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42(1): 50~63, 2014. 2. http://dx.doi.org/10.9715/KILA.2014.42.1.050

50 한국조경학회지 제 42권 1호(2014년 2월)

본 논문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사업의 지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공

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석사학위논문 순천만 생태관광객의 태도, 관광행태가 관광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3. 2. 단국대학
교)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Hyu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Choenan 330-714, Korea, Tel.: +82-41-550-3635, 
E-mail: hyunkim@dankook.ac.kr

순천만 생태관광객의 태도와 행태, 만족도가 관광소비에

미치는 영향

박은별*․김현**․최희선***

*단국대학교 대학원 관광지역계획 연구실․**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The Study on the Effect of Eco-Tourist's Attitude, Behavior and Satisfaction 
on Tour Expenses at Suncheon Bay 

Park, Eun-Byul*․Kim, Hyun**․Choi, Hee-Sun***

*Regional Planning & Design Lab,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Division of Environment Assessment Research,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BSTRACT

Eco-tourism has been recognized as a for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simultaneously satisfies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ies. Although some research findings relating to its positive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have been published, there is still controversy regarding its pros and cons in terms of

its actual economic benefits, and little research about how they can be increased.

Thus, the following research analyzes how the tour activities,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314 actual visitors was related

with their consumption behaviors, by surveying tourists to Suncheon Bay, a highly popular destination with a large number

of visi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tourists were involved in a link-up tour, had prior eco-tourism experience, or

had researched information on SunCheon bay eco-tourism before their visit, these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sumption behaviors, and increased the amount of money they spent. In particular, among tour spending activities,

accommodation cost is shown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tour activities. Second, Free Independent Tourist(FIT) tended

to show more positive tour attitudes than package tourists, spending more on accommod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The visitors to SunCheon Bay showed strong environmental attitudes, followed by social and cultural attitudes, and economic

attitudes, in that order, and tourists with positive attitudes had a high rate of participation in experience programs. In addition,

program participants showed a willingness to donate, and high satisfaction.

Therefore, the following thesis proposes that Free Independent Tourist(FIT) should be induced to increase their

contribution to the local eco-tourism economy, and highlights the need to develop various experience programs, ag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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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s and educ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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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생태관광은 환경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표유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생태관

광의 긍정적인 환경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생태관광지 중 가장 많은 방문객수를 기록하고 있는 순천만의 실제 방문객 314명을 대상으로

관광행태와 태도, 그리고 만족도가 그들의 소비활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관광 유무, 생태관광 경험 유무, 방문 전 순천만 생태관광에 대한 정보유무는 관광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관광소비활동 중 숙박비 지출과 관광행태와의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관광객(FIT)은 단체관광객보다 적극적인 관광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숙박비, 체험 프로그램 이용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순천만 관광객은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관광객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기부 의사가 높고, 만족도 또한 가장 높았다. 생태관광객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을 유도하고,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요구되며,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정보 전달과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고찰되었다.

주제어: 지속가능한 개발, 관광소비활동, 방문객 만족도, 지역사회의 영향, 개별관광객

Ⅰ. 서론

주5일 근무제․수업제의 도입,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기존 관

광의 형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관광이

가지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 지역으로의 환원 미흡 등의 문제

점에 따른 대안으로 생태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생태관광은 기

후변화시대에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

한 친환경적인 관광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자연

과의 공존을 지향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었다(Lim et al., 2011). 2013년 ESCAP 국제

세미나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해법으로써 생

태관광을 지목한 바 있다.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과거에는 생태관광과

일반관광을 비교하는 연구(Wight, 1996; Meric et al., 1998;

Hvenegaard and Dearden, 1998)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2000년

대 이후 지역커뮤니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발전 등 생태관광

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의 자연환

경 보전과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Miki Stone

Geoffrey Wall, 2003; Agnes Kiss, 2004; Sheng-Hshiung Tsaur

et al., 2006).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관련 연구는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발방향성과 지역개발측면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생태관광은 환경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지

속적으로 강조되어 관련 연구(Park, 1994; Lee, 1995; Moon,

2007; Kim et al., 2011)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생태관광이 환

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역에서는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 지역발전 등 경제적 측면

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광의 특성상 관광활동으로 인해 지역사

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이

바지할 수 있는 관광의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지역주민 설문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지역산

업연관분석,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 등의 방법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에 따라매우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

한 경우 개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받아객관성이떨어질우려가

있으며, 지출 주체인 관광객 대상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Pyo

and Chae(2004), Roh(2007), Kim et al.(2012)의 연구에 불과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생태관광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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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실적을 보이는 순천만을 대상으로 실제 관광소비 실태를 조

사하고, 관광객의 행태와 태도, 만족도가 소비활동에 어떠한 영

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여향후생태관광의경제적효과를높이

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관광이란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관광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지역주민은 관광활동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편익을얻는사회교환과정(social exchange pro-

cess)으로설명될수 있다(Ko and Jung, 2004). 이러한 사회교

환과정에서 관광객의 수요나 태도는 직간접적으로 관광지의

다양한 환경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ho, 2007; Kim

and Ko, 2011).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태도와 만족도에 대해서

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태도는 관광개발 결과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호의적이

거나 비호의적 기대 또는 반응이며, 이는 제 영향을 총체적으

로포괄하여 표출(Ko and Jung, 2004)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수 있으며,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

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바람직한 관광활동을 유

도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부의사를 관광객의 적극

적인 관광태도의 연장선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태도와 기부

의사 및 지불의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Jung(2005)의 연구

에서는기부행위에영향을미치는심리적요인으로태도를들며,

긍정적인 태도가헌신적인 기부 등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였다.

관광객의기부의사에대한연구는아직많이이루어지지않았으

나, Song(2012)의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동기, 태도, 만족도 등

이 문화유산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밖에도복지시설, 대학등 기관에 대한 개인의 기부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많은 연구에서 만족도와 태

도가 기부의사와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광객의 태도뿐만 아

니라, 관광객의 성별, 소득수준, 관광동기, 만족도 등 다양한 요

인들이 고려되고 있다. Choi and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관광지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방문객 지출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성별, 소득수준, 방문객의 규모 등의 항목은 지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은 지자

체의 노력과 연관성이 적고 독립적이므로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관

광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변에

연계관광지가 있을 경우(Lee and Chung, 2008), 개별방문일

경우(Lee, 2002; Lee, 2010), 방문경험이 있을 경우(Ko and

Boo, 2001; Han and Oh, 2007), 방문동기가 적극적일 경우

(Lee, 2002; Lee, 2010), 사전정보를습득했을 경우(Lee, 2010)

등의 항목이 관광객들의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았다. 반면, 여러연구에서살펴보았던소비지출과 만족

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관광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Lee, 2002; Han and Oh, 2007; Yoo, 2011; Choi

and Kim, 2011)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측면에 집

중되어 있던 반면, 전세계적인 관광 트랜드인 저탄소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관광 등과 맞물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자연관

광, 생태관광, 농촌관광 등이 고려되고 있다. Ko et al.(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자연관광은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

형의 관광으로 생태관광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생태관광은

대상지의 자연과 문화환경의 보전에 공헌하는 적극적이며, 환

경의식적인 관광으로, 자연관광보다더목적적이고 환경의식적

인 관광의 형태를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생태관광은 대상

지의 자연과 문화환경의 보전에 공헌하는 적극적이며, 환경의

식적인 관광으로 단순히 자연지역에서의 관광인 자연관광과는

차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생태관광은 자연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보전과

함께지역활성화라는양립하기어려운두가지목표를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생태

관광이어떻게지역의환경․문화보전과지역의발전과이익으

로 귀결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생태관광이 관광목적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Kiss(2004)는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CBET, Community-

based ecotourism)을 통해 지역에 대한 경제적 혜택, 지역주민

의 참여 등에 대해 언급하며, CBET가 되는 조건을 파악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saur et al.(2006)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자원, 지역사회와 관광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지속가능

한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언급하였고,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들

의 생계 보호, 매력적인 생활환경 제공과 관광객에게 환경교

육에 기반한 서비스등 고품질의 여행활동이 보장되어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밖에도 커뮤니티 기반의 생태관광에 대한 연

구(Keith, 1995), 생태관광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Scheyvens, 1999), 생태관광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전의 고

려에 대한 연구(Wunder, 2000; Stonza, 2010) 등에서 생태관

광의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높이

기 위해 생태관광의 경제적 인텐시브가 필요하며, 중점보전지

역 설정과 보전과 개발 균형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연

구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대상연구로 크게 구별될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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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역주

민의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

견으로 나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낸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Kang and Kim(1998), Park(2010)의 연구가 있으며, 국립공원

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를 통해 생태관광이 지역사

회에 미치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환경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어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서 관광소득의 증가, 생활수준향상 등의항목에서 생태관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과 일자리 증가, 관광수입의 지

역환원 등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모두 대상으로 한 Ko and Jung

(2004)의 연구에서도 지역주민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관광객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 미

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연구마다 영향이 긍정

적이라는 의견, 미미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으며, 연구대상지와 대상, 방법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보다좀

더 객관적인 효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여

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TCM), 만족가격법(Hedonic

Pricing Method: HPM) 등의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Pyo and Chae(2004), Roh

(2007), Kim et al.(2012)의 연구 등이 있으며 관광객에 대해

실제적으로 금액 또는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여 생태자원 가

치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Pyo

and Chae(2004)과 Lee and Kim(2011)의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안습지대

를 보존한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으며,

갯벌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생태관광

자원 보존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관광객의 지출금액을 조사하여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Roh(2007)과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 관광소비

액을 조사하여 경제적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

을 통해 생태관광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Roh(2007)은 지역축제에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

당 관광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하여 지역축제가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

발하는 것을 도출하였고,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19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체험 프로그램 참가

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유발계

수(생산, 소득, 취업, 부가가치, 세수 유발)를 산출, 생태관광체

험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역별 소비 지출액을 적용한 경제적파

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순천만을 사례지역으로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는

Moon(2007)의 연구에불과하며, 순천만 대상연구는 주로 순천

만의 자연환경, 프로그램, 수용력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

다. Moon(2007)은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생태관광이 지역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원인으로는 아직까지 순천만 지역에서 생태관광이 지역

사회에 가시적인 경제적, 사회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거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심리상태에 따

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판단되고 있으며(Moon, 2007),

실제로 관광객들의 관광소비가 어떠한 항목에서 활발하게 일

어나고 있는지, 관광객들의 태도나 행태가 관광소비활동과 어

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영향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관광지인 순천만 지역에서 관

광객의 실제 지출 패턴을 조사하고 관광객의 태도와 행태, 만

족도와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생태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의 방법

1. 대상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형 10대 생태관광지, 문화

생태탐방로 등으로도 지정된 순천만은 2012년 기준 관광객수

2,351,640명을 기록하여 국내 생태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

이 방문하는 대표 생태관광지이다.

총면적 27km2의 연안습지로 그 중 5.4km2(20%)가 해안 갈

대밭, 21.6km2(80%)가 갯벌지대로 2003년에는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보전․관리

되고 있다. Kim(2011)의 연구에 따르면 순천만에서는 현재 식

물 116종, 조류 230여종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조류의 경우,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등 멸종위기종 1급 3종, 2급 22종과 천

연기념물 16종, 두루미 4종이관찰되는것으로조사되어, 순천만

이 국제제적으로 중요한야생조류의 이동경로임이확인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간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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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관한 계획 보고서(Korea Maritime Institute, 2008)에

의하면 순천만과 순천만 생태공원은 보전지역(Eco-Reserved

Zone), 순천시 도심과 순천만 사이를 완충지역(Buffer Zone)

으로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순천시는 2009년 에코

시티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

각 공간별 조성방안을 수립하였다(Figure 1 참조).

먼저, 핵심지역은 순천만과 상사호, 이사천, 동천으로 자연환

경보전을 위해 인간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중 순천만에

서는 데크를 이용한 감상코스, 생태체험선 이용 등 최소한의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천만 일부를포함하고 있는 순

천만 생태공원의 경우, 기존 Eco-Zoning에서 모두 핵심지역으

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순천만 생태공원 주변으로 약

55,528m2의 주차장과 약 23개의 숙박업소, 식당 등 상가가 위

치하고 있어완충지역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순

천만 생태공원과 전이지역 사이의 공간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7년부터 급증

한 생태관광객과 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하

기 위해 식당과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전이지역은완충지

역과 순천시의 도심지역 사이로 도심지역의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순천만 생태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평균 10개로, 이 중 7개는 순천만 생태공원에서운영되어 순천

만 생태공원에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개는 순천시

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순천만 생태공원과 순천시를 함께 관광

하는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중운영되

고 있으며, 단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방학기간을 이용

해서 7, 8월과 1, 2월에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Figure 1. Planning eco-zone at Suncheon bay

10월에 개최되는 갈대축제가 있다. 특히, 갈대축제에서는 매년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3～4개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

그램내용이 순천만에서 해설사의설명을 들으며, 감상과 체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슷하게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금액은 적게는 1,000

원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은 60,000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마다 하루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20～40명 정도로 제

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으로신청을 받고 있어 사전예약을 하

지 못한 관광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요시간이 비교적 짧은 갈대열차와 생태체험선

은 하루에 이용 가능한 인원이 갈대열차가약 700명, 생태체험

선이약 400명으로 제한되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더많은 관

광객이 이용할 수 있으나, 순천만 생태공원의 적정수용력을 조

사한 Lee et al.(2011)의 연구에 의하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일일 이용객수는 36,331명으로, 이를 고려했을 때 관광객 수에

비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밖에도직접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공예

체험, 조류 색칠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1～2개 정도 무료로 운

영되고 있다.

2. 설문조사 설계 및 자료수집

전라남도 순천만 생태공원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관광

객의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순천만 방문객의 관광행태와 태도

에 따른 관광소비활동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항목은 관광행태, 관광태도, 지출현황, 만족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관광행태 세부항목의 경우 Table 1과

같이 Kim(2005), Park(2006), Yoon et al.(2011)의선행연구에

서 관광객의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조사된 관광

지에서의 체재시간, 사전정보의습득 여부, 주변 관광지의 방문

여부, 생태관광 경험, 동반자 유형을 선정하였다.

관광태도는 Kim(2001), Cho(2007), Moon(2010)의 연구에

Researcher Division Content

Kim

(2005)

Preference on surrounding tourist

attractions, type of company,

required time, place of residence,

tourism activities, source of infor-

mation, etc.

Discover the basic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tendencies of

the tourism consumer through

tourist behavior

Park

(2006)

Purpose of travel, type of

transportation, travel distance,

period, days of travel, etc.

Compare the tourist behaviors

between BOBOS and ordinary

tourists

Yoon

et al.

(2011)

Type of companion, type of

tourism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

ween tourist behavior and ex-

pense level

Table 1. Previous studies on tourist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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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Division Content

Kim

(2001)

Economic influence, cultural

influence, and social influence

Compare the attitudes of mass

tourists and eco-tourists

Cho

(2007)

Environmental morality, harmony

with nature and culture, natural

preservation, consideration of local

residents, and love for animals

and plants

Classify the tourists according

to the scale of tourist attitude

and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Moon

(2010)

Participation learnability, damage

prevention, environmentality, re-

gional adaptability, and consi-

deration of residents

Analyze the influence that

tourism motivation,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have on eco-

tourism

Table 2. Previous studies on tourist behavior

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태도로 구

분하였다(Table 2 참조).

2011년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하였으며, 자료의 수

집은 순천만 생태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2년 10

월 13일, 20일, 21일 주말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10～

2012년 3년 간의 누적 방문객수를 비교하여 가장 많은 관광객

이 방문하는 10월(25.4%)에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의 표본은 임의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자기기입식설문방법으로 명목척도(nominal scale)

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scale)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소비

활동의 지출비용은 직접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

사하였다.

총 35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직접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36부를

제외한 314부를최종 유효표본으로확정하여 분석하였다. SPSS

18.0을 이용하여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생태관광객의 관광소비활동과 관광태도, 관광행태

및 만족도, 기부의사 등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상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태도 측정항

목의 내적합치도 등 조사도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설문항

목은 크론바흐 알파값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3과 같다. 전체 314명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는 남성이 155명(49.4%), 여성이

159명(50.6%)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30대 78명

(24.8%), 50대 72명(22.9%), 40대 61명(19.4%)이 고루 분포하

였으며, 10대, 20대의 젊은 층의 응답자는 각각 34명(10.8%),

44명(14.0)로 나타났다.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의 응답자가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응답자의월평균소득은 100만 원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Sex
Male 155 49.4

Female 159 50.6

Income

level

(monthly)

None 57 30.2

Less than 1 million won 10 2.3

1～2 million won 32 16.9

2～3 million won 34 18.0

3～4 million won 24 12.7

4～5 million won 20 10.6

More than 5,000 12 6.3

Residence

province

Metropolitan area 42 13.4

Chungcheong area 38 12.1

Yeongnam area 80 25.5

Honam area 154 49.0

Other 0 0.0

Age

10's 34 10.8

20's 44 14.0

30's 78 24.8

40's 61 19.4

50's 72 22.9

Over 60's 25 8.0

Occupation

Company worker 54 28.6

Government employee 18 9.5

Own business 25 13.2

Researcher 4 2.1

Student 35 18.5

Profession 11 5.8

Housewives 28 14.8

Other 14 7.4

Table 3. Characteristic of experts

이상～200만 원 미만이 60명(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직업은 회사원이 72명(28%), 주부 43명(16.7%), 학생 42

명(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태관광객은 고

소득과 고학력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 소득이 없는 주부와 학생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

나, 시간적인 여유와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 또한 생태관광

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순천만에서 방

문객들의 관광형태가 생태관광보다는 자연을 기반으로 한 대

중관광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호남권이 154명(49.0%)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순천만이 위치한 전라남도 거주자가 123명(39.2%)

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영남권이 80명

(25.5%), 수도권 42명(13.4%), 충청권 38명(12.1%)의 순으로

나타나, 권역 내와 근린지역 거주자의 방문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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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관광객 유형 및 행태에 따른 소비활동 분석

전체응답자 314명 중 순천 지역내에서 실제 소비활동에 참

여한 관광객은 58%에 해당하는 18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의평균총지출금액은당일관광이 18,241원, 숙박관광이 71,459

원으로 국민 1인당관광소비액2)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출비용은 순천지역 내에서 일어난 소비활동을 대상으

로 조사하였으며, 소비활동은 4개항목으로 구분하여 중복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294개의 중복응답 중 지출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식비로 전체응답자 중 163명(52%)이평균 15,034원을

지출하였고, 65명(20.7%)의 응답자가 숙박비로 평균 43,837원

을 지출하였다. 체험 프로그램 이용비는 34명(10.8%)이 평균

6,735원을 지출하였으며, 특산물 및 기념품 구입비용은 32명

(10.2%)이 평균 34,781원을 지출하였다. 특산물 및 기념품 구

입비는 1회에 지출되는 금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조사되

었으나, 소비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유형에서는 단체가 151명(48.1%), 개별관광객이 163

명(51.9%)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이 개별관광을 지향하고 있

는 것을 고려하면 순천만에서는 개별관광객이 단체관광객보다

많은 것으로는 나타났으나, 여전히 단체관광의 비율이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관광객들의 교통수단 이용에도 반

영되어 관광버스를 이용한 응답자가 132명(42%)으로 나타났

으며, 이중 순천지역에서의 체재시간이 3시간 미만인응답자는

31.8%로 개별관광객이 3시간 미만으로 체재한 비율(19.0%)보

다 높게 나타나, 단체관광객의 체재시간이 개별관광객에 비해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의 총 지출

금액에서도 단체관광객이 13,503원, 개별관광객 22,629원으로

조사되어, 단체관광객보다 개별관광객이 9,126원 더 많이 지출

Item Type of tourists N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T-test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 95% confidence interval

Experience program costs
Group 151 0.00 0.00

- - -
Individual 163 1404.91 5,057.25

Accommodation fees
Group 151 1,986.76 9,799.31

－4.366 .000** (－11,224.31, －4,250.04)
Individual 163 9,723.93 19,628.11

Expenditure on food
Group 151 6,496.69 8,297.09

－2.495 .013* (－4,504.79, －532.51)
Individual 163 9,015.34 9,491.13

Cost of purchasing

specialties and souvenirs

Group 151 5,019.87 19,840.86
1.622 .106 (－613.42, 6,297.33)

Individual 163 2,177.91 8,696.47

Total cost
Group 151 13,503.31 26,705.84

－2.927 .004** (－2,990.99, －3,005.49)
Individual 163 22,628.83 28,409.24

*: p<0.05, **: p<0.01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tourist type(group and individual) and consumption activities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관광과 개별관광의 소비활동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특산물

구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임에 따라 단체보다 개별관광객의 지출비용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단체관광객의 경우, 체험 프로그램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체관광객과 개별관광객의 차이에 따른 체

험 프로그램 지출 정도의 비교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만 생태관광객이 순천만 이외에 다른 관광지를 연계하

여 방문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235명(74.8%)의 응답자가

연계관광을 했다고 응답하여 순천만 단일자원에 대한 관광보

다는 주변자원과의 연계관광을 한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순천만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적고 순천만에서 관

광객들의 체재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것 또한 주변지역과의 연

계관광이 잘 이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순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연계관광에 대한 설문에서 역사성이 있는 관

광지인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가 방문객수가 높게 나타나,

순천만 개별 관광상품이 아닌 주변의 역사성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순천만

은 도시 내에 위치한 연안습지로 인근 지역으로부터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장점을갖고 있으며, 이는 순천만 생태관광이 주변관광

지와의 연계관광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

호남권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37%(57명)과 호남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응답자 중 87.5%(140명)가 순천만과 순천의

관광지를 연계하여 방문하였다. 호남권 거주민과 호남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지출비용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호남권거주민의 경우, 여행총지출비용으로 13,773원

을 지출하였고, 그 외의 지역 거주민의 경우 19,541원을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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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거리 방문객이 순천지역내에서더많은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 프로그램, 숙박, 식사, 특산물 및 기념품 구입의 지출

항목이 관광객의 연계관광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분

석결과, 연계관광 여부와 식비 지출에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천만만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숙

박비와 특산물및기념품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연계관광 여

부에 따른 관광지출비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순천만만 방문한 관광객의 평균 지출금액은

3,552원이고, 연계관광을 한 관광객의 평균 지출금액은 21,568

원으로 연계관광을 한 응답자가 관광지에서 소비활동을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의 경험은 ‘없음, 생태관광지에 1, 2회 방문한 경험

이 있음,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1, 2회 참여한 경험이 있음,

생태관광지에 여러 해 반복적으로 방문, 생태관광지에 매년 1

회 이상 방문’으로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생태관

광의 경험 정도와 생태관광 활동 시 적극성을 보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생태관광 경험이 없

다고응답한응답자가 53명(16.9%), 생태관광지에 1, 2회 방문

한 경험이 있음 121명(38.5%),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1, 2

회 참여한 경험이 있음 73명(23.2%)으로몇 년에걸쳐생태관

광을 반복적으로 하거나매년 1회 이상 경험하는 등 경험이 많

은 응답자는 67명(21.3%)으로 조사되었다.

관광객의 생태관광 경험 정도와 지출비용의 영향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체험 프로그램

이용비와 숙박비는 p<0.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

태관광 경험이 많을수록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비 지출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순천만 방문 전 사전정보를 습득하고 방문한 관광객이 230

Item
Coordinated

tourism availability
N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T-test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 95% confidence interval

Experience program costs
No 58 517.24 2,341.40

－.482 .630 (－1,321.70, 801.50)
Yes 256 777.34 3,951.82

Accommodation fees
No 58 0.00 0.00

- - -
Yes 256 7,363.28 17,595.14

Expenditure on food
No 58 3,034.48 7,818.03

－4.606 .000** (－8,349.26, －3,351.31)
Yes 256 8,884.77 8,925.48

Cost of purchasing

specialties and souvenirs

No 58 0.00 0.00
- - -

Yes 256 4,347.66 16,690.97

Total cost
No 58 3,551.72 9,016.89

－4.574 .000** (－25,766.94, －10,266.33)
Yes 256 21,568.36 29,656.34

*: p<0.05, **: p<0.01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coordinated tourism and consumption activities

명(73.25%), 그렇지 않은 관광객이 84명(26.75%)으로 대부분

의 관광객이 사전정보를 습득하고 방문하였다. 사전정보를 습

득하고 순천만을 방문한 방문객 중 193명(75.3%)이 순천만홈

페이지와 블로그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순천만 환경 및 프로

그램, 주변관광지 등을 알아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체험 프로그램, 숙박, 식사, 특산물 및 기념품 구입의 지출

항목이 관광객의 사전정보 습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체험 프로그램비, 숙박비, 식비 지출항목에서 사전정보를

조사한 관광객이 그렇지 않은 관광객보다 소비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출총액에서도 방문 전 사전정보

를 습득한 관광객이 23,250원을 지출하여 사전정보 없이 방문

한 관광객의 평균 지출비용 4,798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정보 습득 여부가 관광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관광객의 생태관광태도 및 기부의사와 소비활동

의 관계 분석

관광태도 항목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

정하는크론바흐알파값(Cronbach's α)을 산출하였다. 크론바

흐알파계수는신뢰도 계수로서 가장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알파값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1에 가까울수록 문항들에 대

한응답이 서로 유사해서신뢰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값

은 일반적으로 0.8 이상이면 상당히 신뢰할만한 측정이라고 보

며, 0.6 이상인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Seo, 2011).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떨어뜨리는척도가 없었으며, 전체

크론바흐 알파계수가 0.685로 나타나, 신뢰도를 지닌 측정도구

임을 나타낸다. 관광태도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반영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 검증 방법으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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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co-tourism experience N Mean Standard deviation F(p value)

Experience

program costs

None 53 226.42 1,648.33

6.223

(.000**)

Have experienc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once or twice 121 190.08 1,299.45

Have experienced eco-tourism programs once or twice 73 260.27 1,453.23

Have repetitively visit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for several years 60 2,433.33 7,425.03

Have been visiting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more than once every year 7 4,142.86 6,175.99

Accommodation

fees

None 53 2,830.19 9,067.56

3.338

(.011*)

Have experienc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once or twice 121 4,297.52 14,878.76

Have experienced eco-tourism programs once or twice 73 5,616.44 15,274.01

Have repetitively visit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for several years 60 12,333.33 22,121.90

Have been visiting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more than once every year 7 9,285.71 16,438.92

Expenditure on

food

None 53 7,000.00 10,599.35

1.312

(.266)

Have experienc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once or twice 121 7,417.36 8,343.50

Have experienced eco-tourism programs once or twice 73 7,719.18 8,556.18

Have repetitively visit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for several years 60 8,591.67 9,479.90

Have been visiting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more than once every year 7 14,714.29 6,102.30

Cost of

purchasing

specialties and

souvenirs

None 53 660.38 4,807.62

-

Have experienc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once or twice 121 3,090.91 15,836.67

Have experienced eco-tourism programs once or twice 73 5,150.68 18,116.65

Have repetitively visit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for several years 60 5,466.67 16,488.79

Have been visiting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more than once every year 7 0.00 0.00

Total cost

none 53 23,666.67 14,439.28

2.201

(.071)

Have experienc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once or twice 121 26,297.10 27,763.09

Have experienced eco-tourism programs once or twice 73 35,462.50 32,168.70

Have repetitively visited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for several years 60 41,178.57 38,268.92

Have been visiting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s more than once every year 7 28,142.86 21,950.16

*: p<0.05, **: p<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experience in eco-tourism and consumption activities

item
Prior information

acquisition
N

Descriptive statistics quantity T-test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p value 95% confidence interval

Experience program costs
Not 84 23.81 153.37

－2.049 .041* (－1,887.95, －38.34)
Acquisition 230 986.96 4,302.41

Accommodation fees
Not 84 357.14 3,273.27

－3.828 .000** (－11,670.48, －3,745.67)
Acquisition 230 8,065.22 18,332.69

Expenditure on food
Not 84 4,416.67 8,529.48

－4.127 .000** (－6,829.27, －2,420.01)
Acquisition 230 9,041.30 8,881.16

Cost of purchasing

specialties and souvenirs

Not 84 0.00 0.00
- - -

Acquisition 230 4,839.13 17,545.08

Total cost
Not 84 4,797.62 9,015.09

－5.378 .000** (－25,066.51, －11,638.25)
Acquisition 230 23,150.00 30,767.94

*: p<0.05, **: p<0.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prior information acquisi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을 실시하였다. 생태관광태도의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Kaiser

Meyer Olkin)값은 0.741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나타내기 적

합하였다. Bartlettdml 검정에서도 근사카이제곱값이 49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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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 p=.000으로 측정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3

개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에 환경성, 사회․문화성, 경제성으

로 명칭을 부여하였다(Table 8 참조).

응답자의 생태관광태도는 환경성, 사회․문화성, 경제성의

순서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는 관광 중 지역

주민과 만나 그들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와 ‘나는 지역주민이운영하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반드

시 이용한다.’는 문항에 대한응답자들의 적극성이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나, 지역의 환경보전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고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성, 사회․문화성, 경제성으로 구분한 관광태도와 관광

소비활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총 지출비용에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태도가 긍정적

인관광객일수록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태도는

Factor Content Mean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Environ-

mentality

I wish that part of my tourism expenditure would be used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tourist attractions.
4.30 .773

2.821 25.642

I use tourism products and facilities that do not damage the environment of the tourist

attractions.
3.94 .725

I am willing to be inconvenienced while sightseeing due to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nd facilities.
3.70 .684

While sightseeing, I try to learn and understand the nature in tourist attractions. 3.95 .536

Sociocultural

When I find out that there ar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while sightseeing, I always

participate in those programs.
3.20 .732

1.447 13.155
I wish to obtain educational effect through tourism programs. 3.60 .819

I try to learn and understand the culture behind the tourist attractions while sightseeing. 3.95 .604

I often have opportunities to meet with the local residents and understand their lifestyles and

cultures while traveling.
3.06 .749

Economic

I always use restaurants and accomodations run by local residents. 3.14 .786

1.186 10.778
I purchase souvenirs from the tourist attractions. 3.28 .306

I wish that part of my tourist expenditure would be used for the welfare of the local residents

near the tourist attractions.
3.78 .148

KMO value: 0.741; Bartlett test of sphericity: 498.089; significance probability: p<0.001

Table 8. Analysis on the factors of eco-tourism attitude

Factor Experience program costs Accommodation fees Expenditure on food
Cost of purchasing

specialties and souvenirs
Total cost

Environmentality
.163**

(.004)

.107

(.059)

.135*

(.016)

－.023

(.684)

.118*

(.037)

Sociocultural
.152**

(.007)

.107

(.059)

.124*

(.029)

－.040

(.480)

.105

(.063)

Economic
.160**

(.004)

.109

(.054)

.132*

(.020)

－032

(.569)

.113*

(.045)

*: p<0.05, **: p<0.01

Table 9. Relationship between Eco-tourist attitude and consumption activities

각 소비항목별로 유사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을알수 있었

다. 응답자들의 생태관광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프로그램 비용

과 식비에서의 지출활동이 증가하며, 숙박비와 특산물 구입은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프로그램

의 경우, 환경성, 사회․문화성, 경제성 항목에서 모두 p<0.01

의 수준으로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개별관광객은 단체관광객보다 관광태도가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관광객의 경제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소비활동이 증대되었다(Table 9 참조).

관광지에 대한 기부의사는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경제적 태

도로 연결될수 있으며, 생태관광지의 자연보전및관광프로그

램과 시설 개발 등을 위한 기부의사를 조사한 결과, 기부의사

가 전혀 없다 119명(37.9%), 3,000원～5,000원 미만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가 112명(35.6%)으로 총 73.5%가 기부의사가 전

혀 없거나 낮은 것으로 응답하여 생태관광객들의 생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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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직접적인 경제적 태도는 적극성이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광객의 기부의사와 소비활동의 지출항목별 차이를알아보

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부의사는 관광객

의총지출비용과 p<0.01의 수준에서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임

으로써 기부의사가 높은 관광객일수록 더 많은 관광소비활동

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출비용을 세부항목으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체험 프로그램항목과 p<0.01의 수준

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의

기부의사가 높았고 숙박비, 식비, 특산물 및 기념품 구입과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0 참조).

3. 관광객의 만족도와 소비활동의 관계 분석

순천만 방문에서 만족했다는 응답자는 225명(71.7%), 보통

이라는 응답자가 46명(14.6%), 불만족했다는 응답자가 43명

(13.7%)로 나타나, 관광객들은 전반적으로 순천만 생태관광에

Item The donation intention N Mean Standard deviation F(p value)

Experience

program costs

None 119 403.36 2,067.99

9.780

(.000**)

3,000～5,000 won 112 857.14 2,967.87

5,000～10,000 won 62 225.81 1,407.47

10,000～20,000 won 16 1,250.00 2,955.22

More than 20,000 won 5 10,200.00 22,807.89

Accommodation

fees

None 119 5,798.32 15,499.91

2.229

(.066)

3,000～5,000 won 112 6,205.36 16,208.74

5,000～10,000 won 62 4,032.26 15,729.23

10,000～20,000 won 16 7,500.00 16,532.80

More than 20,000 won 5 26,000.00 25,099.80

Expenditure on

food

None 119 8,478.99 9,173.79

.816

(.515)

3,000～5,000 won 112 7,834.82 8,885.76

5,000～10,000 won 62 6,604.84 9,145.96

10,000～20,000 won 16 6,031.25 7,537.61

More than 20,000 won 5 11,600.00 11,193.75

Cost of purchasing

specialties and

souvenirs

None 119 4,756.30 18,939.23

2.159

(.074)

3,000～5,000 won 112 2,776.79 13,926.91

5,000～10,000 won 62 1,145.16 4,363.96

10,000～20,000 won 16 4,062.50 11,433.69

More than 20,000 won 5 20,000.00 27,386.13

Total cost

None 119 19,857.14 29,403.90

5.069

(.001**)

3,000～5,000 won 112 17,674.11 25,542.30

5,000～10,000 won 62 12,008.06 19,899.03

10,000～20,000 won 16 18,843.75 26,196.51

More than 20,000 won 5 67,800.00 71,286.04

*: p<0.05, **: p<0.01

Table 10. Relationship between intention to donation and consumption activities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

해 순천만 생태관광의 만족도와 관광객들의 소비활동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소비활동과 만족도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고찰

된바와 같이 만족도가 관광소비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책임 있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대안관광의 하나이다. 생태관광이란 기본적으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관광객들이 관광활동을 하면서 자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관광

객들이 소비한 재화는 자원을 보전활동에 투입되는 순환과정

으로 완성되는 산업으로, 관광소비활동의 내용과 태도는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객의 관광태도와



순천만 생태관광객의 태도와 행태, 만족도가 관광소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61

한국조경학회지 제 42권 1호(2014년 2월)  61

Item
The donation

intention
N Mean

Standard

deviation

F
(p value)

Experience

program costs

Dissatisfied 43 23.26 152.50
2.205

(.112)
Average 46 43.48 206.18

Satisfied 225 1,004.44 4,348.13

Accommodation

fees

Dissatisfied 43 3,488.37 12,888.48
.964

(.383)
Average 46 4,565.22 13,777.04

Satisfied 225 6,777.78 17,098.57

Expenditure

on food

Dissatisfied 43 9,104.65 9,412.22
1.289

(.277)
Average 46 9,097.83 9,044.10

Satisfied 225 7,291.11 8,915.82

Cost of

purchasing

specialties

and souvenirs

Dissatisfied 43 6,046.51 21,617.84
2.175

(.115)
Average 46 6,652.17 24,936.56

Satisfied 225 2,431.11 10,205.74

Total cost

Dissatisfied 43 18,662.79 29,610.71
.174

(.840)
Average 46 20,358.70 32,265.68

Satisfied 225 17,726.67 26,751.87

*: p<0.05, **: p<0.01

Table 11.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level and consumption

activities

관광행태, 만족도가 관광소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순천만 관광객을 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태관광객의 연계관광 여부, 사전정보 습득 여부, 생

태관광경험의 정도는 관광객의 소비활동과 관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순천지역 내에서 연계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의 지출비용은

21,568원으로 순천만만 방문한 관광객이 지출한 비용보다 약 6

배높게나타났으며, 특히 관광객의 연계관광 여부가 식비지출

과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알수 있었다. 또한 생태관

광의 경험이 많을수록 체험 프로그램 비용과 숙박비 지출을 많

이 한 것으로 분석되었었는데, 순천만 생태관광객은 생태관광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객들은 순천만과

함께 주로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등 주변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순천만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체재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짧아,

주변 관광지로 이동하는 것 또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사전정보

를습득한 관광객은 사전정보 없이 방문한 관광객보다 체험 프

로그램비, 숙박비와 식비, 특산물 및 기념품 구입비용을 더 많

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객의 사전정보습득 비율

은 73.2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중 약 75.3%가 순천만 홈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얻었다고응답하여 정보습득 경로가매

우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순천만 생태관광객의 생태관광 태도는 환경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항목의 순서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생태관광의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생태관광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지역사회

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며, 특히 기부의사도 낮게 조사되어 관

광객들이 경제적 측면의 태도에 대한 적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생태관광에 대한 경제

적 태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의사와 만족도도

높게조사되어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 증대를 위해 체험 프로

그램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순천만에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해설가의 설

명을 들으며, 자연감상을 하는 단조로운 활동을 하거나,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마

다 내용이 유사하다. 또한, 증가하는 방문객수에 비해 이용 가

능한 프로그램이 적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대부분의 관광객이 생태관광보다는 자연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방문객 중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10.8%이며,

이 중 순천만 생태공원에서의 활동을 생태관광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67.6%로 순천만 생태공원에서 생태관광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전체 방문객의 7.3%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말하

는 생태관광보다 단체관광객의 비율이 높았고, 개별관광객이

평균 22,629원, 단체관광객이 13,503원을 지출하여 소비활동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개별관광객이 단체관광객에 비해

체험 프로그램 이용비용, 숙박비와 식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 구성에서도 고소득, 고학력자

의 전문직의 비율보다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와 일반 회

사원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어, 일반적인 생태관광객의 특성과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 순천만 자연환경을 보고 감상하는

단순한 관광활동에 그쳤으며, 체재시간 또한짧게나타나, 순천

만에서는 아직 생태관광보다는 자연관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순천만에서의 관광활동을 생태

관광으로 인식하지못한다는응답이 40.4%로 높게조사되었는

데, 이는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결론을고찰한결과, 다음과같은시사점이도출되었다.

첫째, 생태관광객의 소비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태

관광지에서의 체재시간을 연장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방적

연계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역사문화자

원과의 연계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

의 장과 생태공원의 장을 연계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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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이 방문 전에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관광객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야할 것이다. 특히 생태관광지의 자원, 생태관광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여, 생태관광에 대한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인 생태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생태관광객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만족도

뿐만아니라,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증대를 위한 연령별,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순천만의 단조로운 관광행태와 짧은 체재시간으로 인해 매

우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비활동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조사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수가

제한적임에 따라 소비액이 매우 적어 관광행태와의 관련성을

도출하는데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

광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관광객의 행태, 태도와 관광

소비 간의 관계성을 도출하여 관광소비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 1. Weilerand Richins(1995), Hvenegaard and Dearden(1998), 조진희(2007)

주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1년)에서 조사된 국내여행 1인 평균 지출액은

숙박여행의 경우 약 20만 원, 당일여행의 경우 약 7만5천 원으로 조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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