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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인식

-강원도 양양군을 중심으로-

엄     철     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

보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

제는 1)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1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문헌고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포츠관광 개발 초기 지역성장 및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바



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지역 성장 동력이 부재한 현실과 고령화, 이촌향도로 인하여 

지역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관광개발을 이를 타개할 하나의 수

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관광 개발 이후 개발로 인한 실

질적 소득의 부재와 기존 지역주민의 외부 이탈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지

니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은 개발 초기에 지녔던 인식과는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관광 개발 이전 지역주민 간 관계는 정서적 연대에 기반을 

둔 원만한 형태를 보였으며, 주민 간 갈등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관광 개발 이후 금전적 문제와 결합된 주민 간 갈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주민조직의 역할이 축소 또는 확대되어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특성이 모두 나

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외지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연관이 있

다. 개발 초기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였으나, 개발 이후 유입된 이주민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역주민들은 개발 초기 유입된 이주민

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개발 이후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자신

의 지역을 배경으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식하여 관계 형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스포츠관광, 스포츠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학  번: 2017-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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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지식 정보화라는 역사적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물려 한국사회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노동력을 기반으

로 하는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

며, 이에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가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주체로 등

장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거시적 차원의 

‘국가’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있어 급속

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였고, 지자체는 제한된 여

건 속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모색

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고 있다(유근웅, 2009). 관광산업은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며, 타 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Carbone, 2005; Chok et 

al., 2007; Scheyvens, 2007).

최근 지자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스포츠관광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현대관광의 특징이 과거 주유 관

광 및 정적 관광에서 탈피한 ‘움직임 관광’과 ‘참여 관광’으로 변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배성완, 2002; Glyptis, 1991). 이에 움직임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는 관광산업에 핵심으로 자리하면서 지자체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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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관광형태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지자체는 스포

츠관광 활성화라는 구호 아래 스포츠시설 및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례로 가평군은 스포츠와 레저, 관광을 합

친 스포츠투어리즘을 도시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2020년까지 427억 원을 들여 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시설

을 건립해 스포츠관광 도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중부일보, 2018년 2월 

18일).

일반적으로 스포츠관광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Deccio & 

Baloglu, 2002), 집단 및 개인의 가치, 행동양식, 지역사회 구조 변화, 삶의 

질 개선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Belisle & 

Hoy, 1980; Dogan, 1989; Dyer et al., 2003; Mansperger, 1995).

그러나 스포츠관광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그 반대급부도 빠

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많은 지역이 새로운 

관광지에 대한 급속한 성장과 개발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다(Andereck et al., 2005; Kavallinis & Pizam, 1994). 관광지가 개발

됨에 따라 인구밀도의 증가, 교통문제, 전통문화의 변형, 지역주민의 이

탈, 사회적 상호 관계의 쇠퇴, 개발과 보존의 부조화 등(Andereck et al., 

2005; Mansperger, 1995; Pizam, 1978)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관광 개발은 해당 지역 내 지자체, 사업자, 지역사회 구성

원 간 협력과 기획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의 여건보다는 물리적 계획(physical 

planning)에 중점을 둔 개발로 인하여 긍정적 인식과 함께 부정적 인식

이 동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2013년부

터 스포츠와 관광, 레저를 합친 스포츠투어리즘을 도시 성장의 원동력으

로 삼으면서 스포츠관광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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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7일). 양양군은 해양활동 체험시설, 스킨스쿠버, 서핑 등 해

양·레저 활동 시설의 확충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2009

년 자생적 발전을 통해 진행되던 서핑은 군의 물리적 지원(해양종합레포

츠센터 건설, 해변 캠핑장, 서핑 전용 해변)과 함께 서핑에 참여하는 사

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양양군의 관광객 수는 2014년 6,574,432

명에서 2017년 7,828,46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양양군 관광객 통

계).

그러나 관광지가 개발됨에 따라 고즈넉했던 어촌마을에 신구세대와 도

시·어촌의 정체성이 충돌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민일보, 2018년 2월 19일),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지역주민과 서퍼들 간 충돌이 나타나는 등 관광활성

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요소 또한 증가하고 있다(국제일보, 2016

년 10월 12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관광지 개발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삶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관광개발의 핵심 주체인 지역사회의 충실한 의사 반영은 필

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스포츠관광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관광지로

써 지역사회는 관광을 위한 총체적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경

험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며(조광익, 김남조, 2002), 둘째, 

지역사회는 관광객의 관광활동과 지역주민의 생활이 복합적으로 기능하

는 공간이기 때문이다(강신겸, 2001).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은 관광객의 만족을 감소시키고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고동완, 김현정, 2003), 넷째, 지역사회가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이

지 않을 때 외부 변화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동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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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문화·경제적 비용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스포츠

관광의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기반이자 대상이 되

는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포츠관광에 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메가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Backer, Page, & Meyer, 2003; Dermody, Taylor, 

& Lomanno, 2003; Horne & Manzenreiter 2004; Jones, 2001; Madden, 

2002), 스포츠관광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Deery, Jago, & Fredline, 2007; 

Hinch & Higham, 2001; Pigrassou, 2004; Uriely, 2005; Weed, 2005), 스포츠

관광경험에 관한 연구(Fairley, 2003; Hinch & Higham, 2001; Wang, 199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포츠관광에 대한 개념정립과 

스포츠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증대 시키

는데 큰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관광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구로는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노용구, 김미숙, 2014; 이

석주, 김홍태, 2004; 이승구, 2006; 정지명, 신성윤, 2016; 지삼업, 김용재, 

이재형, 2005), 스포츠이벤트와 주민의 관계(김우성, 구서일, 2014; 백승

엽, 2016; 소영, 김우성, 2016; 염두승, 2016; 유광길, 2011)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및 효과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고, 특정영역에 집중된 기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러한 연구들은 스포츠관광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사가 충

분히 반영되었는지, 스포츠관광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떠하였

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개발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나아가 스포츠관광지 개발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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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을 살펴보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관광지 개발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변화를 경

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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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포츠관광지(sport tourism destination)

스포츠관광지는 스포츠(sport)와 관광지(tourism destination)의 합성어로

써 스포츠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나. 지역관광개발(local tourism development)

지역개발을 모든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활동으로 볼 때, 지역관

광개발은 지역개발의 하위 개념으로써 국토의 부분적 관광개발 및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을 총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관광 개발을 의미한

다.

다. 지역사회(community)

지역사회는 특정 범위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직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집단

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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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스포츠관광

가. 스포츠관광의 개념적 이해

20세기 후반부터 사회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경영학, 관광학자들 사

이에 스포츠와 관광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Gibson, 

2003). 스포츠와 관광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Redmond(1991)는 “스포츠

와 관광 사이에 접점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다음 

세기에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실제, 1980년대 초부터 유럽

의 학자 Glyptis(1982, 1991)와 De Knop(1990)의 능동적인 스포츠 참여 관

광객들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와 관광참여행동에 관한 연구를 기점으로, 

일본,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처럼 다

양한 관련 연구와 학회 결과물을 통하여 스포츠관광에 관한 지식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 2002년 문체부, 한국체육학회, 스포츠

사회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에서는 스포츠관광이라는 용어보다는 스포츠휴일(sports 

holidays)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스포츠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휴일이라는 의미로, 관광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는 당일 여행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스포츠관광이라는 보다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Weed, 2008).

스포츠관광의 개념에 대한 공론화된 정의는 없으며 학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Hall(1992)은 스포츠관광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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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even & Deknop(1999)는 모든 형태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며 상업적 활동 및 비상업적 활동을 이유로 집 또는 일터

를 벗어나 여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Weed & Bull(2004)은 스포츠와 

관광 간 상호작용을 별개의 요소로 볼 것을 주장하며, 스포츠관광을 활

동, 사람, 공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Weed & Bull(2004)은 스포츠관광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그것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광의 정의에 의존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Hinch & 

Higham(2005)은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이외에도 제한된 시간동안 

집을 벗어나는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관중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스포츠관광을 정의하였다. Gibson(2003)에 의하면 스포츠관광 

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신체활동을 포함한 스포츠

의 직접적인 참여, 둘째,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셋째, 스포츠와 관련된 

명소를 방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는 ‘레크리에이션 중심의 

여행’이라고 하였다. Gibson(2002)은 스포츠관광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서 스포츠관광이라는 용어는 개별 스포츠에 대한 미시적 관점보다는 사

회적 제도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보다 넓은 분석을 포함하도록 사용되어

야 하며 스포츠관광을 다른 관광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스포츠’라고 

하였다.

이상에서처럼 학자 간 스포츠관광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합의점이 존재한다. 첫째, 스포츠관광으로 정의되

는 데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여행의 형태로써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거주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다(Hinch & Higham, 2005). 둘째, 스포츠

관광은 여가 목적의 일반인의 스포츠 참여 및 높은 수준의 대회참여를 

포괄한다는 점이다(Standeven & Deknop, 1999; Weed, 2002). 마지막으로 

스포츠관광은 일반적으로 능동적 혹은 수동적 참여형태를 보인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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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념

Hall(1992)
비 상업적인 목적으로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

나 관람하는 활동

Deply(1998)

직접 스포츠에 참여 또는 관람하거나 모든 경쟁적, 

비경쟁적 스포츠관광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떠

나는 여행

Standeven & 

Deknop(1999)

모든 형태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며 상업적 활동 및 비 상업적 활동을 이유로 

집 또는 일터를 벗어나 여행하는 것

Gibson(2003)

1) 신체활동을 포함한 스포츠의 직접적인 참여 2) 스

포츠의 관람 3)스포츠와 관련된 명소를 방문하기 위

하여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는 ‘레크리에이션 중심

의 여행’

Robinson & 

Gammon(2004)

스포츠가 관광의 주요동기로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

로 참여하는 활동

Weed & 

Bull(2004)

활동, 사람, 공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

Hinch & 

Higham(2011)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 이외에도 제한된 시간동

안 집을 벗어나는 활동

이석주, 

김홍태(2004)

운동 경기에 참여하거나 스포츠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

신규리, 

박수정(2009)

개인이 일시적으로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신체적 스

포츠 활동 및 관람을 하거나 또는 레저중심의 활동

을 하는 것 

표 1. 스포츠관광 개념 정의(출처: 선행연구를 통해 논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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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관광의 유형

앞서 논의된 스포츠관광의 개념을 토대로 스포츠 참여와 관람의 상당

부분이 관광행동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

포츠관광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구분되는지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

게 나타난다. Kurtzman & Zauhar(1995)는 스포츠관광의 유형을 스포츠 

명소(sport attraction), 스포츠 리조트 관광(sport resort tourism), 스포츠 

크루즈 관광(sport cruise tourism), 스포츠투어(sport tour), 스포츠이벤트 

관광(sport event tourism)으로 구분하였으며, Gibson(2003)은 능동적 스포

츠관광(active sport tourism)과 이벤트 스포츠관광(event sport tourism), 

노스탤지어 스포츠관광(nostalgia sport tourism)으로 구분하였다.

Weed & Bull(2004)은 스포츠관광의 유형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포츠 콘텐츠가 있는 관광(sport tourism with content), 스포

츠 참여 관광(sport participating tourism), 스포츠 트레이닝(sports 

training), 스포츠 이벤트(sport events), 고급 스포츠관광(luxury sports 

tourism)으로 구분하였다. 

Weed & Bull(2004)의 스포츠관광 유형분류는 스포츠관광 연구영역에서 

Gibson이 택한 길과는 다른 길을 택하도록 두 개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첫째, 스포츠 이벤트가 비 엘리트 수준에서의 능동적인 대중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스탤지어 스포츠관광(nostalgia sport 

tourism)이 스포츠관광의 형태라기보다는 스포츠관광의 동기가 되며, 따

라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 스포츠관광과 등위로 놓이기는 어렵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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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포츠관광 유형 분류(출처: 선행연구를 통해 논자 재구성)

연구자 유형

Kurtzman  & 

Zauhar(1995

스포츠 명소(sport attraction)

스포츠 리조트 관광(sport resort tourism),

스포츠 크루즈 관광(sport cruise tourism)

스포츠투어(sport tour)

스포츠이벤트 관광(sport event tourism)

Gibson(2003)

  능동적 스포츠관광(active sport tourism)

  이벤트 스포츠관광(event sport tourism)

  노스탤지어스포츠관광(nostalgia sport tourism)

Weed & 

Bull(2004)

스포츠 콘텐츠가 있는 관광(sport tourism with content) 

스포츠 참여 관광(sport participating tourism)

스포츠 트레이닝(sports training)

스포츠 이벤트(sport events)

고급 스포츠관광(luxury sports tourism)

다. 스포츠관광의 연구 동향

스포츠관광과 관련하여 첫 출간물은 1966년 Central Council for 

Physical Recreation에 의해 발행되었다. 단순하게 스포츠와 관광이라는 

제목이 달린 출간물은 Don Anthony에 의해 쓰였으며, 관광 내에서 스포

츠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Weed, 2009). 이후 20년간, 

스포츠와 관광이 어떻게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간헐적인 연구들이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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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70년대에는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

(Williams & Zelinsky, 1970), 스코틀랜드의 겨울 스포츠관광에 대한 연구

가 등장하였다(Baker & Gordon, 1976). 1980년대 행해진 연구는 올림픽, 

세계 챔피언십과 같은 주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Armstrong, 1986; Kolsun, 1988; Lazer, 

1985; Livesey, 1990; Ritchie, 1984). 이 연구들은 주요 이벤트가 야기하

는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으며 스포츠와 관광이 지닌 사회적, 

산업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도록 돕는 데 초

점이 맞추어 졌다(Beioley, Crookston, & Tyrer, 1988; McDowell et al., 

1988). 1990년대 초기의 연구(De Knop, 1990; Glyptis, 1991; Hall, 1992; 

Redmond, 1991)는 스포츠와 관광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

거보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지만, 명확한 의제설정을 통하여 후에 다른 연

구자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e Knop(1990)는 ‘스포츠 휴일을 통해 관광을 발전시킬 기회’와 

‘관광을 통한 스포츠 발전의 기회’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하여 첫째, 스포츠관광의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둘

째, 이러한 영향이 관광의 스포츠에 대한 영향과 스포츠의 관광에 대한 

영향과 관계가 있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Glyptis(1991)는 스포츠관광의 행

정과 정책에 관심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스포츠와 관광에 관

한 연구가 너무 협소한 범위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더 넓은 범

위의 스포츠관광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Weed(1999)는 스포츠관광은 

스포츠와 관광 간 연계의 한 부분일 뿐, 스포츠관광의 몇몇 양상은 관광 

상품이나 체험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mond(1991)는 스포츠 명

예의 전당 및 박물관을 스포츠관광의 상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Gibson(1998,2002,2003)의 ‘노스탤지어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로 이

어졌다. Hall(1992)은 스포츠관광을 어드벤처 관광(adventure tourism)과 

건강 관광(health tourism)으로 구분하였다. 건강관광은 온천 관광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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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구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영역 간 모호한 경계에 의하며 몇몇 연

구자들은 온천 관광을 스포츠관광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의 연구는 Backer, Page, & Meyer(2003)의 2000년 오클랜

드 아메리카 컵에 관한 연구, Dermody, Taylor, & Lomanno(2003)의 NFL 

경기에 관한 연구, Horne & Manzenreiter(2004)의 2002 한국/일본 월드컵

에 관한 연구, Jones(2001)의 웨일즈 럭비월드컵에 대한 연구, 

Madden(2002)의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대한 연구 등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주요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증거가 제시되었

다. 그러나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일반적인 경제적 이득은 입증되었

으나, 정확한 영향과 속성 및 범위는 아직도 불명확하다(Weed, 2009).

2000년 이후 연구에서는 메가이벤트의 효과로부터 레버리지(leverage)

로 초점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Weed(2008)는 레버

리지의 개념이 행동, 영향, 효과, 정책 연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래 스포츠관광에서 레버리지적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연구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데 첫째, 스포츠관광과 레버리지 개념을 연결하려는 시도와 둘째, 스포

츠관광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관광 산업 및 

발전에 관한 지역주민 및 사회의 경험과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라. 한국사회와 스포츠관광

1990년대 초, 스포츠관광에 대한 학술적 자료 및 기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나마 존재하는 몇몇 기사들은 관광과 관련된 기사에서 스포츠

활동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

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제’로 인해 각 지자체들

이 관광산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관광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스

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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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 개최

를 앞둔 시점에서 이벤트와 관광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스포

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스포츠관광은 문화관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었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제1차 관광진흥 5

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자 노

력이었다.

2000년 ASEM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인천 인천상륙작전 

재현, 격전지 답사, 판문점 및 DMZ 방문 등 유엔참전 50주년 기

념사업 등을 전개한다. 그리고 아·태 잼버리, 동양라이온스, 세

계그래픽 디자인전, F1 그랑프리 대회 개최 등 대규모 국재 행사

를 지원한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는 세계 관광기구(WTO)총

회, 세계 디자인 총회, 인천 신공항 개항 행사, 세계도자기축제, 

태권도 성지 순례 축제 등 다양한 대형 이벤트를 개발하고 2002

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한·일 월드컵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한국·중국·일본의 문화 및 경관자원을 관광코스로 설정하여 

오리엔트 쿠루즈를 운행한다.

(제1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위 제시된 내용은 제1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다. 직접적으로 ‘스포츠관광’이라고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

으로 스포츠관광이라고 여겨지는 스포츠이벤트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정부의 제1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이후 실제 지

자체에서는 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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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빙상장 종합체육타운 조성>

강릉 실내 빙상경기장이 재개장과 함께 영동지역 최대의 종합체

육타운 조성에 나선다. 강릉 실내빙상경기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장 정문 앞에서 개장기념식을 갖고 지난 67개월여동안 재개장

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질 높은 빙상스포츠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이진석, 2001. 04. 10.)

<국내외 스포츠대회 45건 제주서 열린다>

제주도는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

해 올해 국제대회 14건 전국대회 31건 등 모두 45건의 스포츠대회

를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0년 23건의 국내외 스포츠대

회를 유치한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재영, 2003. 1. 13.)

지자체에서는 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스포츠관광을 규정하면서 스포츠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측면에서 스포츠관광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피력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만한 변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관광에 일부분으

로 여겨지던 스포츠관광과 관련된 논의가 관광산업의 주변부에서 중심부

로 옮겨지면서 관광산업에서 비중 있는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다.

2004년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세부 사항으로 체

험관광 자원 및 상품개발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는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국민관광의 참여·모험형, 자기개발형, 가족중

심형 관광패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레저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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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스포츠관광이 관광산업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옮겨진 

것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한국은 2004년 7월 근로시

간을 주 40시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주 5일 

근무제는 2004년부터 공공·보험·금융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

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

되면서 개별단위 관광형태가 증가하였고, 노동자, 청소년 등의 관광 참

여 확대가 일어났다(민웅기, 2014). 

<관광+레저스포츠 ‘경제 활성화’ 모색>

관광과 레저스포츠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강원 국제레저스포츠· 관광 페어&포럼’이 24~25일 춘천에서 

개최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UN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ST-EP재단이 후원한 이번 포럼

에는 주한 외교사절단 및 각국 상공인 80여명과 레저스포츠 전문

가, 학계, 행정계 인사 등 관련분야 세계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호, 2005. 9. 26.)

농산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광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광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관광의 기본 사

항, 고객확보 등 마케팅 방법, 접객방법,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 경

관과 역사문화 보전의 중요성, 관련법률 및 세금의 이해 등의 내용

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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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발표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

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스포츠관광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 및 미디

어의 보도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하여 경

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전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정책의 일반적

인 목표는 국제 및 국민관광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경제적 발전 및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IMF1)로 인하여 관광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경제적 발전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다시금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논의가 등장하면서 이전과

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종득 목포시장 “목포를 국제 관광레저 신천지로”>

정 시장은 취임 후 ‘전국 제1의 건강도시건설’과 ‘해양스

포츠를 통해 국제 관광레저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스포츠 

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수

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목포시를 ‘스포츠 

건강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박화용, 2009. 9. 8.)

<스포츠 강소도시 만드는 CEO 신현국 문경시장>

한해 500만명 찾는 천혜의 관광도시, 체육기반시설 확충땐 세

계적 관광스포츠레저도시 용틀임 관광의 도시로만 알려졌던 경

1)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사회는 변화하였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

으며 구조조정, 해고, 명예퇴직의 일상화 등 고용유연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비

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조광익, 2016)



- 18 -

북 문경시는 소도시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거대한 꿈을 꾸고 있다. 

(임진환, 2009. 6. 15.)

2000년대 후반은 지자체장의 스포츠관광을 통한 ‘국제도시조성’,

‘스포츠중심도시’선언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하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자자체는 스포츠관

광과 관련된 개발사업 유치에 뛰어들었으며, 미디어도 이와 관련된 기사

들을 중요하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전과 달리진 점은 ‘스포츠이벤트 개최’ 및 ‘스포츠타운조성’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스포츠관광이 ‘해양레저스포츠’,‘마리나 사업’

등과 관련된 논의가 더해지면서 스포츠관광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충청권 5개 대학 손잡고, 스포츠산업 전문가 육성>

충청권 5개 대학이 손을 잡고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권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7월부터 국내 스포츠산업을 이

끌어갈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4일 밝혔다. 인력양성 사업은 문화부

와 천안시가 공동 지원하고 단국대가 주관한다. 배재대, 호서대, 순

천향대, 건국대(충주) 등 4개 대학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 과

정은 스포츠관광과정(50명), 스포츠마케팅과정(50명)을 선발하고 매

주 3시간씩 18주 동안 교육한다.

(지명훈, 2010. 5. 5.)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학계에서도 스포츠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몇몇 대학에서는 스포츠관광 전문가 과정

을 신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스포츠관광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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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대에는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올림

픽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부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을 수립하면서 강원도를 ‘생태·

웰빙 관광 및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7개 

광역 관광권과 16개 시·도 관광권을 계획권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4년 관광과 체육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체육관광정책실을 재편하

였는데, 이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의 일환

으로 볼 수 있다.

<동해안 천혜의 해역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개관>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경북 울진에 해양레포츠센터가 개관된다. 

센터 내에는 다이빙 전용 풀장과 숙박, 강의실, 회의실, 식당, 매

점 및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200여명의 교육생을 동

시 수용할 수 있다. 울진군은 이와함께 2012년부터 울진해양레포

츠센터 주변에 오산항 레저선발 계류시설, 거북초 해양테마파크 

수중경관시설, 상징조형물 설치, 오토캠핑장 시설 등을 통해 복

합 해양레포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장영태, 2011. 10. 12.)

<전남도, 구례군에 국제철인3종경기 유치>

전라남도는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언맨 아시아태

평양본부측과 협상을 시작, 지난 2월에는 협회 사장이 전남을 방

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4일 호주에서 이승옥 관광

문화국장, 김채흥 구례 부군수, 제오프 마이어 아이언맨 아시아

태평양본부 사장 등이 만나 대회 개최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고민근, 2014.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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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

였고, 이는 스포츠관광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

전히 ‘스포츠이벤트 개최’,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큰 맥락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스포츠관광이 국가 및 지자체의 경제발전

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주로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스포츠관광에 대한 기대감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스포츠관광을 통한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입증된 것은 아니었으나, 별다

른 부정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신문기사나 정책토론회 등에서 무분별한 스포츠이벤트 유

치 및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으나, 스포츠관광

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으로 인하여 공론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스포츠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

강원도는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2000년~2020년)에서 카지노 중심의 레

저·스포츠, 휴양지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찍이 강원도

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세계적 관광지의 정착을 명목으로 제3

회 국제태권도 대회,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유치 지원, 동계올림픽 유치

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수립하는 등 스포츠관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2005년에는 기존에 개최되던 스포츠와 관련된 대회를 체계

적으로 발전시키고,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국제레저

스포츠&관광페어’란 통합 명칭을 사용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추진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

트에는 총 25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고, 총 45개국에서 2,957명,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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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명 등 5,604명의 선수단이 참여하였으며 조직위 직원 등 운영인력 

9,070명, 자원봉사자 2,380명의 노력으로 194,681명의 스포츠관광객이 방

문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관광객의 유입을 위하여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양

양 간 고속도로, 스마트 관광, 숙박, 음식, 안전과 관련된 스포츠관광 인

프라를 추진하는 등 스포츠관광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문화·체육·관광의 생활

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올림픽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스포츠 및 레

저 등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계올림픽으로 특화된 도시브랜드와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연계, 해외팀 동

계 전지훈련 유치, 세계선수권 등 국내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

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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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관광개발

가. 지역 및 지역개발의 이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세계화, 지식정보화, 신자유주의의 확

산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

는 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가 경제발전

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은 과거 국가에 의한 수직적,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난 경제정책 및 개발정책의 주체로서 등장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region)이란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정해놓은 구체적인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제적 기준에 의한 구역인지, 

행정적인 기준에 의한 구역인지에 따라 지역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는 지역이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적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지역을 개념화하는 방법은 동질지역, 결절지역, 그리고 계획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Richardson, 1979:19-24).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s)의 개념은 미리 정해진 특정 기준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는 경우 동질적인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밀재배

지역(winter wheat belt)은 추운 겨울 밀 경작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특정 

기준을 통해 정해진 지역이다(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2016). 그런데 특정 

기준은 기후나 자연환경과 같은 지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기준, 또는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 기준

일 수도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일 기준에 의한 동질성이 다른 

기준에 의하면 이질적인 지역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절지역(nodal or polarized regions)은 지역을 기능적인 관계 측면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우리가 열기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인구 및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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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지표면에 고르게 분포된 것은 아닐 것이다(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공간에는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고, 서로 접촉하며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기능적으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와 경제적 요소들은 공간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 모이게 된다. 그래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이 형성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적 연계는 사람 및 상품의 생산요소, 그리고 정보

의 흐름에 관한 관찰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결절 내부 요소들의 기능

적 연계는 일반적으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데 통근 및 생활권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계획지역(planning region)은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특정 목적을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국가가 국가경제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를 여러 개의 구역(예: 수자원, 교통, 에너

지) 등으로 분류하게 되면 계획지역의 형태가 된다(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이나 기

능별 개발계획이 대표적인 계획지역의 예들이다.

이처럼 지역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구역이라는 지리

적 공간 내 유기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지역은 인간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자연환경,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 연속된 장소적 관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중환, 2001).

지역을 토대로 하는 지역개발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사회·경

제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종합적 개발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은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며 지역의 성장, 

구조적 변화, 주민의 소득증대 등으로 나타난다. 결국, 지역개발이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을 이용 및 개발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개발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단순히 일부 공간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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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양적인 측면에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경제성장, 공

간구조, 사회개발, 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가치 지향

적 과정이다. 지역개발이 양적인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는 이견이 없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구조 및 가치관, 형태적 변화를 포

함하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지역관광개발의 개념과 의의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논의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역관광개발은 지역개발의 한 영역으로 지역의 

자원, 지역 특성화 산업, 생활 여건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ill(1989)은 지

역사회라는 범위 내에서 지역관광개발의 효과를 고려한 형태로 진행되는 

개발이라고 하였다. 즉, 지역관광개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제적·사회

문화적·환경적 효과를 고려하여 특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로 본 것이다.

한상겸(1999)은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지역주민과 방문하는 관광

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정부 및 

지역사회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

다.

안태열(2001)은 지역관광개발을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이 혼합되어 형성

된 개념으로 보고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 내에서 지역사회를 둘러싼 산

업, 환경 등의 개발을 통해서 이를 자원화하고, 나아가 지역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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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총체적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심진범(2007)은 지역관광개발의 개념을 지방정부를 범위로 설정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관광개발로 정의하면서 관광개

발을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자원 등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창조적 개발행위로 간주하였다.

지역관광개발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관광개발 

등이 있다. 지역관광개발의 범위는 최상위 계획인 국토개발에 속하는 지

역개발 내에서 지역사회개발로부터 관광개발에 이르기까지 중첩되는 영

역으로 볼 수 있다(김창수, 1994). 여기서 관광개발은 광의·협의의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은 관광자원, 관광시설, 관광상품, 

관광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 증진 및 지역 경제의 활성

화,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협의의 개념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물리적 시설의 조성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최승담, 1995).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지역관광개발의 개념은 지역이라는 특정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산업, 자원, 환경,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

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관광개발은 국가 및 지자체의 관광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관광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구

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고유문화의 특성과 가치

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 지역관광개발의 특성과 유형

지역관광개발은 지역개발 및 관광개발의 특성이 중첩되어 생겨난 개념으

로 관광개발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사회의 발전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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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혜택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부분의 변화

를 수반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김창수, 1994). 지역발전

의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은 지역개발을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 지역의 소

비 및 생산의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내 원활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산과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은 지역

에 적합한 관광개발과 관광상황 및 지역주민까지 고려한 개발계획의 확립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관광개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 중

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가주도의 상위 개발계획에 포함된 영역과 

함께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관광개발은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비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산업진흥과 지

방재정의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실질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신동주, 1996).

앞서 논의된 지역관광개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이고 다목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선희, 

1993).

지역관광개발의 유형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지만 크게 대규모 자원을 활용한 거점관광개발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

으로 소규모 개발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중심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거점

관광개발은 지역 내 거점지역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는 관광객 및 관광대상에 대한 집중으로 인하

여 관광 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집적효과를 가져온다(최승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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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한편, 지역사회 중심 관광개발은 지역을 둘러싼 관광자원과 인적 요소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성을 높이고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

는 동시에 관광객의 만족을 지향하는 개발전략이다. 지역사회 중심 관광개

발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며 개발대상은 지역 고유의 환

경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강신겸,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와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거점관광개발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지역사회 중심 관광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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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관광개발의 영향

지역관광개발은 완료된 이후에 지역사회 구성원을 비롯한 관광객,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러나 이러한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은 단순히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은 학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Liu & 

Var, 1986; Pizam, 1978).

1) 경제적 영향

관광의 경제적 영향은 지역관광개발에서 가장 우선하여 논의되는 항목이

다. 그 이유는 관광개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손쉬운 방안이라는 정

책입안자들의 의견과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

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영향에 비해서 비교적 정량적으

로 측정할 수 있어 관광개발의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주민 소득증대, 고용기회의 증가,

세수 증대,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의 경제구조 다변화 등이 긍정적 영향으

로 밝혀져 왔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논의에 있어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을 일부 보완해 왔으며,

관광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부정적 영향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증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 개발의 불균형, 고용의 불안정, 지

역주민 간 박탈감 증가, 토지가격 상승, 경제활동의 취약성 등이 있다(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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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3; 윤상헌, 2005; Mathieson & Wall, 1982; Ross, 1992; Tosun, 2002 

Weaver & Lawton, 2001).

2) 사회·문화적 영향

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접촉하면

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회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접촉은 관광객과 지

역주민에게 있어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역관광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영향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문화의 현대화, 문화적 교류 증진, 사회적 변화와 선택, 전통

문화의 보전,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 자부심 고취, 사회적 편의시설 개선

을 들 수 있다(Nunkoo, Smith & Ramkissoon, 2013; Perdue, Long & Allen, 

1990; Sharpley, 2014).

부정적 영향으로는 교통체증, 사회적 범죄의 증가, 사생활 침해, 지역 문

화의 파괴, 문화의 상품화, 매춘과 밀수 증가 등이 있다(정현영, 2001; 

Belisle & Hoy, 1980; Lankford & Howard, 1994; Tosun, 2002).

3) 환경적 영향

최근 관광개발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적 영향은 지역관광개발 과정에

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공공기반시설의 개선, 물리적인 환

경의 보호·보전, 자연환경의 보존, 멸종 동식물 군에 대한 보호, 역사적 건

축물의 복구,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 증대, 쓰레기 처

리 시설 건립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도희, 2005; 류웅걸, 

2014; Sheldon & Var, 1984; Tomljenovic & Faulkn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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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정적인 영향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등 자연환

경의 훼손,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 등이다. 특히, 자

연환경의 훼손은 회복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역관광개발 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된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역관광개발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

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영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과 연결되고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이익과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관광개

발은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이익이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

며, 관광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삶을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

3.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가. 지역사회의 이해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오랜 시간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온 만

큼 하나의 정의로 개념화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적 견해는 시대적·상황적 맥락, 혹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지역사회의 개념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된 신념과 믿음을 토대로 형성되는 공간적 개념이다. 지역

사회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학자가 따르는 접근은 Hillery(1955)에 의한 접

근이다. Hillery(1955)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94개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논의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사회란 일정한 공간적 영역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공동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지역적·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

Olsen(1963)은 지역사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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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물리적 환경으로 모든 지역사회는 토지를 기반으

로 하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라는 개념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같은 지리적 환경 속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 간 유형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살펴봄

으로써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 사회조직을 이야기하였다. 다양한 배경과 목적 및 

가치를 지니는 집단, 기관의 복합체를 지역사회로 정의하였다.

McMillan & Chavis(1986)는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논의하면서 두 가지 특

징을 강조하였다. 첫째는 이웃 및 도시와 같은 동일한 장소에 관계되는 공

동체적 성격과 연관 지어지는 지리적 개념으로, 둘째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적 특성과 관계된 특징을 지역사회의 중요 요소로 논의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한 지역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

란 일정한 지리적 환경을 공유하고, 지역 내 공통된 의식 및 습관 그리고 

전통을 가진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이상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대감을 지

니는 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주민과 지역관광개발의 관계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공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생업의 공

간인 동시에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을 논의함

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에 관한 논의는 선행되어야 한다(양성수, 허향진, 

서용건, 2009).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개발

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개발과 보존, 특정 이해관계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발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 구성원들

의 개별 인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광개발과정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긍정·부정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갈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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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도 있다. Butler(1980)가 제시한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서는 관광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관광지의 발전단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식 및 반

응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시간적 맥락에 따라 유지되거나 특정 결과 및 성과에 따라 변화된다고 하

였다.

고동완, 김현정(2003)은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이 관광개발의 

성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주민이 지니는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개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고려되어 지역사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계획단계부터 반대와 부딪혀 

개발이 지연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익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 혹은 부

정적 측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개발에 있어 핵심

적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개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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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패러다임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을 탐색하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관광 개발이 지니

는 사회적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Creswell(2012)은 특정 문제 및 이슈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탐

색이 필요하거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

해서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철학적 가정을 기반으로 연구 

수행을 위한 특정 패러다임에 대해 언급하였다. 철학적 가정은 일반적으

로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인식론적, 가치론적, 수사론적, 

존재론적, 방법론적으로 설명된다. 또한, 패러다임의 경우 사회구성주의, 

실용주의, 옹호/참여주의, 후기실증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

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과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사회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식론적 가정을 토

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연구 참

여자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구성

주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는 사회적 또는 역사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개발과정에서 나타

난 그들의 경험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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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로서의 스포츠관광지는 단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스포츠관광지는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그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이 스포츠관광지화 된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

들의 삶이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최근 스포츠관광 개발이 진행된 강원

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및 두창시변리 일대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

다.

그림 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행정구역과 연구 대상지 전경 



- 35 -

1) 연구 대상지 일반현황

본 연구 대상지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은 38도선 이남에 위치하여 해

안에 가까우며, 논 면적이 밭보다 약간 넓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

다. 현남면의 면적은 64.34km²이며 총 21개의 리, 1,729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곳은 스포츠관광 개발이 이루

어진 인구리와 두창시변리 일대이다. 

인구리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며 해송정으로 인가가 없다가 인구 역이 

설치 된 후 형성되었다. 스포츠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은 대개 해

안가에 집중되어 형성되어 있다. 인구리의 마을인구(2017년 기준)는 246

세대 469명(남자 240명, 여자 229명)이 등록되어 있다. 

두창시변리는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를 이룬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북쪽으로 해송천이 흐르고 동해에 근접해 있다. 시변리의 이름은 창리 

부근에 시장이 있던 곳이라 하여 시변리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자연마을

로 장거리가 있다. 장거리는 시변리의 다른 이름이다. 인근에 죽도해수

욕장이 자리 잡고 있다. 두창시변리는 죽도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어 스

포츠관광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두창시변리의 

마을인구(2017년 기준)는 47세대 90명(남 40명, 여자50명)이 등록되어 있

다.       

그림 2.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두창시변리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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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지 개발현황

표 3. 연구 대상지 개발현황(출처 : 양양군 내부자료)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개발완료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 사업내용

- 녹지조성, 관광편의시설

- 해양종합레포츠센터(회의실, 서핑교육센터 등)

❍ 사업비 : 4,3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4년간)

❍ 세부시설 현황

- 해양레포츠 종합센터(서핑 교육) 건립 

- 지구의 캠핑장(10면) 설치, 샤워장-1개동

개발완료 죽도정 난간정비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죽도정

❍ 사업내용 : 난간정비 334m

❍ 사 업 비 : 1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4월~ 2016년 5월

개발진행중
군계획도로 정비 및 

주차공원 조성공사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정비 및 주차공원 조성

❍ 사 업 비 : 5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세부시설 현황

- 도로정비(L=398m, B=3-5m)

- 주차공원(L=78m, A=2,835㎡) 조성등

개발예정

서핑해양레저특화지

구 및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 사업내용

- 서핑관련 시설물 및 서핑테마거리 조

성, 볼파크 공원조성 등

❍ 사 업 비 : 4,1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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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특성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내

야 하며, 개인적이면서 공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을 가감 없이 드러내

야 하므로 연구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어야만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

한 선정 기준에 연구자와의 신뢰 형성 및 구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유목적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중 사례인 기준

(criterion)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사례인 기준 표본 추출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질적연구 표본 방법에 따라서 스포츠관광지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

지 연구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지의 변화 과정을 경험한 표

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주도적

으로 참여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연구

자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및 두창시변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 총 1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

해관계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연령, 거주기간, 생업의 종류에 대해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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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연령대 성별 생업의 종류

#1 70대 남 연구 대상지에서 농업

#2 50대 여 연구 대상지에서 상업

#3 70대 남 연구 대상지에서 상업

#4 40대 여 연구 대상지에서 상업

#5 30대 남 연구 대상지에서 스포츠관광산업에 종사

#6 70대 남 연구 대상지에서 어업

#7 20대 여 연구 대상지에서 스포츠관광산업에 종사

#8 70대 남 공적 업무

#9 70대 남 연구 대상지에서 상업

#10 60대 남 연구 대상지에서 어업

#11 60대 남 공적 업무

#12 60대 납 연구 대상지에서 어업 

#13 60대 남 공적 업무

#14 70대 남 공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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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14명의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1

참여자 #1은 마을의 원로로, 한국전쟁 이후 현남면에 거주해 오고 있

다. 개발 이전 마을 공적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 #2

참여자 #2는 현남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현재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학진학 후 외지에서 거주하다 2007년 마을에 정착하였다. 2009

년부터 진행된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 #3

참여자 #3은 마을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

이다. 기존 지역주민들 및 외부에서 유입된 외지들과도 다양한 관계를 맺

고 있었으며, 마을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 #4

참여자 #4는 연구 대상지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혼으로 인해 마

을에 정착하였으며 약 20여 년간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이 해양레저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

하고 풍부한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참여자 #5

참여자 #5는 현재 현남면에서 스포츠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9년 마을에 이주하였으며,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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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였다.

⦁참여자 #6

참여자 #6은 어촌계 반장이었으며 현재는 어업 및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남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제

공해 주었다.

⦁참여자 #7

참여자 #7은 현재 현남면에서 스포츠관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았으며,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마을의 변화에 대해 다양하고 풍부한 텍스트를 제

공해 주었다.

⦁참여자 #8

참여자 #8은 스포츠관광지 개발 당시 마을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이해도가 높았다. 개발과정에서 나타

난 다양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참여자 #9

참여자 #9는 현재 연구 대상지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30년 이상

을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원로 격으로, 마을의 변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 #10

참여자 #10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어촌계 회원으로서 현재

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촌마을의 문화와 지역주민들에 관한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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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1

참여자 #11은 현재 마을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관광지 개발 이전, 

이후의 변화 등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

었다.

⦁참여자 #12

참여자 #12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현재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 #13

참여자 #13은 양양군에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스포츠관광지 개

발과정에 참여한 인원이다. 따라서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과 개발과정에

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상세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 #14

참여자 #14는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마을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

였다. 현남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현재는 스포츠관광과 관련된 일

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의 책임자로서 스포츠관광지와 

관련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다양하고 상세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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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문헌연구

문헌고찰은 주로 기존 지역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스포츠관광

의 특성, 스포츠관광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 등을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이는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되는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연구에서 활용된 

문헌은 국내·외에서 발행된 연구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역의 변화

에 따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와 스포츠관광 개발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 기사, 보고서, 통계조사 

등 다양한 문헌자료도 분석하였다.

나.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심층면담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

구리 및 두창시변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내

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면담 범위와 내용을 선별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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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

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이디어 획득에 유용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한 뒤, 주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사 작업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6. 자료의 진실성 검증

질적연구는 활용된 자료의 진실성에 따라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결정된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진행 후 도출된 결과를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 간 협의

(peerdebriefing),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활용하여 연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7.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있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가 많으므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연구 윤리성 확보를 위해 2018년 6월 22일 소속 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에 연구심의(IRB)를 의뢰하여, 2018년 7월 18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윤리적인 사항을 고려

하였다. 첫째, 연구결과에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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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

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발

생할 경우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째, 연구 중 심층 면

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 넷째, 

연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

음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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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오늘날 관광개발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많은 지자체가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

구에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

가 도출되고 있으나(Belisle & Hoy, 1980; Dogan, 1989; Dyer et al., 2003; 

Mansperger, 1995), 그 반대급부로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도 도출

되고 있다(Andereck et al., 2005; Kavallinis & Pizam, 1994).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이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직·간접적 인식을 포함하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개발이라는 큰 

담론 속에서 관광개발로 인하여 나타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탐

색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개발 논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모습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논의된 지역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거주지가 관광

지로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 사회교환의 관계를 중심

으로 논의되어 왔다(박시내, 이인재, 2013). 그러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

라 사회교환의 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맥락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앞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

식과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총 14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담을 실시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개발과정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경험을 탐색하여 연구의 결과를 도

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스포츠관광 개발 이전 시기, 스포츠관광 개발 

시기, 스포츠관광지화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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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관광지 개발 이전단계 : 2010년 이전

가. 스포츠관광지 개발 이전 지역주민 생업형태

본 연구 대상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업형태는 시기에 따라 단절되

어, 그 이후 새롭게 형성된 것은 아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

업이 주 생계수단이었으며, 일부 주민의 경우 민박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업은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어업은 동

해안 해역의 평균 수온 상승, 어선·어구발달, 남획 및 불법 조업 등 복합

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획량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는 어업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림 3. 어가 및 어가 인구수                       출처 : 양양군 통계

강원도 양양군 통계에 의하면 실제 어가 및 어가 인구수는 1990년대 이

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촌 향도로 

인해 마을에는 고령의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어 실제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어가 인구는 더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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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는 한 20~30년 전에는 어촌 쪽에 명태도 많이 잡히고, 

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촌쪽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또 고

기가 안 잡히는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중략)...농촌 같은 곳은 경영체가 따로 있

는데 어촌은 없거든요. 배는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참여자 #11)

어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 왜 줄었느냐 하면 젊은 사

람들이 없거든요.

(참여자 #6)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어업인구 감소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농업의 경우 대리인 또는 외부 경영체에 의해서 지속적인 경작이 가능하

지만, 어업의 경우 배를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주가 직접 운항을 나가야 

한다. 어업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상황에서 이는 어업활동을 

지속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업의 생계유지 수단으로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민박을 한 40년 했어요. 예전에는 민박이 여름 휴가철 7

월 말에서 8월 그사이 15일에서 20일 정도 했었어요.

(참여자 #9)

일부 주민들이 종사하던 민박의 경우 피서철인 7월에서 8월 사이에만 

집중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전문적인 민박이 아닌 자신의 집을 관광객

에게 빌려주고 숙박료를 받는 정도였으며 전문적인 임대업의 개념보다는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민박업을 겸하는 형태가 주를 이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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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주민 간 관계

본 절에서는 스포츠관광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0년 

이전의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

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Laxson, 1991; Pizam et al., 2000;  

Sherlock, 2001). 이와 같은 연구들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인 활동, 

공유된 신념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호 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

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주민 간 일상적인 활동, 공

유된 신념은 지역주민 간 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마을 행사나 노인, 어버이날 이럴 때 무

슨 일이 있으면 다 참여하죠. 동네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어

버이날 음식 해드리고, 잔치 해드리고...(중략)...각 동네에서 다 

했죠.

(참여자 #2)

원래 저희 마을은 어르신들하고 평소 식사도 같이 많이 먹고, 

결혼식 같은 것도 차 대절해서 다 같이 가고 그랬어요.

(참여자 #7)

원래 우리는 모임 같은 거 많이 했었어...(중략)...봄 되면 저 

동네 이 동네 모여서 친선 경기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놀았

어요.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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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진술을 통해 주민 간 함께하

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2>는 마을에서 정

기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여자#7>은 주

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조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특정 

행위를 함께 해왔으며, 이는 주민 간 관계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품앗이 해주고, 품앗이라고 알아? 그럼 저 

집이 일할 때 가서 도와주고, 저 집이 가서 일할 때 도와주고, 

내가 일할 때 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지.

(참여자 #8)

현남면은 원래가 전형적인 어촌, 농촌 중심의 동네야...(중략)... 

여기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해왔으니까 지역주민들

끼리 큰 충돌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았지!

(참여자 #3)

원래 우리는 바다 나가서 어업하고, 또 우리가 양식을 했거

든...(중략)...해삼, 전복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참여자 #12)

앞서 논의한 지역주민 간 일상적 활동 이외에도 노동이라는 사회적 활

동을 통한 관계 형성도 이루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대

상지인 현남면 인구리·두창시변리 일대는 전통적으로 농·어업이 성행했



- 50 -

던 지역으로, 스포츠관광 개발 이후에도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은 여전

히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과 어촌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노동과 공

동분배라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데(성희자, 

이강형, 2013), 이는 일정 수준의 지역주민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나

타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8>은 지역주민 간 도움을 주고받았

다고 진술하였으며, <참여자#3>은 서로 같은 일에 참여하기에 지역주민 

간 큰 충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지역주민 간 

관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동네는 워낙 좁으니까 집들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다 알

죠...(중략)...그게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죠. 그래도 큰 

트러블은 없었어요.

(참여자 #4)

우리 부락은 그냥 다 한 가족이에요. 지금 보면 다 사돈에 팔

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

고, 그래도 우리는 뭐 같은 부락이니까.

(참여자 #6)

일상 및 노동환경에서의 지역주민 간 상호작용은 지역주민 간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지역의 생활 및 노동환경의 명확

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

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 일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연구 참여자들의 ‘큰 문제는 없다.’,‘그래도 우리는 같은 부락이

다.’라는 진술을 통해 지역주민 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이



- 51 -

해할 수 있다.

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

앞서 논의한 것처럼 지역주민 간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

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간 협력적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관계도 포함한다. 상부상조하는 문화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

남면 지역주민들은 비교적 정서적인 특성을 보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협력적 관계 또한 나타났다.

우리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지. 우리가 

농림수산부 주관 정부 지원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70억짜리

를 따왔어요. 마을 사람들끼리 저거를 따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걸로 여기 죽도 전망대도 짓고, 이 건물도 짓고(관리

사무소), 여기 가로등 시설도 다 새로 정비한 거죠.

(참여자 #8)

우리 마을은 여름 한 철 공해수면 허가를 냅니다. 7월 8월 45

일간 허가를 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안전선도 띄우고,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늘막, 몽골텐트 같은거 대여해서 대여

비도 받죠. 여기를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여기서 번 돈을 우리

마을에 쓰는 겁니다. 마을주민한테 분배도 하고, 마을 정비나 

마을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참여자 #11)

지역주민들은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서 진행되는 개발 이외에도 지역주

민 간 협력을 통해 마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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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간 협력을 통해 국비 70억 원을 확보한 것이 그 예시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을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을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는 공동노

동·공동분배라는 농·어촌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포츠관광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은 정서적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까지 함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스포츠관광지 개발 단계 : 2010년 ~ 2013년

가.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대한 초기 지역주민 인식

본 연구 대상지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일대에 본격적인 지자체 주도 

관광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의 가능성을 확인한 이주민들이 해안가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

서 자생적 발전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관광개발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현남면은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지역을 활성

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집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

차 서울까지 확대가 된 거에요...(중략)...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잘 몰랐었어요.

(참여자 #1)



- 53 -

처음에는 군에서 개발을 진행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차츰 확산된 거에요.

(참여자 #9)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스포츠관광 개발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저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주도로 이

루어지는 관광개발은 개발 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되는 반면 자생

적 관광개발은 소수 인원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정에 가보면 자식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 있어 춘천에 있고, 공무원 생활도 하고, 개발하

면서 사람들도 좀 오고 하니까 전보단 뭐 좀 좋다고 생각했지.

(참여자 #6)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 호불호가 있을

지는 몰라도 만약 여기가 해양레저스포츠가 유입이 안 되었으

면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죠.

(참여자 #4)

<참여자#6>의 진술을 통해 개발이 진행되기 전 마을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농·어업의 쇠퇴와 젊은 세대의 유출은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4>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고 진술하면서 스포츠관광 개발이 

마을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개

발 초기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스포츠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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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발이 안 되었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니까...(중략)...마을 주민들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

고, 저희 부모님은 일은 속초에서 하시는데 할머니나 이런 분들

은 아직 여기서 다 농사지으시거든요.

(참여자 #7)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거야. 이

렇게 갑자기 많아진 게 동해안에는 드물어요. 조그마한 동네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게 신기하지, 여기 좀 가면 인구항이 있고, 

동산항이 있는데 그거보러 여기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래요.

(참여자 #3)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남면이 속

해 있는 양양군의 인구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양양군 통계에 의하면 2013

년부터 2016년까지 양양군의 인구는 연평균 169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자연감소(사망대비 출생)가 137명으로 전체 감소요인의 81%를 차지한

다. 또한, 평균 출산 인원 134명의 2배 이상인 274명이 출생해야 최소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출산 연령대인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 비

율이 7.9%로 전국평균인 13.4%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관광 개발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개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게 한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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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면서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전보다 한 5배에

서 10배는 받는 것 같아, 땅값 올랐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었지. 

여기 인구랑 시변리는 땅이 나기 바빴어.

(참여자 #8)

개발 시작하면서 나는 좋았지 민박업을 하니까. 개발 들어가

고 나는 더 좋아졌다고 봐야겠지? 예전보다 수입이 더 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여름 한철에 200-300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한 

400-500 버니까 개발 안 했으면 저렇게 못 벌었지.

(참여자 #9)

<참여자#8>은 스포츠관광 개발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마을의 지가가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상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참여자#9>는 개발 이전

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스포츠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중 가시적이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경제적 효과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관광지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항목 중 하나로써, 사회·문화적 효과에 비해 측정하기가 쉽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 초기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관광지 개

발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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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연공동체의 균열 :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

자생적 관광개발 시기를 지나 본격적인 지자체 주도 관광개발이 진행되

면서 개발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내에서 

군과 함께 관광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과 비교적 관광과 관

련되지 않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나타났다. 또

한, 개발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관광지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관광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개발이 시작되면서 여기 해양레저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어요. 근데 게네들은 새벽까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랬단 말이야...(중략)...내가 이것 때문에 ○○○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 형님 젊은 사람들이 돈 벌러 온

다는데 우리가 양보를 좀 해야지 이러는 거야. 양해를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분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참여자 #14)

지금 주민들이 파출소에다가 불편사항 투서 넣고 이랬었어. 

내가 몇 번을 파출소에 갔다 왔어, 어디서 투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런 건 좀 배려해줘야 한다고 이런거 과감히 벗

어냐야 해. 개발되면서 불편한 거 좀 있겠지, 그래도 그런 건 

좀 감수해야지 지역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니까.

(참여자 #13)

스포츠관광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유입되었고, 이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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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외지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공서 및 마을 간부에

게 투서를 넣고, 사안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역이 관광지화되

고, 외지인들이 점차 유입되는 상황에서 관공서 및 마을 간부는 기존 지

역주민의 민원보다는 외지인의 편의에 집중하면서 이들 간 갈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이 저기만 되었잖아 해변가...(중략)...다 저기만 되니까 그 

옆에 주민들은 관광객이 다 차면 옆으로도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오잖아.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 불만이 

없겠지, 사람 다 데려가니까...(중략)...사람들이 와서 떠들거나 

술 먹고 이래도 다 이해하라는 거야, 돈 잘 버니까. 우리는 돈

도 못벌고, 피해만 입는 거야.

(참여자 #12)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만 민박이 잘 되고, 자기네들은 

다 안된다고 해...(중략)...근데 내가 보기엔 과연 민박이 그래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만 조금 시끄럽

고, 평일에는 거의 안 그런 것 같아.

(참여자 #9)

스포츠관광지 개발로 인해 나타난 주민 간 갈등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과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주민 간 갈등 이외

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광개발 대상지에서 비교적 인접한 곳에 거주

하는 주민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민박 주인들 간 손

님확보 경쟁, 관광개발로 인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은 주민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 간 보이지 않는 갈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12>와 <참여자#9>의 진술은 관광지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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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보여준다. 현

남면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업체가 들어서 

있으며, 이와 연관된 편의시설 또한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그 

외 지역은 관광객들의 방문횟수가 낮아 사실상의 상업행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안가에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증가

하는 반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거의 관광개발로 인한 혜

택을 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주민은 관광개

발을 ‘지역의 발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일종의 혜택으로 인식

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보지 못한 주민들은 이를 주민 간 역차

별로 규정하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는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권역의 

변화는 지역주민 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영승, 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관계

지역이 관광지화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하지만,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진다는 것이다(Huang & Stewart, 

1996). 본 연구 대상지인 양양군 현남면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중심으로 관

광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외지인들의 유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 특히, 기존 지역

주민과 외지인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저기 보이지? ○○○가 여기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는 되었다고, 여기에다가 저거 업장 차려 놓고...(중략)...그때만 

해도 여기 마을에 배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배타는 사람

들이 새벽 몇 시에 나가느냐 하면 2시나 2시 30분에 나가야 되

요 바다에 작업하러 근데 쟤들이 계속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작업하러 나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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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한테 가서 놀더래도 11시 30분이 되면 끝내라 이랬더니 나

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니까.

(참여자 #14)

스포츠관광 개발이 진행되면서 마을 구성원은 기존 마을에 거주하는 지

역주민 이외에 외지인이 유입되어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참여자

#14>는 외지인과의 갈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초기 마을에 정착한 외지인

들은 기존 마을문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이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이주민

과 기존 지역주민은 생활양식이 다르다. 이주민들은 마을에 이주하기 이

전 대부분 서울 등 도시에서 생활을 해왔고, 마을에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신들이 지닌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존 지역주민

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생활기반과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상 불편으로 다가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기 처음에 온 애들이 있는데, 오자마자 자기 집 앞 공터에 

줄을 삥 둘러서 채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왜 했냐고 그랬

지 그러니까 여기 저희집인데요? 이러는거야. 그래서 내가 개발

할 땐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으냐고 그랬었어.

(참여자 #6)

<참여자#6>은 초기 유입된 외지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는 공동체적 문화에서 살아온 지역사회 구성원과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

는 외지인 간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어촌은 어촌계를 중심으

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인다(김준, 2011). 도시지역에 비해 폐쇄

성이 높은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지역의식과 내혼으로 연결된 친족 관계가 

서로 결합하여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왔다. 최근 들어 공동 채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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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분배가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서도 공동체적 성원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김준, 정근식,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마찰이 좀 심했다고 들었어요. 여기 정착하신 분들

도 마을에 익숙하지가 않고, 기존 주민분들도 유입되신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시간 좀 지나서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

이 기존 주민들하고 친해지려고 따로 노력을 하신 것 같더라구

요.

(참여자 #5)

저희도 그렇고 일반 주민분들도 초기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중략)...정착하신 분들도 

주민들하고 융화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

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게는 안 지낸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렇게 나쁜 분들 아니고, 예의 잘 지키고, 처음에는 뭘 잘 몰

라서 놀러 오는 분들이 흥분해서 그런 거지, 여기 이제 정착하

신 분들은 안 그래요.

(참여자 #2)

외지인의 지역유입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해변을 중심으

로 그들의 자유와 대안적인 삶을 위해 이주한 이들로 일반적인 귀농·귀

촌으로 인해 마을에 정착한 주민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은 주거, 교

육, 소비기능, 여가 등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지만, 이들에게는 라이

프스타일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금전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

다. 초기 유입된 외지인들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최소한의 

생업을 위한 노동활동을 지속했으나, 지역주민과의 교류2) 없이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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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거의 불가능한 어촌·농촌 마을의 특성상 마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외지인들의 노력은 그들에 대한 기

존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스포츠관광지화 단계 : 2014년 이후

가.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개발 초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

회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비교적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관광 개발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소득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

역사회 구성원들이 지니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발되면서 관광객이 이전보다 증가한 건 확실한 것 같아. 근

데 옛날에 해수욕장 할 적에는 주민들이 해수욕장 임대를 해서 

할 때는 먹거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먹거리를 못해요. 수퍼가 있

고, 마트가 있고 이러니까. 또, 쟤네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괜찮

았는데 자체적으로 다 해버리니까...(중략)...우리는 이제 민박을 

받아서 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고기잡이도 안 되고, 혜택

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참여자 #2)

2) 농·어촌 마을은 거주공관과 일상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지역주민과의 

교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박성정 등, 2012). 도시에 비해 일상

이 자주 노출되고, 이웃 간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진양명숙, 김주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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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생겼어. 카페도 생기고, 근

데 사실 여기 지역주민들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안 가, 

가겠어?...(중략)...그리고 개발 초기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주

한 사람들이 식당, 숙소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단 말이야. 지네

가 그걸 다 소화하니 이게 주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참여자 #3)

<참여자#2>, <참여자#3>은 스포츠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은 개발 초기와 비교하면 줄어들었고, 심지어는 거

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

이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업 이외에도 요식업 및 숙박업을 병행하면서 

지역사회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관광객들의 방문이 저조했기 때문이

다. 또한, 관광지 개발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운영

하지 못했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여름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

했던 마을 먹거리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고, 이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소

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앞에 도로 보이지? 이거 군에서 한거야...(중략)...원래 거

기 살던 주민들이 도로 지어지면서 보상금을 좀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유명해져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근데 그러다 보니 

보상금 받아서 다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이런 데도 집 지으려면 한 2억이 필요

하니 돈이 없지.

(참여자 #10)

처음에 땅값 올랐을 때는 주민들이 다 긴가민가했지. 여기가 

땅값이 오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주민이 자꾸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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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식들이 안 들어오니,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락이 타 

지방 사람들의 고향이 되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자 #14)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주민의 외부 이탈에 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

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스포츠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마을의 지가는 이전

에 비해 상승하였고, 지역주민들은 이전에 비해 높아진 가격에 삶의 터전

을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들

이 거주하던 곳에는 새롭게 유입된 인원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참

여자#14>는 외지에서의 인구 유입과는 별개로 기존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는 현실과 이로 인해 자신들이 알 던 고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안

타까움을 표명하였다.

개발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반반이에요...(중략)...일단 

상권이 다 그쪽으로 치우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좀 위기심을 느

끼죠.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바꿔줘야 하고, 또 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세는 아니거든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뭐 마을을 떠나야 하니까, 고향을 떠나는거죠.

(참여자 #4)

<참여자#4>는 스포츠관광지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외부 유출에 대하

여 진술하였다.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기존 마을 상권이 대체되

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지역주민들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참여자#4>는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마을이 활성

화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그들에 맞춰 진행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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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관광 개발과 관광개발로 인하여 기존 지역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개발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보였다.

초기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젊은 세대의 유입과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나, 관광지화 단계에서는 개발로 인한 실질적 소득의 부재와 지역주민들

의 외부 이탈로 인하여 초기 개발에 대한 인식과는 상반된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마을 외곽 쪽

도 펜션이나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마을 중심

지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건 그래도 좋은 거죠.

(참여자 #7)

이왕 시작한 거 잘 되었으면 좋겠죠...(중략)...나쁜점도 있겠지

만 그래도 개발은 계속되긴 되어야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으니

까.

(참여자 #9)

한편,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관광개발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진술하면서도, 추가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관광개발로 인해 사

회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관광개발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이영숙, 양길승, 2009)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것에 반해(ex, 하회마을, 한옥마

을 등) 스포츠관광지는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특징이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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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양관광의 특성상 바다와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

적 변화가 크고,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방문빈도가 저조하므

로 간접적인 영향권이라 할 수 있어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적 변화가 비교

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자신

들의 거주지까지 관광개발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며 추가적인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을조직의 균열과 재구성 

본 연구 대상지에는 마을청년회, 부녀회, 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의용

소방대, 강원서핑연합회, 죽도회, 이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외지인들의 유

입과 젊은 세대의 인구유출,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맥락적 변화로 인하

여 역할이 축소 또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에 없었던 집단 간 갈등도 나타났다.

내가 죽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을 했었다고, 근데 막 개발

되고 나서 외지 사람들이 다 돈 벌고, 걔네들한테 맞춰서 다 되

는데, 우리는 뭐를 위해서 있느냔 말이야...(중략)...그래서 내가 

죽도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내가 말을 했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참여자 #6)

저기 옆에 테라반이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사실 좀 많

아어요. 저게 철도부지 땅인데 군에서 저걸 철도부지를 임대해  

준다고 해서 저쪽에는 민박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이미 지어

지긴 했는데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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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1)

<참여자#6>는 죽도회와의 갈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죽도회는 현남면 

기관·단체장 모임으로서 현남면 지역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견해를 보인

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관광개발로 인한 지

역사회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

등은 오토캠핑장 건립과정에서 더욱 증폭되었는데, 대다수 지역주민이 민

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캠핑장의 건립은 자칫 지역사회로 유입되

었던 관광객들의 유입을 막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오토캠핑장은 완공되었고, 이들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 이제 거기에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도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걔네들은 거기서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되면 이득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쪽은 사람도 안 오고, 이게 번잡스럽기만 하니까 반대를 하

고, 그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야.

(참여자 #12)

기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현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외지인들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지인들도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구성

원 간 갈등이 나타났다. 새롭게 가입한 회원의 경우 관광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개발 대상

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관광개발 대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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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적 먼 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이를 지역의 발전이 아닌 

그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인식하며 그러한 의견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도 이렇게 개발되면서 우리 노인들만 있을 때는 뭐 이런 

이야기조차 잘 안했지...(중략)...이렇게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도 조율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참여자 #3)

갈등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조직발전을 저해시키

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지역주민 간 소통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3>의 진술은 집단 내 갈등은 집단의 소통

이 증가하고, 분열을 방지하는 기능(Coser, 1972: 44)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강원도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저희 동네 현남의용소방대원과 

119소방대원들과 함께 서핑보드로 수상인명구조 방법을 선보이

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서핑보드를 이용해서 인

명구조를 하는 방법을 소방대, 해경, 관할군청에서 크게 인식하

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네이버 블로그 발췌)

관광개발 이후 마을조직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협력을 통해 긍

정적 방향의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강원서핑연합회와 현남의용소방

대가 협력하여 수상인명구조 교육을 한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강원서핑연합회는 양양군 현남면 일대에 서핑샵이 증가하면서 해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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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서핑문화, 서핑 에티켓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퍼들

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모두 외지에서 유입된 정착민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현남의용소방대3)원 및 119소방대원들과 함께 

서핑보드를 활용한 수상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면서 해양안전

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직 간 협력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주민조직 간 균열이 발생하는 동시에 새

로운 결사체들이 새롭게 조직되거나 재구성되고 있다. 이제 지역의 헤게

모니는 단순히 지역주민, 외지인의 구도가 아닌 복잡한 상황적 맥락 안에

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유입된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관계

관광지화 과정은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해 구성원이 다양해진다는 특성

이 있다(Huang & Stewart, 1996). 이선희(2008)는 관광지에 거주하는 주민

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거주하던 거

주민, 두 번째는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이주한 ‘이주민’, 세 

번째는 관광개발이 시작된 이후에 유입된‘신이주민’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대상지에도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이 이

루어졌고, 이는 이전과는 다른 지역주민 간 관계의 변화를 야기했다. 

본 절에서는 관광지화 시기에 유입된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관계에 대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3) 문명의 발달로 가옥, 기타 건물이 대형화되고 인구가 밀집된 경향을 보이면

서 전문적으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겨났다. 그러나, 화재발생시에는 많

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소방조직을 보조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서 생겨난 것이 의용소방대이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

하는 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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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정착한 분들도 뭐 열심히 하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낯이 설다고 봐야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주민들하고 같이 뭐 

만나고 그러면 가까워지겠죠.

(참여자 #1)

아무래도 여기 정착했으니 지역주민은 주민이죠. 그래도 아직 

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그나마 젊은 축인데 

마을에서 내가 모르면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죠.

(참여자 #11)

앞서 논의한 개발 초기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

한 노력을 통해 기존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낯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11>은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지역주민이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맺기나 특정한 단체 및 모임 활

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진명숙, 박성정, 2012).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지화 시기에 유입된 이

주민들이 더해지면서 기존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모

호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여기 온 외부사람들이 돈 다 벌어간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지...(중략)...지역주민들은 혜택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니까. 임대로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나가버리잖아.

(참여자 #3)

딱히 없어요. 요즘에는 관계가 없는거죠...(중략)...외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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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렇게 장사할 때 빼고는 교류가 없으니까 친해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중략)...장사만 하고 가는 거죠. 지역주민이라기보

다는...

(참여자 #7)

외지인들의 지역유입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관광지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광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관광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지역주민

과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의 관계는 이전에 유입된 이주민에 비해 관계 형

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역주민에게 관광지

는 생업활동을 위한 장이기도 하지만 주거, 교육, 여가, 소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들은 지역을 상업활동의 

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존 지역주민들은 그들을 마을의 주민이라기보

다는 자신의 지역을 배경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장사꾼’으로 인식한다. 

이는 기존 지역주민과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 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

게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정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

죠. 초기 유입된 사람들은 그래도 나도 얼굴을 거의 다 알고 하

니까 근데 이제는 인사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 마을 회의라던

가, 어버이날 행사라던가, 뭐 마을 연중, 연말 행사 때 보면 거

의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노인들 위주로, 지역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죠.

(참여자 #11)

<참여자 #11>의 진술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들이 마을 공적 행사

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농·어촌 마을의 

행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공적 업무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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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장이며 또한 친목을 위한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지

인들의 불참은 기존 지역주민과 외지인 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금 보면 부락에 반 정도는 외지인이고, 반 정도는 지역주민

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

지 한다 이런게 있으니까...(중략)...좀 적응했는데 주인이 바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알게 되잖아요? 

(참여자 #4)

여기 앞에 있는 민박했던 젊은 사람은 지역주민들한테 참 잘

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다 친하고 외지인들하고도 다 친하게 

지냈고, 지금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올해에 새로운 애가 왔는

데 걔는 영 서툰 것 같아.

(참여자 #14)

연구 참여자들은 외지에서 유입된 외지인들이 다시금 지역을 떠나는 현

상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임대를 통해서 마을에 정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다시금 마을을 떠나게 된다. 현남면은 농업 및 어업을 중심으

로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는데, 이는 교류하는 사람의 수는 적지만 지속

적 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생업 환경

에 따라 마을을 떠날 수도 있는 외지인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지속적 교류

가 어렵다. 따라서, 관광지화 시기 유입된 이주민과 기존 지역주민 간 관

계는 기존 마을에 정착한 주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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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

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

하는지 탐색함으로써 스포츠관광 개발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사

회 구성원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하

여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민이 새롭게 유입된 고소득층에 

의해 대체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비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

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최병현, 2013).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 이외에 자발적 이주의 형태

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어촌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자 기존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떠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인혜, 고동완(2009)에 의하면 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해체, 

지역사회 공동체의 약화, 사회적 네트워크의 해체와 같은 다양한 변화가 나

타나기도 한다(Stokowski, 1996; Xue et al., 2015). 본 연구 대상지인 현남면 

인구리와 두창시변리는 바다와 어업을 매개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문화적 질서와는 대

비되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면서 기존 문화와 새롭게 유입된 문화 간 복잡

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ritz & Ross(2010)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스포츠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지

역사회 구성원 간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선희(2008)의 연구에서는 관광개발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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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증폭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구

성원 간 관계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지 개발 초기 외지에

서 유입된 이주민, 개발 이후에 유입된 신이주민 및 기존 주민들이 결합하여 

이전보다 지역주민 간 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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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

보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는 1)스

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스포츠관

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이전부터 현재까

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1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였으며, 문헌고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포츠관광 개발 초기 지역성장 및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바

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지역 성장 동력이 부재한 현실과 고령화, 이촌향도로 인하여 

지역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관광개발을 이를 타개할 하나의 수단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관광 개발 이후 개발로 인한 실질

적 소득의 부재와 기존 지역주민의 외부 이탈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지니

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은 개발 초기에 지녔던 인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관광 개발 이전 지역주민 간 관계는 정서적 연대에 기반을 

둔 원만한 형태를 보였으며, 주민 간 갈등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관광 개발 이후 금전적 문제와 결합된 주민 간 갈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주민조직의 역할이 축소 또는 확대되어 이전과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특성이 모두 나



- 75 -

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외지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연관이 있

다. 개발 초기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

였으나, 개발 이후 유입된 이주민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역주민들은 개발 초기 유입된 이주민

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개발 이후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자신

의 지역을 배경으로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식하여 관계 형성에 있

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

보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결과, 논의 및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관광과 서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관광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스포츠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떤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성 및 차이점이 부각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경험은 생

업 및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생업 

및 연령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사성 및 차이점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가 



- 76 -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스포츠관광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이외에도 실제 

스포츠관광지에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포츠

관광지는 방문하는 관광객의 방문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소멸

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객의 경험은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스포츠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

은 스포츠관광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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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책임자명 : 엄철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지역이 스포츠관광지가 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셨

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

교 소속의 엄철호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

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관광지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경

험탐색을 통하여 지역이 관광지가 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포함한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2009년 이전부터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였고, 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적극적 참

여를 한 14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귀하를 대상으로 지역이 관광지가 되는 과정에서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이 1회 실시되며, 심층면담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로 1~2회 

심층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018년 7월부터 연구참여가 이루어지며, 1회의 심층면담이 진행되며, 연구과

정 중 1~2회 추가적인 심층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담은 약 1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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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의 심층면담 과정에서 불편함 혹은 불쾌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자는 노력할 것이

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낄 경우 언제라도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윤리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첫째, 연구결과에 참여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기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 연구 중 면담을 통해 수

집된 정보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 및 연구실 개인 서랍에 보안을 철저히 하여 

보관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엄철호입니다. 저희

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과 다른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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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본 연구에 참여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뜻으로 음료

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___엄철호_________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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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동  의  서 (연구 참여자)

연구 과제명 :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책임자명 : 엄철호(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녹음/녹화가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     )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10.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

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연구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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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tination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and   

Residents' Perception

- Focusing on Yangyang County, Gangwon Province-

Eom , Chu lh o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 l N atio na l U n ivers 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mmunity members' 

perception of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and to understand 

what community members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destin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1) What is 

community members' perception of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2) What changes do community members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destin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such, 14 

community members who had been living in the area from before 

the development of tourism to now were selected as study 

participant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analyzing 

the data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in-depth interviews.

First, community members were shown to have perceived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positively in the early stage of the 

development based on their expectation of regional growth and 

population inflows. This is because in the reality where there was no 

regional growth engine and in the situation where the reg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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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being accelerated due to aging and rural to urban migration, they 

judged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as a means to overcome 

the reality and situation. However, due to the lack of actual income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and the departure of local residents 

to the outside after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after the 

development was shown to be different from that in the early stage 

of the development.

Second, before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the relationships 

among local residents showed an amicable form based on emotional 

solidarity and no particular conflict was found among the residents. 

However, after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conflicts among 

the residents associated with monetary issues could be identified. In 

addition, the roles of residents' organizations were reduced or 

expanded to show complex aspects different from before. 

Thir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isting local residents and 

outsider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were shown. These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the efforts of the outside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Whereas those immigrants who came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continued to make efforts to settle in the community, 

those migrants who came after the development were shown to be a 

little unsatisfactory in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residents. The existing local residents perceived those immigrants who 

came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relatively positively but they 

perceived those migrants who came after the development as those 

who conduct commercial activities based on their regions so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Key words: sports tourism, sports tourism destinations development, local 

resident

Student number: 2017-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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