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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부산 이미지를 전달한 후, 관련된 관광기념품에
대한 구매 의도 및 구전 의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
다. 그 결과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노출과 방문경험, 관광상품의 디자인은 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에도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기념품 디자인과, 지역에 대한 방문경험, 그리고 관련된 지역의 스토리텔링은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및 잠재적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부산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방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의 구에서는 부산 이외의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하여 연구 가설을 폭넓게 검증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관광기념품 디자인, 스토리텔링, 구매 의도, 구전 의도

Abstract  Busan is a world-class tourist city representing Korea, and more professional storytelling is 
needed in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vey the 
image of Busan using storytelling techniques to foreigners, and then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purchase and oral intention of the related tourist souvenirs. A survey of 162 foreigner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storytelling exposure and visiting experience on tourist sites 
and the design of tourist products have a certain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purchase and 
oral intentions. Attractive souvenir design, visiting experience in the region and storytelling in the area 
involved are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revisit of foreign tourists and the attraction of 
potential touris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new direction for promoting Busan 
tourism products, and in the future, the district will conduct additional verification for tourism cities 
other than Busan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extensively.

Key Words : Convergence, Designing tourist souvenirs, Storytelling, Purchasing intent, Intent of 
word-of-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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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유입 외래 여행객의 증가와 지역 자치단체

별 관광사업 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 관광 시장은 급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하
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2020년 1월에는 
부산시가 국제관광 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대한민
국 관광 혁신의 핵심도시가 되어 보다 높은 발전 가능성
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인 관광 혁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관광기념품에 관한 연구 개발은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 일례로 부산 관광기념품 판매 촉
진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추진하
기도 하였으나,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이 실제 판매실적
과 연계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산은 확 트인 바다와 다양한 먹거리, 호감 있는 부산
인 등 관광기념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주 다
양하다. 또한, 부산은 동래 학춤, 금정산성과 범어사, 해
동용궁사와 같은 전통적인 모습도 보유하고 있다. 감천문
화마을과 보수동 책방골목, 사직야구장 등은 근대화 이후
의 개성 있는 부산의 모습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이미지
는 단순히 사진 몇 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부산의 
전통과 근대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녹아든 모습을 전달하
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관광객 중, 외국인은 특히 관광지에 대한 이해가 내국
인과 비교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광지를 경
험하는 외국인에게 스토리텔링 방식의 서사에 노출되도
록 하는 것은 외국인 여행자의 여행 정보를 더욱 풍성하
게 할 뿐만 아니라 여행지에 대한 역사, 문화, 생활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을 가짐으로써 애착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1]. 

특히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을 관광지 홍보에 접목하려
는 다양한 시도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콘텐츠
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소개하면 관광지에 대한 매력도
와 몰입이 증가하며[2], 역사 문화자원 등의 스토리텔링 
요소는 지역 이미지의 재고에도 이바지하고 관광객의 관
광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 그러
나 관광 콘텐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체로 지역 브랜
드화나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에 집중되어 있고, 관광기념
품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또한, 제안한 디자인이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실제 관관객을 통해 검증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특히 관광지에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한 

서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이것이 관광상품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관광지에서 구매하는 관광상품은 관광객이 관광지를 
떠나서도 관광지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고 관광지 
재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마케팅이 관광상품 구매에 일정한 영
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관광지의 추가적 수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스토
리텔링 융합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여 이러한 기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 관광기념품의 판매 활성화와 지역 관

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에 주목하여 관광
기념품의 마케팅에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가치를 검증
하고 디자인과 지역 관광의 경험, 관광기념품 구매 의도 
및 구전 의도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여, 관광객의 기념
품 구매 행동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지만 외국인으로
서는 관련된 역사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내국
인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공되
는 스토리텔링 기법의 문화홍보방식의 효용성을 측정하
는 데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1.3 연구의 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관광기념품 시장의 확장에 있어 스토리텔링 

기법을 융합한 디자인 및 홍보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홍보기법이 구매의도 및 구전 의
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관광지 스토리텔링 경험은 기념품 구매 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념품의 디자인은 기념품 구매 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관광지 방문은 기념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4. 기념품 구매 의도는 관광지에 대한 구전 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참고문헌의 선행연
구를 중심으로 Fig.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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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부산 관광기념
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관광기
념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 후 얻은 결
과를 토대로 가설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고 
가설에서 설정한 모델이 부산 관광기념품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외국인들에게 스
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관광지와 관광기념품을 연계하여 
소개하였을 때에 관광기념품의 인지도와 판매율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분석 조사함으로써 향후 관련 
제품에 대한 홍보와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주리라 기대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부산의 관광기념품 판매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62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측정 도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조사 도구
를 이용하였고, 디자인 관련 교수님과 경영학 전공 교수
님의 협조를 받아 예비조사 50부를 먼저 실시하였다. 예
비조사 후에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여부를 분석한 후에 
일부 문항을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3
문항, 디자인 3문항, 방문경험 3문항, 구매 의도 3문항, 
구전 의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크리에
이티브샵’의 관광기념품 판매 코너를 조사지역으로 선정
하였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선정된 연
구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한 후에 설문의 정확도와 신뢰도의 향상을 위해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모두 162부의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162명 모두가 
불성실 응답과 무응답 문항이 없어 162부의 설문지를 모

두 연구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관광기념품은 부산을 주제로 하는 상품으로 한정하기

로 하고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시 중구 광
복로에 있는 ‘부산 크리에이티브샵’ 운영자의 협조를 얻
었다.

2.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부산을 방문한 외국

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방문자 특성의 분류 방법으
로 국적, 성별, 연령, 부산방문 횟수, 체류 기간 등을 사용
하였다. 성별은 남성 77명 여성 85명으로 각각 48%와 
52%였다. 국가는 중국인이 46%, 일본인이 26%로 동아
시아인이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0대 23%, 30
대 22%, 40대 14% 50대 14%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였다. 방문목적은 여행, 교육, 사업 중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으며, 처음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57%였으며 3회 이상 방문자도 약 25% 가까이 
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Sortation Details Frequency Percent

Gender Man 77 48%
Woman 85 52%

Nationality

China 74 46%
Japan 26 16%
USA 18 11%

Australia 16 10%
Turkey 11 7%
India 3 2%

Russia 14 9%

Age

Less than20 28 17%
20~29 38 23%
30~39 36 22%
40~49 23 14%
50~59 22 14%

More than 60 15 9%

Purpose
of visit

Trip 105 65%
Education 41 25%
Business 16 10%

Visit
count

1 92 57%
2 31 19%
3 25 15%
4 9 6%

More than 5 5 3%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2.2 조사 도구
2.2.1 관광기념품 특성 및 판매처
부산은 2009년부터 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

해 왔으며, 매해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10선을 부산문화
관광 웹 사이트에 알리고 있다[4]. 이러한 기념품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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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해 제작되며, 제품의 디자인은 부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거나, 부산에 맞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문구류 및 
장신구, 장식품으로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서 지정한 ‘2019 부산 관광기
념품 10선’을 주요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관광기념품이
라 설정하였다. ‘㈜콘텐츠 코어’의 문구 캐릭터, ‘디자인 
부산’의 고등어, ‘에코 에코 협동 조합’의 부산 이미지 화
투, ‘㈜미니바다’의 바다모래, ‘모다라’의 생활용품, ‘착한 
세상’의 생활용품, ‘모이 다이아트’의 장식품, ‘대한공예예
술연합회’의 장식품, ‘코스웬 콘텐츠’의 화장품, ‘코스마일 
코퍼레이션’의 어린 왕자 화장품이 10선에 선정된 작품
들이며 대표적인 디자인은 Fig. 2와 같다. 

Design Samples Using Local Storytelling Techniques

Fig. 2. Busan Tourism Products 10

부산 관광기념품은 부산 크리에이티브샵 외에도 인터
넷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감천문화마을이나, 용두산 타
워, 광안리와 같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마다 기념품 판매
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관된 분석을 위
하여 부산 크리에이티브샵에 한정하여 설문 조사 구역을 
한정하였다. 부산 크리에이티브샵은 부산시가 설립하고 
부산지방우정청이 협조,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시
설로, 부산지역 창업기업 우수제품을 전시 판매하며 다양
한 문화행사도 개최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지난 2017
년 3월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조사대
상으로 충분한 객관성을 띤다.

2.2.2 스토리텔링 융합 관광 마케팅

스토리텔링 융합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또는 잘 
만들어진 이야깃거리를 통해 조직체나 브랜드의 지각된 
가치를 증진 시키는 마케팅[5]이다. 최근에는 관광지에 
대한 홍보에도 이러한 개념이 접목되고 있다. 

한국 관광공사에서는 2005년부터 관광지로 출발하기 
전부터 가진 관광지에 대한 정보, 관광지에서 체험한 사
건들, 관광지와 지역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 그리고 관광지에서 돌아와 다양한 공동체와 관
광지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개념을 관
광 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광광공
사는 지나치게 광의의 범위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 개념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gan, Kieran(1989)[5]는 이해 용이성, 정보성, 테마
성, 신뢰성 및 근접성 등을 관광 스토리텔링의 요소라 설
명하며 독특하고 다양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혜진⋅최규환(2010)[6]은 스토리텔링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면 관광객들은 교육적인 측
면에 자극을 받고 관광지에 대하여, 두드러진 매력을 느
끼게 된다고 하였다.

Moscardo(1996)[7]는 관광객에게 관광지에 대한 해
설내용을 전달하되, 주제가 있는 이야기의 개발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면 교육적 동기가 이루어져 관광객의 만족
도가 높아지며 관광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지 스토리텔
링에 대한 개념에서 필수 요소를 정리한 결과 그 특성으
로 지역성, 특수성, 흥미성 세 가지 항목을 대표적인 관광
지 스토리텔링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설문 항
목에 이 세 가지 요소를 5점 척도를 활용해 사용하였다.

2.2.3 관광기념품 디자인
관광기념품 디자인은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관광을 기

념하기 위해 구입,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을 말한다[8]. 이는 각각의 재료별 분석, 디자인 분
야별 분석, 주요 특징별 분석, 시각디자인 요소별, 그리고 
전통적 요소라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부산지역 관광기념품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부산의 문화, 자연환경, 먹
거리, 관광지 등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를 소재로 하여 공
산품, 공예품, 패션잡화, 가공식품류 등을 제작하였다. 부
산에서도 더 세분된 지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만의 고유
의 이야깃거리와 이미지를 줄거리로 엮어 전달하는 방식
을 주로 창작의 배경으로 삼는다. 기념품 기획의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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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 및 핵심가치는 부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표현
하는 데 있으며, 제품의 용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이미지, 지역 특성, 제작기법 등을 
관광기념품 디자인의 특징으로 분류하여 세 문항, 5점 척
도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2.2.4 관광지 방문경험 
관광지 방문경험은 관광지에서의 경험, 또는 관찰을 

통한 여러 물리적, 추상적 감각작용을 접하며 느끼게 되
는 심리적 반응을 말한다.

Kinley& Forney(2012)[9]은 관광지 방문경험을 감
성적 경험, 관계성, 놀이성 및 여가 경험, 신기성 경험 등
으로 분류하였다. 관광지 방문경험은 관광 스토리텔링 기
법 및 기념품 디자인과 더불어 기념품 구매의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8].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
광지 방문경험에 대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의 설문 문
항을 참고하여 감성을 자극하는 경험, 관광지에서의 새로
운 관계 맺음, 즐거움을 동반한 정신적 휴식 경험 세 가
지를 5점 척도를 활용해 사용하였다.

2.2.5 구매 의도
구매의도란 개인의 관점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관련된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도영(2009)[10]은 스토리텔링이 브랜드 인지와 구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장희정(2003)[11]은 관광기념품의 특성이 구매 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상품에 대한 구매 행동이
나 구전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매 의도는 연결고리
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케팅
과 디자인, 그리고 관광지 방문의 경험이 구매 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유발할 것이라 보았다. 구매 의도의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세 가지 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2.6 구전 의도
구전 의도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

지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관광지에서 구매한 제품
을 주변인이나 SNS 등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위 욕구
[12,13]를 말한다. 

구매 의도를 가지거나 실제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였
다고 하여도 반드시 제품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마케팅

을 진행하였을 경우 구매 의도뿐만 아니라 구전 의도까
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잠재적 관
광객 유입 및 관광기념품 판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전 
의도의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세 가지 문항으로 두되 5점 척도를 사용
하였다. 

2.2.7 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의 상관성
마케팅 및 경영학과 관련하여 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객만족 및 마케팅 평가에 
있어 구매 의도 및 구전 의도가 서로 일정한 상관성을 가
지며, 구매 행위와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4]. 기업의 마케팅 활동 및 마케팅 개념의 대상은 소비
재에서 점차 산업재로와 서비스업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구전과 소비자 구매의도에 일정한 연관
성이 있음이 증명되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15]. 구
매 의도를 가진 고객의 경우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어 
구전 의도와 양의 상관성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의 상관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대
하여 고찰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관광기념
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구전 의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는 것은 위에서 연구한 마케팅 이론 적용을 관
광 서비스 분야 및 관광 마케팅의 범위로 확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는 부산 관광기념품의 구매 의도에 충분히 매
력적인 디자인과 긍정적 방문경험, 그리고 적절하고 흥미
로운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홍보방식을 제시하면 관광객
들의 관광기념품에 대한 구매 욕구 및 의도가 높아질 것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구매 의도가 디자인, 방문경
험, 스토리텔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구전 
의도 또한 긍정적으로 이어져 양의 상성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스토리텔링 융합기법에 주목하였는데, 
외국인의 관점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내국
인에 비하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리텔링 융
합기법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광경험을 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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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흥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념품의 구매 
의도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라 보인다. 

따라서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적용된 관광기념품
의 판매에 있어 구매 의도와 구전 의도에 이르기까지 필
요한 주요한 요인을 디자인과 방문경험, 스토리텔링 기법
이 주요한 구매 및 구전 의도 요인이 될 것이라 가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부산 크리에이티브샵을 방문한 외국인
에게 대면 면접 및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연구의 중심 디자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부산시 지정 부산 관광문화상품 10선에 대한 구매 의도 
３문항, 구전 의도 ３문항, 디자인 ３문항, 방문경험 ３문
항, 스토리텔링 ３문항을 제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엑셀로 정리 후 AMO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디자인된 구조모형의 설명력이 충
분한지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신뢰도 분석
가장 먼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척도의 내적일

치도 확인과 검증을 위해 측정항목의 신뢰도 값을 제시
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해당하는 모든 성분
은 .7이상의 결과를 보여 신뢰성을 가진다.

rotated component matrixa
Cronba

ch's 
Alpha

Ingredient
1 2 3 4 5

V3 .950 .030 .077 .035 .135

.956
V2 .949 .067 .102 .039 .117
V1 .939 .108 .053 .037 .095
D2 .044 .918 .022 .030 .082

.873
D1 .042 .888 .121 -.006 .046
D3 .102 .842 .059 .070 .076
IW2 .062 .060 .876 -.003 .125

.848
IW1 .066 .030 .875 .137 .125
IW3 .090 .118 .823 -.081 .171
S2 .085 .070 .041 .821 .060

.766
S3 .004 .105 .016 .813 .140
S1 .005 -.085 -.013 .804 .163
IP3 .144 .024 .198 .164 .852

.766
IP2 .051 .169 .125 .027 .809
IP1 .156 .018 .119 .242 .725
Methods of extraction: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Rotation method: Verime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The factor rotation was converged in the five iterations.

Table 2. measurement item reliability

각 성분에 대한 신뢰도 검증 이후, 검증 대상이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Table 3에 따르
면 비표준화 의 C.R(critical ratio)값은 p< .05 기준
에서 1.96 이상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 모든 P벨류 값이 
*** 즉, 0.001 이하로써 < .05를 만족하면서, Estimate
값과 S.E 및 C.R.값은 다음과 같았다. 이는 초기에 설정
했던 연구모델의 설문 내용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한 AVE값과 
C.R 값은 Table 3과 같다. 

Sortation Estimate S.E. C.R. P
D1←D 1.271 .109 11.619 ***
D2←D 1.293 .109 11.825 ***
D3←D 1.000
V1←V 1.074 .049 21.769 ***
V2←V 1.123 .044 25.489 ***
V3←V 1.000
S1←S .983 .142 6.900 ***
S2←S 1.141 .164 6.956 ***
S3←S 1.000
IP1←IP .837 .084 10.012 ***
IP2←IP .748 .071 10.524 ***
IP3←IP 1.000

IW1←IW 1.067 .094 11.315 ***
IW2←IW 1.221 .107 11.395 ***
IW3←IW 1.000

Table 3. validity verification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반드시 .5 이상이어야 하며,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반드시 커야한다. AVE값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
과 같다. 

표준화 오차계수
표준화

 

 또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의 계
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이 값은 .7이상이어야 신뢰도를 
만족한다. Table 4에서는 기준이 되는 AVE값과 C.R값
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준화 오차계수
표준화

 

Sortation AVE C.R.

D 0.76386816 0.90632143

V 0.86905135 0.95215725

S 0.72899679 0.88935464

IP 0.77010326 0.90862079

IW 0.80075188 0.92319482

Table 4. AVE and C.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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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Model  

평균분산추출 값은 50%이상의 설명력을 가져야 하고 

각각의 값은 해당하는 AVE값보다 작아야 하는데, 
Table 5의 결과에 따르면 모든 값이 이러한 설명력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rrelation

D V S IP IW
D 1
V .046

1
( ) 0.002116

S .149 .118
1

( ) 0.022201 0.013924

IP .166 .212 .347
1

( ) 0.027556 0.044944 0.120409

IW .059 .229 .100 .398
1

( ) 0.003481 0.052441 0.01 0.158404

Table 5.  value and   value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신뢰도 수
치를 모두 만족하므로 연구의 신뢰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2 타당도 분석
Standardized estimates 결과를 출력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살펴보면 집중타당성은 

Design의 경우 .86, .90, .79, Visit experience는 .92, 
.97, .94, 스토리텔링은 .71, .79, .68 구매의도는 .73, 
.77, .92, 구전 의도는 .87, .88, .78로 모두 0.7을 넘는 
큰 값을 보인다.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집중 
타당성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에서는 집중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 

또, 판별 타당성의 경우 잠재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하는데, 그림에서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수치
는 .06, .17, .23, .15, .21, .10, .05, .12, .35, .40으로 
충분히 낮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를 표준화된 회귀가중치 모형으로 나타내면 
Fig. 4와 같고 회귀 가중치가 .5 이상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하며 회귀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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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 결과
위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에 설정한 가설에 대

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검증 1. 관광지 스토리텔링 경험은 기념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가설 검증 2. 기념품의 디자인은 기념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검증 3. 관광지 방문은 기념품 구매 의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 채택
가설 검증 4. 기념품 구매 의도는 관광지에 대한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5. 결론

이상으로 디자인과 방문경험, 스토리텔링이 구매 의도
와 구전 의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제품 디자인, 그리고 관
광지에 대한 방문경험이 구매 의도와 상관성을 가진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스토리텔링 융합기술에 대한 관광마케팅에의 접목을 실
제 사례로 점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이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부산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많은 외국
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반면, 대표할만한 관광상품
을 떠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모집만
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이라는 관
광지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부산
시가 운영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처인 부산 크리에이티브
샵의 외국인 고객을 설문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부산을 잘 
알고 있는 내국인을 제외하고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스
토리텔링으로 전달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따라서 외국인 162명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마케팅과, 제품의 디자
인 매력도, 그리고 관광지에 대한 방문경험은 외국인 관
광객이 관광기념품을 구매하려는 의도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그리고 관광기념품의 구매 의도와 관광지 및 
관광기념품에 대한 구전 의도 또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을 관광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스토리

텔링 기법을 활용한 부산 이미지에 주목하여 관광기념품
에 대한 구매 의도 및 구전 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향후 스토리텔링 융합기술을 활용한 관광상
품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
론을 검증한 데에 대한 의의가 있다. 또, 실무적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부산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방식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관광상품의 개발은 매력
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가 가지는 스토리텔링방식
의 홍보법이 적용되어야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는 고등어 캐릭터나, 자
갈치 아지매 등의 캐릭터를 제시하여 관광지 홍보를 위
해 힘쓰고 있다. 또한, 부산 감천마을이나, 보수동 책방골
목 등 부산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려 홍보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관광 
캐릭터와 특징들이 어떠한 유래를 뒀는지, 혹은 역사적 
배경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캐
릭터만 소개하기보다는 이러한 캐릭터나 지역이 왜 부산
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관광객들에게는 더욱 기억에 남는 관광지가 
될 뿐만 아니라, 관광기념품의 구매 욕구도 함께 불러일
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유기적인 
이야기로 엮어 소개하거나,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
하여 상품의 제작에서 마케팅까지 일관된 스토리텔링 기
법을 도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외국인으로 특정하여 조사하였
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내국인에
게도 효과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대상자
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스
토리텔링 기법과 관광산업의 유기적 연관성에 관하여 다
른 지역에도 일관된 상관성이 있는지 연구하여 본 논문
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면 스토리텔링을 관광산업에 유
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토대연구로 활용가치가 있으리
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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