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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최근 산업화에 의한 급속한 경제성장이 생활환경과 자연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를 불 

러일으켜 곧 인류 생존예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등장하먼서 전 세계가 환경문제 

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생태패러다임 

은 관광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대규모 관광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 

을 주요관광자원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콴광의 일환인 생태관광이 주목받고 있다《오민개·이 

후석， 2002; 강미화김남조·최승담， 2003). 환경의 소중함이 강조된 섕태관광이 활성화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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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관광개발과 보존이라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단순 유람관광에서 벗어나 관광고유의 가 

치， 특히 특정 지역의 문화 또는 자연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관광 

지애서의‘교육’과‘오락’의 체험기회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Urry, 2003).. 

이러한 관광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한라산이 세계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계’가 한국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0년 세계자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선정 자연환경분야 ‘트리플크라운’ 

을 달성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생태관 

광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은 각 나라의 자연환경 중에서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2007년 국내 최초로‘제 

주채그섬과 용암동굴’이란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세계자연유산 등채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이는 제주가 자연미는 물론 지질학， 

지형학， 자연지리학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호 및 보존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의 동기 및 환경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향후 관광개발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찻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방문동기와 환경태도 및 

방문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방문동기가 환경태도 및 방문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방문자의 환경태도가 방문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으 

로 지정된 제주가 향후 추진해나갈 지속가능한 관광 및 자연유산 관광개발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및 마케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방문동기 

관광은 항상 인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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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기 원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이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재방문 

유도를 통해 관광목적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광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광자들의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은 마케 

팅 전략수립에 필수적이며， 여러 요소들 중 특히 관광자의 동기는 관광지의 선택행동과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Tzu-Kuang. et.al, 

2009). 

동기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 내부의 추진력 또는 신체의 에너지를 활성화 

하여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내적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곧 사 

람의 기본적 요겨1-이자 모든 관광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동기는 인간의 

행동원인으로 행동방향과 강도를 결정하고，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는 내적 구성개념 

으로， 행동의 방향， 힘 그리고 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흑은 목표를 향해 

행동을 활성화하고 지시하고 유도하는 내적상태를 의미한다． 

관광동기는 개인적， 심리적， 내적요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 시대적 외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축제·이벤트와 같은 유무형의 형태로 관광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력이 되고 있다（김민칠장희정， 2008). 따라서 콴광동기는 관광행 

동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관광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관광객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정 지 

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광동기는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수 목적형 관광의 경우 일반적인 여행의 동기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참여할 때만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동기（activity specif沈 

motiv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구별된다． 따라서 생대관광객의 동기 

에 대한 연구 역시 특정한 목적을 가진 관광 동기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생태관광객들만이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동기와 모든 부류의 관광객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이승곤 · 오민재， 2007). 

생태관광의 방문 동기는 크게 심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일환으로 동호인 또는 동일 취향 지인들끼리의 정보 교환으로 인한 사회적 교섭에 

서 동기가 유발 될 수 있으며 생태적 자원이 갖고 있는 매력에 습지 또는 해안을 찾는 동 

기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오상훈， 1995). 생태관광객은 다른 일반관광객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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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스트레스해소 같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여행을 하며 여행을 통해 활동적인 

체험 및 자연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샬명하였다（강미희·김남조· 

최승담， 2003). 대부분의 생태관광객은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 생태관광객은 환경적 특징 및 문화적 특징에 대한 매력에 매우 강하게 반응 

하며， 지속적인 생태관광지 유지에 강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 

해 생태관광객은 일반관광객과 다른 방문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McKerche, 

1993; 오상훈， 1995).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의 관광동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 자 

율성， 학습， 자연성향성， 자기반성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Manfredo, 1996), 또한 신 

쳬적동기， 문화적동기， 대인적동기， 지위 및 권위 동기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McIntosh, 

1990). 생태관광객의 관광동기를 측정하는 척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방문동기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지 방문객 시장을 세분화하면서 ‘학습 및 자연교감’，‘기분전환V새로운 것 경험긱 

‘자기계발’， ‘친교’를 통해 ‘자기계발집단’， ‘낮은동기집단’， ‘기분전환집단’으로 세분시장을 

제시하였다＜박혜윤양현주， 2006). 또한 생태관광동기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 

석한 결과 생태관광동기를 자연학습과 감상， 휴식， 친목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선영·장병주이준， 2007).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관광동기는 여러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명되 

어지고 있으며， 이는 관광객 심리적 요인에 대한 차이，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문화환경적 

인 차이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Mill and Morrison(1997＞이 제시한 확장된 

Maslow동기이론과 정철·김남조（2001), 강미희·김남조·최승담（2002）의 연구에서 관광객들의 

비교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휴식／도피， 소속， 도전， 성취／지위， 자기실현， 지적추구， 미 

적추구 등 7가지 요인에 대한 28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2.2. 환경태도 

태도란 특정대상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각하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선유경향이며， 관광태도란 관광지 방문이나 관 

광개발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호의적 혹은 비호와적 상태를 말한다《Lankford & 

Howar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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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관광객의 환경태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환경태도는 기본적으로 환경적 자극을 지각 및 인지하고 태도를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태 

도는 인간 행동 중 환경을 보전하며 재생하려는 태도로쩌，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태도는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다． 즉 환경의 질 향장을 위하여 일상생활 중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배제 

하고 생태게의 평형성과 자기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양식을 선택하며， 스스로 절약 

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태도로 정의된다（송달용， 1997). 이상의 논의에 따라 환경태도는 

자연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동을 배제하고 ㅅ스로 오염된 환경을 캐선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생태관광의 정책 방향이나 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태도에 관한 논의가 중요시 되고 있다， 관광 

자의 구체적인 오염행동이나 브H구범적 일탈행동은 장단기적으로 콴광지의 자연환경 뿐 아 

니라 역사유적과 문화적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Mansfeld & Ginosar, 

1994). 또한 직접적으로 관광자의 환경태도를 탐구하여 자연관광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을 분석하였다（Luzar, 1998). 국내에서도 관광자의 찬환경 행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 

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관련한 관광자의 신념 구조가 騙1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고동우， 2000). 

아직까지 관광학 분야에서 환경태도에 대한 騙ㅗ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향후 

관광자의 환경보존 태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들의 환경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Wallace and Pierce(199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Godfrey( 1998), 여호근 강승구（2002), 이지연（2003）등이 제시하는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객들의 지침과 윤리강령 그리고 관광태도척도에서 항목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3. 방문가치 

관광현상에서 관광목적지는 관광객의 체류， 활동， 휴식을 위한 방문대상으로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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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이다． 방문대상으로서 관광목적지는 공간적， 매력적（상품적）, 사회적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며 관광객의 관광욕구， 동기， 목적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관광목적지 선택 과정이나 방문 후 

만족수준을 켤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치란 ‘내가 주는 것 대신에 내가 얻는 것’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쩌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지각에 근거한 전반적인 효용에 대한 평가이다〈Zeithanil, 

1998). 가치는 소비자의 행동과 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개인활동이나 구매태도 등에 중요 

한 기전으로 작용한다． 

단일차원의 가치는 개인이 받은 이익과 희생의 비교를 통해 구성되어 주로 경제적， 실 

용적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치는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개념이 

므로 다차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정서적 성격의 구성요인에 초 

점을 맞춰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Parasuraman & Grewal(2000）은 획득가치， 거래가 

치， 사용가치（in-use), 사용 후 가치（redemption value）로 4가지 형태의 가치를 설명하였 

다． 획득가치와 거래가치는 앞에서 설명한 가치의 정의와 유사하며 관광에서는 방문단계 

나 방문 칙후에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사용가치（in-use）는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으로 얻 

는 효용이며， 사용 후 가치（redemption value）는 상품의 수명이나 서비스 종료 후에 얻는 

잔여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는 관광지방문 이후에 나타나며 방문 후 재방문 또는 

구전의 효과로 나타난다． 

관광에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매우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전반적인 콴광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용된 금전직비금전적으로 지불 

된 제반 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가치는 모든 소비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관광분야에서 활용된 가치는 정서적 가치（즐거움， 편안함， 호의적）, 금전적 가치， 

사회적 가치（홍보를 통한 인지적 효용）으로 구분하였으며（이현정， 2005), 방문노력 대비， 

소비시간 대비， 지출비용 대비 관광의 가치로 구분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하기도 하였다（여 

호근박경태， 2007). 또한 기능적가치， 감정적 가치， 총체적가치（overall value）로 구분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Lee, et al., 2007).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획득한 것이 무 

엇인지（획득가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한 것을 비교하는 관점（금전적 가치）, 제공 

받은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감정적 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획득하는데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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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익（거래가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후적 평가단 

계의 방문가치로써 획득가치， 거래가치， 사용가치（in-use）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방문가치란 관광객의 방문대상인 콴광목적지 경험（쳬류， 활동， 휴식 등＞ 결과에 

대해 관광객 자신이 사후적으로 평가된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목 

적지로서 성산일출봉 방문을 마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가치를 측정하여 활용하였다． 

2.4. 선행연구와의 관계 

생태관광객의 관광동기와 환경태도는 생태콴광이 기존의 관광유형과 달리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그러므로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인 자극요인으로 관광대상의 매력을 잠재관광객들에게 기대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문동기가 신체의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행동을 강 

요하는 내부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므로 외부환경에서 행동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의 중요성 

을 제시하였다（Loudon & DelIa, 1993). 

관광지 선택은 관광의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사람들은 관광을 통해 자 

신의 명예를 높이며 이미지 고양， 소속감 확인 등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광동기가 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동기에 의한 관광행동은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콴광동기에 의한 의사결정자의 생태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는 생태관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조은나， 2009).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 및 관광태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지각된 가치는 주로 소비자태 

도와 가치의 매개를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Anderson, et al., 

1994). 즉， 지각된 가치의 영향요소인 가격， 픔질 등은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적 태도는 주관적인 먼이 강하며 따라서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 

가 있으며，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관광태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아tang & Wildt, 

1994). 가치와 만족도， 행동의도，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갓으로 나타났다（김판영 · 

김문성， 2010; 전형진 · 박시사 · 정철， 2011). 모험관광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장으로 가치 

와 태도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걀과 금전적 가치， 신기성 가치， 감정적가치， 사회적 가치 

가 여행 만족도 및 관광태도에 긍정적으로 샬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Williams & 

Sou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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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첫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방문동기는 환경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찰 것이다． 

둘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방문동기는 방문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환경태도는 방문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샬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3년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약14일간 걸쳐 실시되었으며， 세게자연유산지 7- 중 하나 

인 성산일출봉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1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응답 누락정도가 심한 설문지와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192부의 유효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설문지 구성은 세 

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관광동기에 대하여 28문항， 환경태도에 대하여 15문항， 관광가 

치에 대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정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결혼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산뢰 

도 검증， 빈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4.1. 인구통계적특성 

총 192부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의 셩별， 연령， 칙업， 월소득， 결혼여부， 학력． 동 

행인， 제주방문횟수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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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40대 이상， 대학졸 

업， 가족 및 친척과 동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뱐도 비율（%) 

성별 
남 98 51.0 

월소득 

200만원미만 72 37.5 

여 94 49.0 200-300만원미만 36 18.8 

안령 

20대 48 25,0 300-400만원미만 39 20.3 

30대 48 25,0 400만원이상 45 23.4 

40대 76 39.5 ,] * ,a u 미혼 78 40.6 

50대이상 20 10.4 
낟큰t＝ㄱㄱ－ 

기혼 113 58.9 

직업 

회사원 43 22.4 

최종학력 

고졸이하 31 16.1 

공무원 22 11.5 전문대졸（재） 44 22.9 

전문직 36 18.8 대학졸（재） 88 45.8 

자영업 15 7.8 대학원졸（재） 29 15.1 

학생 30 15.6 

동행인 

혼자 7 3.6 

주부 31 16.1 가족／친척 98 51.0 

기타 15 7.9 친구／애인 55 28.6 

제주 

방문횟수 

1회 34 17.7 직장동료 16 8.3 

2회 34 17.7 기타 16 8.3 

3회 40 20.8 

4회 19 9.9 

5회이상 65 33.9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관광동기 

〈표 2> 관광동기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 재 량＝ 공통성 翕1 
항목제거시 

Cronbach's a 

Cronbac 

h's a 
자아실현 

추구 

건강／체 력을 위 해 .739 .686 2 1.970 .887 

자연탐사 및 연구 .733 .615 .887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728 .625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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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는 기회 .706 .602 .887 .900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679 .584 .893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674 .611 .890 

지역주민과의 교류 .673 .531 .892 

자연에 대해 배우기 위해 .636 .657 .888 

여행지문화와 관습쳬험 .615 .569 .891 

지 적 모험 
추구 

새로운 것을 체험하기위해 .705 .758 12.867 .849 

.877 
.691 .711 .838 지 적 호기 심 충족 

모험과 스릴경험 .680 .722 .854 

많은 것을 알기위해 .666 .762 .839 

새로운 활동 .572 .598 .871 

자연미추 

구 

아름다운자연감상 .823 .789 그 1.44 6 .631 

.764 
자연에서 머물기위해 .612 .621 .717 

여 행지 경 관감상 .599 .502 .743 

오염되지 않은 자연체험 .593 491 .734 

휴식추 工 휴식을 취하기 위해 .722 .687 10. 27 7 .759 

.789 
반븍되는 생활탈출 .645 .665 .782 

스트레스해소 .621 .577 .757 

생활의 활력소를 얻기 위해 .608 .714 .718 

기분 전환을 위해 .569 .671 .735 

총 분산설명력 = 56.6%, KMO = .892, Bartlett의 구형성검정 = 2736 982 유의확률＝.000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관광동기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관광동기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alpha）으로 

측정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크론바하의 알파값은 0.6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어 항목들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개념 타당성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광동기의 구성요인을 측정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식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방법으로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성（communality）이 낮은 변 

수와 요인항목간의 상관관계에 위배되는 변수는 제거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변수에 대해서 요인화 하였다． 

관광동기에 대한 총 28개의 문항 중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동료들과의 친 

목도모，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야외활동， 활동적 생활을 위해란 5개의 항목은 높은 

적재량을 보이지 않아 신뢰도 및 타당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23 

개의 문항에 대해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56 6％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역시 모두 α4이상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제 I 요인은 ‘자아실현추구’， 제 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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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지적모험추구’， 제3요인은 ‘자연미추구’， 제淫요인은 ‘휴식추구’로 각각 명명하였다． 

4.2.2. 환경태도 

〈표 3> 환경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작재량＝ 
공통성 

분산 

설명력 

항목제거시 

Cronbachs a 

Cronbac 
hs a 

환경 

윤리 

현지자연보호 千칙준수 .839 .745 

38.453 

.791 

.836 

보호 동식물 채깁 및 수렵금지 .764 .608 .804 

환경친화적 상품과 시설에 따른 

불편감수 
.714 .606 .800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관쾅상품과 

시설이용 
.693 .550 .8 그 1 

관쾅지현지 규범을 따름 .645 .453 .825 

보호동식물을 이용한 기념품을 사지 
.547 .510 .835 

않음 

관광지출비용의 일부가 자연보호를 위해 
.525 .461 .824 

쓰이는 것이 좋음 

翌 
자얀훼손방지를 위해 관쾅객 통제해야함 .812 .759 

13. 136 .790 자얀이 훼손되기 쉬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805 .695 

蠶 

관광 후 나의 관광태도에 생각해보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 
.715 .613 

8.239 

.608 

.642 관광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681 .506 .554 

관광 중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노력 .635 .571 .493 

관광 후 그곳의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함 .594 .700 .623 

총 분산설명력 =59.827%, KI40 = .836, Bartlett의 구형상검정 = 978.302 유의확률＝.000 

환경태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환경태도에 

대한 총 15개의 문항 중‘콴광목적지의 자연환경을 미리 알고 떠난다．’와 ‘관광지 내에서는 

교통수단보다는 도보로 이동한다．’라는 2개의 항목은 높은 적재링을 보이지 않아 신뢰도 

및 타당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13개의 문항에 대해 3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59.8％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역시 모두 α4이상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제 1 요인은 ‘환경윤리긱 제 2요인은 ‘자연보존’， 제3요인은 ‘환경학 

습’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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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방문가치 

〈표 4> 방문가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공통성 

부산 
설명력 

항목제거시 
Cronbach's a 

Cronbac 
h's a 

騙 

이곳은 방문할 가치가있음 .860 .740 

66.750 

.832 

.869 

이곳을 방문한 것은 탁월한 선택임 .837 .700 .832 
방문을 위해 지불한 시간， 비용， 

노력에 비해 가치가 있음 
.809 .655 .844 

타관광지보다 방문할 가치가 있음 .795 .631 .843 
이곳은 나의 욕구와 기 대에 부응함 .781 .611 .854 

총 분산설명력 =66.750%, KMO = .799, Bartlett의 구형성검정 = 498.414 유의확률ㅋ000  

방문가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방문가치에 

대한 총 5개의 문항에 대해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66 7％로 나타났 

으며， 공통성 역시 모두 α4이상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4.3. 가설검증 

4,3.1. 가설1의 검증 

“세계자연유산 방문 동기는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ㄷㅏ”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환경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의 설명력（R2）은 19.2％로 나타났으며，‘자연미추 t’와‘휴식추구’가 환경윤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설명력（R2）은 24.7％로 나타났으 

며， ‘자아실현추구’요인만이 환경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유산방문 

자의 관광동기는 자연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방문동기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계수 비표준화 

표줌화 
계수 t 

綢暢 

于크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I구 

환경윤리 （상수） 2.685 .254 10.576 .000 
자아실현추구 .108 .067 .156 1.622 .107 .472 2.121 

지 적 모험 추구 .033 .070 .048 .468 .640 .410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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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미추구 .254 .069 .327 3.690 

 

.553 

 

1..  807
1.615 휴식추구 .160 .071 .188 2.244 .026* .619 

 

         

R2=. 192 수정된 R2=.170 F=8.849 유의확률＝000 

종속반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줍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w 
자연보존 （상수） 3.260 .412 7.9 10 .000 

자아실현추구 .163 .108 .158 1.505 .134 .472 2.121 
지 적모험추구 .165 .114 .163 1.449 .149 .410 2.438 
자연미추구 .115 .112 .100 1.027 .306 .553 1.807 
휴식추구 .040 .116 .032 .344 .731 .619 1.6 15 

綢暢 

R2=,035 수정된 R2=.009 F=1.337 유의확률＝.251 

종속반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綢嵋 

공 卦〕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W 
환경학습 （상수） 1.779 .297 5.985 .000 

자아실현추구 .269 .078 .321 3.459 .001** .472 2.12 1 
지적모험추구 .092 .082 .112 1.124 .262 .410 2.438 
자연미추구 .009 .081 .010 .115 .909 .553 1.807 
휴식추구 .098 .084 .095 1.174 .242 .619 1.6 15 

R2=.247 수정된 R2=.226 F=12.178 유의확률＝.000 

주) *:p<O.05 **:p<O.Ol ***:p<Q.OQ1 

4.3.2. 가설2의 검증 

“세계자연유산 방문동기는 방문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을 검증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갈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R2）은 166％로 나 

타났으며， ‘휴식추구’ 요인만이 방문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방문동기가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줍화 
계순 t 꼍확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I구 

驕 
（상수） 2.460 .272 9.059 .000 

자아실현추구 .095 .071 .131 1.339 .182 .472 2.121 

지적모험추구 .002 .075 -.003 .032 .974 .410 2.438 

자연미추＝콘 .096 .074 .117 1.304 .194 .553 1.807 

휴식추구 .243 .076 .271 3.18 1 .002' .619 1.6 15 

R2=. 166 수정된 R2=.143 F=7.397 유의확률＝.000 

주） *p<f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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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가설 3의 검증 

＜표 7> 환경태도가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全화 

계우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방문가치 （상수） 2.423 .310 7.826 .000 

환경윤리 .170 .083 .162 2.063 .040' .730 1.370 
자연보존 .001 .057 -.002 .026 .979 .699 1.431 
환경학습 .257 .070 .296 3.655 .000" .686 1.458 

R2=. 156 수정된 R2=.143 F=11.620 유의확률ㅋ000 

주) *:p<Q.05 **:p<Q.O1 ***:p<O.001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의 환경태도는 방문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대”라는 가설 3을 검 

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모형의 살명력（R2）은 전 

쳬의 15.6％로 나타났으며， 환경윤리요인과 환경학습요인이 방문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걋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지속가능한 관광의 일환으로 생태콴광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 

도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정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수 자연자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지구 

와 더불어 올레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름다운 환경 

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연유산지구 방문객의 관 

광동기와 환경태도 그리고 방문가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객의 관광동기와 환경태도 및 방문가치를 나타내는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갈과 관광동기는 ‘자아실현추구’， ‘지적모험추구’， ‘자연 

미추구’， ‘휴식추구’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환경태도는 ‘환경윤리’， ‘자연보존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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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문가치는 5개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단일요인으로 나 

타나 방문가치로 명명하였다． 

둘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관광동기와 환경태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광동기의 자연미추구요인과 휴식추구 요인이 환경태도의 환경윤 

리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동기의 자아실현추구의 경우 환경 

태도의 환경학습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관광동기와 방문가치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광동기 요인 중 휴식추구 요인만이 방문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의 환경태도와 방문가 

치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살시한 결과 환경윤리요인과 환경학습요인 

이 방문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관광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자연유산지구 방문자 

의 관광동기를 환경태도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시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관광동기 요인 

이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자하는 콴광객의 경우 환경윤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문 

자의 환경태도에 따라 환경보전 의식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므로 자연유산지구의 경관보존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태도가 중요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현재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성산일출 

봉이며 특히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등재 이후 관광객이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관광동기 중 휴식추구요인이 방문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홍 

보가 필요하며 개발과 동시에 보호 정책 마련 또한 시급한 갓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세계자연유산지역인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중 하나인 성산 

일출봉만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사 시기 등의 한계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추후 지속적인 횡단조사와 성산일출봉 외에도 한 

라산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방문자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적．학문적 가치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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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속가능한 관광의 일환으로 생태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 

도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정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유수 자연자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지구와 더불어 올레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과거 관광경험에서 행 

해진 단순 유람관광에서 벗어나 관쾅고유의 가치， 특히 문화 또는 자연적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관광지에서의‘교육’과‘오락’의 쳬험기회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동기와 환경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관 

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개발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세계자연유산， 방문동기， 환경태도， 방문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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