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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how nature-based ecotourism motivation of ecotourists influences destination image 

and satisfaction of ecotourist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s, the study carried out a literature study and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obtained data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the study designed a model for the empirica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turns to nature, knowledge. fitness and escape as ecotourism motivation of 
ecotourist had a positive effect on each ecotourism destination image, such as cognitive and affective image. However, effect 
of novelty on cognitive image for destination had not significant results. Second, ecotourism destination image, such as 
cognitive and affective image, had a positive effect on ecotourism satisfaction of ecotourists. The results of the article provide 
implications for strategies for promoting ecotourism destination and suggest some guidelines for the eco-education of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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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환경오염과 공해의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등장
함에 따라 친환경은 세계 소비시장의 흐름에 있어 주요 
키워드로 주목 받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 관광 분야에서도 지구 생태계 보전
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생태관
광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오랫동안 무공해 산업으로 각
광 받으면서 양적으로 팽창해 온 관광산업이 관광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지
각과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규범이나 
관리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하에 대안적 관광 중 환경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즐기는 생
태관광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Kang et al., 2002). 

국제관광기구인 ASTA(The 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는 1990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관광ㆍ
환경회의에서 Ecotourism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
용하면서, 생태관광은 자연과 환경의 파괴 없이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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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그 목적이라 하였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1992).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생태관광은 생태
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관광
객에게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을 강조하는 관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avis, 1989; Adler, 1990; Ryle 
and Grasse, 1991; Orams, 1995). 즉, 지역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지역공동체에 경
제적인 효과를 제공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
고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생태지를 방문하
는 비소비적이며 교육적인 자연관광이다(Roh, 2004). 

한편,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객의 생태관광 동기와 이미지, 만족 간의 관계
를 다룬 연구는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연구
(Baloglu and McCleary, 1999; Kang et al., 2003; 
Beerli and Martin, 2004; Kim et al., 2004; Chung et 
al., 2006; Prayag, 2009; Musa et al., 2010)에 비해 미
미한 실정이다. 생태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생태관광객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하는
지를 보여주는 생태관광객의 관광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
수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생태관광동기가 생태관
광객들의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태관광지에 대
한 이미지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Prayag, 2009).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를 알 수 있으면, 
생태관광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에 대한 이러한 연구 필요성의 인
식 하에 생태관광객의 생태관광 동기가 관광지의 이미지 
및 만족도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실
시하여, 생태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들의 교육 
및 효과적인 홍보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
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관광 동기 및 이미지, 그리고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특히 생태관광 동기를 
자연기반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둘째, 자연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동기가 생태관광
지의 이미지 및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생태관광의 동기
관광동기는 여행형태를 결정짓는 궁극적인 동기로서,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여행에 이르도록 하는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Dann, 1981). 즉, 관광동기는 관광객이 가진 
관광욕구를 관광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 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동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관광동기
에 의해 관광행동이 수행된다(Park, 2008). 예를 들면, 
관광동기는 신체적 동기, 문화적 동기, 대인적 동기, 신
분·권위 동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McIntosh and  
Goeldner, 1990). 생태관광동기 또한 복수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Kang et al., 2003; Beerli and Martin, 2004; Ham 
and Kim, 2007; Musa et al., 2010). 예로  생태관광동
기는 Maslow의 욕구단계설을 바탕으로 휴식·도피, 활
동, 소속, 도전, 성취·지위, 자아실현, 지적·미적추구 등으
로 분류되거나(Kang, 1999), 생태관광객 시장을 세분화
하여 학습, 기분전환, 경험, 자기계발, 친교 등으로도 분
류될 수 있다(Park and Yang, 2006). 한편, 많은 해외 연
구자들은 ‘생태관광은 교육 지향적이고 자연 기반적이어
야(Blamey, 2001; Weaver, 2005) 한다’는 데에 공통인
식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통인식에 따라, 
자연기반을 근거로 생태관광동기를 분류한 Luo and 
Deng(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기함, 자연회귀성, 지
식, 건강, 일상탈출로 분류한 후, 이들이 분류한 생태관광
동기를 국내 생태관광객의 특성에 적용시켜 생태관광지 
이미지와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분류한 동기 내용을 간단히 보면, 신기함(novelty)은 새
롭고 재미있는 사람과 만나고 신나는 일을 경험하기 위
한 동기를 말한다(Luo and Deng, 2008). 즉, 생활주변
에서 느껴보지 못했거나 일상생활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일들을 관광으로부터 체험하고 싶은 동기를 의미
한다(Lee, 2006). 자연회귀성(return to nature)은 쾌적
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평온함을 경험하기 
위한 동기이며 경치 감상, 평온함 경험, 근심·걱정이 사라
지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연으로 돌아가 휴양과 휴식
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지식(knowledge)은 자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지식을 함양시키고, 생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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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알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건강(fitness)은 신체
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일상탈출
(escape)은 인파와 소음으로 멀어져,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 하는 동기이다(Luo and Deng, 2008).

2.2. 생태관광지 이미지 및 생태관광객의 만족
관광지 이미지란 관광지를 방문하기 전에 획득한 여

러 형태의 정보나 관광지에서의 실제 경험을 통해 형성
된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Sohn, 1996; Lee, 2005). 
기존 관광지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미지
에 대한 인식적 구성 요인만을 다루어 왔다는 점에 한계
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 해석을 통해 형성되
는 주관적이고 지각적인 측면을 함께 보아, 인식적 요소
와 정서적 요소의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Dobni and Zinkhan, 1990), 이렇게 분류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Baloglu and McCleary, 1999; 
Beerli and Martin, 2004; Lin et al., 2007; Krider et 
al., 2010). 인식적 이미지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가지고 
있는 의식, 지식, 신념 등의 성질이나 태도 등을 의미한다
(Pike and Ryan, 2004). 인식적 구성요소는 관광지 속성
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신념의 총합으로 개념화되며, 정
서적 구성요소는 관광객들이 추구하는 여행의 동기를 근
거로 관광지에 대하여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Kang et al., 2003). 정서적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 또는 대상을 향한 정서적 느낌으로, 대상물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말한다. 즉, 특정 대상물에 대해 가지는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느낌을 말
한다(Baloglu and McCleary, 1999; Kim, 2005). 

생태관광객의 만족은 생태관광객의 평가과정에 중점
을 둔 견해를 기준으로 생태관광객의 방문 전 기대와 방
문 후 성과와의 일치 여부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태관광객
의 태도로서, 특정 생태관광지 방문경험에 대한 생태관광
객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평가이다(Roh and Lim, 
2006). 관광객들은 관광지를 선택할 때 그들의 관광 동기, 
관광지의 이미지, 관광지 방문에 대한 기대 등에 의해 영
향을 받으며, 관광객은 직접 관광 경험을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Park and Sohn, 2004). 

2.3. 변수 간의 관계
일반 관광동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관광동기가 관

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 관광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관광동기의 유형을 
파악하였다(Baloglu and McCleary, 1999; Kang et al., 
2003; Beerli and Martin, 2004; Kim et al., 2004; 
Musa et el., 2010; Kim and Park, 2012). 예를 들면, 
Kang et al.(2003)의 연구에서 관광 동기는 인식적·정서
적 이미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Kim et 
al.(2004)은 부산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의 관광동기를 
휴양, 지식, 사회적 욕구, 행동 욕구 등으로 분류하여 이
들이 관광지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Kim and Park(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예술제 
참가자의 관광 동기가 인식적·정서적 관광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loglu and McCleary 
(1999)는 사회-심리학적 동기가 인식적·정서적 관광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Beerli 
and Martin(2004) 역시 동기가 인식적·정서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usa et al.(2010)은 생태관광 
동기를 독특한 경험, 재미-모험 경험, 열대우림 경험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생태관광지 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관광지에 관
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연기반의 생태관광 
동기가 생태관광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를 분석하였다.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객의 재방문이나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며, 또한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의 만
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Chung 
et al., 2006; Prayag, 2009; Wang and Hsu, 2010). 
Prayag(2009)는 호의적인 관광지 이미지가 높은 수준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Wang and 
Hsu(2010)는 중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한 중국관광객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식적·정서적 이미지가 전반
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Chung et al.(2006)은 해외관광지를 관광
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 관광지의 생
기 넘치고 피로를 풀어주는 정서적 이미지가 여행객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일반 관광지
의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인식적·정서적 이미지가 생태관광객
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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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구모형 및 가설설정을 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가설 1. 생태관광 동기는 생태관광지의 인식적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신기함 동기는 인식적 이미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자연회귀성 동기는 인식적 이미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식 동기는 인식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건강 동기는 인식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일상탈출 동기는 인식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생태관광 동기는 생태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신기함 동기는 정서적 이미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자연회귀성 동기는 정서적 이미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지식 동기는 정서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건강 동기는 정서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일상탈출 동기는 정서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생태관광지 이미지는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인식적 이미지는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정서적 이미지는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 결과
3.1. 조사의 표본 설계 및 자료 수집
생태관광지란 자연 생태계가 건전하게 보전 되어 있

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녕 우포늪, 순천 순천만, 
서산 천수만, 파주 DMZ, 제주 거문오름, 울진 왕피천 계
곡, 변산반도 국립공원, 곡성 생태습지 나들길,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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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창녕 우포늪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생태관광객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
포늪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늪지로서 생태계 보전 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 늪의 모
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우포늪사
이버생태공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포늪에 대한 방
문수요는 연간 103천명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각 항목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
는 문항을 토대로 추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13년 6
월 19일 ~ 6월 29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하였고 총 200
부를 배포한 후 180부를 회수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13년 7월 5일 ~ 7월 16일에 걸쳐 총 330부의 설문지
를 배포한 후 255부를 회수하였다. 본 조사는 1차와 2차
의 예비조사 설문 데이터를 분석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
로 2013년 9월 9일 ~ 9월 28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여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생태관광지인 창녕 
우포늪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260부의 설문지를 실
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남성이 
43.8%(114명), 여성이 56.2%(146명)이며, 연령은 20대
가 56.5%, 30대가 21.5%로 20-30대가 78%를 차지하
고 있다.

3.2. 설문지의 구성과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는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문항, 생태관광의 

동기(신기함, 자연회귀성, 지식, 건강, 일상탈출), 생태관
광 이미지(인식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생태관광 만
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은 해당 항
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
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모든 측정 항목은 선행 연구들로부터 신뢰성과 타당
성이 확보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생태관광의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Luo and 
Deng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각 동기에 따라 신기
함 3문항, 자연회귀성 4문항, 지식 3문항, 건강 3문항, 일
상탈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생태관광 이미지를 측정하
기 위한 척도는 Baloglu and McCleary(1999)의 연구에

서 사용된 문항으로 인식적 이미지 9문항, 정서적 이미지 
4문항을 사용하였다. 생태관광 만족은 Kim(2009)의 연
구에서 사용된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측정 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였으며, 타당성 검증
을 위한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20.0과 LISREL 8.70을 이용하였다. 또한,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중심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LISREL 8.70을 이
용해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3.3. 측정 모델의 적합성 검증
3.3.1. 변수들의 확인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 변수에 대한 각 요인별 신뢰성에 대
한 검증 결과,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한 크론바 알파 값은 
일상탈출이 기준 값 0.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대체
적으로 다른 모든 값들은 적정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대 개념 평균값 상관계수도 기준 값인 
0.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적재치의 값
은 기준 값인 0.5이상, 신뢰성 계수의 값이 기준 값인 0.6
이상, 그리고 분산추출 값이 기준 값인 0.5이상으로 나타
나 구성개념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관한 확인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 검증 결과 X2는 378.35 
(df=230), P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GFI는 0.89로 권장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GFI 역시 0.86으로 
권장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R은 0.026으
로 권장수준인 0.05 이하로 나타났다. NFI는 0.97, 
NNFI는 0.99, PNFI는 0.81, CFI는 0.99, IFI는 0.99, 
PGFI는 0.68로 권장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판별 타당성 분석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

진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개념 간의 판별 타당성을 분석한 
Table 2를 보면 구성 개념 간에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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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nvergent validity

Cronbach's 
alpha

Correlation 
coefficient in 
concept mean 

to item

Standardized 
loading

Standard 
error

(Theta-
delta)

Reliability 
coefficient AVE

Ecotourism
 motivation

Novelty
NOV1

0.878
0.783 0.80 0.28

0.914 0.842
NOV2 0.783 0.98 0.02

Return to nature

RTN1

0.864

0.699 0.76 0.34

0.900 0.752RTN2 0.809 0.90 0.12

RTN3 0.722 0.82 0.22

Knowledge

KNOW1

0.918

0.839 0.89 0.17

0.930 0.815KNOW2 0.855 0.91 0.15

KNOW3 0.812 0.87 0.22

Fitness
FIT1

0.777
0.635 0.70 0.36

0.841 0.729
FIT2 0.635 0.91 0.13

Escape
ESC1

0.574
0.403 0.55 0.51

0.652 0.488
ESC2 0.403 0.72 0.35

Ecotourism
 destination

 image

Cognitive image

COG1

0.859

0.654 0.72 0.31

0.904 0.654

COG2 0.681 0.78 0.23

COG3 0.712 0.79 0.21

COG4 0.698 0.75 0.33

COG5 0.638 0.68 0.39

Affective image

AFFECT1

0.918

0.800 0.84 0.21

0.937 0.787
AFFECT2 0.824 0.87 0.20

AFFECT3 0.800 0.85 0.20

AFFECT4 0.827 0.88 0.19

Ecotourist 
satisfaction

SAT1

0.896

0.778 0.86 0.20

0.915 0.781SAT2 0.799 0.85 0.23

0.807 0.87 0.19SAT3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4. 연구 가설 검증결과 및 해석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Table 3와 같다. 신기함을 제외

한 생태관광동기(자연회귀성, 지식, 건강, 일상탈출)는 
생태관광 이미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태관광 이미지 또한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생태관광동기와 관광지 이미지와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생태관광 동기가 생태관광지의 이미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

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기와 이미지 간의 관계
를 연구한 연구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생태관광객
들도 일반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관광 동기가 생태
관광객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태관광지의 이
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기함은 기존 연구와의 결과와 다르게 생태관광지의 인
식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최근 습지가 생태관찰, 갯벌체험, 철새탐조, 
사진촬영 등의 많은 활동이 계절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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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 Return to 
nature

Knowledge Fitness Escape Cognitive 
image

Affective 
image

Ecotourist 
satisfaction

Novelty 0.842

Return to 
nature

0.425
(.181)

0.752

Knowledge 0.449
(.202)

0.571
(.326) 0.815

Fitness 0.527
(.278)

0.369
(.136)

0.392
(.154)

0.729

Escape
-0.041
(.002)

-0.041
(.002)

-0.040
(.002)

-0.039
(.002) 0.488

Cognitive 
image

0.434
(.188)

0.667
(.445)

0.555
(.308)

0.421
(.177)

0.037
(.001) 0.654

Affective 
image

0.508
(.258)

0.633
(.401)

0.570
(.325)

0.456
(.208)

0.122
(.015)

0.610
(.372) 0.787

Ecotourist 
satisfaction

0.475
(.226)

0.585
(.342)

0.509
(.259)

0.381
(.145)

0.048
(.002)

0.569
(.324)

0.714
(.510) 0.781

Note: diagonal numbers are AVE, The numbers in the brackets are the square of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2. Discriminant validity test

Hyp Structural paths T-value Std coeff. Test results

Hyp 1-1 Novelty →Cognitive image 0.16 0.01 Not supported

Hyp 1-2 Return to nature →Cognitive image 6.92 0.59 Supported

Hyp 1-3 Knowledge →Cognitive image 2.44 0.17 Supported

Hyp 1-4 Fitness →Cognitive image 2.78 0.20 Supported

Hyp 1-5 Escape →Cognitive image 2.07 0.13 Supported

Hyp 2-1 Novelty →Affective image 2.57 0.17 Supported

Hyp 2-2 Return to nature →Affective image 6.62 0.46 Supported

Hyp 2-3 Knowledge →Affective image 2.97 0.20 Supported

Hyp 2-4 Fitness →Affective image 2.02 0.14 Supported

Hyp 2-5 Escape →Affective image 3.47 0.23 Supported

Hyp 3-1 Cognitive image → satisfaction 3.22 0.22 Supported

Hyp 3-2 Affective image → satisfaction 8.64 0.64 Supported

 Note: t=1.96 is significant at 0.025

Table 3. Structural model test

(Jeong et al., 2013)생태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 
생태관광지는 보편화되어 있어서 ‘신기함’의 동기는 습
지 자체의 물리적, 환경적 요소에 대한 평가, 즉 인식적 
이미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자연회귀성이 생태관광지의 인식적·정서적 이
미지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평온함을 느끼게 해
주는 생태관광지일수록 생태관광지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동기가 생태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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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신기함, 지식, 일상탈출은 인식적 이미지에 
비해 정서적 이미지에 다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광동기가 인식적 이미지에 비해 정서적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Baloglu and McCleary, 1999). 

다음으로 생태관광지의 인식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
지는 모두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특히 정서적 이미지는 인식적 이미지에 비해 생태관
광객의 만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은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에도 영향
을 받지만, 인간생활에 있어서 인지보다 감정이 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Zajonc and  
Markus, 1982). 사람들은 환경에 진입하기 전, 진입한 
후, 그리고 장소를 떠난 후 장소에 대한 감정적 평가나 감
정적 품질을 개발하며, 사람들의 행동은 객관적인 속성
에 비해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감정적 요인에 의하여 더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Kang et al., 2003). 연구 결과, 생
태관광지에 대한 생태관광객의 총체적인 평가는 방문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이나 편안함 등의 감정으로부터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 연구들의 주
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생태관광객들은 생태관광지가 
일반 관광지와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꾸며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일 것을 기대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편리한 부대시
설이나 주변 환경의 청결함보다는 생태관광지로부터 받
게 되는 편안하고 즐거움과 같은 감정이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관광객
들은 그들의 생태관광 동기에 따라 생태관광지의 이미지
를 형성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지각된 이미지는 생태관
광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기반 생태관광 동기, 생태관광지 이미지, 만족 간의 구조
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동기를 생태관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생태관광 동기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생태관광지 이미지를 인식적·정서적
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였다. 그리고 생태관광 동기, 생태관광지의 이미지, 생태
관광객의 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적 모형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태관광객의 만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
관광객 홍보 전략과 교육내용 프로그램과 등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부분의 자연 기반 생태관광동기가 생태관광
객 만족의 결정적인 요인인 관광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물이나 프로그램 
작성 시, 일반 관광지에서는 보기 힘든 생태관광이 제공
하는 아름다운 경관(자연회귀성)이나 인파와 소음으로부
터 멀어지는 일상탈출 등과 같은 생태관광지의 특성을 
강조하여 생태관광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태관광을 통해 환경의식을 제고시키
고 환경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정적인 생태관광지에서도 참신함과 호
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좀 더 
폭넓은 계층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관광지의 이미지는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이미지가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태관광객
이 생태관광지가 즐겁고 신나는 곳이라는 정서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요
구된다. 최근 생태관광지에서는 각양각색의 콘텐츠를 통
해 기존 관광지와는 차별화 된 즐거움을 주기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포늪에서는 생태관광 
전문 해설자를 두어 생태관광지의 역사, 지역에 관한 환
경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 춤을 통해 
생태관광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 해주고 있다. 이러한 
생태관광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만
족도를 높여줄 것이며, 이는 추후 생태관광객의 생태관
광지 재방문을 유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태관광을 
추천할 의향을 높여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향후 연구에
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표본
선정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생태관광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우포
늪으로 한정하였으며,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위주로 조사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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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생태관광지에서 다양한 인구 통계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는 생태관광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태관
광 동기의 요인을 자연기반을 중심으로 신기함, 자연회
귀성, 지식, 건강, 일상탈출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모든 생태관광 동기의 요인들을 대표할 수 없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화합, 사회성, 사교성 등과 같이 
여러 요인을 추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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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 연구의 설문지에 사용된 측정 항목
변수 측정항목

신기함
•색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롭고 재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신나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연회귀성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평온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걱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식
•자연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에 대해 알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느끼기 위해서

건강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력관리를 위해서

일상탈출
•인파와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및 친구와의 친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식적 이미지

•이 생태관광지에 드는 비용은 적절하다.
•이 생태관광지는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적 명소가 있다.
•이 생태관광지는 기후가 좋다.
•이 생태관광지는 적절한 숙박시설이 있다.
•이 생태관광지는 매력적인 현지 음식(요리)이 있다.
•이 생태관광지는 공공기반시설의 질이 좋다.
•이 생태관광지는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준다.
•이 생태관광지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다.
•이 생태관광지는 위생적이고 청결하다.

정서적 이미지
•이 생태관광지는 즐거운 곳이다. 
•이 생태관광지는 주의를 끌만한 곳이다.
•이 생태관광지는 편안한 곳이다.
•이 생태관광지는 신나는 곳이다.

만족
•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 생태관광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다음에도 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