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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세계 랜드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핵심요소로 하는 차별성과 독창성 그리고 지역민과 방문객

이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꺼리를 통하여 랜드화에 성공하 다. 경쟁 이고 모방 인 축제보다는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를 함유한 지역축제는 독창 인 랜드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문화 ․경제  경쟁

력 확보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발 시키는 최고의 지역 자산이 될 것이다. 축제 랜드

를 구축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차별화 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변별력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개 그리고 감성의 시 에 가장 강력한 마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랜드 자산을 

방문객에게 달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은 창조․감성의 시 에 맞는 축제의 방향성과 패러다임의 핵심동인으로 지역 이미

지 개선과 경제 활성화 등 장기 인 지역발  기반 구축과 차별화된 지역 문화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문화 ․경제 으로 가장 요한 자원인 지역축제의 성공을 해서는 일률 이

고 단기 인 기획과 로그램 구성,  심의 일방 인 운  등이 아닌 참여․공유․소통을 시하는 스

토리텔링 기법의 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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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ly branded culture festival in the region as a key component to the originality and 

distinction and with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to share experience and has succee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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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Developing The best areas will be an asset.
In order to build this world-class festival brand differentiation strategy above all, must be a 

top priority, Discrimination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culture and sensibility in the 
age of the most powerful marketing tool that is being presented through storytelling brand 
assets to be passed on to visitors should.  Thus the creation of storytelling festivals. Sensitivity 

of the festival right direction and in an era of paradigm key drivers of the local economy, such 
as image enhancement, and building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based 
on quality of life by creating a local culture can improve will Region's cultural an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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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995

년부터 각 지역의 통 인 자원과 독특한 문화에서 

 요소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상으로 경쟁

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

화  삶의 특징을 보존하고 발 시키는 목 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이익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수단으로 경쟁 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축제는 지역의 고유성을 표 하기보다는 외지에서 방

문하는 객들의 수, 외국인의 참여 수, 축제의 재원 

규모 등으로 평가하는 경제  논리가 우선시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개발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 

지역축제를 통과 문화가 결합한 지역 발 의 유력

한 안으로 지역민 화합, 통문화 계승, 삶의 질 향상

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 인 측면보다는 자치장

의 선심성 행정과 인기 합주의에 따른 지역민 소외, 

무분별한 남발로 인한 부실화, 산의 낭비 그리고 지

역 행정력 손실 등의 부정 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역문화의 보존․계승․발 과 지역민의 자발  참

여․화합을 목 으로 하는 축제가 돈벌이로서 지역의 

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역기반의 

독창성이나 차별성이 없는 유사 축제나 로그램을 경

쟁 으로 개최하여 축제의 질을 하하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는 것이 실이다. 

세계 인 랜드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핵

심요소로 차별성과 독창성 그리고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꺼리를 통하여 랜드화

에 성공하 다. 경쟁 이고 모방 인 축제보다는 지역

의 차별화된 문화를 함유한 지역축제야말로 독창 인 

축제 랜드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문화 ․경제  경

쟁력 확보 뿐 아니라, 세계 축제로의 상과 지역의 문

화와 정체성을 보존․발 시키는 최고의 지역 자산이 

될 것이다. 

축제의 랜드를 구축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차

별화 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변

별력 있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개를 통해 랜드 자산

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감성의 시 에 가장 강

력한 마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극 으로 활용하여 랜드 가치를 방문객에게 달하

여야 한다. 

차별화되고 독창 인 스토리텔링을 심으로 기획된 

지역축제와 로그램은 축제의 랜드 자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며, 이 게 구축된 랜드 자산은  방

문객의 사후 행동의도에 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화  분야

의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축제의 랜드 자산에 미치는 향과 방문객의 사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달성을 해 구체 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 로 축제 스토리텔링, 축제 

랜드 자산, 사후 행동의도의 구성개념을 하게 조

작 으로 정의한다.

둘째, 축제 스토리텔링, 축제 랜드 자산, 사후 행동

의도의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를 토 로 도출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증 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합성을 검토한다.

셋째, 축제의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이 지역축제 랜

드 자산과 사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축제 스토리텔링, 지역축제 랜드, 사후 

행동의도의 향 계에 따른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론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연구 목

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 인 측면에서는 축제 스토리텔링의 선택  속

성을 통해 지역축제의 랜드 략을 도출할 수 있는 

구성요소의 추출과 스토리텔링의 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한 구체 인 방안 제시

와 효과를 규명할 수 있어 련 분야의 확장과 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다.

실용 인 측면에서는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을 활용

하여 강력한 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다양한 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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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 보다 다각 인 측면에서 방문객의 사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활용  운 단서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문화 정체성 보존, 지역문화 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스토리텔링의 범 한 근 방안

을 제시하고 축제를 통한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 인 랜드 구축을 한 효율 인 마

 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축제
지역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

역의 동질성과 자립을 추구하는 문화  활동으로 통

문화를 보 하고, 공동체 인 유희본능을 충족시키는 

참여와 실천의 장이며, 지역문화의 표출로 지역 사회의 

정신 ․물질 ․감성 ․지 인 것의 총체  복합물

로서 술과 문화를 포함한 생활방식, 인간의 기본권리, 

가치체계, 통  신앙을 포함한 민족이나 특정지역의 

주민이 공감하는 유․무형의 문화 상 일체이다[1]. 

축제는 지역의 특정한 주제, 개최시기, 의 참여, 

주기  다양하고 복합 인 로그램을 주요 요소로 문

화와 이 목되는 행사로, 지역의 역사와 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출하는 지역의 자

존과 화합의 행사이며, 지역문화의 계승․발 에 그 의

의가 있다[2]. 지역과의 역사 인 상 성속에 생성․

승된 통 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지역축제는 개최

지 이미지의 제고, 기반시설의 강화, 지역주민의 자 심 

고취, 통문화의 보존과 재발견 등 사회문화 인 효과

와 지역특산물 매의 증가, 지역고용의 증가, 지방정부

의 세수입 등 해당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경제

인 혜택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3].

1995년 이후 지역축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략으

로 인식되면서 양  성장은 하 으나, 정체성과 문화성 

그리고 지역 호응도 없는 축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

다. 이에 2006년부터 정부는 지역축제의 정책방향을 

양 에서 질 인 경쟁력 강화로 바꾸기 시작하 고 지

역 활성화에 정 인 향을 끼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미의 축제는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을 복합

으로 지니고 있어 성격을 뚜렷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

으며 분류기 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문화체육 부에서는 개최목 에 따라서 지역축제를 

주민화합축제, 축제, 산업축제, 특수목 축제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로그램 구성에 따라서는 

통문화축제, 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축제의 유형 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

선행연구 분류기 축 제 유 형

문화체육관광부
(1996) 개최목적 주민화합형, 관광형, 산업형, 특수 목적형

정강환
(1996) 주제자원

농업특산물, 전통공업특산물, 지역 기후 
및 지형적 특성, 꽃(식물), 음식·음료, 역
사적 사건·인물, 연극, 음악 등

김우재
(1999) 테마 만남, 추억, 신혼여행, 혼자, 소망과 기원, 

건강과 효도, 자녀와 함께
손대현·박상현

(2000) 규모 대형이벤트, 축제이벤트(페스티발), 소형
이벤트

이정록
(2003) 주제 지역전통, 역사인물, 자연특성, 생태환경, 

예술, 산업경제
박근수
(2004) 브랜드특성 학습형, 전통문화형, 예술형, 위락형, 식

물관상형

제갈돈·
이곤수·
송건섭
(2006)

브랜드특성 전통문화형, 위락형, 복합형

주제자원 무형문화, 농업특산물, 유형문화, 음식·
음료, 약재, 유·무형 문화

프로그램 전통문화형, 기타형, 종합형
개최목적 관광축제, 산업축제
주체기관 기초단체, 광역단체

김한수
(2007) 특성 전통역사, 자연생태, 예술, 지역경제형

 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스토리텔링
2.1 스토리텔링의 정의
사 으로 이야기하는 행 를 뜻하는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에 한 정의는 학문분야  학자들에 따

라 다양한데, 우선 으로 문학에서의 규정을 보면 ‘스토

리(Story)'와 '텔링(Telling)'이 결합된 합성어로 이야

기(story)와 말하다(tell) 그리고 재진행형(-ing)의 의

미를 담고 있다. 스토리의 일반 인 특징은 인물, 배경, 

사건 등 기본 인 구성요소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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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소 분 류

일반적 
형태

이야기(story, tale), 내러티브(narrative), 설명
(account), 연대기(chronicle), 역사(history), 뉴스
(news), 리포트(report) 등

일 시 적 
구전형태

일화(anecdote), 소문(rumor), 풍자(hearsay), 가십
(gossip), 조크(joke) 등

지 속 적 
구전형태

우화(fable, parable), 신화(myths), 전설(legend), 
속담(proverb), 동화(fairy tale) 등

문학 
형태

단편(short story), 소설(novel), 서사시(epic), 드라마
(drama), 비극(tragedy), 희극(comedy), 패러디
(parody), 풍자(sarrire), 파르스(farce) 등

시각 
형태 만화, TV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발레 등

하는 서사 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최혜실[4]은 스토리

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첫째,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근본 인 한 

가지 방식이다. 

둘째, 이야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 된다. 

셋째,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반면 실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다. 모든 책에는 마지막 장이 있고 모든 

샷(shot)에는 마지막 샷이 있다. 

넷째, 이야기는 이 으로 된 시간 인 시 스

(sequence)이다. 두 종류의 시간성에는 이야기된 것의 

시간성과 문학에서의 독서시간, 화에서의 상 시간 

등의 시처럼 이야기 행  자체에 걸리는 시간성이다. 

다섯째, 모든 서술행 는 담론이다.

역사  으로 보면 스토리는 신화, 설, 우화처럼 

말로 시작되었지만 문자의 생성으로 소설과 같은 과 

그림이 있는 민화 등으로 진화하고 발 되었으며, 20세

기에 들어오면서 화,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상물

로 그 범 가 차 확 된 것이라 할 수 있다[5]. 스토리

는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근본

인 틀로서 사고와 감정을 필터링해서 보여 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사고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다양한 형식으로 발화한 것이 스토

리텔링이다. 즉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를 밖으로 표출

시키는 방식을 뜻한다[6].

스토리텔링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끊임없이 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야기(story)를 한다는 것, 다시 말

하면 스토리텔링은 재의 상황에 한 요성과 화자

와 청 의 상호작용이라는 행 의 측면이 강조되는 단

어이다. 이러한 장성과 재성이 요시되기 때문에 

이야기(story)는 이야기하기의 행 (story telling)에 

이 맞추어진다. 이러한 이야기(story)의 분류를 살펴

보면 일반  형태, 일시  구 형태, 지속  구 형태, 

문학형태, 시각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5].

표 2. 스토리의 분류[5]

 

2.2 지역축제 스토리텔링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수성과 보편 인 가치를 방문객에게 달하는 방

법으로 고유한 특성과 주제 등을 이야기로 만들고, 이

를 다양한 미디어로 가공해서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면

서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스토리는 방

문객이 축제를 받아들이고 축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

록 만든다. 

스토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종국에는 비논리 인 축

제를 합리 인 상이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을 말한다. 여기서 발휘되는 방문객의 이해력은 과정의 

합리성과 결부된 이해력이 아니라 우연성과 수용 가능

성을 결합하는 스토리에 상응하는 이해력이다. 하나의 

스토리가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는 것처럼 축제의 스

토리텔링도 다양한 콘텐츠의 형태로 스토리가 재 되

거나 활용되고 있다. 축제에 따라 스토리텔링의 활용 

양상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개 스토리는 축제의 

유래를 설명하기 한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축제 소개 동 상, 홈페이지, 포

스터, 축제 로그램의 일부로서 공연물 등이 제작되고 

있다[7].

이주 [8]에 의하면 스토리텔링과 은 깊은 연

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

입한 마 이 이슈화되고 있는 있는데, 그 이유는 

재 의 개념이 과 다른 개념으로 바 었기 때

문이다. 과거의 의 개념이 둘러보기 등을 통한 휴

식이라는 1차원 인 무엇이었다면, 재의 은 감성 

그리고 그 감성의 욕구를 만족시켜  체험이 요시 되

고 있고, 이러한 감성  체험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가장 극 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의 스토리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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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축 제 명 스 토 리 주요 로그램

대
표
축
제

강진청자
문화제

고려시대 집단적인 
청자 생산지

강진청자의 교류, 소통
청자편종 연주회

진주남강
유등축제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진주대첩)

고유제, 초혼점등
세계풍물등과 한국 등

최
우
수
축
제

금산
인삼축제

백제시대 강처사의 
효성(고려인삼)

강처사 서바이벌
궁중비책관
전통민속 체험

김제
지평선축제

세계 최고최대의 벽
골제(농경문화)

단야낭자 인형극
벼고을 신명 마당놀이

문경
찻사발축제

찻사발(생활용구), 
전통망댕이가마

선조도공추모제
민속놀이 경연

양양
송이축제

수십년 자란 소나무 
솔잎과 송이

산신제, 길놀이
버섯채취 체험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우리나라 차의 시배
지(대렴공추원비)

 섬진강달빛차회
대한민국 차인 한마당

함평나비
대축제

함평천지, 친환경, 
나비

함평나비오케스트라
아하! 나비구조대

화천산천어
축제

산천어와 수달이 
사는 청정지역

산천어 얼음낚시
얼음나라 투명광장

은 단순한 이야기의 달이 아닌 필요에 따라 역사 인 

사실을 재구성하고, 허구 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축제 

방문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토

리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 와 장소 그리고 사회를 

월하여 존재한다. 한 지역사회와의 계에서 재구

성되기도 하고 새롭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스토리

의 활용은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과 통성 그리고 

역사  당 성뿐 아니라 축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과거의 문화 산업은 하드웨어 심의 물리  개

발에 을 둔 반면에 는 감성  요소가 가치를 

창조하는 시 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스토리텔링

이 감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소비자의 꿈과 감성을 자극해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

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자원이 되고 있다[9].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역사  상 성 속에서 많은 이야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매력물로서 지식, 문화, 창의, 감성 등 다양

한 이야기 소재를 충분히 활용한 개발이 가능하다. 

표 3. 주요축제와 스토리 그리고 텔링의 사례

 자료 : 각 축제 홍보사이트에서 연구자 발췌

2.3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
문화   축제 장소마 을 한 스토리텔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ilden[10]은 해설을 포함한 

스토리텔링은 방문지 환경에 한 자의 경험을 축

해 주는 교육  활동이고, 환경에 한 정보 달성

과 달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를 증진시켜

으로써 심과 흥미를 유발시킨다고 하 다. 사실 인 

정보의 달에 주력하기 보다는 매체와 직  경험을 통

해 이야기 내용이 특성별로 다양하게 지 련성을 

보유하며, 지의 사실 부분보다는 체  내용과 해

설 상별로 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교육성, 정보성, 이해용이

성을 강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토리텔링의 문화 자원해설의 만족도 측정에서

는 흥미성, 교육성, 리드성, 테마성, 합성, 신뢰성을 

측정항목으로 제시하 고, 해설이 객의  

효과를 극 화시키는 측정요인으로는 정확성, 신뢰성, 

명료성, 테마성을 이용하 다[11][12].

소은 [13]은 스토리텔링이 이미지의 형성에 미

치는 향에서 스토리텔링의 수요  측면과 공  측

면으로 근하여 스토리텔링 요소를 기술성, 시각성, 감

성, 역사성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으며, 스토리텔링 

요소가 지의 다양한 이미지 형성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목시킨 지에 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 다.

최인호[14]는 체계 이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텔링 

로그램은 객들이 산과 해변의 멋진 풍경을 체험하

는 것 보다 객 개개인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체험

을 선사 할 수 있으며,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자원을 발 시키고 알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 다. 지 스

토리텔링에 한 탐색  연구로 스토리텔링에 

한 개념화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 스토리

텔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양정임 외[15]는 스토리텔링의 요요소에 따른 

지 러 마크 기 성과에 한 연구에서 정서  감

성, 교육성, 지역의 고유성, 사회·문화성, 묘사성, 흥미

성 등 6개의 요인으로 근하 으며, 김동기[16]는 

스토리텔링의 하 차원을 감성, 흥미성, 교육성, 이해용

이성으로 측정하 으며, 교육성은 장소성 인식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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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환경  인식과 경험․활동  인식에 향을 미치

고, 이해용이성은 물리․환경  인식에, 흥미성은 정

서․상징  인식에, 감성은 경험․활동  인식에 향

을 미친다고 하 다. 한 경험의 요인을 인 계, 

휴식, 자유, 역사문학성으로 측정하 으며, 스토리

텔링과 경험간의 향 계에서 스토리텔링의 

감성은 인 계, 휴식 그리고 자유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혜진[17]은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가 목

지 매력지각, 랜드 자산, 랜드 가치에 미치는 

향연구에서 이해용이성, 감성, 고유성, 교육성, 매력성, 

흥미성 6개의 요인으로 스토리텔링 변수를 구성하 다.

손병모 외[18]는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을 고유

성, 매력성, 교육성, 흥미성, 이해용이성, 감성 등의 변

수로 구성하여 객의 만족도  충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흥미나 감성이 높아지고 이해가 용이

하여 교육  효과가 제공될 때 객들의 만족도  

충성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표 4. 문화관광 선행연구의 스토리텔링 측정항목

연구자 측 정 항 목

Tilden(1997) 교육성, 정보성, 이해용이성, 흥미성, 예술성, 전체성, 
다양성, 테마성

박명희(1999) 흥미성, 교육성, 리드성, 테마성, 적합성, 신뢰성

안윤지(2003) 가치성, 흥미성, 고유성, 교육성, 진정성, 신기성, 
특이성

김수진(2007) 매력성, 평판, 생동감, 신뢰성, 교육·테마, 감성, 
이해용이성

소은영(2008) 기술성, 시각성, 감성, 역사성
김도영(2009) 지역성, 역사성, 독특성, 흥미성
양정임·안옥남

(2009)
정서적 감성, 교육성, 지역의 고유성, 사회·문화성, 
묘사성, 흥미성

김동기(2010) 감성, 교육성, 이해용이성, 흥미성

김혜진(2010) 이해용이성, 감성, 교육·테마, 고유성, 매력성, 흥미
성

신현식(2010) 이야기(고유성, 특별성), 표현(시각적, 행동적, 
감성적), 상호작용(재미성, 흥미성, 신뢰성, 교육성

손병모·김동수
(2011) 고유성, 매력성, 교육성, 흥미성, 이해용이성, 감성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통

문화를 보 하며 사회․문화  습이 제의 , 유희  

요소로 표 되고 체험하는 지역의 상징  문화행 이

며,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해 지역을 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삶과 원형을 제의 , 유희  요소로 표 하

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표 기법으로 지역

의 상징  문화행 를 드러나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 다[19].    

3. 브랜드 자산  
랜드는 특정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다른 경쟁

사의 제품과 구별하기 해 사용하는 수단이고, 경쟁사

와 구별되면서 해당제품을 식별하게 하는 랜드 네임, 

로고, 심벌 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제품 는 서

비스에 고객의 인식과 감정이 부가된 무형의 재화이며 

랜드 아이덴티티와 랜드 이미지의 결합체로 정의

된다[20].

랜드 자산이란 소비자가 특정 랜드에 해 호감

을 갖게 됨으로써 랜드에 붙이게 되는 상품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을 의미하며, 강력한 랜드는 소비자의 마

음속에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게 할 뿐만 아

니라, 우선 인 구매 상으로 여겨지게 하므로 차별

인 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치열한 경쟁

에서 우 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21].

랜드의 다양한 역할들을 바탕으로 랜드는 자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소비자 

심의 산업사회에 어들면서 랜드 자산은 기업이 보

다 심을 가지고 리해야 할 마  개념으로 떠올랐

다. 한 성공 인 랜드는 경쟁  이 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랜드 자산에 한 연구가 마  

부문의 핵심 인 연구 역으로 부각되면서 학계와 업

계의 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22].

손삼호[23]는 지방자치단체의 목 지 랜드자

산에 한 연구에서 랜드인지, 지각된 품질, 랜드 

이미지를 목 지 랜드자산의 측정항목으로 제시

하 으며, 한 목 지의 고유성, 경쟁지역과의 차

별성, 독창성, 호의 인 목 지 랜드, 단순한 상

품명이나 슬로건이 아닌 시각 ․청각  요소를 포함

한 랜드 구축이 목 지의 랜드 자산을 증진시

킬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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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숙[24]은 목 지의 랜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향 계를 악하는 연구에서 랜

드 자산을 랜드 인지, 랜드 이미지, 랜드 가치, 

랜드 만족, 랜드 애호도 등 총 다섯 가지로 측정하

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에서 랜드 자산의 구성요인을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 으로 랜

드 자산은 랜드 충성도와 향 계가 있으며, 랜드 

충성도는 랜드 인지도, 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이 

향을 끼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4. 사후 행동의도 
고동우[25]는 만족을 포함한 후속의 심리  변수를 

최소한 세 종류의 개념으로 구분하면서 자신의 총체  

참가에 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만족’과 체험들에 근

거하여 참여자가 해당 목 지를 재방문할 욕구를 느끼

는 ‘재방문의도’ 그리고 목 지의 여러 속성과 련한 

체험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정 으로 구 할 의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추천의도’ 등으로 정리하 다.

김홍철[26]은 사후 행동의도는 방문객 만족의 결과변

수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축제방문객 만족과 재방문의

도  추천의도로 나타난다고 하 다. 만족이란 방문활

동을 통해 여러 가지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하며 

방문객 자신의 총체 인 방문경험에 한 평가를 뜻하

며, 재방문의도란 축제하 속성과 련된 체험들에 근

거하여 방문객이 해당 축제를 다시 방문할 욕구를 뜻하

고 구 홍보란 축제의 반 인 여러 속성과 련된 체

험에 근거하여 방문객 개인이 타인에게 정 으로 해

당축제에 하여 추천할 의향을 뜻한다. 따라서 반  

만족이 축제 방문경험에 한 반 인 평가라면 재방

문의도와 추천의도는 축제 련체험에 한 평가로서 

차기축제에 한 미래지향 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지역축제 방문객은 축제참여 후 만족·불만족의 결과

에 따라 재방문을 하거나 다른 축제로 바꾸게 되는데, 

정  결과를 갖는 방문객은 축제를 재방문하거나 다

른 사람들에게 호의 인 설명으로 표 하고 추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을 지역축제에 한 방문객의 

종합 이고 총체 인 평가로, 추천의도와 재방문의도

는 축제방문객의 만족·불만족에 한 후속심리에 의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기획된 지역축제는 축제 랜

드 자산에 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축제 랜드 자

산이 축제 방문객들의 사후 행동의도에 향의 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문화  분야에 도

입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마 에 한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축제의 랜드 자산과 사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데 궁극 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화  분야의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에 한 국

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을 고유성, 매력성, 교육성, 흥미성, 이해용이

성, 감성 등 6개 요인을 도출하 고, 랜드 자산과 충

성도에 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랜드 인지도, 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 등 3개 요인을 도출하 다. 한, 

랜드 자산이 사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검

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지역축제 방문객들이 스토리텔링 선택속성을 인지하

고 이를 통해 축제의 랜드 자산에 미치는 향과 사

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기 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7][9][13][15-19][23][24][26].

가설 Ⅰ.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선택  속성은 축제 

랜드 자산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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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Ⅰ- 1 :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선택  속성은 

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 2 :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선택  속성은 

랜드 이미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 3 :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선택  속성은 

지각된 품질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Ⅱ. 지역축제의 랜드 자산은 사후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문화체육 부에 선정된 지

역축제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방문객, 계기 , 

문화해설사, 참여업체 등)을 상으로 무작  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표본을 선정하 다. 

자료 수집을 하여 설문조사원으로 하여  2012년 

문화체육 부 선정 지역축제와 스토리텔링이 사용되

고 있는 사례 등을 사  숙지시키고, 설문조사 시 설문

조사의 목 과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  후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해 직  기입하는 자기기입방법을 사용

하 으며,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평균 10 

~ 15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는 비조사와 본 조사로 두 차례에 걸쳐 진

행되었는데, 비조사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 인 2013

년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14일 동안설문문항의 오

류를 검증하기 해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기간은 2013

년 6월 9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실

시하 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340부가 

회수되었으며, 조사내용의 일부가 락되거나 불성실

하게 응답했다고 단된 3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10

부의 자료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3.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가설을 규명하기 하여 [표 5]와 같이 설

문지를 구성하 다. 

표 5. 설문지의 구성

  요인 문항수 선행연구자 척도

축제 
스토리
텔링

선택속성

고유성
매력성
교육성
흥미성

이해용이성
감성

32문항

박명희(1999), 박석희(1999),
김수진(2007), 이희원(2007),
소은정(2008), 최인호(2008),
양정임 외(2009), 김도영(2009), 
김동기(2010), 김혜진(2010),
신현식(2010), 손병모 외(2011)

등
간
척
도
7
점

브랜드
자산

브랜드인지도
브랜드이미지
지각된 품질

17문항

Aaker(1992), Keller(2003),
Feldwick(1996), 
Konecnik & Gartner(2007)
손삼호(2006), 서정원(2007)
류재숙(2008)

사후
행동의도 사후행동의도 7문항 고동우(1998), 부숙진 외(2010),

김홍철(2012)

일반적
특성

성별, 직업, 
학력, 평균 
소득 거주지

7문항

3.2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

(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첫째, 표본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기술통

계분석,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서과 신뢰도 검증을 하여 요

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를 분석하 다.

셋째, 본 연구의 구성 개념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고, 

연구가설 검증을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과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한  경로분석

(path analysis)을 실시하 다.

IV. 분석 결과

1. 인구 ․통계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성별 구성은 여성(53.5%), 남성(46.55)으로 나

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40 (38.4%), 50 (27.1%), 30

(25.2%), 20 (5.8%), 60  이상(3.5%)으로, 결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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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기 추출 성분1 성분2 성분3 성분4 성분5 성분6 체 %분산 %

고유성1 1.000 .705 .226 .623 .125 .296 .144 .376 19.153 63.845 63.845

고유성2 1.000 .792 .241 .708 .163 .238 .149 .356 1.507 5.023 68.868

고유성3 1.000 .789 .243 .758 .237 .154 .246 .121 1.225 4.084 72.952

고유성4 1.000 .774 .235 .700 .265 .227 .310 .107 1.038 3.460 76.412

고유성5 1.000 .809 .171 .727 .306 .283 .274 .053 .761 2.538 78.949

고유성6 1.000 .794 .215 .608 .334 .445 .203 .164 .723 2.410 81.360

매력성1 1.000 .826 .207 .373 .210 .717 .203 .210 .609 2.030 83.390

매력성2 1.000 .876 .234 .240 .222 .784 .178 .260 .472 1.575 84.964

매력성3 1.000 .860 .326 .244 .161 .756 .262 .166 .420 1.400 86.365

매력성4 1.000 .837 .262 .342 .271 .680 .253 .226 .380 1.268 87.633

교육성1 1.000 .848 .276 .229 .150 .201 .789 .184 .349 1.162 88.795
교육성2 1.000 .858 .211 .229 .225 .227 .779 .228 .310 1.032 89.828
교육성3 1.000 .800 .228 .278 .328 .191 .710 .153 .285 .949 90.776

교육성4 1.000 .792 .241 .328 .434 .222 .582 .223 .261 .870 91.646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6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0495.954

자유도 435
유의확률 .000

는 기혼(86.8%), 미혼(13.2%)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졸업(62.9%), 고졸(18.4%), 학원 이상(16.1%), 기타

(5.8%)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공무원(27.7%), 문직

(16.1%), 주부(15.2%), 사무직(13.5%), 자 업(9.7%) 순

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22.3%), 200만원 ( 21.0%), 

400백만원 (14.2%), 100만원 (13.5%), 500백만원

(13.5%), 600만원 (3.22%)로 나타 났으며 600백만원 

이상도 7.7%로 나타났다. 체류기간 이용시설은 펜션

(35.5%), 콘도(20.0%), 민박(17.7%), 모텔(10.0%), 호텔

(7.4%), 기타(9.4%)로 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주로 이용하 음이 나타났다. 평균체류일을 보

면 1일(65.5%), 1박2일(29.7%), 2박 3일(4.8%)로 과반수 

이상이 당일코스로 방문했다. 그리고 주로 이용한 교통

수단으로는 자가용(82.9%), 세( )버스(9..4%), 고

속버스(5.2%), 기차(1.3%)로 자가용 이용이 부분 이

었다. 방문횟수는 2회(34.2%), 1회(31.3%), 3회(16.8%), 

4회(3.2%)이며 5회 이상도 14.5%로 나타났다. 

2.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타당

도 분석을 먼  수행하 다. 측정항목에 한 타당성을 

탐색  요인분석과 확증  요인분석 과정을 통하여 높

으며, 축소된 요인의 신뢰성을 신뢰도 분석으로 제고

시켰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항목을 변수에 

따라 합산 평균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기 자료

로 삼았다.

2.1 타당성 분석
개념타당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다속성 다측정 방

법(multi-trait multi-method matrix)과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항목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각 요인은 서로 상이한 개념

이라고 단할 수 있다. 즉 요인내의 항목들은 집 타

당성에 해당되며, 요인 간에는 별타당성이 용된다

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손실을 최 한 이면서 수많은 변수들을 가

능한 은 수의 요인으로 이는데 목 이 있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요인들 간의 상

호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 하는 방법인 직각회

(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 다. 요인 추출의 기

은 어도 요인이 변수 1개 이상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에 근거하여 요인수

를 결정하 다. 

요인 재량이 0.4 이상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단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요인 재량의 유의성 기 은 일

반 으로 요인 재량이 0.3 이상이면 최소한의 기 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0.4 이상이면 유의성을 갖는 것

으로 단한다. 요인분석 한 KMO와 Bartlett의 검정

측정도구 검정을 하 다. 

표 6. 스토리텔링 선택적 속성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 7. 스토리텔링 선택적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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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5 1.000 .717 .280 .285 .334 .275 .500 .348 .235 .782 92.428

흥미성1 1.000 .847 .352 .220 .230 .266 .296 .681 .218 .725 93.153

흥미성2 1.000 .872 .302 .221 .242 .280 .290 .714 .208 .693 93.847
흥미성3 1.000 .815 .340 .274 .391 .257 .237 .590 .199 .664 94.510
흥미성4 1.000 .784 .372 .281 .324 .345 .262 .524 .182 .605 95.116

이해1 1.000 .739 .298 .274 .646 .190 .266 .226 .175 .584 95.700

이해2 1.000 .843 .254 .380 .685 .155 .339 .158 .165 .549 96.249

이해3 1.000 .855 .406 .256 .646 .289 .280 .214 .154 .515 96.764

이해4 1.000 .833 .379 .246 .680 .234 .260 .208 .153 .510 97.273

이해5 1.000 .829 .401 .282 .633 .276 .223 .249 .145 .482 97.756

이해6 1.000 .776 .474 .253 .548 .257 .185 .295 .131 .435 98.191

감성1 1.000 .785 .708 .151 .285 .274 .189 .260 .130 .432 98.623

감성2 1.000 .845 .739 .224 .294 .249 .219 .226 .123 .412 99.035

감성3 1.000 .849 .767 .248 .273 .198 .225 .186 .111 .369 99.404

감성4 1.000 .832 .743 .241 .212 .220 .259 .247 .100 .333 99.736

감성5 1.000 .830 .711 .317 .321 .195 .239 .161 .079 .264 100.000

스토리텔링의 선택  속성 한 요인분석 결과 이론

으로 설정한 요인과 상이하게 묶여진 문항을 제거하

고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고유성, 2요인은 매력성, 3요인은 교육성, 4요

인은 흥미성, 5요인은 이해용이성, 6요인은 감성이라 명

명할 수 있다.

지역축제 랜드에 한 요인분석 결과 이론 으로 

설정한 요인과 상이하게 묶여진 문항을 제거하고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사후 행동의도, 2요인은 랜드 이미지, 3요인은 지각된 

품질, 4요인은 랜드 인지도이라 명명할 수 있다.

표 8. 지역축제 브렌드와 사후 행동의도 KMO와 Bartlett
의 검정

표 형성 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6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8977.078

자유도 276

유의확률 .000

표 9. 지역축제 브렌드와 사후 행동의도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초기 추출 성분1 성분2 성분3 성분4 전체 % 분산 % 누적
인지도1 1.000 .808 .272 .269 .261 .770 16.308 67.951 67.951
인지도2 1.000 .887 .309 .366 .327 .742 1.411 5.881 73.832
인지도3 1.000 .880 .390 .348 .306 .716 1.050 4.376 78.208
인지도4 1.000 .831 .369 .465 .276 .635 .684 2.851 81.058
이미지1 1.000 .764 .366 .586 .331 .421 .547 2.277 83.336
이미지2 1.000 .802 .336 .670 .300 .387 .490 2.042 85.377
이미지3 1.000 .785 .384 .615 .290 .419 .381 1.587 86.965
이미지4 1.000 .813 .371 .707 .244 .340 .331 1.381 88.346
이미지5 1.000 .804 .429 .685 .124 .369 .314 1.310 89.656
이미지6 1.000 .765 .466 .700 .114 .211 .289 1.203 90.858
품질1 1.000 .757 .439 .492 .517 .236 .259 1.079 91.937
품질2 1.000 .768 .327 .512 .564 .283 .246 1.024 92.962
품질3 1.000 .786 .301 .467 .664 .190 .215 .895 93.856
품질4 1.000 .770 .260 .546 .588 .240 .198 .826 94.682
품질5 1.000 .742 .392 .283 .673 .236 .188 .782 95.464
품질6 1.000 .817 .239 .162 .819 .253 .176 .732 96.196
품질7 1.000 .779 .218 .020 .835 .186 .157 .655 96.851
사후1 1.000 .790 .681 .320 .363 .303 .148 .618 97.469
사후2 1.000 .842 .755 .277 .352 .267 .124 .518 97.988
사후3 1.000 .844 .713 .315 .421 .241 .121 .503 98.490
사후4 1.000 .851 .736 .354 .344 .255 .107 .448 98.938
사후5 1.000 .843 .758 .323 .281 .292 .097 .404 99.342
사후6 1.000 .875 .781 .356 .234 .289 .084 .348 99.690
사후7 1.000 .850 .751 .393 .235 .277 .074 .310 100.000

2.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특정변수를 측정하기 하여 복수로 

설계된 설문 항목간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가장 표

인 방법인 내  일치도를 용하 다. 내  일 성을 

나타내는 값인 Cronbach's alpha 즉, 신뢰도 계수 

alpha(α) 값을 0.6 수 으로 신뢰성 검증을 하 고, 그 

결과는 모두 신뢰도가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은 만

족스럽게 나타났다.

표 10.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요인
Cronbach's 
alpha

문항

축제
스토리텔링
선택속성

고유성 .931 6문항
매력성 .811 5문항
교육성 .930 5문항
흥미성 .934 5문항
용이성 .951 6문항
감성 .945 5문항

브랜드
인지도

인지도 .940 4문항
이미지  .946 6문항

지각된 품질  .936 7문항
사후행동의도 사후행동의도  .967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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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B

비표 화 
표 오차

표 화 
계수베타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공선성
통계량
VIF

(상수) .305 .165 1.856 .064
이해용이성 .313 .070 .292 4.456 .000 .245 4.079

감성 .370 .064 .338 5.775 .000 .307 3.260
고유성 .273 .056 .253 4.900 .000 .396 2.523

유의확률
.000

F 
129.227

R
.825

R 제곱  
.680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B

비표 화
표 오차

표 화
계수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공선성
통계량
VIF

(상수) .249 .127 1.952 .052
이해용이성 .378 .054 .382 7.030 .000 .244 4.100

감성 .350 .049 .346 7.124 .000 .305 3.281
고유성 .202 .043 .202 4.740 .000 .394 2.536

유의확률
.000

F
181.408

R
.884

R 제곱
.782

2.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목 인 각 요인별 인과 계를 악하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는데, 모든 연구 개념들 

간의 상 계는 유의 으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요인간의 계가 양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

어 연구가설에 제시된 요인들 간의 계와 일치하는 것

을 나타내어 기 타당성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 11. 상관관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고유성 1

매력성 .764
(**) 1

교육성 .741
(**)

.703
(**) 1

흥미성 .733
(**)

.755
(**)

.770
(**) 1

이해
용이성

.769
(**)

.724
(**)

.796
(**)

.802
(**) 1

감성 .699
(**)

.699
(**)

.723
(**)

.789
(**)

.826
(**) 1

브랜드
인지도

.719
(**)

.640
(**)

.665
(**)

.681
(**)

.773
(**)

.762
(**) 1

브랜드
이미지

.748
(**)

.698
(**)

.732
(**)

.722
(**)

.833
(**)

.818
(**)

.838
(**) 1

지각된 
품질

.687
(**)

.676
(**)

.646
(**)

.711
(**)

.744
(**)

.719
(**)

.761
(**)

.770
(**) 1

사후행동
의도

.738
(**)

.724
(**)

.706
(**)

.762
(**)

.797
(**)

.806
(**)

.781
(**)

.839
(**)

.797
(**) 1

 

*< .05, **< .01

4. 회귀분석
종속변수 : 랜드 인지도

랜드 인지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이해용이성, 감

성, 고유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

률 < 0.05) 이해용이성의 향력에서는 0.292, t값은 

4.456,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의 향

력에서는 0.338, t값은 5.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성의 향력에서는 

0.253, t값은 4.900,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회

귀분석의 설명력은 .680으로 나타났고,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VIF < 12.0)

표 12.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랜드 이미지

회귀분석 결과 이해용이성 감성, 고유성이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5) 이해용이성의 

향력에서는 0.382, t값은 7.030,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의 향력에서는 0.346, t값은 7.124,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고유성의 향력에

서는 0.202, t값은 4.740,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

으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782으로 나타났고, 다 공

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VIF < 12.0)

표 13.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각된 품질

회귀분석 결과 이해용이성, 매력성, 감성, 고유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5) 이해

용이성의 향력에서는 .308, t값은 4.349,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매력성의 향력에서는 .147, t값

은 2.506,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의 

향력에서는 .248, t값은 3.863,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

타났으며, 고유성의 향력에서는 .185, t값은 2.983, 유

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634으로 나타났고,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VIF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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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B

비표 화 
표 오차

표 화
계수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공선성
통계량
VIF

(상수) .827 .156 5.313 .000
이해용이성 .279 .064 .308 4.349 .000 .240 4.167
매력성 .133 .053 .147 2.506 .013 .350 2.857
감성 .229 .059 .248 3.863 .000 .294 3.405
고유성 .170 .057 .185 2.983 .003 .312 3.204

유의확률
.000

F
87.612

R
.634

R 제곱
.796

표 14. 지각된 품질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사후 행동의도

회귀분석 결과 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 랜드 

인지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5) 랜드 이미지의 향력에서는 0.443, t값은 8.064,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품질의 향

력에서는 0.351, t값은 7.649,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

타났으며, 랜드 인지도의 향력에서는 0.132, t값은 

2.474 유의확률은 0.014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설

명력은 .772으로 나타났고, 다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VIF < 12.0)

표 15. 사후 행동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 화 
계수B

비표 화 
표 오차

표 화 
계수베타

t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공선성 
통계량
VIF

(상수) .080 .142 .563 .574
브랜드 이미지 .461 .057 .443 8.064 .000 .249 4.024
지각된 품질 .399 .052 .351 7.649 .000 .356 2.807
브랜드 인지도 .127 .051 .132 2.474 .014 .265 3.779

유의확률
.000

F
205.704

R
.879

R 제곱
.772

5. 경로분석
본 연구는 경로분석을 통해서는 회귀분석에서 악

하기 어려운 직 효과와 간 효과, 의사효과를 쉽게 

악할 수 있도록 선정된 변수 간의 계의 선형구조방정

식의 회귀계수를 추정하 다. 

경로분석의 인과 계 인 시스템에는 두 종류의 변

수군이 포함되는데 독립변수군에는 X1, X2, ….., Xn 종

속변수군에는 Y1, Y2,......Yn 등이 포함되며, 다수의 회

귀식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경제계량분석에서는 동시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 고, 변수들 간의 계성을 고려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2개 이상의 종속변수 

사이의 계를 평가하는 에서 정 상 분석

(canonical correlation)과 유사함으로 체 모형의 합

성 평가보다는 각 경로의 유의성 여부에 주안 을 두었다. 

표 16. 모형의 적합도

Model(RMR, GFI) RMR GFI AGFI PGFI

Default model .058 .904 .870 .831
Model(RMR, GFI) RMR GFI AGFI PGFI
Default model .058 .904 .871 .831
Model(RMSEA) RMSEA LO 90 HI 90 PCLOSE
Default model .070 .067 .073 .000

본 연구의 모형 합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7.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결과

Estimate S.E. C.R. P Label

인지도 ← 고유성 .396 .070 5.663 *** 채택
인지도 ← 매력성 -.097 .069 -1.402 .161
이미지 ← 교육성 .029 .069 .427 .669
이미지 ← 흥미성 -.197 .079 -2.484 .013 채택
지각된
품질 ← 이해

용이성 .159 .090 1.773 .076

이미지 ← 고유성 .257 .063 4.057 *** 채택
이미지 ← 매력성 .032 .061 .529 .597
이미지 ← 이해

용이성 .289 .090 3.226 .001 채택
지각된
품질 ← 흥미성 .115 .075 1.531 .126
인지도 ← 교육성 -.004 .073 -.062 .951
지각된
품질 ← 고유성 .205 .057 3.566 *** 채택
지각된
품질 ← 감성 .289 .073 3.955 *** 채택
이미지 ← 감성 .519 .072 7.186 *** 채택
인지도 ← 감성 .553 .068 8.188 *** 채택
인지도 ← 흥미성 -.078 .088 -.892 .372
사후 

행동의도 ← 인지도 .122 .051 2.390 .017 채택
사후 

행동의도 ← 이미지 .406 .056 7.187 *** 채택
사후 

행동의도 ← 지각된
품질 .384 .057 6.794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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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 감성은 랜드 인지도에, 고유성, 흥미성, 이

해용이성, 감성은 랜드 이미지에, 고유성, 감성은 지

각된 품질에 행을 미치며, 랜드 인지도, 랜드 이

미지, 지각된 품질은 사후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에 한 방문객을 심으로 

축제의 랜드 자산과 사후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선택속성과의 향 계를 분석하고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의 

선택속성을 선정하 으며, 축제의 랜드 자산과 사후 

행동의도에 한 항목을 도출하 다. 도출된 각 항목들

은 비조사를 통해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연구에 사용

되었으며, 이론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개념

들의 향 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

정하 다.

2012년 문화체육 부에 선정된 지역축제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방문객, 계기 , 문화해설사, 참여

업체 등)을 상으로 무작  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표

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랜드 인지도에 해서

는 이해용이성, 감성, 고유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랜드 이미지에 해서는 이해용이성, 감성, 

고유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품질에 해서는 이해용이성, 매력성, 

감성, 고유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후 행동의도에서 해서는 랜드 이미지, 지

각된 품질, 랜드 인지도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로분석 구조방식 결과는 랜드 인지도에 해서

는 고유성과 감성이, 랜드 이미지에 해서는 고유성, 

흥미성, 이해용이성, 감성이 향을 미치며, 지각된 품

질에는 고유성과, 감성이 향을 미치며, 랜드 인지

도, 랜드 이미지, 지각된 품질은 사후 행동의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 축제에 한 인구․통계  특성에서 나타

난 주요 특징은 68.7%가 재방문을 하고 있으며, 5회 이

상 방문도 14.5%를 차지하고 있다. 체류에 해서는 당

일 방문이 65.5%이며, 자가용이 82.9%로 나타났다. 체

류형 방문객의 경우는 펜션, 콘도, 민박, 모텔 순으로 나

타났다. 한 월소득 400만원 이상도 38.6%나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축제는 자가용을 이용한 당일 방

문이 주류를 이루며 선호도에 따라 재방문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축제의 이해도와 감성 

그리고 차별화된 고유성이 축제 랜드 자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는 탈일상성, 오락성, 

체험성을 내포한 지역 심의 종합 인 문화 산업으

로, 지역문화에 한 정체성과 공동체감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한 요

소이다.  

좋은 스토리텔링은 방문객 측면에서는 축제에 한 

가치를 창출시키고, 강력한 방문동기와 유인력을 지니

게 될 것 이다. 스토리텔링은 다른 어떤 커뮤니 이션 

방식보다도 축제에 한 이해와 수용성을 제공하며 장

소  랜드 자산을 구축한다.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기획된 지역축제는 축제의 랜드 자산에 유의한 향

을 미치며, 사후 행동의도 등 충성도에도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축제를 비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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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살려 지역축제를 계획한다면 지역축제에 한 

방문객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한, 세계 인 지역

축제의 랜드를 구축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유

성의 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변별력 있는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개하여 랜드 자산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해와 감성의 시 에 가장 강력한 마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극 으로 

활용하여 랜드 자산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문화  산업의 이슈로 떠오르

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랜드와 만족에 따른 사후 

행동의도에 한 향 계를 규명했다는 에서 의의

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스토리텔링이라는 개

념에 한 방문객의 인지도가 매우 약하다는 이다. 

방문객들이 일반 으로 근하고, 이해하고, 달하는 

모든 과정이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 있으나, 축제의 기

획과 로그램에 한 선택속성으로 범 를 제한함으

로 그 한계를 스스로 노출하 다. 

둘째, 문화  분야의 스토리텔링에 한 선행연구

의 다수가 장소성에 많이 집 되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축제 기획과 로그램에 한 스토리텔링의 근

이 어려웠다. 

셋째, 2012년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지역축제를 상

으로 축제 체험 장에서 직 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다. 

넷째, 랜드 충성도를 랜드 자산과 인과 계로 연

구한 선행연구를 채택함으로써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표축제의 스토리텔링 사례에 

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로벌 트랜드에 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 을 가지고 향후 연구에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조사범 를 시간 , 공간  범 로 

확 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다. 더불어서,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스토

리텔링 속성이 미치는 향을 지역 , 문화 으로 상이

하게 용 되는지 비교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실질 인 

차별화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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