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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와 수목장 확산을 위한 정부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목장 선택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수목장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jzen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여 태도(Attitude: ATT),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SN),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및 관습(Custom: CUST)과 수목장 
선택 의도(Intention: INT)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2011년 9월중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별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비례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총 412명의 응답이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되
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 결과, 4개 변수(ATT, SN, PBC, CUST) 모두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력은 SN(β=0.459), ATT(β=0.247), PBC(β=0.152), CUST(β=0.102) 순으로 크게 조사되었으며 
이들 4개 변수는 수목장 선택의도의 53.0%를 설명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토의와 수목장 참여의도 및 행동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관습, 구조방정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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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lection rate of tree burials (TB) is still low in spite of  increasing concerns about TB and government's 
efforts to increase TB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B sele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variables (attitude: ATT; subjective norm: S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of Ajzen's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additional variable (custom: CUST), 
and intention to select TB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 Samples were selected from Gwang-ju 
citizens using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PST) by region during September of 2011. Four hundred and 
twelve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odel showed fair goodness of fit. All four variables (ATT, 
SN, PBC, CUST) influenced intention to select TB.  The four variables explained 53.0% of intention to select 
TB. SN(β=0.459) was the most predictive variable on the intention, followed by ATT(β=0.247), PBC(β
=0.152), and CUST(β=0.102) in decreasing order. The results we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to  increase 
the intention of tree burial selection were made.

KEY WORDS: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USTOM,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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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목장은 자연장(natural burials)의 한 유형으로서 ‘화장

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이다. 새로운 개념의 장묘방식인 수목장은 1999년 스위스
에서 시작되어 독일, 영국, 일본에 이어 2004년도에는 국내
에서도 산림학자 김장수선생님의 수목장을 시점으로 국민
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수목장 개념의 도입은 국내 전통장묘방식인 '매장'의 사
회, 경제 및 환경·생태적 폐해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등장
한 공원묘지 및 봉안 등이 문제 해결책으로써의 한계를 드
러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특히 수목장의 매력은 장묘방식의 특성상 국토잠
식 및 훼손 감소(자연친화적),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사
회구조 및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장례절차 간소화, 호화
분묘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해소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존 장묘방식이 지닌 주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Kwon, 2006; Kim and 
Kim, 2012). 

이러한 매력은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뿐만 아니
라 정부의 수목장 국내 보급 및 정착화 추진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목장을 포함하는 자연장의 
근거 법안으로 제시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8년도부터 법률로써 시행되면서 2009년 경기도 양평에 
조성된 국내 최초 국유림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을 비롯
하여 현재 국유 수목장림을 포함한 17개의 공유 및 사설 
수목장림이 조성되었다(Korea Forest Service, 2010).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수목장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목장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2011년도 교보생명과 시니어파트너즈(시니어사
업 컨설팅업체)가 전국의 시민 1000명(연령대: 40-69세)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례유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
면 수목장 선호율은 단지 12.8%에 그쳐 타유형의 장례방식
인 납골당(49.0%), 가족장지(29.0%), 공동묘지와 산 및 강
(21.8%)의 선호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매장(11.7%)
과는 비슷한 선호율을 보였다(Kyobo Life Insurance and 
Senior Partners, 2011). 이 결과는 Woo(2006)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 시행한 화장 후 선호 장례유형에 대
한 조사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납골이 48.0%
로 가장 높은 선호율을 나타냈으며 산골이 23.2%, 수목장과 
해양장 등 기타 장례유형이 19.0%의 선호율을 보였다. 
Woo(2006)의 조사가 2008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도에 실시된 점을 고려한다
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과 국공유 및 사설 
수목장림 조성 등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호 장례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매장률은 선호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수목장 선택률 또한 수목장 선호율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1)의 2011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제 매장률은 1981년도의 86.3%로부
터 2001년도 61.7%, 2009년도 35.0%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지만 교보생명과 시니어파트너즈가 조사한 매장 선호율
인 11.7%에 비해 대략 2-3배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Kim and 
Kim(2012)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60.9%가 최근 가족의 
장묘방식으로써 매장을 선택한 반면, 수목장을 선택한 비율
은 응답자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HASA의 
통계자료가 현 시점에서의 실제적 매장률을 나타낸 반면, 
Kim and Kim(2012)의 조사자료의 장례시점은 2011년도보
다 이전 시점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IHASA의 
조사치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여전히 매장률은 
높은 상태이며 수목장 참여율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차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수목장 정착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
고 있다. 

2006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전 국토의 1%(998 ㎢)가 묘
지로 잠식된 상태이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
는 새로운 묘지가 조성되고 있다(Byun, 2006). 또한 산림
청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국내 전 산림면적의 1.6%가 묘지
에 의해 이미 잠식되었으며 매년 8㎢의 묘지가 추가적으로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다(Korea Forest Service, 
2011). 따라서 현행 장묘방식에 의한 국토잠식 및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따르는 사회경제적 문제 등 부작용
을 제지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목장의 주요 장묘방법으로써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목장 선택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Woo et al.(2011)은 사람들의 수목
장 선택 동기 및 수목장지 선호조건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Kwon(2011)은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수목장 선
택이유 및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외에 국내의 전통적 장례방법인 매장과 봉
안의 문제점 확인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수목장의 도입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Korean Plant Conservation Society, 
2006; Kwon, 2006), 효율적 국토 활용을 위한 수목장 조성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연구(Kim, 2010), 수목장에 대한 
인식 조사(Kim, 2005) 등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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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 연구의 내용 또한 수목장
에 대한 인식조사 및 현황 파악 등 서술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목장 선택행동을 실증적으로 검증하
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 예측과 이해를 위해 자주 이용되
고 있는 Ajzen(1985)의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와 이들 주요 인자간의 관계를 밝
히며 이를 통해 수목장 선택행동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시행되었다. 

계획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인
간 행동의 결정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이론
으로써 Fishbein and Ajzen(1975)의 합리적 행위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서 확장 발전된 것이
다. TRA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서, 그
리고 행동의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개인이 대
상 행동에 대해 가지는 호의성 평가 정도)와 주관적 규범(주
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특정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Fishbein and 
Ajzen, 1975).

그러나 TPB에서는 TRA와 달리 개인의 행동이 항상 합
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개인의 통제 능력 
밖에 있어 본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을 인식한다(Ajzen and Madden, 1986).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규범이 형성되었더라도 개인의 
통제영역밖에 있는 주위 여건 및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행동
의도 및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TPB는 
TRA의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TRA의 주요 구
성요소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요인을 추가한 것으로(Ajzen and 
Madden, 1986)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행동의도 또는 
행동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 and Hsu 2004; 
Madden et al., 1992).  

따라서 Ajzen(1991)이 TPB에서 제시한 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세 결정요인은 1)태도(개인의 대상 행동에 대
한 호의성 평가 정도), 2)주관적 규범(행동수행여부에 의하
여 지각되는 사회적 압력을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과 3)지
각된 행동통제(행동수행에 따를 것으로 지각되는 행동의 용
이성)이다. TPB는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하여 보다 더 호의

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람들의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행동수행에 
대해 본인의 통제력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특정 행동
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TPB는 친환경행동(재활용: Tonglet et al., 2004, Mahmud 
and Osman, 2010; 책임관광행동: Choi, 2010; 지속가능한 
농업 채택: Beedell and Rehman, 1999), 건강관련 행동(금
연 행위: Jin, 2001; 섭식행동: Rhee and Hahn, 2001; 
Tolwer and Shephered, 1992; 예방 접종 행위: Yoo et al., 
2010; 모유수유: Kim and Park, 2001; 음주행동:  Huchting 
et al.,  2008) 및 안전(음주운전: Hahn and Rhee, 2001; 
안전벨트: Simşekoğlu and Lajunen, 2008; 헬멧이용: 
Lajunen and Räsänen, 2004), 소비자행동(Cannière et al., 
2009; Park and Hahn, 2006) 등 인간의 다양한 행동에 적용
되어 왔으며 그 타당성과 이론의 유용성이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TPB가 기존 행동이론들에 비해 행동의도나 실질
적 행동 예측을 위한 보다 우수한 이론으로 나타났지만
(Lam and Hsu, 2004) 특정상황에서는 TPB의 세 주요 구성
요소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구성요소에 추가될 때 행동의도 및 행동 예측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et al., 2010; Bansal and 
Taylor, 1999). 이러한 TPB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
서 TPB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 이론의 주요 세 가지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추가적
으로 행동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변인들을 포함한 확장된 계획행동 모델을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TPB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변형되었
으며(Perugini and Bagozzi, 2001; Han et al., 2010; Bansal 
and Taylor, 1999)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TPB보다 특정 
상황에서 인간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수목장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관습(custom)을 새로운 변수로 모형에 추
가하였다. 우리의 중요한 전통관습으로 오랜 세월을 이어져 
내려온 장묘문화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규범으로
서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장례문화의 관습에 대한 개인
의 의식은 장례방법으로써 수목장 선택의도 및 행동에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전통장묘방식의 최적 대안으로 등장한 수목장의 활
성화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수목장 선택의도에 대
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목장 선택행동 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TPB 모델을 확장 적용하여 수목장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장례문화에 대한 관습이 시민들
의 수목장 선택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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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1. 태도(Attitude)

태도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긍정 또
는 부정적 느낌(Ajzen and Fishbein, 1980)으로서 특정 행
동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
(belief)과 그 결과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
된다. 즉 TPB에서의 태도는 어떤 특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가지는 
행동적 신념(bi)과 행위자가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바람직하게 평가(ei)하는가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A=Σbiei). 

많은 TRA 및 TPB 연구를 통해 태도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졌다(Simşekoğlu and Lajunen, 
2008; Wauters et al., 2010; Karppinen, 2005). 예를 들면, 
Karppinen(2005)은 핀란드 산림소유주의 조림방법 채택연
구에서 산림소유주의 천연조림에 대한 태도가 천연조림 채
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발견하였으며 
Simşekoğlu and Lajunen(2008)도 터어키의 자동차 승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태도가 안전벨트 
착용의도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Wauters et al.(2010)은 농부의 토양보전 실행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토양침식 방제실행(예; 피복작물 파종, 완
충대조성, 감소경운)채택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장선택 행동도 마찬가지로 수목장선택 행동이 사회, 
환경, 경제적 측면 등에 가져올 결과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개인이 평가하는 바람직성 정도의 
결합에 의하여 수목장 선택행동에 대한 긍정성 또는 호의
성, 즉 수목장 선택행동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행위자가 수목장 선택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크면 클수록 수목
장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도도 커질 것이다. 반대로 행동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면 수목장 선택 의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였다. 
가설 1) 수목장에 대한 태도는 수목장 선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
주관적 규범은 ‘내가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내가 특정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Fishbein and Ajzen, 
1975)으로서 준거집단이 특정 행동을 지지하는가 혹은 지
지하지 않는가에 대한 규범적 신념(ni)과 준거집단의 의견
을 따르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순응동기(mi)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SN=Σnimi). 규범적 신념은 특정행동에 대
한 가족 또는 친구와 같은 중요한 준거집단의 생각 또는 
믿음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며, 순응동기는 행위자가 준거집
단의 의견에 얼마나 순응하고자 하는지 그 동기의 정도를 
나타낸다(Mathieson, 1991). 따라서 행위자가 중요하게 생
각하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다면 그것이 해당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
면, 반대로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행동
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Fishbein and Ajzen, 
1980). 

다양한 행동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
도와의 관계를 지지하는 많은 TPB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Tarkiainen and Sundqvist, 2005; Fielding et al., 2008; 
Mahmud and Osman, 2010; Wu and Teng, 2011). 예를 
들면, 주관적 규범이 재활용의도(Mahmud and Osman, 
2010), 유기농식품 구매의도(Tarkiainen and Sundqvist, 
2005), 환경운동참여(Fielding et al., 2008), 그린호텔 방문
의도(Wu and Teng, 2011) 등의 주요한 예측인자임이 밝혀
진 바 있다.  

수목장선택 행동은 그 행동의 특성상 장묘방식의 결정과
정에서 가족, 친척 및 집안 웃어른 등 주변인들의 영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Lee and Green(1991)이 지적했듯이 
한국인의 집단문화적 특성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족, 이웃, 
친구들과 같은 상호교류 집단의 영향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인은 중국인처럼 유교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으며(Francesco and Chen, 2004) 웃어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개인주의
적 문화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개인의 태도나 판단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Rhee et al., 1995)과는 
달리 한국인의 행동의도 및 행동은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묘문화와 
유교사상과의 깊은 관계성 및 한국인의 집단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은 주관적 규범의 영향
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 수목장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816 김상미․김상오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6(5) 2012

PBC는 해당 행동이 수행하기에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개인이 지각하는 용이성의 정도를 말하는데(Ajzen, 1991) 
그 용이성의 정도는 해당 행동의 수행에 대하여 느끼는 개
인의 통제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이 느끼는 지각된 행
동통제력이 높을 경우, 즉 행위자가 행동수행을 저지하는 
장애나 방해 요인들은 적은 반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돈, 기술)이나 기회는 많다고 지각할 때에 해당 행동 의도 
및 행동 실행가능성이 높아진다.  

PBC는 외적 요소(예; 시간, 돈, 기타 물질적 자원 요소)와 
내적 요소(예; 개인의 능력, 즉 자기효용성 및 자신감)의 영
향을 받는다(Ajzen, 1991). 따라서 행위자가 행동수행에 필
요한 자원과 자신감이 많거나 클수록 해당 행동에 대하여 
더 큰 행동 통제력을 느낀다. 반대로 행위자가 행동 수행에 
필요한 사용가능 자원이나 자신감 부족 등으로 해당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적다고 느낀다면 비록 행위자가 행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나 주관적 규범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
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낮아진다(Madden et al., 1992). 
Ajzen and Driver(1992)에 의하면 PBC는 행동 수행을 촉진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 통제신
념(ci)과 행위자가 지각하는 각 통제요인의 영향력의 정도
(pi)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PBC=Σcipi).

Ali et al. (2011)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의 PBC가 헬멧 착용의도와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PBC는 재활용 의도(Mahmud and Osman, 
2010), 여행목적지 선택의도(Lam and Hsu, 2006)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PB이론과 과거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목장선택 행동 수
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예; 장례비용, 정보
의 충분성, 이용가능 시설 및 장소, 의사 결정권 등)가 존재
하며 이들은 행동수행의 장애 또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행위자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통제능력의 여부 또는 크기에 따라 그들의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수행의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수목장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수목장 선택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관습(Custom)에 대한 인식
국립국어원(2011)에 따르면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

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으로 정의된다. 관습은 사회구성원간의 유대강화 및 
환경적응을 도와주는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행동
의 옳고 그름 또는 바람직성을 평가하는 기준 및 잣대를 
제공하는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Kim, 2006). 이러

한 기준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방식 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며 이러
한 규정에 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로부터의 소외 
및 양심의 가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게 된다. 

우리의 매장방식의 장례는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오랫동안 전승되어오면서 정착화된 하나의 전통관습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견고한 사회규범이었으며 이를 지킴으로써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과 존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통장례방식(매장)의 폐해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 장묘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커지
면서 기존의 전통장묘관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 및 평가의 
다양화, 즉 장묘관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전통관습의 고수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통관습
에서 탈피하여 대안 관습의 정착을 원하는 사람까지 장묘관
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생각들이 존재하게 된다.    

전통적 장묘관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장방식의 장묘 
채택 의도 및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새로운 장묘방식인 
수목장의 선택 의도 및 실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
다. 반대로 전통장묘탈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매장방식보
다는 수목장의 선택 의도 및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4) 전통장례관습에 대한 인식은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방법
1. 표본과 절차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표집을 위해서 각 행정구역별(5개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비례층화추출법을 통하
여 표본수를 산정하였으며, 2011년 9월 중 광주광역시의 
5개 구에 속해 있는 대학교 및 근린공원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27부를 회수 하였고 이 중 이용 가능한 총 
412명의 응답이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변수
1) 태도(Attitude: ATT)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Ajzen(2002)의 측정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맞도록 작성된 총 6개 측정항목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로 하여금 각 항목에 대하여 각각 그 
동의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6개 측정항목은 “나는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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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 Mean  SD Skewness Kurtosis

Attitude
(ATT)

choosing tree burials is desirable 4.69 1.56 -.377 -.262
choosing tree burials is good 4.79 1.56 -.427 -.298
choosing tree burials is beneficial 4.88 1.57 -.549 -.269
choosing tree burials is wise 4.76 1.55 -.445 -.323
choosing tree burials is useful 4.93 1.52 -.552 -.224
choosing tree burials is needed 4.88 1.59 -.513 -.368

Subjective 
norm 
(SN)

I like to follow the way my friends think about tree burials 3.47 1.47 .258 -.149
I like to follow the way my family think about tree burials 3.38 1.60 .314 -.529
I like to follow the way seniors in my family think about tree burials 2.92 1.55 .586 -.25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I have sufficient information needed for selecting tree burials 2.56 1.42 .967 .587
I have a place for tree burials 2.25 1.58 1.517 1.593
There are facilities for tree burials nearby 2.38 1.51 1.389 1.578
I have an economical ability to select tree burials 3.53 1.49 .106 -.159

Custom
(CUST)

Cremation that burns the deceased to ashes is not right 5.18 1.72 -.773 -.282
It is polite to observe the traditional funeral customs for the dead 4.58 1.80 -.252 -.928

Intention
(INT)

I intend to choose tree burials for my family members' funerals 4.23 1.74 -.191 -.770
I will choose tree burials for my family members' funerals 3.83 1.66 .047 -.585
I am likely to choose tree burials for my family members' funerals 3.86 1.66 .051 -.582

Multivariate 101.901

Table 1. Means, skewness, and kurtosis by variables and items

장을 하는 것이”....... (1)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좋다고 
생각한다, (3)이롭다고 생각한다, (4)현명하다고 생각한다, 
(5)유용하다고 생각한다, (6)필요하다고 생각한다로서 동의
정도는 7점 응답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7)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
주관적 규범은 Ajzen(2002)의 측정방법을 토대로 작성된 

3개 측정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7점 응답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7)를 이용
하여 측정되었다. 주관적 규범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2
년 내에 장례를 치를 상황이 발생한다면.......” (1)나의 친구
들은 내가 수목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나의 가
족들은 내가 수목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나의 
집안 웃어른들은 내가 수목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PBC를 측정하기 위해 Ajzen(2002)의 측정방법을 토대
로 6개 측정항목이 작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 7점 응답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7)에 동의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나는 2년 내에 장례를 치를 상황이 
발생한다면......” (1)수목장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

지고 있다, (2)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유하고 있다, 
(3)수목장을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특별한 
장애 요인이 없다, (4)수목장을 선택하고 안하고는 전적으
로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5)가까운 주변에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6)수목장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경제
적 여건이 된다. 

4) 장례관습에 대한 의식(Perception of funeral custom: 
CUST) 

장례관습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4개 측정항목 즉 
(1)화장에 의해 시신을 소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2)전통장례 
관습을 따르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다, (3)전통장묘방법
(매장)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4)전통장묘방법(매
장)은 너무 복잡하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BI)
수목장에 대한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Ajzen(2002)의 

측정방법을 토대로 “나는 2년 내에 장례를 치를 상황이 발
생한다면 가족의 장례방법을 수목장으로......” 1)할 의향이 
있다 2) 할 것이다 3) 이용할 것 같다의 3개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리커트 
척도에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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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 Variable %
  Gender   Residence
    Male 47.4    Dong-gu 7.2
    Female 52.6    Seo-gu 20.3
  Age(yrs)(avg: 33.5)    Nam-gu 14.9
   <20 yrs 3.9    Buk-gu 32.9
    21~29 34.9    Gwangsan-gu 24.8
    30~39 30.0   Marital status
    40~49 18.4    Single 50.4
    50~59 9.3    Married 49.1
   ≥60 yrs 3.4    Others  0.5
  Education level   Religion
  ≤Middle school 
   graduate 3.0    No religion 44.8

  High school graduate 19.0    Christianity 27.0
  College students 26.4    Buddhism 15.5
  College graduate 44.1    Catholic 10.5
  ≥Graduate school 7.6    Won Buddhism 0.8

Income level (Unit: 1,000 won)    Others 1.5
  <1,000 2.8
  1,000~ <2,000 10.0
  2,000~ <3,000 27.1
  3,000~ <4,000 23.1
  4,000~ <5,000 15.8
  5,000~ <6,000 9.5
  ≥6,000 11.8

Table 2. Responden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3. 분석방법 및 해석

분석에 앞서 회귀대체법(regression imputation)을 이용하
여 자료의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EM)의 한 추정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은 
자료의 일변량과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Bae, 
2009) 각 변인들의 정규분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1), 일변량 왜도와 첨도는 0.05 유의수준에서 임계치
인 ±1.96을 초과하는 변수가 없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1998). 그러나 다변량첨도지수는 
101.901로 0.01수준에서 임계치인 ±2.58을 초과하여 다변
량 정규성 가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하지만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데이터는 많지 
않으며 일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될 경우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Bae, 2009) 본 연구의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각 요인의 
신뢰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성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 및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델의 적합성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Table 2에서처럼 응답자의 47.4%
가 남성, 52.6%가 여성으로 각각 나타났다. 21세 이상∼30
세 미만의 연령대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30∼40세 미
만(30.0%), 40∼50세 미만(18.4%), 50세 이상(12.7%), 20세 
미만(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 응답자의 
44.1%가 대졸응답자였으며 대재(26.4%), 고졸이하(22.0%), 
대학원이상(7.6%)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월가계소득은 
200만원대와 300만원대가 전 응답자의 27.1%와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만원대(15.8%), 600만원이상
(11.8%), 100만원대(10.0%), 500만원대(9.5%), 100만원대
미만(2.8%)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전 응답자의 32.9%가 
북구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광산구(24.8%), 서구(20.3%), 
남구(14.9%), 동구(7.2%) 거주자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50.4%가 미혼, 49.1%가 기혼으로 조사되었다. 종
교별로는 응답자의 44.8%가 무종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기독교(27.0%), 불교(15.5%), 천주교(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측정항목의 주요 요인 구분과 각 요인
들을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의 단일차원성, 즉 신뢰성 판단을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Cronbach's 
a 값 산출)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4.0이
하인 측정항목과 각 개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측정항목, 즉 PBC 요인의 2개 측정항목(“수목장을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특별한 장애요인이 
없다”와 “수목장을 선택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
에 달려있다”)과 Custom 요인의 2개 측정항목("전통장묘방
법인 매장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와 "전통장묘방
법인 매장은 너무 복잡하다")이 제거되었다. 분석결과, 5개 
주요 요인(즉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관습, 
의도)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5개 요인의 분산설명력은 
78.4%, 각 요인별 적재치는 0.66으로부터 0.90으로 나타났
다(Table 3). 각 요인의 신뢰도는 0.72로부터 0.96까지로 
분석되어 신뢰성 여부 판단을 위해 통상적 기준으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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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s

Factors and Loadings
Cronbach's 

a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

ATT 

ATT1 .843 5.11 28.4 0.96
ATT2 .851
ATT3 .892
ATT4 .892
ATT5 .902
ATT6 .855

SN
 SN1 .736 2.65 14.7 0.88
 SN2 .810
 SN3 .859

PBC

PBC1 .658 2.39 13.3 0.75
PBC2 .767
PBC5 .790
PBC6 .735

CUST
CUST1 .882 2.34 13.0 0.72
CUST2 .860

INT

INT1 .823 1.62 9.0 0.95
INT2 .867
INT3 .850

Overall 78.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otation) was used
*ATT: Attitude;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UST: Custom; INT: Intention

Table 3.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고 있는 수치인 0.70이상(Carmines and Zeller, 1979; Kim, 
20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요인 내 측정항목은 타당성
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모델 평가
1)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CFA 분석결과, 
X2(125, N=412)=354.160(P=0.000), CFI=0.960, TLI=0.951, 
GFI=0.910, NFI=0.940, RMSEA=0.067로 나타났다. 

X2 통계량의 경우, X2(125, N=412)=354.160, P=0.00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모형이 적합하다
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X2은 표
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본 
분석결과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드시 적
합도가 낮다고 말할 수 없으며(Lee and Lim,  2011) 다른 
적합도 판단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여야 한
다. Hair et al. (2006)의 적합도 기준(X2의 p-value>0.05; 

CFI>0.90; TLI>0.90; GFI>0.90; NFI>0.90; RMSEA<0.08)
을 토대로 평가할 때 다른 지표들인 CFI, TLI, GFI, NFI 
모두 0.90이상으로 적합도 충족조건을 만족시켰으며, 
RMSEA도 0.08이하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토대로 모형 적합도 
증가에 공헌할 것으로 나타난 태도 개념 내 측정변수의 오차
항(att5)을 제거함으로써 X2(109, N=412)=275.337(P=0.000), 
CFI=0.967, TLI=0.959, GFI=0.925, NFI=0.947, RMSEA= 
0.061으로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다.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 개념의 
타당성, 즉 각 개념이 이를 측정하는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측정되는 지를(Woo, 2012)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도(nomological 
validity)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수렴타당도 즉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표준
화된 요인적재치(standardized estimates),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신뢰도(construct 
validity)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표준화 
요인적재치는 최소 0.605로부터 최대 0.978까지로 모두 기
준치인 0.5이상(Lee and Lim, 2011; Woo, 2012)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성(C.R.>1.965,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 간 수렴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개념신뢰도의 경우 5개 요인 중 3개 요인(ATT, SN, INT)
이 임계치인 0.7(Lee and Lim, 20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AVE도 5개중 4개 요인(ATT, SN, CUST, INT)이 모두 임
계치인 0.5(Fornell and Larcker, 1981; Lee and Lim, 2011)
를 초과하였다(Table 4).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수렴타당도는 전반적으로 양호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BC와 CUST의 개념신뢰도가 
0.567과 0.516, 그리고 PBC의 AVE가 0.423으로 각각의 
임계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판별타당성은 Table 5에서처럼 각 개념들의 AVE가 모
두 두 개념간의 상관관계의 제곱(r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Fornell and Larcker, 
1981).

법칙타당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의 주요 개념 
간 관계의 방향(+)이 실제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은 
개념 간 관계의 방향(+)과 PBC와 CUST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은 PBC와 CUST간의 
상관성도 음(-)의 방향을 나타냈지만 거의 0에 근접해
(r=-0.046) 전반적으로 각 측정도구들은 법칙타당성을 가지
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Table 5).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 이용되는 측정도구
는 전반적으로 개념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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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a Item Standardized estimate S.E. C.R. Construct reliability AVEb

ATT

att1 0.885 0.038 26.574*** 0.882 0.785
att2 0.900 0.037 27.623***
att3 0.877 0.038 26.067***
att4 0.892
att6 0.877 0.039 26.029***

SN
sn1 0.786 0.053 17.838*** 0.779 0.731
sn2 0.978 0.059 21.761***
sn3 0.786

PBC

pbc1 0.632 0.089 9.817*** 0.567 0.423
pbc2 0.649 0.099 9.985***
pbc5 0.685
pbc6 0.634 0.093 9.833***

CUST cust1 0.605 0.516 0.625
cust2 0.940 0.360 4.536***

INT
int1 0.882 0.030 32.205*** 0.870 0.867
int2 0.965
int3 0.944 0.024 41.479***

aATT: Attitude;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UST: Custom; INT: Intention   b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 P<0.001

Table 4. Construct reliability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igure 1. Extended TPB model results for tree burial 
selecting intention

Construct ATT SN PBC CUST INT
ATT 0.785a

SN 0.546b

(0.298) 0.731a

PBC 0.197b

(0.039)
0.361b

(0.130) 0.423a

CUST 0.256b

(0.066)
0.184b

(0.034)
-0.046b

(0.002) 0.625a

INT 0.551b

(0.304)
0.671b

(0.450)
0.353b

(0.125)
0.247b

(0.061) 0.867a

*ATT: Attitude; SN: Subjective Norm;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UST: Custom; INT: Intention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correlation coefficient 
(r2) 

a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bcorrelation coefficient (r)

Table 5. Correlation of the construct and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2)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측정모형의 확인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후 Figure 1의 

연구모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X2(109, N=412)=275.337 
(P=0.000), CFI=0.967, TLI=0.959, GFI=0.925, NFI=0.947, 
RMSEA=0.061로 나타나 대체로 전반적 적합도 지수 기준
치를 충족하였다. 

그러나 X2 통계량은 P=0.00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적합도 기준: X2의 p-value>0.05) 모형이 적

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만 기타 주요적합지수는 모
두  Hair et al. (2006)의 기준치(CFI>0.90; TLI>0.90; 
GFI>0.90; NFI>0.90; RMSEA<0.08)를 만족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합도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적합도지수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지수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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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thesized path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Assessment

(P<0.05)
H1: Attitude →  Intent 0.288 0.247 0.056 5.132 0.000 Supported
H2: Subjective norm →  Intent 0.604 0.459 0.069 8.719 0.000 Supported
H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Intent 0.265 0.152 0.086 3.070 0.002 Supported
H4: Custom →  Intent 0.160 0.102 0.064 2.514 0.012 Supported
                              R2 : 0.53

Table 6.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Goodness of fit indices Alternative model
(Custom not included)

 Extended model 
(Custom included) Suggested value

X2 163.945 220.141
df 80 105

 Normed X2 (X2/df) 2.049 2.097 2≤X2/df ≤5
 GFI 0.947 0.939 ≥0.90
TLI 0.977 0.971 ≥0.90
 CFI 0.983 0.977 ≥0.90

 RMSEA 0.051 0.052 ≤0.08
PCFI 0.749 0.755 0∼1
PNFI 0.737 0.740 0∼1
PGFI 0.631 0.644 0∼1
AIC 243.945 316.141 Lower is better
R2 0.52 0.53

Table 7. Comparison of Explanatory power and goodness-of-fit indices between alternative TPB model and 
extended model

이 큰 것으로 나타난 태도 개념 내 측정변수 att1과 att2의 
오차항(e1-e2), att2와 att3의 오차항(e2-e3), att3와 att4의 오차
항(e3-e4), c5와 c6의 오차항(e12-e13)을 연결한 후 적합도지수
를 다시 산출하였다. 그 결과, X2(105, N=412)=220.141 
(P=0.000), CFI=0.977, TLI=0.971, GFI=0.939, NFI=0.958, 
RMSEA=0.052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Figure 1). 수정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Bentler and Bonett(1980)의 카이자승 차이검정 분석 결과 
△X2=275.337- 239.174=36.163, df=109-107=2, p<0.005
로 두 모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3) 가설검증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연구가설을 모두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에서처럼, 가설 1에서 제시한 수목장에 대한 태도
가 수목장 선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
이 지지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0.247; C.R=5.132; 
p=0.000). 가설 2, 즉 수목장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표준

화 경로계수: 0.459; C.R=8.719; p=0.000). 가설 3, 즉 수목
장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수목장 선택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표준화 경로계수: 
0.152; C.R=3.070; p=0.002). 가설 4, 즉 장례관습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지지되었다
(표준화 경로계수: 0.102; C.R=2.514; p=0.012). 

4개의 변수는 수목장 선택의도의 53.0%를 설명하였으며 
각 변수의 수목장 선택의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주관적 
규범이 45.9%로 가장 컸으며 태도(24.7%), PBC(15.2%), 
관습(10.2%)순으로 크게 나타났다(Table 6). 

4) 경쟁모델과의 비교
기존 TPB 모델의 주요 구성요소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관습이라는 잠재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연구모델이 기존의 세 변수로 이루어진 TPB 모델보다 더 
우수한 지를 적합도지수와 간명도로 판단하였다. 

두 모델이 동일한 잠재변수 및 관측변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비내포 관계(non-nested relation)이기 때문에 모형의 
우수성을 간명적합지수(parsimony fir index)로 비교하였다
(Bae, 2009). 비교결과, 적합도와 간명도를 함께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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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lternative TPB model results for tree burial 
selecting intention

PCFI, PNFI, PGFI는 각각 PCFI(연구모델: 0.755; 경쟁모
델: 0.749), PNFI(연구모델: 0.740; 경쟁모델: 0.737), PGFI
(연구모델: 0.644; 경쟁모델: 0.631)로  두 모델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그러나 AIC(연구모
델: 316.141; 경쟁모델: 243.945)의 경우는 경쟁모델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델보다 적어 경쟁모델이 더 간명
한 모델로 조사되었다(Bae, 2009)(Table 7, Figure 1, Figure 
2). 

그러나 이러한 두 모델 간 간명성의 통계적 차이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 관점에서 본다면 확장된 연구모델 내 포함된 
장례관습과 수목장선택 의도간의 경로가 유의미하며 표준
화경로계수 0.102가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값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습을 포함한 연구모델을 최종모델로 선택
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TPB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Han et 
al., 2010; Mahmud and Osman, 2010)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TPB모델에 추가 요인으로 
포함한 장례관습에 대한 인식도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
적, 실무적 측면에서의 그 의미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주관적 규범은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관습과 같은 
타 요소에 비하여 수목장 선택의도에 대하여 특히 높은 설
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의 유교문화 전통 및 한국인의 
집단문화적 특성, 그리고 장례 자체가 지닌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인들에 
비해 집단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동양문화권의 사람들
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판단에 의지하기 보다는 가족 
또는 친구의 의견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Lee and Green, 1991; Mehta et al., 2001). 
또한 웃어른 공경과 효를 중시하는 유교전통, 의사결정과정
에서 가족, 친척 및 웃어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장례
자체의 특성도 주관적 규범이 타 요인에 비해 수목장 선택
의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인의 수목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 할지
라도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은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중국 및 아시아권 
사람들의 경우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행동
의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과거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Sparks and Pan, 2009; Lam and Hsu, 2006; Hsu et al., 
2006).

주관적 규범은 수목장선택 의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행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전체적으로 수목장선택은 옳은 일이
며 수목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일단 이와 같은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면 
웃어른, 친척, 동료 등 주변사람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람
들이 수목장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행위자의 
수목장 선택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위자의 긍정적 주관적 규범과 더불어 수목장 선택의도도 
증대될 것이다.

둘째, 다수의 과거 TPB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Simşekoğlu and Lajunen, 2008; Wauters et al., 2010; 
Karppinen,  2005) 수목장에 대한 태도는 수목장 선택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목장선택 의도 
및 참여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수목장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
육 및 정보의 제공은 관리주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람들
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수단으
로(Manfredo, 1992) 국민을 대상으로 수목장 활성화를 위
한 정부의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및 정보의 활용이 필
요하다. 

수목장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이 개인 또는 사회적
으로 얻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목장 
선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결국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목장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내용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는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람들(예,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영향력있는 사람)
이 수목장 선택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하는 것도 수목장에 대한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 and Kim(2012)이 2011년도 광주광역시민을 대상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수목장 선택의도에 관한 연구 823

으로 시행한 수목장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7%가 
수목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39.7%는 조금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수목장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 노력 및 전략이 
충분치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이다. 수목장 참여증진
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특히 지속적인(태
도변화의 속성상)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태도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목장에 대한 정보제공은 사람들의 수목장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수목장을 실행하
여야 한다는 공통된 사회적 행동규범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목장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중
요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행위자의 긍정적 주관적 규범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목장 선택의도 및 참여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의 높은 상관성은 높아진 주관적 
규범이 수목장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수목장에 대한 태도는 홍보 및 캠페인 등 공식적인 미디
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도 영
향을 받게 된다. 장차 수목장 참여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경험은 구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수목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
는 국유 및 개인 수목장의 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과거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Cheng et al., 2006; 
Baker et al., 2007) 지각된 행동통제가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위자
가 특정행동 수행에 대하여 느끼는 용이성 또는 어려움의 
정도로서 행위자가 지각하는 이용 가능한 자원 및 기회의 
영향을 받는다(Ajzen and Madden, 1986).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으로 높을지라도 행위자가 행동통제요소가 
자신의 통제능력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동의도 및 실
질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따라서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 장애 요인(예; 시간, 비용, 이용가능 시설 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인자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목장 시설 충분성 및 접근성 개선, 적정 비용 
산정은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위자의 지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실질적 장애 환경보다 축소되거나 부풀려 
질 수 있다. 따라서 수목장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장애 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들 장애요소
의 극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장례관습에 대한 인식은 수목장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묘에 대한 관습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
을 위한 필요성에도 기인되지만 기존 장묘관습의 폐해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기존 장묘방식의 대체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장 
실행률은 2001년도 38.5%에서 2010년도 67.5%로 증가되
었으며 매장실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또한 현재 높은 실행률을 
보이고 있는 봉안(2010년도: 48.3%)도 매장의 대체방식으
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수
목장도 마찬가지로 관습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며 체
계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의 주요 장묘관습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비해 선택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관습이 타 요인에 비해 수목장선택 의도에 적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관습의 측정 타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관습측정에 이용된 2개 항목인 “화장에 의해 시신을 소멸하
는 것은 옳지 않다”와 “전통장례관습을 따르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다”는 구체적으로 수목장 선택의도 및 행동
에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 장례관습을 측정한 것이다. 특히 
화장은 수목장뿐만 아니라 봉안 및 매장에서도 수용되고 
있는 장례절차로서 관습과 수목장선택 의도의 관계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답자의 
수목장에 대한 지식 부족(예, 수목장 방법 및 절차--화장과 
수목장과의 연관성)도 관습의 낮은 설명력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관습측정 방법과 연구모델의 간명성과의 관련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확신을 위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네 가지 구성요소(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 통제, 관습)는 거의 모두 유의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는  
한 가지 요인의 변화는 다른 요인들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
는 결국 행동의도 및 실질적 수목장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가지 요인의 개선노
력이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보는 각각의 구성요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성요소들간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도변화
를 목적으로 시행한 수목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캠페인은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 관습간의 상호 영향을 통
하여 각 구성요소에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수목장선택 
의도 및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만약 정보 및 
교육을 통한 인지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을 높이고자 한다면 각 구성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의 조합을 제공함으로써 그 개선효과를 증대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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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수목장 선택의도를 통해 수목장 선택행동을 예측하
였다.  TPB모델에서 의도는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하나
의 직접적인 선행변수로 보지만(Ajzen, 1991) 의도가 행동
을  반영하는 정도는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다양한 조정변
수의 영향에 따라 크게 다르다(Morwitz et al., 2007; Kuo 
and Young, 200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목장 선택의
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선택행동과 잠재 조정변수를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목장선택 행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 및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존 TPB의 세 구성요소에 추가변수로서 포함된 관습에 
대한 보다 치밀한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관습 측
정항목은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
적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 포함된 4개 변수는 
수목장 선택의도를 53.0% 설명하고 있다. 수목장선택 의도 
및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TPB모델에 환경가치
관, 과거의 경험,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교육수준), 
수목장에 대한 지식정도 등과 같은 잠재 영향변수의 추가 
가능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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