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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토연구원, 2004).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는 이

해 관계자의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Yu et al, 2011). 그 중 정부나 지자체 개발

참여도 중요하지만(임화순·고계성, 201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가

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다(정승훈, 2019). 이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

도 및 인식이 관광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조광익 외, 2002). 다시 말해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

(Lee, 2013; 당약함, 2021)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주민이 관광개발하는데 참여하

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Zhang et al, 2013).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

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다(Sanja Obradovic et al, 2021).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적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유광민 외, 2007; 오정학 외, 2009). 그러나, Pearce et al(1996)은 ‘사회적교환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 하는데

있어 편익과 비용 이외에 가치, 규범, 믿음 등의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사회적교

환이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유광민 외, 2007 재인용).

이에 관광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관광학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오민정, 2022). 관광학 분야에서 기존

에 적용되어 온 ‘계획행동이론(TPB)’은 주로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의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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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문의도, 참여의도, 여행의도, 이용의도, 구매의도등을 예측하기 위한모형으로 적용되

어 왔으나(오민정, 2020), 최근에는 관광학에서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지역주민 참

여의도 및 행동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광학분야에서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지역주민들의관광개발참

여에영향을미치는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고진숙외, 2017). 아울러국내기존선행연구에서

는 ‘계획행동이론’의 ‘행동’을측정하기보다는 ‘행동의도’까지만측정하는경우가있어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민환·이충기,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

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

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그

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Lee, 2013; 당약함, 2021)로 작용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

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다(Obradovic et al, 2021).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서 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

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론적측면에서의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한결과를 통해 향후지속가능

한 관광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참여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구조적 관계를분석

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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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한경면 중산간 지역의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성별·연

령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할당 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내 각

각 20세 이상의 12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이와 함께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표본추출

법을 병행하였다.

시간적범위는 2022년 10월 22일부터 11월 03일까지로총 13일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 연구의내용적 범위는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및 방법은다음과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 모형의 토대가 되는 ‘계획행동이론(TPB)‘에 관한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주요 변수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도 고찰하였다.

제 3장 연구 설계에서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제

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4장 실증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AMOS 26 graphics 프로

그램을 활용해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앞서 실증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요약,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및 방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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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2장 이론적 배경

계획행동이론(TPB)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제 3장 연구 설계

연구의 모형 및 가설설정 조사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제 4장 실증분석

일반적 특성 →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연구가설 검증

⇩

제 5장 결론

연구의 요약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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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

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모형의 토대가 되는 ‘계획행동이론(TPB)’에 관한 개념 및 구성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획행동이론(TPB)’의 이론적 토

대가 되는 ‘합리적 행동이론(TRA)’에 관한 개념 및 구성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요 변수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에 관한 개념 및 원칙, 기준 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1절 계획행동이론

1. 합리적 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1) ‘합리적 행동이론’의 개념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Fishbein&Ajzen이 제시한 이론으로(김화, 2008), ‘기대가치

이론’을 근간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홍

범·윤진영·이재형, 2012).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인간의 사고 과정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오민정, 2020) 인

간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고, ‘행동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유순근, 2018).

즉, 개인이 수행한 행동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할수록, 그리고 그 행동 결과에 대해

타인들이 지지한다고 생각할수록(이학식·김영, 2000) 그 행동을 수행 할 의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홍범·윤진영·이재형, 2012).

이러한 견해는 다수의 후속 연구들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지지 되었으며(이학식·김영,

2000), 이는 ‘계획적 행동이론(TPB)’과 ‘기술수용모델’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김형준·

이상주·김정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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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이정

기 외, 2013).

그러나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결단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Ajzen, 1991). 다시 말해 시간 및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간의

의지로만 행동을 통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합리적 행동이론(TRA)’으로 이

러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조대우·환경연, 2001).

이에 인간의 비인지적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인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한 ‘계획행동이론

(TPB)’이 제안되었다(김효연·류기상·류형서, 2016).

자료: 이정기 외, 2013

<그림 2-1> Fishbein&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 모형

2) 합리적 행동이론의 구성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행동이론(TRA)’에서의 ‘행동’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고,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합리적 행동이론(TRA)’의 선행변수인 ‘태도’는 개인의 수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

과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이 되며, 어떤 대상(사람, 사물, 사안)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대우·환경연, 2001).

즉, 특정행동이 특정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신념인 ‘행동 신념’(김상미·김상오, 2012)과

특정 행위결과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 다시 말해 특정 행위결과의 중요한 정도인 ‘행동

평가’에 의해 ‘태도’가 결정된다고 한다(박중환·주현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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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에 의해 결정이 되며(정혜선 외,

2003),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타인들의 지각된 기대를 의미한다(유순근, 2018

재인용).

즉, Fishbein&Ajzen(1975)에 의하면, 지각된 특정 준거집단의 기대를의미하는 ‘규범적

신념’과 그 기대에 순응하려는 ‘순응동기’에 의해 ‘주관적 규범’이 결정된다(전형구·김민수,

2007 재인용).

세 번째로 ‘행동의도’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로(허진영·최헌혁, 2008), ‘합리적 행

동이론(TRA)’에서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변수로 가정하고 있다(배병렬, 1994).

이들 변수 간의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되었다(김상미·김상오, 2012).

현용호(2012)의 ‘합리적 행동이론(TRA)’를 적용한 메가이벤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행동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대구세계육상권 대회의 ‘참가행동의도’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세계육상권 대회의 ‘참가행동의도’는

실제 ‘참가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두영·고민환(2020)의 ‘합리적 행동이론(TRA)’을 적용한 한국인의 적개심이 일본 관광

행동에 영향을미치는 연구에서도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행동이론(TRA)’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의 문제와 한계가

제기 되었다(유진·김영재, 1999).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만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받았다(손용곤·이병관, 2012). 즉, 현실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

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손정기·한상일, 2016).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태

도’ 및 ‘주관적 규범’ 이 모두 긍정적일지라도(이정기 외, 2013), 그와 같은 행동을 수행할 기

회 및 자원이 없는 경우 실제 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이홍

재, 2013). Ajzen(1985)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

간의비인지적 행동을설명하는 요인인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하여 ‘계획행동이론(TPB)’을

제안하였다(이정기 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TRA)’을 보완한 ‘계획행동이론(TPB)’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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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1) 계획행동이론 개념

‘계획행동이론(TPB)’은 행동에영향을미치는인지적, 심리적 요인들을설명하는데유용하

게 활용되는 이론으로(정지형·홍석호·장수미, 2018), Ajzen&Fishbein의 ‘합리적 행동이론

(TRA)’에서 보완된 이론이다(유순근, 2018).

다시 말해 ‘계획행동이론(TPB)’은 ‘합리적 행동이론(TRA)’에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해

보완된 이론이다(김형준·이상주·김정훈, 2020).

‘계획행동이론(TPB)’은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Ajzen, 1991).

자료: 이정기 외, 2013

<그림 2-2> Ajzen의 계획행동이론(TPB)

‘계획행동이론(TPB)’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용성이 검증되면서 관광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오민정, 2020).

권미영(2014)의 연구에서 호텔 한식당 이용 고객들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

된 행동통제’는 호텔 한식당 방문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호텔 한식당 소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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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웅(2015)의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주관

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해양스포츠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행동의도’는 해양스포츠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객들의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

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활동에서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있는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 와 ‘주관적 규범’, 그

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을 지원하려는 주민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관광개발을 지원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ag&Colmekcioglu(2020)의 연구에서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친

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친환경 호텔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는 친환경 호텔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려는 의도는 실제 친환경 호텔 예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wanitdumrong&Chen(2021)의 연구에서 태국 해안 관광객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

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자 내용

권미영(2014)

호텔한식당이용고객들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행동통
제’는호텔한식당방문 ‘행동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으며, ‘행동의도’는 호텔 한식당 소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권웅(2015)

해양스포츠참여자들의해양스포츠에대한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해양스포츠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해양스포츠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남

Wang et al(2018)

관광객들의환경행동에대한 ‘태도’와 ‘주관적규범’, 그리고 ‘지각된행위
통제’는 관광활동에서의책임있는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미치는것으
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있는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표 2-1> ‘계획행동이론(TPB)’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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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작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2) 계획행동이론 구성요인

‘계획행동이론(TPB)’ 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동의도’, ‘행동’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진, 2013). 그러나 ‘계획행동이론(TPB)’에서 행동을 설명하

는 주요 변수는 ‘행동의도’이다(Aydina&Aydinb, 2022).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등 세 개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구성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위통제’, ‘행동의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태도

Fishbein&Ajzen(1980)은 ‘태도’를 대상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적으로

반응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학습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강은주, 2021). 다시

말해, ‘태도’는 관심 있는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한다(Tajeddini et al, 2021). 이학식·김영(2000)은 ‘행동’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응하

려는 ‘태도’는 반응하려는 대상에 대해 호감이 형성될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연구자 내용

Erul et al(202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 와 ‘주관적 규범’ ,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을지원하려는주민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관광개발을지원하는 ‘행동’에 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Agag&Colmekcioglu(2020)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요
인에대해연구한결과, 친환경호텔에대한 ‘태도’, ‘주관적규범’, ‘인지된
행위통제’는친환경호텔 ‘방문의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으며, 친환경호텔을방문하려는의도는실제친환경호텔예약에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Panwanitdumrong
&Chen(2021)

태국 해안 관광객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있는환경 ‘행동’에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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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도’가 커질수록 실제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였다(유동숙, 2017). 이로

인해 ‘태도’는 ‘계획행동이론(TPB)’에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이충기·류재숙·고성규, 2017). 이에 행동에 대한 예측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태도’를 중요한 핵심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임수진·한규석, 2009). 특히, 관광학 분야에서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Obradović et al,

2021). 이에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관광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XueQinet et al, 2021). 20세기 초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태도-행동

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태도-행동 간의 낮은 상관관계로 태도-행동 간의 연구 가치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이재석·이충재, 2010).

이에 Fishbein&Ajzen(1975)은 기존의 대상에 대한 ‘태도’ 대신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것에 대한우호도평가나감정의 정도로서 ‘태도’를 측정하게되었다(권미영, 2012 재인

용). 여기서 ‘태도’는 특정행동이 특정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신념인 ‘행동 신념’(김상미·김

상오, 2012)과 특정 행위 결과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행동 평가’로 이루어진다(박중환·주현

식, 2009). 즉, ‘태도’는 개인의 ‘행동 신념’과 수행한 행위 결과에 대한 ‘행동 평가’의 곱으로

구성 된다(김우곤·박병관, 1997). 다시 말해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예측될 경우

이에대한 ‘태도’도호의적인 ‘태도’로 형성되는반면, 수행하고자하는 ‘행동’이 부정적으로예측되

는 경우 이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태도’로 형성된다고 하였다(Fishbein&Ajzen, 198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주관적 규범

Ajzen(1991)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인지된 사회

적 압력’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주관적 규범’은 개인과가깝고, 중요하며,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친한 친구, 동료 등의 집단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 인식으로 볼 수 있다

(Han et al, 2010). 이에 Fishbein&Ajzen(1975)는 지각된 특정 준거집단의 기대를 의

미하는 ‘규범적신념’과 그 기대에순응하려는 ‘순응동기’로 ‘주관적 규범’이 구성된다고 하였다

(전형구·김민수, 2007 재인용).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주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강은주, 2021). 즉, 개인의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긍정적또는

부정적으로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박에 대해 개인의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충기·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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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임성희, 2017). ‘주관적 규범’은 ‘계획행동이론(TPB)’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행동의도’

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Hsu&Sheu(2010)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그

린 호텔 이용객의 호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란·이

충기(2015)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계획행동이론(TPB)’을 구성하

는 세 가지 변인 중 ‘주관적 규범’이 설명력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차동필, 2005; 이정

기 외, 2013).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인 Wu&Chen(2016)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

한 참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jzen(1991)은 ‘행동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계획행동이론(TPB)’을 구성하는 요인

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중요성은 행동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충기·류재숙·고성규(2017)도 개인의 ‘행동의도’는 행동 특성과 상황에 따라 ‘계획

행동이론(TPB)’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중요도가

달라 질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용이하게 또는 얼마나 쉽거

나 어렵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김수, 2018). 이러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통제

신념’과 ‘통제요인의 지각된 영향력’으로 구성되며, ‘통제 신념’은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

정한 자원을 얼마나 용이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이 갖는 믿음을 의미하는 한편,

‘통제 요인의지각된영향력’은 행동이 개인의통제하에있다고느끼는정도를의미한다(박선

주, 2016). 다시 말해 ‘지각된 행위통제’는 어떤 사람의 행동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을 의미한다(East, 1993; Taylor&Todd, 1995; 이준엽·안태기, 2007).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의 사업 역량과 관련 있으며(안승혁·윤순진, 2021), ‘계획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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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TPB)’을 활용한 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지

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의도’ 또는 ‘지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인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터키 대도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

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 지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승혁·윤순진(2021)의 연구에서도 농촌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농촌관광 사업 참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

능한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4)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미래의 목표 행동에 대한 몰입(commitment)으로서 실

제 행동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할수 있는 변수이다(오민정, 2020). 다시 말해

‘행동의도’는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서 신념에 의해 태도가 형

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강은주, 2021). 이로 인해 ‘행동의도’는 사회

과학 연구 분야에서 단기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추정 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변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Sheeran, 2002; 고봉호, 2017 재인용). Ajzen(1991)에 의하면 ‘행동의도’는

개인의예상 또는계획된미래 행동또는행동하려는 의지로(Erul, 2018), ‘태도’와 ‘행동’ 간

의 관계에서매개역할을 하며, ‘행동의도’가 커질수록실제 ‘행동’이 수행될가능성도 커진다고

하였다(유동숙, 2017).

이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다양한 선행연구(고진숙·서영수, 2017;

Erul, 2018; Erul et al, 2020; Wang et al, 2020; Lee et al, 2022)들을 통해 검증되

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까

지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선행연구(고진숙·서영수, 2016; 정남식·김용근,

2017; Wu&Chen, 2018; Gao&Chen, 2022)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동의도’가 ‘행동’과 다를 수 있다고일부 학자들에의해 제기되고있다

(Hsu&Huang, 2012; Eru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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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

환경문제가대두되면서 1970년대기점으로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

졌다(김도희, 1998). 이에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이란개념이공식적으로사용되었으며(당약함,

2021), 1987년에는 국제연합(UN)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되었다(김도희, 1998; 당약

함, 2021).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현 세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정의되었다

(김도희, 1998; 당약함, 2021).

아울러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관광분야에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세계

관광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마닐라선언에서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이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부터이다(유정우, 2006).

이후 1998년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관광헌장을 발표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김주년, 2004).

WTO(1993)은 ‘지속가능한관광‘을 ‘미래세대의관광기회를보호하고증진시키는동시에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전, 생태적 과정,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 부양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심미적인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원희, 2005).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장

선상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도희(1998)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보호 및 보전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서 현재 및 미래에도 관광객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

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근호(2001)는 미래 세대에도 현 세대와 동일하게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광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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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까지 충족 될 수 있도록 관광대상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정의하였다.

오정준(2002)은 ‘지속가능한관광’을 ‘지역사회가주체가되는관광으로서, 지역의환경을보

전하여관광객에게는관광의기회를충족시켜주는반면, 지역사회에는경제적욕구를충족시켜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서 관광객과 지역사회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용국(2000)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지

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관광객의 환경 의

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구분 정의

WTO
(1993)

미래세대의관광기회를보호하고증진시키는동시에현세대의관광객및지역사회의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전, 생태적 과정, 생물의다양성, 그리고생물 부양체계를유지
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심미적인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것

김도희(1998)
환경보호및보전을고려한개발을통해관광자원의지속성을보장함으로서현재및미래에도
관광객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

여근호(2001)
미래세대에도현세대와동일하게관광이가능할수있도록관광대상을잘보전할뿐만아니
라 경제적 능력까지 충족 될 수 있도록 관광대상을 관리하는 것

최용국(2000)
환경보전에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자원및지역의문화및관광산업의지속가능성을보
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관광객의 환경 의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것

오정준(2002)
지역사회가주체가되는관광으로서, 지역의환경을보전하여관광객에게는관광의기회를충
족시켜주는반면, 지역사회에는경제적욕구를충족시켜삶의질을제고함으로서관광객과지
역사회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관광

<표 2-2>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자료: 연구자 작성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당약함, 2021), 최근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홍충렬·김원진, 2004).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정승훈, 2014), 연구

자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유정우, 2006).

김도희(1998)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적정 개발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보전을 고려함

으로서 관광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관광경험의 질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는관광개발 활동을통한 경제적이득을 제공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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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2006)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

로서관광대상, 관광지, 관광객모두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는개발방식’이라고정의하였다.

고한익(2010)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고취

하면서 현재 관광객과 관광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개발’이라고 하였다.

당약함(2021)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관광 자원(문화 및 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는 양질의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삶의 질을제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구분 정의

김도희(1998)
적정개발을통하여환경보호와보전을고려함으로서관광자원의지속성을보장하고, 이를
통해관광객에게는관광경험의질을미래에도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는관광
개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

유정우(2006)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서 관광대상, 관광지, 관광객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 방식

고한익(2010)
지속가능한관광개발’은 미래세대의관광기회를보호하고고취하면서현재관광객과관광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개발

당약함(2021)
관광 자원(문화 및생물)을 보호할뿐만아니라관광객에게는양질의경험을제공하고, 지
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표 2-3>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개념

자료: 연구자 작성

앞서 연구자들의 제시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을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생태·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의 지속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개념을 관광에 적용하려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이원희, 2005).

우선, 관광개발과 환경 보전은 상반되는 개념으로(조중현·김용근, 2014; 심원섭, 201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시 경제적 편익의 감소가 우려되는 문제가 제기된다(Butler,

1992; 김성일·박석희, 20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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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도덕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이원희,

200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김도희, 1998) 지역 사회 전체에 편

익을 가져다 주는(김남조, 2020) 바람직한 형태의 관광(강신겸 외, 2004)개발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아닌 관광은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잘못된 인

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김성일·박석희, 2001).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전제(이화춘,

2013; 김문수 외, 2017)로 해야 하는데 미래 세대의 욕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획득은

물론이고, 현재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선호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연구를 갖고 있지 못하

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파악하더라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욕구에 대한 균형점을 어

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김성일·박석희, 2001, 재인용).

이에 Milne(1998)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로 나

아가도록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김대일,

2001 재인용).

다시 말해 Cohen(1972)의 지적과 같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기존 관광에서 기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광지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신겸 외, 2004 재인용).

이와 관련한선행연구(김대관, 2001; 정승훈 2004; 이원희, 2005)에서 ‘지속가능한관광

개발’은 지역사회의편익을 극대화하고비용을 최소화하며, 지역의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

는 데 초점을 두어 과다한 관광개발을 지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김대관(2001), 정승훈(2004), 이원희(2005)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편익을 극대화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과다한 관광개

발을 지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 및 기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궁극적으로 크게 1) 환경적 측면, 2) 사회·문화적 측면, 3) 경제

적 측면에서의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다(이원희, 2005).

이러한 틀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목표가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김대일(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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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목표는 첫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하며, 둘째, 관광자에

게 양질의경험을 제공하여야하며, 마지막으로는지역사회 및관광객이 공존할수 있는환경

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정우(2006)는 기존 전통적인 관광개발 방식과 달리 ‘지속가능

한관광개발’에서는주요이해당사자간긴밀한협력관계유지가전제가되어야한다고하였다.

전통적인 관광개발 방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식

<그림 2-3> 전통적인 관광개발 방식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식

자료: 한국관광공사(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이러한 맥락에서 1996년WTTC, WTO에 의하여 ‘지속가능한관광개발’에 대한 원칙이 제

정되었다.

1. 관광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관광은 생태계를 보존 및 보호하고, 회복에 기여 해야 한다.

3. 관광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에 기초하여야 한다.

4. 관광은 평화 및 개발 그리고 환경보호와 상호관계를 맺어야 한다.

5.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는 보호무역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6. 관광개발 과정에서 환경보호는 절대적인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7. 관광개발 문제는 지역수준에서의 계획결정 과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해야 한다.

8. 정부는 관광지와 관광객에게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9. 관광은 원주민과 여성의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0. 관광개발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 문화, 일체감이 반영되어야 한다.

11. 관광산업에 환경보전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료: WTO(1997)

<표 2-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



- 19 -

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추구하는 측면인 1) 환경적 측

면, 2) 사회·문화적 측면, 3)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발 원칙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요 이해당사자들이 역할 및 행동이 제시되고 있다(강신겸 외, 2004).

아울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중요한 요소로는 1) 교육과 모니터링, 2) 정책 및 제도, 3)

통합적 관광계획, 4) 의견교환 및 협력, 5) 지역사회의 참여 보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성

일·박석희, 2001).

자료: 유정우(2006)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2-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추구하는 원칙 측면

이에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관광개발’ 달성 여부를측정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관광개발

기준’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유정우, 2006).

김성일·박석희(2001)는 1990년 이후 발표된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연구논문을 통해 지

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국제회의와 선언문 내용들을 항목으

로 목록화하여 측정 빈도수를 조사해 14개 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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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빈도 수

1 경제적 지속성 19

2 사회·문화적 지속성 21

3 환경적 지속성 50

4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29

5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 12

6 전문적인 양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14

7 대안상품 개발 6

8 모니터링 연구 20

9 지역주민의 삶의 질 10

10 관광객 안전 9

11 정보교환 5

12 정부 정책과 제도 22

13 지역 참여 7

14 협력 25

주: 지속가능한 관광 정의, WTO 원칙, TC/WWF 원칙, 관광권리장전, 헤이그 선언, 지속가능한 관광행동

강령, 지속가능한관광헌정, 관광의제 21, 말리선언, 란자로데회의등의내용에서언급된항목들을조사

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기준을 도출한 자료임

자료: 김성일·박석희(2004)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표 2-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 및 빈도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기준 지표로는 1) 경제적 지속성, 2) 사회·문화적 지속성, 3) 환경

적 지속성, 4)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5) 관광객과지역주민을위한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

6) 전문적인 양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7) 대안상품 개발, 8) 모니터링

연구, 9) 지역주민의 삶의 질, 10) 관광객 안전, 11) 정보교환, 12) 정부 정책과 제도, 13)

지역 참여, 14) 협력 등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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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명

경제적 지속성
지속가능한관광은사회·경제적편익이지속적으로관광지역사회전체에골
고루 분배 및 제공되는 관광이다.

사회·문화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산업’, ‘관광객’, ‘지역사회’ 등 간의 갈등을 감소시켜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관광이다.

환경적 지속성
지속가능한관광은관광자원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여미래세대의자원이용
기회를보장시키는동시에현세대인관광객과지역사회의욕구를충족시켜
주는 관광이다.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통합적관광계획수립으로관광자원보전및관리를통하여지역사회의편익과
분배, 관광과 다른 경제 부문과의 통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광객과지역주민을위한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관광
환경윤리 의식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양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관광산업의양질을높이기위해서는관광관련자전문훈련과양성교육이필
요하다.

대안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관광의
개발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광을 이룩한다.

모니터링 연구
지속가능한관광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연구및모니터링(환
경·문화·경제적 영향)을 통하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자연환경과의 공존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하
며, 관광 대상지의 사회문화부흥을 가져와야 한다.

관광객 안전
지속가능한관광을위해서는관광객에게국가및지역안전에대한문제를해
결해 주어야 한다.

정보교환
지속가능한관광을위해서는국가간, 지역간정보및기능, 기술의교류가이
루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과 제도
지속가능한개발기본원칙을토대로관광편익및비용의효율적분배를위한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 참여
관광계획및개발에지역주민들이최대한참여할수있도록하여편익이지역
사회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력
지속가능한관광을위해서는 ‘정부’ 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지방정부’와
‘관광산업 및 관광 관련 기관’ 간에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자료: 김성일·박석희(2004)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표 2-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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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표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지표로는 1) 경제적 지속성, 2) 사회·문

화적지속성, 3) 환경적지속성, 4) 지속가능한관광계획, 8) 모니터링연구14)협력등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4개 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6개의 지표를 검토

하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토연구원, 2004)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는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Yu et al, 2011). 그 중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 참여도 중요하지만(임화순·고계성, 201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을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로 보았다(정승훈, 2019). 이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관광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조광익 외, 2002).

특히,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관광개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문

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호의적 및 비호의적인 기대 또는 반응으로(장미경, 2005), 관광

개발에있어지역주민들의우호적인지지를얻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윤유식, 2009).

또한, 관광개발을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단순하게 적용하게 되면, 환경문제의식 유발과 함

께 지역주민의 의견이 양분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은 지

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윤병국·최승일, 2011).

이에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연구들이 ‘사회적교환이론’을 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유광민외, 2007; 오정학 외,

2009). AP(1992)에 따르면 ‘사회적교환이론’은 상호작용하는 개인들 간 또는 집단들 간에

자원의 교환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이론이다(윤유식, 2009 재인용).

그러나, 유정민 외 (2007)은 ‘사회적교환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 하는데 있어 편익과 비용 이외에 가치, 규범,

믿음 등의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사회적교환이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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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광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입증된(han&Kim, 2010; 이정기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관광학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오민정, 2022).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관광학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 ‘계획행동이론(TPB)’ 선행연구와함께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계획행동이론(TPB)’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오민정, 2020), 이에 따라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 관

광학 분야에서도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관광객의 관광 행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허윤주, 2015). 생태관광, 공정관광, 음식관광, 녹색관광 등에서

의 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계획행동이론(TPB)’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손정기·남장현, 2016).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관광객의관광행동관련선행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태숙·김철원(2015)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공정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을 대

상으로 공정관광행동에 관한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정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행동조절’은 공정행동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Ziadat(2015)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요르단 호텔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

으로 요르단 관광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요르단 관광에 대한 ‘태도’, ‘주

관적 규범’은 요르단의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

시 요르단의 실제 방문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환·이충기(2019)는 ‘계획행동이론(TPB)’에 반일인식 변수를 추가하여 일본관광과 관

련이 있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본관광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

과, 반일인식은 일본관광에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

는 다시 일본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광 ‘행동

의도’는 실제 일본관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필·류재숙(2022)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관

광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친환경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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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 관광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친환경 관광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내용

이태숙·김철원(2015)
공정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한 결과, 공정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은
공정행동 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Ziadat(2015)

요르단 호텔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르단 관광 행동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한 결과, 요르단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요르단의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요르단의 실제 방문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고민환·이충기(2019)

반일인식변수를추가하여일본관광과관련이있는 SNS 이용자들을대
상으로일본관광의사결정에대한연구를진행한결과, 반일인식은일본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일본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일본관광 ‘행동의도’는 실제일본관광 ‘행동’에 유의한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임재필·류재숙(2022)

MZ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관광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친환
경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 관광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친
환경 관광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자료: 연구자 작성

2.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관광학분야에서 기존에적용되어온 ‘계획행동이론(TPB)’은 주로 관광의주체인관광객의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재)방문의도, 참여의도, 여행의도, 이용의도, 구매의도 등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 적용되어 왔으나(오민정, 2020 재인용), 최근에는 관광학에서 ‘계획행동이론

(TPB)’을 적용한 지역주민 참여의도 및 행동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진숙·서영수(2016)은 ‘계획행동이론(TPB)’에 사회적 자본 변수를 추가하여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을추진한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주민참여 ‘행동의도’에 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마

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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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주(2016)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백두대간보호지역내마을주민들을대상

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백두대간보호

지역 지정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참여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식·김용근(2017)은 ‘계획행동이론(TPB)’에 ‘공동체 활동’ 변수를 추가하여 남해 다랑

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다랑이 논에 대한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랑이 논 보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공동체 활동’은

다랭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Chen(2018)은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

민들을 대상으로 생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태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Chen(2022)은 ‘계획행동이론(TPB)’에 COVID-19 위험 인식 변수를 추가하여 지

역주민들을 대상으로산림치유 관광추진 의지에 대한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산림치

유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는 산림치료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를 측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

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이정기 외, 2013).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동의도’가 ‘행동’과 다를 수 있다고일부 학자들에의해 제기되고있다

(Hsu&Huang, 2012; Erul, 2018). 이에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고진숙·서영수(2017)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

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농촌마을 주민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은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농촌관광개발사업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 결과, 관광개발에대한 주민들의 ‘지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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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을 지원에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관

광개발 지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는 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관광개발지원에대한행동에 대해연구를진

행하였다, 연구 결과, 관광개발에대한 주민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

광개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관광개발을 지원하

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은 중국 남서부의 보호지역과 티베트 고원의 삼강원 국립공원에 거주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원주민의 보전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 보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통제’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생태 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22)는 계획행동이론에 지속가능한 지능의 역할 변수를 추가하여 밭담 보전

에 관심 있는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밭담 보전에 대한 행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가능 지능이 높을 수록 밭담 보전에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밭담 보전에 참여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

지능이 높은 주민일수록 밭담 보전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인식은 ‘행동’ 의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내용

고진숙·서영수(2016)

‘사회적 자본’ 변수를추가하여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을추진한지역주
민들을대상으로주민참여행동의도에대한연구를진행한결과, 마을권
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박선주(2016)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행동의도에대한연구를진행한결과,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참여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남식·김용근(2017)

‘공동체 활동’ 변수를 추가하여 남해 다랑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랑이논에대한보전관리행동의도에대한 연구를진행한결과, 다랑이
논보존에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공동체 활동’은
다랭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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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작성

위와같이 관광학에서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지역주민들의참여행동에관한연구

가 수행되었으나, 국내 관광분야 연구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고진숙 외, 2017).

연구자 내용

고진숙·서영수(2017)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개발사업에대한참여행동의도에대한연구를진행한결과, 농촌관광개
발사업에 대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은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다시 농촌관광개발사업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Wu&Chen(2018)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 관광개발에 참
여하는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태
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태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rul(2018)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한결과, 관광개발에대한주민들의 ‘지지적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을지원에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다시관광개발지원 ‘행동’에 유의한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Erul et al(2020)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
한결과, 관광개발에대한주민들의 ‘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행위통
제’는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관광개발을 지원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남서부의 보호지역과 티베트 고원의 삼강원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원주민의 보전 행동에 대해 연구
를진행한결과, 환경 보전행동에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
동통제’는 보호지역의보전 ‘행동의도’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
며, 이는 다시 생태 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Wang et al(2020)

‘COVID-19 위험인식’ 변수를추가하여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산림치
유관광추진의지에대한연구를진행한결과, 산림치유관광에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는 산림치료 관광에대한 ‘행동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Gao&Chen(2022)

‘지속가능한지능’의 역할변수를추가하여밭담보전에관심있는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밭담 보전에 대한 행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속가능
지능이 높을 수록 밭담 보전에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밭담 보전에 참여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남. 또한, 지속가능지능이높은주민일수록밭담보전을사
회적의무로인식하는경향이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인식은 ‘행동’ 의
욕에 긍정적으로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남

Lee et a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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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

의도’까지만측정하는경우가있어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민환·이충기,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

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

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그

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

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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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을 추진하

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가설 설정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PB)’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의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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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6)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태도’

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주(2016)의 연구에서 보호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보호지역 지정의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식·김용근(2017)의 연구에서남해다랑이마을주민들의다랑이논보존에대한 ‘태도’

는 다랭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진숙·서영수(2017)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태도’는 농촌관

광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Chen(2018)의 연구에서 생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생태 관

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관광개발지원에 대한 ‘행

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관광개발지원에대한주민들의 ‘태도’는 관광개발지원에대

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국립공원에 거주하는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대한 ‘태도’

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Chen(2022)의 연구에서 산림치유 관광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산림치

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22)의 연구에서밭담보전에대한 ‘태도’는밭담보전에참여하려는 ‘행동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례대상 마을별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 31 -

2)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6)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주관

적 규범’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식·김용근(2017)의 연구에서 남해다랑이 마을 주민들의 다랑이 논 보존에 대한 ‘주관

적 규범’은 다랭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진숙·서영수(2017)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규범’은 관광개발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관광개발지원에대한주민들의 ‘주관적 규범’은 관광개발지

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국립공원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의환경보전에대한 ‘주관

적 규범’은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Chen(2022)의 연구에서 산림치유 관광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규범’은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진(2022)의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주관적 규범’은 제주 곶자왈 보존 ‘행동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

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사례대상마을별지역주민의지속가능한관광개발에대한 ‘주관적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6)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지

각된 행위통제’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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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식·김용근(2017)의 연구에서 남해다랑이 마을 주민들의 다랑이 논 보존에 대한 ‘지각

된 행위통제’는 다랭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Chen(2018)의 연구에서 생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지각된 행위통제’

는 생태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지

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관광개발지원에대한주민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

발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국립공원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의환경보전에대한 ‘인식

된 행위통제’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각된행위통제’는농촌지역의인바운드관광 ‘행동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Gao&Chen(2022)의 연구에서 산림치유 관광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된 행위통

제’는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례대상마을별지역주민의지속가능한관광개발에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4)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7)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행동

의도’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는 관광개발 지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는 관광개발

지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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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대한 ‘행동

의도’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 4’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사례대상마을별지역주민의지속가능한관광개발에대한 ‘행동의도’는 참여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제2절 조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

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

의 개념을 본 연구에 맞게 재정의 하였다.

1) 태도

‘태도’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Ajzen(1991)에 따르면 “태도는 특정행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긍정·부정적 평가의 정도

또는 행동 수행 결과에 대한 감정 상태”라고 말했다.

오민정(2020)에 따르면 “태도는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혹

은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제시했다.

‘태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를종합하면 ‘태도’는 특정행동에 대한긍정 또는부정적

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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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Ajzen(1991)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가 특정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중요

한 사람들의 행위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정기 등(2014)에 따르면 ‘특정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고

제시했다.

오민정(2020)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견

해라고 말했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가 특정행동

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행위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

람들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 인식 정도’로 정의하였다.

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Ajzen(1991)에 따르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자가 특정행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제·

시간적 요인 등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잘 통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도”

라고 하였다.

이정기 외(2014)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특정행동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오민정(2020)은 “지각된 행위통제를 특정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을 토대로 특정행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념의 정도”라고 말했다.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자가

특정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요인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잘 통제하여 성공적으로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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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지속가능한관광개발에 참여하는데있어필요한

경제·시간적 요인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4) 행동의도

‘행동의도’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김민철·최용복·부창산(2014)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어떤대상에대한태도를형성한후 특

정한 미래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정(2020)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행동 수행을 위한 지각된 강도이자 계획을 의미한다.”

라고 제시했다.

유동숙(2017)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감정적 반응의 결과물로서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견해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에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라고 말했다.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행동의도’는 행동 수행을 위해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하는 의지를의미한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지속가능한 관광 참여를 위해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5) 참여 행동

‘참여 행동’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서유영(2012)에 따르면 “참여행동은지역의개발과 발전을위해직·간접적인참여를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회동(2015)에 따르면 “참여행동은지역사회의개발과발전을위해지역행사에참여하

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참여 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참여 행동’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 행동’

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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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주관적 규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 인식 정도

지각된 행위통제
지속가능한 광광 개발에 참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제·시간적 요인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
으며, 이를 통제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행동의도 지속가능한 관광 참여를 위해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참여 행동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행동

<표 3-1> 본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PB)’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 구성은 크게 ‘1) ‘태도’, ‘2) ‘주관적 규범’, 3) ‘지

각된 행위통제’, 4) ‘행동의도’, 5) ‘참여 행동’, 6)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6개로 구성하였다.

1) 태도

‘태도’ 요인관련설문지문항은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

김용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Li&Nakatsuka(2020), Huang et al(2021), Gao&Chen(2022)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
으로 생각한다.

Liket 5점
척도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김용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Li&Nakatsuka(2020),
Huang et al(2021),
Gao&Chen(202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유익하
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추진하는 것은가치있
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추진하는 것은마을발
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표 3-2> ‘태도’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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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정남식·김용

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

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주관적
규범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iket 5점
척도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김용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한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표 3-3> ‘주관적 규범’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정남식·

김용근(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Li&Nakatsuka

(2020), Gao&Chen(2022), Huang et al(2021)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4개의 항목

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지각된
행위
통제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
여할 수 있다.

Liket 5점
척도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김용근(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Li&Nakatsuka(2020),
Gao&Chen(2022),
Huang et al(2021)

지속가능한관광개발에참여여부는나에게달려있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표 3-4>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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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의도

‘행동의도’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3개의 항

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행동
의도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Liket 5점
척도

고진숙·서영수(2017),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에 참여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지속가능한관광개발에참여할계획이다.

<표 3-5> ‘행동의도‘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5) 참여 행동

‘참여 행동’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Erul et

al(2020), Huang et al(2021)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참여
행동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노
력할 것이다.

Liket 5점
척도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에 참여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표 3-6> ‘참여 행동’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설문지 문항은 김주경 외(2015), 박선주(2016), 고진숙·서영수

(2016), 고진숙·서영수(2017), 정남식·김용근(2017), 김수(2018), 성보현(2019),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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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2022)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결혼유무, 출생지역,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거주

기간등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행동
성별, 결혼유무, 출생지역,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거주기간
명목척도

김주경 외(2015),
박선주(2016),

고진숙·서영수(2016),
고진숙·서영수(2017),
정남식·김용근(2017),

김수(2018),
성보현(2019),
권유진(2022)

<표 3-7>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지역

제주지역은 쇼핑, 식음, 숙박, 문화 등의 관광산업을 기반산업으로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인 관광지로(김보람, 2022), 지속가능 관광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최광웅·서용건, 2019). 이에 본 연구는 대상 지

역으로 ‘제주지역’을 선정하였다.

제주지역 중에서도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경면 중산간 지역에 소재한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 두 곳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함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을 구성하는 14개 지표 중에서도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지표인 1) 경제적 지속성, 2) 사회·문화적 지속성, 3) 환경적

지속성, 4)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8) 모니터링 연구, 14) 협력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조사,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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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적 지속성’ 기준 적용 결과, ‘청수리 마을’ 매출액1)은 2021년 기준 8억 4,862

만 원으로 2018년(3억 9,263만원)에 비해 약 4억 5,599만 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

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산양리 마을’의 경우 2022년 2월에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왈)’을 개장함에따라매출액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어제시하지못하였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3억 9,263만 원 6억 855만 원 7억 3,275만 원 8억 4,862만 원

주: ‘청수영농조합법인’은 청수리 마을 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마을기업임

자료: 사람인 ‘청수영농조합법인’ 재무정보

<표 3-8> 청수영농조합법인 매출액

둘째, ‘사회·문화적 지속성’ 기준 적용 결과, ‘청수리 마을’은 사업 초기 농촌관광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으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있었으나, 마을 리더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현재에는 ‘청수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한 ‘반딧불이 지킴이 발

대식’을 시작으로 ‘반딧불이 캠페인’, ‘반딧불이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양리 마을’의 경우에는 곶자왈 지대인 마을공동 목장 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마을 공동목장 복원 및 달구지길, 곶자왈 탐방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왈)을 개장하였다. 현재에는 마을 지역주민들이 산양큰엉곶(산양

곶자왈) 정화활동참여등을통해산양큰엉곶(산양곶자왈)을 관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셋째, ‘환경적 지속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은 마을공동목장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주변에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반딧불이를 보호·보전하기 위하여 ‘반딧불이 축제’ 개최하는 과정에서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1. 불빛 사용 금지:손전등, 핸드폰 등

2. 긴팔, 긴바지, 운동화 착용

3. 아이들이 불빛 나오는 신발, 반짝이 신발 착용 금지

4. 진한 향수, 모기 퇴치제 사용 금지

5. 금연, 관람 시 정숙 및 촬영금지

6. 반디불 채집 절대 금지(적발 시 퇴장 조치)
자료: 청수리 마을 홈페이지, 산양큰엉곶 공식 인스타그램 토대로 작성

<표 3-9> 반딧불이 체험 시 사전교육 내용

1) 청수리 마을 지역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마을기업인 ‘청수영농조합법인’ 매출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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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은 2022년 선정된 ‘제주다

움복원사업’을 통하여 곶자왈 생태 보존을 위한 백서향 군락지 복원, 곶자왈 생태탐방로 정

비, 반딧불 축제를 연계한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양리 마을’은 2022년 JDC형 DMO사업 관광부문에 선정되어 ‘치

유·힐링의 메카 산양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모니터링과 연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은 ‘제주지방기상청’과 협력 체

계를 구축하여 ‘청수리 마을’ 반딧불이 생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네이버 리뷰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산양리 마을’도 ‘청수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리뷰를통하여 관광객들

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협력’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JDC, 제주관광공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지방기상청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양리 마을’은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시, JDC, 제주특별자치도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청수리 마을‘은 ’지속가능한 관광컨퍼런스’ 등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우수사례

로 발표되고 있는 마을로, 20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문용철, 2014) 2010

년 전국 최우수 권역 선정(농림축산식부 장관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장관상 수상, 2013년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2016년 행복마을 만들기 경관·환경 분야 동

상 수상, 2019년 제주마을만들기 대상 수상 등을 하였다.

구분 청수리 마을 산양리 마을

경제적
지속성

2021년 기준 8억 4,862만 원으로
2018년(3억 9,263만원)에 비해

4억 5,599만 원 증가

2022년 02월 산양큰엉곶을 개장함에 따라
자료 확보 한계

사회,
문화적
지속성

마을리더 교육,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해 사업
초기 농촌관광에 대한 부정적 갈등 해결
→현재 마을주민 전체 반딧불이 지킴이

발대식 참여 등 추진

곶자왈 지대인 마을공동목장 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곶자왈

지대인 마을공동목장 복원 및 곶자왈 탐방로
등 조성, 2022년 2월에 산양큰엉곶 개장

환경적
지속성

곶자왈 지대인 마을공동목장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 주변에 농약 사용 금지

<표 3-10> 조사 대상 지역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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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수리 마을

‘청수리 마을’은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진 한경면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문용

철, 2014), 마을공동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3-2> 청수리 마을 위치

‘청수리 마을’ 설촌 시기는 약 1,650년경으로 ‘청수리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남쪽에 ‘제주

고씨’와 ‘진주 강씨’가 동쪽에는 ‘임씨’가, 북쪽에는 ‘강씨’와 ‘고씨’가 거주하며 취락 구조를 형

성하여 ‘설물촌’이라고 유래되었다.

구분 청수리 마을 산양리 마을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제주다움복원사업’을 통해 곶자왈 생태
보존을 위한 백서향 군락지 복원, 곶자왈
생태탐방로 정비등의 사업 계획 수립

JDC형 DMO사업 관광부문에 선정되어
‘치유, 힐링의 메카 산양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

모니터링
연구

제주지방기상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수리마을‘ 반딧불이생육환경에대한연구

2022년부터 시행

네이버 리뷰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
모니터링 시행

협력
JDC, 제주관광공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지방기상청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JDC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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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형성은수원을근거로취락이형성되었으며, 취락연대는약 300년으로추정되고있다.

청수리 마을 홈페이지에 따르면 초기에는 ‘저지리’에 포함되어 있다가 분향 되어 한때 ‘청효수’

로 표기 되었다가 1892년경 ‘청수리’라 칭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42년 ‘청수리’가 1구 및

2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1956년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산양리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수리 마을공동목장은 곶자왈 지대로, 1980년대 이전에는 소 사육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

이 되었으나(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 농기계가 보급·확대되면서 소 사육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곶자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민동원, 2014),

곶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을(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 활용해 지속가능한 관

광을 실천하고 있다.

‘청수리 마을’은 곶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하여 곶자왈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식물 및 동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곶자왈 생태 탐방 프로그램’과 ‘반딧불이 축제’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3> 청수리 곶자왈 반딧불이 축제

또한, ‘마을공동목장’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보호·보전하기 위하여 ‘청수리 마을’ 주민 전

체가 참여한 ‘반딧불이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반딧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서 관광

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청수리 마을’은 20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후(문용철, 2014) 2010년 전

국 최우수 권역 선정(농림축산식부 장관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장관상

수상, 2013년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2016년 행복마을 만들기 경관·환경 분야 동상 수상,

2019년 제주마을만들기 대상 수상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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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표본추출을 위하여 한경면 사무소에 ‘청수리 마을’에 거주하는 주

민 현황자료(주민등록기준)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확보된자료를 통해 성별·연령별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청수리 마을 내 20세 이상의 125명을 대상으

로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

표본추출법을 병행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수 표본 추출 수

인구 인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계 658 (100.0) 334 324 125 (100.0) 62 63

20대 65 (9.9) 39 26 12 (9.6) 5 6

30대 62 (9.4) 26 36 12 (9.6) 6 6

40대 145 (22.0) 75 70 28 (22.4) 14 14

50대 149 (22.6) 77 72 28 (22.4) 14 14

60대 이상 237 (36.0) 117 120 45 (36.0) 23 23

주1: ‘청수리 마을’ 주민등록인구 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임

주2: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경면사무소 내부자료

<표 3-12> 청수리 마을 조사 대상 표본 추출 수

연도 내용

2016
Ÿ 행복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동상 수상
Ÿ ICT 창조마을 시범사업 선정

2013
Ÿ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Ÿ 웃뜨르 권역 우수권역 선정(장관상 수상)

2012
Ÿ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장관상 수상
Ÿ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참가(~2015년)

2011

Ÿ 제주형 지역공동체 사업 선정(착한 먹거리 사업)
Ÿ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어촌축제지원사업 선정
Ÿ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선정
Ÿ R-ual-20 선정(농림수산식품부)

2010 Ÿ 전국 최우수 권역 선정(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2007
Ÿ 웃뜨르 권역 농촌종합개발마을 사업 추진
Ÿ 녹색농촌마을 지정, 웃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지 선정

<표 3-11> 청수리 마을 사업 추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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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양리 마을

‘산양리 마을’은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한경면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공동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3-4> 산양리 마을 위치

‘산양리 마을’은 1950년대 중반에 ‘청수리 마을’에서 분리된 마을로, 마을이 분리되면서 마

을공동목장도 같이 분리되었다(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

산양리 홈페이지에따르면 ‘산양리’는 당초 ‘청수리’에포함되어 있다가 1914년 3월에 ‘청수

리’가 ‘1구’와 ‘2구’로 분리됨에 따라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자룡

동, 다리왓동)’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56년 7월 ‘청수리’ 2구에 포함되어

있던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자룡동, 다리왓동)’이 단일 부락으로 독립하면서 ‘산양리’로

칭하게 됨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양리 마을’은 2007년 저·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선정 이후 2011년 제주시 베스

트 특화마을 사업, 2012년 농어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22년 JDC DMO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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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2022
Ÿ JDC DMO사업 (관광분야)
Ÿ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2012 Ÿ 2012년 농어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11 Ÿ 제주시 베스트 특화마을 사업

2007 Ÿ 저·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표 3-13> 산양리 마을 사업 추진 연혁

‘산양리 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곶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을 활용

하여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왈)’을 2022년 02월에 개장하였고, 현재 ‘곶자왈 생태탐방 체험프

로그램‘과 ‘반딧불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5>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왈) 모습

본연구의목적에적합한표본추출을위하여한경면사무소에 ‘산양리 마을’에 거주하는주민

현황자료(주민등록 기준)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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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

하여 ‘산양리 마을’ 내 20세 이상의 12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

표본추출법을 병행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수 표본 수

인구 인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계 381 (100.0) 202 179 125 (100.0) 66 59

20대 34 (8.9) 24 10 11 (8.8) 6 5

30대 30 (7.9) 14 16 10 (8.0) 5 5

40대 73 (19.2) 41 32 24 (19.2) 13 11

50대 71 (18.6) 46 25 23 (18.4) 12 11

60대 이상 173 (45.4) 77 96 57 (45.6) 27 30

주1: 산양리 마을 주민등록인구 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임

주2: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경면사무소 내부자료

<표 3-14> 산양리 마을 조사 대상 표본 추출 수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인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표본추출법을 병행하였다.

박서희·고동우·김병국(2000)에 따르면, 할당표본추출법은 표본 프레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 표본들의 요소를 모집단과 구성 비율이 일치 되도록 표본추출이 가

능하도록한 방법이다(장모나, 2021).

설문조사는 2명의 조사원이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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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22일~11월 03일이며, 총 13일 간 진행되었다. 배포된 설문지

는 총 250부이며, 불성실한 응답 및 일관성이 떨어지는 응답의 설문지가 없어 최종적으로

250부가 유휴설문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주민

표본 추출방법 할당표본추출법, 판단표본추출법

측정방법 자기기입식 방식

조사기간 2022년 10월 22일~11월 03일

설문 수 250부(유효 표본 250부)

<표 3-15> 자료 수집 방법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5.0와 AMOS 26 graph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는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 통해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측정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

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6 graphics 프로그램 통해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분석 방법 분석 도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SPSS 25.0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SPSS 25.0

확인적 요인 분석 AMOS 26 graphics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AMOS 26 graphics

<표 3-16>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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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청수리 마을

본 연구 분석에서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66명(52.8%), ‘여성’은 59명(47.2%)으로 ‘남성’ 응답자

가 ‘여성’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 12명(9.6%), ‘기혼’ 113명(90.4%)으로 ‘기혼’ 응답자

가 ‘미혼’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거주 지역’이라는 응답자가 87명(69.6%)으로 가장 많았

으며, 그뒤로 ‘제주도내타지역’ 33명(26.4%), ‘육지지역’ 5명(4.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0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59세’ 29명(23.2%), ‘40~49세’ 28명(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라는 응답자가 59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고졸 이하’ 51명(40.8%), ‘대학 졸업’ 15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4명(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2명(17.6%),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1명(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농임축어업’이라는 응답자가 37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주부’ 25명(20.0%), ‘자영업’ 23명(18.4%), ‘은퇴자’ 18명(14.4%)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거주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26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67명(53.6%), ‘6~10년’ 17명

(13.6%), ‘21~25년’ 15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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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6 52.8

여성 59 47.2

결혼유무
미혼 12 9.6

기혼 113 90.4

출생지역

현재 거주 지역 87 69.6

제주도내 타 지역 33 26.4

육지지역 5 4.0

연령

20~29세 7 5.6

30~39세 11 8.8

40~49세 28 22.4

50~59세 29 23.2

60세 이상 50 40.0

학력

고졸 이하 51 40.8

전문대 졸업 59 47.2

대학 졸업 15 12.0

대학원 졸업 0 0.0

소득

100원 미만 30 24.0

100원 이상 200만원 미만 22 17.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 16.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4 27.2

400만원 이상 18 14.4

직업

전문/관리직 4 3.2

농임축어업 37 29.6

사무직/회사원 4 3.2

학생 3 2.4

판매직/서비스직 11 8.8

주부 25 20.0

자영업 23 18.4

은퇴자 18 14.4

기타 0 0.0

거주기간

1~5년 2 1.6

6~10년 17 13.6

11~15년 14 11.2

16~20년 10 8.0

21~25년 15 12.0

26년 이상 67 53.6

<표 4-1> 청수리 마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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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양리 마을

본 연구 분석에서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63명(50.4%), ‘여성’은 62명(49.6%)으로 ‘남성’ 응답자

가 ‘여성’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 15명(12.0%), ‘기혼’ 110명(88.0%)으로 ‘기혼’ 응답자

가 ‘미혼’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거주 지역’이라는 응답자가 107명(85.6%)으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뒤로 ‘제주도내 타 지역’ 18명(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60명(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59세’ 26명(20.8%), ‘40~49세’ 25명(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라는 응답자가 53명(4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전문대 졸업’ 44명(35.2%), ‘대학 졸업’ 28명(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각

각 38명(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명(20.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명(1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농임축어업’이라는 응답자가 45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자영업’ 30명(24.0%), ‘주부’ 17명(13.6%), ‘사무직/회사원’ 8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26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3명(42.4%), ‘21~25년’ 35명

(28.0%), ‘16~20년’ 14명(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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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3 50.4

여성 62 49.6

결혼유무
미혼 15 12.0

기혼 110 88.0

출생지역

현재 거주 지역 107 85.6

제주도내 타 지역 18 14.4

육지지역 0 0.0

연령

20~29세 6 4.8

30~39세 8 6.4

40~49세 25 20.0

50~59세 26 20.8

60세 이상 60 48.0

학력

고졸 이하 53 42.4

전문대 졸업 44 35.2

대학 졸업 28 22.4

대학원 졸업 0 0.0

소득

100원 미만 4 3.2

100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 15.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 20.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8 30.4

400만원 이상 38 30.4

직업

전문/관리직 5 4.0

농임축어업 45 36.0

사무직/회사원 8 6.4

학생 1 0.8

판매직/서비스직 9 7.2

주부 17 13.6

자영업 30 24.0

은퇴자 10 8.0

기타 0 0.0

거주기간

1~5년 3 2.4

6~10년 12 9.6

11~15년 8 6.4

16~20년 14 11.2

21~25년 35 28.0

26년 이상 53 42.4

<표 4-2> 산양리 마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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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적합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은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값

을 이용하여 0.7이상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 모형에 적용된 ‘계획행동이론(TPB)’의 주요 구성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동의도’, ‘행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계획행동이론(TPB)‘의 주요 요인 분석은 독립변수로 제시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행위통제’와 매개변수인 ‘행동의도’, 종속변수인 ‘행동’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수리 마을

본 연구 모형의 주요 구성요인 중에서 우선 독립변수로 제시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위통제’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921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x2=2,983.193, p=0.000으로 p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678에서 0.946으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91.191%로 나타났다.

신뢰도분석결과, ‘태도’ 요인 Cronback’s a값은 0.994, ‘지각된행위통제’ 요인 Cronback’s

a값은 0.941, ‘주관적규범’ 요인 Cronback’s a값은 0.950으로모두 0.7 이상으로기준을충족

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은 개념 간 타당성이 높고 측정 항목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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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태도

태도2 0.946

4.918 37.829 37.829 0.994

태도5 0.946

태도3 0.941

태도1 0.934

태도4 0.928

지각된
통제

지각된 통제3 0.879

3.573 27.485 65.314 0.941
지각된 통제4 0.841

지각된 통제2 0.839

지각된 통제1 0.825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3 0.861

3.364 25.877 91.191 0.950
주관적 규범4 0.861

주관적 규범2 0.857

주관적 규범1 0.678

<표 4-3>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KMO=0.92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983.193, p<0.000

두번째 매개변수로 제시된 ‘행동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698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x2=207.350, p=0.000으로 p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61에서 0.935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80.354%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행동의도’ 요인 Cronback’s a값은 0.875로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

하였다.

KMO=0.69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07.350, p<0.000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행동
의도

행동의도2 0.935

2.411 80.354 80.354 0.875행동의도1 0.891

행동의도3 0.861

<표 4-4> 매개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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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종속변수로제시된 ‘행동’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과신뢰도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728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x2=224.270, p=0.000으로 p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82에서 0.933으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82.393%로 나타났다.

신뢰도분석결과, ‘행동’ 요인 Cronback’s a값은 0.892로 0.7 이상으로기준을충족하였다.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행동

행동1 0.933

2.472 82.393 82.393 0.892행동3 0.908

행동2 0.882

<표 4-5>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KMO=0.72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24.270, p<0.000

2) 산양리 마을

본 연구 모형의 주요 구성요인 중에서 우선 독립변수로 제시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

된 행위통제’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공통성 값이 0.5 미만으로 나타난 요인 항목인 ‘태도 3’과

단일 요인으로 설정되지 않는 항목인 ‘지각된 행위통제 1’을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최종적으로 ‘태도’ 요인 측정항목은최초 5개에서 4개로, ‘지각된 행위통제’ 항목

은 최초 4개에서 3개로 감소한 반면, ‘주관적 규범’ 항목은 최초 4개로 유지되었다.

탐색적 요인을 통하여 추출한 요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KMO=0.847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x2=1,045.743, p=0.001로 p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591에서 0.909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76.2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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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분석결과, ‘태도’ 요인 Cronback’s a값은 0.844, ‘지각된행위통제’ 요인 Cronback’s

a값은 0.848, ‘주관적 규범’ 요인 Cronback’s a값은 0.911로 모두 0.7 이상으로기준을충족

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은 개념 간 타당성이 높고 측정 항목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2 0.909

3.366 30.597 30.597 0.911
주관적 규범4 0.897

주관적 규범3 0.891

주관적 규범1 0.682

태도

태도4 0.835

2.734 24.853 55.451 0.844
태도5 0.800

태도1 0.778

태도2 0.682

지각된
행위
통제

지각된 행위통제4 0.868

2.291 20.828 76.279 0.848지각된 행위통제3 0.863

지각된 행위통제2 0.591

<표 4-6>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KMO=0.84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045.743, p<0.001

두번째 매개변수로 제시된 ‘행동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717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x2=172.955, p=0.000으로 p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43에서 0.902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77.809%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행동의도’ 요인 Cronback’s a값은 0.850으로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

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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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행동
의도

행동의도1 0.902

2.334 77.809 77.809 0.850행동의도2 0.900

행동의도3 0.843

<표 4-7> 매개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KMO=0.71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72.955, p<0.000

세번째종속변수로제시된 ‘행동’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과신뢰도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727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x2=214,686, p=0.000으로 p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71에서 0.926으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81.561%로 나타났다.

신뢰도분석결과, ‘행동’ 요인 Cronback’s a값은 0.886로 0.7 이상으로기준을충족하였다.

KMO=0.7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14,686, p<0.000

2.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요인이 본 연구의 모형에 적용했을 때 적합한지 검증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수리 마을’의 경우 본 연구 모형에 적용된 ‘계획

행동이론(TPB)’의 주요 구성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동의도’, ‘행

동’ 의 측정 항목 제거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면, ‘산양리 마을’의 경우에는공통성값이 0.5 미만으로나타난요인 항목인 ‘태도 3’과 단

일요인으로설정되지않는항목인 ‘지각된행위통제1’을제거하고 ‘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행동
행동3 0.926

2.447 81.561 81.561 0.886행동1 0.911
행동2 0.871

<표 4-8>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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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수리 마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52.135, p=0.000, df=137, TLI=0.964, CFI=0.971,

EMSEA=0.082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은 X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모형 X(CMIN) df TLI CFI EMSEA

측정모형 252.135*** 137 0.964 0.971 0.082

<표 4-9> 측정모형 적합도(청수리 마을)

확인적요인분석결과, <표 4-10>과같이 ‘태도’, ‘지각된행위통제’, ‘주관적규범’, ‘행동의도’,

‘행동’ 잠재변수에서측정변수에이르는경로는유의수준 0.001에서모두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요인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태도

태도1 1.000 .986
태도2 1.049 .999 .017 63.48***

태도3 1.072 .987 .022 47.996***
태도4 1.085 .965 .031 34.906***

태도5 1.042 .987 .022 47.884***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1 1.000 .743

주관적 규범2 1.121 .969 .095 11.825***
주관적 규범3 1.104 .981 .092 12.003***

주관적 규범4 1.138 .988 .094 12.102***

지각된 행위
통제

지각된 행위통제1 1.000 .958

지각된 행위통제2 .853 .880 .050 17.121***
지각된 행위통제3 .846 .856 .054 15.787***

지각된 행위통제4 .865 .868 .053 16.424***

행동
의도

행동의도1 1.000 .814

행동의도2 1.027 .851 .089 11.561***
행동의도3 1.111 .852 .096 11.59***

행동
행동1 1.000 .898
행동2 .825 .841 .061 13.496***

행동3 .947 .842 .070 13.546***
*p<.05, **p<.01, ***p<.001

<표 4-10>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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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양리 마을

측정모형의적합도 지수 X=201.798, p=0.001, df=108, TLI=0.932, CFI=0.946,

EMSEA=0.084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은 X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모형 X(CMIN) df TLI CFI EMSEA

측정모형 201.798*** 108 0.932 0.946 0.084

<표 4-11> 측정모형 적합도(산양리 마을)

확인적요인분석결과, <표 4-12>와같이 ‘태도’, ‘지각된행위통제’, ‘주관적규범’, ‘행동의도’,

‘행동’ 잠재변수에서측정변수에이르는경로는유의수준0.001에서모두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요인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태도

태도1 1.000 .617 　 　

태도2 1.283 .732 .194 6.63***

태도4 1.837 .917 .244 7.534***

태도5 1.347 .778 .195 6.922***

주관적규범

주관적 규범1 1.000 .534 　 　

주관적 규범2 2.043 .974 .297 6.879***

주관적 규범3 1.823 .892 .275 6.628***

주관적 규범4 1.974 .979 .286 6.89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2 1.000 .780 　 　

지각된 행위통제3 1.308 .818 .139 9.378***

지각된 행위통제4 1.228 .847 .126 9.708***

행동
의도

행동의도1 1.000 .733 　 　

행동의도2 .981 .739 .087 11.222***

행동의도3 1.376 .848 .143 9.596***

행동

행동1 1.000 .838 　 　

행동2 .916 .845 .078 11.687***

행동3 1.099 .871 .089 12.287***

*p<.05, **p<.01, ***p<.001

<표 4-12>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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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

는데 있어주민들의 참여에영향을 미치는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간의 구조적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설계된연구모형을토대로도출된총 4개의 가설중 ‘청수리 마을’은 3개의 가

설이 채택되었고, 1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산양리 마을’은 총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2개의 가설은 기각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수리 마을

가설검증에앞서우선적으로본연구모형의적합도를분석한결과, 수용할만한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X=303.849, p=0.000, df=139, TLI=0.950, CFI=0.959, EMSEA=0.098).

측정모형은 X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X(CMIN) df TLI CFI EMSEA

303.849*** 139 0.950 0.959 0.098

<표 4-13> 측정모형 적합도(청수리 마을)

‘가설 1’은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136, C.R 값은 2.70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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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023, C.R 값은 –0.322, P=0.75로 ‘주관

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 되었다.

‘가설 3’은 ‘청수리 마을주민의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대한지각된행위통제는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945, C.R 값은 9.358로 P=0.001 수준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4’는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참여 행동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1.000, C.R 값은 11.893, P=0.001 수준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가설 채택
B β

H1 태도→행동의도 .144 .136 .0530 2.709** 채택

H2 주관적 규범→행동의도 -.023 -.023 .070 -0.322 기각

H3 지각된 행위통제→행동의도 .777 .945 .083 9.358*** 채택

H4 행동의도→행동 1.330 1.000 .112 11.893*** 채택

*p<.05, **p<.01, ***p<.001

<표 4-14> 청수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그림 4-1> 청수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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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양리 마을

가설검증에앞서우선적으로본연구모형의적합도를분석한결과, 수용할만한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X=156.887, p=0.002, df=110, TLI=0.967, CFI=0.973, EMSEA=0.59).

측정모형은 X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X(CMIN) df TLI CFI EMSEA

156.887** 110 0.967 0.973 0.59

<표 4-15>　측정모형 적합도(산양리 마을)

‘가설 1’은 ‘산양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217, C.R 값은 –1.385, P=0.166으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는 ‘산양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213, C.R 값은 -1.346로 P=0.178로 ‘주

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 되었다.

‘가설 3’은 ‘산양리 마을주민의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대한지각된행위통제는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1.313, C.R 값은 5.272로 P=0.001 수준에

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4’는 ‘산양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참여 행동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1.000, C.R 값은 9.584,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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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경로
Estimate

S.E, C.R. 가설 채택
B β

H1 태도→행동의도 -.317 -.217 .229 -1.385 기각

H2 주관적 규범→행동의도 -.257 -.213 .191 -1.346 기각

H3 지각된 행위통제→행동의도 1.116 1.313 .212 5.272*** 채택

H4 행동의도→행동 1.250 1.000 .130 9.584*** 채택

*p<.05, **p<.01, ***p<.001

<표 4-16> 산양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그림 4-2> 산양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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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

는데 있어주민들의 참여에영향을 미치는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간의 구조적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별로 마을주민들의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마을별로 차이가 있었다.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반면, ‘산양리 마

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 행동의도가 높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주경·

조광래·이홍재, 2015). ‘청수리 마을’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는 곶자왈의 중요성이부각되

며(민동원, 2014), 곶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을 활

용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2)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수리 마을’ 주민

대부분이 마을관광사업 내용에대해 알고있었으며, 사업에긍정적인 태도를가지고 있는것

으로 확인되었다(문용철, 2014). 반면, ‘산양리 마을’은 2022년 2월부터 ‘산양큰엉곶’을 개

장하여 ‘곶자왈 생태탐방 체험프로그램’과 ‘반딧불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양리 마을’은

관광개발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수리 마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

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마을별로 마을주민들의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대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u&Chen(2016)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 ‘행동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2) 청수리 마을 홈페이지(http://cheongsuri.kr/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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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미치는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나본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즉각적인 의사결정 의도가 아닌 향후 행동의도와 관련

되어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선

행연구에서Wu&Chen(2016)는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즉각

적인 의사결정의도가 아닌미래 행동의도와 관련될때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하

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수리마을’ 및 ‘산양리마을’의 설문조사응답자의경우각각 30.4%, 14.4%가현재

거주 지역의 원주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러한 점으로 인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귀촌인들은 원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어

려워하고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며, 이는 다시 사업 관련 회의 및 교육 참석에 어려움을 느끼

며 사업 참여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승혁·윤승진, 2021).

셋째, 마을별로 마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모두 지속가능한 관광개

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인 고진숙·서영수(2016), 정남식·김용근(2017), Wu&Chen(2018),

Erul(2018), Gao&Chen(2022)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 주민들의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대한 자신의의지가 강할수록, 그리고 시간적·경

제적여유가 있을수록지속가능한관광개발참여의도도 높아질수있음을알 수있다(김주경·

조광래·이홍재, 2015).

넷째, 마을별로 마을주민들의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대한 ‘행동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

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모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

동의도’는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인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Wang et al(2020) 등의 연

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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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학문에서인간의의사결정과정을설명하는데유용한이론으로우수성이입증된

(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

(TPB)’을 관광학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행동을 이

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 국내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에서는 생태관광, 공정관광, 음식관광,

녹색관광등에서의 관광객의행동을예측하기 위한 ‘계획행동이론(TPB)’과 관련된연구가수

행(손정기·남장현, 2016)된 반면,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고진숙 외, 201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해 검증하였다. 기존 국내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

의도’까지만 측정하는 경우가 수행되어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고민환·이충기, 2019). 허윤주(2015)도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는 선행연구(Erul, 2018; 고진숙·서영수, 2017; Erul et al, 2020; Wang et al, 2020;

Lee et al, 2022)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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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

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양수 외(2013)가 지적했듯,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자발적인 참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승

원·심석희, 2020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Radzuan et al(2015)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한국의 역사 마을 보존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인식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의사

결정에의권한과통제가주어져야한다고하였다(Marzuki, Hay&James, 2012; Rasoolimanesh

et al, 2017).

둘째,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eran(2002)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의도’는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단기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추정 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고봉호, 2017 재인용). 즉,

‘행동의도’가 커질수록 실제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였다(유동숙, 2017).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민규, 2007; Erul, 2018).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긍정적 인식을 제고함으

로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박창규·김혜영,

2011).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의 연구에서도 관광개발 진행 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 제고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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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관광개발을추

진하는데 있어주민들의 참여행동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을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구조

적 관계를분석하였다는 점에서연구의 의의가있으나, 표본 수와 특정기간에 조사가이루어

졌음을 고려할 때,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에 대한 행동은 관

광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어 향후 연구

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관광개발을추

진하는데 있어 주민들 참여 행동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청수리 마을’ 및 ‘산

양리 마을’ 모두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부족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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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마을주민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아름입니다. 

 석사학위논문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마을주민들의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지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 지도교수: 정 승 훈(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연 구 자: 김 아 름(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1)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이 지속성을 보장하고, 2) 지역(마을)경제에 도움이 

되며, 3)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문화를 해지치 않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곶자왈이 분포한 ‘마을공동목장‘ 훼손을 최소화하여, 곶자왈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연계한 관광개발(곶자왈 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딧불이 축제 운영 등)을 통해  

마을 경제(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구분 연계 자원 프로그램 축제 참여자

청수리 마을 마을공동목장
(곶자왈)

곶자왈 
생태체험프로그램

반딧불이 
축제

지역주민
산양리 마을

청수리 곶자왈 반딧불 축제 산양큰엉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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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설문

1. 귀하께서는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고 계십니까?

① 잘 모르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2. 귀하께서는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

까?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번호(①~⑤)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축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축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마을 

회의에 가능할 때 마다 참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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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하께서는 향후에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

력 또는 참여하려고 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

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의 가족/이웃들은 귀하께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
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평소 귀하가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지속가능한 관

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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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현황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결혼유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3. 귀하의 출생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현재 거주지역  ② 제주도내 타 지역 ③ 육지 지역

4.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5.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6. 귀하의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7.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8. 귀하의 마을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년 이상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① 전문/관리직 ② 농임축어업

③ 사무직/회사원 ④ 학생

⑤ 판매직/서비스직 ⑥ 주부

⑦ 자영업 ⑧ 은퇴자

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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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residents’ behavioral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case study of Cheongsu-ri and Sanyang-ri villages in Jeju

A Reum Kim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Resident engagement and support are considered essential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sustainable tourism destination. As such,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resident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identified

the determinants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factor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e TPB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but empirical studies that examin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rural tourism developments are merely

presented.

A survey was conducted in the villages of Cheongsu-ri and Sanyang-ri in Jeju

province, where sustainable tourism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among a

sample of 250 residents over a period of 13 days in October and November of

2022.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ponses, conducted using AMOS,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the villages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attitudes towards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n behavioral intentions.

Second, both villag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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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subjective norms on behavioral intentions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contradicting previous research. Third, both village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behavioral intentions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Fourth, both village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f behavioral intentions on behavior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rough the hypothesis testing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wards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s. That is, the stronger the residents’ intention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nd the more time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have,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incentives and

reward systems accordingly in order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mong residents. Furthe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ctual participation. It is crucial to implement policy efforts that promote an

environment in which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Keywords: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stainable tourism, tourism

development, Local residents’ behavi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계획행동이론
	1. 합리적 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2. 계획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제2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 및 기준

	제3절 선행연구

	1.'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2.'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2. 가설 설정

	제2절 조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설문지 구성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지역
	2. 자료 수집 방법
	3. 자료 분석 방법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청수리 마을
	2. 산양리 마을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2. 확인적 요인 분석

	제3절 연구 가설의 검증
	1. 청수리 마을 
	2. 산양리 마을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설  문  지
	ABSTRACT


<startpage>10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계획행동이론 5
  1. 합리적 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5
  2. 계획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8
 제2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4
  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 14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 및 기준 17
 제3절 선행연구 22
1.'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23
2.'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24
제3장 연구 설계 29
 제1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29
  1. 연구 모형 29
  2. 가설 설정 29
 제2절 조사 설계 33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
  2. 설문지 구성  36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9
  1. 조사 대상 지역 39
  2. 자료 수집 방법 47
  3. 자료 분석 방법  48
제4장 실증분석 49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49
  1. 청수리 마을 49
  2. 산양리 마을 51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53
  1.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53
  2. 확인적 요인 분석 57
 제3절 연구 가설의 검증 60
  1. 청수리 마을  60
  2. 산양리 마을 62
제5장 결론 64
 제1절 연구의 요약 64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6
  1. 연구의 의의 66
  2. 연구의 한계 68
참고문헌 69
설  문  지 79
ABSTRACT 8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