행연구를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

과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체험으로 인해 관광목적지에 

대해 사랑, 존경, 적극적 관심 등으로 표현되는 러브마크

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18].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관광목적지의 체험은 목적지 애착에 유의한 영

향 관계가 있을 것이다.

3.1.2.3 가설 3 : 체험과 애착 간의 관계

체험과 애착 간의 관계에 있어 연구자들이 여러 대상

과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목적지에서 체험이 관광

객의 만족, 재방문에도 유의한 관계는 물론 가설설정이 

근거는 최혜정․이충기․오승희(2020), 유광길(2017), 무시

원․이기육(2016) 등을 비롯한 매년 많은 연구자와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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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 관광목적지에서 체험은 목적지 애착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다.

3.1.2.4 가설 4 : 러브마크와 애착 간의 관계

러브마크와 애착 간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러브마크가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그것처럼 대상에 대해 사랑과 존경 등인 심리적인 감

정으로 인해 목적지에 대한 우선적 행동·행위 및 행동의

도에 관련성이 있다고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관념적으

로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승훈

(2016)[12] 등의 연구 결과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관광목적지의 러브마크는 애착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다.

3.2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3.2.1 매력

매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있으며 연구자의 관점

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관광목적지 매력 기준으로 Cheng et al. (2013)이 주장

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본 연구에서도 고유성과 자

연적, 경관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따라서 Gartner(1989), Hu & Ritchie(1993), 

Formica & Uysal(2006), Cheng et al.(2013)의 연구

를 근거로 연구목적에 맞게끔 수정ㆍ보완하여 4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측정척도는 동의 정도에 

따라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5)는 것으로 5점 리

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2.2 체험

선행연구를 근거로 고찰하면 관광목적지의 관광자원

인 관광 후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

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험은 많은 연구

자가 연구되었지만 Schmit(1999)의 체험경제학에서 오

락적 체험만을 체험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맞게끔 수정ㆍ보완하여 4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하고

자 한다. 측정척도는 동의 정도에 따라 전혀그렇지않다

(1)-매우그렇다(5)는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3.2.3 러브마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강화하며, 친밀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Roberts(2004), 이승훈(2016)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러브마크로 단일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측정척도는 동의 정도에 따라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5)는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3.2.4 애착

선행연구 결과에서 파악하면 연구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다. 그러나 Ryan(2005)의 논리를 받아

들여 관광객과 독특한 장소나 지역에서 보이는 결속, 정

서적인 유대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Ryan(2005), 

최열과 임하경(2015), 제상호(2015), 김정헌(2017)의 연

구를 근거로 연구목적에 맞게끔 수정ㆍ보완하여 3개 문

항 단일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측정척도는 동의 정

도에 따라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5)는 것으로 5

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3 표본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체험, 러브마

크, 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각각의 연구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를 근거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실증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전국 패널 망을 구축한 인터넷 조

사업체에 의뢰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

상의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표본추출 방법인 인구비례

표본추출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및 분석

을 위한 SPSS25.0과 AMOS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

까지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이내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전주, 군

산 등 지역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표본추출방식으로 설문대상

자를 선정하였다.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19(Covid-19)로 인터넷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설문지 

500부 이상을 목표로 하여 분석이 가능한 535부를 획득

하여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22, 23]. 본 연구에서는 수

집된 데이터를 기초로 연구목적에 맞게끔 수정, 가공하여 

2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인구통계적인 분석을 위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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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하여 각 연구개념의 신뢰도분석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타당도 검정을 하였다. 연구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요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구성개념 간의 관계는 구조모형을 통해 그 결과를 파악

하고자 했다.

4. 실증연구

4.1 인구통계적인 특징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유효한 535명에서 나타난 표본

의 특징을 보면, 성별은 남자 269명(50.3%), 여성 266명

(49.7%)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29세 이하 93명

(17.4%), 30~39세 95명(17.8%), 40~49세 118명

(22.1%), 50~59세 125명(23.4%), 60~69세 104명

(19.4%)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74명

(13.8%), 전문대 재학 및 졸업 67명(12.5%), 대학교 재학 

및 졸업 334명(62.4%), 대학원 이상 60명(11.2%)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47명(8.8%), 

주부 89명(16.6%), 전문직 99명(18.5%), 직장인 212명

(39.6%) 농축산업 2명(0.4%), 대학생 44명(8.2%), 기타 

42명(7.9%)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은 서울166명

(31.0%), 부산 39명(7.3%), 대구 33명(6.2%), 인천 31명

(5.8%), 광주 13명(2.4%), 대전 12명(2.2%), 울산 10명

(1.9%), 경기도 138명(25.8%), 강원도 7명(1.3%), 충북 

8명(1.5%), 충남 13명(2.4%), 전북 10명(1.9%), 전남 4

명(0.7%), 경북 12명(2.2%), 경남 30명(5.6%), 제주도 4

명(0.7%), 세종 5명(0.9%)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개념인 관광목적지의 자원매

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의 타당성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개념의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

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측정변수의 타당

성과 신뢰도 분석에 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각각

의 연구개념에 따른 전체 15개 항목에 대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위해 Varimax 회전하였으며 요인분석의 결과

는 KMO =.871, Barettle구형성=4151.505, DF=105, 

p=. 00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15개 항목의 총 분

산설명력은 70.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들

의 요인 적재치 최소값이 .634에서 최고 .860으로 나타

나고 있다.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기준타당성, 내

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

증을 위해 내적일관성 검정은 신뢰도계수 값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 모든 요인의 신뢰도계수가 .769 이상으

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측정변수의 탐

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은 보통 0.3, 0.4, 0.5 기

준[20]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 0.5이상 기준으로 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판단한 결과 결과값들이 상이하고 

통계적 지수로 제시된 기준이상으로 정해진 지수는 없다

[21]. 타당성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나눌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

구에 근거보다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되므로 이론 생성과정에 가깝고, 데이터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

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측정변수는 반드시 잠재

변수로만 영향을 받고 다른 요인과 연관되지 않는 것으

로 가정된다. 이처럼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 검증과정에 

가까운 이론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22]. 따

라서 각각의 연구개념을 연구목적에 맞게끔 수정·보완하

였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동시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

Stand. 

estimate
CR Alpha

Attrac
tion

Uniqueness .634 .556 12.743

.844
Environment .815 .825 19.924

Landscape .830 .851 21.283

Cultural .805 .805 -

Experi
ence

Fun .747 .683 11.789

.769
Special .623 .603 10.420

Refection .784 .697 14.369

Stress .765 .722 -

Love

Mark

Image .830 .772 21.858

.801
Trust .772 .806 22.832

Sensibility .847 .885 27.267

Charm .872 .875 -

Attachm
ent

Attention .848 .745 16.935

.843Satisfaction .860 .870 18.516

Importance .792 .790 -

Eigen Value 5.785 1.979 1.606 1.271

Variance 38.567 13.192 10.710 8.475

Total Variance 38.567 51.759 62.469 70.943

KMO =.87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test=4151.505, DF=105, p=.000
χ2=322.192, DF=84, GFI=.922, AGFI=.889, NFI=.923, CFI=.942, 

RMR=.041 

* p<0.05, ** p<0.01,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research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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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

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χ2=322.192, DF=84, GFI=.922, 

AGFI=.889, NFI=.923, CFI=.942, RMR=.041, CMIN/DF=4.836, 

p=.000 표준화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CR의 절

대값이 1.96보다 높아 유의수준에 못 미치는 변수는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상관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타당성분석에서 나타난 

연구개념의 자원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 간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의 

활용 계수는 Pearson 상관관계 계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음식관광 상품의 이미

지, 애착이 장기지향성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는 상호 유

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22].

Factor M SD ① ② ③ ④

Attraction 3.236 .756 1.000

Experience 4.222 .651 .374** 1.000

LoveMark 2.814 .854 .483** .439** 1.000

Attachment 3.786 .647 .383** .374** .279** 1.000

* p<0.05, **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관광목적지의 자원매

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의 가

설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

도는 χ2=402.556, DF=86, CMIN/DF=4.681, RMR=.070, 

GFI=.906, TLI=.906, CFI=.923, AGFI=.869, p=0.000으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일부 

지수인 AGFI 등이 통계적 기준에 미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계적 지수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종합적으로 판

단하면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력

과 체험 간의 관계는 .534(CR=9.516), 체험과 러브마크 

간의 관계는 .900(CR=10.006) ,체험과 애착 간의 관계

는 .454(CR=6.281)로 유의한 영향관계로 정(+)의 관계

로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브마크와 애착 간의 관계

는 .067(CR=1.100)간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유의한 관계

를 형성하지 않고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

마크, 애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그 의미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하였다. 나타난 결과에서 관광목적지인 근대문

화 유산지역을 대상으로 방문한 관광객이 자원매력, 오락

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 간의 관계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

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기

본적인 자료 제공 등 그 목적으로 하고자 삼고자 했다.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연구개념에 관

해 이론연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도출 후 

실증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실증연구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25.0과 AMOS25.0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나타난 연구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관광목적지의 자원매력은 관광객의 체험 간 영향 관

계에서 본 연구에서 가설설정 근거가 된 선행연구인 윤

정헌(2008), 하동현(2012) 등을 비롯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연구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자원의 매력은 관광활동을 할 수 있

는 동기로서 주요한 역할은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관광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체험과 러브마크와의 영향 관계에서 본 연구에

서 가설설정의 근거가 되었던 Pine & Gilmore(1998)

를 비롯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던 Pawle & 

Cooper(2006) 등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론연구

와 실증적인 연구를 고려하면 관광객 개개인의 관광목적

지에서의 체험을 결과로써 관광목적지에 대하여 긍정적

이며 적극적인 감정인 사랑과 존경으로 볼 수 있는 러브

마크(LoveMark)에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셋

째, 체험과 애착 간의 관계는 가설설정이 되었던 최혜정․

이충기․오승희(2020), 유광길(2017), 무시원․이기육

(2016) 등의 연구를 비롯한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난 결

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결국 관광목적지에서 관광객이 목

적지 특성과 관광객들을 위한 적절한 체험꺼리가 제공이 

Path Estimate
Stand. 

estimate
CR Results

Attraction → Experience .398 .534 9.516 Accept

Experience → LoveMark .900 .574 10.006 Accept

Experience → Attachment .434 .454 6.281 Accept

LoveMark → Attachment .041 .067 1.100 Reject

χ2=402.556, DF=86, CMIN/DF=4.681, RMR=.070, GFI=.906, TLI=.906, 
CFI=.923, AGFI=.869, p=0.000

* p<0.05, ** p<0.01,

Table 3. Hypothesis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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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목적지에 대한 러브마크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광목적지에 적합하고, 관광지

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체험꺼리 제공이 된다

면 관광목적지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인 애착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러브마크와 애

착 간 관계에서 이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에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승훈

(2016) 등의 연구를 근거하였다. 그렇지만 실증연구 결

과에서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연구개

념인 러브마크와 애착이 관광목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

심, 행동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으므로 실증연구 결과에서

는 유의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관광목적지의 자원

매력, 오락적 체험, 러브마크, 애착 간에 긍정적이며 유의

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지역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

된 만큼 지역적 정서, 의미, 그 외 많은 것이 함께하고 있

다. 관광자원으로서 새로운 자원의 관광행동으로 관광행

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역적인 특색인 유일성과 공

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 역

사적으로 유용한 자료이기에 그 가치에 대해 보호, 보존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객

들에 대해 음식뿐만 아니라 목적지에서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요소 등 고객들의 요구와 욕구는 물론 시대적 흐

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미 실증연구 통해 확보한 연구자료를 가지고 연구목적

에 맞게끔 재가공하여 확인하였다. 실증연구에서 전국단

위 조사인 센서스 결과에 근거한 인구통계적 표본으로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를 최대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연차적인 조사로 관광객 특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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