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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백두 간보호지역 주민의 보호지역지지

행동의도에 향하는 인자 규명

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이 지정된 이후 주민 지원 사업 지

속가능한 백두 간 활용방안으로서 등산로 개발,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추진,세계유산 추진 등이 고려되고 있다.이러한 추가

보호지역 지정을 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지의사가 필수 이다.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보호지역 지정 시 찬반 의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악하여 주민 행동의도를 이해하고 미래 행동 측

시 시사 을 악하고자 하 다.구체 으로 2005년 보호지역 지

정 후 지원사업 등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족

의견이 높은 이유,보호지역 지정 이후 주민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행동의도를 측할 수 있는 요인 계를 규명하

다.행동의도 향 요인 규명을 해 계획행동이론 기 불일치

이론을 사용하여 기 와 성과가 만족에 미치는 향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연구 자료는 보호지역에 한 부정 여론이 높

은 라북도 남원 백두 간보호지역 내 마을 주민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해 수집하 다.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음의 결론을 제

시하 다.

첫째,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에 주민들이 가진 기 는 지정

이후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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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5년 당시 보호지역 지정 이후 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설

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 를 형성하기 미흡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이 느낀 성과는 만족

도에 향을 미쳤다.주민들은 보호지역 지정 이후 인지하는 성과

를 심으로 만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단된다.

셋째,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만족도는 추가 보호지역

지정에 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보호지역 지정

이후 형성된 만족도는 보호지역에 한 태도에 향을 미쳤다.따

라서 정 인 만족도 형성 이를 한 성과 제공은 여 히

요한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보호지역에 한 태도,보호지역 지정 시 주민 개개

인의 주 규범,개인이 지각하는 행동통제 향력은 추가 보

호지역 지정에 한 행동의도에 향을 미쳤다.이러한 변수들은

행동의도 측에 주요한 변수로 단되며,이로 미루어 보아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정 규범 형성 지역주민

의 참여보장이 보호지역 지정에 한 주민의 정 여론 형성을

해 요할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보호지역,백두 간,지역사회,경로분석,기 불일치이론,

계획행동이론

학 번 :2014-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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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배경

백두 간보호지역은 휴 선 인근에서부터 지리산 천왕 까지 이어진

길이 701km의 산맥 기를 말한다.백두 간은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축

이자 우리 민족의 상징성을 지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경제발 의 시기

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상당 부분이 단 되거나 훼손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90년 후반부터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백두 간 보호에 한 법률」을 제정하 으며 『백두 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백두 간 보호를 한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 고 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을 지정하기에 이르 다.백두 간

보호 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는 백두 간의 자연,사람,문화를 보 하고

리하기 함임이 강조되었다(산림청,2005).

2005년 당시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 로 나뉘었으며,일부 지역은 강한 반 의견

을 표출하여 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된 바 있었다.이후 백두 간보호

지역이 제도 으로 공고해지고 본격 으로 련 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백두 간등산로가 조성되고,보호지역 내에 포함된 락을 상으로는

임산물 장고 창고 지원,경로당 지원 등 주민소득 지원 사업이 실시되

었다.2013년 산림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지역 내 66%의 지역주

민들이 주민소득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산림청,

2013).

최근 백두 간보호지역의 리부처인 산림청은 백두 간의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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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백두 간이 포함된 지역의 낙후 상에 처하며,백두 간보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가치 유진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써 백두 간보호

지역을 생물권보 지역,세계유산과 같은 국제보호지역으로 등재하는 방

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문화재청은 남북 백두 간을 잇는 세계유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도하 다.이와 같이 백두 간은 국내 보호지역

뿐만 아니라 국제 보호지역으로서의 등재 상으로도 고려되고 있다.

국제보호지역 카테고리를 분류한 국제자연보 기구(IUCN)에 따르면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리 발 의 핵심 요인으로 지역공동체

(Community)를 꼽았으며,공동체 내의 주민들이 주체 으로 보호지역

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Shadie,2015).

2005년 당시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반 가 심했던 지역은 태백과 남

원이 표 이다.2014-2015년 백두 간보호지역 생물권보 지역 추진

과정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태백 지역은 생물권보 지역과 같은 추가

보호지역 지정에 하여 지지의사를 표하 으나,남원 지역의 주민들

은 여 히 보호지역 지정에 하여 부정 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보호

지역과 지역공동체에 한 다수의 연구들은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간 갈등은 지속 으로 리되어야 하며,지속가능한 갈등 리

보호지역 유지를 하여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Hampton,2004;이소 2015).따라서 백두 간보호지역

의 지속가능한 발 보호지역 유지를 해서는 지역주민의 행동의도

를 이해하고,향후 정책 수립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행동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지역주민을 이해하고 향후 추가 보호지

역 지정에 한 행동을 측하고자 하 으며,이를 하여 지역주민의

행동 측을 한 모델 용을 시도하 다.지역주민의 행동 측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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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계획행동이론과 기 불일치 이론을 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동의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특히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10년간,주민소득지원 사업 등산로 리 등 지역주민 지원

지역자연환경 리를 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부정 인 의견이 다수 남아있는 남원 지역을 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이 부정 여론을 형성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보호지역에 한 만족도 태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행동의도

를 이해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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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계획행동이론

계획행동이론(TheTheoryofPlannedBehavior)은 합리 행동이론의

확장이론으로 인간행동의 이해를 태도와 련지어 설명하는 이론이다

(Ajzen,1991).인간이 사회 행동을 함에 있어서 결정 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는데 을 두고 있다.Ajzen(1991)은 합

리 행동이론(TheTheoryofReasonedAction)이 개인의 의지 통제

(volitionalcontrol)를 불완 하게 설명하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계획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추가하여 행동 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 다.계획행동이론은 직 인 행동 측보다는 행동의도를

측하는데 더욱 유용하며(Armitage& Conner,2001),행동의도를 결정

하는 과정 요한 요인을 악하는데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송학

외,2011).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을 설명해주는 변수는 태도와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로 구성되며,이 변수들이 행동의도 행동에

향을 미치는 계를 나타낸다(그림 1).

태도(Attitude)란 행동에 한 태도로,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호의 감정을 말한다.Ajzen(1991)은 개인의 행동이 어떠한 결

과를 래할지에 한 신념(belief)의 정도와 그에 한 평가(subjective

evaluation)를 통해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 다.즉,태도는 특정한 상황에

서 목표가 되는 행동에 한 행동주체의 주 평가이며,특정한 행동

을 실행하는 것과 직결된 행동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Cheng

eta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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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계획행동이론 모형(Ajzen,1991)

주 규범(SubjectiveNorms)은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행동 주체

가 느끼는 사회 압력을 말한다(윤설민 외,2010).주 규범 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은 규범 신념(normative belief)과 개인의 수행동기

(motivationtocomply)이다.규범 신념이란 주변 사람이 나의 생각에

얼마나 동조할지에 해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의미한다.행동 동기

란 의사결정 시에 거집단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나 요한지에 따라 그

에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거집단이 되는 사람

의 집단 내에서의 요성이 향을 미친다.주 규범은 개인이 특정

한 행동을 실행할 때 주변 사람,즉, 거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거집단이 행 자의 목표행동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개인이 인식할 경우,개인이 느끼는 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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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강할수록 행동의도는 높아진다(Chengetal.,2006).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Control)는 통제신념(control

beliefs)과 통제요인의 지각된 향력(perceived powerofthecontrol

factor)으로 구성된다.통제신념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자원을 자신이

얼마나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해 개인이 갖는 믿음이다.통제

신념은 과거의 행동 경험에 근거하지만 지인의 경험 는 행동을 어렵게

하거나 쉽게 하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개인이 가

지고 있는 자원 기회가 행동상의 장애물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상

될 경우 개인의 통제신념은 증가하며,지각된 행동 통제는 증가할 것이

다(Ajzen,1991).통제요인의 지각된 향력은 행동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데,돈,시간,정보,기술,인력 등 특정한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련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향 받는다.목표가 되는 행동 실행을 해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

다고 느낄 경우 통제요인의 지각된 향력은 증가하며,행동의도에도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Ajzen,1991;Ajzen,2006).

행동의도는 행 자가 실제 행동을 결정하기 자신이 가진 심리 ,

물리 가능성을 종합 으로 단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 의 상태를

말하며,실제 행동 측 시 측정이 용이하며 측력이 우수한 변수로 평

가되고 있다.많은 실증연구에서 행동의도는 실제행동과 동등하거나 이

를 측할 수 있는 가장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난다(Rivis& Sheeran,

2003;이충기,송학 ,2010).

계획행동이론 모형은 행동을 측하는데 우수한 모형이지만,Rivis과

Sheeran(2003)은 계획행동이론의 독립변수들이 행동에 해 나타내는 설

명력은 그리 높지 않으며,기존 계획행동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계나

측인자를 추가 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하 다.이에 모형의 설명



-vii-

력을 높이고 여러 상들에 한 측력을 높이기 해서 다양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계획행동이론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 일부분을 수정

하거나, 다른 구성개념들을 포함함으로서 계획행동이론을 확장,수정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송학 외,2011;윤설민,2015).

연구 분야에서는 객 등 소비자의 선택행동 이해를 하여 계

획행동이론을 다양하게 용해왔다.성보 ,최승담(2014)은 행동

향요인을 분석하기 해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사용하 으며,신 규

(2013)는 계획행동이론에 자기결정성이론을 목하여 생태 의도 연구

를 시도하 다.박진경(2011)은 여가행동 측을 하여 합리 행동이

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목하여 용하 다.지역주민과 련된 연구

로는 지역주민들의 이벤트에 한 참여행동을 측하기 해 계획행

동이론에 지역애착심을 추가하거나( 용호,2012),지역주민의 행동의도

이벤트 개최에 한 지지의사를 악하기 해 기 불일치이론

을 용한 연구들이 있다(윤설민,2015).

제 2 기 불일치 이론

기 불일치 이론(ExpectancyDisconfirmationTheory)은 만족형성 과

정 만족의 선행요인을 심으로 만족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

되는 이론으로,고객의 사 기 비 사후 성과 비교 시 주로 사용되

고 있다(신동식,2009).

Oliver(1980)에 따르면 개인은 다양한 사건에 하여 단을 내릴 때

특정 사건이 가져다 특성 혹은 이익에 해 일련의 기 를 가지고 있

으며,소비자는 해당 사건의 실질 성과를 경험한 뒤,사 에 형성한 기

와 사후의 성과를 비교하여 만족을 단한다고 하 다.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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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는 이벤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사 기 와 실제

로 느낀 성과 사이의 차이는 기 -불일치로 나타나며(그림 2),성과가

기 보다 큰 경우 만족이 증가할 것이고,성과가 기 보다 낮을 경우 불

만족이 나타날 것이다(신동식,2009). 자를 정 불일치,후자를 부정

불일치라 하며,기 했던 정도와 성과가 비슷할 경우는 단순한 일치

라고 한다.이러한 불일치는 소비자 만족의 결정요인 하나로 작용한

다는 탐색 연구가 이루어져왔다(제갈돈,2013).

Parks(1984)는 소비자 행동 분야뿐만이 아니라,공공서비스의 품질 평

가 시에도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에 하여 객 ,주 효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단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 다.제갈돈(2013)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한 시민들의

만족도에 한 연구를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에 한 만족 단에 기 불

일치가 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 다. 한 시민들은 객 서비스

조건을 사용해서만 서비스의 수 을 단하는 것이 아니라,그들의 주

기 를 통하여 객 서비스 조건을 해석한다고 하 다.

그림 2.기 불일치모형(Oliver,1997;제갈돈,2013)

기 불일치 이론에서 말하는 기 (Expectation)란 특정한 서비스를 제

공되는 사건의 발생가능성 해당 사건에 한 호불호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Oliver,1980).소비자가 미래 획득할 서비스나 제품에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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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는 결과에 해 사 에 형성하는 측 는 신념을 말하며,이러한

기 는 소비자가 사 에 하는 정보자원을 통하여 형성된다(Higgs,

Polonsky& Hollick,2005).

성과란 이러한 사 기 에 의한 결과 단으로서,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의미한다(제갈돈,2013).소비자는 제품에 한 지각

된 성과와 기 간 차이를 통해 정 불일치(positivedisconfirmation),

일치(confirmation),부정 불일치(negativedisconfirmation)를 경험한

다.기 불일치이론은 기 를 측정함으로써 기 가 지각된 성과에 향

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며,이를 통해 불만족 상에 한 정보를 보다 풍

부하게 제공해 다(Pittetal.,1997).

개인의 실제 기 와 성과는 객 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기 불

일치이론 모형에서는 주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측 기 와 지

각된 성과를 사용한다.이러한 기 와 성과는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

주 상황을 고려한 정서 요인은 앞서 Rivis와 Sheeran(2003)이 지

했던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을 높여 수 있다(윤설민,2015).

계획행동이론과 기 불일치 이론의 설명변수는 모두 개인의 인식을 통

해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특징이 있다.인식은 객체,행동,사건 등에

해 인간이 지식,정보,경험 등을 통하여 형성하는 인지 반응으로,개

인은 인식을 통해 사물,사건 행동 등을 인지한다(Anderson,2004).

인식은 개인의 태도와 심,의견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데도 향을

미치며,따라서 특정한 객체 는 행동,사건 등에 한 인식은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 수행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친다(Oliver,1997).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변수인 태도는 인지 요소,정서 요소,행동 지

향 요소로 구성되는데,인식과 기 심리는 정책에 한 태도를 결정하

는 요인이 된다.이해 계자의 태도를 통해 특정 사건에 한 순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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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는 불응 항 행 를 측할 수 있다(오상운,노경국,2011).때

문에 정책사업의 성공을 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기 감,우려

감을 악함으로써 항행동을 측하고 순응을 확보, 항 방책을 찾

는 것이 요하다( 상, 근,2011).

제 3 백두 간보호지역

1.백두 간보호지역

백두 간은 북한과 국의 경계선에 치한 백두산에서 남한의 지리산

까지 한반도 체를 가로지르는 산맥으로,백두산(2,750m), 강산

(1,639m),설악산(1,708m),오 산(1,563m),그리고 지리산(1,915m)을 포

함하는 16개의 산 우리로 이어져 있다.백두 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써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백두 간은 역사 으로 한반도

거주민들에게 이어진 산맥으로써 인식되어옴에 따라,백두 간 지역 내

에 다양한 사찰,제당 등 다양한 문화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등 한민족에

게 요한 상징성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백두 간을 보호하기 해 「백두 간 보호에 한 법률(200

3)」이 제정되었으며,법률에 따라 263,427ha가 ‘백두 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되어 리되고 있다(그림 3).백두

간은 11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보호지역을 복 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3개 정부기 ,6개 법률에 의해 리되는 보호지역이다.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두 간보호지역은 약 80여 곳이 단

되거나 훼손되었으며(산림청,2005),국민들의 여가 활동의 증가로 인하

여 여 히 훼손 에 노출되어 있다.백두 간 인근의 지역 주민 역시

백두 간 보 활동 시 요한 고려 상이다.백두 간보호지역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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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낙후지역 는 소외지역으로 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한 편익 제공 노력 역시 필요하다.이러한 백두 간의 생태·문화 가치

보 지역의 편익을 하여 보다 효율 인 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

으며,그 일환으로 백두 간 생물권보 지역,백두 간 세계유산 등 국제

보호지역 등재를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국산지보 회,2014;산

림청,2015).

산림청 등 련 부처는 백두 간보호지역 내 포함된 많은 자연부락들

을 상으로 제1차 백두 간 기본계획법 하에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을 통

하여 임산물 장창고 지원,임산물 가공공장 지원,경로당 지원 등 다양

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지리산 둘 길과 같이 백두 간 능선을 따

라 등산로를 개발하여 백두 간보호지역 활성화 방문객 유도를 실시

해왔다.이 상주 오미자 가공공장 등 실제로 성공 인 사례들도 존재

하지만,지원사업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보호지역 정책 추

진 기 에 인 지역도 일부 혼재하고 있는 바,향후 추가 인 국제

보호지역 는 기타 보호지역 지정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갈등소지는 여

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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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백두 간보호지역도(산림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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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갈등 리

갈등 리(Conflictmanagement)는 갈등이 확 되고 악화되는 것

을 방지하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

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것(Bercovitch& Jackson,2001)을

말한다. 갈등 리는 갈등 방(conflict prevention), 갈등 통제

(conflictcontrol)와는 다른 개념으로,갈등과정과 갈등의 결과가 생

산 이고,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식을 공 해

주는 것을 말한다.갈등 리의 목 은 갈등을 없애거나 미리 방지하

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갈등당사자들의 가치와 혜택(benefits)을

증가시키고,갈등으로 인한 손실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갈등 리의 도구로서 갈등당사자들이 느끼는 가치와 혜택,

갈등으로 인한 손실과 불만족을 악함으로서 갈등 리가 제 로

이루어졌는지 악할 수 있다(김용근,2005).

갈등 리는 갈등해소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해소를 용이

하게 해주는 것이다(Krauss,1984).갈등 리는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갈등이슈가 합의된 차에 의해 다루어짐으로써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고조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구조나 조건을 마련함으

서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해주기 한 과정(안 일,1994)이다.

김용근(1991)에 의하면 갈등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리자

가 이용자의 행 를 감시,감독하거나 벌 ,구속 등 법이나 규칙을

시행하는 것으로 개별 커뮤니 이션보다 효과 이다.둘째는 개별

해소방안으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문제 을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이다.직 면담을 통한 커뮤니 이션이 간 매체를

이용한 보다 효과 이다.셋째는 재자를 이용하여 갈등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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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상호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득,상호존 하며 공개 의사

소통과 같은 합리 방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규범

을 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건설 갈등해결을 해 필요한 요

건으로서 굿 커뮤니 이션(goodcommunication),서로의 정통성에

한 충분한 인식,문제 심 인 상,상호간의 신뢰와 확신,정보

공유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용근,2005).

홍성만(2008)에 따르면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첫째,제3

자의 조정 재,둘째,갈등당사자간의 정보교환,셋째,갈등당사

자간 설득노력,넷째,이해당사자간 참여 토론,다섯째,합리 인

보상체제 마련 제공,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의 당 성에 한 공감

형성을 제시하 다. 한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발생

한 지역주민과 앙정부 간의 갈등 완화 요인으로는 참여 의사소

통 기제,의견수렴 설득,보상으로 분류하 다.

송재호와 고계성(2015)은 사회교환이론(Anderecketal.,2005)을

근거로 개발 향에 한 지역주민 인식에 한 연구에서 지역

주민은 그들이 받은 편익(benefit)과 지불한 비용(cost)을 비교·평가

하여 이벤트에 한 지지를 형성한다고 하 으며,이벤트가 래하

는 효과는 일반 으로 경제 향,사회·문화 향,환경

향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고 하 다.

3.백두 간보호지역의 갈등 갈등 리

백두 간보호지역 내의 갈등은 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당

시 갈등인식이 나타났다.갈등 주체는 정부와 정부,정부와 시민사

회단체,정부와 지역주민 등 다양하 으며, 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2003년 백두 간 보호에 한 법률 제정 이후 구체 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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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역 설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립이 고조되어 갈등이 확

되었다.당시 백두 간보호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6개도,32개 시·

군,108개 읍면으로 강원(강릉,동해,태백,속 ,삼척,홍천, 월,

평창,정선,인제,고성,양양),충북(충주,제천,보은, 동,괴산,단

양), 북(남원,무주,장수), 남(구례),경북(김천, 주,상주,문경,

천, 화),경남(하동,산청,함양,거창)등이다.

앙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유형은 이해갈등으로,경제

요인(사유재산권 침해,개발 제한)이 갈등을 발생시킨 주된 원인이

었다.많은 지역주민들은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을 규제로 인식하여

주민궐기 회 등을 통하여 극 인 반 의견을 개진하 으며,갈

수록 반발이 거세져 주민투쟁 원회 등을 구성하여 백두 간보호법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하 다.이러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 산림청은 백두 간 TF 을 구성하여 지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의견수렴 설득 과정을 거쳤다.지역수 에서 의체를 운 하여

지자체,지역주민 표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 고,주민들의 반 의

견 일부를 인정하며 상호 공감 를 넓 나가는 활동을 실시하 다.

2005년 8월 백두 간보호지역을 강원도 고성군 향로 에서 경남 산

청군 지리산 천왕 까지로 확정하고 면 을 263,427ha(핵심구역

169,950ha,완충구역 93,477ha)9월에 고시하면서 백두 간보호지역

갈등은 일단락되었다.이후 산림청은 2013년 12월 백두 간보호지역

의 북쪽 지역을 설악산 향로 에서 DMZ인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백두 간보호지역은 총 길이 701km,면 275,077ha로 확 되었으

며,남·북한 백두 간 생태계 연결성 확보 향후 국제 보호지역

등재를 한 기반을 마련하 다(산림청 고시 제20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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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 백두 간보호지역

남원시는 라북도에 치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으

며 경상남도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7개 동,16개 읍·면을 포함하

고 있으며 총 인구는 85,643명,37,157세 로 인구의 59%가 동 지

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41%인 34,550명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2015,남원시 통계).남원시 백두 간보호지역은 운 읍,산내면,산

동면,아 면,이백면,주천면 등 총 6개 읍·면,28개 리(里),42개 마

을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4). 상지 행정구역 면 은 19,095ha이며

이 백두 간보호지역은 17,082ha(핵심구역 5,858ha,완충구역

1,482ha, 이지역 9,742ha)로 지역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남원시 주민들은 백두 간보호지역 추진 당시 태백시,평창군과

함께 2004년 산림청 주최 백두 간 심포지엄 개최 시 다른 지역 주

민들과 함께 회의장을 거하여 심포지엄을 무산시키는 등 가장 반

가 극심했던 지역 의 하나이다.남원시는 백두 간보호지역 지

정 이 에도 다수의 정부정책 갈등 경험을 겪어온 개발 제한이 많

은 지역이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백두 간보호지역의 지정은 지역주

민들에게는 다른 규제의 연장으로 인식되었다.백두 간보호지역

내에서는 일부 행 들만이 허용되어1)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

1)백두 간보호지역 내 허용행 (국무조정실,2005.8):핵심구역 - ① 국방․

군사시설,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② 생태통

로,자연환경보 ․이용시설,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 시설,③ 산림

보호․산림자원의 보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④ 문화재 통사

찰의 복원․보수․이 그 보 리를 한 시설과 문화재 통사찰

과 련된 비석․기념탑 등,⑤ 체에 지개발 이용보 진법에 의한

체에 지 이용․보 시설,⑥ 산의 시설기 개발면 의 제한,훼손 지

복구 등 일정조건하 에서의 산개발,⑦ 농가주택,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

민의 생활과 계되는 시설 등 / 완충구역 -① 핵심구역에서 허용되는 시

설,②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③ 임도․산림경 리사 등

산림경 과 련된 시설,④ 교육․연구 기술개발과 련된 시설,⑤ 도

별 개발면 안에서 석회석의 노천 채 ,⑥ 농림어업인의 주택 종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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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자산 가치 하락 등이 주민들이 보호지역 지정에 반 하는 원

인으로 작용하 다.당시 남원시에는 효기 스키장,운 골 장 등

이 건설될 정이었으며 자연마을 계획 등으로 인하여 그 이해 계

의 골이 더 깊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산림청은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보

상을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을 개해오고 있는데,2013년 산

림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지역주민인식조사 결과 부분의 지역에

서 보호지역 지정 이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만족(70%)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원 지역은 운 읍 장교리에서 시작되는

백두 간 등산로가 지나가는 지역이며,임산물 장창고 등 주민소

득 지원 사업이 실시된 지역이다.그러나 남원지역의 일부 마을은

2015년 실시된 생물권보 지역 설명회에서 여 히 강력한 반

의견을 나타내었으며,다른 지역 역시 반 으로 정부정책에 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소 ,2015). 앙정부의 갈등완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해결에 한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여 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목이며,이러한 태도

는 이후 생물권 보 지역,세계유산 등과 같은 추가 인 보호지역

지정 시 주민들의 찬반 의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 추

가 인 보호지역이 지정 여부와는 별개로,보호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보호지역에 부정 인 것은 지속 인 자연 보

지역 발 을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과제이다.당 자연,문화,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 던 백두 간보호정책의 취지를 달성

하기 해서도 지역주민에 심을 갖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설의 증․개축,⑦ 력․석유 는 가스공 시설 등,⑧ 백두 간 보호를

한 홍보․교육시설,⑨ 산지이외의 토지에서 개인․가족․납골묘의 설치

등(홍성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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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남원시 백두 간보호지역 분포(남원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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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 연구방법

보호지역 내 주민의 한 참여와 의견 수렴 없이는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리가 어렵다.따라서 지역주민의 부정 의도를 개선하

고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유지 발 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민과

련된 연구가 필요하다.남원시 백두 간보호지역 내 주민들의 보

호지역에 한 부정 인 의견을 이해하고 향후 추가 인 보호지역

지정 보호지역 리를 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 다.

첫째,보호지역 지정 후 주민소득 지원 사업 등 편익이 제공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족 의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후 보호지역에 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보호지역 지정에 한 지역주민들의 행동의도를 측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향후 자연 는 인문학 목 을 하

여 생물권보 지역,세계유산과 같은 다른 용도의 보호지역을 지

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행동의도는 어떤 요인을 통해 측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보

호지역 정책지지 행동의도에 한 가설 경로모형을 구축하고,실

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가설 모형의 합도와 효과를 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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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

제 2 연구모형 가설

계획행동이론과 기 불일치 이론은 각각 개인의 행동 측 만족

도를 설명하는데 리 사용되는 이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계획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행 자의 태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

제 향력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이다.계획행동이론을 용한 다수

의 선행연구는 행동 측을 해 행동보다는 행동의도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설명력이 높다고 하 다(윤설민,2015).이 연구에

서도 주민의 행동의도 측을 하여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변수를

활용하 다.단,계획행동이론의 기본 모형에서 최종 잠재내생변수

는 행동으로 행동의도에 의해 향을 받는 변수이지만,이 때 행동

은 실제로 발생한 행동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세계유산,생물권 보 지역 등 추가 인 보호지역 지정)

에 한 지역주민들의 지지 의사를 질문함으로서 주민들의 행동의

도를 측하고 해당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모형을 수정하여 행동의도까지만 측정하는

것으로 범 를 한정하 다.

행동 측을 한 계획행동이론 모델의 합성에도 불구하고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는 각 요인별 설명력은 그리 높지 않다는 단

이 있다(송학 외,2011).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은 계획행동이론을

확장하거나 수정하여 기존 모델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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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으로 도출하고,행동의도를 측하는 변수들의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

조사 상지역은 보호지역 지정에 한 거부감이 나타난 표 인

지역으로,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부정 의견에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보호지역 지정 이후의 만족도가 낮은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가정하 다.앞선 연구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 정책

공공서비스 등에 한 시민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기 불

일치 이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기 불일치 이론은 사건

발생 이 에 형성된 사 기 와 사후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

를 측정하는 이론으로,윤설민(2015)은 계획행동이론과 기 불일치

이론을 목하여 지역 이벤트에 한 지역주민의 지지도를 설

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추가 인 보호지역

지정 시의 주민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만족도와 태

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를 설명변수로 가정하 으며,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 와 성과로 측정하 다.이들 변수

간의 계를 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1:백두 간보호지역에 지정 의 기 는 지정 이후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성과는 지정 이후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만족도는 추가 보호지역 지

정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만족도는 보호지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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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보호지역에 한 태도는 보호지역 지정의 행동의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6:보호지역 지정에 한 주 규범은 보호지역 지정 시 행

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보호지역 지정에 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보호지역 지정

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검증을 해서 <그림 5>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이

연구모형은 윤설민(2015)의 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그림 5.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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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변수의 측정

변수의 측정을 하여 각 구성개념들에 해 다음과 같이 조작

정의를 하 다.

기 는 특정사건의 발생가능성 발생에 한 개인의 좋고 나쁨

평가 측이다.여기서는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특정사건에 하여

그 사건이 가져다 편익에 한 측 는 신념을 측정하 다.기

의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지역주민에 미치는 향을 경제

향,사회·문화 향,환경 향으로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경제 기 ,사회·문화 기 ,환경 기 로 분류하 으며 반

기 항목을 통해 종합 으로 측정하 다.이러한 분류는 성과 만

족을 측정할 때도 동일한 차원으로 측정하 다.

성과는 지정 이후 이러한 사 기 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느낀

성과를 의미한다.태도는 보호지역 지정 시 찬반 행동을 함에 있어

서 개인이 보호지역에 가지는 호·불호 감정을 측정하 다.

만족은 보호지역 지정 이후 보호지역에 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만족도 측정 시에는 기 -성과를 측정했던 것과 같은 차원의 질문

과 함께 기 -성과 간의 불일치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 다.

주 규범은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 사람들의 의견이 개

인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이 연구에서 주

사람들( 거집단)은 가족,친구,이웃으로 설정하 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동 수행의 용이성에 한 단 지각의 정도

를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보호지역 지정과정(공청회,설명회 등)

에의 참여용이성을 측정하 다.

행동의도는 세계유산과 같은 추가 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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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찬반 의사를 측정하 다.측정오차를 이기 하여 세계유

산 등과 같은 추가 보호지역은 추가 구역 확장 없이 재 보호

지역과 동일한 구역 내에서 신규 지정 되는 것을 가정하고 질문하

다.

각 변수의 구성개념은 기 불일치 이론 만족,계획행동이론을

용한 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목 에 맞게 재구성하 다.

모든 변수는 Likert5 척도로 측정하 다(1 :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이 연구모형의 측정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항목과

내용은 <표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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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세부항목
변수
명

내용 련연구

기

반 기 1
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이 지정될 당시 지정에 따른 보
상이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

이소 (2015),
송재호,

고계성(2015),

종석,

장경혜(1999)

경제 기 2
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이 지정될 당시 지역에 경제
혜택(지원사업, 수익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

문화 기 3
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이 지정될 당시 지역에 경로당,
문화 공간,민박,식당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

환경 기 4
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이 지정될 당시 지역의 자연환경
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

성과

반 성과1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느끼는 반 성과

경제 성과2
지정 이후 지역의 경제 혜택 (주민소득지원사업, 수
익 등)이 증가했다

문화 성과3
지정 이후 지역에 경로당,문화 공간,민박,식당 등이 증
가했다

환경 성과4 지정 이후 지역의 자연환경이 더 좋아졌다

만족

반 만족1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반 으로 만족

MacKenzie

& Olshavsky

(1996)

Tse&Wilton

(1988);

Westbrook&

Oliver(1991)

종석,

장경혜(1999)

경제 만족2
지정 이후의 경제 혜택(주민소득지원사업, 수익 등)
에 만족

문화 만족3
지정 이후의 문화 혜택(경로당,문화공간,민박,식당
등)에 만족

환경 만족4 지정 이후의 자연 환경에 만족

기 일치 만족5
지정 에 기 했던 것과 지 실제로 느끼는 보상·혜택
의 정도가 비슷하다

정보
만족

만족6
보호지역 지정과정 내용에 한 정보나 설명이 충분히
있었다

친숙도 만족7 보호지역에 해서 알고 있거나 들어본 이 있다.

태도

행동

신념
태도1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Ajzen(2006)
이충기,

윤설민,

박창규(2011)

결과

평가
태도2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의 편익이 증 하 다

태도3 백두 간보호지역에 호의 이다

주

규범

규범

신념
주 1

내 가족이나 친구,이웃 등은 내가 보호지역 지정에 찬성
할 거라고 생각한다

수행동기 주 2
지역의 정책에 찬성이나 반 를 할 때,나는 가족이나 친
구,이웃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규범

신념
주 3 내 가족이나 친구,이웃 등은 보호지역 지정에 찬성하 다

지각
된
행동
통제

통제신념 지각1
보호지역 지정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을 경우 나는 공청회
에 참여할 수 있다

통제
신념

지각2 원하면 언제든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통제요인
향력

지각3
내가 보호지역 지정 과정(공청회,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
다면,지정을 보다 극 으로 검토할 것이다

행동의도
백두 간보호지역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면 찬성할 것
이다

표 1.모형측정에 사용한 변수와 측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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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생동물 피해증가

2.지역개발 제한

3.주민소득사업 미비

4.사유재산권 침해

5.지역주민 참여 제한

6.외부인 증가

표 2.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주민의 불만족 이유

한 연구에서는 주민들에 한 이해도를 보다 높이기 하여 보

호지역 지정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불만족 원

인을 별도로 질문하 다.해당 질문은 폐쇄형으로 6개의 보기에서

불만족 원인을 복 체크하도록 하 다.6개의 보기는 산림청(2013)

의 주민 여론 조사 시 주민들이 불만 의견으로 제시하 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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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연구 상

연구는 남원 지역 백두 간보호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상으로 하 다.조사 상 지역은 남원시 산내면,산동면,아 면,

운 읍,주천면 등 1개 읍 4개 면의 42개 마을에 거주하는 1600

여 가구이며,실제로는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주 등으로 인해 이보

다 더 은 수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2005년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보호지역 지정에 해 체로 반 의

견을 표 했으며(산림청,2005;이소 ,2015),2013년 산림청 여론

조사 결과 보호지역 지정 이후 보호지역에 해 정 의견으로

환된 다른 지역에 비해 여 히 부정 의견이 높은 지역으로 나

타났다.오랜 시간 거주해 온 마을 인근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보호지역 지정 시 실질 으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이 이러한 정책에 매우 부정 인 의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제 5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5년 8월 27-28일,10월 7일-11일에

거쳐 수집되었다.남원시 백두 간보호지역 내 마을(42개 마을,1600

여 가구)의 주민을 조사 상으로 하 으며 마을 마을별 표자

명단은 <표 3>과 같다.표본추출방법은 1)조사 상 마을을 읍·면

단 로 층화 한 뒤,각 읍·면에 속해있는 마을 개수를 기 으로 비

율에 따라 조사 상 마을을 임의 추출하 다.이후 마을에 직 방

문하여 가구별로 설문지를 사용한 면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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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필요 시 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 인 자료를 수집하 다.총 121

명의 주민과 조사과 진행되었으나,불성실한 응답을 제외 한 후 최

종 으로 102명의 조사결과를 데이터로 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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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지명 이 장
비고

도 시군 읍면동 리 성 명

라

북도
남원

운

가산리 유○○

공안리 유○○

권포리 최○○

덕산리 김○○

매요리 이○○

임리 장○○

장교리 이○○

주 리 김○○

향리 방○○

행정리 서○○

산내
덕동리 정○○

부운리 공○○

산동

기리

방○○ 마을

양○○ 등구마을

양○○ 평선마을

부 리

박○○ 부동마을

최○○ 부서마을

소○○ 마을

월석리
오○○ 월산마을

김○○ 석동마을

아

구상리 문○○

리 정○○

성리
서○○ 상성마을

방○○ 하성마을

아곡리 황○○

월산리

유○○ 구지마을

김○○ 신지마을

○○ 오산마을

일 리 서○○

청계리 김○○

이백

강기리
최○○ 강 마을

김○○ 내기마을

과립리
김○○ 과리마을

안○○ 입 마을

양가리
김○○ 양강마을

최○○ 목가마을

효기리
최○○ 효기마을

강○○ 효 마을

주천

고기리
정○○ 내기마을

임○○ 고 마을

덕치리
고○○ 회덕마을

최○○ 노치마을

표 3.조사 상 백두 간보호지역 내 마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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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자료분석

연구의 자료 분석을 해 SPSS와 AMOS 로그램을 이용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기술통계를 제시하

으며,가설검정을 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별 향력

설명력을 확인하 다.

연구모형의 성을 평가하기 하여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

을 수행하 다.타당성 분석은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개념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을 단하 다.신뢰성은 Cronbach’s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요인의 내 일 성을 확인하 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요인 재가 잘못된 변수 내

일 성을 해시키는 요인을 제거한 후,변수정제를 통해 측정모형

의 합도를 단한 뒤,모형의 경로분석 값을 통해 연구가설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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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 표본특성과 기술통계

1.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4>와 같다.

조사 상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67.4%로 여성보다 많았으며,연령

는 주로 60 이상(66.6%)이 부분이었다.조사 상자의 학력은

졸 이하가 61.8%,고졸이 29.2%, 문 졸 이상이 9% 으며,월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47.5%,100-200만원이 27.5%,200만원 이상

이 25%로 나타났다.응답자의 직종은 83.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3%는 민박 등 업,기타 자 업자 등이

응답하 다.

2.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불만족하는 이유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에

해 질문한 결과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다(그림 5).지역개발 제한과 주민소득사업이 미비

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뒤를 이었으며,사유재산권 침해,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가 제한 이었기 때문에 불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백두 간보호지역 이후 등산객,

연구자 등 외부인의 방문이 잦아져서 불편하다는 응답도 26%를 기

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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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62 67.4

여 30 32.6

나이

20 2 2.1

40 14 14.6

50 16 16.7

60 39 40.6

70 이상 25 26.0

학력

졸 30 33.7

졸 25 28.1

고졸 26 29.2

문 졸 이상 8 9.0

월 수입

100만원 미만 38 47.5

100-200만원 22 27.5

200-300만원 15 18.8

300만원 이상 5 6.2

직종

농업 81 83.5

업 10 10.3

기타 6 6.2

표 4.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n=102)

원인 응답 수 비율(%)

야생동물피해 증가 68 23.0

지역개발 제한 57 19.3

주민소득사업 미비 52 17.6

사유재산권 침해 48 16.2

지역주민 참여 제한 36 12.2

외부인 증가 35 11.7

표 5.백두 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주민의 불만족 이유(복수응답)

제 2 측정도구 검증

측정도구의 성을 평가하기 하여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

을 수행하 다.실제 조사에 앞서 남원 이백면 지역 주민 4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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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태도3,지각2요인은 요인 재치가

낮아 제거한 후 본 조사에서는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행동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문항들의 신

뢰성은 Cronbach’s  계수를 활용하여 내 일 성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0.6이상이면 사회과학분야에서 척도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다고 본다(송지섭,2015).이 연구에서는 만족도 변수의 ‘만족6’,

‘만족7’,성과 변수의 ‘성과4’,주 규범 요인의 ‘주 3’문항은 내

일 성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여 신뢰도

계수를 높 다.결과 <표 6>과 같이 각 변인별 측정변수들의 내

일 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항목수 Cronbach’s
기 4 .911

성과 3 .869
만족 5 .886

태도 2 .872

주 규범 2 .698
지각된 행동통제 2 .882

표 6.측정변수의 내 일 성 측정 결과

타당성 분석은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기 ,성과,만족도 태

도,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의 내 타당성을 별하 다.

구성개념이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지를 검정하는 구성개념의

집 타당성은 평균분산추출값(AVE)과 변수별 요인 재량을 통하여

단하며 일반 으로 그 값이 0.7이상일 경우 집 타당성을 만족한

다고 단한다(송지 ,2015).이 연구모델은 평균분산추출값(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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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수별 요인 재량 계수들이 모두 0.7이상으로,연구모델은 내

타당성을 충족한다(표 7,표 8).

잠재변수 평균분산추출값

기 .788

성과 .809

만족 .722

태도 .889

주 규범 .764

지각된 행동통제 .895

표 7.집 타당성 확인을 한 평균분산추출값 분석 결과

요인 기 성과 만족 태도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기 1 .833 .174 .213 .240 .267 .223

기 2 .904 .300 .281 .228 .299 .336

기 3 891 .3501 302 .305 .322 .295

기 4 .919 .261 296 .320 .323 .385

성과1 .372 .954 .673 .577 .478 .314

성과2 .227 .906 .637 .525 .418 .356

성과3 .227 .835 .484 .423 .268 .234

만족1 .278 .635 .907 .700 .607 .500

만족2 .193 .614 .908 .634 .495 .492

만족3 .243 .586 .853 .612 .458 .457

만족4 .258 .520 .828 .565 .569 .429

만족5 .361 .495 .739 .518 .399 .345

태도1 .242 .529 .659 .939 .628 .494

태도3 .340 .550 .692 .948 .667 .507

주 1 .350 .455 .580 .699 .917 .577

주 2 .234 .300 .455 .473 .828 .427

지각1 .312 .313 .523 .515 .605 .949

지각3 .360 .329 .472 .489 .498 .943

표 8.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서 각 구성개념이 동일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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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집 타당성과 함께,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항

목들이 서로 구별되는지를 단하는 별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각 측정변수의 요인 재량은 동일한 개념에 해서

는 0.7이상의 높은 요인 재량을,서로 다른 개념에 해서는 낮은

요인 재량을 나타내고 있어 구성개념의 집 타당성과 별타당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별타당성을 확인하는 보다 객 인 지표로 AVE제곱값과 상

계수의 비교를 실시하 다(표 9).AVE는 평균분산추출값으로 잠

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와 공유하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한다.타당

성이 존재하기 해서는 AVE제곱근이 최소 0.5이상이어야 하며,

각 잠재변수의 AVE제곱근이 다른 잠재변수와의 상 계수보다 높

아야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단할 수 있다(Fornell& Larcker,1981;

윤철호,김상훈.2014).모든 잠재변수의 AVE제곱근이 0.5이상임

과 동시에,다른 잠재변수와의 상 계수보다 높은 값을 지니고 있

어,연구모형이 별타당성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기 성과 만족 태도 주 지각

기 (.888) .312 .311 .310 .343 .355

성과 .312 (.900) .674 .572 .444 .339

만족 .311 .674 (.849) .717 .599 .527

태도 .310 .572 .717 (.943) .688 .531

주 .343 .444 .599 .688 (.874) .585

지각 .355 .339 .527 .531 .585 (.946)

표 9.변수의 AVE제곱근과 잠재변수간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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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모형의 합성과 가설검증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측정모

형의 합도를 단하 다.

(1)연구모형의 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합도를 추정하기 해 경로분석 모형의 분석결과를

<표 10>와 같이 제시하 다.모형 합도란 연구모형과 실제 공분산

자료를 이용한 모형 간의 일치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표본자료의

특성과 이론 특성과의 일치도로 설명된다(이홍우 외,2003).모형

의 합도는 카이제곱 검정 값이 유의한지 아닌지로 별하지만 모

형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민감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모형 합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합도 지수가

있으나 각각의 장단 이 있어 특정한 기 보다는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합도를 단한다.모든 합도 지수

에 충족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일반 으로 2/df값, 합지

수(RMSEA,RMR,GFI등),증분 합지수(CFI,NFI,IFI등),간명

합지수(PNFI,PCFI)등을 사용한다.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일반

으로 CFI,TLI,RMSEA 값을 함께 고려하여 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시되고 있다(홍세희,2000;김진호 외,2007;Hu &

Bentler,1999).본 연구모형은 
2/df가 2보다 작으며 CFI,TLI,

RMSEA 값이 <표 10>에 정리된 바와 같이 권장 기 에 충족하므

로 연구에 합하며 계속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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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권장 값 측정 값 합도

CMIN 카이제곱 값 187.424 -

p >.005 .000 부 합

CMIN/df 1-3 1.752 합

RMSEA <0.10 0.086 합

GFI >=.9 .826 부 합

NFI >=.9 .867 합

CFI >=.9 .937 합

IFI >=.9 .938 합

TLI >=.9 .919 합

표 10.모형 합도 지수

(2)가설 경로 모형의 모수치 추정 유의성

모형의 추정치 확인 시 사용하는 C.R.(CriticalRatio)는 분산분석

시의 t값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즉,C.R.값이 ±1.96이상일

경우 5% 유의수 에서 해당 계수는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연구에

서 사용된 경로분석 모형의 추정치는 <표 11>과 같다.

구분 Estimate S.E. C.R. P

만족 ← 성과 .765 .103 7.457 ***

태도 ← 만족 .712 .103 7.561 ***

행동의도 ← 지각된행동통제 .565 .097 5.851 ***

행동의도 ← 태도 .383 .129 2.967 .003

행동의도 ← 주 규범 .303 .097 3.137 .002

행동의도 ← 만족 .122 .129 .817 .414

만족 ← 기 .044 .066 .666 .505

표 11.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비표 화회귀계수)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성과는 만족에 향을 미치며,만족도는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주민의 보호지

역 정책에 한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직 인 향을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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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행동통제,태도,주 규범 요인으로 나타났다.태도 요인

과 주 규범 요인은 1% 유의수 에서 행동의도에 유효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계수의 유의성 확인 결과 기 -성과(=.312,p=.004)간에 유

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외에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연구가설 검정

AMOS경로분석 결과 95% 신뢰수 에서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

설 7개 2개가 기각되었고 5개의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그림 5).

그림 6.경로분석 결과(표 화회귀계수 값)

<그림 6>에 표기된 숫자는 향요인이 향받는 변수 사이에 미

치는 향력을 말한다.분석 설정한 가설과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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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가설1:백두 간보호지역에 지정 의 기 는 지정 이후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

<표 11>과 같이 기 는 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성과는 지정 이후의 만족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

성과는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765이고 표 오차는 .103,C.R.값은 7.457

(>1.96(C.R.(5%))이므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보

호지역 지정 이후의 성과는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3: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만족도는 추가 보호지역 지

정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도는 행동의도에는 유의한 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4: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만족도는 보호지역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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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회

귀계수의 추정치는 .712이고 표 오차는 .103, C.R.값은 7.561

(>1.96(C.R.(5%))이므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보호지역 지

정 이후의 만족도는 보호지역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5:보호지역에 한 태도는 보호지역 지정의 행동의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

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추정치는 .383이며 표 오차는 .129,C.R.값은 2.967

(>1.96(C.R.(5%))이므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보호지역에 한

태도는 이후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설6:보호지역 지정에 한 주 규범은 보호지역 지정 시 행

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주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회귀계수의 추정치는 .303이고 표 오차는 .097,C.R.값은

3.137(>1.96(C.R.(5%))이므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주 규범은

보호지역 찬반 의사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

가설7:보호지역 지정에 한 지각된 행동 통제는 보호지역 지정

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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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의 추정치는 .565이고 표 오차는 .097,C.R.값은

5.851(>1.96(C.R.(5%))이므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보호지역

지정 시의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은 보호지역 지정 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요인별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성과는 만족을 52.9% 설명해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만족은 태도를 42.0%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지역주민의 보호지역에 한 행동의도에 한 설명력은

43.7%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설명력이 비교 높다

고 단할 수 있다2).

2)최종 종속변수의 R2값이 0.10이상일 경우 해당 방정식이 합한 것으로

단함(Falk& Miller,1992;김통일,김성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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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찰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성과는 지정 이후의 만족도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지역 지정 에 가진 기 는 보호

지역 지정 이후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이 인식한 성과는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보호지역에 한 주민들의 태도,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 향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이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계획행동이론 모형은 이 연구에서

도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특정한 사건에 하여 사건발생 이

에 형성된 기 와 이후에 실제 인식된 성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을

형성한다는 기 불일치이론은 기 가 만족에 직 향력을 미치

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검증 되지 않았다.그러나 Oliver와

DeSabro(1980)의 연구에 따르면 기 는 성과에 비해 향력이 은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신동식,2009).

기 불일치 이론 모델이 검증되지 않은 것에 해서는 설문조사

시 이루어진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몇 가지 쟁 을 악할 수

있었다.

첫째,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

공되지 못하 다.설명회 공청회는 1∼2회에 그쳤으며,이마 도

일방 인 통보식 설명회로 충분한 설명과 사 설득 과정이 부족했

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었다.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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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즉,사

에 보호지역에 한 정보를 제 로 하지 못함에 따라 사 기

를 형성하기에는 보호지역에 한 인식이 불충분하 던 것으로

단된다.2005년 지정 이 산림청의 지토론회 등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은 보호지역 지정 이 의견수렴 과정에

서 소외당했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주민들은 실제로 인식한 성과에 의해 보호지역 지정에 한

만족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들은 특히 만

족도 형성 시 경제 성과와 자연 성과의 향을 높게 받는다고

응답하 다.보호지역 지정 이후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의 지원이 이

루어졌을 경우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 으며,

사유재산권 제한,지역개발 제한 등의 경제 규제는 보호지역에

해 불만족하는 주요 이유라고 응답하 다. 한 보호지역 지정 이후

자연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인식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며,야생

동물 피해 등이 증가하 다고 인식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여 자연 성과 역시 정 혹은 부정 만족도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비록 기 와 성과 성과 요인만 만족도 형성에 통계 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기 와 성과의 상

계계수가 0.312로 유의한 상 계가 있다는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즉,기 와 성과는 서로 독립 인 계가 아니며 사 기 는

실제 성과를 인식할 때 향을 다고 볼 수 있다.보호지역 지정

이 에 정 인 기 를 형성한 응답자는 상 으로 그 성과가 미

진하다고 단될 경우 낮은 만족도를 가지는 경향을 보 다.보호지

역 지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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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 를 형성하지 못함은 물론 보호지역 지정 이후 실시된 지

원 사업에 해서도 보호지역으로 인한 지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주민들의 기 가 성과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상기한 바와 같이 산림청은 백두 간보호지역 주민들의

반 의견을 완화하고 갈등을 리하기 하여 주민소득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왔다. 기 지정과정에서는 설명회 등이 부족하여 기

형성이 미진하거나 부정 인 기 를 형성한 바 있으나,보호지역 지

정 이후 이러한 미비 을 보완하고자 앙정부의 보상이 지원된 것

이 주민들의 성과 인식에 향을 미쳤으리라고 고려할 수 있다.

백두 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만족도는 행동의도에는 직

향을 끼치지 않지만,추가 인 보호지역 지정에 한 태도에는 유의

미한 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태도가 행동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보호지역 지정 이후 높은 만족도

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추가 인 보호지역 지정 리 활동에

정 인 향을 것이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보호지역에 한 태도,개인의 주 규범,보호지역 지정 과정에

서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은 보호지역 지정 시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계획행동이론이 보호지역 내 지역주민

의 행동의도를 설명하는데도 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즉,보

호지역 정책에 한 지지의사는 보호지역 지정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향력 있는 주변 인물의 의견에 향을 많이 받을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정 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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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보호지역이 지속 이고 발 으로 유지· 리되기 해서는 보호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 이다. 한 보

다 효과 인 자원 보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해 추진하고

있는 생물권보 지역 등의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해서는 지역주민

들의 극 참여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주민들의

보호지역 지정 이후 만족도가 이후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한 그 외의 다른 요인이 행동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보호지역에 해 부정

인 여론을 갖고 있는 라북도 남원 지역을 상으로 하여 보호지

역 내 주민들의 만족도를 사 기 와 사후 성과를 통해 측정하고,

계획행동이론 모형을 목· 용하여 주민들의 행동의도를 측하고

해당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 다.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분석 모형은 최종 종속변수인 행동의도에

해 43.7%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모형은 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가설검정 결과 가설1(보호지역 지정 의 기 는 지정 이

후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4(만족도는 보호지역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95% 신뢰수 에서 기각되었다.

이외의 가설은 채택되어,성과는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만족도는

태도에 향을 미치고,태도와 주 규범,지각된 행동통제는 행

동의도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지역에 한 태도는 기존 보호지역를 통해 경험된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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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높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만족도는 결국 보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경제 인센티 는 환경 편익)에

의하여 유의미하게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호지역 지정 에 형성된 기 는 보호지역 지정 이후의 만족도

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거나,혹은 사 기 를 형성하기

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기 와 성과

간에는 정(+)의 상 계가 나타나 해당 원인에 한 추가 인 분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성과와 만족 간에는 정(+)의 상 계가

나타나 성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보호지역에 한 주민들의 만족도

를 높이기 해 매우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만족도는 보호지역에 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쳤으며,

태도는 추가 보호지역 지정에 한 행동의도에 역시 정(+)의 향

을 미쳐 보호지역에 정 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곧 추가 인

보호지역 련 정책에 친화 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측

할 수 있다.성과가 주민 만족에 높은 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할

때,원활한 보호지역 리를 해서는 한 보상을 지원하되,주

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인센티 를 제공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실제 조사 도 일부 주민들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이 무엇으로 인해 제공되는 것인

지 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따라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

는 형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 주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곧 거집단이 보호지역에

해 정 일수록,개인의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자유

로울수록 보호지역 지정을 정 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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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따라서 보호지역 정책 추진 시 지속 인 정보공유를 확

하고,단순 설명회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지속 으로 확 하고 보장하는 것이 정 의견 수렴을 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비록 백두 간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최 의 과정

에서 주민들과의 의견 립이 극심하 기 때문에 기존의 불신을 극

복하기 어려웠고,이를 설득하기 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음

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이 충분하게 다가가지 못하 으나

향후 추가 인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학습하여

주민의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 으로 형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구체 으로 보호지역과 련된 편익 정보를 충

분히 설명하거나 는 교육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첫째,주민들

의 정 인 태도 형성 사회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주민과의 공감 를 높이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 나아가 주민 스스로 지역 자원 보호의 필요성

을 인식함으로서 극 이고 주도 인 보호지역 리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러한 활동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용이하

게 하는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 기 와 사후 성과가

같이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기 와 성과 간의 계를 명확

히 밝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향후 유사한 정책 추

진 는 연구 진행 시 기 와 성과에 한 객 인 측정이 진행될

경우 보다 유용한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향후 보호지역을 통한 편익 지원 시의 효과 인 방안 주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한 세부 인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xlviii-

참 고 문 헌

Ajzen,I.1991.TheTheoryofPlannedBehavior.Organizational

BehaviorandHumanDecisionProcesses.50:179-211.

Ajzen,I.2006.CONSTRUCTING A THEORY OF PLANNED

BEHAVIORQUESTIONNAIRE.

Anderson,W.& Sullivan,W.1993.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ofCustomerSatisfaction forFirms.Marketing

Science,12:125-243.

Armitage,C.& Conner,M.2001.Efficacy ofthe theory of

plannedbehaviour:A meta-analyticreview.BritishJournalof

SocialPsychology,40(4):471-499

Bercovich,J.& Jackson,R.2001.NegotiationorMediation?:An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Choice of Conflict

Management in International Conflict. Negotiation Journal,

17(1):59-77.

Cheng,S.,Lam,T.& Hsu,C.2006.Negativeword-of-mouth,

communication intention: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behavior.JournalofHospitality& Tourism Research,

30(1):95-116.

Erevelles,S.& Leavitt,C.1992.AComparisonofCurrentModels

ofConsumerSatisfaction/Dissatisfaction.Journalof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and Complaining Behavior,5(1):



-xlix-

104-114.

Fornell,C.& Larcker,F.1981.Evaluating StructuralEquation

ModelswithUnobservableVariablesandMeasurementError.

JournalofMarketingResearch,18(1):39-50.

Hampton,M.2004.HERITAGE,LOCAL COMMUN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Annals ofTourism Research.

32(3):735–759

Higgs, B., Polonsky, J. & Hollick, M. 2005. Measuring

expectations:Forecastvs.idealexpectations.Does itreally

matter?.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2(1):49-64.

Hu,L.& Bentler,M.1999.Cutoffcriteria forfitindexesin

covariancestructureanalysis:Conventionalcriteriaversusnew

alternatives,StructuralEquationModeling,6:1-55.

Kim,Y.& Han,H.2010.Intention to pay conventional-hotel

pricesatagreenhotel:Amodificationofthetheoryofplanned

behavior.JournalofSustainableTourism,18(8):997-1014.

Krauss,S.1984.Conflictinthediet:towardconflictmanagement

inparliamentarypolitics.ConflictinJapan,243-293.

Oliver,L.1980.A Cognitive Modelof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ofSatisfactionDecisions.JournalofMarketing

Research,42(4):460-469.

Oliver,L.1997.Satisfaction:A BehavioralPerspectiveon the

Consumer.New York:IrwinMcGraw-Hill.

Parks,B.1984.Linking Objectiveand SubjectiveMeasuresof



-l-

Performance.PublicAdministrationReview,44(2):118-127.

Pitt,F.,Watson,T.& Kavan,B.1997.Measuring information

systemsservicequality:Concernsforacompletecanvas.MIS

Quarterly,21(2):209-223.

Rivis,A.& Sheeran,P.2003.Socialinfluencesandthetheoryof

plannedbehaviour:Evidenceforadirectrelationshipbetween

prototypesandyoungpeople’sexercisebehaviour.Psychology

& Health,18(5):567-583.

Ryzin,G.2005.TestingtheExpectancyDisconfirmationModelof

CitizenSatisfactionwithLocalGovernment.JournalofPublic

AdministrationResearch& Theory,16:599-611.

Tse,K.& Wilton,C.1988.ModelsofConsumer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sion.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May):204-212.

Westbrook, A. & Oliver, L. 1991. The Dimensionality of

Consumption Emotion Patterns and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ofConsumerResearch,8(June):84-91.

Shadie,P.2015.BAEKDU DAEGAN MOUNTAIN SYSTEM

ENGAGING COMMUNITIES & CAPTURING BENEFITS.

OdonataConsulting.

Spreng, A., MacKenzie, B., & Olshavisky, W. 1996. A

reexaminationsoftheDetermationsofConsumerSatisfaction,

JournalofMarketing,60(July):15-32.

김용근.1991.자연휴양자원 리를 한 SocialDilemma해소방안.

한국임학회,80(3):287-295.



-li-

김용근.2005.백두 간 보 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해소와

주민참여 방안:지역주민의 갈등해소를 심으로.한국산지보

회.

김진호,홍세희,추병 .2007.경 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

의 용:문헌 연구와 비 .경 학연구,36(4):897-923.

김통일,김성일.2010.국립공원 유비쿼터스 시스템 도입방안.한국

임학회,99(3):368-379.

남원시 통계.남원시 인구 황:http://stat.namwon.go.kr/.2015년 12

월 12일 검색.

남원시.2015.유네스코 백두 간 생물권보 지역 용도구역(안).남

원시청.

노경섭.2014.제 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SPSS & AMOS

21.서울:한빛 아카데미.

박진경.2011.여가행동을 측하는 모형 탐색. 연구,26(4):

237-255

산림청.2005.백두 간보호 기본계획 2006-2015.산림청.

산림청.2013.백두 간 인식조사.한국갤럽.

산림청.2015.백두 간보호지역 국제보호지역 등재 추진 등을 한

연구.산림청.

김성일,장진성,Shadie,P.,박선주,이동호.2015.백두 간보호지역

은 세계유산 등재를 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한국임학

회,104(3):476-487.

성보 ,최승담.2014.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행동 향요

인 분석. 학연구,2(118):79-101.

송재호,고계성.2015. 개발 향에 한 지역주민 인식에 한



-lii-

연구:경남 창원시 마산구 심으로. 한경 학회지,28(1):

37-51.

송지 .2015.SPSS/AMOS통계분석방법.서울:21세기사.

송학 ,이충기,강수경.2011.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자연

기반 축제 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에 한 연구:보령머드축제를

사례로.제69차 한국 학회 학술 회 연구논문 발표 회 논

문집,983-995.

신동식.2009.기 불일치이론을 용한 테마 크 이용자의 이용만

족과 환의도에 한 연구: 안매력도의 조 효과 검정. 연

구,24(2):177-197.

신 규.2013.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용을 통한 생

태 의도에 한 연구. 연구,25(1):231-250

안 일.1994.정부갈등 리론.서울: 명.

종석,장경혜.1999.소비자 만족결정요인들의 상 향력에

한 연구.소비자학연구,10(4):75-91.

오상운,노경국.2011.세계자연유산에 한 지역주민의 향인

식 변화 연구 -지역과 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심으로.동북아

연구,7(3):51-74.

윤설민.2015.기 불일치이론과 계획행동이론에 따른 이벤트

에 한 지역주민의 행동의도 지지도 이해.한국호텔외식경

학회,24(1):127-145.

윤설민,오선 ,윤선정.2010.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내국인

의 해외여행 의도에 한 연구:사 지식과 지각된 험의 역할을

심으로.호텔경 학연구.19(6):289-307.

윤철호,김상훈.2014.R을 이용한 PLS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튜토리



-liii-

얼: 시 연구모형 데이터를 심으로.InternationalSystem

Review,16(3):89-112.

이소 .2015.FactorsthatinfluencethesupportoftheBaekdu

DaeganMountainSystem asaWorldHeritageSite:asurvey

on localcommunity from Namwon,Sangju and Inje.Seoul

NationalUniversity.

이충기,송학 .2010.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갬블링열정과

행동의도간 구조 계 분석. 학연구,34(3):125-145.

이충기,윤설민,박창규.2011.상해엑스포 방문동기․만족도․태도

간 구조 계 분석:개념모델 간 정량 ․실증 비교. 학연구,

35(8):323-343.

이홍우,이진춘,백선숙.2003.경로분석을 이용한 교육품질요인의

인과 계 분석.한국산업정보학회지,8(2):72-83.

상, 근.2011."4 강 살리기 사업"효과에 한 시행 지역 주

민의 기 심리 분석:충주지역 주민을 심으로.한국지방행정연

구원,25(1):83-115.

제갈돈.2013.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한 시민들의 기 ,성과

만족도의 계: 기 불일치이론을 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7(1):69-94.

용호.2012.메가이벤트에 한 지역민 참여행동 측 요인 타당

성 검증에 한 연구:2011 구세계육상선수권 회를 상으로.

호텔경 학연구,21(6):287-308.

홍성만.2008.백두 간보존을 둘러싼 다차원 갈등과 합의형성.지방

행정연구,22(4).165-191.

홍세희.2000.구조 방정식 모형의 합도 지수 선정기 과 그 근거.



-liv-

한국심리학회,19(1):161-177.



-lv-

Abstract

Factorsaffectingthe

residents’behaviorintention

forconservationofBaekdu

DaeganMountainSystems

ProtectedAreas

SunjooPark

DepartmentofForestSciences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paperinvestigates the factors thatinfluence the local

residents’behavioralintentionforconservationofBaekduDaegan

ProtectedArea(BDPA)topredictbehavioroflocalresidentsof

theprotectedarea.「TheTheoryofPlannedBehavior(TPB)」

byAjzenand「ExpectancyDisconfirmationTheory(EDT)」 by

Oliverwereemployedtodeducttheinfluence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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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eld survey of102 localpeoplein Namwon city which

includes the BDPA was done to identity the factors that

influencethebehaviorofresidentswhoapproveordisapprovethe

designationoftheprotectedareasintheirlocations.Thesurvey

questionswerecomposedofexpectations,performance(benefits

from protected area),satisfaction,attitudes,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alcontrolfactor oflocalresidents toward

BDPA.Satisfaction washypothesizedasdependentvariableas

expectations and actualimpactofthe designation ofBDPA.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ctorsareindependentvariablesonbehavioralintention.

Thisstudy used path analysisto analyzetherelation with

factorsonresearchmodelandverifieditsvalidity,reliabilityand

modelfit.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localpeople satisfaction is

determinedbyperformanceratherthantheiraprioriexpectation.

Residents’satisfactions with implementation ofprotected area

policyinfluenceondevelopmentoftheirpositiveattitudetowards

protectedareapositively.Theresultsalsoindicatethatthelocal

people’s behavior,at least their intention is influenced by

reference groups such as family or friends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furtherexpansion ofprotected areas in their

location.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by localpeople on

decisionmaking processofprotectedareaby influencing their

perceived behavioralcontrolfactor is important,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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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localresidentspositivesupportforprotectedarea.

keywords:ProtectedArea,BDMS,LocalCommunity,Path

Analysis,ExpectancyDisconfirmationTheory,

TheoryofPlanned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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