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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search has three research objectives: 1) to critically discuss the

–

current novelty familiarity continuum paradigm, 2) to see if the context of South
Koreans’ nostalgia toward North Korea can be a counterargument case for the
novelty-familiarity continuum, and lastly, 3)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iarity, nostalgia and novelty seeking the tourism in North Korea.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six hypotheses and a research model were derived. The model was
test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200 South Koreans. EFA revealed two factors
of novelty seeking as tourism motive, which are “new experience seeking” and
“surprising/thrilling experience seek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amiliarity affects positively both historical nostalgia and personal
nostalgia. It further revealed that historical nostalgia positively affects “new
experience” dimension of novelty seeking while does not affect significantly
“surprising/thrilling experience” dimension of novelty seeking and personal nostalgia
positively affects “surprising/thrilling experience” dimension of novelty seeking
whereas it doesn’t have significant effect on “new experience” of novelty seeking.
As results of bootstrap test, it was revealed that historical nostalgia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iarity and “new experience” dimension of
novelty seeking whereas personal nostalgia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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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ity and “surprising/thrilling experience” dimension of novelty seeking. In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would introduce the context that novelty and
familiarity not only coexist but also positively correlate. We also suggested a
conceptual framework of novelty-familiarity coexistence in nostalgia tourism to
guide future research.

Keywords

: North Korea, Nostalgia tourism, Historical nostalgia, Personal nostalgia,

Novelty-familiarity continuum

국문요지 : 본 연구의 목적은 1) 관광 상황에서의 친숙성-신기성 연속체 패러다임을 비판
적으로 고찰해보고, 2) 국내(남한) 잠재 관광객의 북한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친숙성-신기
성 패러다임에 대한 반증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3) 북한 관광에 있어서 친숙성,
노스탤지어 및 신기성에 대한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해보는 데에 있다. 문헌 고찰
을 통한 이론적 논거를 토대로, 6개의 가설을 포함한 연구 모델이 도출되었다. 연구 모델
은 총 200명의 국내(남한) 잠재 관광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정하였다. 탐
색요인분석 결과 북한 관광에 대한 신기성 추구는 “새로움 추구”와 “놀라움/스릴 추구”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친숙성은 역사적 노스탤지어와 개인적
노스탤지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새로움 추구”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놀라움/스릴 추구”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놀라움/스릴 추구와는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였으나, “새로움 추
구”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친숙성 및 신기성 추구 영향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및 역사적 노스탤지어의 매개 효과 검정결과, 역사적 노스탤지어가 친숙성과 “새로움 추
구”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으며,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친숙성과 “놀라움/스
릴 추구” 사이에서 완전 매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노스탤지어 관광의 맥락에서 친숙
성과 신기성이 양립하며 긍정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개념적 틀과 함께 제시하였다
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

열쇠말 : 북한 관광, 노스탤지어 관광, 역사적 노스탤지어, 개인적 노스탤지어, 신기성-친
숙성 연속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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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북한에서의 관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북한 경제에 관한
보고 자료들이 관광 현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뢰할만한 공식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Eberstadt, 2011). 더욱이 남북 관계와 주변국 및 한반도 정세 등에 관련
한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은 북한 관광과 관련된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한다(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17). 대부분의 북한 관련 국내 연구들은 새터민들의 국내 관광, 금강산 관광,
그리고 관광개발 자원·상품·계획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예를 들어, 고호석, 2000; 김

철 최승묵·정란수, 2002; Kim,
Timothy, & Han, 2007 등). 해외의 연구들은 북한 관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인 관광객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김진옥·조월·김남조, 2015; Li & Ryan,
2015; Yang, Han, & Ren, 2014), 미주 및 유럽 관광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
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등장하게 되었다(Buda & Shim, 2015; Connell, 2017).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겪으면서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70년보다 많은 세월
동안 남북으로 분단되어온 역사는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잃었으며 남한에서
만 약 57,000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남북이산가족찾기, 2018). 더욱이 전쟁 이후로
사회 및 경제 등 어떠한 형태의 교류도 높은 강도로 제한되었기에, 국내 젊은 세대 대부
분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구전, 역사 교육 또는 미디어를 통한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노출은 분
명 존재한다. 한반도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에 대한 “역사적 노
스탤지어”, 즉 개인적으로 경험한 과거가 아닌, 역사, 사회활동, 미디어 노출 등을 통해
형성된 상상 기반의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Fairley, 2003).
관광학 문헌에서 노스탤지어는 특정 관광 목적지를 방문하려는 태도와 의도를 예측
하는 중요한 동기적 요소로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Cho, Lee, Moore,
Norman, & Ramshaw, 2017; Cho, Ramshaw, & Norman, 2014; Fairley, 2003;
Hwang & Hyun, 2013; Phau, Quintal, Marchegiani, & Lee, 2016).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관광객의 실제 개인적인 과거를 통해 생성되는 노스탤지어(“개인적 노스탤지어”)
에 집중하는 반면, 간접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노스탤지어 개념(“역사적 노스탤지어”)을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더욱이 몇몇 연구들은 언급한 두 종류의 다른 노스탤지어를
“통합적 노스탤지어(unified nostalgia)”로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Batcho, 1995;
Stern, 1992; Marchegiani & Phau, 2010).
한편 북한에서의 관광 활동 또한 복수의 기존 연구를 통해 노스탤지어의 관점에서 이
도영, 2005; 김성우, 2008; 송지준; 2006; 신동주, 2010;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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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Ryan(2015)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역사적인 노스탤지어가 북한 관광에 있어 유인 요인임을 밟혀내었고,
김진옥·조월·김남조(2015)은 이러한 중국 관광객의 사회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홍색
관광”의 주요한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북한 관광에 대한 동기 요인으로 신기성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미디어를 통해 “위험하고, 비밀스럽고, 독특하며, 비일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Buda &
Shim, 2015).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북한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의 수 또
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Paris, 2013), 이를 Buda & Shim(2015)은 “다른 장소
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와 “비일상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는 신기성
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관광객들에게 신기성을 자극한다는 논의와 상반되게, 국내(남한) 관광객들은
해외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인지적으로(경우에 따라, 정서적으로) 더 익숙
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비록 주관적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과거로부터 같은 역사,
언어와 민족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전, 교육, 미디어 또는 어린 시절의 직접적인 경험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또한, 모순적이게도—이는 국내 관광객들이 북한에 대해 친숙성과 신기성 추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러한 가정은 관광 상황에서 친
숙성과 신기성이 연속체의 양 끝에 위치하고 있어 “친숙성이 신기성의 대조(antithesis)”
라는 이론적 패러다임(Lee & Crompton, 1992)과 다른 입장에 선다. 하지만 최근 복수의
연구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반론 및 반증하며, 친숙성이 신기성의 대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독립적인 개념임을 주장하고 있다(고동우, 2002, 2015; Shimojo, 2008; Toyama &
Yamada, 2012). 나아가, 과거의 “매우 오래된 읽어버린 기억(long-forgotten memory)”
의 회복을 통한 노스탤지어가 친숙성뿐만 아니라 신기성도 함께 불러일으킨다는 자연
및 사회과학 연구 결과들은(Mun, Lee, & Jeong, 2018; Oba, Noriuchi, Atomi, Moriguchi,
& Kikuchi, 2016), 노스탤지어 관광에서의 신기성-친숙성의 양립성(coexistance) 및 정
적 관계(positive correlation)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기존의 친숙성-신기성 대조적 연속체 패러다임 및 관련 이론들
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2) 국내(남한) 관광객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노스탤지어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증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3) 노스탤
해되었다. i

지어 관광에서의 친숙성 및 신기성의 양립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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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개인적 및 역사적 노스탤지어
무 전반
에 걸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이유로 많은 주목을 받
아왔다. 초기에 노스탤지어는 의학적 관점을 통해 일종의 정신적 질병으로 다루어져 왔
으나(Hofer, 1934), 현대로 넘어오며 점차 의학적 담론에서, 심리적 담론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즉 노스탤지어를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
험하는—대체로 긍정적인—감정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Davis, 1979; Hutton, 2013).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노스탤지어를 단일 개념 “통합적 노스탤지어(unified nostalgia)”
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개념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노스탤지어
를 개인적 측면과 간접적 측면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Baker & Kennedy, 1994;
Batcho, 1995; Marchegiani & Phau, 2010; Stern, 1992). 두 노스탤지어의 가장 뚜렷
한 차이는 직접적인 경험의 유무이다. 즉 개인적 노스탤지어 반응은 자신이 경험한 과거
(“the way I was”)로부터 발생하는 반면, 역사적 노스탤지어 반응은 직접적인 경험 없이
(심지어 태어나기 전의) 역사적 사실, 사회화 또는 미디어 노출을 통한 간접적인(비{非}
개인적인) 경험(“the way it was”)으로부터 발생한다.
Marchegiani & Phau(2010)는 Stern(1992)의 최초의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두 종류의
노스탤지어를 더욱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으며, 향후 실증 사회과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조작하였다. 이들은 역사적(간접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의 구분 점이 “개인적 연관성
(personal connections)”에 있다고 주장하며, 두 개념에 대한 원천과 단서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및 <표 1> 참조). 먼저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자서전적 기억”의 형성과 연관이 깊
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진 기억으로 남겨진다. 또한, 높은 개인적 연관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친숙성, 가족, (판타지 같은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 사건, (영
웅적인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 사랑, 양육, 정체성 성립 등이 이에 대한 단서가 된다. 반면
에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개인적 노스탤지어와 달리 낮은 개인적 연관성에 기초하고 있어
생각의 두드러짐이 상대적으로 낮다. 더욱이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기인하기 때문에, 단체
나 사회에 의해 공유, 전달, 심지어 구성되는 “집단적 기억”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Halbwachs, 1992). 이에 따라, 많은 학자는 역사적 노스탤지어를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
인 측면에서 이해하였고, 상상, 판타지, 또는 심지어 가상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노스탤지어의 대표적인 단서들로는 역사적 사건, 로맨스, 롤모델, (평범한 인
노스탤지어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정의되며(Holbrook, 1993), 학계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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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보다는) 이상적인 인물 그리고 (현실적인 맥락보다는) 과장된 맥락 등이 있다.

관광학에서도 노스탤지어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역사적 및 개인적

옥 월

노스탤지어로 구분한 연구들은 매우 적다. 기존 연구에서는 유산 관광(김진 ·조 ·김남

& Santos, 2007; Lee, 2015), 스포츠 관광(Cho et al.,
2017, 2014), 영화 및 드라마 관광(권유홍·손대현, 2004; Jewell & McKinnon, 2008;
Quintal & Phau, 2015), 호스피탈리티(Hwang & Hyun, 2013) 그리고 한류 관광(최인호,
2006) 등에서 주로 노스탤지어를 다루어 왔다. 북한 관광의 경우, Li & Ryan(2015)과 김
진옥·조월·김남조(2015)이 노스탤지어를 중국 관광객의 사회주의 시대상에 대한 향수성
을 동기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나, 역사적 및 개인적 측면을 구분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
조, 2015; Berliner, 2012; Caton

<표 1>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 (Marchegiani & Phau, 2010)
발생 원천
단서
관련 심리 이론
지각자의 정신적 과정
생각의 자기참조성
생각의 두드러짐

개인적

직접 경험한 과거
친숙성, 가정,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
사건, 보통 사람, 사랑, 양육
자서전적 기억
기억
강함
강함

역사적

건
디
매우 오래된 과거 설정, 포부가 크고
이상적인 인물, 롤모델, 판타지, 과장
된 분위기
집단 기억
역사적 사 , 사회화, 미 어

상상

약함
약함

[그림 1] 비(非) 노스탤지어, 역사적 노스탤지어 그리고 개인적 노스탤지어
(Marchegiani & Pha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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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성-친숙성 대조적 연속체 패러다임
험 차이로서 정의된다(Pearson, 1970). 심
리학에서 신기성 개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Berlyne(1966)은 신기성에 대한 욕구는
더 큰 관여도와 탐험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명제적으로 관광
활동은 무언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성은 관
광 동기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며, 어떻게 관광객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실증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Crompton, 1979;
Gitelson & Crompton, 1984; Sangpikul, 2008; 안희자·김남조·정철, 2012). 다수의 연구
는 신기성이 관광객들의 태도, 선호도, 선택, 만족, 방문 의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신기성 추구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 목
적지나 활동이 위험하다는 지각을 줄 수 있기에, 관광객 의사결정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
다(곡효룡·김형곤·이수진, 2011).
친숙성은 관광객의 관광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 목적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
과 관광 목적지와 관련된 정보의 합으로 정의 된다(Baloglu, 2001). 신기성과 대조적으로
관광 목적지에 대한 친숙성은 관광객들의 목적지에 대한 위험지각을 낮추는 역할을 하
지만, 너무 높은 친숙성은 관광객들을 지루하게 하고 쉽게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신기성은 현재의 인식 상황과 과거의 경 상의

(Iso-Ahola, 1980; 고동우, 2015).

처럼 보이는 신기성과 친숙성을 관광학자들은 두 개념이 서
로 “대조되어(antithetical)” 어떤 연속선 상의 양극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으며(Lee
& Crompton, 1992), 이를 토대로 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Plog(1974)는
Allocentric-Psycocentric 모델을 통해, 신기성 및 친숙성 동기 경향성을 중심으로 이론
을 정립하였다. 즉 친숙성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문제에 관심이 있고 불안상
태를 대체로 견디지 못해 유명하고 익숙한 관광지를 선택하는 psychocentric 유형으로,
신기성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아 낯설고 개발되지
않은 관광지를 선호하는 allocetric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Cohen(1972) 또한 마찬가지로
관광 동기를 신기성과 친숙성의 두 욕구 아래서 이해하였으며, 관광객을 이에 따라 조직
적 대량 관광객, 개별적 대량 관광객, 탐색자 그리고 방랑자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신기성 추구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방랑자 유형이며, 친숙성 추구가 가장 높은 집단
은 조직적 대량 관광객이다. Iso-Ahola(1980)는 여가동기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자극 또는 과소 자극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관광 및
여가 선택은 이러한 신기함과 친숙함 사이에서 균형이 맞는 최적 각성 수준을 찾아 결정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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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상생활에서 너무 과도하게 친숙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지
루함을 느껴 자극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롭고 일탈적인 관광 및 여가활동을 찾게 되
지만, 너무 과도하게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반대로 이러한 자극을 회피할 수 있는 이
완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2] 참고).
된다고 논의하였다.

[그림 2] 친숙성-신기성 연속체 패러다임 관련 이론

3. 신기성-친숙성 연속체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앞서 논의하였듯이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가 친숙성과 신기성을 일직선 위의 양극에
존재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기성과 친숙성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로부터 독립된 개념이여야 한다는 신기성-친숙성 연속체 패러다임
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동우(2002, 2015)는 최적각성추구 추동과 이완추구
추동으로 이루어진 “이중추동모형”을 제안하며, 이완(친숙성)과 긴장(신기성)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맥락별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의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
장하였다. 친숙성과 신기성이 같은 관광 시점이더라도 각기 다른 맥락에서 함께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험 관광을 친한 지인과 함께 떠난다고 가정할 경우, 관광
목적지 맥락에서는 새로움과 신기성의 자극, 지인과의 관계 맥락에서는 친숙성의 자극이
동시에 발현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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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Shimojo(2008)는 TV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신기성과 친숙성 모두 전반적인 매력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이를 통해 이 둘이 서로 구별되는 개
념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신기성과 친숙성의 상반된 관계에 있다는 기존 논의와는 달
리,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Toyama &
Yamada(2012)의 연구에서도 신기성과 친숙성을 독립적인 구별된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즉 신기성과 친숙성 모두 관광 목적지에 대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
적인 만족도의 경우 신기성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어 신기성-친숙성 대조
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신기성과 친숙성은 개
념상 대조적인 특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
나 가 이러한 개념적 가정은

함을 시사하고 있다.

4. 국내(남한) 관광객의 북한에 대한 친숙성, 신기성 및 노스탤지어
운 인상을 지니고 있어, 신기성 추구성향
의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다(Buda & Shim, 2015). 이와는 다르게 국내
(남한) 관광객들은 해외관광객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인지적으로(때에 따라, 정서
적으로) 익숙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과거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오던 역사·문화·언어·
민족성을 바탕으로, 구전, 역사 교육, 미디어 또는 어린 시절의 직접적인 경험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관광객들
이 북한에 대하여 친숙함과 신기함 사이에서 혼합된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은 국내(남한) 잠재 관광객들에게 노스탤지어 관광 목적지가 될 수 있다. 70
년이 넘는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국내(남한) 관광객의 대부분은 북한에서의 직접적
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구전, 역사 교육 또는 미디어 등을
통해 익숙한 이미지와 지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역사적 노스탤지어 반
응 불러일으키게 되며, 북한 관광에 대한 태도와 방문 의도에 대한 주요한 동기로 작용
할 것이다(Mun et al., 2018). 북한에서의 역사적 노스탤지어 관광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Li & Ryan, 2015).
흥미롭게도—또한 모순적이게도—아래에 제시될 이론적·실증적 논거들은 관광객들의
친숙성 및 신기성이 서로 독립적인 개념임을 넘어서, 노스탤지어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정적(+) 관계로서 동일 시점에 동시에 존재(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고 신비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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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 목적지에 대한 친숙성과 노스탤지어의 관계

직·간접적으로 경험된 과거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
로 하고 있다. 어떠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어도 과거 시점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어야 현재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자극이 받았을 때 노스탤지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
을 것이다. Barrett, Grimm, Robins, Wildschut, Sedikides, & Janata(2010)의 연구는
특정 노래에 대한 친숙성이 향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논의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 관광 맥락에서 Meyer(2010)는 친숙성이 역사
적 노스탤지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거를 북한에
대한 남한 잠재 관광객의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및 역사적 노스탤지어 모두

[가설 1] 북한에 대한 남한 관광객들의 친숙성은 역사적 노스탤지어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

[가설 2] 북한에 대한 남한 관광객들의 친숙성은 개인적 노스탤지어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

2) 관광 목적지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관광 동기로서의 신기성 추구

간의 관계

바 있다. Oba,
Noriuchi, Atomi, Moriguchi, & Kikuchi(2016)는 fMRI 스캔 촬영을 활용하여 연구 참
여자들에게 그들의 SNS에 게시된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며 뇌의 활성화 반응을 관찰하
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SNS 사진을 통해 매우 강한 노스탤지어를 경험함과 동
시에 신기성 탐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연
구자들은 이를 “오랫동안 잃어버린 먼 기억(long-forgotten remote memories)”의 회복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지선·이훈(2011)은 친숙성, 신기성
및 향수성(노스탤지어)이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체험요소임을 논의하며,
친숙성이 향수성으로, 향수성이 신기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밝혀내었다. 나
아가 향수성과 신기성의 경로를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간접적인 역사 체험이 현장에
서 직접 확인하고 느껴봄으로써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논의된 이론적 가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에 따라, 국내(남한) 잠재 관
광객의 북한에 대한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 또한 관광 동기에 있어 신기성 추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신기성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효과는 자연과학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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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북한에 대한 남한 관광객들의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신기성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4] 북한에 대한 남한 관광객들의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신기성 추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까

지금 지의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을 통해, 친숙성, 개인적/역사적 노스탤지어 및

마지막으로 친숙성 및 신기
성의 관계에 있어서 노스탤지어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
신기성으로 이어지는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5]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북한에 대한 남한 관광객들의 친숙성과 신기성 추구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6]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북한에 대한 남한 관광객들의 친숙성과 신기성 추구의
관계를 매개한다.

4. 연구모형
앞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북한 관광에 있어 국내(남한) 잠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총 6개의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그림 3]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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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측정 항목 구성
형

본 연구는 연구모 과 가설들을 검정해 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존

항목들을 활용하여 이론적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표 2> 참고). 북한에 대한 친숙성은 Toyama & Yamada(2012)에 인용된 4
개의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Marchegiani & Phau(2011)
에 의해 개발된 각 5개,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신기성 추구의 경우, Lee &
Crompton(1992)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13개의 문항을 연구 맥락과 측정 수준(관광 목
적지 및 동기)을 고려하여 번역 및 조정하여 활용하였다. 사회인구 통계적 변수들을 제
외한 모든 이론적 변수들은 측정 항목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 & 7점=매우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의 연구들로부터 유효성이 확보된 설문

<표 2> 측정 문항 및 참고문헌

변수

문항 수

친숙성

4

역사적 노스탤지어

5

개인적 노스탤지어

6

신기성 추구

13

참고문헌

& Yamada(2012)
Marchegiani & Phau(2011)
Lee & Crompton(1992)
Toyama

2. 표본설정 및 자료수집 방법
안

형
위해, 북한 관광의 잠재적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일반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사전조사 과정을 통해 관광학 교수와 다수의 관광 관련 대학원 과정생들로부터
개발된 설문 문항과 설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 주요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단어들과 문장표현들을 수
제 된 이론적 모 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정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온라인 리서치 회사 에 의뢰하여 온라인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이루어
1)

즈 컴퍼니 (URL: http://www.snscon.com/)

1) 와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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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온라인 리서치 회사를 통한 조사는 대규모의 패널을 대상으로 임의로 설문지가 배
부되기 때문에 확률표본추출을 용이하게 하고 높은 응답률, 높은 신뢰성 및 낮은 비표본
오차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넓은 범위를 고려할 때 다양한 인구 통계
적 배경을 지닌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패널 조사를 채택하게 되었다.
설문지는 2018년 7월에 온라인 조사 패널에게 임의로 배부되었으며, 그 결과 총 200부
의 응답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사용할 수 없는 응답(예를 들어, 극단적 응답, 미완성 응
답, 결측값 등)이 나타나지 않아, 수집된 모든 설문지가 통계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먼저, 설문응답자들의 사회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및 기술 통계 분석
을 시행하였다. 이후 신뢰성 및 탐색요인분석(EFA)을 통해 변수의 타당성 및 내적 일관
성을 확인하였으며, 변수의 하위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을 통해 제안된 가설들을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 내에서의 매개 변수의 효과
를 알아보고자, Preacher & Hayes(2008)와 Zhao, Lynch & Chen(2010)에 의해 제안된
부트스트랩 테스트(Bootstrap test)를 실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8.0을 통
해 실행되었으며, 조절 효과 검증은 Preacher & Hayes(2008)에 의해 개발된 “multiple
mediation(INDIRECT)” SPSS 매크로를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
응답자의 사회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총 200명의
응답자 중 51%는 여성이며, 나이는 29세와 59세 사이에서, 평균 40.2세이다. 교육수준의
경우, 75%가 넘는 응답자가 최소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보고하였다. 이외 다른 인구통계
변수들은 대체로 고르게 분포도에 나타나, 분석결과 일반화에 한계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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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응답자의 사회·인구 통계적 특성 (총 200명)
사회·인구 통계적 변수
n % 사회·인구 통계적 변수 n

별

남자
여자
20 29
30 39
40 49
50 이상
1,000,000 미만
1,000,000
1,999,999
2,000,000
2,999,999
3,000,000
3,999,999
4,000,000 이상

성

–
–
나이
–
₩
월 ₩₩
수입
₩
₩

–₩
–₩
–₩

% 교육
% 수준
%
% 결혼
% 여부
%
%
% 직업
%
%
%

98
102
37
57
55
51
43
40
53
21
43

49
51
18.5
28.5
27.5
25.5
21.5
20
26.5
10.5
21.5

졸
생혹 졸
혼
혼
직
무 직
업
업
생
타

고 이하
대학
은대
대학원 재학 이상
미
기
전문
사 관리
자영
전 주부
학
기

48
131
21
81
119
18
92
17
28
19
26

%

%
%
%
%
%
%
%
%
%
%
%

24
65.5
10.5
40.5
59.5
9
46
8.5
14
9.5
13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앞서, 변수들의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고 각 변수의 하위 요인들
을 도출하기 위해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먼저 시행하였다. 모든 탐색요인분석은 상호
독립적인 요인의 도출을 위한 주성분 분석의 직각회전(베리맥스)을 활용하였다.
친숙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들의 공통성이 0.4 이
상,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보여주는 KMO
값은 0.712, Bartlett의 구형성은 385.764(p=0.000)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66.908%로 나타났다. 친숙성 단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또한 0.8 이상으로 적절하게 나타
났다 (<표 4> 참고).
<표 4> 친숙성에 대한 신뢰성 및 탐색요인분석결과
가설 검정에

요인 1: 친숙성

요인 및 측정 항목

른 람
많 알
익 느낌
깝

알

나는 북한에 대해 다 사 들보다 더 고 있다.
나는 북한에 대해 이 고 있다.
북한은 내게 숙한
이다.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 다고
진다.
Eigen value
총분산
Cronbach’s α

느껴

O = 0.712, Bartlett’s test: 385.764 (df = 6, p = 0.000)

주)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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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성

요인적재량

0.763
0.761
0.675
0.477

0.873
0.873
0.822
0.691
2.676
66.908

%

0.828

북한과 노스탤지어 관광

타당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북한은 내가 태어
나기 전의 시대의 한국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공통성이
0.4 이상,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언급한 문항은 공통성이 0.4에 근사하여
제거하지는 않는 대신, 도출된 요인 해석할 시에 해당 문항에 관한 내용을 주의 깊게 해
석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학식·이지훈, 2018). 상관관계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보여주는
KMO 값은 0.700, Bartlett의 구형성은 561.996(p=0.000)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분산 설
명력은 59.729%로 나타났다. 역사적 노스탤지어 단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또한 0.8 이상
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5> 참고).
개인적 노스탤지어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의 공통성
이 0.7 이상, 요인적재량이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보여
주는 KMO 값은 0.880, Bartlett의 구형성은 1332.906(p=0.000)으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80.124%로 나타났다. 개인적 노스탤지어 단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또한
0.9 이상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6> 참고).
신기성 추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의 공통성이 0.6
이상,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보여주는
KMO 값은 0.930, Bartlett의 구형성은 2667.415(p=0.000)로 유의하였으며, 전체 분산 설
명력은 77.902%로 나타났다. 신기성 추구에 대한 “새로움 추구”와 “놀라움/스릴 추구”의
두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7> 참고).
역사적 노스탤지어에 대한 신뢰성 및

<표 5> 역사적 노스탤지어에 대한 신뢰성 및 탐색요인분석결과

요인 및 측정 항목
요인 1: 역사적 노스탤지어
땠

공통성 요인적재량

북한은 한국의 이전 세대들이 어 는지를 상상하게 한다.
북한은 과거 한국의 역사적 시대상을 경 하게 한다.
북한은 내가 어나기 전 한국의 시대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을
게 한다.
북한은 내가 어나기 전에 았 한국의 예전 들을 경 하게 해준다.
북한은 내가 어나기 전의 시대의 한국을 경 하게 해준다.
Eigen value
총분산
Cronbach’s α

태
태
태

좋던

험

날
험

험

O = 0.700, Bartlett’s test: 561.996 (df = 10, p = 0.000)

느끼

0.723
0.698
0.661
0.518
0.385

0.851
0.836
0.813
0.720
0.621
2.986
59.729
0.830

%

주)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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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적 노스탤지어에 대한 신뢰성 및 탐색요인분석결과

요인 및 측정 항목
요인 1: 개인적 노스탤지어

린 절
켜
즐운
켜
좋 간
억
좋 간
켜
렸
켜
아
억 살려

북한은 나의 어 시 을 상기시 준다.
북한은 나의 거 과거를 상기시 준다.
북한은 나의 과거의 은 시 들에 대한 기 들을 되
북한은 내 과거의 은 시 들을 상기시 준다.
북한은 내가 어 을 때를 상기시 준다.
북한은 내가 유 였을 때의 기 을 되
준다.
Eigen value
총분산
Cronbach’s α

살려준다.

공통성

요인적재량

0.828
0.827
0.817
0.801
0.783
0.751

0.910
0.909
0.904
0.895
0.885
0.867
4.807
80.124
0.948

O = 0.880, Bartlett’s test: 1332.906 (df = 15, p = 0.000)

주) KM

<표 7> 신기성 추구에 대한 신뢰성 및 탐색요인분석결과
요인 1: 새로움 추구

요인 및 측정 항목

공통성 요인적재량

일

른 습
험 싶
운환
험 싶
운
견 싶
험
장소
알 못했던
험려 욕
느
느낄
싶
른 험
싶

북한 여행을 통해, 나의 상과 다 관 문화를 경 하고 다.
나는 북한 여행을 하면서 새로
경으로의 변화를 경 하고 다.
나는 북한 여행을 하면서 새로 것을 발 하고 다.
북한 여행이 모 이 동반된
에서의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여행을 통해 전에는 지
것을 경 하 는 구가 있다.
북한 여행을 통해 어 정도 놀라움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다.
나는 여행 중에는 색다 경 을 하고 다.
Eigen value
총분산
Cronbach’s α

요인 2: 놀라움/스릴 추구

위험
험 려 충
약간 위험 느껴
싶
약간 겁
싶
측 없 일 즐 싶
험 험
싶
평소 안 했던 감
싶

북한 여행을 통해
하고 스릴 있는 체 을 하 는 동이 있다.
북한 여행을 하면서
하게
지는 활동이 있더라도 한
경 해보고 다.
나는 북한 여행을 통해
나는 행동을 하고 다.
북한 여행을 통해 예 할 수 는 들을 기고 다.
나는 북한 여행을 하면서 모 적 체 을 하고 다.
북한 여행을 하면서
과 한 행동을 하고 다.
Eigen value
총분산
Cronbach’s α

험

번

0.831
0.813
0.838
0.784
0.772
0.694
0.641
5.377
41.632
0.948

%

0.870

0.914

0.822

0.874

0.782
0.796
0.818
0.629

0.853
0.838
0.805
0.678

O = 0.930, Bartlett’s test: 2667.415 (df = 78, p = 0.000), 총분산설명력: 77.902%

주)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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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0
0.868
0.865
0.842
0.782
0.776
0.771

4.715
36.270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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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정
1)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앞서 위해 변수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표
8> 참고). 그 후 친숙성,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 신기성 추구의 영향 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변수들과 종속변
수 간 정확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교란효과를 줄 수 있는 성별, 나이, 월수입과
같은 사회·인구 통계적 항목들을 통제변수로 다중회귀식에 추가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
과학 연구에서 발생한 “재현성 위기(replication crisis)”를 극복하고 연구의 더 높은 엄정
성을 위해, Benjamin, Berger, Johannesson, Nosek, Wagenmakers, Berk, ... & Johnson
(2018)의 제안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을 기존 대부분의 연구의 p<0.05 대신
p<0.005를 사용하였다.
친숙성을 독립변수로,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
석 결과, 친숙성이 역사적 노스탤지어(β=0.596)와 개인적 노스탤지어(β=0.606)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9> 참조).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
가설 검정에

되었다.

다음으로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독립변수로, 신기성 추구를 종속변수로 하

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놀라움/스릴 추구에 긍정

=

타났으나,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놀라움/스릴 추

적인 영향(β 0.659)을 미치는 것으로 나

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역사적 노스탤지어와 새로움 추구의 영

=

향 관계는 유의(β 0.492)하였으나, 개인적 노스탤지어와 새로움 추구의 영향 관계는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변수

1. 친숙성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3]과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표 8> 상관분석 결과
1

2

1

3

4

2. 역사적 노스탤지어

0.587**

3. 개인적 노스탤지어

**

0.620**

1

**

0.408**

0.191**

**

**

**

4. 새로움 추구

0.414

5. 놀라움/스릴 추구
M

주) p

< 0.05 , p < 0.01
*

0.605

5

1
1

0.367

0.221

0.567

0.000

1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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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친숙성과 역사적/개인적 노스탤지어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친숙성
통제변수
별
월입
육
혼

성
나이
수
교 수준
결
Adjusted

F

주) p

β

R

2

역사적 노스탤지어
t
H

0.596

10.424*

0.194
0.038
0.042
0.097
-0.025

3.313*
0.533
0.642
1.637
-0.341
0.371
20.585

H1

β

개인적 노스탤지어
t
H

0.606

10.681*

-0.054
0.127
-0.046
0.011
0.086

-0.923
1.806
-0.712
0.194
1.171
0.381
21.428

< 0.005 , 모든 VIF 값은 10보다 작음

H2

*

<표 10> 역사적/개인적 노스탤지어와 신기성 추구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신기성 추구
놀라움/스릴 추구
새로움 추구
t
H
β
t
H

역사적 노스탤지어
개인적 노스탤지어

-0.173
0.659

-2.241
8.556*

별
월입
육
혼

-0.110
0.001
0.015
-0.043
0.039

-1.769
0.011
0.223
-0.709
0.511
0.339
15.582

통제변수

성
나이
수
교 수준
결
Adjusted

F

주) p

R

2

H3
H4

< 0.005 , 모든 VIF 값은 10보다 작음

0.492
-0.107

5.640*
-1.232

-0.021
0.087
-0.063
-0.027
-0.065

-0.300
1.057
-0.830
-0.394
-0.750
0.154
6.158

H3
H4

*

트 트랩 테스트)

2) 매개 효과 가설 검정(부 스

친숙성과 신기성 추구 관계 사이에서의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의 매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테스트를 실행하였다(sample: 5,000, confidence level: 95%).

친숙성과 “놀라움/스릴 추구”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의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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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효과(0.3692[0.2487, 0.4978])를 보였으나,
역사적 노스탤지어의 “놀라움/스릴 추구”에 대한 효과는—앞서 [가설 3]의 결과와 같이
—매개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친숙
성의 “놀라움/스릴 추구”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t=1.4179,
p=0.158), 친숙성은 “놀라움/스릴 추구”의 영향 관계에서 개인적 노스탤지어가 “완전 매
개 효과”(간접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 분석결과,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유의한

다음으로 친숙성과 “새로움 추구”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 매개

간접 효과(0.2136[0.0810, 0.3682])를 보
였으나 개인적 노스탤지어의 “새로움 추구”에 대한 효과는—앞서 [가설 4]의 결과와 같
이—유의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친숙성의 “새로움 추구”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4.5253, p=0.000). 따라서, 친숙성 및 “새로움 추구”의 관계에
서 역사적 노스탤지어가 “부분적 매개 효과”(직/간접 효과의 상호보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5]와 [가설 6]은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유의한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신기성-친숙성 연속체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

써, 이에 대한 반증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보는 데 있다. 전자를 위해
국내(남한) 관광객들의 북한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
증 사례로 제시하였고, 후자는 기존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된 6개의 가설을 검정해
봄으로 달성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해 총 200부의 설문지를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회
수하였다. 탐색요인분석 결과, 신기성 추구는 “새로움 추구”와 “놀라움/스릴 추구” 두 요
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외 변수들은

단일 요인이 도출되었다.

1. 이론적 논의 및 시사점
연구 결과, 국내(남한) 잠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관광의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친숙성은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를 매개로 하여 관광 동기로서의 신기성 추

타났다. 이는 기존에 이어져 왔던 친숙성신기성의 대조적 연속체 패러다임에 상반되며, 오히려 이들이 구별된 독립적인 개념이라
는 최근의 논의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고동우, 2015; Shimojo, 2008). 게다가 이러한 결
구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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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타날 수 있으며 서
로 긍정적인 상관성을 띠고 있다는 본 연구의 이론적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스탤지어가 작용하지 않고 있는 관광 맥락(“비{非} 노스탤지어 관광”)에서는 친숙성과
신기성의 부(-)적 상관성에 대한 명제가 성립하나, 노스탤지어가 작용하고 있는 관광 맥
락(“노스탤지어 관광”)에서는 정(+)적 상관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참조).
친숙성의 경우, 역사적 및 개인적 노스탤지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노스탤지어의 원천 중 하나가 친숙성이라는 Stern(1992)
과 Marchegiani & Phau(2010)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적
노스탤지어뿐만 아니라 역사적 노스탤지어 또한 관광 목적지에 대한 친숙성을 통해 이
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새로움 추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놀라움/스릴 추
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연관성
(personal connection)”이 낮고 간접적으로만 경험하였던 과거이기 때문에(Marchegiani
& Phau, 2010), 해당 관광 목적지에 대한 인상이나 경험이 이질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인
식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김지선·이훈(2011)의 연구 결과에서 유사
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반면에 개인적 노스탤지어는 “놀라움/스릴 추구”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만, “새로움 추구”와의 영향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진행될 필요가 있지만, “예상치 못한 기억의 맞닥뜨림”이 관광객에
게 놀라움을 넘어 흥분감과 설렘을 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결과는 Oba et
al.(2016)의 자연과학 실험연구를 통해 추론된 결과를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서도 재현
해 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과는 노스탤지어 맥락에서 친숙성과 신기성이 동 한 시점에 함께 나

[그림 4] 비(非) 노스탤지어 관광과 노스탤지어 관광의 신기성-친숙성 관계비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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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매개 효과 분석 결과, 친숙성과 새로움 추구의 영향 관계에서 개인적 노스

탤지어가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이 영향 관계 내에서 개인적 노스
탤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반면 친숙성과 새로움 추구 사이에서의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친숙성 및 새로움 추구 사이

른 개념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를 매개하는 다

2. 노스탤지어 관광에서의 친숙성-신기성 양립에 관한 개념적 틀
기존의 친숙성-신기성 연속체 패러다임에 관한 문헌과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기반

[ 림 5]와 같이 노스탤지어 관광에서의 친숙성-신기성 양립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본 그림은 노스탤지어 관광 맥락에서 친숙성과 신기성이 어떻게 양립하며,
정적인 상관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이론적 및 개념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 및 역
사적 노스탤지어는 서로 다른 기억 단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인적 노스탤지어의 경우,
실제 일어났었고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잃어버린 오래된) 과거로부터의 특정한 사물,
장소 혹은 사람에 관한 친숙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자서전적 기억”으로부터 발
현된다. 반면 역사적 노스탤지어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 미디어 혹은
구전을 통해 익숙히 알고 있던 “집단 기억”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억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므로, 한 사람의 판타지 또는 상상에 의존하여 존재하게 된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실증 결과에 따라, 개인적 및 역사적 노스탤지어가 다음과 같이 신기성의 각
기 다른 차원을 건드리게 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새로움” 및 “놀라움”.
[그림 5]에 제시된 개념적 틀이 실증이론의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더 다양한
관광 맥락과 연구 범위에서의 검정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틀의 제시는 향후 연구자들이 친숙성-신기성 연속체 패러다임을 노스탤지어 맥락과 비
(非) 노스탤지어 맥락을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으로, 그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방법이 온라인 패널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데
서 기인한다. 즉, 수집된 자료들은 직접 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던 한반도 전쟁
이전 세대의 목소리를 많이 담을 수 없었다. 이들은 전쟁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
건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개인적 및 역사적 노스탤지어가 젊은 세대와는
높고 구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은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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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이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노스탤지어와 주요 관광 개념 간의 이론적
관계를 탐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노스탤지어 관광에서의 친숙성-신기성 양립에 관한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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