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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 

렸다． COP 15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이행합의안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포 

스트 교토쳬제（Post-2012) 구축을 위해 합의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C0P15를 앞두고 사전에 개최된 바르셀로나 협상회의에서 주요 챙점에 관한 당사국들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COP15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91개국의 협악당사국． 33개의 UN 산하단쳬． 53개의 IGOs, 832개의 NGOs 등에서 

* 제주대학2 관광경영학과 박사수 .. e-mail: yorami12@hanmail.net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e-mail: yong@jejunu.ac.kr  
1) 향후 본고에서는 코펜하겐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COP 15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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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COP 15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살정과 개도국 지원 기금 마련에 대한 구체 

적인 협상 이행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여러 난항 끝에 미 · 중 등 5개국이 

제시한 코펜하겐협정（Copenhagen Acord）에 유의（take note）하기로 결정하는데 그쳤다． 

비록 Post-2012 구축을 위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관련하 

여 ，石l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2℃ 이내로 억제하자는 공유 비전 

에 합의를 이루었고， 온살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 낸 점은 

COP 15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COP15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더불어 은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각 

산업 분야의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산업인 석유， 축산， 건설， 산림， 원자력 등의 여러 산업들은 기후변화협상의 결과에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상은 협약 당사국들의 결정으로 이뤄지지만， 연관 산업의 

각 분야에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기후변화협약이 각각의 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광산업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UNWTO에서 

는 기후변화와 관광의 연관성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조합하여 보고서를 만들 

어내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이 관광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회의를 지속적으 

로 주최하면서 기후변화협약 결과로 인하여 세계관광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UNWTO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려는 관광산업 분야의 방법과 관광으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경제 발전과 산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졔 불평등 해소 효과 등을 홍보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와 별개로 세계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은실가 

스 배출에 대한 규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Becken(2007）은 항공에 대한 시장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항공 이용에 대한 수요 감축， 

항공사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따른 안센티브 제공，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사 

용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은 정부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상되는 항공요금은 레저 여행객들의 항공 이용 감소를 야기할 걋이다 

(Gillen et al., 2005).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참가자들이 기후변화와 관광에 대한 인식 

은 앞으로 계속 열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관광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서 나타나는 Annex 12）국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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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nnex 13) 국가들의 첨예한 갈등이 관광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회의 참가자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 

구의 필요성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OP 15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으며， 구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참석자들의 기 

후변화와 관광과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며， 둘째， 기후변화협약 참석자들의 기후변화가 관 

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Annex 1국가 참석자들과 

Non-Annex 1국가 참석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1 기후변화와 관광 

관광은 기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관광목적지의 기후는 관광산업의 형태나 관광 

객의 유형， 계절에 따른 관광 성수기를 결정짓는다． 또한 기후는 해변 콴광， 스키 등의 겨 

울 레저， 휴양 관광 등의 특정 관광분야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며， 기후와 관광의 연관성 

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연구되어 왔다（Scott, D. et al., 2005). 1970년대 

의 관광과 기후의 연구들은 다양한 범위의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PauL A., 1972; Crowe, R. B., Crowe, R. B. et al., 1973; 

Besancenot, J. P. et al., 1978; Yapp, C. & McDonald, N., 1978). 1980년대에 들어서 

는 관광목적지의 기후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기후적 요소들이 관광객의 신쳬적 안락 

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Mieczkowski, Z., 1985; 

Besancenot, J-P, 1989; Harifinger, 0., 1991; de Freitas, C. R. et al., 2004). 그리고 

일찍이 산업화를 진행시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들로서 

OECD 회원국돌과 러시아 동구권 등 시장경제이행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40개국과 유럽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2008-2012년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 

균 5.2% 줄이기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들로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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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들은 관광목적지들에 대한 기후평가시스템을 평가하고 입증하고 있다（de 

Freitas, C. R. et al., 2004; Gomez Martin, B., 2004; Gomez Martin, B., 2006).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관광분야얘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가 본긱적으로 시작되었다． WTO와 튀니지 정부 주관으로 2003년 튀니지의 제르바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mate 

이iange and Tourism)0凶 기후변화와 관광에 대한 다양한 논제가 제시되었다． 이 회의 

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고와 개념의 정의， 기후반화를 위한 관광부문 국제기구 

의 적절한 세부 역할정립， UNWTO의 기후변화 리포트에 따른 관광산업의 영향， 기후변화 

로 인한 다양한 관광활동과 관광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관광부문의 기후변화적응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 도출， 관광부문만의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 관광과 수자원， 소도 

(small islands）들과 연안지역（coastal zones）들의 관광， 산지（mountainous regions）의 관 

광， 기후변화와 관광정책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관광과 기후변화에 대한 제 

르바선언（Djerba Declaration on Tourism and Climate Change）이 도출되었다． 그 이후， 

2005년 발리 선언， 2007년 제 2차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애서 채택된 다보스 

선언（Davos Declaration）을 바탕으로 2008년에는 UNWTO가 세계 관광의 날의 의제를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한 관광분야의 대응’으로 샬정하면서 관광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과 은실가스 완화예 관한 와졔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9). 

세게관광기구（UNWTO）는 관광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7-5.4％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수치는 인간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12.5% 

에 해당하는 수치이며（Scott, D. et al., 2009), 203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UNWTO et al., 2008). 관광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관광유형에 따 

라 보면， 항공여행은 관광부문 전쳬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며， 대륙 간 장거리 

여행은 관광부문 이산화탄소의 16％를 배출하고 철도여행은 콴광부문 이산화탄소의 13% 

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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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광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005년） 

구분 Co2배출량（MI) 비율（%) 

관광분야（A) 

교통 

항공 515 긺0 

자동차 420 32 

기타 42 ;3 

숙박시설 숙박시설 274 21 

활동 활동 48 4 

합계 합계 1,302 100 

지구 전체（B) 26,400 

관광분야 점유율（A/B) 4.95% 

자료: UNWTO, UNEP & WMO(2(]8) 

기후변화와 관광산업의 관계는 VECTOR와 VICTIM의 관계로 설명되어진다〈그림 1>.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소비와 녹지면적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는 관광자원의 변화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연환경， 사회경제， 정책 분야 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변화에 따라 관광에 대한 선호도와 흐름에 영향을 미쳐， 관광산업 변화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관광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완 

화（Mitigation）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응（Adaptation）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쳬육관광부（2009), p. 13. 

〔그림 1〕 관광과 기후변화의 상호 영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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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일컬어지는 근래의 기후변화현상은 기온상승과 잦은 기상재해，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표 2>. 

輧근의 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관광목적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Cunliffe (2002）는 열대 연안 지역에서 관광개발에 있어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 

가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Abegg(1.999）는 기온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키장 눈의 

깊이와 표면상대， 그리고 그로 인한 스키 시즌의 기간과 스키장의 시설 사용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Scott & McBoyle(2001）은 북미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광에 기후변화 

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관광지표를 적용하였으며， Agnew & Palutikof(2001）는 관 

광과 날씨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관광과 국외관광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 

광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측정되었던 주요 영향요인 항목들을 

가지고 설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표 2> 기후변화가 관광에 미치는 주요 영향 

구분 잠재적 관광영향 

기은장승 

변화 식물 · 야생동물， 곤충 등 동식물 군집분포 

계절의 변화， 전염병 위험 증가， 냉난방비의 증가 

관광객의 더위에 대한 스트레스 

스키장의 강설랑 감소， 영업일수 감소， 인공제설 비웅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 골프장의 영업알수 증가 

여릉 집중의 완화： 봄／가을 분산， 겨울관광상풍의 축소 

경관의 심미성 감소 

기상재해 

빈도 （폭우 	및 

홍수발생위험 증가． 대풍잔불 등에 의한 관광자원의 훼손 

항공기 결항 증가 및 관광인프라의 훼손， 사업정지 비용의 증가 

여행보험 상품 및 비용 증가， 여행예약 취소 및 분챙 증가 
강도 증가）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적지 파괴 위험 증가 

강수량 감소 및 

수증기 증가 

물부족， 물분챙 소지 증가 

기반시설과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산불발생 빈도 및 사막화 증가 

관광산업과 농업 등 타 산업 간 물 이용 갈등 발생 

워터파크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사압체의 원가와 사용요금 상승 

산림화재 빈도 증가로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 자원 소실 

（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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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의 백화현상과 해양자원 및 심미성 강소 

해수면상숭 쓺蠟認靺 *- 	iI] Thi m 관광매력감소 
- 해파리， 갯녹음 증가 둥으로 다이빙． 스킨스쿠버 등 해양관광수요 강소 

생태계 변화 ‘자연자원의 매롓도，강소 

, ,，→－1^1 ,, 	- 질병 발생 위험숭가 

｀셍흔논！장싱 - 동식물 분포． 농특산품 재배 변화로 치역 관광자원 변화 
변짜） 	 ㅟ셔 n】 쨍】서 nil ＇그 ^, C ㅊ一，"^1 __ -a' n】 一｀】4】 nㄱ1 ，』괘이 

- "ri그 ㅊ /,I 커 ’「ㄹ＝r 빅名른 =＝「시 I커 꺅 기기 > /"` nI'I chq- 

- 냉난방， 관수， 인공제설 비용 중가 등 관광사업자의 원가 상승 

- 소비자 이용요금 상승 

- 도보， 자전거， 기차 여행． 개생에너지 사용 숙박시설 선호 등 지속가능한 생태 
기타 	,::7=' , 니 " 	" 	니‘ " 딩 " 	It) 	IPI . ㄴ→ I.) 

여행 증가 

- 기후여행이 틈섀시장으로 등장 

- 북극여행 등 둠 투어（doom tour》 중가  

자료： 문화관광부， 2009; UNWTO & UNEP, 2008 수정占L완 

1.2. 기후변화와 관광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인식 연구는 주로 툭정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관광전문가， 

관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Backen(2004）은 기후변화와 탄소 발생량 상쇄에 

대하여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관광객과 관광 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이 기후변화 사이에 대한 정보의 쾰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관 

광이 화석 연료를 다소비하는 활동이고 관광이 기후변화의 주요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관 

광객과 관광 전문가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Bella & Bramwell(2005）은 서인도제도의 독립 섬국가인 바베이도스（Barbados）의 정책 

입안자들과 관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기후변화가 도서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 

향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기후변화가 해안 관광 시설에 대 

한 피해와 해안선 변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 

당한 정책으로 일반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관광 사 

업자들은 정책적 간섭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책적인 반웅에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ares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국 관광객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관광객들은 많은 관광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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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획을 짤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기 

후변화와 관광행동에 있어 태행동의 차이（gap）보다는 인식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Buzinde et al.(2010＞의 연구는 해변의 모래 침식으로 불가피하게 복원을 해야 하는 연 

안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마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복원으로 바뀌게 되는 경관 

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광객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반응 

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관광지의 입장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물리적， 사회적인 

요소를 기후변화 대응 단계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기후변화와 관광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저널지 

Susanne Becken(2004) 
기후변화와 탄소 발생량 상쇄에 대 
한 뉴질랜드와 호주의 관광객과 관 

광 전문가의 인식 연구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Vol. 12(4) , 
332-345 

Nicole Belle & Bill 
Bramwell(2005) 

기후변화가 도서 관광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바베이도스 정책입안자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44, 

32-4 1 들과 관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 

식 연구 

Christine N. Buzidne, 
David Manuel-Navarrete, 

Eunice Eunjung Yoo, 
Duarte Moris(2010) 

기후변화로 인한 관굉 자원의 변형 

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 연구 

∼

一一 심사중 

Andrew Hares, Janet 
Dickinson, Keith 
Wilkes(2010)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관광객들의 
항공 여행에 대한 인식 연구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18) 
446-473 

枷

To

Re 

기후변화와 관광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들의 대부분은 조사대상자들의 기후변화와 관광 

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협약의 결과가 관광분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기후변화협약 참가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 

협약참가자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의 결과가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 

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nnex 1 국가와 Non-Annex 1 국가의 참가자들의 인식을 

비교해봄으로서 기후변화협약에서 나타난 갈등이 관광분야에 대한 합의에도 일어날 수 있 

는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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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연구방법론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요쳐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기후변화협약 참가자4）들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기후변화협약 회의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서를 배부하여 연구자의 안내를 통해 응답자의 자기기입식 

(self -administerd)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24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셩실한 설 

문지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228부（95%）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처리 

는 SPSS 12.0을 이용하였으며， 구쳬적인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차이분석 

姃test)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기후변화의 원인， COP 15 결과의 인식，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와 관광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그리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제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기후변화 인식 5문항， COP'S 결과 인 

식 3문항， 기후변화의 영향 8문항， 기후변화와 관쾅의 얀관성 문항 8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를 등간척도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에 있어서는 명목 

척도 및 서열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살은 다음과 같다． 

3.2.1 기후변화인식에 관한 가설 

Hi-i: Annex 1/Non-Annex 1국가에 따라 기후변화원인에 인간 활동이 관련성이 있는 

4) 기후변화협약 참석자들은 국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대표 협상단과 Observer의 자격으로 참석한 참가자로 크게 나 

눌 수 았다， 戚〕（D년 12월 8일에 배포된 찹석자 자료에는 194개국（3개국은 참괸 국가）에서 8,（八〕명의 참석자가 참가하였 

고， 그 외 IGOs, NGO 등의 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한 수가 937개 단체 22.07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1,〔E9개의 언 

론사에저 2,941멍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총 참가인 수는 33,064멍으로 집계되었다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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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1-2: Annex 1/Non-Annex 1국가에 따라 COP15의 갈과에 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일 것이다． 

H1-3: Annex 1/Non-Annex 1국가예 따라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마치는 영향에 관 

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2.2 기후변화와 국제관광에 관한 인식에 관한 가설 

H2-1: Annex 1/Non-Annex 1국가에 따라 기후변화가 국제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H2-2: Annex 1/Non-Annex 1국가에 따라 국제관광산업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인 

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2.3 기후변화와 자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에 관한 가설 

H3-1: 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유이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H3-2: 기후변화가 해외관광객의 유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유이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긍 기후변화가 해외관광객의 유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유이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연구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228명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발에서는 남성이 91명（39.9%), 여성이 

132명（57.9%）를 차지하였으며，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설문지도 5부 사용되었다． 거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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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Annex 1）와 온실가스 감축 비의무국가（Non-Annex 1）로 나눈 

결과， Annex 1국가는 n2명（62.3%), Non-Annex 1는 86(37.7%）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에서는 20대갸117명（51.3%), 30대가 59명（25.9%), 40대가 37명（16.2%), 50대 

이상이 15명（6.6%）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에서는 정부（Government）가 26명（114%), 비정 

부（NGO）가 100명（43.9%), 국제기구（UN1GO）가 28명（12.3%), 대학교 43명（18.9%), 기자 

등 기타가 31명（13.6%）로 나타났다． 전공분야에 대한 문항에는 환경이 67명（29.4%), 기 

후변화가 45명（19.7%）명， 국제 정치가 13명（5.7%), 사업이 21명（9.2%), 기타（Other）라고 

답한 응답자가 82명（36.0%）이었다． 

〈표 4> 인구통계적 특성 

4,2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4,2.1 기후변화 요인과 COP15 결과에 대한 신뢰도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요인회전방식은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식인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가 1이상이고， 변수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帙4이상인 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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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을 의미 있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수들의 신뢰성 검 

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산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요인에 대한 변수의 신뢰도과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개념상 상이한 변수들을 저l거하고 고유치가 1이상인 2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 

며， 총 분산살명력은 65.7％로 나타났다． 요인 1은 ‘관광산업영향’， ‘인간원인’， ‘지구영향’， 

‘관광산업책임’， ‘이산화탄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기후변화원인 요인’으로 명명하었으며， 

신뢰도는 以808로 나타났다． 

요인 2는 ℃OP 15의 결과가 자국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COP'S의 

결과가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COP 15 긍정요인’으로 

요인명을 정하였으며， 신뢰도는 α837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대한 2가지 변수 모두 타당성 

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기후변화요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彖립 공통성 （분乙흘畺력） 	强 AI-0-i -1 신 	-'곁.im 

관광산업영향 .788 .629 ` .755 

인간원인 ;762 .604 .769 

길輟豊尋 지구영향 748 .驪5 縊（엶） 胛4 
관쾅산업책임 .742 . 洲〕 .777 

이산화탄소 증가 .727 .546 .779 

COP 
wP15: 4 qi

COP 	F7t?1
나라 

 .924  .859 
1.725 

긍정요인 〔UP'죠렬쩠，궤 .917 .917 .841 .841 (24.640) 
＝싱넘망 

KMO=.684 Bartle枕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554.141 유의확률믹（xx 

4.2.2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기후변화영향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개념들이 상이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고유치가 1이상인 1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총 분 

산의 값은 72.017로 72.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강한 폭풍과 피해확산’， ‘해수면 상 

승’， ‘종다양성 반화’， ‘가뭉 · 화재 · 홍수’ 등의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기후변화 영향요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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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명하였으며， 신뢰도는 0.935이었다． 

〈표 6>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銷
糊
柳

冊
冊
絮
 

요인명 	측정항목 

강한 폭풍과 피해확산 	．刪） 	.774 

해수면 쑈숭 	 .877 

종다양정 변화 	 .873 	.761 

가뭄 · 화재 . 홍수 	.872 	.7嶼） 

열사병 등의 풍토병확산 .816 	．αE 

지형변화 	 .812 	.FIJJ 

기후변화영향기온상승 	.837 	. 61 

고유값 	항목 삭제 시 신뢰도 
（분산설명력） 신뢰도 값 계수 

.921 

.921 

.姃 

(72.017) 
5.041 	

.9召 	g깃5 

．服， 

.9：乙 

．삯乙 

공통성 

기후변화 
영향요인 

KM()-.92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1214.635 유의확률＝.(x〕（) 

4.3 가설의 검증 

4.3.1 가설 1의 검증 

＜표 7> 기후변화원인， 0?P15 결과， 기후변화영향 인식에 관한 차이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Mnexl 
기후변화 원인요인 

Non-Annexl 

142 

86 

4.2986 

4.0814 

.60389 

.72882 
2.432 .016' 

Annexl 
COP 15 결과긍정 

Non-Annexl 

142 

86 

3.3521 

3.5116 

.75275 

.94239 
-13℃ J&5 

Annexl 
기후변화영향요인 	Non-Mnexl 

142 
86 

4.5543 
4.2193 

.47745 

.90793 ai6i .(x꾜“ 

.(5, 	 .cXDl *p<**pCOl, ***p< 

1) Annex 1/Non-Annex 1에 따른 기후변화의 원인 인식의 차이분석 

기후변화의 원인 요인은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후변화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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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광산업에 영힝을 Annex 1 

미침 

142 4.13 .877 

NonAnnexl 	84 	3.74 	1.007 

국제 관광산업에 책임이 Annex 1 

있음 

나 408 ．이9 

NonAnnexl 	85 	3.8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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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Annex 1/Non-Annex 

1 차이분석 결과， t=2.432로서 유의확률 以05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 

균을 보먼， Annex 1국가의 평균이 4. 2986로 Non-Annex 1(4.0814）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Annex 1국가의 참가자들이 Non-Annex 1국가의 참가자들보다 인간활동이 기 

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P15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COP 15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갓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평균을 살펴보면 Annex 1국가는 3.3521, Non-Annex 1국가는 &5116으로 두 그 

룹 모두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3.0）이상으로 COP 15의 결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갓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기후변화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 결과， t=3. 167로서 유의확률 α01 수준 

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Annex 1국가（4.52）가 Non-Annex 1국가（4.2）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요인들에 대해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가설 2의 검증 

＜표 8>Annex 1국가와 Non-Annex 1국가의 기후변화와 국제관광에 관한 인식 차이분석 

구분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3.100 	.002" 

1.835 	.068 

*p<.O5, **p<.O1, ***p<.0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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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국제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차이분석 

기후변화가 국제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차이분석걀과， t=3 100으로 유의확률 

0.01수준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nex 1국가의 참가자들의 평균이 4.13으 

로 Non-Annex 1국가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nnex 1국가의 참가자들이 

기후변화가 국제 관광산업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관광산업의 책임 인식 차이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관광산업의 책임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 

균값을 살펴보면 Annex 1국가가 4.08, Non-Annex 1국가가 3.84로서 높은 값을 나타내 

어， 두 그룹 모두 국제관광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3 가설 3의 검증 

〈표 9> 기후변화와 자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구분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Annexl 
관광산멉에 자국 	 부정적 

142 2.94 1.037 
&608 .000∼ 

Non-Annexl 86 3.44 .965 

Annexl 142 2.85 .940 
자국 관광산업0ㅔ 긍정적 2.001 . 047' 

NonAnnexl 85 2.59 .930 

Annexi 141 2.78 1.083 
외래관광객 증가 2.982 . QQ3** 

NonAnnexl 86 2.36 .932 

Annexl 139 2.73 .960 
외래관광객 감소 4.701 .000* 

NonAnnexi 83 3.35 .916 

Annexl 141 2.57 .881 
자국인의 해외관광 증가 &9921 .000* 

NonAnnexi 84 3.04 .842 

Annexi 141 3.11 .908 
1.568 .110 자국인의 해외관광 감소 

NonAnnexl 84 2,92 .824 

*p<.(E, **p<.O1, ***p<.O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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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인식 차이분석 

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 

식을 따로 분석하였다． 자국 관쾅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인식에서는 t=-3.608로서 유의확률 

帙001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 인식에서는 t=2.001로서 유의확률 以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국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평균이 평균（3.0）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국가와 상관없이 기후변화가 자국 관광산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nnex 1 

국가보다는 Non-An끄ex 1국가의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Non-Annex 1국가의 인식이 Annex 1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Non-Annex 1 

국가의 참가자들이 Annex 1국가의 참가자들보다 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관광객의 유입의 인식 차이분석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관광객 유입의 증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차이분석 

(t-test）을 실시한 결과， 증가 인식에서는 t=2.982, 감소 인식에서는 t=-4.701로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긍정적인 인식에서 

는 모두 평균값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나， Non-Annex 1국가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Non-Annexl국가의 평균（3.35）과 Annexi국가의 평균（2.73）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Non-Annex 1국가의 참가자들이 기후변화가 자국의 외래관광객 

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정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외관광객 유출입의 인식 차이분석 

기후변화로 인한 자국민의 해외관광객 유출입의 증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증가 

인식에서는 t=-3.9921,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감소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Non-Annex 1국가의 참가자들이 /\nnex 1국가의 참가 

자들보다 자국인의 해외관광 증가 인식에 대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식에 대 

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기후변화가 자국의 해외관광 유출입에 대한 영향인식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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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제15차 기후변화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에 유 

의（t이ce note）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내놓은 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실제적인 합의 

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감축 목표 및 검증 등에 대한 이해 

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코펜하겐 협정은 총회 승인을 받지도 못 하였다． 이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은 관광분야에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와 관광에 대한 인식과 Annex 1국가와 Non-Annex 1국가 참가자들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협약 참가자들이 기후변화와 콴광의 관련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UNWTO(2008）은 관광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5％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중 70％는 운송 분야로 집중되어 있고， 

특히 항공 부문이 상당량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량 규제는 관광， 특히 항공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직 칙 

접적인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변화협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 

는 시점에서 관광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광분야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협약과 마찬가지로 관광분야에서의 기후변화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의견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광 부문이 GDP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 민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관광부문 정부 관계자와 사업체 대표， 학계 쟌문가들이 모 

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관광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기후변화협약과는 별도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참가자들의 

인식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척인 영향을 미 

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게 나타났다． 특히， Annex 1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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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의 값과（2.94),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안식의 값（2.85）이 비슷 

하게 나타난 점은 기후변화가 자국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뚜렷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증가와 감소에서도 각각 2.78과 2.73의 값을 

나타내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나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관광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광 분야에 부정적인 영항이 미치지 않도록 관광과 관련한 

사업쳬， 학계， 정책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의 기 

후변화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작은 섬 지역이나， 산악지역， 

극지방， 사막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곳에서 많이 행해졌다． 따라서 선진국의 도시관광이나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광분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점은 연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후변화협상 참가자들의 

관광과 관련한 인식이 블분명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Annex 1국가와 

Non-Annex 1국가의 구분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도 이 연 

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관광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광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이 가져올 관광분야의 변화를 심도 있게 예 

측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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