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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특성 그리고 생태관

광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등을 비교조사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별적 관광특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제주시험림 및 제주 전체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006

년 7월에 제주도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55부의 유효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를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관광객 간에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특성을 보일 뿐

만 아니라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선호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이때 외래관광객 내에서도 언어권별로 서

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관광객간의 서로 다른 차별적 특성과 언어권별 서로 다른 관광객의

이러한 특성은 이들을 위해 계획하는 관광 코스의 설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생태관광을 포함한 만족스러

운 제주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ravel pattern, preferences for

ecotourism facilities and program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who visited to Jeju Island. On-site

survey was carried out during July, 2006 and a total of five hundred and fifty five (555) individuals' data were

analyzed.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ravel patterns as well as preferences of both parties. Even among international tourists from countries with

different languag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se different characteristics among tourist groups imply

that tour route design and program development should be accordingly considered to provide satisfactory

experiences. 

Key words : cross-cultural differences, ecotourism, travel characteristics, preferences

서 론

제주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관광지이면서 자연

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자연관광지이자 문화관

광지이다. 최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

에 등재되면서 제주도 자연의 심미적 지질학적 가치가 국

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제주도가 세계자연유

산 등재로 갖게 될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관광객의 증가

이다.

제주도는 10년치 예산을 쓰는 것보다 세계자연유산 등

재가 더 큰 국제 홍보효과를 가져와 관광객이 40~50%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실제로 1994년 베트남의 첫

세계자연유산이 된 하롱베이(Ha Long Bay)는 1996년 방

문객이 23만6000명이었던데 반해 2000년엔 85만 명, 2005

년에는 150만 명이 다녀갔으며, 2010년이 되면 관광객 수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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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 2006년도 연구사업 일반과제 ‘제

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체계 수립’의 연구결

과 중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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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0~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세계일보,

2007).

그간의 제주 관광이 잘 계획된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시

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관광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제

주 관광은 세계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광과 생태

관광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자연관광 혹은 생

태관광의 수요자이며, 이들이 제주도를 어떤 동기로 방문

하는지 향후 자연관광 및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도입

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

한 정보는 찾기 힘들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

제적인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의 선호와 관

광행동이 가지는 차별적 특성을 우리나라 관광객과 비교

하여 보여주는 연구나 차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관

광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는 서귀포에 위치

한 제주시험림에 생태관광활동을 도입하고자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제주의 난대림 속에서 산림자원과 산림경영

을 이해하고 배우며 또 즐길 수 있도록 생태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시설을 도입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를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물

론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특성,

제주방문동기를 비롯해 제주시험림에 도입될 생태관광 시

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의 선호와 방문 및 참여 의

도 등을 조사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관광객의 관광행동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제주도 및 제

주시험림이 세계적인 자연관광 및 생태관광 대상지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국내외적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관광행동

문화적 특성 혹은 어느 한 국가가 가진 특성이 관광객

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관광객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들의 여행 동기나 선호 등을 조사하여 관광객의 문화적

혹은 국적에 따른 차이를 밝혀내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 예컨대 관광지주

민이나 가이드들의 지각을 통해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

가 제시되었다(Brewer, 1978; Pizam and Telisman-Kosuta,

1989; Pizam and Susmann, 1995). 차이를 밝히는 방법론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는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이 관광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관광

객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자연에 대한 태도, 소비성향, 여

가시간 등이 그들의 문화적 혹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

다는 것이다(Wagner, 1977; Holzner, 1985; Ritter, 1987,

1989; Groetzbach, 1988; Pizam and Telisman-Kosuta, 1989;

Cho, 1991; Pizam and Susmann, 1995; Maoz, 2007). 예

를 들어 미국인 관광객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원생지

(wilderness)나 국립공원 등과 같은 자연 가까이 있기를 원

한다. 반면 동양인 관광객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대체로 덜

활동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단체관광에 참여하여 짧은 기

간에 잘 알려져 있고 모험적이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Holzner, 1985; Ritter, 1987). 동양과 서양

국가 간 관광객 차이는 물론이고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

동일 대륙 내에서도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과 인식

을 갖고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USTTA,

1984a, 1984b; Woodside and Lawrence, 1985).

관광가이드들의 지각을 통해 관광객 행동에 미치는 국

적의 영향을 조사한 Pizam and Sussmann(1995)의 연구에

의하면, 가이드들은 국적에 따라 관광객 행동이 매우 서

로 다르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관광객이

나머지 세 국적,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관광객과 가장 다

르게 지각되었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 관광객이 가장 유

사하며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미국 관광객이 유사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Kang과 Moscardo(2006)는 호주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

객과 영국, 그리고 호주 국내관광객의 책임 있는 여행행

동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사회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서로 다른 국제 관광객 집단 구분을 위한 한 변수로 국

적을 사용할 때는 상이한 국적을 가진 관광객 집단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

러나 한 국가 내에서도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상

이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국적 자체가 문화적 배

경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ichardson과

Crompton(1988)은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및 퀘벡

(Quebec) 주에 거주하면서 영어 혹은 불어가 모국어이면

서 동시에 가정 내에서 가장 주로 쓰는 언어(household

language)인 영국계 캐나다인과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대

상으로 여행속성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는데, 이 두 집

단간에는 상이한 지각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이때

Richardson과 Crompton은 서로 다른 문화를 언어라는 변

수로 조사하였다.

1)제주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007년 10월 12일 현재 제주를 찾은 외국인이 4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 해 11월 13일

자 기록을 한달 가량 앞당긴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업계는 처음으로 50만 외래관광객 유치도 무난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방송,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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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1993)은 국적과 거주지 등을 마케팅 세분화 변

수로 사용하는 문제의 실용성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개성(personality), 라이프스타일, 관광객 역할

(tourist-roles), 사회계층(social class), 그리고 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Dann의 비판처럼 현대사회에서 국적이나

거주지만으로는 관광객 시장을 구분하고 전략을 수립

하는 일은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따라서 관광객 시장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적을 포함한

Dann이 제시한 여러 변수들이 함께 조사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을 우리나라 내

국인 관광객과 더불어 국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국적 특히, 동서양 문화는 관광객의 성

향과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를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을 미국과

유럽 관광객 집단과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

과 유럽의 서양 관광객들이 우리와 일본의 동양 관광객보

다 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음이 제시되었다(Lee, 2000).

Lee 등(2004)이 2000년에 개최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및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관광객 간에 상이한 동

기와 여행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문화적 배경 혹

은 국적에 따라 관광객의 선호와 행동은 달라지므로 제주

시험림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

광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광객뿐

만 아니라 외래관광객의 특성 역시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총체적으로 관광객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6년 7월 12부터 31일까지 제주공항을 비

롯한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

및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

여 설문조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설문을 위한 표본추출은

성별과 연령을 최대한 고려하여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조사는 주중과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일련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제주도 내 거주 대학생 8명이 수행하

였다. 즉 연구진이 미리 설문조사요원들을 만나 설문조사

의 내용과 표집방법 또 설문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함

으로써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다. 실제 설문

조사는 주요 관광지점에서 우리나라 관광객 및 외국인 관

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거주 여부를 질문하여 일차적으로

관광객임을 확인한 후,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참여를 부탁하였다. 설문지는 우리나라 관광객을 위한 한

국어 설문지와 외래관광객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구성하여 사용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설

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응답자의 사회경제

적 특성, 여행특성, 제주시험림에 대한 인지도, 제주시험

림에 도입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관광객유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설문대상은

우리나라 연령으로 20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학

생들이 수학여행 장소로 많이 찾고 있는 관광지이지만 청

소년과 성인의 응답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또 연구의 목적이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응답대상자는 성인으

로 한정하였다.

표 1. 제주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 (단위: 명(%))

변수 한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χ
2값 p

성별
남 112(42.1) 161(56.9)

11.990 0.001
여 154(57.9) 122(43.1)

연령

20대 146(54.7) 079(27.4)

44.397 0.000
30대 077(28.8) 119(41.3)

40대 029(10.9) 054(18.8)

50대 이상 015(5.6) 036(12.5)

학력

고졸이하 038(14.5) 066(23.4)

7.142 0.028대재/대졸 194(74.0) 184(65.2)

대학원이상 030(11.5%) 032(11.3%)

직업

회사원 079(29.6) 058(20.4)

32.263 0.000

사업 019(7.1) 029(10.2)

공무원 011(4.1) 026(9.1)

전문·기술직 041(15.4) 074(26.0)

주부 030(11.2) 028(9.8)

학생 057(21.3) 028(9.8)

기타 030(11.2) 0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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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 확보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10

대가 응답한 자료 등을 제외하였을 때 분석에 이용된 최

종 유효표본수는 총 555부로 제주도 외 거주 우리나라 관

광객 267명, 외래관광객은 영어권 97명, 일어권 99명, 중

어권 92명 등이다. 영어권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지

역으로부터 방문한 관광객이며, 일어권은 일본관광객, 그

리고 중어권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방문한 관광

객이다. 이상과 같이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제주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과 표 2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 관광객을 외래관광객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및 직업 등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래관광객 표본의 경

우 남성, 30대 이상, 고졸이하 학력, 그리고 사업 및 전

문·기술직, 공무원 등의 특성을 가진 비율이 우리나라

관광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래관광객

집단 내 언어권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어권의 경우

30대의 참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일어권과

중어권 관광객은 40대 이상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았

다. 또한 학력에 있어서 세 집단 모두 대학 재학 및 대졸

학력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영어권 관광객이 상대적

으로 높은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가진 반면, 중어권은 고

졸이하의 비율이 다른 두 언어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다. 직업은 영어권에서는 전문·기술직이 일어

권에서는 회사원과 공무원이 그리고 중어권에서는 주부

와 학생의 비율이 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제주 관광객의 여행 특성 차이. (단위: 명(%))

변수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χ
2값 p

성별
남 57(60.0) 57(58.2) 47(52.2)

1.239 0.538
여 38(40.0) 41(41.8) 43(47.8)

연령

20대 37(38.1) 20(20.2) 22(23.9)

40.409 0.000
30대 52(53.6) 32(32.3) 35(38.0)

40대 08(8.2) 26(26.3) 20(21.7)

50대 이상 00(0.0) 21(21.2) 15(16.3)

학력

고졸이하 02(2.2) 24(24.5) 40(44.0)

52.432 .000대재/대졸 71(76.3) 65(66.3) 48(52.7)

대학원이상 20(21.5) 09(9.2) 03(3.3)

직업

회사원 19(20.0) 26(26.5) 13(14.1)

31.098 0.002

사업 12(12.6) 13(13.3) 04(4.3)

공무원 02(2.1) 12(12.2) 12(13.0)

전문·기술직 31(32.6) 25(25.5) 18(19.6)

주부 07(7.4) 08(8.2) 13(14.1)

학생 09(9.5) 04(4.1) 15(16.3)

기타 15(15.8) 10(10.2) 17(18.5)

표 3. 제주 관광객의 여행 특성 차이.

변수 한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χ
2값/ t값 p

제주방문경험1
처음 075(28.1) 218(76.2)

128.429 0.00
방문경험 있음 192(71.9) 068(23.8)

여행방식1

전일정 여행사 투어 024(9.2) 109(39.1)

80.977 0.000전일정 개별여행 192(73.6) 107(38.4)

여행사투어 및 개별여행 045(17.2) 063(22.6)

과거 제주 방문횟수2 256(2.09) 283(0.82) 3.488 0.001

여행만족도2 248(7.69) 253(8.10) -2.102 0.036

향후 2년내 제주 재방문의도2 263(2.93) 281(2.83) 1.599 0.110

1 : 교차분석한 결과가 제시됨. 응답자명과 퍼센트(괄호안) 제시함
2 : t-test 결과가 제시됨. 응답자명과 각 척도별 응답값 제시함
주: 여행만족도는 “매우불만족”(1점)에서 “매우만족”(11점)까지 11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재방문의도는 “아니오”
(1점)에서 “꼭다시방문”(4점)까지 4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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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관광객의 여행 특성 차이

제주도를 방문한 내·외국인의 여행 특성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관광객의 여행특

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래관광객의 대부분이 제주도를

처음 방문하였으며, 그에 따라 전 일정을 여행사에서 제

공하는 여행상품에 참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행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래관광객 집단 내에서 언어권별 응답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어권 관광객의 35.7%가 이전에 제주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반면, 중어권의 90.2%는 처음방문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여행방식에 있어서는 세 집

단 공히 상이한 차이를 보였는데, 영어권 관광객의 71.1%

가 개별여행을 선택한 반면 중어권 관광객의 71.4%는 여

행사의 투어 참여를 선택하였고, 일어권 관광객은 여행사

투어와 개별여행을 적절히 혼합한 경우가 42.9%에 달하

여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여행만족도는 영어권 관광객이 가장 높게, 중어권 관광객

이 가장 낮게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3. 제주 관광객의 여행 동기와 선호 차이

표 5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여행 동기를 비교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9개 동기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관광객이 외래관

광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휴식을 얻고 조용하고 평안

한 시간을 갖기 위해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위

표 4. 제주 외래관광객의 언어권별 여행 특성 차이.

변수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χ
2값/F값 p

제주방문경험1
처음 72(75) 63(64.3) 83(90.2)

17.727 0.000
방문경험 있음 24(25) 35(35.7) 9(9.8)

여행방식1

전일정 여행사 투어 14(15.6) 30(30.6) 65(71.4)

104.599 0.000전일정 개별여행 64(71.1) 26(26.5) 17(18.7)

여행사투어 및 개별여행 12(13.3) 42(42.9) 9(9.9)

과거 제주 방문횟수2 94(1.20) 98(1.03) 91(0.21) 1.315 0.270

여행만족도2 86(8.69) 81(8.01) 86(7.59) 5.176 0.006

향후 2년내 제주 재방문의도2 91(2.81) 99(2.95) 91(2.70) 2.401 0.092

1 : 교차분석한 결과가 제시됨. 응답자명과 퍼센트(괄호안) 제시함
2 : F-test 결과가 제시됨. 응답자명과 각 척도별 응답값 제시함
주: 여행만족도는 “매우불만족”(1점)에서 “매우만족”(11점)까지 11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재방문의도는 “아니오”
(1점)에서 “꼭다시방문”(4점)까지 4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음

표 5. 제주 관광객의 여행 동기 차이.

동기1 한국인
(n=267)

외국인
(n=288) t값 p

가족/친구 방문 0.14 0.172 -0.791 0.429

여행중 새친구 사귀기 위해 0.07 0.19 -4.107 0.000

즐거움을 얻기 위해 0.54 0.48 1.498 0.135

휴식을 얻기 위해 0.58 0.47 2.655 0.008

제주 자연을 알고 싶어서 0.17 0.23 -1.676 0.094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 갖기 위해 0.33 0.11 6.405 0.000

유사 취미 소유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0.13 0.20 -2.368 0.018

일상생활 벗어나기 위해 0.40 0.40 0.028 0.978

자연속에서 시간 보내기 위해 0.24 0.29 -1.193 0.233

새로운 경험을 위해 0.35 0.22 3.398 0.001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0.18 0.18 0.090 0.928

유명관광지 방문을 위해 0.26 0.28 -0.504 0.615

제주여행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0.06 0.18 -4.403 0.000

고급여행을 하기 위해 0.05 0.11 -2.674 0.008

제주문화를 알기 위해 0.12 0.27 -4.678 0.000

저녁유흥을 즐기기 위해 0.07 0.13 -2.560 0.011

업무상(회의/학회/세미나 등) 0.13 0.10 1.243 0.214

1 : 총17개의 동기항목 중에서 주요동기 5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주요동기로 선택된 경우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점”
으로 처리하여 분석함
2 : 가족/친구 방문을 언급한 외국인 응답자의 6.3%가 국내거주자이며, 이중 38.3%가 과거 제주방문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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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주도를 방문한 반면, 외래관광객은 새로운 친구를 사

귀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주여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고급스러운 여행

을 위해, 또 제주의 문화를 배우고, 저녁유흥을 즐기기 위

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단 내에서도 언어권별로 9개 동기항목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어권 관광객이

다른 언어권 관광객에 비하여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제주의 문화를 알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반면, 일어권 관광객은 즐거움을 얻기 위

해, 중어권 관광객은 제주의 자연을 배우고 남에게 제주

여행을 자랑하고 고급여행을 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험림이 생태관광지로 개발되었을 때 도입을 선

호하는 활동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

과는 표 7에서부터 표 10까지와 같으며, 내·외국인의 선

호와 외국인 집단 내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내·외국인 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4개 활동프로그

램에 있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에 대한 외국

인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숲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높이에서의 난대

숲 탐방로 걷기 그리고 별자리 관찰 등의 활동프로그램에

표 6. 제주 외래관광객의 언어권별 여행동기 차이.

동기1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F값 P

가족/친구 방문 0.27(A) 0.16(B) 0.07(B) 7.288 0.001

여행중 새친구 사귀기 위해 0.25(A) 0.21(AB) 0.11(B) 3.196 0.042

즐거움을 얻기 위해 0.31(A) 0.70(B) 0.41(A) 17.596 0.000

휴식을 얻기 위해 0.42 0.45 0.54 1.477 0.230

제주 자연을 알고 싶어서 0.24(A) 0.14(AB) 0.32(A) 4.180 0.016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 갖기 위해 0.11 0.12 0.09 0.314 0.731

유사 취미 소유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0.15 0.20 0.25 1.334 0.265

일상생활 벗어나기 위해 0.39 0.38 0.41 0.089 0.915

자연속에서 시간 보내기 위해 0.41(A) 0.21(B) 0.24(B) 5.747 0.004

새로운 경험을 위해 0.29 0.19 0.18 1.880 0.155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0.30(A) 0.10(B) 0.14(B) 7.492 0.001

유명관광지 방문을 위해 0.29 0.26 0.29 0.131 0.877

제주여행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0.12(A) 0.11(A) 0.33(B) 9.624 0.000

고급여행을 하기 위해 0.07(A) 0.09(A) 0.18(B) 3.413 0.034

제주문화를 알기 위해 0.36(A) 0.19(B) 0.27(AB) 3.563 0.030

저녁유흥을 즐기기 위해 0.08 0.13 0.18 2.168 0.116

업무상(회의/학회/세미나 등) 0.12 0.11 0.07 0.979 0.377

1 : 총17개의 동기항목 중에서 주요동기 5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주요동기로 선택된 경우는 “1점”,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점”
으로 처리하여 분석함

표 7. 제주 관광객의 생태관광 활동프로그램 선호도 차이 .

활동프로그램1 한국인 외국인 t값 p

생태관광 해설자 양성 3.34 3.32 0.197 0.844

일반인 대상 환경 해설 및 교육 3.35 3.24 1.130 0.259

다양한 높이에서의 난대 숲 탐방로 걷기 3.86 3.68 2.060 0.040

숲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아토피치료, 자존감회복/강화 등) 4.05 3.80 2.641 0.009

우량종자/묘목 생산지구 등 과학적인 식물생산과정 견학 3.29 3.27 0.063 0.949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3.30 3.53 -2.391 0.017

산악스포츠 - 산착마라톤, 승마, 산악자전거, 사륜구동오토바이 등 3.60 3.58 0.118 0.906

야간 숲탐방 3.59 3.53 1.119 0.264

야생동물 관찰 3.75 3.60 1.593 0.112

별자리 관찰 3.97 3.52 4.678 0.000

간벌재를 이용한 통나무 자르기 3.18 3.14 0.483 0.629

버섯재배 체험 3.44 3.26 1.936 0.053

일반 휴양활동(가벼운 산책, 삼림욕 등) 3.96 3.79 1.902 0.058

1 : 선호도는 “매우비선호”(1점)에서부터 “매우선호”(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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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에 비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들 활동들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활동에 대한 외국

인 관광객의 선호는 우리나라 관광객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외래관광객 집단 내에서 언어권별 활동프로그램에 대

한 선호 역시 8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때 영어권 관광객의 선호도 점수는 다른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이가 난 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일어권 관광객이 생태관광해설자

양성과 일반인 대상 환경 해설 및 교육, 다양한 높이에서

의 난대숲 탐방로 걷기, 숲치유프로그램, 그리고 별자리

관찰 등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고, 중어권 관광객은

과학적인 식물생산과정 견학과 간벌재 이용 통나무 자르

기, 그리고 버섯재배체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냈다.

이상의 결과를 우리나라 관광객과 더불어 서로 다른 3

개 언어권 관광객집단에 의해 선호되는 상위 5개 활동프

로그램으로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언어권

별로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데, 먼저 우리나라 관광객은 숲

치유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영어권 관광객은 다른 세

집단이 상위 5위 안에 선택하지 않은 야간 숲탐방이나 산

악스포츠 등을 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여 선호

도 5위 안에 포함시켰으며, 일어권 관광객은 생태관광 해

설자 양성을, 그리고 중어권 관광객은 유네스코 생물권보

전지역 탐방과 과학적 식물생산과정 견학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여 타 집단과는 달리 상위 5위 안에 들도록 하

였다.

한편, 13개 활동 중 언어권별로 가장 선호되지 않는 활

동들을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과 영어권 그리고 일어권 관

광객은 간벌재를 이용한 통나무 자르기를 상대적으로 가

장 덜 선호하였고, 여기에 일어권 관광객은 과학적인 식

물생산과정 견학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였다. 이

에 반해 중어권 관광객은 간벌재를 이용한 통나무 자르기

에 대한 선호가 산악스포츠나 야간 숲탐방, 생태관광 해

설자 양성 등의 활동에 대한 선호보다 높았으며, 일반인

대상 환경 해설 및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활동에 비하여

가장 낮은 선호를 나타냈다.

표 10은 제주시험림에 도입가능한 생태관광 시설에 대

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관광객

과 외래관광객 간에는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탐조시설, 숲생산물 체험관, 캐노피타

워, 그리고 숙박시설 등에 대한 우리나라 관광객의 선호

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래관광객의 언어권별 생태관광 시설 선호도는 3개 항

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방문자센터와 탐조시

설에 대한 선호도는 일어권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표 8. 제주 외래관광객의 언어권별 생태관광 활동프로그램 선호 차이.

활동프로그램1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F값 P

생태관광 해설자 양성 2.75(A) 3.81(B) 3.43(C) 28.534 0.000

일반인 대상 환경 해설 및 교육 2.75(A) 3.64(B) 3.38(B) 20.839 0.000

다양한 높이에서의 난대 숲 탐방로 걷기 3.46(A) 3.87(B) 3.74(B) 5.042 0.007

숲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아토피치료, 자존감회복/강화 등) 3.71(A) 4.06(B) 3.61(A) 5.272 0.006

우량종자/묘목 생산지구 등 과학적인 식물생산과정 견학 2.99(A) 3.30(B) 3.60(B) 8.889 0.00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3.39 3.57 3.63 1.428 0.242

산악스포츠 - 산악마라톤, 승마, 산악자전거, 사륜구동오토바이 등 3.56 3.66 3.49 0.518 0.596

야간 숲탐방 3.64 3.50 3.43 0.864 0.423

야생동물 관찰 3.48 3.76 3.54 1.994 0.138

별자리 관찰 3.13(A) 3.80(B) 3.65(B) 10.351 0.000

간벌재를 이용한 통나무 자르기 2.65(A) 3.30(B) 3.53(B) 18.567 0.000

버섯재배 체험 2.88(A) 3.37(B) 3.56(B) 9.930 0.000

일반 휴양활동(가벼운 산책, 삼림욕 등) 3.75 3.98 3.61 3.019 0.051

1 : 선호도는 “매우비선호”(1점)에서부터 “매우선호”(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

표 9. 제주관광객의 언어권별 생태관광 활동프로그램 선호순위 차이(상위5순위).

순위 한국인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1 숲치유프로그램 일반 휴양활동 숲치유프로그램 다양한 높이 난대 숲 탐방로 걷기

2 별자리 관찰 숲치유프로그램 일반 휴양활동 별자리 관찰

3 일반 휴양활동 야간 숲탐방 다양한 높이 난대 숲 탐방로 걷기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4 다양한 높이 난대 숲 탐방로 걷기 산악스포츠 생태관광 해설자 양성 숲치유프로그램/ 일반휴양활동

5 야생동물 관찰 야생동물 관찰 별자리 관찰 식물생산과정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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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어권 관광객은 숲생산물 체험관을 상대적으로 더 선

호하였다.

통계적 차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관광객을 비롯한 3개

언어권 관광객의 선호도를 상위 5개 시설로 정리하여 표

로 제시하면 표 12와 같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숙박시설

을 가장 선호한 반면 영어권 관광객은 식당을 숙박시설보

다 타 언어권 관광객에 비해 더 선호하였고, 일어권 관광

객은 방문자센터를 가장 선호하면서 탐조시설 역시 5순위

에 기록하였다. 중어권 관광객은 숲 생산물 체험관을 가

장 선호하면서 영어권 관광객과 유사하게 산악스포츠시

설 선호도도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일어권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선호가 가장 떨어

지는 시설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관광객은 기념품 및 자

료 판매시설, 영어권 관광객은 숲 생산물 체험관, 그리고

중어권 관광객은 탐조시설 등으로 평가하여 서로 다른 특

성을 보여주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

관광객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특성 그리고 생태관광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등을 비교 조사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별적 관광특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

해 제주시험림 및 제주 전체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생태관

광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제주도를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관

광객 간에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여행특성을 보

일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선호에

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예컨대 우리나라 관광객의 방문연

령층이 상대적으로 젊고 평균적인 학력수준 역시 높으며

표 10. 제주 관광객의 생태관광 시설 선호도 차이.

시설1 한국인 외국인 t값 p

방문자센터(시청각자료 및 기본 해설서비스 제공) 3.44 3.50 -0.708 0.480

탐조시설 3.45 3.25 2.092 0.037

제주난대숲 체험관 3.66 3.51 1.836 0.067

숲 생산물 체험관 3.57 3.32 2.723 0.007

캐노피타워 3.79 3.49 3.198 0.001

산악스포츠 시설(승마로, 사륜구동오토바이로, 산악자전거로 등) 3.51 3.61 -0.953 0.341

난대숲 관찰 전망대(오름에 설치) 3.75 3.67 1.016 0.310

숙박시설(소규모 가족형 통나무집) 3.89 3.60 2.966 0.003

식당(카페테리아) 3.47 3.50 -0.313 0.754

기념품 및 자료 판매시설 3.00 3.16 -1.692 0.091

1 : 선호도는 “매우비선호”(1점)에서부터 “매우선호”(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

표 11. 제주 외래관광객의 언어권별 생태관광 시설 선호 차이.

시설1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F값 P

방문자센터(시청각자료 및 기본 해설서비스 제공) 3.32(A) 3.73(B) 3.46(AB) 4.495 0.012

탐조시설 3.11(A) 3.55(B) 3.06(A) 6.260 0.002

제주난대숲 체험관 3.35 3.61 3.57 2.035 0.133

숲 생산물 체험관 3.00(A) 3.39(B) 3.61(B) 9.816 0.000

캐노피타워 3.37 3.52 3.60 1.128 0.325

산악스포츠 시설(승마로, 사륜구동오토바이로, 산악자전거로 등) 3.74 3.53 3.56 1.168 0.313

난대숲 관찰 전망대(오름에 설치) 3.81 3.58 3.60 1.567 0.211

숙박시설(소규모 가족형 통나무집) 3.64 3.60 3.57 0.096 0.909

식당(카페테리아) 3.68 3.40 3.40 2.576 0.078

기념품 및 자료 판매시설 3.14 3.16 3.19 0.059 0.943

1 : 선호도는 “매우비선호”(1점)에서부터 “매우선호”(5점)까지의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

표 12. 제주관광객의 언어권별 생태관광 시설 선호순위 차이(상위5순위).

순위 한국인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1 숙박시설 난대숲 관찰전망대 방문자센터 숲생산물 체험관

2 캐노피타워 산악스포츠시설 제주난대숲 체험관 캐노피타워/난대숲관찰전망대

3 난대숲 관찰전망대 식당 숙박시설 제주난대숲체험관/숙박시설

4 제주난대숲 체험관 숙박시설 난대숲 관찰전망대 산악스포츠시설

5 숲생산물체험관 캐노피타워 탐조시설 방문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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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문경험이 있으므로 전 일정을 개별적으로 설계함

에도 불구하고 여행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제주

도를 방문하는 동기가 휴식이나 평안한 시간을 얻기 위함

이 더 많지만 그와 더불어 새로운 경험을 얻고자 하는 동

기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 역시 외래관광객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았다. 이때 외래관광객 내에서도 언어권별로 서로 다

른 특성을 보였다. 같은 아시아 국가라 하더라도 중어권

과 일어권 관광객 간에도 서로 다른 특성과 선호를 보이

며 또 영어권 관광객은 이 두 집단과는 또 다른 성향을 보

여주었다. 영어권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에 전

문직 종사자가 많으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제주

문화를 알기 위한 제주 방문동기가 강한 반면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언어권 집단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산악스포츠나 야간숲탐방처

럼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관련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어권 관광객은 중장년층 이상의 비교적 높은 연

령대와 상대적 저학력 그리고 주부나 학생의 비율이 다른

언어권보다 많았으며 제주방문을 통한 고급여행 경험 및

이를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했으며 높은 비율이

여행사 투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태관광 프

로그램과 시설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식물생산과정이나 숲

생산물체험관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일본

관광객은 즐거움을 얻기 위한 동기가 가장 강하며 한국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여행사 투어와 개별여

행 그리고 둘 다 참여한 경우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또 일

어권 관광객은 전반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시설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관광객과 외래관광객의 서로 다른 차

별적 특성과 언어권별 서로 다른 관광객의 특성은 이들을

위해 계획하는 관광 코스의 설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

주도가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

역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실현하는 시험림으로 국제적 명성을 확보

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된 정책과 전략의 수립에 좋은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제주공항과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확률표집에 의한

표본추출이 아니므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을

정확히 대표하는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제주시험

림이라는 제한된 장소적 개념에서 생태관광 시설과 프로

그램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으므로 이 역시 제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계획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제주 관광객의 서로 다른 차별적

특성과 선호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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