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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똘말〕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 부

정적 관광영향 요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관광권역별로 삼펴보고， 이

러한 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17일간)까지진행하였으며， 제주도

읍면동에 설운을 배포하여 리장，주민자치위원 동을 대상으로 총 643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읍과 같다 첫째，권역별로 지역주민

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5대 권역중 북부권역， 남서부권역， 서부권역은 지역주

민들이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이 높다고 인식할 때 지지Ðt 중가하고， 비용이

*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2013)의 지역주민 의견조사 자료를 관광

권역별로 재분석하여 작성한 논문임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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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때 지지도가 감소한다는 기존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부권역과 남통부권역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더

라도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관광띤역，관광영향인식，관광개발지지도

I 서론

제주도는 2000 년대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2002 년)，세

계자연유산 동재 (2007 년)，세계지질공원 지정 (2010 년)등 자연자원의 가

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2010 년 이후 관광산업의 고도 성장을 이루

어나가고 있다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국제적인 관광목적

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

진으로 인한 제도적 특례로 중국인 노비자 시행 (2008 년)，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2010 년)，섬 관광목적지로서의 제주도의 인지도 증가 풍의

영향으로 2010 년도 이후 제주를 방문하논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제주지역에 중국 자본의 관광개발 투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석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관광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무엿보다 중요하다

관광개발의 시작，진행，사후관리 동의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식과 지지도는 관광목적지의 효율적인 관광개발

을 견인할 수 있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도는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관광개발사엽의 성패 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나 지지도는 지역사

1) 박영아도보여행길 개발에대한 지역민의인식과제주 올레길개발지지간의
영향관계에관한 연구-애착심의조정효과를중심으로 J1 f관광학연구J 36(2)，
한국관광학회，201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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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관광개발의 정도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이

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연구는 관광개발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

핸데 도움을을 수 있다 3) 관광분야에서 특정 지역λ}회의 관광개발 영

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것은 관광개발이 긍정

적 측면도 있지만，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4) 따

라서 관광개발단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변화를 평가하고，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관광개발로 인한 긍

정적 �부정적 관광영향 요인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관광권역별

로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제주지역의 관광개발

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인식이 관광권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관광권역별로 관광개발로 인

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향후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

끌어내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I. 이론적 배경

1 제주지역 관광권역 설정

권역은 ‘어느한 시점에서 볼 때 인간생활의 공간적 범위를 발견하여

2) 조광익김남조，관광의 영향이지역주민의태도와관광개발에미치는구조효과
분석」，『관광학연구，26(2)，한국관광학회，2002，45쪽

3) 고계성이영진고미영，제주도 해암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지지도관계분
석 편익과비용차원관정 허용-」，『관광학연구J 35(9)，한국관광학회，2011

4) Ko，D. W. & Stewan ，W. P，"A stmαural equation modeJ of re잉denrs’

attitudes for tourism de、elopment" ，TtαmJ:η Aμ itlgement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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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합리적으로 적정화한 지역’으로 정의된

다 ’)관광권역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관리，보전하고 관

광객의 관광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

라 구분한 공간단위이다 6) 권역의 설정방법은 크게 고정형 권역 (bounded

，region)과 비고정형 권역 (uubour띠ed region) 설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고정형 권역은 계획의 목적에 따라 특정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공

간적 범위가 설정되는 계획권역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권역 설정은 고

정형 권역 설정방법을 시용하고 있다 η 관광권역은 관광자원의 개발，관

리，보전 둥을 위한 관광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

단위이며， 권역 설정을 통해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웅을 줄 수 있다 8)

2000 년대 이후 제주도의 관광권역은 ‘제주국제지유도시종합계획 (2002

년-2011 년)’에서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제주시권역， 서귀포시권역， 남

제주군권역， 북제주군권역， 한라산권역 동 5대 관광권역으로 설정하고，

9개 소권으로 설정하였다 9) 그러나 기존 권역 설정은 2006 년 제주특별

자치도 출범으혹 제주특별자치도 단일 행정구역으로 바뀌었으며， 관광시

설，관광지 풍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

볍정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2014 년 -2021 년)’에서는관광

권역을 지역 특성 및 행정권 유지，관광자원 특성，교통권 및 관광객 이

동범위 풍을 고려하여 6대 권역(북부권역，동부권역， 남동부권역， 남서부

권역，서부권역， 한라산권역)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5) 이창출，통일시 관광권역설정에관한 연구」，r관광학연구J 1ι 한국관광학회，
1992，187쪽

6) 김윤영신용석，대안적광역관J당권개발계획으로서의네트워크형관광개발에대
한 당색척 연구」，r서울도시연구J 11(3)，서울연구원，2010，125-126쪽

7) 전경구조덕호，박근혜정부의지역정책에있어서지역생활권의권역설정과협력
거버넌스체제구축의정책과제」，r한국지역개발학회지J 25(4)，한국지역개발학회，
2013，10-11쪽

8) 심인보，관광권역설정및 권역별개발천략에관한 연구 전북을중심으로J，r.운
회관광연구J 4(2)，한국운회관광학회，2002

9) 제주도，제주국제2내도시종합계획"연구보고서，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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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라산권을 제외하고

다음 <표 1>과 같。I 5대 권역별로 살펴보파 하였다

〈표 1> 제주지역의 5대 권역 설정 내용

권역 행정구역

북부띤역
。H월융 이호동 도두옹，외도동 1 연동 1 노형웅 1 일도2동 。l도2동，òt라웅1 오리댄;임도[
동，영도2동1 상도동，용당동，건입동

동부권역 봉개훈 회법똥，상양동 죠천융，구죄냄，성산웅

냥동부권역 표선연，낭원융 1 영천옹，1i.돈흥 1 송ι간동
냥서부권역 중앙동 1 천지옹 정방동，서흥옹 1 동흥동，대륜동，대천옹，중운동，예래응 안덕연

서부권역 대정응 1 한경앤 1 한링읍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ι 연구보고서， 2이3，286쏟

2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지지도 관계

관광영향이란 관광개말이나 관광객-지역주민 간 조우(遭젊)등에 의한

유무형의 효과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관광현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히는 정도를 의미한다 10) 관광영향은 실질적인 관광영

향과 지각된 관광영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

향은 관광개발 대상지의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의 진행단계에 따라 받

아들이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1)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또는 관광개발 영향 인식에 대해 연구자틀

에 따라 지각(perceptions) ，태도(attitudes) ， 의견(opinions) ，반웅 reactions)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 12)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관광리조트를 개발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관광

10) 융설민 박창규 。1충기，여수엑스포에 대한 관광영향， 혜택 및 지지도 간 영향관

계 연구-지역주민의 사전←사후조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J 37(9)， 한국관

광학회， 2013，209쪽
11) 조배행 최영회 깅똥회，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 차이분석」，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J 11())，한국지역지리학회， 2(0) ，427쪽
12) Shacpleι K “Host perceptiODSof to띠S띠 A revicw of the research"，'Vωrnm

maM영-ement 4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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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의 직접적 참여와 지지도는 관광개발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1))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관광개발의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여

지역사회의 관광개발을 견인하고，더 큰 지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14) 다시 말하면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이 주관

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인식은 미래 지역사회

의 관광개발 지지도， 직접적 참여와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 다

만，관광개발 영향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에 대한 구분은 인위적

이고 서로 중복되기도 한다 16)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된 영향은 경제적，사회 문화적，환

경적 퉁의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각 영향차원이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로 구생된다는 것이다 l7) 이와 관련하여 융설민�박창규‘이충기

(2013) 은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에 대한 연구들은 그 대상에

따라 관광영호댈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행，관광영향

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 문화적，환경적 영향으로 구분，분석

방볍의 접근은 다양한 관광요소와 지지도 간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고 하였다 18)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

한 인식 또는 지각에 미치는 변수들은 외적인 요소로 관광개발의 정도

와 단계，관광 관광객의 성격과 유형，관광개발의 밀도}계절성，관광목

적지의 개발단계 퉁이 있으며，내적인 요소로는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

13) Stylîdis，0.，Biran，A.，51t，].，& Szivas，E. M，‘Rf잉띠enrs' suppoπ for tourism

development: The role of residenrs' place imagc and perceived tourism impaets" ，
Tourism Maι 끽gement 45，2014

14) Prayag，G.，'Hosany，5.，Nunkoo ，R，& A1ders，T，“Iρndon residents' suppoπ fo<

the 2012 OlyπIpic Games: thc mα:Iiating efteα of overall attitude"，Tourism
.Management 36，2013

15) 양숭필，생대관광개발에대한 지역주민의인식 영향요인，지각된혜택，개발 지
지도，참여의도간의관계 연구」，r관광연구，27(2)，대한관광경영학회，2012

16) Ap，J. & Gompron ，J. L，“&ψeloping and testing a tourism ímpacr scale"，
10mπaI if T，씨;e/ RIι，，，，，，h 37(2)，1998

17) Chen，C. F.，& O1en，P ζ “Resident attitudes to얘 rd heritage tourism

developmenr" ，TO!lrùm G쩍mphieJ 12(4)，2010
，18) 융설민박창규이충기，앞의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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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지역사회 애착도，관광구역과의 거리，관광객들과의 접촉 또는 상

호작용， 개인의 가치，사회적 지위，인구통계적 특성(연령，성별，교육수

준 등)퉁이 있다 19)

한편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나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

한 척도개발은 단일차원(개발태도， 개발지지， 개발지원 등)으로 구분한

연구와 2차원(개발태도，개발필요， 개발효과， 개발지지， 개발효과 인석，

추가 관광개발， 개발관리 필요생，지역의 미래 뚱)으로구분한 연구로 대

별된다 20) 사회교환이론 관점에서 관광개발의 영향 인식과 지지도에 관

한 연구는 일반적으혹 관광개발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할수

록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논 반면，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주민들의 지지도는 낮아진다 21) 그러나 일부 연

구에서는 관광영향 인식이 지지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관

광영향 인식과 지지도의 관계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도 있었다 22)

제주도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관광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의 관광영향 인식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제주도내 특정 지역，특정 대

상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영향 인식과 태도나 지지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특정 지역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광익�김남조 (2002) 는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

민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경제적 편익이 클수록 사회적 비용이 작을수

록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

19) Sh"，미ey，R，앞의 논문
20) 장준호，관광개발영향에대한 지역주민태도차이 연구 인근비인근지역주민을

대상으로 」，r관광연구，27(3)，대한판광경영학회，2012，340쪽
21) 장준호，앞의 논문 고계성이영진고미영，앞의 논문 융지현 이환봉，지역사회

애착도와지역민의관광개발태도 연구」，『관광경영학연구J 12(2)，관광경영학회，
2008

22) 검수성‘아충기한지훈이승곤，사회교환이론을적용한카지노 영향혜택 지지도간
분석，21(3)，'관광연구저널J，2007. MaGJo1，S. F. & Maròn，S. R，“O:mununiry
attachrn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성opment" ，}tα.trnal o[ Travel Research
32(3)，1994 고계성이영진고미영，앞의논문，141쪽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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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관광개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

한 사람들보다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부정적인 사회

적-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더 적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23)
Ko & Stewart(2002) 는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과 태도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민 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만족은

지각된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추가적인 관광개

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4)
김의근 (2004) 은 중문관광단지와 성산포관광단지가 입지하거나 개발예

정인 중문동 생산읍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았으며， 중문통 지역주민들이 성산읍 지역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개발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으며， 긍정적 부정적 경제적

영향인식，긍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이후석 (2004) 은 미니시리즈 올인 촬영장 개발 이전에 섭지코지 인근

지역주민(신양리)를대상으로 한 관광영향 지각이 관광개발태도에 미치

는 영향 연구에서 경제향상요인， 환경악화요인， 사회갈퉁요인 모두가 지

지여부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중 경제향상요인이 주민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6)

양성수‘허향진�서용건(2009) 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관

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연구에서， 관광영향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을

살펴보았을 때 환경적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혹

나타났다 27)

고계성�이영진�고미영 (2011)은 김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관광개

발에 대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펀익과 비용의 차이가 지지도

23) 조광익김남조，앞의논문
24) Ko，D. W. & Stewart，W. P，앞의논문
25) 김의큰，관굉개발에대한 지역주민의인식에관한 연구-중운관광단지와성산포

관광단지을중심으로 J? 『외식경영연구，7(1)，외식경영학회，2004
26) 이후석，지역주민의관광영향지각과관광개발태도의관계분석 미니시시르옹

인 촬영지성지코지를사례로」，r관광학연구，28(3)，한국관광학회，2004
27) 양성수허향진서용건，제주지역의관광개발에대한 지역주민의인식과태도에
대한 연구J，r관광연구저널J 23(4)，한국관광연구학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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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해양관광개발시 편익이 높다

고 인식하고 비용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주민의 지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갱)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관광영향 인식과 태도，지지도에 대한 연구

는 특정 지역과 대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제주도 전체 도

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연구

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지역상황(경제상황，관광

개발 정도 풍)，연구 대상과 지역 동에 따라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태도，지지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긍정

적�부정적인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지역주민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권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관광권역별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말지
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1 북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힘벡 대한 인식 정모는 관광개
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2 동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
방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마칠 것이다

하위가설 2-3 남동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
개말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마칠 것이다

하위가설 2-4 남서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
개말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2-5 서부권역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는 관광개
발 지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고계성이영진고미영，앞의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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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방법

l 연구모형 빚 변수의 설정

본 연구는 관광개발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관광개발 영향요인인 긍정적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사회 운

화적 영향，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도가 관

광권역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관광

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 모형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관광권역 관광영향인식 관광개발지지도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경제적 영향 10운항，사회’문화적영향 10문

항，환경적 영향 9문항，관광개발 지지도 4문항 퉁으로 구성되었다 관

광영향요인은 Ko & Stewart(2002)，조광익 김남조(2002)，양성수�허향

진 서용건 (2009)，고계성 이영진 고미영 (2011)，장준호(2012) 풍의 연구

를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관광개발 지지도는 고계성 이영진‘고미영(2011)，장준호(201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지역은 적극적으로 관광개발 지지，우리

지역의 중요한 수입원，미래 관광개발에 따른 기대감，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는 밝음요로 구성하였다

관광영향과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측정방법으로는 ‘전혀그렇지 않

다’는L ‘매우그렇다’는5로 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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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주요 변수 및 측정 항목

조사내용 측정변수 주요선행연구자 측정척도

긍정적부정척경제， Ko & SteY.'lIlt(2~기，
관광영향 사회운화，환경영향후L옥 조광익깅냥.:t(2002) ， Likert 5점 척도

29개항옥 영F성수허향진서용건αXI)) 등

관광개발 관광개발지지도관련 고계성이영진고"1영
Iikert S짐 척도

지지도 4개항옥 (2011)，장준호.(2012) 등

인구풍계적 거주지，거주권역1 직책 영목척도
트「서。

2 자료수집빛분석방법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17일간)까지 진행하

였으며，제주도 읍면지역의 리별로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리장，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혹 3부의 설문을 배포하였고， 동지역은 통별로 주민자

치위원장 및 위원，통장，동주민 응을 대상으로 2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도서지역인 한렴읍 비양리，추자연， 우도면， 대정읍 가

파리 마라리는 제외하여 총 1，097부(제주시 635부，서귀포시 462부)를
배포하였으며， 651부를 수거하였다 설문의 배포와 수거는 제주특별자치

도 국제 2유도시본부 국제지유도시과어써 읍면동 담당자에게 전화로 본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와 공문을 함께 발송하여 우편 또는

행정배낭으로 수거하였다 웅답이 부실한 설문 (8부)를 제외한 총 643부
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2.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빈도분석，요인분석，신뢰도분석，분산분석，상관관계분석，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통한 배리맥스 회전방식으로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관광개발 영향요인들과 지지도요인을 도출하였

다 또한 관광개발 영향요인과 지지도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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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섣증분석

l 표본의 엘반적 특성

총 643부의 설문 중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367명(57.1%)，서귀포시
276명(42.9%)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 224명(34.8%)，동부권
역 109명(17.0%)，남동부권역 66명(10.3%)，남서부권역 141명(21.9%)，서
부권역 103명(16.0%)로 조사되었다 직책은 주민자치위원 226명(35.1%)，
리장 111명(17.3%)，주민자치위원장 27명(4.2%)，일반 지역주민 279명
(43.4%)으로 조사되었다

〈표3> 표온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반도j영) %
제주시 367 ’7.1

거주지역
서귀포시 276 42.9
북우핀역 224 34.8%
동부권역 109 17.0%

거주권역 남동부권역 66 10.3%
냥서부원역 14i 2L99t
서부권역 103 16.0%

주민자치위원 226 35.1%
리장 111 17.3%

직쩍
27주민자치위윈장 4.2

기티{일반지역주인) 279 43.4%
함께 643 l이%

2 신뢰성 빛 타당성 분석

1)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 인식 향옥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

지역주민의 제주도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통한 배리맥스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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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편익’비용 구성개념으로 분석

됐다 6개의 요인은 ‘긍정적 경제적 영향 (23.27%)’，‘부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 (21.17%)’，‘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6.50%)’，‘부정적 환경적 영향

(5.25%)’，‘부정적 경제적 영향 (3.86%)’，‘긍정적 환경적 영향 (3.50)’으로

추출되었다 상관관계 값들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KMO값은
893，Barlett의 구형성은 9602.154(p= .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6개의

요인 모두 고유치가 1이상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산 설명력은 63.54%로 6개의 요인으로 구성했

을 때 전반적으혹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 영향인석 측정변수에 대한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추출된 요인
요인 하。요「 신뢰도

요인과욕정항목 고유치 설영력 제거시 앙파
공통성 적재량

l'히 앙파제수 계수

요인1 긍정적 경제적 영향 6.749 23.27 896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도웅 7딩2 859 869
경제 활성화에 도웅 7)1 832 874

지역민의 고용창출(취영에 도웅 731 827 872
지역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762 818 .864

농수산 특산울 개빌에 도웅 」 jJj 656 .885
지역 공공부문 투자가 앙성화 519 ’44 .896

도요둑인，2강도부정폭적력사회 운회적 영향 6.138 21.17 850
퉁범죄 악생 증가 J23 .813 801

사생활청해가증가 764 809 789
도박응한탕주의가성행 689 JJl 806
주인간의 갈등。 1 증가 636 714 .820

교통사고 및 교통 혼합 증가 393 524 867

요인3 긍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 1.886 6.50 811

축제，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 증가 μ4 7{ß JJj
지역의 전통문화)유적 발긍에 도웅 597 717 7{ß
주민의 여가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가 581 681 763
관광객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게핑 60J 603 758
지역의 공공서비스(의료?행정)가개선 480 589 J'J')

요인4 부정적 환경적 영향 l’21 ’25 839
지역의 생애계와 자연환경 파괴 787 826 780
지역의 특성과 정판이 훼손 J52 816 78B

지역의 자연환경이 개인에게 독정 599 672 814
지역내 쓰레기와 소읍 등 환경 오영 ’58 ’95 810
토지개발 및 건축 규제가 심해짐 386 '03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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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5 부정적경제척영향 1.118 3.86 785
물가상승"f 주거비증가등 가제에증가 79) 859 652
지가상승으토재산세부담층가 61’746 752
지역인의과소비경향을가져요게함 6)1 72J 710
관광수입대부분이다른지역으로유출됨 503 544 786

요인6 긍정적환경적영향 1.016 3.50 776
도로 다리등 시설이정비되고"ð".J'-상 781 .838 689
상하수도전기등 생활기반시설이행샘 748 .815 693
지역의얘역이냐이미치가좋아징 523 474 728

자연환경이보존되고체계적으혹판려됨 748 452 767

주-)KMO (Kaiser _ n 야 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93; BarJett 의 구형

성 9602.154 (p ~ .000) ，전체설명력 63.541; 전체 29 항옥에 대한 신뢰도 알
파계수 869

2)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 구성캐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겁충을 위

해 4개 항목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지역주

민의 관광개발 지지도는 1개의 구생개념으혹 단일차원 요인， 즉 ‘관광개

발 지지도’ 요인이 추출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은 63.59% 의 비융을 나

타냈다 KMO 값은 737 ，Barlett 의 구형성은 883.164(p=.OOO) 로 각 측정

항목들과 요인의 상관관계는 약 73.7%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유치는

2이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체 분산 설

명력은 63.59% 로 1개의 요인으로 구성했을 때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5> 관광개발 지지도 측정변수에 대한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

요인 하。요「
신뢰도추출된 요인 고유 설영 평단값 제거시요인과욕정%ι옥 공통성적재량 치 력 (Mæ이 얄파
알파

(%) 계수 게수

요인1 관광개발지지도 2.544 6}59 }66 807
현재우리지역은적극적으로관광개발을지지항 647 84) 3.86 752
현재관광으로인해우리지역사회의미래는밝응 7ll 825 3.73 718
현재관광은우리지역의중요한수입원잉 505 805 3.2ií 806
앞으로관광개밀써따른기대김옐갖고있음 .680 710 3.8] 727

주')KMO (Ka，sξ仁πeyer-Olkin Mcasure of Sampling Adequacy):.737; Barlett 의 구형

성 883.164 (p = α)0); 전체설명력 6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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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차이 분석

지역주민의 권역별 거주지에 따라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지지도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5개 권역별로 구분하고 분산분

석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설검증결과， 지역주민의 관

광개발 영향 인식은 부분 채택 되었다

관광영향 인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경제적 영향，긍정적 사회 ‘문화

적 영향，부정적 경제적 영향，부정적 환경적 영향 요인들에서 권역별록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이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녔으며， 긍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북부권역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남서부권역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환경적 명향에

대해서도 남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6> 관광영효이게 대한 지역주민 인식차이 분석

요인과측정항목
북부권역 동부권역 냥동부권역 냥서부권역 서부권역 전세 F값
(0=22.이 (n=I09) (0=ω) (n=141) (0=103) (0=643)

긍정걱 경체적 영향 3.19r. 3.15r. }4(la J.J’‘b 3.21b 3.25 3.213**
긍정척 사회 문화적 3.3% 3.23a 3.33a 3.27a 3.18b 3.30 2.472셔*

영향
긍정적 환경적 영향 3.56 3，45 3.58 }.54 3.44 3.52 1.145
부정적 경제적 영향 3.141: 31θb 3.26ab 3.38a 3.1’b }21 2.851‘
부정적사회 문화적 284 3，03 2% 2.91 2.88 2.91 1.295

영향
부정적 환경적 영향 2.86b 102a 3.03a 3"" 3.01a 2.98 2.339**

주-)* p < .1α ** p < .05; a > b는 분산분석에대한 T따"Y의 사후다중뱅위 캠중

(post-hoc m띠tiple comparison tests) 결과엄

4 관광개발 영향 요인과 개발 지지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개발 지지도에 대해 요인분

석을 통해 추출된 일곱 개의 요인들을 대상으로 요인 변수들 간의 상관

성과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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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긍정적(경제적，사회 문화적，그리고 환경적)영향인식 요인들만

이 관광개발 지지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OI) 또한 관광개발 지지도와의 관련생을 제외하고 관광개발에 대

한 여섯 개의 영향 인식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제주도 지역주

민의 긍정적 경제적 영향인식은 긍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 인식(.599)，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 (.437) ，그리고 부정적 환경 영향 인식 (-.108}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긍정적 사회적 영향 인식은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 (.613) 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은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 (.145) 과 부정적 환

경적 영향 인식 (-.116) 과 관련성이 나타났으며，부정적 경제적 영향인식

은 부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 인식 (.480) 과 부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

(.470) 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혹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살

펴 볼 때，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는 108 에서 666 사이에 있어

이들 요인들 간에 척도의 타당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표7) 관광개발 영향 요인과 개빌 지지도측정 요인틀 간의 상관관계분석길과

구분
긍정적 긍정적 사회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사회 부정혀 관팡개벨

경제적 영향 운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 경제적 영향 문회F척 영향 환경적 영향 지지도

긍정적 1αm
경제적 영향

긍정적 599“*1.0여
사회

문화적 영향

응정적 437*** 613*** 1.000
환경직 영향

부정적 C07 109** 145**t 1.000
경제적 영향

부정거 -.045 여7 .006 480*** 1αXJ

사회
운화적 영향

부정적 108** -.076* -.116“ 47C’“ ω6*** 1.0α)

환경직 영향

관광개딴 364’•• 363*** %에••， 005 끼24 .042 1.00。
지지도

주-)*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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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영향

인식요인(긍정적 경제적 영향，긍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긍정적 환경적

영향，부정적 경제적 영향，부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부정적 환경적 영

향)을독립변수로， 관광개발 지지도를 종속변수로 히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결과，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 모두 부분채택 되었다

북부권역인 경우 F값이 5.387(p<0.001)고，설명력(수정된 R2)이 1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

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사회 �문

화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O.OOI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북부권역의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

개발에 대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과 긍정적 사회 운화적 영향을 높게 인

식할수록 관광개발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부권역인 경우 F값이 7.171(p<0.00 1)고， 설명력(수정된 R2)이

2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꺼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석，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부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유의

수준 p<0.05 ，p<O.OOI，p<0.05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개발에 대

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

광개발을 더 많이 지지동댄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역주민들이 부정적 경

제적 C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 지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환경적 영향을 높게 인식

할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관광개발이 다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통부권역 지역주민

틀은 향후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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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권역인 경우 F값이 5.082(p<O.OOI) 고，설명력(수정된 R2)이

27.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부정적 사

회 문화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O.OI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나타났다

제주도 남풍부권역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높게 인

식할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

관련 연구틀의 결과와는 다르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부정적 경제적 영

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개발 지지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한 의미는 관광개발로 인한 부정적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강하게 인

식하고 있지만 향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혹 해석할 수 있겠다

남서부권역인 경우 F값이 16.005(p<O.OI) 고，설명력(수정된 R2)이

39.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O.05 ，p<O.OOI ，

p<O.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남서

부권역의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

과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남통부권역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결과와는 정반

대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부정적 경제적 영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

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인 경우 F값이 4.389(p<O.OOI) 고， 설명력(수정된 R2)이

16.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주민이

인식하논 관광영향 인식요인중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환경

적 영향 인식이 유의수준 p<O.OOI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서부권역의 지역주민들은 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긍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과 긍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

개발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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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지역주민의 관E씨경향E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

Q꿇선펀선 북부권역 통우권역 낭동부권역 남서부권역 서부권역
(n=224) (I1=W;J) (n=ω) (0=141) (n=103)

(상수)
긍정적경제적영향 2.162 (5.930)**ι 1，653(3.444)** ’ 1.179(1.671) 1.300::3.226)’*2.259(4.596)***

긍정적 17lX2.l20)*** .252(2.346)* 22CX1.677) 189(2.351)* 547(3.59긴."
사회문효}적영향 212(2.265)* 띠7(0.426) 208(1.56 기 15l(l “” 202(-1.11이
긍정적환경적영향 띠어0.519) 36끼3.709)*** 142(1.138) 454’37긴'"012(0.077)***

부정적경제적영향 .085(-1.107) 26S‘2.202}* .377(2.755)* ’ 1ω(-2.081)* 084(0.8ω)

부정직 .031(0.328) -Jß7( ← 755) → 46η 2.8 째 " 12’(-1.33 이 147(1 갱이
사회문회척영향I 1η7(0.623) 298(2.238)* 082(0.575) 132(1.342) 16α 1.4없)

부정칙환갱걱영향
오형요약

R )60 545 ，84 646 464

R2 (Sql때，) 130 .297 )4) 417 215

수갱완R' 103 .255 274 391 166

F값 ’387*** 7:171*** 5.082*** 16.005** 4.389***

주 1) 권역별 회귀분석 결과에서제시된 첫 번째 계수는 표준화된 베태 Beta) 계수이며
(상수는비표준화계수영)

주2) 괄호안의 값은 원역영 지역관광개말지지되종속변수)에대한 각 상수와 독립연수
들의 t값을 의미함;*'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빛 제언

본 연구는 제주도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광영향 요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차이를 관광권역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제주도의 관

광개발이 과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관

광개발에 대한 영향 인식과 지지도를 파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측정치는 긍정적 경제적 영향，긍정적 사

회 �문화적 영향，긍정적 환경적 영향，부정적 경제적 영향，부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부정적 환경적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어 선행연구 결과 29)

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9) Ko & Stewaπ，앞의 논문 낌의근，앞의 논문 윤설민박챔 이충기，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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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관광영향에 대한 권역별 지역주민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권

역별로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긍정적 경제적，사회 문화적，환경적 영향

인식)과비횡부정적 경제적，사회 문화적，환경적 영향 인식)에대한 인

식에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남동부권역 지역

주민들이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선연의 경우 해

비치호텔과 리조트가 조성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매우 높고，남

원읍의 경우 농어촌시설자원이 집중 30)되어 있으며，제주도의 고품질 감

율 주산지로서 관광개발과 l차산업과의 연계효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 사회 문화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북

부권역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북부권

역이 제주도의 분화 의료 교육 행정 동의 중심지역으로 관광개발로 인

한 사회 �문화적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정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단지

인 중문관광단지가 입지한 남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관광개발이 시작된 중문관광단지 조성

으로 제주도의 전반적인 관광은 활성화되었요나， 지역과 괴리된 관광단

지 조성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미비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셋째，관광개발 영향 요인과 개발 지지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결과，

긍정적(경제적，사회 문화적，그리고 환경적) 영향인식 요인들만이 관광

개발 지지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혹 나타나 기존 사회교환

이론을 지지한다

넷째，권역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결과， 5대 권역중 북부권역，남서부권역，서부권역은 관광

개발로 인한 편익이 높다고 인식할 때 지지도가 증가하고， 비용이 높을

때 지지도가 감소한다는 기존 사회교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동부권역과 남동부권역 지역주민플은 관광개발로 인한 비용

이 발생하더라도 관광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환경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30)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개발계획"연구보고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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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개발이 다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관광개발이 펼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혹

나타났다 남동부권역 지역주민들은 부정적 경제적 영향 인식이 높을수

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관광개발이 더 펼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혹 나타났다 지역

사회에서 관광산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개발로 인한 영

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 31)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새롭게 설정된 제주지역 관광권역(대권역)별로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지지도 정도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나，대권역의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고，권역별에 따라 관광영향요인

이 개발지지도에 미치는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 풍은 연구결과

를 해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5개 관광권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소권역을 설정하여 지역주민 인식차이와 관광개발 지지

도 관계，향후 추가개발 지지도 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1) Ma잉n，P. & Üleyne ，]，“&잉dcnts ↑ attirudes to proposed tαωsm deve1opment"，
A ，ρtaIS of TOllrism Research 27，2000 김의근，앞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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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웰꿀김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Perceptions
of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The Case of Tourism Regions in Jeju Island

Chung，Seung-H∞n*

The Purpos 앉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diκerences among fìve

tourÎsm regions În Jeju Island using residents' perceptions of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and to determine whether. these variables were

inf1uenced 00 support for rourism development by the regions. The

study was based on a field survey completed by 643 inclividuals Îo each

of 18 towns/villages io the five regions. Overall，ANOVA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r differences among the five

regions io Jeju Island 10 residents’perception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rourism development. Regression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different relationships Îo the five regions bεtween

residents’perceptions of impacts of tourism deveJopment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 strategies for tourism

developmenr in different tourism regions ìn J며u .Island may increase

resìdents’support for the development

KcyW，πæ ，αmsm reglcκ P'''α이ionsof impactsof tourÌ5mdevelopm이nι support-fi이r tour“n
dtvelopmem

* Senior ResearchFI리low，Jeju Development InstÎ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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