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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문화콘텐츠는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이 되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신

들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

재생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문화적으

로 낙후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새로이 리모델링함으로써 도시 내 유휴공간을 지역의 특화된 문화

예술 공간으로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지역 특화 관광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ERVQUAL을 통해 유휴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문화콘텐츠가 관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

고자 한다. 

키워드: 관광산업(tourism industry),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 

유휴공간(idle space),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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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관광산업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색깔을 보완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그 지역이 가지는 문화콘텐츠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이 되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문화콘텐츠

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콘

텐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 도시에서 상대적으

로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새로이 

리모델링함으로써 도시 내 유휴공간을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공간으

로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지역 특화 관광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

며 이는 자연히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과거의 삶, 생활방식을 포함하

여 도시의 건물 및 공간 또한 쇠퇴하였다(Kim, 2020). 

이에 기존의 많은 도시들이 과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낙후된 공간으로 전락하여 지역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이에 최근 이러한 과거의 낙후된 공간을 도시재생을 통하여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개발되어 

결국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im and Lee, 2013).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유휴공간의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SERVQUAL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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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을 통해 제공되는 문화콘텐츠가 관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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