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園文要約

활뭘3'f::J;也 f主효를으J 훌뭘3'f:15-웰휠어l 푼f한l- 뭘千강문 

흩률홈홈、f홉훌만f를출 훌훌흩M土한표훨훨즈L료르- 송 l- o~ 

뚱좋 휴륨 

이 연구는 觀光地의 住民들 자신은 훌훌光者로셔 어떠한 觀光空間行動울 보이며， 무슨 

훌훌光動機와 意講。l 그 행동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러 나라의 유수 관광지의 하 

나인 西廳浦市툴 事倒地域으로 삼아 살펴 본 것이다. 선행 언구의 대부분이 외래 관 

광자의 행 EH언구에 치중하여， 관광;(1 주민애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얘셔 본 언구 

의 必、要性과 意.義가 있다. 

西騙浦 住民의 全園훌훌光行動과 濟싹|島 내애셔의 觀光行動 사이얘는 훌行頻度， 選好

되는 觀光地 類型 및 훌훌行距빼훌 i뽑흙홈性의 측먼에셔 對照툴 이루고 있움이 밝혜셨다. 이 

들운 전국 여행음 그러 자주 하지 못하지만， 쩨주도 내얘셔는 비교적 않윤 수의 관광 

치를 찾고 있었S며， 관광지의 유형으로도 전국관광윤 자연관광지얘 대한 선호도가 압 

도적S로 높않으나， 채주도 내얘셔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가 고루 방문되고 있었다. 

또한 전국 여행에셔는 그 목적지가 제주도에셔의 거 al와 무관하였번 반먼， 쩨주도 내 

애셔는 거 a1 조락성이 뚜렷하였다. 

셔귀포 주민의 觀光動機는 홈홍放的 活動 指向性 動農와 自然的 活動 指向性 動혐훌가 

주류률 이루었다. 또한 관광동기가 분벙할수록 여행 횟수도 이얘 1I 1 혜하여 늘어낯고， 

관광동기의 유형과 방문 관광지 유형 사이의 관계도 유의적임이 밝혜셨다. 

觀光認講에 관한 분석 결파， 이들응 전반적으로 濟州옳 觀光寶홉을 매우 중요하게 

인석하고 있으며， 륙히 自然寶願과 搬土民혐寶顧울 여 E} A.文 - 文化寶願보다 뎌육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濟t’tI홉의 觀光地化가 現地의 地域種濟와 住民生活애 끼친 

影響에 대하어 주민려 대다수는 批判的인 .ft~훌율 취하고 았고， 륙히 대학생층운 1I 1판 

적， 부정적 태도가 가장 섬하였요며， 고학력 화이트칼라 층에셔도 제주도 관광채발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셔귀포 주민들윤 또한 外來 觀光者려 

行態에 대하여셔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S며， 向後의 觀光開훌훌方向에 있어셔 

도 종래와 다른 태도를 보여 관광지 주민의 갈등이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觀光旅行의 頻度와 誼問地 類훨음 훌훌光動홉와 寶障盡講얘 깊이 관여되고 있어， 聽光

行動-動樓-意講의 셰 要素는 대채토 積極的인 行動 - 積極的인 廳度 - 훌훌光寶題에 대 

한 肯定的 評1홈로 이어지고 있읍이 발건되었다. 그러나 관광행동과 관광영향의식 사 

이애서는 푸렷한 관계가 인지되지 않앓다. 

관광행동， 동기， 의식 션 항몹얘 걸쳐，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었S나， 주민 푹성에 

따른 대조가 뚜렷하였다. 륙흘l 學흩， 年廠， 톨훌業， 훨光所得 關聊度 측먼애셔 집단차 

가 ul우 분명하채 드러앓는대， 이는 결국 西騙浦 中心部의 都市地城과 周邊部의 非홉$ 

市地城애 거주하는 주민의 륙성 차이로 대벌되는 것으로도 불 수 있다. 

主要語: 훌훌光行態， 훌§光動樓， 훌훌光훌훌훌훌， 훌g光훌， 距廠 、뼈흙훌性， 觀光影홉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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驚 I 훌훌 F환 홉훌 

1. 問題의 提웰 

훌훌빠뀔와 훌뭘光에 대한 홉念‘의 發農과 확산윤 塵業化애 의한 경채적 발천과 언7삐되어 

진행되고 있다. 勞휠빠훌間 이외의 시간S로셔의 훌훌願(Freizeit)는 인류의 억사가 시작 

펀 이래， 1*훌， 思索， 閒懶 (때βe)라는 개념a로셔 일상생활애셔의 불가결한 요소이 

먼셔， 노동랴 반때 축변에셔 일과와 맞물려져 있어 왔었다1) • 社홉構遭와 勞動構遭의 

급진적인 변화 추째는 필언적으로 여가의 외적인 量과 내적인 훌의 번화훌 야기시켰 

S며 그 새로운 번화가 바로 觀光行態애셔 나타나는 것a로 보인다2) 이러한 훌化는 

헌대의 福it社會가 처해 있는 動的인 프로세스툴 표촬시카고 있는 것이다3) 

새로운 복지사회애서의 훌훌光랴 大짧化는 인류애채 인간존채의 중심점율 가르쐐 추 

고 있다. 다시 말하먼 λ間存在의 중심점운 관광이라는 새로운 짧애셔 그 보곰자i!l를 

마련하고 있다 하겠다. 현대사회의 흐륨이 바야흐로 인간을 빈곤과 노동세계에셔 해 

방시켜 뼈光世界로으l 定置툴 지향하고 았다. 이려한 홉位現훌윤 어변 륙정계층에셔 

벗어나 대중적인 변화로 확산되고 없다. 前題業할홉에서는 오석 c。빼unitas(신과의 

대화)에셔만 행복감에 도달할 수 있었먼 그 민중운 이제 새로촌 Co톨munitas ， 측 행륙 

의 셰계툴 관광얘셔 찾S려 하고 있다4) 인류 억사상 처융a로 보흉 사람들이 인간사 

회 속에셔 진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체에 있어셔 관광의 영‘적 팽창추써는 모든 塵業의 훌톨勢툴 훌뼈하고 있으며 우ëJ 

의 經顧的 상상력을 넘어셔고 있다. 우ël 나라에 있어셔 보변 1962년얘 겨우 1만5천멍 

1) Kaplan , M. , Leisure. John Wiley & Sons , New York , 1975 , pp.3-52. 
Mathieson , A. & Wall , G. , Toμrism Econo빼 ic ， Physical and Social Impacts. 

Longman , Neμ York , 1984 , pp.8-12. 
2) 훌훌훌훌光格I? 훌t홉地理學試論 리 , 古今홉院. 東京， 1982 , pp.88-99. 
3) Murphy , J.F. , Concepts oj Leisure, Prentice-Ha ll , 1981 , pp.3-12. 
4) Jafari, J. , T，뼈 Tαlrist S:yste빼: πle lnter、national T，αur 'Ì SII Se빼 inar ， KNTC , 

1985, pp.131-179. 
전경수I? 관광파 문화(관광인류학의 이폰과 실제) ~， 도서출판 까치， 1987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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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먼 外園A 관광자수가 지난 27년갇 거의 年평균 151.으l 成長率을 유치하면셔 약 1 

30배로 증가하였S며5) 內園A 관광자수 또한 급걱하게 늘어냐고 있는떼 1991년에 園

民觀光륨륨要는 물경 약 2억인(이장출， 1989) 애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았다. 이려한 상 

왕율 고려하여 開發政策을 도입코자하는 開훌훌逢上國 政府들윤 외화획득과 국처l수~l 

개션， 외자도입， 고용기회 확대， 지억 균형개발， 주변지억의 개발촉진과 환경개선 등 

을 슬로걷으로 하여 後進地城의 훌훌光開發을 셔두료고 있다. 

그러나 판광지 개발에 있어 政府의 희망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觀光地 주민의 不에훌 

意.讓운 접중하는 것 같다. 소륙향상， 해업기회의 확대， 사회 간접자본랴 증대 등의 

이듀(benefit)율 인정하떤셔도 果實金의 總出問題， 매출과 뱀좌문채， 전봉적 판습과 

문화유산의 회락문제， 원주민 신분의 상대적 조락문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문제， 

관팡자 집중얘 의한 과잉 포화상태 등의 비용(cost) 문제에 려한 갈등의식의 探化가 

중Ji. 課훌훌로 提起되고 있다. 

이와 같운 흐륨애 얘하여 일쩍부터 문채률 제가한 論文율윤 많다. C. T. Smith6) , 

S.Standley71 ’ D. G. Pearce8J 

’ 
J.Bryden9) ’ UnescdOI , D. MacCanell iîì , V. L. S뻐ith1깅 

’ 

R. G. Cantl11 등 들도 觀光現象이 지액사회애 끼치는 影響에 대하여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 調文들윤 觀光意藏애 대한 초기 논문을로셔 比較的 지억사회의 손익 

5) 한국관광공사I? 관광동향애 관한 년차보고셔려， 1989 , pp.5-12. 
6) Smith , C. T., "Historical geogr‘aphy: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in 

R.J. Chorley & P. Haggett , E’ront ier、's in Ge앵ra뼈icα 1 Teαching， 

Methuen , London , 1977 , pp.118-143. 
7) Standley , S. , The lmpact 01 t뼈 Vai 1 Sk i ResOT、 찌1 lnput-αltput Anal.wis’, 

Boulder, Colorado, 1971. 
8) Pearce , D.G. , ~α.lrist J)evelop빼양1t at t'/，αlnt Cook Pat terns and Processes’ 

Since 1884 , M.A. Thesis , University of Canterbury , 1972. 
9) Bryden, J. , Toμrism and Deve l어째원lt A Case St따Iy of the Co，뻐nontveα lth 

Caribbea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 York , 1973. 
10) Unesco, "The effect of tourism on socio-cultural values," 찌mals 01 

Tourism Research IV‘ 2) , 1976 , pp.74-105. 
11) MacC없mell ， D. , The T，αlrist A NeftJ The<Yry ùl the Leú.ure C lass‘, Schocken 

B∞ks ， Neμ York , 1976. 
12) Smith , V. L., "Recent research on tourisll and culture change ," 짜lnals’ 

01 Toμrism Reseαrch IV(3) , 1977 , pp.129-134. 
13) Cant. R.G .• TαlriSUt η Qu완짧‘town - An lnνi tat ion 10 Dialogue, Uni versity 

of Canterbury Depart빼ent of Geography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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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문제에 關心을 갖고 있었으나 그 調議는 費用分野 보다 利f폼에 ~1쑤천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內面化되고 있는 觀光意.鐵構遭얘 대하여 總、體的 援

近을 서도한 例는 거의 없는 편이다. 

한펀 園內애서도 관광의식에 대하여 관심율 갖고 접근울 시도한 바가 있무나 유흥l 

처l한적인 편이다. 륙훌l 체6공화국 이후에 批判意講이 사회적으로 바둥하면셔 외둑의 

先行細究가 국내얘 소개되기도 하고 그 뻐究方法애 의존하여 지억척 관광의식조사률 

하였던 바가 있는떼 그 事빼들율 살펴보면 홉南旭l4) ， 金泰保IS， 둑토개발언구원iω ， 한 

둑관광공사끼 ’ 申幸澈뻐 , 한국개발연구원19) ’ 金桓폈l， 沈相遭z1l 둥에셔 그 흐륨의 服

을 잡아 볼 수가 있다. 특헤 이들 여러 국내 빠究훌훌文들음 언구지억율 濟州遭로 제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濟州遭가 훌U뿔地域이먼셔도 園內에셔는 觀光開훌훌0) 가장 先첼훌 

的으로 進行되고 있고 주민의식성향이 비교적 진보적인 때문S로 보인다. 연구내용의 

共通的인 性向을 보번 관광애 의한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자언적 영향 둥의 주 

민의식 o 로 要約휠 수 있는때 揚益分析的인 의도를 갖고 接近하고 있다. 問題는 지역 

주민의 의식애 대한 접근율 사도하번셔도 構造的 시도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떼 있다 

할 것이다. 

그때셔 관광지 주민의 관광동기， 판광행 ~M ， 란광차원려식， 관광영향의식등 종합적 

조사와 분석율 통하여 주민의 관광의식 실처l률 구조화하는대 기여할 만한 언구수행촉 

진의 필요성이 처l기되고 있다 할 것이다. 

14) 高南h율， “주민의식 구조먼애서 본 지역개발 행태애 판한 조사연구 채추때학교 
논문집 11집 , 1979 , pp.543-578. 

15) 金泰保. ‘·제주지억경채의 구초적 륙성파 산업개발 전략에 대한 연구 채주대학 
교 논문집 18집， 1984 , pp.333-370. 

16) 국토개발언무원1(' 륙정 ~l 억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c!l' 1985. 
17) 한국관광공사1('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때책 리， 1985. 

tj' 외국국민관광껑책과 제도 .1It 1986. 
ii' 관광~1 주민의 관광의식조사 c!l' 1987. 
:r 휴양/ 위락행태려 변화 및 공간확보방얀언구 c!l' 1988. 
rr 헌대 여가 문화정책 c!l' 1989. 

18) 申幸澈， “제주관광개발의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발전연구 4집， 채주대학교 사회 
발전연구소， 1988 , pp.272-286. 

19) 한국개발언우원fj' 채추도 종합개발계획려 재검토 리， 1989. 
20) 金桓元， “ 濟꺼‘|훌 任民의 正體性에 관한 빠究 셔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21) 沈相遭 판광현상이 원주민 자액사회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 경가대학교 

석사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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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빠究텀的 

觀光塵業의 급속한 成長윤 聊進的으로 경채쩍， 사회적， 환경석 효과블 가져온 것운 

영백한 사실이다. 그래셔 現혼E 관광언구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 觀光費用에 대한 비 

판적 설영을 시도하는 주목합만한 흐름이 있다. 이려한 冊究는 환경적 그러고 사회적 

평가를 가하고 있는대 대부환 最近얘 이루어진 h퓨究業續들이다. 이울 學派애셔 개척 

석인 연구자율음 J.E. Jonish and R.E. PetersoßW , J. Jafari~ 들이며 뒤률 이어셔 

Graburn24l , Smitl햄 , Coher햄 , PizaJi'l 둥윤 좀 뎌 경종을 울èl는 觀光의 否定的 剛面

을 기술하고 있는떼 그 중요 요소들윤 전통문화의 밴질， 매훈， 뱀회의 증가 그러고 

해얀요염 등율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연구동향을 관팡영향얘 대한 주민의식 상태를 단순조샤하는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住民의 行態는 동기， 행동， 만족， 의식화 과정율 통해 

셔 내변화 헌다는 命題뻐 를 前提로 하여 생각하여 보먼 빠究方向려 획기적인 전환이 

Ji.구되고 있다. 또한， 선행언구의 대부분윤 왜래 관광자에 치중되어 왔 o 며， 관팡지 

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신음 관광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하여셔는 연구의 축적 

이 비교적 석었다. 

본 언구는 이러한 學界動向을 고려하여 관광지 주민의 觀光動繼， 空間行態， 觀光意

讓애 대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함S로써， 관광지 주민들어 새로운 사회석 번화에 대하 

여 어떻게 適應하고 있는가툴 탐색하는떼 목쩍을 두며， 다음과 같윤 구체적 연구몹적 

22) Jonish , J.E. and Peter‘son , R.E. , "Impact of touris뼈Ha‘AlaU ，"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 i071 ØJ，arter、 ly 14 , 1973 , pp.5-12. 

23) Jafari, J. , "The sα:io-econollic costs of t아.U'ism to developing countries , ., 
Annals o[ Toμr、 ism Resear、ch 1, 1974, pp.227-259. 

24) Graburn , N. H. (ed) , Ethnic and TIαLrist Arts Cultural Expressions 1r、。m the 
FαLrth World , University üf California pr‘ess , Berkeley , 1976. 

25) Smith , V. (ed) , Hosts and Guests : An Anthr아)()logy 01 Tα1r、 ism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Philadelphia , 1977. 

26) Cohen , E. ,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physical environaent ," Annals o[ 
7’αLrism Res얹rch ， Vo l. 5, 1978 , pp. 215-237. 

27) P izam , A. , "Tourism ’ s impacts the social costs to the destination as 
perceived by its residents ," ].ωrna 1 01 Trol'el Reseαrch ， Vol.16(4) , 
1978 , pp.8-12. 

28) Kerling , F.N. , f，αmdat ions of Be없vioral Research. Holt , Rinehart & 
Winston , Neν York , 1986 ,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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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코자 한다. 

첫째， 관광져 주민들이 갖고 있는 觀光動機와 觀光寬훌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셔 

觀光意.훌훌을 내먼화시켜가는 기본 성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지 주민의 鄭土觀光寶銀에 대한 態度와 觀光空間行態툴 파악하여 관광 

~I 주민의 愚樂空間 特性에 대한 이해툴 시도한다. 

셰째， 觀光動機， 觀光寶、願 意講， 觀光影響 意講 相互間의 관계툴 分析하여 

觀光行훌훌려 체계툴 究明하고자 한다. 

3. 隔究方法

1) 빠究內容 

본 빠究애서의 연구의 틀음 .. 투입-중깐매체-산출”의 圖式을 도입코자하고 있는데 

이는 S에-R 화라다암(자콕(Stimulus)→유기쩨(Organism)→반응( Response ) )에셔 착상 

을 하고 있다. 이 파라다임은 인간행동 연구에 대한 주도적인 이본적 접근쿠조로셔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다.연) 觀光地는 외래관계에 의하여 사회적 급번율 맞이하고 있 

다. 01 러한 새로운 變化를 受容하번셔 주민운 또한 자신의 관광동기， 태도와 행태등 

을 變轉시켜 사회쩍 의식을 形成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선제하에서 관광지 주 

맏악 인구， 사회， 경채적 특성을 統없j蠻因으로하여 그들의 관광행태와 관광의식에 대 

한 聯關 分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셔 언구주채가 의도하는 바가 보다 폰영하 

게 나타나도혹 하기위해셔는 統制變因에서의 인구사회학적 要素는 관광~I에서 특히 

헌처한 변인둘만을 선택할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주민랴 관광행 Eij와 관광의식 각 要

素들을 압축사켜서 特色았는 構造化를 시도하였다3)) 본 언구의 이러한 구조화 구상 

이 아래의 < 圓 1 -1 >에셔 표헌되고 있다. 

29) 徐뿔漢!i" 消費者行動論 랴， 博英jt ， 1986 , pp.263-268. 
30) 山本正三 外 2.A, I? 地理學(J)方法論的考察 .!l t *明휠， 東京， 1980, pp.147-162. 

竹內향一!i" 現代地理學(})論理 냄， 大明堂， 東京.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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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팡지 주민륙성 

강화 

학습 l 

< 톰 1 - 1 > 빠究의 按近 툴 

〈圓 1 - 1>윤 S-ü-R.모형율 구체화시켜셔 표현한 것이다. 즉 觀光地 住民의 特性은 

사회쩍 번화과갱 숙애셔 正體化되고 있음율 보여주고 었다. 관광지 추민은 내먼화된 

觀光動홉애 의하여 공간행동율 션택하채 되고 그 내용에 대하여 澈足 혹윤 不澈足의 

감정적 경험율 하먼셔 1:1 1판의식율 학습하채 펀다. 이려한 過程을 반복하게 되먼 의식 

의 강화툴 촉진하게 되어 공간행대률 또한 쏘다 探홈的g로 내먼화시커채 펀다는 假

說을 構想하고 있CPll. <圖 1 - 1>윤 또한 각 領城別로 2元的 껍곤요소를 設定하고 있 

다. 관팡동기는 積極的 동기와 햄極的 동기로 나누고 있고， 空삐行動윤 鋼土觀光地얘 

대한 선호지헝·성과 開훌훌훌g光地얘 대한 션호지향성으로 나누고 있으며 최종 훌쩔結果 

라고 볼 수 있는 훨光意講윤 주민의 훌光寶源에 대한 의식과 觀光影훌훌얘 대한 의식으 

로 나누어 접근하고 었다. 

2) 빠究實料 

(1) 짧問의 構成

31) Gold , J.R. , Aη lntr‘'Oduc t i on t 0 Belnv iα.tra 1 Geogra앙1)>， Oxfor녕 University 
Press , 1980, pp.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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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冊究애셔는 設問級 調훌法을 주로 사용하먼셔 이 조사의 미바점율 보완하기 워 

하여 사례연구， 먼껍조사 등도 일부 應用되었다. 說問內容은 앞애셔 구상흰 빠究模 

型을 근간으로하여 영역밸， 차원벨로 나누어셔 제작을 하였고， 그 過程은 다융과 같 

다. 

먼져 統制훌因으로 사용펀 인구，사회， 경채적 屬性윤 션행언구애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주로 이용하였고m 이에 머하여 외국애셔의 관광의식에 관한 논푼에셔 

유의하다는 판정을 받은 요소들을 찾아내어 추가시겼다. 새로 추가된 內容들윤 冊짧 

地城 居住期間， 훌§光所챔 關聊 程度 등인대 tll교적 좋윤 갤과훌 얻운 편이다. 

관광동기에 대한 設問운 언구모행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橫極的 동기와 햄極的 

동기로 나누어지고 있는떼 橫極的 동기는 주로 物理的 행동분야， 햄極的 동기는 주로 

精神的 분야의 문항들로셔 구성되었다. <( 表 1 -1 >참조) 

觀光行動애 았어서는 주민이 선호하는 觀光地툴 邊定하는떼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 

다. 그래셔 西騙浦 시내지역때셔 3차래의 ￥훌備調훌를 용하며 션호관광지 중애셔 6271 

觀光實障을 선정하였다. 이들 관광자원윤 빼土觀光寶顧 中애셔는 항로하계유원지 11 

곳과 향토도서유현지 10곳， 향토문화행사 4개 등이고 開훌觀光寶顧은 자연관광자원 1 

2곳， 인문관광자원 13곳， 환대시셜관광자원 12곳 등이다. 

판광의식음 觀光寶願意.識과 觀光影훌훌意‘講묘로 나누어셔 접근하였다. 관광자원의식 

윤 주민들이 地域훌R光寶훌훌을 評1홉하고 있는 의식수준를 알아 불려고 하고 있다. 그래 

셔 주민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관광자원 26개률 선정하어 설문하고 있는떼 그 構遭는 

자언자현 12 개소， 인문자원 10 개소， 문화행사자현 4개 등이다. 

한펀 관광영향의식윤 일반적 방법과는 다픈방법으로 접근할려고 하여 보였다. 관광 

영향의식에 대한 션행언구사례는 경채적， 사회적， 생태적 영향으로 限定되어 접근하 

32) Allan Patmore , "Recreation and leisure," Progress in 뻐없n Geogra핸y 1-1 , 
1977, pp.111-117. 

Collins , M.F. 없띠 Patmore , J.A. , "Recreation and leis따"e，" Progress i n 
Hu뼈n Ge앵1'0앙~ 5-1 , 1981 , pp.87-96. 

Owens , P. L., "Rural leisure and recreation research ," Progress in 뻐i뼈n 
Geogr、q껴~ 8-2 , 1984, pp.157-188. 

Kirby , A. , "Le isure as c。뼈여ity ，" Progr、ess in 뻐.lRln Ge앵ra야y 9-1 , 1985 , 
pp.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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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 - 1 ) 設問內容

영 역 차 윈 요 .::îι- 므~훌 dl--Ar 소계 

1Ll.·그 。l- 척듀적 동기 물~1 적 활동 지항·성 6 
12 

동기 소곡척 동기 쟁신쩍 활동 저항생 6 

(1) 향토 하채유윈지 11 

1i-•2J- 향토관광자원 (2) 향토 도셔유윈지 10 

(3) 향토 문화행사 4 
교。.카 '- 62 

(1) 자언관광자현 12 

행동 개발관광자원 (2) 인문관광자원 13 

(3) 환대시셜관광자원 12 

관광빈도 전국，채주도，해외 3 
5 

71 관팡 이유， 션호 관광지 2 

(1) 자연관광자원 12 
관광자원 

(2) 인문관광자원 10 26 
의 식 

(3) 문화행사자현 4 
오LlF요 。.).

(1) 관팡자 행태의식 5 

화'-괴 。·여 。 1k。F (2) 관광산업의식 5 

의식 (3) 관광개발계획 의식 7 29 

의 식 (4) 관광정책파채 의식 7 

(5) 주민 자아 의식 5 

흥채변인 인구，사회， 경채적 속성 9 

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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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녀무나 판얘 박힌듯한 효쯤이므로 이툴 벗어나야 펼 것 o 로 보인다. 그래 

셔 이 논문얘서는 主題가 제시하는 바와같이 주민의 의식을 中心으로한 언구툴 의도 

하고 있으프로 주민의식 중심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 基本構造는 觀光者行態

에 관한 意鐵 5문항， 훌훌光塵業에 대한 意識 5문항， 觀光開훌훌計없에 대한 意‘鐵 7문항， 

觀光敢策課題에 대한 意‘講 7문항， 住民의 自我寬識 5문항 이며 개밸자기기입법과 

Likert척도(5점척도)를 적용하였다때. 

( 2) 標棄

셔귀포시지액 일반전대상(general universe)의 대표성율 확보하고 지 èl 적 地城性이 

표출되도톡 하기 위하여 4個의 地城으로 나누었다. 시가지를 헝성하고 있는 西騙뼈과 

연접되는 쫓짧을 하나로 묶고， 이 都市地城을 中心a로 하여 동부지역， 셔부지억， 그 

러고 도시에 대하여 한라산쪽에 위치한 마율들을 內陸地域으로 나누었다. 

調훌地城 나누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特性的 個性。l 표출휠 수 있는 集團이나 地城

등을 층화표섭 (stratified sa빼pling)방법에 의거해셔 추출하았다34) 그 내용에셔 地城

性으로는 관광개발애 의한 토지수용이 이루어셨먼 마을들인 中文網 동의 셔부지억과， 

전통적 동족부략을 이루고 있는 동부지억과， 내륙지억 등이며， 푹성집단으로는 대학 

생층과 관광호텔종사자， 택시기사 등은 적어도 각각 150영 이상에 달하도복 추적하 

여 조사하는 층화면껍을 하였다. 

西廳浦市는 1981년 셔귀읍이 市로 昇格되먼셔 중문먼도 같이 홍합하게 되어 22개의 

里로 운영되번 行政處城을 127ft동으로 改編하였다. 이때 지역적 관계툴 무시하여 주 

민소원 중심으로 洞別 경계션을 획정하얘 飛地洞등을 설정하재 되므로써 뼈別分類가 

地城性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셔 여기서는 < 表 1 -2 >에셔와 같이 지역성을 살 

èl기 위해서 보목， 법환， 셔호， 호근， 월평， 도순， 강정， 용흥 등의 마을들을 소속되 

어 있는 행정동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지액을 나누었다. 

標累의 크기는 셔귀포사 전체 21 ， 840가구수에 대하여 3 ， 300멍 쟁도 표집을 할 計劃

33) 奉泰켓， 金훌훌兌fi" 調훌方法論 dI' 世英社， 1979 , pp.177-181. 
34) 金海東fi" 調훌方찮論훌훌義 d)' 三中堂， 1981 ,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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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 - 2 > 셔귀포시의 권억 맺 동벌 인구 ( 1989.11. 1 현재 ) 

。1-l 구 >」ri

지억 동 가구수 x 
7쩨 남 여 

~‘ 쩨 11, 784 53.96 45 , 209 22 , 280 22 , 929 
도 

카。l a。} 2,005 9.18 8,072 3, 962 4, 110 
시 중 。。} 2, 598 11. 90 9, 897 4, 842 5,055 

i‘~ ~l 1, 976 9.05 7, 480 3, 628 3, 852 
련 동 흥 1, 848 8.46 6, 932 3, 487 3, 445 

셔 홍 1,870 8.56 7,091 3, 452 3, 639 
송산(보폭x) 1,487 6.81 5, 737 2, 909 2, 828 

동 .1ι- 계 2, 186 10.01 9, 648 4, 784 4, 864 

-닙「 @.5!.. 혹 644 2.95 2, 667 1, 299 1,368 
권 효 도c 1, 542 7.06 6, 981 3, 485 3,496 

~ 계 5, 187 23.75 20 , 636 10,315 10,321 

셔 중 톡1-L 2,072 9.49 8, 649 4,332 4,317 
。쾌 례 1,069 4.89 4, 243 2, 149 2, 094 

‘닙T @월 펴。 224 1.03 887 452 435 
@도 각L-: 320 1. 47 1, 188 591 597 

권 @강 카。1 650 2.98 2,338 1, 151 1, 187 
@법 호lL- 852 3.90 3,331 1, 640 1, 691 

내 -까 .... ‘- 7돼 2, 683 12.28 11,329 5, 725 5, 604 I 

륙 @용 흥 322 1.47 1, 282 637 645 
셔 호 467 2.14 1,880 941 939 

권 호 --17- 552 2.53 2, 257 1, 124 1, 133 
。。1 흥'-’ 1, 342 6.15 5, 910 3,023 2, 887 

총 계 21, 840 100.00 86 , 822 43 , 104 43 , 718 
~- ‘‘---

@보목동 • 송산동. 법환，셔호，호근→대륜동. 
월평，도순，강정，용흥→대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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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우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번떼 표본의 크기를 정히‘늑 원척은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동질성 정도， 신뢰도의 기혜수준， 적용할 홍7배적 방법의 種類 등얘 의하여 

決定되어야 하했다. 그래셔 < 表 1 -3 >애셔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훌終 훌本集計 

數는 3 ， 226멍으로 결정되었다. 전체 가구수 21 ， 840에 대하여 표집수 3226영의 용계적 

意味는 信賴度 計數 2.58 , 種棄誤差 2.09%, 신뢰도 수준 98%로 계산띈다. 

團城別 標本配分윤 < 表 1 -2 >에 나타난 全體 家口數에 대하여 권억밸 가구수 比

率에 맞추어셔 하였다.Ð. < 表 1 -2 >의 표집 분포를 살펴 보먼 都市團윤 전체의 44% 

인대 비하어 村灣團은 전체의 56%로셔 동부권 19%, 셔부권 18%, 내훌륭권 19%.로 되어 

있다. 다음에 居住期間윤 셔귀포(출생 - 거주)가 64%, 제주도(출생 - 거주)가 20%이 

，고 遭外에서의 轉入者중 o -3년 居住者가 4%, 4 - 9년 4%, 10 - 14년이 3%, 15년이상 

이 5%로 標棄되었다. 

性別 比率운 63대 37로 상당히 남자의 應容數가 우셰한 편이다. 年빼휠別 構造애서는 

30대가 않고 20대와 50대가 석은 편인데 그것운 30대가 비교적 觀光開發얘 대하여 관 

심이 있는 편이기 때문이었으며 20대가 적윤 것운 調훌期間이 대학 등의 학교 개학기 

간이어셔 面接機슐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고， 50대 이상운 設問애 대하여 關心度가 

적었고 變化에 대한 거부적 態度에서 起因펀 것으로 보인다. 

學歷에셔는 국졸이하가 적응 수인데 그것윤 설푼의 理解度가 낮으먼셔 관심도 억시 

비교적 거부적 현상에셔 由來판 것으로 보인다. 훌훌業分類에셔는 택시 기사와 호텔 종 

사자， 학생 등의 집단이 민감한 계층이기 때문애 비교적 유념율 하여 조사하였다. 

륙히 택시 기사 및 호탤 종사자들은 셔바스적 종사자들이지만 관광지의 륙성을 감 

얀하여 밸도의 석업 집단으로 분류하여 표섭하였다. 

(3) 調훌期間 

1990년 3월 - 5월 동얀 수차례에 걸쳐 擾備調훌훌 實廳하여 설문지툴 峰正 · 補完하 

35) 채주도， Ii' 89 상주인구조사결과보고셔 C!I , 198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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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 - 3 > 樣本의 社훌 趣灣的 特性

님l1-l 。l-l ::;.. 혹‘:L 표본수 % 님‘1" 。l‘l .::t- 휴~ 표본수 x 

합계 3, 226 100 둑졸 。 l 하 315 10 

거 도시권 1,410 44 학 중졸 01 하 493 15 

추 동부권 608 19 력 고졸 01 하 1, 523 47 

지 셔부권 595 18 전문대 이상 895 28 

억 내륙권 613 19 농 업 941 29 

화c 셔귀포출생 2,071 64 셔 스 석 254 8 

적 채추도출생 642 20 자 영 업 388 12 

거 전입(0-3 년) 115 4 식 관광업 종사자 231 7 

추 전입 (4-9 년) 130 4 전문석， 관a) 착 313 10 

71 전업 (10-14년) 92 3 업 사 -n「 적 395 12 

7l-} 전입 (15년이상) 176 5 대 학 A。R 212 7 

남 2.040 63 주 -닙r 338 10 
^à 

여 1.186 37 7) e.t 154 5 

20 대 881 27 o - 49 만원 823 26 
월 

。l예- 30 대 1, 178 37 50 - 99 만현 1.456 45 
s. 

E。예 40 대 895 28 100 - 199 만원 677 21 
1r=T 

50셰 이상 272 8 200 만원 이상 270 8 

외내 매우 많이 옹다 797 25 ZlL- 매우 관계 깊다 389 12 

래방 약간 많이 흔다 397 12 ~ 요 ll.」 약간 관계 았다 815 25 

11ι- 보풍이다(중간) 333 10 를1예- 그저 그렇다 323 13 

Z。L 닝 ‘ 1 가뜸 요는펀이다 499 15 소도 거의 관계 없다 801 25 

자도 거의 오지않는다 1.200 37 1 c;T 전혀 관계 없다 79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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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ξζ며， 같윤해 6 - 7월에 本調훌를 시행하였다. 또한， 질문지 조사가 갖고 있는 臨

弱性을 보완하기 위하여 헌장 먼껍조사를 시도하였다. ~퓨究地城음 다행히 연구자의 

고향이어셔 거의 모든 계층에 대하여 천숙한 편이다. 조사기간 동얀 언구자는 설문조 

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농협， 은행， 학교 등의 공식적 장소에셔，때로는 가쟁방문을 홍 

하여 바형식적인 번접을 팡뱀위하게 진행하았다. 이들 面接過種애셔 얻어진 寶料들01 

分析되어셔 本論에셔의 討論을 전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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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표 훌훌 3없홉t훨퓨했픔 

1. 훌光의 훌훌 

觀光의 개념애 대한 토폰윤 아적도 채속되고 있다. 따라셔 本 冊究의 길잡이로셔의 

관팡의 개념애 대한 토폰이 필요한 것 같다. 비복 觀光과 관련된 학술용어들의 돗을 

폰영흥l 할려고 하는 주옥할만한 책들이 았지만 主導的인 권위에 先t!:i한 연구 엽적물 

음 아적운 나타나 없지 않다1) 문체는 관광(tourism) , 위락(recreation) , 여가 

(leisure) , 채미 (fun) , 여유시간(spare time)같윤 용어들의 상호간의 無分別한 混用

이라 생각헌다. 그래셔 이러한 인접용어애 대한 區劃에셔부터 출발이 필요하다2) 

홉옳H뽑(leisure)는 시간의 척도로셔 생각펼 수 있는대 노동， 취칩 둥 개인적으로 필 

수적인 시깐을 체외한 남는 시간일 수 있다3) 따라서 여가한 자유재랑·으l 시간 

(discr‘etionary time)이라 定義할 수 있율 것이다. 이에 대하여 훤、樂( recreation)이 

란 여가시간 동얀 행하여 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촬동들율 포괄하고 있다4) 그런떼 

일상용어에셔는 구체적이고 석접적인 행동애 대하여 용어들이 혼동펀 상태애셔 쓰이 

기 때문에， 여가，위락，관광 등은 일상의 경험애서 나오는 抽象的인 용어일 수 있다Sl 

그래셔 活動ξL로셔의 여가와 자유시간 그러고 위락( recreation)을 구분하는떼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커가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윤 행동들이 義務的이며 f王意的인 요소 

1) Mathieson , A. & ~all ， G. , Toμrism: Ecα10빼 ic. Nη4S'ical and Sociα 1 Impacts. 
Lor￥~n， Neμ York , 1984, pp.7-9. 

2) Jansen - Verbeke , M.J. & Dietvorst , A. , "Le isure , recreation , tourism: A 
geographic view on integJ‘ation , ’ Armals 01 TIαlrism Research, Vol.14 , 
1987, pp.361-375. 

3) Kelly , J.R. , Lei5ur、e ， Prentice-Hall , Neμ Jersey , 1982 , pp.16-34. 
Neulinger , J. , To Leìrure An Introduction , Allyn and Bacon , Boston , 1981 , 

pp.15-35. 
4) Shivers , J.S. , Leisure and Recreat ion Concepts , Allyn and Bacon , Boston , 

1981 , pp.179-210. 
5) Cunningham , H .• Le isνre i n. t1휠 fηdustrial Revolut ion , Cr‘∞빼 Helm , 1ρndon ， 

1980. 

16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bJ 

그러고 뤘樂( recreation)을 驗腦(leisure)와 분èl시켜셔 行動的 剛面에 대한 의미 

를 장조한다먼 옥외위락활동에 있어서는 觀光과 時 · 空的 측번에셔 상당히 중복된다. 

그러나 위락윤 옥내외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냄이어야 하기 때문얘 다혼히 인간악 내 

먼적이거나 심 èl 적 쾌감과 연계되는 행동이라는 定義가 가능하게 펀다. 그래셔 위락 

(recreat ion)과 관광(tourism)을 區劃하기 위해셔 時空癡;월:율 도입하게 되는떼 이는 

地理的 鳳念에 으l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未武直義는 觀光을 정려하기 위해셔 관광여행과의 개냄 구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꺼. 관광이란 하나의 추상적 행위개념이치만 관광여행음 그 관광을 목쩍 

으로 하는 旅行으로서 A間流動려 한 行態èt 할 수 있율 것이다. 이는 觀光旅行이한 

행위과정 용어인떼 반하여 관광음 목적성 용어로 정의되고 있읍을 意味하고 있다. 다 

시말하먼 觀光旅行운 공간적 왕복과정과 옥적지에셔의 행동 그è.l고 體在 파껑을 포괄 

하고 었으나 관광음 體혼E地에서의 행동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국체관광전푼가협회( IASET)려 觀光의 성려는 관광이한 永住나 어변 所得活動과도 

連緊되지 않는다는 전채를 하고 비거주자의 여행파 쳐l재에서 발생되는 헌상과 그 상 

.호관계의 총합이라고 하였다8; 그려나 이러한 쟁의적 개냄은 그후 業務旅行이나 職業

旅行등이 포함되도록 據大되어 값다. 실제에 있어서 업무여행이나 식업여행을 다폰 

여행과 정확히 구분하기한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관팡의 개념은 사람얘 따라 다르게 정의티고 있지만， 이툴 종합해 보변 

상당한 共通點을 쉽게 찾아내깨 펀다. 이들 共遭點들을 要約하며 보떤 

CD 日常生活團을 떠얀다. 

칭 일상생활권으로 다시 回騙한다. 

6) Weiskopf , D.C. , A Guide to Recr‘eat ion αnd Le isure. Allyn & Baι:on ， Boston t 
1975 , pp.8-14. 

7) 未武直義l? 觀光論入門 dl' 法律文化社， 京都， 1980, pp.8-13. 
8) Bukart , A.J. & Medlik , S. , Toμη:0~: Past ‘ Present. αnd Fllture 、 Heineman , 

lDndon , 1980, p.41. 위의 쟁의는 스위스으| 저영한 교수인 Hunziker‘화 
Krapf의 정의를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 ientific E..xperts in 
Tourism가 채택한 것 임 . 

17 



~ 훌훌光운 任훌‘的이며 생활상의 구속요소는 없다. 

(~ 媒훌的이번셔도 知講的 요소가 있으며 정신적 만족감을 찾는다. 

흉 戰業上의 이동은 포함되치 않는다. 

@ 消費繹濟的 행위이다. 

? 다른 地方의 풍물， 풍속， 자언둥을 感想한다. 

이들 要點들율 음미하여 보먼 <D 번과 〈칭 변의 生活團을 떠나셔 다시 回廳한다는 항 

목윤 여행의 정의와 중북되고 있~\.+ 관광윤 여행얘 의해셔반 성취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셔 필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훌훌光운 반드시 훌§光者가 任意性을 갖고 선택하는 행 

동이어야 하며 구숙쩍 요소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관팡이라 할 수 없다. 따라셔 의무 

의식이 없기 때문애 社홉的 훌化， 훌象륭훌化 등에 의하여 쉽게 결정이 반복휠 수 있는 

廳꿇性율 찾고 있다. 

@번의 오학적이먼셔도 지식적 요소가 있a며 갱신적 만촉감율 창는다는 점에 대하 

여셔는 관광은 줄거옴과 기쁨을 享有하는 것이고 휴양척， 愚安的。 )7)도 하며 정신적， 

육체적 평옴을 얻어내는 행동이라는 의미를 찾고 았다. 그러고 @번얘셔의 職業上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채는 여행얀내윈， 운전사， 1:1)행사 등의 집업상의 이동은 

당연히 관광의 뱀주애셔 제외돼어야 한다는 것율 뭇한다흉번의 觀光에 대한 消費體

濟的 定훌훌는 관광의 륙성율 잘 표현하여 추는 항목이라 생각펀다. 관광자는 책체지에 

서 유흥 이외의 方法S로 돈율 벌 수가 없으며 만약 一時的 고용 등애 의해셔 돈을 

벌었다고 하먼 그는 이미 관광자일 수가 없다. 그래서 관광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貨

뽑를 支出만 하는 消費者일 수 밖에 없다. 물론 觀光울 消費行짧로 쳐l한하고 없는 것 

응 토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a나 물질적， 가시적인 산물(product)0) 없다는 좁은 으l 

며의 경제적 해석을 전제로 하고 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 rl하여 보먼， 관광운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떠나 일정 

한 목적지를 왕래하는 일사적인 이동.2 옥적지에셔 체류하는 동안랴 행동， 그러고 

그 행동에 의해 생성되는 설바의 운영을 총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는 觀光의 행동적 意味툴 다면적으로 뚫討하여 보았다. 그런대 관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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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악 중요성윤 절대적일 수 있:나 관광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觀光環境이라는 특 

수요인에 의하얘 행동방향이 설정도l게 된다. 그래서 판팡자으| 관광행동과 밀착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보먼 < 圓 1I -1 > 觀光의 構造로 표현될 수 있율 껏 같다. 

觀光者
( 觀光主體 ) 

觀光媒體
(間接賣源) 1. 

< 圓 11 - 1 > 觀光의 構造

• 觀光客體
(觀光寶源)

觀光主體인 관광자는 觀光媒體(tourist medium)와 觀光客體(objectives)와의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먼서 관광이 성취되고 있다. 관광주처l인 관팡자는 행동적， 자곡적， 

선택적 요소인떼 반하여 觀光媒體는 관광행동에 대하여 보조석 가능을 수행하는 각종 

시설이나 설비 혹은 교통시설 등 일 수 있다. 관광객체는 관광목적지의 훌§光寶願율 

으1 미한다. 그려나 觀光에 판한 각종 分析的 資科들은 자연이나 놀이시설 이외에도 

휘힘， 미석， 휴식 등도 관광의 중요 요소로 지척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매체와 관광객 

체간의 한계는 불확실하다. 륙송 l 人間行動은 다앙‘한 要因들에 으l하여 민감하게 轉位

되 71 때문에 이에 대한 接近은 상당히 복합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觀光은 위의 3 

요소를 統合的으로한 觀펴에셔 라야 論議가 가능하다. 

2. 觀光行態

觀光行態 冊究는 인간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複合的 접근방식이어야 하므로 다앙·한 

학문의 광범위한 연구성과를 두루 포팔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행동지 ël학 

에셔의 공깐 선택 및 관광행태에 관한 선행언구어l 악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깐행태에 대한 地理學的 관심음 行動科學(Behavioral Sc ience)의 寢展에 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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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르다 할 젓이다. 그러나 1960年代의 論文에서는 行動地理學이라는 용어가 발전되 

지 않는다는 점율 고려한다먼 1970年代 이후에야 행동지 è) 학이 形成되기 시작한 것으 

로 보인다9) 그러나 Gold(980)가 그 이전의 認知行動論(Cognitive Behavioralism) , 

環境知뿔(Environmental Perception) , 心理地理學(Psychoge명raphy) 등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재언구툴 봉합하여 홈;念化 하였는떼， 現在 널 èl 使用되고 있기도 하다10) 물폰 

행동지 èJ학을 쟁의한 엽적물도 적지만 헌채의 i1f究動向이 언구자의 立樓이나 빠究領 

域에 따라셔 혹은 북미와 유럽 둥의 지억학문적 차등애 의해셔 쩍어도 마음의 4가~1 

려 흐륨이 있c}JlI. 

첫째는 환경지각얘 대한 빠究性向인댁 그 方法論애셔 가장 포괄쩍인 펀이다. 예툴 

률먼 짧知地圖 언구전푼가인 Downs는 實훌훌主훌훌애 입각한 行動論的 接합(Behavioral 

Approach )과 현상학얘 기초툴 둔 A文主훌的 援近(Humanistic Approach)등율 행동지 

èl학의 두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으며\2> A間의 심 èJ 적 過程율 중시한 Gold는 실종주 

의적 빠究완만 아니라 인문주의적 接近에 의한 경관폰적 6퓨究도 포활하고 았으며 l찌 

Saarinen의 환경지각 연구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141 그려나 瓚境知뿔빠究가 정책이 

용을 目的으로 하여 훌境心理學이나 景훌훌工學에셔 유용한 方法論을 무껄체하개 導入

하먼셔 영억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각종 상반판 理論的， 方法훌뼈的 입장이 混在하고 았 

다. 그래셔 다른 觀，멸‘얘셔 섣개되는 여타 行動地理學의 理論에 비하여 가장 包括的이 

므로 廣義으l 행동지 èJ학이라고 하고 았다. 

둘째는 행동지 èJ학애 대하여 批判的 立樓율 취하는 者들애 의하여 形成되고 있는 

홉;월1、인떼 行動地理學윤 환경에 대해셔 行動主훌훌(Behaviorism)에 근거하여 個A으l 반 

9) Cox , K.R. and Go lledge , R.G.(eds) , B허1aV i ora 1 Prob 1없S' in Ge앵raphy: A 
S)째~sium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1969 , p.269. 

10) Gold , R. , An Intr얘lct ion to Behlν iora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1980, p.4. 

11) 若林若樹Ii" 行動地理學(J)現狀 ε 問顧點 매， 人文地理 37-2 , 1985 , pp.52-70. 
12) Downs , R.M. , "Critical appraisal or determined philosophical skepticism? , ’. 

‘,4nnals 01 the Asssociα t i on ù 1 Amer i can Geographers’ 69 , 1979 , 
pp. 468-471. 

13) Gold. R. , op. cit. , p.4. 
14) Saarinen , T.F. , & Se l l, J. L., "Environmental perception," PT ‘ogress ln 

Hwnan Geogra껴tv 4 , 1980, pp.5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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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반작용으l 認識過뚫을 解明하는 접근이라는 見解훌 갖고 있다l~) 測定이 가능한 

행동을 冊究對象으로 제한하는 좋觀的0]고 實훌훌的이먼셔 자연과학적인 심 c}학으l 行動

主義的 方法을 도입하는 빠究領城에셔는 인문주의적 接近윤 排除되게 된다. 따라셔 

인문주의자나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行動地理學。 l 實證主훌훌的 연구방법의 限界흘 가지 

고 있다고 치석하며， 엄걱한 자연파학적 입장을 취하는 行動主義的 언구태도라고 規

定한다. 그래셔 행동지 cl학자 자신들윤 行動主義的(Behavioristic)이라 하지 않고 行

動論的(Behavioral)이랴는 표현을 사용해셔 批判에셔 벗어나려는 뼈向이 있마.따라셔 

行動王義的 地理學(Behavioristic Ge명raphy)이라는 用語는 행동지 cl학 연구에 석접 

관여하지 않는 者들이 행동地理學에 대해셔 만들어낸 定훌훌인 셈이다. 

세째로는 理讀的 차현에셔 行動科學의 언구성과률 도입한 언구혼야로셔 행동폰적 

(Behavioralistic or Behavioral)接近이라고 하는데 행동과학적 접근으로 理備되기도 

하는 흐름이다. Golledge는 行動地理學이라는 독립판 분야는 존재하지 않고 비판자들 

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먼셔 행동지 cl학이라는 用語툴 

거의 효지 않고 行動論的 접근이라고 하고 없다16) 分類基準얘셔려 중요한 祝點은 공 

깐쩍 행동(Spatial Behavior)과 空間애 있어셔의 行動(Behavior in Space) 의 구벨인 

데 공찬석 행동은 보펀쩍 行動의 축먼인대 反하여 공간에 았어셔의 행동운 特定의 공 

간구조에셔 規定되는 행동의 技術的인 측면이다. 따라셔 행동폰적 껍근의 a퓨究對象이 

되는 것윤 공간에 있어셔으l 행동이 아니라 空間的 行動이다. 이 定훌훌애셔의 현저한 

특정윤 톱립펀 li1f究領城a로셔 행동지 cl학의 B훌立울 지향하기 보다는 하나의 接近法

으로셔려 이폰 7배항지 cl학을 보강하고자 하고 있다. 

네째로는 지곰까지의 호홈운 能動的 接近(Active Approach) 인떼 반하여 Time 

Ge땅‘'aphy의 기본 職옳、의 하나인 힘j約(Constraint)와 개념을 基훌훌로 하여 공간적 행 

15) Gregory , D. , "Behavioral Ge야~aphy ，" Dict ionary 앙 뻐lman Geo헌'(l빼:y ， Free 
Press , New York , 1981, pp.19-21. 

Rushton , G. , "On behavioral and perception ge야~aphy ," Anna ls ùf t he Asso
ciat ion 01 째ericαn Geogra때1eT“~ 69 , 1979 , PP.463-464. 

16) Golledge , R.G. ,"Behavioral approaches in geography Comment and 
prospects," in R. Taaffe and J. C얘 land ， eds. , Cμrr‘원 t Trer뼈s in 
Geography, Bl∞mington , Kendall , 1977 ,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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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사회적인 측변을 중시하는 受動的 接近(Reactive Approach)이 유럽학자들 사이 

에는 헌저한 펀이다. 受動的 援近애 의한 具體的 연구성과는 아석윤 미홉한 펀이지만 

앞드로 행동지 èl학의 능동적 축먼의 圖向性율 충환헤 補完시킬 것율 기대하고 있다l까. 

다시 말하먼 능동적 접근에 의해 認知， 선호， 선택이라는 意.思、決定過뚫이 큐영되었다 

해도 영백한 行動化얘 대하여 작용하는 制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율 것이다. 그 

래서 이 두가지의 能動的 · 受動的 접근음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兩者는 모두 홍 

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율 젓이다. 

이려한 行動地理學어l 대한 훌훌훌훌는 실증주의적 li1f究애 Ãl 나치게 뻐}집 o 로써 사회과 

학적 뱀주애셔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째 실증주의의 툴 속에셔의 方向探索

의 옴부텀의 鐵表èt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셔 本 冊究가 으l도하는 바는 이와 같은 

이몬적 背景을 바탕드로하여 觀光行뚫애셔의 공간션택의 特性율 탐색하고 있다. 이려 

한 의도 억시 행동지 èl학얘셔의 논의방향얘 의거해셔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 行動꿇的 接近(行動地理學)이 먼저 해결해야할 課題는 기존의 立地論이나 공깐 

분석 모댈을 쏘다 현실의 행동애 맞추어 再檢討하고 수정해 나가는떼 있다 할 것이 

다. 이러한 動向의 한 맥락애셔 중요한 것윤 Economic Geography(1981)의 空間選擇細

究 特훌훌일 것이다18) 

Burnett는 이 特輯에셔께 資源不足， 불확실성 등의 시대적 상황인식에 善眼하여 과 

거의 자염과학에셔 導入한 장기적 f훌測율 옥적으로하는 行動모탤을 제쳐놓고 단기적 

변화를 예측하고 政策應、用이 가능한 설용적 모댈의 필요성을 說明하고 있다. Burnett 

의 關心은 소비자행동연구를 시초로 하는 空間的 行動인떼 선호적 選擇과 채약적 要

素因子에 대한 관심윤 주목할만 하며 消費者 空間行動율 everyday path와 1 ife path 

로 분류분석하는 관점은 行動冊究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本 li1f究가 행동갤정인자 分析에 동가인자와 個人的 륙성과 文化的 특성 등을 導λ

17) Parkes , D.N. , and Thrift , N.J. , Times , Spaces and Places , John Wiley & 
Sons , Chichester‘, 1980, pp.275-277. 

18) Economic Ge명raphy ， Vol.57 , No.4 , 1981. 
19) Burnett , P. , "Theoretical advances in modeling economic and social applica

tions to ge명raphical. pol icy-이、iented 떼de 1 s , '. Econom i c Geo，윈n빼} 

v01.57 , 1981 ,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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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행동학적 흐륨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젓이다. 最近에 01르 

러 이러한 행동지 è1학의 훌훌達에 도움을 받으먼셔 홉훌H없 혹은 觀光行態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떼 그 業續들을 보먼 Hans Aldskogius는 스웨댄에셔의 사례연구를 통해 

셔 훌훌樂行態의 개냄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며때 Heberlein파 Dunwiddle 등은 고산지 

대 호소에셔의 방문자 特性， 야영치 선택 등을 체계적으로 冊究 報告한 바가 있c}2ll. 

한편 Gerald Romsa와 \IIayne Hoffman 등은 憐會理論을 。l용한 연구에서 愚樂참여 7얘층 

에 대한 중요 장애요소를 時間， 費用， 施設이라는 전해를 제시하였고Z21， Fesemaier‘와 

Gα>dchild 그러고 Lieber、 등이 距離{뽑￥홈樓型을 옥외 위락활동에 적용하여 공간예고계 

수와 連緊시 커 려 고한 바 았다23) 그러 고 Boothby와 Tungatt와 TO\AIJlsend 등운 體育活動

훌훌與의 장애요소들때 대하여 연구하였고24) , Jackson윤 愚樂活動 참여 장애요소로셔 서 

깐， 돈， 기회， 지석， 능력， 과밀， 파트녀， 부끄러움， 교통 등을 조사한 바 있다.2sl 이 

외에도 Schoolmaster‘와 Frazier의 낚시문의 선호분석없， Butler와 Smith가 공동언구한 

해번에셔외 훤、樂行魔n ， Ewing 과 B없ter의 위락여행의 空間 相互作用橫醒， Lieber와 

20) Aldskogius , H. , "A conceptual framework and a 않셔edish case study of recre
ational behavior and environmental c땅lÌ tion ," Economic Geogra핸y 53 , 
No.2 , 1977, pp.163-180. 

21) Heberlein , T. A. & Dunwiddie , P. , "Systematic observation of use levels , 
campsite selection and visitor characteristics at a high mountain 
lake ," 10urnal 01 Lei없7、e Research 11-4 , 1979 , pp.307-316. 

22) Romsa , G. , Hoffman , \11.,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a in 
recreation research Testing the opp야 .. tuni ty theory ," 10μrr빠 1 01 
Lei었lre Research 12(4) , pp.321-328. 

23) Fesemaier , D.R. , G∞dchild ， M.F. & Lieber, S.R. , "Correlates of day-hiking 
trave 1 The effects of aggr‘egation," 10μrna 1 01 Leisure Reseαrch 12 
(3) , 1980, pp.213-228. 

24) Boothby , J. , Tungatt , M.F. & TO\AIJlsend , A.R. , "Ceasing participation in 
spα‘ts activity Rep아‘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s , " ]，αlrnal 01 
Leisure Research, 1981 , pp.1-14. 

25) Jackson , E. L. & Searle , M.S. , "앉:>cioeconomic variations in perceived bar
riers to recreation participation among 뼈uld be participants ," 
Leisu1、e Sciences 7(3) , 1985, pp.227-240. 

26) School master , F.A. & Frazier , J. ,\11., "An analysis of 없tgler preferences for 
fishery management strategies ," Leisure Sci앤lces ， Vol.7 , No1 , 1985 , 
pp.321-342. 

27) Butler , R. W. & Smith , D.C. , "Recreational behavior of onshore and offshore 
oil industry employees in New Found 1 and , Canada," Leisure Sciences , 
Vol.8 , No.1 , 1986 , pp.297-318. 

28) Ewing , G.O. , Baxter , M.J. , "A framework for the explorato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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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e때aier의 육외위락l:J l용과 공간구조의 뭘?響에 판한 언구)!11， Jackson의 옥외위락 참 

여와 賣홉開發과 보전애 대한 연구뼈， Smith의 觀光空間 觀光훌훌力의 관련생 언구311 등 

관광행태얘 대한 많음 業續들이 있다. 

묵내 선행언구로셔는 韓園觀光公社의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때책， 국토개발 

연구윈의 휴양 /위락행태의 벤화 및 공간확보방안언구， 朴淑姬의 셔울 시민의 홉훌願活 

動얘 관한 社훌地理훌的 언구 등이 았다:Ð 

韓園훌훌光公社(KNTC)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경채언구윈( IRI)이 수행한 국민여가생활의 

實總分析과 對寶윤 욱내얘셔 比較的 최초로 시도펀 調훌liJf究로 보인다웠. 쩨주도를 채 

외한 우러나라 주요 짧훌빼城의 주민율 훨훌S로 하여 국민어가의식과 行態， 훌훌隔空 

間， 盧設， 흩훌業， t훌훌품훨策 동애 대한 조사언구툴 한 바 있다. 單廳調훌分析한 자료이 

긴하나 어떤 鼎究方向율 구상하는대 콘 도움율 얻을 수 있는 선행언구라고 생각되었 

다. 그러고 즉토채발원의 휴양 /위학행태의 번화 및 공간확쏘방얀 언구빼는 屋外홈훌훌훌 

애 대한 연구로셔， 가구추， 가구원， 관광자 둥a로 설문문항율 分훌훌， 차등적 援近율 

하여 比較分析하고 있다. 훌훨光行J願애 있어셔는 륙히 공간적 移動性向율 포착코자 하 

고 있는대 이것윤 다환헤 空間的 행태애 대한 關心얘 집중되고 있율율 나타내고 았 

다. 언구과정애셔 수차래의 얘l:Jl조사얘 심혈율 기울었는때， 이 션행언구얘셔 환석된 

結果가 필자의 월퓨究애셔 훌a光地 조사대상율 邊定하는대 콘 도움이 되었다. 

of spatial inter명.ction IK퍼els A recreation travel e앓mple ，" Joμrnal 
0/ Lei않re R~earch 18(4) , 1986, pp.32o-336. 

29) Lieber, S.R. & Feseßl뻐ier ， D.R. , "Outd∞'r recreation expendi tures 없띠 the 
effects of spatial stru.cture ," Lei않re Sciens~， Yol.9 , 1987 , pp.27-40. 

30) Jackson , E. , "Outdoor recreation 뻐rticipation 하~ views on resourc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Leisure Sci없c~， Yol.9 , 1987 , 
pp.235-250. 

31) Smith , S.L.J. , "C예Blents on ’ Tourist Space and Touristic Attra.ction ," 
Leisure Scienc~ 7(1) , 1985, pp.65-71. 

32) 朴淑姬， “셔울시민의 餘隔活動애 관한 社홉地理學的 冊究Ii"地理學.!I 30號， 大
훌훌地理學홉， 1984 , pp.41-60. 

33) 한죽산업경채언구원Ii" 국민여가쟁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I, 한국관광공사(KNTC) , 
1985. 

34) 국토개발연구원Ii" 휴양/위락행태의 변화 및 공간확보방얀언구(관광/위락행태분 
석 및 번화전망을 중심으로) .D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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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훨光動홉와 意훌훌 

1) 觀光動樓

動樓한 -‘般的으로 어변 목표나 옥쩍을 향해 유기체를 움석이게 하는 활성화된 조 

건으로 定義할 수 없다. 이려한 動權는 < 圖 11 -2 >에셔와 같이 세가지 測面에셔 설 

명할 수 았다웠. 첫째는 身體的， 핍뭘境的， 精神的 욕구에 의하여 유기체를 움직이게 되 

는 욕구조건이며， 둘째는 이러한 條件에 의해 觸發되고 방향지워진 行動이고， 셰째는 

그려한 행동의 方向을 規定짓는 텀樓이다. 따라서 동기는 행동을 촉발시카고 그것율 

적절한 옥표에 훨l達하도록 움직이게 한다. 

/’ 
홉§求狀廳 

‘、i옮足 j뭘動 

t ι/ 
텀標 二특←- 텀標j훌求行動 

〈圓1I - 2 > 動農過程

그래셔 A間의 훌훌光行動윤 관광동기라는 터널을 거쳐셔 進行팀을 얄게 된다. 사실 

왜 사람들이 旅行을 하는가 하는 質問윤 관광동기가 觀光빠究에 없어셔 가장 基本的

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喝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觀光動機애 대한 

關心운 最近의 lìff究에셔 바로소 싹트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이 관광동기들을 調훌하여 分類를 시도하였는대， Tho찌a혔i는 18個 要素툴 찾 

아 내어셔 敎育 및 文化， (木息과 즐거움， 민족적 遺塵， 기 Þr 등 4항목으로 나누었고 

Lundberg는 뎌 셰분하여 20개 요소를 選擇하였다1η. 한편 Calvo의 주장에 의하면 都市

35) 申魔變 外 5A.,1i' 心理學 .lI' 博英社， 셔울， 1990 , pp.224-247. 
36) Thomas , J.A. , "싸lat makes peop 1 e trave 1 ," ASTA Trave 1 Neμs ， August , 1964 , 

pp.64-65. 재인용(轉京洙Ii' 觀光홈 行動論 c!J, 螢훨， 1990,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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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들은 자연성을 갈구하고 헌대인은 해번이나 주변의 관광지 보다 뎌 많음 것을 갈구 

하고 있다.A.間은 특히 자신의 문화적， 지적， 정신적인 빈민굴의 벽을 뛰어 넘고자 

갈망한다. 바로 이 本能이 관광욕구를 자극한다고 하였다III 

Cohen려 주장에 의하먼 現代A음 자신과 다른 것 , 다시말하먼 다른 文化， 다른 경 

관， 다른 價習 등을 갈구하므로 다르기 때문에라는 사실이 바로 動機化된다고 하고 

았다쩌. 그래셔 大짧훌훌光은 다음의 t뾰說的인 상태를 諾發시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다양성， 신비성등에 대한 갈망이 基本的인 관광동기들이;cl 만 관팡이 정착화되먼서 그 

동기의 質이 점차 쇠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펀 日本에서도 ’ 70년대 일본 부흥기를 맞이하변셔 觀光에 관한 빠究가 관심을 끌 

기 시작 했었다. 그중에셔도 특히 日本 同志社大學의 小뼈빠究會(塵業心理學텀)가 日

本 神戶新聞社의 후원을 얻어 이루어진 lìJf究가 가장 투렷하다뼈. 이 보고서는 관광 동 

기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내용은 

@ 자연스려움(인정，풍경)에 접하고 싶다. 

@ 日常生活에서 解放되고 싶다. 

@ 새로운 것에 접하고 싶고 見聞을 넓히고 싶다 등으로 要約되고 있다. 

위의 사실에셔도 현대인은 A工器物의 압박감과 날마다 폭증하는 情報 물결 속에서 

평온한 자연이라든가 한숨돌힐 그 무엇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V，신문， 잡지 등 

의 대중매체에 의한 정보의 擾觸은 이미 독자들의 신선한 욕구를 채워 주;cl 못하고 

있음을 쉽게 알게 펀다. 그들은 旅行에셔 스스로 직접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漫효 

을 갖고 있는 것이다. 

Mclntosh는 션행연구들을 보다 종합하여 觀光 基本動機를 身體的 動樓 (Physical 

37) 

38) 

39) 

40) 

Lundber、g ， D.E. , π끓 Toμrist Business’, CBI Publishing Company , New York , 
1980, pp.133-153. 

Cal vo , D. , "The role of tourism in Caribbean," Ðevelo뼈ent Stud.y Paper No.8 , 
Barbados , Caribbean Ecumenical Consultation for Development , 1971. 

Cohen , E. , "Toνard a sociol명y of international tourism , " Social Research 
39(1) , 1972 , pp.164-182. 

小娘 外弘lf' 若者(J)旅行(旅行(J)關‘L、， 動樓， 期待(J)多俠元解析) .dJ, 神戶新聞社，
日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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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or) , 文化的 動機 (Cultural Motivator) , A間關係 動機 ( Inter‘personal 

Moti vator) , 名훌훌意識 動機 (Status and Prestige Motivator)의 4가지로 나누었다41) 

그는 A間이 觀光行動을 하는떼 없어셔는 단 한가지의 動機만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고 주장한다. 觀光윤 복잡하고 象徵的인 행태의 행위이므로 관광자는 이 상정적 행동 

을 홍하여 다양한 욕구결핍 狀態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오} 국제학회에서는 셔서헤 比較的 셰련된 연구보고셔들이 발표되었 

다. R. Crandall운 驗廳動機에 대한 理論的 접근을 용하어 여가동기의 법주를 제시하 

고 있는데 그 연구물윤 後學들에게 않윤 도움을 주고 있다42l 그 내용윤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문영에셔의 逃避와 자연에의 귀의 

2. 일과와 責務에서의 도고l 

3. 身體的 운동 

4. 홉IJ適的 활동 

5. 肉體的 회복 

6. 社交的 접촉 

7. 새로운 사검 

8. 異性間의 접촉 

9. 家族關係改善

10. 身分的 의식 

11. 과시적 要素

12. 이타적 행위(구호활동) 

13. 자극적 探索(모험) 

14. 自我 灣在龍力의 실헌 

41) McIntosh , R. W. , Goe ldner , C. R. , Tαlrism Principles , Pract ices , Phi 10-
S양앙lies ， John Wiley & Sons , New York , 1984, pp.171-183. 

42) Crandall , R. , "Moti vation for leisure ," 10μrr없 1 01 Leisure Reseαrch 12-1 , 
1980,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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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쟁， 도전， 성취를 통한 自己發홉 

16. 지루한 시간을 교 l하고 시깐을 쏘냄 

17. 知的 院훌主훌훌(자아의 인걱적 사고) 

이들 17個 항목의 홉웅R없動樓 뱀주들은 인간의 거의 모든 動樓意講을 포괄서카므로써 

지나치채 나열된 감이 없지 않다. 실채의 經훌훌的 언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구획적 

인 뱀주가 필요할 것Z로 보인다. 

훌훌願훌b機의 도구개발 언구에 있어셔 J. G. Bear녕와 M. G. 없밟le않} 업적을 놓이 評

{買하고 있C매. 이들윤 Tinsley(외 1 인써， CraJldall뼈’ Beard 와 없ghe뺀 등의 선행연구 

에셔 150 항쭉에 달하는 여가동기 뱀주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여가동기 구성요 

소를 1) 지적요소， 2) 사교적 요소， 3) 경쟁-정복요소， 4) 자곡-회펴요소로 나누고 

없다. 홈Då성要素는 학습， 탑혐， 발건， 창조， 상상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2)의 社交的

要素는 대인관7해요소인떼 우쟁에 대한 욕구와 존경에 대한 욕구툴 포함하고 있다. 3) 

의 경쟁-정복요소는 신체척 활동인대 경쟁， 도전， 정복 등을 의미하고 있a며， 4)의 

차넉극-회퍼요소는 과밀 생활환경을 피하고자하는 것인대 사교적 캡촉을 펴하여 고독과 

조용함을 追求하는 動權要素이다. 이와 같은 동기요소의 압축적 껍곤운 동기요소익 

명쾌한 홈念化의 가능성을 提示하여 준 것이라 생각펀다. 

日本에셔의 驗隔動홉冊究는 때늦응 감은 있으나 西野 仁등의 연구결과를 대표적 업 

적으로 혐價할 수 있을 것이 cpn .이 lì1f究는 특히 여가동기언구얘 관한 設問內容 개발 

얘 집중되어있는떼 Beard와 없힘le})46l， CraJlda 11뼈， Hawes뼈 , Tinsle폼J) 등의 선행연구 

43) Beard , J.G. & 없웰eb， M.G. ,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01 
Lei.였lre Research , Vol.15-3 , 1983 , pp.219-228. 

44) Tinsley , H. & Kass , R. , "Leisure activities and need satisfaction," Journal 
01 Lei.와lr、'e Research , Vo1. 10, 1978 , pp.191-202. 

45) CraJldall , R. , 1980, op.cit .. 
46) Be없념， J. , and Ra방leb ， M. ,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01 

Lei있lre Research, Vol.12(1) , 1980, pp.20-33. 
47) Hitoshi Nishino , Mary Shimoyama & Mamoru Kono , "A study on motivation ,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of leisure: Discussion on the develop
ment of a questionire , "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 ion Sttι:ii es 
No.13 , Nihon Recreation Soc iety , 1985 , pp.7-23. 

48) Beard , J.G. , aJld Ragheb , M.G. , 1983 , op.cit. 
49) Crandall , R. , 1980, op.cit. 
50) Hawes , D. , "Satisfactions derived from leisure time pursuits ," }αlrnal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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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빠究에셔 연구자들이 提案하는 바는 

1) 設問項目은 선행언구에 依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動機~l 유인 (pul l)과 동인( push)이 구별되는 항묵윤 처음부터 구폰해 

두는 것이 좋다. 

3) 혐價R度는 일반마중에 대하여셔는 7점척도 보다 5접척도가 적당하다. 

4) 項팀의 삭제는 상관행혈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의 寶險的 판단으로 이 

루어집이 바람석하다는 등이다. 

本 h퓨究者도 01러한 선행연구자료7~ 시사하는 바를 먼밀히 檢討t}-얘 설문구조툴 구 

상하였는대 ?x元的 륙성에서 樓極的 동기와 消極的 동기로 나누고 그 下部 구조로셔 

차등적 운항을 作成하였다. 

2) 觀光意.鐵

觀光의 意.鐵에 대한 관심윤 저개발지억에셔의 加速的인 개발정잭에 의하여 고조되 

어 왔다. 그래서 1970년대 前半까지는 거의가 외화획득， 국채수지개선， 고용증대， 소 

득증가 등으l 繹灣的 意識에 대한 論議가 비교적 활발한 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애 이르려 관광에 대한 비판적 意鐵이 고조되먼서 관광의 利f톰과 費用(손익)문제 

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언구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2l 

이러한 冊究態度는 관팡의 影響에 대하여 經첼툴的 의석， 社홉文化的 의식， 瓚境的

의식 등으로 分類하여 연구를 하는 性向을 등장시켰다.53l 그러나 관심의 主 대상은 언 

구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빠究內容에 있었다. 다시 말하변 觀光現象이 실잘적으로 

地城開훌훌애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주과채가 펀다. 관광헌상에 려하여 발전 추 

진력을 획득하고 있는 상당한 地域에셔도 바로 그 原動力인 관광에 대하여 상당한 1:11 

판의식을 갖고 費用的 評價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셔 일부 학자들에 려하 

Leisure Research , Vol.10 , 1978 , pp.42-53. 
51) Tinsley , H. , Barrett , T. and Kass , R. , "Le isure activities and need 

satisfaction," Joμrna 1 of Leisure Reseαrch ， Vol.9 , 1977 , pp.42-53. 
52) Rothman , R. , ’'Residents and transients A community reaction to seasonal 

visitors ," Joμrna 1 0 f Trave 1 Reseαrch 16 , 1978 , pp.8-13. 
53) Pizam , A. , "Community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 " The Travel Research 

Associα tion Ninth 짜mual Coηference Prα~eedings 9,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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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시된 관광개발 覆展段階模型은 상당한 論議를 불려 일으킨 펀이다. 그 代表的인 

모형을 살펴 보기로 한다. 

觀光開훌훌의 공정적 剛面에셔 발전단계 모행을 전개시킨 사람은 Noronha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 c}54’. Noronha의 理論에 대하여 Evans는 멕시코의 한 연구에셔 이를 立證

하여 이폰을 훌훌廣시킨 바가 었다SSl 理論의 내용은 發展 段階， 住民主導權 段階， 휩I度 

化 짧階로 훌훌位틴다고 하고 있다. 첫째의 훌훌훌훌 段階에셔는 관광자와 주민은 상호갇에 

신비적 판계로 짧鐵되고 있다고 한다. 觀光의 공정적 영향의 認知정도는 A口密度에 

역비례하고 觀光賣願애 정비혜관계(수용능력)에 있다고 한다. 채 2 단계로서 주민주 

도권 단계는 산업화， 고용증가， 기능전문화: 생활개선， 주민의식의 강화 등으로 표현 

되는 단계률 말한다. 마지막 셰번째 단계의 制度化 단계는 주최관광(Package Tour) 어~ 

셔 大量觀光(Mass Tourism)으로 행태가 변하고 개발계획의 主體가 주민으로 구체화 

되는 단계를 말한다. Noronha는 이외에도 발~l 섬의 훌훌光冊究에셔 관광에 대하여 상 

당히 악관적 見解툴 훌훌睡한 바 있다.56). Ba li섬에셔의 관광자와 원주민간의 平和定훌훌의 

요인을 @현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제도(상조조직)， ~ 셰분화된 관광 루트(현주민 주 

거지와 분è J)， G> 관광행태에 대한 의미해석(가치기준)의 二重性 등S로 해석하고 있 

다. 이것은 計劃의 경영수준에 의하여 갈등구조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oxey는 상당히 悲觀的인 입장에셔 觀光者와 地城住民間의 갈등이 구 

조화되는 過程을 模型化 하였c}-57l. 이 模型얘 대하여 Clever‘don과 E<iw'ards운 最終段階

에서 수용능력 개념을 훌入하여 이폰을 改善시켰는데 그 내용은 이려하다s8l 첫 단계 

54) Noronha , R. , "Paradise revisited Tourism in Bali ," Joint UN표깅CO/IBRD 
Semin양 。n the Soc ial and Cultural 1빼때cts of TO\떠sm ， Washington , 
D.C. , 1976 , pp.8-10. 

55) Evans , N.H. , "The dynamics of tourism develop빼ent in Puerto Vallarta ," in 
V.L. & Smith , ed. , Hosts and Guests , Basil Blackwell , 1987. 

56) Noronha , R. , "Paradese reviewed Tourism in Bali ," in E. de kadt , ed. , 
Tα/'rism Passport to Deν'elo없ent ?, Oxford University Press , 1984 , 
pp.177-204. 

57) Doxey , G.V. ,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resident irritants Methodo-
1 야~ and research inference ," The Traνel Resea:rch Associat ion Sixth 
Annua 1 Confer앤lce Proceedings 6, 1976 , pp.1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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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복감랴 반겨Heuphoria)는 觀光開發에 대하여 주민운 열성적이며 最適의 投資環

境과 관광환경이 造成되는 시가이다. 체 2 단계로셔 無關心의 段階(apathy)는 지역사 

회가 이익사회로 轉換되먼서 인간관계가 形式化되고 관광자는 利益의 標的物로 훌훌位 

되며 주민간의 경쟁이 걱화된다. 제 3 단계로 분노(annoyance)의 단계는 地域社會가 

수용능력의 포화상태에 臨i멸하게 되고 사회적， 환경적 問題點이 佛雖하여 손익분석에 

대한 觀光意識이 점증하게 된다. 그래서 상당한 觀光훌훌훌이 도사èl게 된다. 제 4 단 

계는 敵橫心악 段階(antagonism)로셔 지역사회는 관광자를 惜惡의 대상으로 認識하게 

되고 갈등구조가 극에 달하게 된다. 제 5 단계는 最終段階로 도시화 進展에 의하여 

사회구조가 변하고 주민의식도 헌실화되며 환경개선과 지역번영이 成就되므로써 발전 

에녀자를 回復하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 이 理論은 학계에 상당한 影響을 주었a며 

이본적 檢證을 시도한 학자들도 많고 批判的인 학자들도 많은 펀이다. 

Cohen응 이려한 段階理論에 대하여 상당헤 비판적인 見解를 보였c}59l. 특히 Doxey의 

理論은 지나치게 單績的이며 Noronha理論운 헌실에 대하여 包括的 水灌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고 하고 았다. Andronicou는 이 段階理論들에 대하여 카프러스A들윤 傳統

的으로 外國人을 환영하며 발èl人들도 종교적 관습때문에 외국인을 환영하는 등의 地

域에 따른 傳統的 特性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빼 

한펀 Belisle과 Hoy는 Doxey理論을 Santa Marta에 적용하여 중요한 結論을 얻어낸 

바 있c}.b t’. 이들운 Santa Marta에서 觀光에 의하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비는 因子 즉 농업， 어업， 주택， 토지， 취업기회， 공항， 교통 등 38개 變因에 대하 

여 관광영향‘ 認知水揮을 調훌한 결과 (1) 觀光選好性向은 관광지와의 거 èl 에 反比例

한다， 다시말하변 觀光地와 가까운 거 èl 에 사는 住民알수목 觀光에 대하여 높게 評價

58) Cleverdon. R. & E빠'ards. A. , lnternat ional Toμrism 10 1990 , Abt Associates , 
Massachusetts , 1982. 

59) Cohen , E. , 깨iarginal paradises , bungaloμ tourism on the islands of south 
Thailand," Annals 01 Toμrism Reseαrch ， Vo l. 9, 1982 , pp.189-228. 

60) Andronicou , A. , "T‘)urism in Cyprus ," in E. de kadt , ed. , Tα.lrism P，αswport 
10 Devel여객~ent ? Oxford University Press , 1984(second) , pp.237-264. 

61) Belisle , F.J. & Hoy , D.R. , "The perceved impact of tourism by residents: 
A case study in Santa Mar‘ta , Colombia," Annals 01 Tourism Reseαrch 
7-1 , 1980,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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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 관광갈등의식과 사회경제적 階層과는 관계가 없다. 下位

層운 관광개발에 대하여 취업기회 등의 經濟的 利得을 기대하변서 한펀S로는 상당한 

갈등과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반먼에 上位륨은 지나친 開發에 대하여 사회질셔， 사회 

흥제， 사회적 1:J l 용에 대하여 상당한 불얀을 갖고 있었다. (3) 全體的으로 관광개발에 

대하여 상당히 肯定的 意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現在는 Doxey理論애셔의 最

適의 環境이라고 보이는 초기단7뼈라고 結論을 내al고 있었다. 

캐나다의 Si llOn Fraser 대학 교수인 Var와 Kendal 그러고 터커대학 교수인 

Tarakcioglu 등 3Á이 共同冊究한 터커 관광지애셔의 훌g光者에 대한 住民態度빠究는 

상당한 意.훌훌가 없는 것으로 보인c}-62l. 여기애셔 얻어진 結論들율 요약하여 보먼 

(1) ~l 억사회의 쓰례기 문채는 그 賣任이 뿔光者보다 주민에채 있다고 쏘고 있 

으며 벌곰 등의 강력한 統힘l制度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다. 

( 2) 地城瓚境이 악화되고 있다는 認講윤 낮은 펀이나 판경에 대한 費用을 ~l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상당헤 놓음 펀이다. 

(3) 觀光과 犯罪볍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S며 이얘 대하여 오히려 否定

的 반응율 보여주고 없었다. 

全體的인 性向을 보먼 외국인 관광자 환영정도가 거 al 에 正比例하고 있는떼 이는 마 

아케팅 전략얘 대한 중요한 새로운 시사로 보인다. 

하와이大 Liu교수와 Var‘교수가 共同드로 冊究한 觀光意講에 대한 하와이 住民의 4월힐 

度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論文이C뼈. 조사내용이 經灣的 意.讓 14문항， 社會文化

的 意讓 22문항， 生態的 意識 15문항 등인데 중요 項텀別 肯定度 순위를 각각 5위까 

지만 살펴보먼 아래와 같다. 

1) 經濟的 意.讓 ( 14문항 ) 

(1)위. 판광의 취업기회 (95.4%) 

62) Var , T. , Kendall , K.~. & T앞밟cioglu ， E. , "Resident attitudes towards 
tourists in a Turkish resort t얘n，" Annals 01 Taurism Resoorch , 1985 , 
pp.652-657. 

63) Liu , J.C. & Var , T.,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impacts in 
Ha'μaii ，" Annals 01 Taurism Res’oorch, Vol.13 , 1986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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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관광투자촉진 (90.1%) 

(3) 위. 주민소특파 관팡객 소l:I 1 의 밀착(79.5%) 

(4)위. 관광소득 중요성(타산업비교)(68.4%) 

( 5)위. 호텔째(관광새)부과(69. 3%) 

2) 社훌文化的 意‘講(22문항) 

(1 )위. 관광의 환대시설 기여도(91. 8%) 

( 2)위. 관광의 교육적 효과(세계적 만남)(90.6%) 

(3)위. 향토의 억사적 문화전시의 71 얘 (87%) 

(4)위. 주민의 문화활동 고취 (80.9%) 

( 5) 위. 문화학습의 장(77.9%) 

3) 生總的 意‘講(15문항) 

(1)위. 장기쩨획운 관광애 의한 생태쩍 영향율 홍채할 수 없다(90.4%) 

( 2)위. 갱부는 환경쏘호l:Il용을 증대시켜야 한다(61. 'n) 

(3)위. 관팡자애 대한 쓰래기 벌륨채고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51. 7%) 

(4)위. 관광자때문애 주민 여가공간이 과밀화되고 있다(51.3%) 

(5)위. 관팡자는 교홍혼캅의 요인이다(47.9%) 

이 논문의 縮훌훌율 요약하여 효L먼 첫째 하와이 住民흔 관광의 뽑定的인 홈훌톨的 利得

에 대한 강한 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뽑定的 先行冊究 결과훌 채확인하고 았다. 둘 

째 하와이 住民윤 관광의 社會的， 훨훌境的 費用짧홉훌애 취약하며 째째 주민의 주요 關

心度의 차혜는 생7법수준 - 환경보호 - 경쩨쩍 이익 - 사회적 비용 - 문화적 이익 둥 

이다. 내째 租혐支出의 순위는 범최빼방 - 환경보호 - 관광촉진 둥즈ζ로 나타나고 있 

다. 이 연구는 筆者의 liJt究設計얘 콘 도움을 주었다. 

Perdue와 Lo명 그러고 Allen 등은 미국의 롤라라도州얘서 마율 5個툴 邊定하여 연 

구툴 훌行한 바가 있c}b4'. 이 報告畵에 대하여 要約을 하여 보먼 첫째로 관광을 했먼 

사람이 관광을 아니했던 사람보다 머 훌g光애 대하여 否定的 반응율 나타내고 있었S 

64) Perdue , R.R. , Long, P. T. &: Allen , L. , "Rural resident tourisJIl perceptions 
and attitudes ," 짜lOO ls of ToμriS1R. Research , Vol.14 , 1987 , pp.42o-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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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둘째로 마을에 따라서 觀光繼會가 증가되고 觀光影響。l 증가함에 따라 부가적 觀

光開發에 대한 소원은 상당허 감소하고 있으며 따라셔 觀光特別행에 대한 選好가 증 

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광개발정책의 邊行운 반드시 住民統合을 전제로 하고 {主

民意‘鐵에 해롭지 않도목 推、進되어야 한다고 빠究者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Liu와 

She1 don과 Var 등이 하와이 , 북웨일즈， 이스탄불 등의 地城에 대한 관광의 瓚境的 영 

향에 대한 住民認知 조사연구를 한 바 있C빼. 이들의 주요 冊究結果는 첫째 環境에 

대한 관광영향윤 공통적인 關心事。l며， 둘째 하와이와 북웨일즈 住民윤 환경을 生態

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광의 社홉環境的 영향의 否定的 측먼에 관심이 있는데 반 

하여 이스탄불 사람들윤 社홉文化的 그러고 環境的 變因 등을 셔로 連짧사카고 있었 

다. 셰째 관광개발의 先行地城윤 관광영향 問題에 대하여 뎌 잘 認知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았다. 

이외에도 이 分野의 선행언구들윤 많다. Ke명h는 觀光者 活動에 있어셔의 공간적 

차등을 숙박시설의 受容能力 차이와 관련치워 조사를 한 바 있다.w 또한 Perdue와 

Gustke의 여행목적에 의한 廳H뽑旅行의 空間模型에 관한 연구671 ， Mitchel1의 위의 

Perdue에 대한 comment뼈 등도 유영한 論文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先行冊究들에 의거하여 觀光意識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보랐다. 

주민의 觀光行態와 비교할 목적으로 관광자원의 중요도 의식을 살폈고， 관광영향의식 

도 종래처럼 體濟， 社會， 文化， 生J態的 접근애 극한시커지 않고 1) 外來 觀光者의 行

態에 관한 주민의식， 2) 觀光塵業에 관한 주민의식， 3) 觀光開魔計劃에 관한 주민의 

식， 4) 觀光政策課題에 판한 주민의식， 5) 西廳浦 市民 자신에 대한 엽我意識으1 5개 

분야로 다양화시켰다. 

65) Liu , J.C. , Sheldon , P.J. & Var , T. , "Resident‘ perception of the environ
mental impacts of tourism," 껴mals 01 r.αlrism Reseαrch ， Vol.14 , 1987 , 
pp.17-37. 

66) Ke명h ， B. , "The measurement of spatial variations in tourist activity," 
Annals oj T，αlrism Research , Vol.11 , 1984, pp.267-282. 

67) Perdue , R.R. & Gustke , L. D. , "Spatial patterns of leisure travel by trip 
purpose ," Annals oj Tour -ism Res얹rch ， Vol.12 , 1985 , pp.167-180. 

68) Mi tche 11 , L. S. , "Spatial patterns of leisure trave 1 by trip purpose: 
Comment on Perdue and Gustke ," Anools oj Tour -ism R，않eαrch ， Vo1. 13 , 
1986 , pp.l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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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I 章 뭘퓨찢픔웰힘훨홉 훌홉훌월 

1. 뼈城的 特性

1) 歷史

說話에 으l하먼 한라산 북쪽 기굵 毛興1\얘셔 高 · 良 · 夫 三꽤.Aol 나와 탑라툴 開

關하였다고 전해지고 았으나， 灣州島의 원주민운 北方大陸으로부터 이주해옴 여러 종 

족과 주변 여러 島|願地方으로부터 流移入한 종족들이 합해져셔 형성되었을 것이다1) 

總海孤島인 이 섬에서 자연환경의 제약조건애 의해서 살아가는 동얀 여러 종촉의 문 

화가 셔로 합쳐져서 톡륙한 지억문화률 창조하었율 젓이다. 그래셔 북방 육지부적인 

요소와 남방적인 요소를 함째 가지고 있는 것이다2) 채주도의 先史時代인 신석기시대 

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석을 보먼 1985년 북촌i! l 고두가 얻댁에셔 발건펀 신석 

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골각기는 경상남도 신암i! l 유쩍에셔 출토펀 유불과 홉사하 

며，1 청동기 시대의 제주도의 고인돌윤 육지의 고인돌과는 근본적S로 다른 南方式 · 

無支石式， 그i! l 고 그 어느 형식에도 속하지 않는 륙수한 濟州훌式01 다4) 

제주도는 또한 고려후기 1270년애 몽고문에 항션을 전개했먼 三別뺑의 灣州入옳애 

의해셔 環海長城이 전도언얀에 걸쳐 축조되었고 언어와 풍습 등 문화 전반에 많은 변 

화를 가져다 받았으며 Sl 三別뺑亂이 진압된 후 탑라는 1셔l기에 걸쳐 몽고의 지배툴 받 

았다.몽고는 탑라에 救馬k훌을 설치하고， 쨌胡를 파견하여 옥축경영을 담당하게 하여 

全島的무로 옥장을 확장시켜 나갔다6) 서귀포시는 1981년 남제주문에셔 분리되기 前

1) 흉宗業 IP 앓羅文化史리 ( 제주 : 조약돌， 1986 ), p.16. 
吳南三， “ 火山景觀嘴出}뼈序冊究" IP 훌훌光開發빠究論文集 냉 第3輯， 灣州大擊校，

1986 , pp.21-53. 
2) 金桓元， “ 濟州옳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빠究 셔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29. 
3) 김봉옥Ii' 처l주통사 J) ( 제주 : 재주문화， 1987 ), p.25. 
4) 西騙浦市Ii' 西廳浦市誌 .1l, 1988 , p.116. 
5) 박용후Ii' 쩨주방언 연구 J)' 동원사， 1960 , p.488. 
6) 高昌錫， “ 元代의 엠훌州島 校樓 •. IÏ' ~齊1써史學 리 훌Ij刊號， 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 

학과， 1985. 2.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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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채주군의 西廳浦롤 .. 中文面의 지억으로서 탑èt 이래 山南의 ~~훌 짧來 홈톰縣2l

고려말업에는 東 · 西兩縣얘 속했다. 

이태조가 조섣왕조를 째운후 自主性울 유지해 오던 제주의 모듣 制度와 行政權윤 

中央集뺨化 껑책에 따라 완천헤 흥합되었다. 救使솔훌 節힘i使 都按뿔使훌훌 校使가 배치 

되고 內地化 껑책이 점진적S로 행해줬다. 太宗2年(1402)에는 오랫동얀 뿔훌훌 되어옴 

星主와 王子의 청호가 패지되었S며 同16年(1416)에는 漢훌山 分水鎭을 경계로 山北

을 쩨주로 하여 ~使률 두고， 山南율 兩分하여 東쪽을 雄훌훌縣， 셔쪽을 大靜縣으로 나 

누어 陳藍을 두어 다스èl재 하었는대 헌 셔귀포시는 양현의 경계가 헌다. 高宗1年

(1864)애 雄훌훌， 大홉훌의 兩훌훌을 郵으로 승걱시켜 濟州救에셔 분èl 全羅遭 觀察使 관할 

에 두었다가， 同17年(1880)애 다시 훌훌S로 환원되었다. 

경술국치 이후 日帝는 1914년 3월에 그 때까지 존속해 오먼 훌훌훌， 大靜 2郵율 폐하 

얘 濟州홈@애 합뱅하고 완도둔애 숙해 있먼 추자도를 분èl시켜 채주군에 귀속시켰다. 

1915년얘 다시 행정구억을 7ft펀， 채주도와 울릉도얘 홈B휩l툴 폐지하여 훌司휩j툴 실시 

함애 따라꺼 채주도는 한낱 어업가지로 간주되었고 全훌훌南遭 濟州島로셔 일체의 경제 

수탈정책에 희생이 되었다. 해얀부락을 언결한 周回 新作路의 개셜과 자동차 교통의 

시작드로 종전 중산간 부략 중심의 경채활동윤 해얀부락 중심으로 옮져컸다. 1919년 

3월 1일율 기해 전국적드로 폭발한 인중의 항일투쟁윤 5천년 인축사얘 커다한 전한접 

율 가져왔다. 3월 23일에 조천독럽만셰운동이 일어나고 西혐浦에셔는 100여멍이 넘는 

시위대가 三據뿔애 올라 만새시위운동율 벌였으며， 셔귀포 일부 어촌얘셔 해상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해방후 셔귀포애셔는 청년운동인 西홉훌浦治安隊가 발족되어 사회질셔와 기강을 확립 

해 나갖고8) ， 사회혼란을 즉북할려는 시도가 어려 콧애셔 있었다. 그러고 左賣과 右훌훌 

의 대립을 른 혼란을 가져왔으며， 1947년 3월 1일의 3 . 1사전에 휘이은 1948년얘 잎 

어난 4.3사건윤 수않운 인영효l해와 엄청난 재산 펴해를 가져다 주었다. 

1981년 7월 1일에 셔귀포읍과 중문먼이 남제주곤에셔 분èl되어 서귀포사로 승걱되 

7) 西騙浦市， 전게서， p.273. 
8) 상게서 J p.300. 

36 



어 오늘에 。 l르고 있다. 

2) 社會 文化的 特性

西훌홈浦市의 家族뽑l度는 제주도 가족제도의 한 륙성에 포함되는혜 朝薦中期 이후의 

전통적인 韓園家族制度와는 적지않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9) 西輔浦市의 家族운 육 

지의 전흥적인 가족유형인 直系家族이 아니라 장남도 分家흘 하는 夫觸家族(核家族)

으l 형태툴 취하고 있으며， 노부부만의 가쪽과 여자가 혼자사는 가구가 많다. 재산상 

속도 형제깐에 均等相.. 을 하는 경우가 많다. 륙송l 홈K훌훌內婚이 많아셔 部落內애 거주 

하는 母親系에 대하여서도 밀껍한 생활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濟州島의 

親族이 융지의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윤 기본적으로 土홉한 生活瓚境， 머슴(年屬)의 不

在， 튜홈敎的 兩班文化의 ￥홈행훌내지 缺~O 등에 언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0’· 

家族힘j度의 가장 콘 륙장은 첼져한 分家主義와 강한 編立生活寬志에 없다 하겠다. 

그러고 核家族과 형체간의 家慶의 均等相M ， 강한 父系血緣意.鐵과 자럽정신애 근거한 

合理主義 등도 륙성의 하나가 휠 것이다l1) 

地域共同體와 社會組織을 살펴보변， 전체찍으로는 농경사회이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공동체 사회로셔 共同體意識이 강했다. 이를 해먼， 행·회， 언자매， 用水으l 

공동사용과 관ç l， 수눌음， 향악， 계， 그러고 해번공동관çl와 마을 공동몹장채가 있 

다. 

鄭훌는 日帝時代얘 里長中.c.，、의 近代行政體制로 바푸어지가 전까지 있었먼 部落共同

體的 조식이다121 마을마다 소나 말이 이끄는 〈연자매〉가 있어셔 주곡인 보러나 조를 

擔精하였다. 이 연자매는 20-30호 얀팎의 이웃끼 çl 돈이나 노력율 모아셔 만들었으며 

개인소유는 적었다. 제주도의 地表는 火山R士여셔 1:1 1 가 내çl 변 地下로 빠져 용암층 

9) 崔在錫I? 濟州島의 親族組織 퍼 ( 셔울 志社. 1984 ), pp.9-13. 
李昌基‘ 濟州島 家口의 크기 •• I? 훨羅文化 a 제6호， 濟州大學校 麻羅文ft

빠究所， 1987 , p.180. 
10) 崔在錫， 전게셔 , p.12. 
10 상게셔 , p.42. 
12) 玄容앓 外‘ 食川里 學術調흉.， I? 園文學報 」 第4輯， 灣州大學校 團語圍文學홈， 

1972,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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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흐르다가 해얀에 이르러 용출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용수가 어려운 푼체가 되었다. 

따라셔 중산간 부략에셔는 〈뭇〉율 파셔 奉天水를 처장해서 쓰고 海뿔훌g흙홈에셔는 〈홍 

물〉을 만들어 썼다. 이 用水를 이웃꺼리 공동으로 파셔 사용하였고 공동판i! l롤 하였 

c ]-t31. 

〈수눌율〉윤 〈수눌다〉의 영사형S로 훌標村애셔 자기집 일이 바쁘지 않율 때 다폰 

집의 일을 해 주고 자기집의 일율 해야할 때는 도움율 발아셔 엘하는 상부상조의 협 

조쩨채ët 할 수 있c]-t41. 휠는 쩨주도 방얻으로는 〈제〉라고 하며 에로부터 채주도 민깐 

에 어떠한 목척의식율 갖고 서로 일율 도와가며 잘 살아 보자는 일종의 민간단채조직 

의 한가지률 말한다. <채〉애는 관혼상째 때 셔로 도와주기 위한 폭적으로 이루어진 

〈채〉와 어헌 기곰율 마련하여 큰일 때 쓸 수 있는 언장율 마련해 두었다가 빌려쓰는 

사람애째 일쟁한 임대효훌 받아 기곰율 풀i!l는 목적 o 로셔익 〈껍(훌))과 또한 돗밖의 

재난이 닥쳤율 때 도와주기를 목적으로 하는 〈상억(常投)) 등의 째가지가 있r.]-tSl. 

민간신앙애 의해 이물려오먼 이 고장애 처융 채계툴 갖촌 종교가 전래된 것윤 고려 

시대의 불교였다. 元의 *l i! l 기간에 그 영향애 의해 지어겼율 것S로 추껑되는 셔귀포 

시 i명源헤행의 法華츄는 과거의 대웅전 자ël률 발굴하고 그 터에 1987년 봄부터 복원을 

셔두르고 있다. 이밖에 〈짧羅誌〉애 의하먼 셔귀포시 上孝洞 훌훌川풍녘 기숨에 훌훌훌 

좋 등 절이 있었먼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불교는 민간신앙(짧혐 : 神堂)과 뎌 

불어 상당히 번성하여셔 한때 당오백 절오백이라 하었는떼， 조션시대로 률어오먼셔 

1702년애는 救使 李鷹詳의 훗월鷹政策애 의하여 곡단쩍으로 탄압율 받앓다. 

1800년대 말에 제추얘 션파되기 시작한 天主敎는 초기애 셔귀포시 하논(大짧)애도 

교당율 셰웠었으나 1901년애는 무러한 포교로 辛표年 天主敎亂율 일으카재 된다. 그 

후 1914년애는 기독교 全羅老흘의 파송율 받음 尹植明 목사에 의해 처음 이 고장에 

기독교의 포교가 시작펀다. 

13) 金홉뿔， “ 濟州島傳統的 社홉維持의 基훌훌的 要素얘 관한 빠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1988 , pp.41-42. 

14) 진성기， “ 채주도민의 생활과 햇 .. Ii" 文化A類學 a 第7輯， 훌훌훌훌文化A類學會， 
1975.12. , pp.81-82. 

15) 상게셔 ,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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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말 현재 셔귀포시의 종교헌황율 보먼 불교가 46개소의 교당율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4271소의 교당， 천주교가 6개소의 교당， 현불교 2개 교당， 가 Et 9개 교당 

등 총 1057ß소의 교당애 성석자수는 112멍이마μ. 

3) 地城經濟의 特性

쩨주도의 地域繹灣의 쭉정응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중심이고 농업윤 田作 중심이며 

감율 등의 果樹農業이 콘 lJ l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경영방식도 해얀지억운 集約

的 경영을 하며 중산간 지역윤 租放的 경영을 하고 았다. 해얀지역애셔는 해녀들의 

경제활동이 가계수입에 콘 몫율 차지하고 없다. 그러고 폭축업얘셔 륙이한 것윤 마을 

공동목장제이다. 

慶業構遭의 륙정을 보먼， 채조업운 보조산업인 반변 농수산업， 교홍혼수업， 용식숙 

박업， 오락 문화 셔어버스업이 기본산업이며 농업은 힘채상태에 없는 반먼 운수업， 

움식숙박업， 요략셔어비스업 등의 관광산업 환야와 수산업은 확대 성장하고 있t:.}J1l. 

地城總、生塵(GRP)의 慶業別 않長率을 보먼 1961-1970년간의 언평균 성장훌윤 9.0%로 

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셔어버스엽과 광공업이 각각 13.3%, 9.6%로셔 놓운 成릎율 

보인 반먼 농림수산업윤 6.5%.로 썽장이 둔화되었다. 1971-1980 10\..~간의 경우는 총 

GRP의 연평균 성장률이 16.4%이며 대부폰 사회간첩자본 몇 가타 셔바스업의 성장애 

의해 이루어셨다16) 

그러나 지액경째는 그동얀 감율， 훨光 동 1차 및 3차산업얘 그 成長율 주로 의존하 

였고 또 이울 산업의 本土와의 交易윤 학실한 성장율 거듭하여 왔다. 예컨대， 

1970-1981년 기간에 째주도 경쩨의 GRP얘셔 감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윤 4.2%애셔 

19.6%로， 그al고 觀光收入윤 3.2%에셔 10.3%로 각각 증대되어 이율 산업의 지억경째 

의 위상율 알 수 었율 것이다191. 1989년의 지억주민총생산 중얘셔 훌g光收入。 1 24.4% , 

16) 셔 귀 포시 , 용쩨년보， 1989 , p.246. 
17) 南宗鉉 外 9A , Ii' 地域經濟훌훌흩훌패턴과 濟ffl遭의 慶業開훌훌題望 .!I' 轉圍長期信用훌훌 

行 · 홉톨훌大學校 廳濟隔究所， 1984, p.477. 
18) 金泰保， “ 濟州地城의 鷹灣開發과 地方財政의 據充方案.， (f' 讀文集 a 체22집 

(사회과학편) , 채주대학교， 1986 , p.270. 

19) 南宗鉉 外， 전게셔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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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율조수입이 14.5%로서， 관광과 감율 부문이 지액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 

다때. 

慶業別 취업자얘셔는 농림어업 54.3%, 광공업 3.5% , 社훌間按賣本 및 기f.t 셔어비 

스업 42.2%로 농업분야가 아직도 휘업자의 절반 이상을 유치하고 있으며 훌§光開훌훌에 

따라 셔어1:1 1스업에 관련펀 빼業從훌者가 콘 비중을 차지하고 있t:}2Il. 

셔귀포시의 觀光훌훌業윤 관광수요의 중가에 힘입어 다양한 셔어tJl스를 제공하는 각 

종 大小업채의 수가 접점 증가하고 있다. 觀光塵業의 중추적 가능을 수행하고 있는 

숙박시설로는 1989년말 헌재 관광호탤 6개업소(830실) , 유스호스텔 1개업소(113실) t 

콘도미나업 1개업소(216실) .일반호텔 3개업소(95실) , 여관 6378업소(1 ， 164실) , 여인 

숙 27개업소(240실)가 입지해 있S며， 여행업체로는 국내여행업 2개업소와 국외여행 

업 1개업소가 었다. 또한 自動車 運훌훌業빼 10개업소툴 비못하여 專門1*養業 3개업소， 

훌훌光款食店業 1개업소， 관광기념폼판매점 18개업소. 관광농원 12개업소가 입지해 있 

다2Ll 食品接客業所는 1989년말 현재 大훌없食店 439개업소， 遊興軟食店 105개업소， 

葉子店 3271업소， 1*훌훌室 15개업소 둥이 았다Z3I 

2. 主훌훌 훌光賣훌 

1) 옳빼遊園地 

뱀톨州遭는 8개의 有A훌와 54개의 無A훌 등 62개으l 부속도셔툴 갖고 없t:p4). 이러 

한 섭들윤 홉州遭 훌훌光開훌훌으l 관심의 대상애서 제외되어 왔었￡나 주번도서에 대한 

훌훌光開發 可龍性이 활발헤 로몬띔으로쩨 2000년대에는 중요한 觀光寶題이 휠 것응로 

사료되고 았다. 

본 지역의 627ft 부속도셔 중 뿔光者의 관광대상이 펼 수 있는 도셔유원지는 가파 

20) 채추도 지억경채욱. 
21) 채주도， 주요행껑총람， 1990, p.30. 
22) 셔귀포시 관팡파. 
23) 셔귀포시 사회과. 
24) 제주도， 주요행정총람， 전게셔，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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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圓 III-l > 얘톨t써옳으l 主要 觀光 賣훌 

島빼뿔 遊園地 自然 훌훌光 寶源 훌季遊園地 A文 觀光寶源

A 1 가파도 B 1 한 라 산 C 1 돈 내 >격~ D 1 여 미 ~1 
A 2 마라도 B 2 천 채 언 C 2 장 카。} ii세‘ D 2 해양 수쭉판 
A 3 ttl 앙도 B 3 쟁방 폭포 C 3 소 카。{ 닝。} D 3 얀댁조각공원 
A 4 우 도 B 4 천 지 。1예- C 4 공천포해수욕장 D 4 표선 민속혼 
A 5 뱀 섬 B 5 산방산지구 C 5 중문 해수욕장 D 5 생읍 민속촌 
A 6 엎 섬 B 6 성산일출봉 C 6 화순 해수욕장 D 6 항 파 두 i!) 
A 7 문 셈 B 7 얀댁 7팩곡 C 7 협채 페수욕장 D 7 신천지미술란 
A 8 지귀도 B 8 만 장 굴 C 8 신양 헤수욕장 D 8 폭 석 현 
A 9 형째도 B 9 바 차 림 C 9 함댁 해수욕장 D 9 자언사빡물관 
A10 차귀도 BI0 산 눔 부i! 1 C10 꽉~l 해수욕장 DI0 삼 싸。} 혈 

B11 협채 공원 C11 삼앙 해수욕장 D11 대유 수렵장 
B12 용 두 암 D12 중푼 골프장 

D13 채주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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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라도， 바양도， 우도， 뱀샘， 옆섬， 문섬， 지귀도， 형채도， 차귀도 등01 다. 가파 

도는 1653년 和뼈船 S맹rr。μ Ha때호의 漂훌地이 었다. 이 배의 표류에 따라 화한인 핸 

드럭 하멜 (Hendrick 뼈mel)윤 “ 和뼈船濟州훌훌훌&破記 !’ 및 ‘· 朝雄훌훌記 ”를 씀S로쩨 

우러나라가 처음S로 비교적 껑확히 셔양에 소개되었다. 이 가파도는 나잠어업(해녀 

작업)이 생한 곳S로 마라도와 연결시켜셔 관광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다.25l 

마라도는 유멍한 마라등대가 있으며， 섬 둘래는 가화픈 낭떠려지로 이루어져 있다 

뻐. 우려나라 최남단에 있는 有A島로 가파도와 언결시켜 개발하변 훌흉한 관광자원。l 

휠 수 있는 셉이다. 飛揚홉는 엽채i! 1 짧岩뼈寶， 해수욕장 및 輪林港 둥과 언갤되어 

륙이한 경관율 이루고 있어셔m 도셔유원지로 채발이 혈 경우 판광자의 각광율 받게 

휠 것이다. 

우도는 城山浦 종쭉애 위치한 有A훌로서 이 섬 남단 〈동어귀〉라는 절백 가까이 바 

다로 롤출한 콧이 있어 〈광대쿄지〉라고 불러지고 있는떼， 이 곳얘 동굴이 았고 이 동 

굴에 스며드는 햇빛이 岩짧의 천장에 반사하여 둥근달이 떠오프는 듯한 절경을 이루 

고 있다. 이를 〈달그런얀〉 또는 훌間明月이라 하는대 옛부터 유영하다뼈. 이 섬운 城

山浦 海洋觀光團地와 인접해 있어 이 단지와 連뿔開發 할 경우 훌흉한 관광자원이 휠 

수 있다. 

법섬운 고려 공민왕 때 최영장군이 元의 세력을 마지막으로 셈결시킨 곳으로 유영 

하다. 이 섭윤 제주도에셔 가장 선망적인 遊활觀光코스의 中心路繼에 위치해 있으며 

海威觀光에 있어셔도 문섬과 머불어 심한 요철형의 해저단애;;tl헝율 갖고 있어셔 해처 

관광의 寶庫로 일컬어지고 있다. 뎌구나 앞S로 뼈光構造가 고읍화 펼 것이 혜상되 

며 특히 海上활동성헝·이 강화휠 것ξL로 보이는대 이와 같은 據上스포츠 觀光要地로 

지목되고 있는 西廳港-엎섬-보목 등의 삼각권 해억과 언접되어 있어서 관창자원으로 

셔 훌륭한 조걷을 갖추고 있다왜. 

25) 轉國觀光公社Ii' 韓國훌§光寶源總、흩훌 .0' 1985 , p.849. 
26) 상게셔 , p.850. 
27) 상게서， pp.836-837. 
28) 상게셔 , p.836. 
29) 吳南三， “ 灣州屬周邊 無A옳으l 開훌훌과 保훌훌Ii' 검훌州無人島學爾調훌 .0, 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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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섬운 世界的인 식물군상율 관상할 수 있는 학술적 관광의 섬이다. 륙헤 이 염은 

天然紀옳物 채18호로 지정된 파초일엽자생지로 유멍하며뼈， 웅장한 해식동굴과 tafoni 

의 다양한 훌훌達윤 觀光者의 감반사훌 률어올t!. l 기에 충환할 정도로 그 포양율 자랑하 

고 없어셔311 관광자원S로셔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문섬운 海威景觀이 쩨주지 

억에셔 가장 화려하여 훌흉한 해처관광대상이 훨 폰만 아니라 담활수， 박달나무， 후 

박나무 등의 숲과 혹비둘기(天然記急柳 33호)와 그 외에 해조류 셔식처가 되고 있어 

셔 써귀포시 관광지려 借景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景훌훌寶題이 되고 없다321. 

지귀도는 行敢區城上 납윈읍 위미t!. l 에 숙한 섬으로 셔귀포항에셔 보먼 엎엄 어째녀 

머로 水平線上애 아특히 보인다. 이 성윤 40여년전애는 농사흘 지었먼 곳이나， 지급 

운 낚시문들만이 줄겨 찾고있다. 형제도는 山房짧좋가 없는 산방산 중허t!.]에서 망망 

한 대해를 내려다 보먼 그 大避 가훈대애셔 르고 작은 두 개의 섬인 兄弟훌가 。 l 내 

눈애 띄게 펀다. 그러고 천혜적인 양항 和뼈港얘셔 셔쭉S로 릎없이 펼쳐지는 모래사 

장의 海뿔線윤 장차 이 부근이 관광지로 각팡율 밤재 휠 것임율 말해준다웠. 

차귀도는 깎아세운 껄백으로 이루어졌S며 將軍石이라는 롤이 우뚝 셔 있어 그 園

敎가 한결 돋보이며， 高山里 바닷가의 수월봉 및 해얀가의 겉홈薦율 이루는 절백과 녹 

고물 둥 약수와 뎌불어 이 차귀도를 묶어놓윤 이 밀대는 색다픈 쪼습율 하고 없어 낚 

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유윈지호 각광율 받고 없다. 

2) 답然觀光寶題 

西廳浦市는 그 規樓 빛 景훌훌的 關面얘셔 世界의 有數한 훌훌光地애는 미쳐지 못한다 

고 하뎌라도% 火山活動a로 인한 地形的인 特媒性과 함께 南灌上의 훨톨海的인 位置B

MBC , 1990, pp.211-212. 
3야 한국관광공사， 전채셔， p.851. 
31) 吳南三， 전게쏘고셔， p.214. 
32) 吳南三， 전거I보고셔 • pp.217-218. 
33) 한국판광공사， 전채셔， p.851. 
34) 餘康林， “ 홉州훨 훨光寶훌의 活性化 方훌Ii" 훌훌文集 」 第9轉， 채주대학교， 

1977. p.637. 
35) 뭘洪哲， “ 濟까|‘|遭의 훌藏얘 관한 地理學的 빠究，. f훌士훌位훌훌文， 훌훌윌大學校 大

學院， 1973 , p.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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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圓 111-2 > 西홉톰빼市의 主훌훌 훌a光 寶顧
A. 開훌훌 훌g光 地題

A-l 우보악 지구(미완) 
A-2 중문 단지 

호햄(하이앗트， 한츄 
콘도. 신라) 

식물원(여미지) 
꼴프장， 전흉 어혼， 
해수육장 

B. 爛土 遊圍地

B-l 대포 해얀 
B-2 월평 해얀 
B-3 입석동 
B-4 영천악 

C. 文化財

C-l 천채언 난대 활엽수럼대 
맘펠수나무 

C-2 도순 돕나우 자생지 

A-3 거번사숨(미완) A-I0 영실기암 지구 
A-4 장정 치구(미완) A-ll 천채언 지구 
A-5 삼매용 지구 A-12 외물펴 지구 
A-6 천지얻 지구 A-13 거문여 지구 
A-7 쟁방폭포 지구 (칼호햄) 
A-8 돋얘코 지구 A-14 얘촌망 지구 
A-9 대유 수렵장 

B-5 월라봉 B-9 새섬 
B-6 소급박 B-I0 푼셈 
B-7 소쟁방 B-l1 엎섬 
B-8 뱀섬 

C-3 하원 법화사지(원나라 유척) 

C-4 셔귀포 해얀 패류 화석 
C-5 천지언 난대 활엽수립대 

담활수나우.무태장어 
C-6 엎섬 파초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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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는 溫和한 혔.候條件 등으로 말미 암아 自然的 警異가 훨l盧얘 散在하여 었다36i 

漢훌훌山을 中心으로 꽂콧애 散훌E한 覆布툴 바못하여 鎔岩짧， 漢칩， 홉岩總홈훌 및 嘴

火口툴 갖는 寄生火山과 식생군락 등으l 훌훌光賣願。 l 콧콧애 분포되어 있파. 주요 담然 

훌§光資源S로는 한라산(등산) , 중문천채언， 정방폭포， 천~l 언， 산방산지구(용머~l， 

산방굴사) , 얀댁계곡， 만장굴지구， 바자럼지구， 산곰부~L 협채공현(짱용울) 등이 있 

다. 漢뿔山윤 高山植物， 관폭， 교목， 山野 및 草原~l대로 나누어치고 거기얘 간직한 

식물음 1 ， 800여종이나 되고 있다쩌. 한라산애는 성판악， 관음사， 어 el 목， 영실， 돈내 

쿄 등 5개의 등반코스가 았어 사첼 훌훌光者들이 즐겨 창고 있다1Il 

폭포는 모두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대， 천체언 폭포는 上， 中， 下 3없으로 이루 

어진 폭포로셔 장관을 이루고 있고， 천지언 폭포는 상폭의 老樹들이 울창하채 우거진 

난대럼지대로 觀光者들이 즐겨 창고 있다. 西廳浦市 東쭉 해안에 있는 정방폭포는 높 

이 23뼈， 깊이 5m , 폭 8m로 직접 무지개툴 그러며 바다에 떨어지는 棄洋애 하나밖에 

없는 海뿜覆布이다쩌. 산방산지구는 山房德의 전설이 어려있는 산방굴사와 바로 앞 해 

얀가에 용머 el가 았다. 그러고 天然保護廣域(천연기념물 채182~ξ ， 한라산 천언보호구 

억 채6호 지구 安德逢참 상쪽수 수림~l 대)으로 지쟁 · 보호되고 없는 안덕계곡과 45때T 

步의 면적에 天然、生 비자나무가 자라고 있는 구좌읍 평대el의 1:1 1 자럼지구， 4200케종의 

식물이 차라고 있는 평지 분화구 산곰부el가 있다. 이밖에 굴의 총언장이 10.7K11로 

알려지고 없는 만장굴과 徐憐해官으l 大뾰퇴치의 구령이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김녕사굴과 天然記쌀、物 제236호로 지정흰 협재공원의 짱용굴이 있다. 

3) 夏季遊園地

本 地城은 四面이 바다로 둘려싹여 있어셔 海뿔， 海水*삼陽 등 천혀l의 觀光寶題이 

해얀가에 펼쳐져 있다. 륙허， 陸地와는 멀 el 떨어진 島爛èt는 접과 여e- t 內陸과는 다 

36) 張뿔緣‘ 團域別 觀光寶願實態려 比較 考察 .. !? 論文鎭 a 第20輯， 濟州大學按，
1985, p.133. 

37) 한국관광공사， 전게서， p.827. 
38) 제주도 관광협회. 
39) 한국관팡공사， 전게셔 f PP.8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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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훌훌力과 호기심에 찬 異園的 補續와 왔圍혔.를 풍기는 등 다양한 자원율 가지고 있 

cpol. 

관팡자들이 즐겨 찾고 있는 夏季觀光寶源으로는 돈내코， 강정천， 소정방， 공천포 

해수욕장， 중문 해수욕장， 화순 해수욕장， 협재 해수욕장， 신앙‘ 해수욕장， 함댁 해수 

욕장， 꽉지 해수욕장， 삼양 해수혹장 등이 있다. 

돈내코는 灣州 固有의 한란과 겨울딸기의 담生地로 알려져 있을 뿔만 아니라 여름 

첼 물맞이애 아주 알맞아 파l셔객물이 즐겨핫는 곳이 CPIl. 서귀포시의 강정천과 소정방 

도 여륨첼애 111셔객율이 줄져 찾는 곳이 되고 있다. 이 밖애 홉州 해얀가에 펼쳐져 

있는 1()o:f근혜의 해수욕장윤 여톰 휴가첼애 외지 觀光者들에게 남국적인 정휘를 물씬 

풍겨주고 있다. 이러한 해수혹장 중얘는 함댁 해수욕장에 가장 많윤 하계 판광자들이 

몰려고 있드며， 중문 및 신양 해수욕장은 윈드셔핑의 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4) Á文觀光寶題

本 地域에는 도처에 수려한 自然、觀光寶훌이 散在하고 있는떼 반해 觀光者의 觀光欲

求툴 충족시켜 줄만한 文化的 對훌이 곡히 빈약한 상황이다4Zl 이려한 有形文化財려 

빈곤윤 결국 채주도의 地理的， 歷史的 背景에셔 찾을 수 밖에 없다. 지 ëJ적으로는 육 

지에셔 i훌隔한 섭이라는 점， 역사적으로는 백체와 신라와 다소의 접촉운 있었으나， 

독자적으로 그 佛敎文化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걷이 조성되지 않았다. 고려 때에 와서 

도 그 中央集樓下에 귀숙윤 되었지만 一世紀애 걸천 몽고의 압채로 중앙문화에셔 고 

립되고 말었다. 결국 朝雖에 이르러셔야 中央文化團城에 풀어갔다고 할 수 없다. 그 

èl 하여 귀족적 양반적인 고급문화는 껴 ël되었고4Jl 조섣조 숙종 언간애는 불교사찰을 

풀펴로 뮤정하여 제주 폭사 李衝詳이 1702년에 채주지억의 130여개소의 절율 훼첼함 

40) 高南旭， “ 灣州地城의 觀光塵業 振興方案6" lft羅文化 a 第4훌훌， 濟州大學校
훌t羅文ü:li1f究所， 1985 , p.101. 

41) 한국관광공사， 전게서 , pp.848-849. 
42) 宋成大‘ 觀光寶題分布性向에 으l한 濟州遭의 地域別 훨光性I? 훌훌文葉 리 第18

훌훌， 濟州大學校， 1984 , p.525. 
43) 徐康林， “ 灣州民혐의 觀光賣騙化 方案 .. I? 論文集 리 第10輯， 灣州大學校， 1978 , 

p.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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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써μl 불교사현을 중심으로 한 觀光寶鎭의 빈곤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지억에서 주요 觀光對象이 되고 있는 人文觀光資願으로는 중문관광단지내에 있 

는 아열대식물현인 여미지와 돌고래쇼툴 공언하고 있는 중문해양수족관， 야외에 조각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얀덕 조각공현과 무수천지역에 있는 신천지미술관， 표션과 성 

읍으l 民혐村， 항파두èl려 항몽유적지， 제주시 지억에 있는 목석헌과 자연사박물관， 

삼성혈 등이 있다. 이밖에 私設 符훨陽인 중문대유수렵장과 중문 · 오라 · 아하 골프장 

등이 있어셔 외국인 觀光者들이 즐겨 찾고 있다. 

5) 數待觀光寶銀

관광자으-1 숙박과 식사 및 유흥시설이기도 한 환대관광자원응 灣州훨光으l 관문인 재 

주시와 중문관광단지 및 서귀포사를 中心으로 하여 들어셔 있다. 

주요 歡待觀光賣源으로는 중문단지내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서귀포시내의 여관과 

호텔， 재주시내려 여관과 호텔， 중문관광단지내의 나이료 를렵파 술집， 채주시내의 

나이트 를럽과 술집， 중문관광단지 · 서귀포시 · 제주시의 觀光歡食店， 중문관광단지 · 

셔귀포시 · 쩨주시의 호텔에 부설펀 슬려트머신 등이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들음 관광 

자들의 소바를 자곡하므로써 제주지억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툴 가져다 주고 있다. 

6) 文化行專觀光資鎭

본 지역윤 大홉훌훌이나 大츄훨l은 없어도 應民적 기반인 民혐文化툴 겨l혹 堅持해 옴 

으로써 無形文化財와 民혐寶料面어l서는 그 학술쩍 가치를 풍부헤 치니고 있다뻐. 

民m文化툴 중심으로 한 주요 文化行事顧光賣源으로는 유채쫓큰잔치， 한하문화제， 

마을체， 향토무속(무당)행사 등이 았다. 유채꽃콘잔치는 매년 4월 15일에서 17일 사이 

에 제주도 일원에서 열 èl 고 있는데， 단순한 농작물로 여기먼 유채꽃을 천혀l의 경관과 

조화시켜 제주의 아톰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漢뿔文化禁는 매년 10월 20일에서 

22일 사이애 채주도 일원에셔 열 è)는떼 축제， 가장행렬， 민속놓이 등의 각종 행사가 

44) 西廳浦市， 西廳浦市誌， 전거l서， p.797. 
45) 濟州遭 文化公報擔當官室{? 灣州외 文化財 ~， 1982 , pp.4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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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띔으로써 ~l 억주민과 관광자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마을제로서는 음력2월애 채주도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등굿놀이와 松堂里 마을 

제， 納물‘里 마을채 등이 있으며 푸당들이 벌이는 향토무속(무당)행사 억사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았다. 

3. 훌光聊向 

1) 觀光動向

(1) 樓況

제주지억의 관광운 1961년 < 훌훌光훌業法 〉의 制定 · 公布 와 머불어 그동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여 오먼 중뻐 1973년애는 채1차 쩨주관광종합개발계획얀이 채시되고 

1975년에는 관광산업이 훌훌家戰l홉慶業:로 지정되고 1980년 11월애는 본 지액이 NO -

VISA지역으로 指定됩에 따라 1983년어i는 체주도툴 誼問한 觀光者가 일백만멍을 념어 

셔게 됐다. 그~1고 셔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얘는 채주도 관팡사상 처음으로 外來

훌훌光者 200만영율 뚫췄하여 본 지억윤 이제 觀光先、進地城a로 발돋읍하였고 1989년 1 

월 10일부터 취항하기 시작한 아시아나 항공운 제주도와 서울， 부산， 광주， 대구치억 

으l 觀光者 수송에 일익을 담당하고 았a며， 同年 10월 15일에는 본 지억과 일본의 나 

가사꺼 사이에 제트호일이 취항하묘로써 1989년말 헌재 264만영의 관광자가 내도하여 

제주관팡운 이재 성숙기툴 맞고 있다.471 

셔귀포시는 체주시와 뎌불어 쩨주도內 塵業， 經빠， 文化의 按心的 憐龍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자연적， 인문적 조건 및 관광루르상의 利點으로 인해 灣州훌훌光훌훌展으.) 혜택 

을 폭폭훌 l 받고 있는대 관내의 각종 관광업소 및 관광시설이 나날이 뱅加훌훌勢애 있으 

며 그 覆展速度 또한 매우 봐른 것을 눈애 보게 핀다. 

서귀포시랴 대표적 관광자원의 활용헌황을 보면 天帝淵짧布， 天j也뼈훌훌布， 正房覆布

가 有料公開 文化財地區 빛 관광지로서 지쟁， 활용 중이며 이곳을 찾은 관광자는 

46) 交通部[? 觀光業務寶料 C!I' 1989 , p.156. 
47) 高承益， “ 灣州地域 旅行業으l 育成方案애 관한 빠究 .. [? 훌t羅文H:. .Ð 처Uo호， 

제주대학교 탐하문화연구소， 1990.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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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의 경우 언간 273만 4 ， 15.3영에 이르고 있어 그 관람료툴 롱한 수입반도 11억 

411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고 한라산 정상을 향한 2개 등산코오스와 뎌불어 낚시 

및 스킨스쿠버 다이벙， 윈드셔핑에 適所인 언얀해얀 중문 해수욕장을 비롯한 중문관 

창단지， 상설수렵장인 대유수렵장 등이 각종 러l처 · 스포츠 활동의 산실로서 제주도으l 

1*養 · 體留形 觀光地化를 선도하고 있다. 

2러나 西廳浦市의 관광개발은 자본축적 및 개발경험랴 미홉으로 말미암아 아석까 

지는 본래의 자원가치에 비해 인위적 시설구비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으로 관광자원의 

정비와 관광시설으l 확충을 중심으로 푸준히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그~)고 관광 

자현의 보호와 개발，관광 루트의 개선， 관광정보의 제공과 관광지에 대한 홍보 등의 

져l반관광사업도 1985년 3월 확정펀 濟州遭餘合開發計劃의 추진과 뎌불어 점차 체계를 

다져가는 과정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 수혼의 위락관광지구톨 목표로 한 

中文觀光團地의 조성사업과 기타 중소뮤모의 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구체화되어 활발 

히 추진됩으로써 서귀포서의 잠재척인 천혜의 관광매력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상황 

뼈
 

-다
 

-
。

( 2) 觀光開發計훨l 

特定地域濟州遭훨合開훌훌計빼운 제주도를 국채관광치로 도약하는 계기툴 만들고 지 

역의 균형발전파 遭民所得增大 기반을 구축한다는떼 그 으l 의툴 두고 있다. 특히， 관 

광개발 분야에서는 @ 觀光活動의 多樣化 @ 四季節 觀光의 定훌化 좋 長期體留形 觀

光地로으l 훌훌換 등에 기본목표툴 두고 3개단지와 26개지구블 중점 개발한다는 기본 설 

계가 짜여져 았다.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7개년에 걸쳐 총 

12 ， 904억원(公共 6 , 726 , 民寶 6 ， 178)의 유모로 이루어진다는 前提 아래 관광개발부문 

에만 3 ， 697억원 (28.7%)을 투자하도목 되어 있다. 

이와 같은 觀光開發計劃 중 대규모 觀光團地로서 중문관광단지가 셔귀포사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단지에는 각종 숙박시설， 관광 및 위락시셜， 셔어비스시설 등을 

주로 시설하기 워하여 총 사업tI) 4 ， 871억원을 투자하여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 

48) 서귀포시， 서귀포사자， 전게셔， pp.6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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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폭 하고 있다. 또한 셔귀포시에는 26개지구 중에셔 西홉홈浦地區， 江~J地區， 돈내 

코地區가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셔귀포시의 관광개발사업윤 채주도 내의 다론 지액에 

비해 바중이 높다i9J 

中t훌멜，휴:圖빼는 셔귀포시려 색달동， 대포동 일대로서 셔귀포시내 중심지와는 一周

遭路를 따라 약 14.3Km 떨어섣 거리에 있다. 륙히， 채주시와는 홉#1- 中文間 고속화 

도로의 개용으로 관팡자으l 접근이 매우 용이해셨다. 

이 계획의 사업개요는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주체가 돼어 1978 - 2001년 사이에 총사 

업비 487 ， 141 백만원( 1段階 254 ,345 , 2段階 232 ， 796)을 투입， 3 ， 745천빼2 듀모의 관광 

단치를 조성하여 장기쳐l류형 관광지， 사계철 관광지화， 관광위락공간으l 다양화 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았다. 또한 사업내용운 각종 기반시설과 숙박시셜을 감추고 관 

광농현， 관광해양수족관， 식물원， 골프장， 누각， 휴게소， 상가 등의 위락시설율 유치 

하는 것으로 돼 있다. 

1989년말 헌재 사업 추진상황윤 134 ， 305백만원(정부지원， 공사， 민자)01 투자되어 

71 반시설 조성과 콜프장， 콘도미니엄 1동， 해양수족관， 懶村遭成， 호텔신라， 하앗트 

호텔， 植物園， 쇼핑센타， 韓園館 등이 확보되었다. 1990년에는 74 ， 494백만원(政府支 

援 2 ， 400백만원， 관광공사 37 ， 536백만현)이 투입되어 간섣도로와 교량， 동부지역 토 

지때입 및 기반조성， 중부지억 펀水賽路， 1훔留場， 관광센터， 東홉B地域 造景設計， 단 

지조성， 골프장 造景， 중부지역 現況뼈l量 둥이 이루어질 것이다띤 

폭네쿄園民훌훨츄i빼 1971년 5월에 정방폭포지구의 일부로 약 0.69K삐2가 국민관광~J 

로 지껑되었으며， 1978년 6월에 이미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이 추진되어 옴 지억 

이다. 또한 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라 152천빼2의 큐모에 총사업비 9억 2 ， 400만헌이 푸 

자되어 遭路， i활車樓， 管理舍，~事場， 便所 등으l 걷설이 완료됐다. 

채주도종합개발계획에 으l 한 폰내코 국민관광지는 夏季型 관광~I로셔 청소년의 수 

련， 야영 둥 교화으l 적지로 개발하고 서귀포시 주민플의 옥외활동을 홍한 휴게， 휴양 

49) 서귀포시， 셔귀포시지， 전게셔， p.669 , 제주도， 전개서， p.69. 
50) 상개셔 ,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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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유현지 시셜을 갖촌다는 것이다 1990년에는 Z천만원율 투자 주차장 

을 輔裝하고 向後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休鏡所， 食掌 응을 건립할 계획이다51l 

西홉훌浦훨b.1훌 : 정방폭포， 천지언， 三樓훌， 島d뿔周邊 등- 지영도가 높운 관광자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셔귀포지구는 南部觀光의 거쉽화， 다양한 관광활동의 수용， 지억 

적 륙성의 부각 등율 개발계획으l 목표로 삼아 집중개발할 째획이다. 그러고 계획유모 

는 약 3 ， 080천m2에 145억 1 ， 900만원을 투자하여 湖水公園， 화훼단지， 식물원 맺 각종 

위락시설율 갖훈 휴양도시로 가푸어 나가재 된다텐 

天뻐淵댈훌布쳐td훌: 天池淵홉布地區는 약 666 ， 41Om2으l 뮤모에 공공， 상업， 숙박， 교홍 

시설 이외애 옥외 휴양시설， 민속공언장， 야시장， 식물원， 해얀조망공현， 貝類化石，

농원， 해양래저시설 둥율 찾혼 종합적인 휴양지구로 선설할 계획이다53) 

iï[~T빼I흩 : 西醫浦市內에셔 악 7Km거리얘 있는 강정지구는 그 개발계획의 목표를 

靜的 景觀율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의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휴개장소로셔의 

억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젓이다. 약 100천빼2유모애 전망대， 휴게소， 펀익시설， uq껍 

등을 시셜하여 셔귀포지구와 중문지구와의 體由型 관팡자툴 유차하는 한펀 휴석처로 

개발할 계획이다54) 

(3) 向後으| 題뿔 

서귀포시는 他都市에 비해 觀光賣源。 l 우수하고 각종 觀光事業이 활발헤 이루어지 

고 있는 지액으로 灣州觀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려나 交通의 관문인 채추시가 

觀光活動의 주요거점으l 활동율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셔구l포서는 아직까지도 種

由觀光地로셔의 지위툴 완전헤 탈:ü: l하지 못하고 없다. 따라서 셔귀포시려 觀光開覆은 

경유형 관광활동의 한째를 탈펴하고 向後 급증하는 園內外觀光者의 수요와 욕구를 충 

족시켜 주71 위해서는 한층 다양한 숙박시설과 셔어버스시설， 목쩍지형 래크èj 어l이션 

시설 등을 도입하여 관광자가 체류하며 즐길수 있는 관광활동의 홉點化가 요구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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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시설확대를 홍한 체류기간의 연장음 觀光者 지출큐모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며 이 

것은 셔귀포사 주민의 소둑증대와도 밀껍한 관계가 있다. 

장차 셔귀포시 훌a光開훌훌專業 추진과청에셔 부각휠 中心課題는 우션 각 관광지밸 특 

성울 고려한 개발율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함째 훌훌光者가 支出한 뿔光所得율 지억내 

소특르로 잔류시킬 수 있는 방얀을 적곡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려고 무분밸한 관광 

개발 전략에 따른 자연환경의 3i}펴와 뎌불어 지역주민애 대한 지나천 소비풍조려 조 

장， 부도댁한 價{直훨의 훌훌훌 등 불걷전한 주민의식배양이라는 측먼도 신중헤 고려해 

야 할 중대과채라고 할 수 있다. 

2) 外來觀光者의 觀光行態

(1) 홉要 

濟州島 뿔光者의 주펀 정보취득윈윤 천지와 이웃으로부터가 30.2%, 여행사 뺨플랫， 

포스터 전단으로 부터가 27.0%로셔 전채의 57.2%률 차지하고 있다. 훌훌行텀的윤 경 *1 

맺 명송지 구경이 45.1%로 가장 놓고 휴식 및 전문확대 텀的이 각각 20.9%, 16.4%톨 

나타내고 았다. 여행 동반자는 친구 · 천지가 35.6%로 가장 놓고， 가혹과 동반하는 경 

우가 32.첼로셔 가쭉중심의 어행생향이 얘우 놓융율 알 수 있다. 

濟州훌훌 훌g光者의 旅行費用 소lf}성향윤 交遇費로 5-10만원， 宿뼈훌훌 3-5만윈， 食훌혈 

1-3만현， 其他經費 3-5만윈의 범위내애셔 支出하는 경향이 많운 것S로 나타갔S며. 

여행총경비는 5-20만원이 되고 았다. 그러고 濟州훌 훨光者는 의사결정사 수려한 自

然景觀， 즐길 수 있는 龍짧， 觀光地內 遺物파 遺훌훌율 중요하채 여기모 았으며 , 觀光

者의 濟써‘l용 방문횟수는 처융， 2회， 3회의 순으로셔 각각 56.9% , 24.4%, 8.5%'툴 나타 

냈으며 旅行期間은 3박4일이 34.9%, 4박5일의 경우가 23.8~ 순으로 나타나고 았 

다s5) 

觀光地얘 대한 要求度롤 쏘먼， 濟州훌애셔 즐낀 주현 觀光活動은 자언멍승， 경관감 

55) 韓團聽光公社I? 濟州遭 觀光結合開發計빼 ~， 1989 ,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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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文化遺廣地 話問， 해수욕장 등이고， 再짧問시 즐기고 싶윤 觀光活動으로는 자연 

멍승， 경관감상， 文化遺廣地 짧問， 등산， 해수욕， 낚시 둥의 I圍으로 나타나고 았다. 

濟州島가 훨光地로셔 갖추어야할 自然、景觀의 狀態는 매우 앙호 52.2%, 良好 43.1% 

로 自然景觀의 매력도 · 보호상태가 우수한 것S로 나타앉으며， 遺柳 · 遺훌훌 · 史훌훌의 

보호상태 및 매력도에 있어셔는 우수하다는 전해가 66.9%이고， 觀光地內 文化寶源의 

보유상태는 양호 · 보통이 각각 38.41" 35.31 순이다. 

宿油施設의 快훌훌性윤 보똥이라는 웅답이 39.11로 가장 놓않으며， 交通便利정도는 

良好하다가 39.21 , 보용이다가 32.81이고， 위락시설윤 보흥 46.9% , 不良 23.31순이 

다.이밖얘 주번 위락시설에 대한 評慣는 良好 34.9% , 보통 36.4%이고， 휴식 및 管理

施設은 훌훌通 41.4% , 良好 36.61 순이C뻐. 

觀光者 뼈足度얘셔는 全般的으로 良好하다는 걷해가 많왔으나， 士塵品 및 紀念;品의 

質에 대해셔는 불만쭉하다는 답변이 많움으로써 최근 훌훌光의 뱅폐로 지적되어옴 文化

의 商品化現象이 濟州옳애도 影훌울 미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灣州觀光애 대한 琮

合滿足度애셔는 약 50%가 뽑足하다고 한， 반먼 5.6%만이 불만족율 표시하고 있어 엠휠 

~‘H의 관광매력윤 좋윤 것S로 나타나고 었다찌. 

(2) 훨光寶源 利用行態

헌채 채주지억의 이용자원윤 70여개소나 되나 이용수준이 극히 낯음 곳을 제외하면 

%여개소 환이다S8I 園立公園을 중심으로 한 山톰寶題윤 주로 등산관광자들애 의하며 

이용되고 았으며 洞寶윤 救才짧， 萬갯:짧이며 돈내코훌훌씁과 얀덕漢씁에도 이용 관광자 

가 많다. 中山間 地帶의 寄生火山윤 교통사정으로 인하여 산눔부i!)만이 이용되고 있 

c뼈. 

56) 상채셔 , p.17. 
57) 상채셔， p.17. 
58) 高南旭， “ 재주지억의 관광산업의 실e.J와 진흥방안!p 훌훌光學 論文集 』’

쩨주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 1976 , pp.3-34. 
59) 李文遺， “ 韓園 濟州火山島의 地質!p 日本 岩石薰物學훌훌훌 .!I 77호， 1977 ,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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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파-1 > 主要 觀光地別 誌問者 推移 (단위 : 천영，백만원) 

年別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觀光地別 인원 정수액 인원 징수맥 인원 성수액 인현 정수액 인원 정수액 인원 정수액 

인속자얻사 247 97 606 248 774 309 867 341 961 376 
박물관 20.3 45.8 51. 9 49.3 48.1 

삼 λ。케 헬 324 79 459 157 507 166 553 185 540 175 552 180 
31. 6 37.7 38.3 37.1 30.7 27.6 

목 석 원 333 90 363 98 302 81 457 120 478 126 488 125 
32.5 29.8 22.8 30.6 27.2 24.4 

천쳐l언폭포 411 172 383 154 412 169 789 327 953 392 1002 407 
40.1 31. 5 31. 1 52.9 54.2 50.1 

천지언폭포 565 240 693 282 704 290 841 348 1009 412 1121 450 
55.1 56.9 53.2 56.3 57.4 56.1 

2。4 님 。} 폭포 458 195 505 205 561 231 666 275 611 253 611 247 
44.7 41. 5 42.4 44.6 34.7 30.6 

7J l.-~~ O~ 550 483 601 528 681 595 770 648 895 745 964 792 
~:;.t.J"~ 53.6 49.4 51. 5 51. 6 50.9 48.2 

협채굴 및 385 197 477 318 587 382 680 447 800 520 850 563 
4A。Fi。L;E!- 37.5 39.2 44.4 45.6 45.5 42.5 

산눔부i'- 1 383 97 441 166 513 190 611 228 699 258 704 293 
37.3 36.2 38.8 40.9 39.7 35.2 

산방울사 194 80 139 61 174 76 474 198 736 301 837 336 
18.9 11. 4 13.1 31. '7 41. 8 41. 9 

얀댁계곡 40 16 17 7 10 4 13 5 10 4 28 12 
3.9 1. 4 1. 0 1. 0 0.5 1. 4 

일 출 봉 465 194 512 216 560 249 714 291 838 338 934 373 
42.4 42.1 42.3 47.8 47.6 46.7 

항몽유쩍지 99 16 303 43 268 34 299 38 
7.5 20.3 15.2 14.9 

자 럼 10 4 108 44 52 21 45 18 
1. 0 7.2 2.9 2.3 

寶科 : 灣州遭 훌훌光課. 판광자 수 아래의 수자는 總、觀光者에 대한 比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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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뿜景훌a地로는 日出뿔， 山房띠 등의 닫峰과 龍爾岩， 외롤펴 둥의 좁峰， 都市近쨌 

의 三橫峰， 級羅빼 등에 이용객이 않고 威續， 表善， 中文 등의 해수욕장은 夏季에 집 

중펀다. 홉布는 南部海뿜의 천재언， 천지언， 정방폭포가 이용되고 있고 植生群짧은 

비자렴과 鋼山公圍이 이용되고 있으며 抗被願里， 城붙.， 觀德專， 三姓뤘， 木石햄，山훌 

t훌 등이 이용율이 좋윤 편이다. 한펀 감율농원， 폭장， 박물관， 공산폼전시장， 부두 

등이 뼈光빼、量에셔 상당한 부혼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지밸 방문자얘 없어셔 最多 관광지는 천지언폭포로셔 總、觀光者려 56.1%가 다녀 

갔고， 다율이 천채언폼포 50.11, 김녕굴 빛 만장굴 48.2%, 민숙자연사박물관 48.1용} 

誌問率율 보이고 었다. 유형벨로는 셔귀포시 지억의 폭포관광<1 ， 2 ， 9位)을 가장 섣호 

하고 있으며 그 다율이 동굴관광(3 ， 6位)이고 일출봉도 상당히 높을 편이다. 印像 깊 

윤 관광지로는 관광자의 50.01이상이 일출봉을 指뼈하고 있a며 만장굴， 천지언폭포， 

정방폭포， 옥석헌의 순a로 나타나고 있다씬 

제주시와 셔귀포시를 중심으로 재 1.2 횡단도로， 一周遭路， 東 · 西部塵業遭路 루 

트상얘 1일관광에셔 3일관광까지의 2171 관광코오스가 있으나 2일 관광코오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끼 

(3) 觀光龍設 利用行J健

1989년말 현재 훌h홉利用交遭便율 보변 1日平뀔 誌빠者 7 ， 240名 中 5 ， 943名(82%)이 

械空便을 이용하고 있고 1 ， 296영 (18%)만이 훌심홈H율 이용하고 었다. 

체주도내 이용교홍펀으로는 관광전세배스(31. 6%)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영업용 택시 (28.31) ， 시대외 베스(22.9%) , 자가용 승용차(13.4%; 랜트카 포 

함) , 기타(3.8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62) 

숙박시설은 1989년말 현재 觀光호탤 267ft소 (3 ， 261객실) ，콘도미니엄 1개소(216객 

60) 園土開훌훌훌H究院Ii' 觀光客性向調훌 .!I' 1983. 
61> 채주도 관광협회에서 지정한 관광코오스， 1990년 헌재. 
62) 高承益， “ 챔훌州地域 觀光商品 開훌훌에 관한 實證的 考察 京鐵太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6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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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 -2 > 宿油施設 現況

市홈K別 計 濟州市 西훌홈浦市 北濟州홈B 南濟州郵

t훌훌웰別 {홉Jt 客室數 個所 客室數 {뽑所 客室數 {圖所 客室數 個所 客室數

計 590 12 , 852 430 9,423 101 2, 658 30 371 29 400 

觀光호탤 26 3, 261 19 2,330 6 830 1 101 

콘도미니엄 1 216 1 216 

유스호스탤 1 113 1 ‘ 113 

- 小計 58 2, 272 55 2, 177 3 95 
般
호 甲 20 985 20 985 
탤 

ζ 38 1, 287 35 1, 192 3 95 

小計 266 4, 509 167 2，없3 63 1, 164 17 181 19 321 
旅

甲 26 670 12 280 10 267 4 123 
館

뜯 。룰 240 3, 839 155 2, 563 53 897 17 181 15 198 

旅人宿 238 2,481 189 2,073 27 240 12 89 10 79 

賣料 : 채주도 관팡파， 환경보걷과， 1989. 

< 表 I-3 > 훨光商品 姬훌훌짧 現況

種類 地城 灣써‘l市 西훌홈浦市 南홉州홈K 北濟州郵 計

百 i달 店 3 2 5 

外園人專用紀;옳品店 10 10 

土 塵 品 店 107 11 17 12 147 

훌훌 光 農 園 13 2 1 16 

f힘 ￥훌 店 5 5 

計 125 26 19 13 183 
} 

寶빼 : 濟州遭 商工課， 濟州遭 훌§光없홉，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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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 유스호스텔 1개소013객실) , 일반호텔 58개소( 2 ， 272객실) , 여관 2667q소(4 ， 509 

객실) , 여인숙 2387q소(2 ， 481객실) 등 總、 590개소 12 ， 852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숙 

박시설 이용현황은 1989년의 경우 관팡효텔 120만(29.3%) , 일반호텔 80만(1 9.5%) • 여 

관 160맏(39.0%) ， 여인숙 50만<12.2%) 등 연인원 410만멍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 

다. (자료: 주간 쿄çl아제주， 1990.9.8) 

관광상폼을 판매하는 영업시설운 183개소인데 토산품 股賣店。 I 1477ft소(80%)이며 

百貨店 5개소， 외국인전용기념품접 10개소 관광농원 167ft소， 떤셰접 5개소 등이다. 

觀光者들윤 대부분이 이들 접포에서 쇼핑을 하고 있.2...\...]- 상품7t걱이 낯고 質은 나쁘 

며 零細經營율 하고 있다. 특히 관광자 樓好애 맺는 古典 · 獅土的 士塵品 개발이 부 

족하고 전국쩍인 單純商品이 主種을 이루고 없어셔 관광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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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좋 1\1 좋풀 흩뀔뿔홈浦 {主f콸으} 觀J't行態

이 장에서는 觀光地로서의 西歸浦市에 사는 주민들 자신운 어떠한 觀光行動을 보이 

는 가를 잘펴고자 한다. 특히， 

1) 얼마나 자주 관광여행을 하며， 

2) 어헌 관광지를 뎌 즐겨 찾는가， 

3) 주민 집단간에는 관광빈도와 방문자 유행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치를 알아 보 

는데 중접을 둔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설문문항 중 제 10항 (1989-1990년 동안의 전국관광호l 수) , 채11 

항 (1989-1990년 동얀으l 제주도 관광회수) , 처'11 2항 (전국 관광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콧) , 제16항 (제주도내 62개 관광자원 중 1989-1990년 동얀 방문한 꽂)의 4가~)었다. 

표본집단간의 차이를 밝헤는데는 다음과 갚음 9개 統制훌因(즉， 住民의 特性)이 사 

용되었다11 

‘i 居注地域 (4 섭단 : 도시련， 동부권， 서부권， 내륙권) 

(짖) 性 (2 집 단 : 남， 여 ) 

흥， 年辦 (4 집단 20대， 30대， 40대， 50셰 이상) 

굉 本훌훌과 西騙浦市 居住期間 ( 5 집단 : 서귀포 출생자， 제주도 출생자， 거주기간 3 

년 미만으.} 전입자， 거추71 간 4-14년의 전입자， 전입자로서 15년 이상 셔귀포시 

어l 거주한 사람) 

(흥 月所得 (4 집단 50만원 미만， 50-100만원， lOC←200만원， 200만원 이상) 

(흉 聯業 (8 집단 : 농업 종사자， 서비스석 종사자， 자영업자， 택시 7) 사와 호텔 종사 

자 등 관광업 종사자， 전문석과 관èl 직 종사자， 사무식 종사자， 학생， 주부 및 

7) e- t) 

1) Broughm , J.E.& Butler , R. 싸.， "A segment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
tudes to the social impact of tour‘ ism , ι4nnα 18 o[ Tow'is'7n Res얹Y、ch ， 

\1(4) , 1981 , PP.56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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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J 學歷 (4 집단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觀光者 來뚫 頻度 (5 집단 : 매우 많이 옴다， 많이 온다， 보롱이다， 가음 옴다. 

거의 얀옴다) 

@한 觀光所裡 關聊程度 (5 집단 ; 매우 판7뼈있다， 관7뼈있다， 그져 그렇다， 거의 관계 

없다. 션핵 관계없다) 

1. 觀光頻度

1) 全圍 훨光 및 灣州훌 흩훌光 

全園 훌훌光 : 표본 3 ， 226영 중 약 53.1%인 1 ， 712명이 최근 2년간 관광어행 경혐이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1회 관광이 31. 3%(1， 010영)로 가장 않고 2-3회가 

16.4%(530명)이며， 4획 이상은 5.3%(172멍)애 불과하다. 

< 表 N- 1 > 全園 및 훔州훌훌 觀光回數

전츄관광 채주도관광 제주도내 방문 관광자원 | 

반도 표본수 반도 표본수 반도 표본수 

o 회 1, 514 o 회 329 0 개소 50 

1,010 1 970 1-10 748 

2 384 2 734 11-20 1, 132 

3 146 3-5 743 21-30 765 

4 43 6-10 277 31-40 392 

5 60 11-20 108 41-50 113 

6회 이상 69 20회 이상 65 51회 이상 26 

계 3 ， 226명 3 ， 226영 3 ， 226영 

II딩~~ 1. 00회 3.95회 19.02개소 

꺼훌州톨훌 훌훌光 : 전국관광이 제주도 주만에게는 배나 ):5 1 챙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적어도 하루 이상을 숙박해야만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 회수가 쩍은떼 반하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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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윤 주민 대부분(89.8%)이 적어도 한번 이상 관광여행율 경험하였으며， 평균 

3.95회에 이르고 있다. 째주도내 관광자원 방문회수도 평균 1971소로셔 비교쩍 많윤 

펀이다. 11-20개소의 관광자원율 방문한 주민이 전채의 약 1/3호 가장 많고， 6271 판 

광자원의 절반 이상 죽 30개소 이상율 방문한 추민 수도 16.5%에 달한다. 

2) 標集間 差異

셔귀포 주민 중 어변 사함들이 전국 및 채주도 관광율 륙허 뎌 많이 또는 척게 하는 

7t를 얄아보기 위하여， 판광빈도와 방문한 관광자원 수의 평균 차이애 대한 分歡分析

율 시행하였다. 상째한 분석결과 (즉， 훌集平뀔 및 有意.水準)는 < 表 1V-3 >얘 수혹되 

어 았으며， 평균차이의 유의수준만율 요약한 것이 < 表 N-2 >이다. 

< 表 N - 2 > 全團 및 灣州島 觀光回數: 樓集間 平헝훌 有홉.水뿔 

쳐'-주 .와 '-피 。· 채추도 관광 
표집구환 

회수 회수 방문차원수 

거추지억 - - * 
싸。l - - * 
。Li- E 。예 - - * 
본적.거주기간 * - -
월소둑 * - -
직업 * * * 
학력 * - * 
관광자 내방 반도 * * * 
관광 소둑 관련도 * * * 

* 유의 수준 o.α%을 돗함. 

전반적으로 보아， 전국 판광빈도와 채추도 관광자원 방푼회수가 져l추도 관광반도쏘 

다는 표집차이가 머 유의적이며， 주민의 혹성으로 보변 직업， 학력， 관광차 내방빈도， 

관광소득 관련 정도로 표본율 구분하였을 때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셨다. 여기셔 평 

균차가 유의쩍이라 함윤 유의수준 o.αx)() 이하를 말하는떼， 이와 같이 매우 엄걱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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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N-3 > 全圍 및 灣州훌휠 觀光回數 : 社홉 續濟的 特性別 훌훌集差 

전 국 관 팡 쩨주도 관광 
~ t톨ïL N 

반도 관광지 유형(%) 빈도 방문자현수 
(회) 자언 。1-I묘 L (회) (개소) 

효。느 lIJ τ i!- 1. 00 73.1 26.9 3.95 19.02 

도 시 권 1,410 1. 12 79.8 20.2 20.00 
동 부 권 608 .88 64.9 35.1 2.88 18.28 
셔 부 권 595 .94 72.4 27.6 3.95 19.21 
내 륙 권 613 .91 66.8 33.2 3.90 17.33 

거
 주
 

…
…
…
…
…
總
…
…
…
…

倫팩
페
얘
 

…
…
…
…
…
愁
…
…
…
…

팩
쨌
…
…
…
 

… 

싸
‘1
 

… 

m 
T| 7| … 

촌
 

… 

수
 

… 

의
 

… 

。

π

•
l 

지
 액
 

A-I 
。

남
 여
 

73.0 27.0 
73.5 26.5 

4.34 
3.28 

20.11 
17.14 

2,040 I 1. 05 
1, 186 I .93 

휴피추초 -'-'T'-' .. ' .. ".'-'."T-'-~흉jjT -- 」

20 대 881 1. 10 81. 5 18.5 
。l예- 30 대 1,178 .97 73.2 26.8 

40 대 895 1. 02 66.9 33.1 
E。4 50 대 272 .80 64.9 35.1 

휴꾀추초 -T--- T -.i2Jj환?nili~~~'~nn~[j~;1 

;뚫i곡 .... 패)때: 

沙
…
…
…
魔

τ
ι
L
 

-”/ … 

밟
 

................... .................. 

쐐
…
…
…
…
…
…
…
…
…
…
…
 

…
…
…
…
織

싹
…
…
…
…
鐵
…
…
…
 

샤 ν
ι
F
E
 

Tl … 

존
 

… 
AT -

의
 

… 
of
” 

거
 추
 기
 

효~ 
'- 셔귀포출생 2,071 .94 69.7 30.3 
제주도출생 642 .96 77.2 22.8 
전입， 3년 미만 115 2.14 89.5 10.5 
전입， 4-14년 | 222 1. 14 81. 7 18.3 
전입， 15년이상 176 1. 03 74.5 25.5 

3.89 
4.26 
6.52 
3.07 
3.06 

18.77 
20.00 
18.32 
19.71 
18.03 

적 

7 1-
'-

49 만원 이하 
월 I 50 - 99 만현 
소 IH양199 만원 
득 I 200만현 이상 

823 I .82 
1,456 I .98 

677 I 1. 21 
270 I 1. 19 

70.9 29.1 
73.3 26.7 
77.1 22.9 
67.1 32.9 

.0049 .0706 

3.93 18.14 
3.73 19.04 
4.48 19.68 
3.92 19.94 

-_ .• -‘-_. __ ._-… -_. --" ---- .,. ~.… .• • •• __ •••• _-" ••• __ ._-_ •• 

. 3388 I .0266 

.-................ _._ ..... _ .......... + ................... -+. ...... -;.;-;õ.~.-•• * ........... … •. __ . __ ._._---. 

유의수준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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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N-3 >의 껴l속 

;l!내- ; -1그L 고 L•- 고 。↓ 제주도관광 
::t- 혹~ N 

빈도 관광자 유형(%) 빈도 방문 자현수 
(회 ) 자언 。1-ljL극‘L (회) (개소) 

스。L 업 941 0.89 63.1 36.9 2.97 17.57 
서비스식 254 1. 13 78.5 21. 5 5.41 20.90 

식 자 。。예 업 388 1. 21 74.6 25.4 4.93 20.05 
관광업 종사 231 1. 08 85.2 14.8 5.93 24.84 
전문.관리적 313 1. 25 81. 9 18.1 4.23 20.71 
사 -I「I 석 395 0.97 75.2 24.8 4.34 21. 12 

업 학 λ。H 212 1. 15 81. 7 18.3 3.93 15.13 
주 부.기 타 492 0.77 69.7 30.3 2.90 16.21 

_.-•. _-_._------_._-----." ‘-‘----_. __ .- ’ ‘ •. __ .-. ‘ -_._. ‘ 

.홍빼: ... 낯않繼 .. j )ôQ0:::::: 깐깐 .... 낀찮낀繼~f::낀 .. *~I~ 까「‘ z. )))>~{)))) >>~<~~9.%~t~~~)~~ 
국민학교 315 0.51 60.0 40.0 2.86 12.96 

학 중 학 교 493 0.73 59.6 40.4 3.26 17.29 
고등학교 1,523 1. 00 71. 9 28.1 4.24 20.05 

력 대학이상 895 1. 34 82.7 17.3 4.23 20.36 
---_._---_.-.--- ‘ ••. _- .• --_._----_ •• -- .. _._------. __ ._--

r'"“ .....• 얹f잃 

----_.-_._._---_ .... _.-
Võ'"''τ:-:.뺏鋼~::::::::: : *~I* 걷"L:"르 ~ ~ ~ ~ ~ ~ ~ ~ ~ ~ ~ ~ ~ ~ }ffl~ ~ ~ ~ ~ ~ ~ ~ ~ ~ ~ ~ ~ ~ ~ ~ ~ .0143 ~:~:~:~:~:~:~:~~:~:~:~:~:~ 

1l-L 매우많이온다 797 1. 21 80.3 19.7 5.50 21.23 
고。↓ 많이 온다 397 1. 03 76.8 23.2 3.52 18.55 
자 보통 이다 333 1. 13 73.7 26.3 3.42 19.95 
내 가듬 운다 499 0.89 70.6 29.4 3.87 18.72 
닙。} 거의 얀옴다 1, 200 0.88 67.5 32.5 3.26 17.57 
dl-l .“ ‘·‘ •. _.-.--._._.-.,._- … _.-_." .‘---_.‘.--_._---_ .• 

::~!혔뤘 :.:.:.:.:+웬썼~: . • 얹}QØ::::: :띄 ....• 앉뚫;}:::::녔 도 *~*~‘」E
....... _-_ .. 

m)))?~))Y<~ 
.... _---_ ... ... -_.- _ .... ... . _-_._ ..... ............ ............. ..................... .......................... ...................................... 

1‘~ 매우관계었다 389 1. 37 78.8 21. 2 7.65 23.71 
교。↓ 관쩨 었다 815 0.96 74.0 26.0 3.95 20.36 
:f‘- 그처 그렇다 423 0.92 63.5 36.5 3.42 18.98 
-I=T 거의관계없다 801 0.94 75.0 25.0 2.92 17.05 
고、-↓ 전혀관계없다 798 0.97 72.0 28.0 3.48 17.38 
E11- •. _._-…·‘.-._ .• _---… _'-0"' __ '‘ -_ .• ._---.. _ .. _-----_ .. 

、POOO.:

1-.••.••.••.••.••.••.••.•• 

;ir했體: 
m??낀~~~~1얹f건;κ00:‘ ..•.. 

도 *~’ ’ /i「.같고혼二: . 0023 <>~<~~ ------------------------------------------------ -----------------------.-

、 : 分散分析의 有意水準 ~þ~ chi -square 檢定의 有意水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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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율 적용한 이유는 표집의 수가 셔로 비슷하지 않아셔 F比가 다소 과장돼는 경향이 

없기 때문이다. 추민의 륙성벨로 그 차이률 요악하먼 다음과 잡다. 

뿜4후훨tdJ훌: 대채로 都市團 · 西훌ßB톰과 東部뼈 · 內陸홈이 대조되며 , 도시권 거주민의 

관광빈도가 가장 놓고， 중문관광단지가 앓는 셔부권 주민의 빈도도 비교적 높음 편이 

다. 이와 갈이 도시권 및 셔부권 추민의 관팡반도가 높을 것윤 아마도 소둑 등 여려 

축먼얘서 동부 빛 내륙권 주민과 콘 차이가 있융율 반영하는 것이 아닐짜 째져진다. 

姓: 대책로 남자가 여자쏘다는 관광율 뎌 많이 하는 경향율 보이며， 특히 채추도 판 

광에셔 그 차이가 두드려진다. 전국관광의 경우 생밸 차이가 심하지 않운 것윤 채주 

도내와 달러 아푸 때나 손 쉽채 여행율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애 요처렴의 본 

토 나률이얘셔는 남여 구환이 심하지 않율 것이며， 또한 단채관광이 많음 점도 性差가 

적어지는 이유가 휠 것이다. 

훌훌 50대 언령충의 관광빈도가 다흔 언령충얘 tll해 현처하채 적S며 , 나머지 

20-40대 언령충애서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本훌훌 • 몹#뼈웹: 셔귀포시 거추경력 3년 미만의 전입자들의 관광빈도가 가장 놓아， 

다른 집단애 바해 천국관광얘셔는 1회， 채추도관광의 경우애는 2-3회 뎌 많다. 이는 

싣뮤 천입자들이 본토와의 언채가 강하고， 또한 채추도애 대해셔도 이사옴지 열마 되 

지 않아 관광홉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S로 이해펀다. 

且많覆: 대채로 소륙이 높율수혹 관광도 차주 하는 경향율 보인다. 톡히 채주도 관 

광보다는 전국관팡얘셔 소둑집단간 차이가 뎌육 심한팩， 이는 바로 전욱관팡이 채주도 

내의 경우쏘다 경 tll의 부담이 훨씬 뎌 르기 때운일 것이다. 

훌훌: 농업 종사자와 주부 · 가타 집단의 관광빈도가 닿윤 반먼， 셔비스적 종사자， 

자영업자， 관광업 종사자， 전문 · 관ë1 석 종사자율의 반도가 놓다. 관광업 종사자의 

경우 채추도 관팡반도와 방운 자원수가 가장 많응 것은 석엽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 

a로 보인다. 학생들의 채주도 관광빈도가 상당히 낮윤 바， 이는 대학생들의 얘가활 

동이 관광보다는 다른 분야애 *1우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훌훌훌: 고학력 o 로 갈수록 관광여행빈도가 놓아~l는 경향율 뚜렸이 보인다. 륙히， 국 

64 



민학교 학력소지자와 나머치 학력 집단사이의 차이가 매우 푸렸하며， 고등학교/대학교 

학력 사이에는 그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 

훌훌휴:훌 훗했編廣와 훌훌뿜:所得 훌홉빠꿇훌: 채1집단 축 관광자가 매우 많이 내방하는 콧 

애 거주하는 집단 및 관광소륙이 매우 높음 집단이 타집단때 비해 관광빈도가 월등히 

높아， 관광차와 빈번히 접촉하는 접단이 그 자신률도 관팡율 자추하는 성향이 있융울 

잘 쏘여추고 았다. 

이와 같이 여려 표본 륙성얘 캘쳐 그 차이가 고루 드러나는 것윤 혹성간애 상당한 

관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펀다. 。헤툴툴먼 소륙， 직업， 학럭 등을 본래 상관이 

놓윤 정헝·이 없으며， 또한 거주지억 죽 홉B市團/非都市홈 여부얘 따라셔도 추민의 구썽 

이 셔로 달라지게 마련일 것이다. 이번 점애 착얀하여， 주민륙성율 나타내는 9깨 변 

인간의 相關程度를 각 번인조합애 대한 chi-square 檢定율 풍하여 알아 쏘맞다.<表 W 

-4> 그 결과， 성， 본적과 셔귀포시 거추기간， 관광자 내방반도 및 판광소육 관련갱도 

둥 일부얘셔의 변인조합율 째외하고는 포든 변인조합애 걸쳐 상관이 모두 유의척이어 

셔， 셔귀포 주민운 사실상 도시지억/tJl도시지억 주민의 푹성율 지나는 2개 집단으로 

크게 구분휠 수 있는 것S로 보인다. 

2. 훌훌光地 類型

1) 全園 觀光

전국관광치 중얘셔 가장 인상깊었던 콧율 묻는 푼항얘 관하얘 유효웅답(t， 915천) 중 

60.7%가 團立公園을 언급하였으며， 국립공원 이외의 산， 해번， 호수 동 자연관광지가 

12.6%，로셔 이률 自然뼈光地률 요두 합하먼 약 3/4이었으며， 나머지 1/4(26.8%)만이 도 

시내 관광지， 위락시셜， 유적지 등 A文훌훌光地툴 지척하었다. <表 lV-5> 

유효응답울 지억벨로 알돼 보먼 강원도가 36.1%로 가장 많고， 그 다읍 대구· 경상북 

도(22.5%) ， 부산 · 경상남도(12.5%) ， 셔율(9.4%)의 순으로， 이상 4개 시 · 도 지억율 합 

하변 전째의 80.5%얘 달한다. 나머 ~l 약 19.5었l 관광지는 각 도얘 고루 환산되고 있 

S벼， 이 중 젠~t북도와 전라남도의 우성비 7t 차장 X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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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N-4 ) 훌棄 特性間의 相關 chi-sq뼈re 檢定

주nLl 속 톨서。 거주 ~ 。i예- E 。I 본석 ~~페- 직업 학력 내방 
지억 빈도 

x2 17.3 
~ 

T 。T듀 。~*‘~ .0006 

x2 70.5 291. 3 
。‘~ 룰 。예 

*~*~ .• 않)00:" .. _----_., 얹)00 

x2 447.5 17.1 123.6 
본쩍 

*~’ -J「L ;고1;ι 얹)00: .0019 ~:ëOOO ~~>~~~~ 

x2 70.1 1. 6 68.0 21. 1 
소둑 

*~*~ .'.앉%빙: .6708 :-:.:아:00'" .0486 
.......... 

x2 529.0 506.7 1230.5 434.7 182.6 
석업 

*~ ‘ *~프 ↓야)()():: : :~~앉)QQ::: 끼!아X써).， 

::::::0::::: :.:아X빠; ::::~:(뼈jú 

χ2 89.9 35.0 827.6 94.4 1261. 7 129.9 
학력 

·낯아뼈와 .. • 폈빼)::: .딛얹월살. ~~뺏~ .. 젠뿔옛딩 ::::~:~썼힐 *~J*.z드」 .. -----_ .. ~>~t~ )~W:) .......... .......... 

관광자 x2 870.8 7.3 43.2 135.3 234.1 16.3 47.7 

't'앉쌓10:'.' ~(썼)잉 ;했I삐 ;.웬했 닙:앉혔~: 내방도 *~’ -2「ι 1톨:. . 1229 :-:-:.~:-: .1800 .......... 
::::~::::::: ::::::::: ......... 

관창 x2 175.2 I 29.4 1 43.4 1 62.7 1 636.81 36.61 82.21 179.91 

소육 유의수준 .α짧 )X빼 .α뼈 ‘ ~:~:J:::~OOöQ:1 • 0005 r:::~:öOOóL<α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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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N-5 > 全園훌g光回앓 : 市· 遭 및 觀光地 類型別 構1&比

~I 

셔 

7J 

7l 

충 

충 

까1-{ 

Xi내-

경 

경 

겨l 

註 : 산악 
:는닝예 , '-
이무
'- '-

억 

울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관광지 
관광지 
관광지 

고'-↓ 광 지 T 。r 융 。예 

국립 산악 각’;벼 '- 。Ll--ξ1」L

공원 관광지 관광지 관팡지 

3 4 2 
0.2% 0.2% 0.1% 

- 1 15 
0.1% 0.8% 

591 33 27 
30.9% 1. 7% 1. 4% 

51 6 3 
2.7% 0.3% 0.2% 

10 7 2 
0.5% 0.4% 0.1% 

56 4 2 
2.9% 0.2% 0.1% 

21 15 3 
1. 1% 0.8% 0.2% 

363 17 10 
19.0% 0.9% 0.5% 

67 12 77 
3.5% 0.6% 4.0% 

1, 162 99 141 
60.7% 5.2% 7.4% 

산， 산성， 절， 폭포 및 도립공원 
섬， 해얀， 해수욕장， 강， 호수 등 

171 
8.9% 

80 
4.2χ 

41 
2.1% 

6 
0.3% 

77 
4.0% 

4 
0.2% 

10 
0.5% 

40 
2.1% 

84 
4.4% 

513 
26.8% 

7해 

180 
9.4% 

96 
5.0% 

692 
36.1% 

66 
3.4% 

96 
5.0% 

66 
3.4% 

49 
2.6% 

430 
22.5χ 

240 
12.5% 

1, 915 
100.0% 

온천，공원，농원，유원지，동식물면，유적지， 능 
기념관， 도시내 관광시설 등 

무응답 및 분류 불능 응답은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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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의 유헝파 위치툴 종합하먼， 셜악산 묵럽공윈， 경주 국립공원， 부산고} 한려수 

도 국립공원， 그러고 셔울의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셔귀포 주민애채 가장 섣호되는 콧 

임율 말해준다. 이와 같이 일부 관광지애만 션호가 국한되는 것은， 판광형태가 쑤a! 

나라애셔는 대쩨로 단체관광이 아직도 많￡며， 관광루트의 섣껑도 일부 지영도가 높윤 

콧을 중심으로 편성시카는 구조적 푹성애셔 언유하는 것a로 생각펀다2) 

2) 濟싼‘{훌 훌g光 

(1) 類훨뭘l 젊問賴度와 빼휠位 〈表 lV-6> 

채추도의 6271 주요 관광자원얘 대하여 각 차원당 병균 방문빈도률 유형별로 나누어 

쏘먼 다울과 같다. 

빼+훌훌뿜.홉훌 

훌季 遊園地 0.3햄l 

훌훌뿔 遊圍地 0.14회 

빼土文化行훌: 0.16회 

開훌훌훌홈뿜:홉끓톨 

멈然훌a光寶遍: 0.49회 

人文뿔光寶銀 0.33회 

數待훌훌光寶聽 0.27회 

즉， 한라산， 천제언 둥과 같운 자언관광자원의 방문반도가 평균 0.49회， 다시 말해 조 

사표본 중 49%가 이 자윈율 방문하여 다픈 유형의 경우에 비해 가장 반도가 놓고， 돈 

내쿄 둥의 하계유원자， 중문 관광단지 등 인문관광자원， 관랑음식점 등 환대관광자헌 

이 그 다율 셔얼율 이루며， 도셔유원지의 방문반도와 문화행사의 참관회수가 가장 적 

다. 도서유원지， 하계유원지 및 자언관광자원을 차언관팡지로 간주하고， 향토문화행 

사， 인문관광자원 및 환대관광자원을 인문관광~1로 간주하었을 때 自然 對 人文훌훌光地 

의 평균빈도는 0.33획 대 0.28회로셔， 셔귀포 주민은 자언관광지흘 뎌 즐겨 핫는 성향 

이 있다고 요약할 수 없다. 각 유형벨로 방문빈도의 륙성율 살펴보번 다움과 같다. 

가)鄭土觀光寶顧 

훌季游圍쳐ll: 돈내코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 용천수 유원지로셔 셔귀포 주민의 전홍적 

2) 申幸澈 外 2人，“외화수입증대를 위한 관광지 새마을운동 추섣방얀 -채주도의 
경우I? 새마율運動 學衝훌훌文集~ 11-2 , 1986 , pp.2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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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N-6 > 觀光寶銀혀 調問頻度와 11뼈位 

차원 요소 고Lj.」 고 。L 자현 닙l-l 도 % 순위 

(1) A23 :li- 내 ~경- 2,202 68.3 3 
A27 중문 해수욕장 1,871 58.0 7 

*。k 흩。F A24 7。} 까。} *L내- 1,727 53.5 9 
토 A28 화순 해수욕장 1,553 48.1 15 

A25 -ι4‘- 카。} 닝。} 1,227 38.0 21 
하 A26 二。2-.;처 ~~ 늦 õH-=느 ’ j -1L7 。.} 1, 100 34.1 25 

토 겨l A29 협채 해수욕장 760 23.6 35 
1。T A3t 함덕 해수욕장 723 22 .4 38 
원 A30 λ1-l 。。F 해수욕장 318 9.9 52 
~l A32 팍-^J 해수욕장 215 6.7 58 

요1-j」 A33 양영i 해수욕장 196 6.1 60 

(2) :\5 뱀 λn내 728 22.6 37 
Aó 성 섬 714 22.1 39 

고。↓ 도 A7 ‘-I1,I--- 섬 564 17.5 43 
서 :\4 -。「 도 543 16.8 44 

A 가 도 390 12.1 46 
T。r A8 -^l 귀 도 371 11. 5 48 

자 원 A2 마 도 338 10.5 50 
지 Al0 귀 도 326 10.1 51 

A9 1;。예 처I 도 318 9.9 52 
A3 。。F 도 220 6.8 56 

원 
(3) A59 유채꽃콘 잔치 903 28.0 31 
푼화 A60 한 è}- 문 화 처l 659 20.4 41 
fs~Al- AÓl 마 추 。훈 체 267 8.3 55 

ÅÓ2 향토 무속행사 182 5.6 61 

(1) A14 *L4- 지 0L예- 2,498 77.4 1 
개 A12 중문 천제언 2,314 71. 7 2 

- l̂- A13 카。} 닝。} 3-E1 포 2,098 65 ‘ J 4 
발 。1예- A15 λ1-1· 님 。f λ l-} 지구 1,856 57.5 8 

At6 λ。4 λ 」ν 。El 출봉 1,693 52.5 10 
1L-L 교‘:l- A11 한 랴 산(등 션 1 1,515 47.0 16 

3。lL A21 협 ^H ) i」。7-- 원 1 • .508 46 ‘ 7 17 
JcjL ι월 18 얀 ?양 할 져 •? 1 ， ~n8 40.9 19 

A20 λ1-} ~6’ ( 님「 èl 1,232 :38.2 20 
자 원 A22 j。L -c「; 얄 1,167 36.2 23 

QL-} 덕 겨i 」-L1 809 25.1 34 
원 At9 비자럼지 J 761 23.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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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lV - 6 >의 계속 

차원 요소 교t-L 1 。L 자연 빈도 x 

(2) A34 중문식물원{여미지〉 1,982 61. 4 
A35 중문해양수족관{ 돌고래쇼) 1,680 52.1 

개 。‘ 1 A36 얀덕조각공윈 1,609 49.9 
-I-Lr1-- A37 표선민속촌 1,580 49.0 

A38 。검- 미」속A‘초」 1,391 43.1 
발 xll-i A42 자연사박물관 1,037 32.1 

교。1- A44 중문대유수렵장 984 30.5 
A41 옥 석 원 933 28.9 

교'-↓ 자 A43 삼 λ。-’ 혈 869 26.9 
원 A39 항몽유적지(항파두a l> 606 18.8 

A40 신천지미술관(무수천〕 521 16.2 
요。1- A45 충 무'- 고 E -i-I X 。} 377 11. 7 

A46 채주시 골프장 179 5.5 

자 (3) A51 셔귀포 나이트를럽. 술집 1,899 58.9 
A54 셔귀포 관광음식접 1,682 52.1 

호L-L A47 중문단지호탤.콘도 1,204 37.3 
현 대 A48 셔귀포 여관.호탤 1, 122 34.8 

A53 중문단지 관광읍식점 948 29.4 
고1-li A52 째주시 나이트률렵 . 술집 935 29.0 
교。↓ Ass 체주시 관광읍식점 843 26.1 

A49 채주시 여관. 호탤 709 22.0 
자 A57 셔귀포 호탤 슐러트머신 369 11. 4 
원 A50 중문단지 나이 트를렵 . 술집 285 8.8 

A58 채추시 호헬 슐러트머신 220 6.8 
A56 중문단지 호텔 슬러트머신 213 6.6 

註 : 표얘서 ‘순위’는 관광자원 전채 순위툴 말하며， 각 유형 L께 순위는 그 
배열순셔로 나타내고 있음. 
구성비(%)는 전체 표본 .'3， 226멍에 대한 비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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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5 
11 
13 
14 
18 
26 
27 
30 
32 
42 
45 
47 
62 

6 
11 
22 
24 
28 
29 
33 
40 

49 
54 
56 
59 



인 하겨11 :û 1 셔지이기 대문에 그의 방문빈도는 가장 높였다. 방문빈도 2위인 중문 해수 

욕장은 외치인도 자주 찾는 관광지이므로 관광자와의 갈등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 

로 이에 대한 대잭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주도 관광지에셔는 관광 

자와 주민간의 가치이중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푼채블 보다 세심하채 

다루어야 할 것￡로 생각펀다. 거 al상으로 비교적 멸 al 멸어져 있는 화순 해수욕장01 

인근 ;(1 액인 소정방， 공천포 해수욕장보다 방문빈도가 높픈 것운 그 수용능력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 

島l뼈灌圍쳐h: 거리상으로 가까운 셔귀포 앞바다의 도셔들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의 도셔에 국한시켜서 보먼 출발항운 거의 모두가 동일 

하게 셔귀포항으로 보이는떼 뱀섭이 채일 거i! 1가 멸고 다음운 섬성， 제일 가까운 콧이 

문섬인데 반하여 선호도는 거푸로 뱀섬-성샘-문섬 순 o 로 나타나고 있다4) 이것윤 아 

마도 주방문목적이 낚시이묘로 펼 수 있는 한 육지에셔 멸어쩌 있는 섬율 택하고자 하 

는 십 al 적 성헝‘에 의한 것S로 보인다. 셔귀포시 이외의 섬애 있어셔도 제일 가까운 

거 al 에 있는 지귀도(셔귀항에셔 45분 거 aJ)툴 제치고 우도， 가파도 등이 앞셔고 있으 

며， 또한 교풍이 상당히 불펀한 마라도 억시 ;(1귀도와 거의 비슷한 방문 빈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응 먼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도전쩍 육구가 표헌된 것S로 보인다. 

짧ß+_JLÜ:行훌: 이 자윈애 대한 참여 빈도는 도서유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 

다. 륙히 전 체주도민의 행사로 오랫동안 시행되어옴 유채쫓큰잔치와 한하문화재의 

참여율이 각각 28% , 20.4% 정도이며， 마울 주민이 모두가 언차별로 참여하여 거행되고 

있는 마을제는 겨우 8.3%이고 대부분의 마율애셔 이루어지고 있는 무속행사도 5.6%애 

불과하다. 원주민의 주체의식과 관련펀 전흥적 판습이 상당히 소외되고 았는 헌상은 

인구유동에 의해 외지인의 전입이 크게 늘어난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Sl 

3) Getz , D. , .. Capacity to absorb tourisll concepts and i톨plications for 
strategic planning," Anna ls of T~αlris’빼 Reseαrch ， Vol.10, 1983 , 
pp.239-263. 

4) 吳南三， “ 灣州島 海뿜地形에 대한 考흉물" I? 풀t羅文化 냉 第7購， 、鷹州大學校，
1988, pp.181-202. 

5) 吳南三‘ 指定文化財의 觀光寶源論 考察I?Itt羅文化 a 第6號， 濟州大學校，
1987 , pp.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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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開훌훌훌훌光贊廳 

엽봤훌훌유:寶源: 이 차원애 대한 관광성헝‘음 외래 관광자들의 관광성향과 거으l 유사하 

다. 다만 외래관광자의 경우 성산 일출봉과 만장굴 등은 상위 수준이었는뎌l 비하여 oJ 

조사에셔는 그 순위가 뒤로 밀려져 있다. 이는 외래인에채는 채주도 내에셔 거 ~l 가 

크게 문채되지 않는대 반하여， 서귀포 주민들에게는 쩨주도 내에서의 거 ~l가 상대적으 

로 뎌 민감하게 느껴져셔， 원거 ~J 에 위치한 관광자원운 자연헤 그 방문반도가 줄어들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λ~훌a뿜:홉題: 중문 삭물원이 채일 놓운 방문빈도를 주고 있고， 2위는 중문 해양수 

쭉판t 3위 얀덕 조각공원， 4위 표션 민속촌， 5위 성읍 민숙촌 등S로 나e. r나고 없 o 

며， 상류충의 놓이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풀프장이 방문빈도가 가장 낮다. 신션지 

미술관(쩨주시) , 항몽유적지(얘월) , 삼성혈(채주시) , 목석현(채주시) 등의 반도도 낮 

운 펀인대， 이들윤 션호도가 낮다기 보다는 거 ~l 애 려한 영향 때문S로 보인다. 

흩t待훌훌휴:홉編: 빼상쏘다 상당히 높응 방푼빈도를 보여 추고 었다. 1위는 셔귀포 

나이트클럽과 술집 (58.9%)이고 2위는 셔귀포 관광을식캡( .52%) 어며， 3위는 중문단지의 

호텔과 콘도미나엄 (37.3%) ， 4위 셔귀포 호렐과 여관(34.8χ) ， 5위는 충문단지 관광융식 

점 (29.4%)등이다. 중문단지가 비교적 높음 빈도를 보썩주고 았는 껏윤 관광단지라는 

집단시설에 대한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채주시의 반도가 비교적 낯윤 것윤 

억시 거 ~l 및 ^1 억적 귀속감 때문인 것S로 생각된다. 제일 낯윤 빈도를 보여주는 항 

옥윤 슬러트머신으로서 12위 중문(6.6%) ， 11입 쩨주시 (6.8%) ， 10위 좋문 나이트를럽 

(8.8%) , 9위 셔귀포 슬러트머신01. 4%) 등￡로 나타나고 없다. 그려나 슬러트머신이 

예상보다는 참가빈도가 높드며， 이는 놀이구조가 단순 혜락적 성헝‘￡ζ로 변하고 었츰블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 2) 觀光贊廳악 행問回數와 旅行距훌훌 

체주도 관광행동으} 꽁깐적 륙성올 얄ot보기 위하썩， 판팡차원 퓨행벨호 그 방문회각:‘ 

와 셔귀포시 중성으로부터의 거려(遭路路線距離)의 관계툴 툴웰純回輔왔:fff하였다. <表

N -7>, <圓 N -1> , <圓 N-2> 폰석펀 자원윤 도셔유현^J ， 하체유현지， 언푼관광자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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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관광자원으J 4개 유형이다. 환대관광자원은 그 분포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距離 뼈落性을 검토하는 것이 은 의미가 없으며， 문화행사의 경우는 

해따다 그 개최장소가 바뀌는 일이 많아 거려 측정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져|펙되었 

다. 

< 表 lV -7 > 濟州島 觀光資‘顧으l 誌問回數와 西歸浦市에서악 距離 : 回歸分#f

관광 자원 뉴형 N R2 a b β .2. 

10 0.44 606.41 -5.60 -0 .67 
(8.05) (-2.53) 

도셔유원지 
9 0.68 628. L:5 -7.49 -0 .83 쑤도 제오l 

00.41) (-3.90) 

12 0 .48 2135.90 -17.27 -0 .69 
(9.49) (-3.02) 

자언관창자원 
11 0.69 2276.97 -18.98 -0 .83 얀댁7헤콕 채외 

03 .41> (-4.52) 

11 0.71 1887.98 -28.54 -0 .84 
(8.98) (-4.68) 

하계유현지 
9 0.93 2357.93 -38.92 -0 .96 소정방， 공천포 

05.55) (-9.74) 처l페 

13 0.20 1669.57 -19.43 -0 .45 
(4.27) (-1. 68) 

인문관광자원 
-32.32 -0 .88 중문， 제주 

0 1. 24) (-5.66> 골프장 져l외 

註: 單純回廳式 : 방문회수 = a + b거t!l， 괄호의 수치는 t value. 

회구}분석 결과 決定係數(R square)으l 값01 비교적 높고， 일부 예s>-l 적 경우를 제외하 

였을 때는 결정계수가 매우 높아져서， 제주도와 갈이 공간 범위가 비교석 작은 곳에서 

도 관광행동이 거 è 1 ?~l 원근에 따라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파악할 수 았었다. 

距離 {團落性윤 하껴l뉴원지에서 가장 심하고， 그 마음 인문관광자원과 자언관광자원 

으l 순이며， 도서유현지의 경우는 거리의 영향이 가장 적거l 미치고 았어， 관광자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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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따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6) 하제유원지는 서로 대쳐l 틸 수 있는 여지가 많 

기 때문에 거 èl의 멸고 가까움이 방문빈도애 매우 예민하게 작용한듯 하다. 인문 · 자 

언 관광자원은 모두 채주도에셔 가장 널 è} 알려 진 관광자원으로셔 주요 관광루트에 예 

외없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문관광자현음 자연관광자원얘 lJ l 해 거 èl 조락성이 훨씬 심한대， 이는 서귀포 주민이 

전반적a로 자연관광지애 편항·되어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셔유원지는 낚시 등 특수목적의 여행애 국한되는 경항·이 있기 때문애 자연히 

거 èl의 영향이 희박해진다고 본다. 또한 도셔유원치는 인근 항구로부터의 거 è}보다는 

정치항로 개설 여부， 관광유람선의 이용가능 여부， 순항반도 등이 머 중요하게 

작용할것S로 밀어진다. 만악 단순거 èl보다는 다른 指樓들， 예를 들먼 시간거 èl 등을 

껍근성의 측갱도구로 사용하였뎌라먼 거 èl 조락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펀다. 

자연관광자원에서는 천채언， 천;.()언， 성산 일출봉， 만장굴 등의 방문빈도가 回騙式

에 의해 7얘산된 빈도보다 높윤떼 이는 아마도 이 판광지들의 지영도， 관광루트의 구조 

적 륙성 등의 영향 때문인 것S로 판단흰다. 하계유현지 중에셔는 소정방과 공천포 

해수욕장이 셔귀포사에셔 근거 è}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방문빈도가 낯않는대， 앞셔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수용 뮤모가 작기 때문이다. 인문관광자원 중에셔는 중문과 쩨 

주시의 골프장 방문빈도가 회귀식에 의한 。해측치보다 헌저하게 척운데， 이는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일부 푹수층에 국한펀 것에셔 언유한다. 

본 연구애셔의 회귀분석운 거 è} 조박성을 밝히는대 목적을 두었다 7) 만약 관광빈도 

의 정확한 예측으로까지 그 목적을 확대한다먼， 홈훌差分析에서 드러낯듯이 거 è} 변인 이 

외에도 여행 소요시간， 각 자현의 수용규모， 지영도 등의 번인을 추가한 모형율 적용 

한다먼 그 목적을 십분 달성할 수 있을 것:로 생각힌다. 

6) Pearce , D.G. , .. Spatial patterns of package tourism in Europe , ,. 떼nα ls 01 
?’ourism Research , V01.14 , 1987 , pp.183-201. 

7) 吳擇燮I? 社홉科學떼이e.t分析法 리， 도셔출판 나남， 1988 , pp.21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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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標葉間 差異

(1) 全國 觀光

전술한 바와 같이 셔귀포 주민의 대다수는 자언관광지툴 인문관광지보다 뎌 션호하 

는 경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관광지 편헝· 속에셔도 주믿율 간에는 어헌 차이 

를 보이는치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自然 'Á文觀光地의 賴度分布差異에 대한 

chi-squaJ‘e 檢定을 시행하였a며， 경성결파는 < 表 N-2 : 本 章 第 1節 참조 〉얘 채 

시되어 있다. 

성， 월소득 및 관광소득 관련 정도를 제외한 다른 6개의 집단 구분 변인에셔 빈도차 

려 유의수준이 모두 o.α)()()이었다. 유의수준이 좋음 변인들에셔의 빈도 차이를 종합 

하변 하나의 뚜렷한 경향이 드러난다. 즉， 인문 관광지를 선호하는 사람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운 집단은， 

비도시 Ãl 억주민(동부권， 내륙권) , 

40대와 50대 언령층， 

서귀포 출생자 또는 셔귀포 거주기간이 오래펀 사람， 

농업 종사자와 주부，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 소지자， 

외래 관팡자와의 접촉이 드문 사람율이다. 

반변， 도시권 거주자， 청년충， 최근 천입자， 화이트칼라， 고학력 소지자， 관광자와의 

접촉빈도가 높윤 주민층얘셔는 자언관광지 섣호비율이 매우 놓왔다. 이러한 대비는 

결국 도시/비도시 지억으로 대별되는 셔귀포의 지억구조 속에셔 도시환경애 익숙한 추 

민이 자연관광지를 뎌 선호하고， 자연과 일상척 o 로 접하고 사는 비도시지억 주민들이 

인문관광지를 다소 뎌 선호하재 돼는 경향을 반적으로 드러내어 준 것이라고 보여진 

다. 

( 2) 濟싹|島觀光 

채주도의 6개 관광자원 유형밸로 주민집단의 평균 방문빈도 차이에 대한 分散分析을 

시행하였으며， 그 상셰한 결과는 附錄〈 表 1 >에 수록되어 았다. 附錄 < 表 1 >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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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 集團別 平均 중 最大植와 활小{直으l 偏差， 그러고 有意.水遭만 

을 다시 발혜 요약한 것이 < 表 N-8 >이며， 본고애서는 이 요약표의 내용울 중심으로 

특기할 만한 사항만율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차 한다. 

住民 特性ξζ로 보아셔는 거주지억， 성， 연령， 석업， 학력， 관광소득 관련도으I 6개 

변인애셔 집단 차이가 매우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전국관팡의 경우에서처럼 도시권 

추민이 자연관광지툴， 비도시지억 주민이 인문관광지툴 선호하는 경향운 전혀 드러나 

지 않앓으며， 판광차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듣 차원에셔 도시지억 주민의 흑성을 ~1 

닌 집단들의 방문빈도가 일률적S로 더 높앓다. 이와 같이 전국 관광과 체주도 관광 

에서 관광지 유형애 대한 섣호 경향이 일치하치 않는 것윤， 전국 관광이 전형적 의미 

의 觀光旅行이라먼 채주도 관광윤 오히려 일상 생활 가운대서의 훌훌願活動에 더 가까운 

성걱을 지값기 때문얘， 여가활동애의 혹구가 강한 도시 지역 주민충에셔는 관광~l 

형을 불문하고 자주 여행하는 성향이 표출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表 lV -8 > 훌훌光寶源 類型別 社홉 續濟的 標集差: 集團平均의 最大-最小{直

偏差와 有意，水뿔 

Jl-• 2J ~J T 。r fs。예 

표집구본 도셔 자언 ~l-계 。1-l j L를 환대 

유원지 자원 유현지 차원 자원 

거주지억 ι08 0.12 ι06 ι07 ι08 

.A~ ι요g ι03 ι요를 ι03 ι06 

。14- E 。1 ι오Z 0.15 ιl효 ι오g ι14 

본적·거주기간 0.03 0.09 0.10 0.04 0.06 

월소륙 0.02 0.02 0.05 0.03 0.05 

적업 0.06 ι걷2 0.09 ι~ ι걷3 

학력 0.05 ι14 ι12 ιn ι19 

관광자 내방 빈도 0.02 0.08 0.05 ι07 0.11 

관광 소득 관련도 ι06 ιl흐 0.07 0.11 ι4효 

註) 수치는 평균의 편차， 밑줄운 분산분석에셔으l 유의수준 O.α%율 뭇함 
(부목〈 表 1>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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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의 유형으로 보맨， 차연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환대관광자원의 3개 유형 

에셔 집단차가 뎌욱 유의적이었요며， 집단평균의 최대-최소치 펀차도 버교적 큰 편이 

었다. 이와 반대로， 하계뉴원지， 도셔유원지， 문화행사의 경우는 집단차이가 유의적 

인 경우도 적고， 또한 유의수준이 높다 하뎌라도 -꺼 대-최소치의 펀차가 그러 크지 못 

하였다. 

자언관광자원， 인문관광자원 및 환대관광자원운 비단 셔귀포 주민환만 아니라 외래 

관광자에게도 전형적인 처l주관광대상이다. 따라셔 이들 3개 자현애셔 셔귀포 주민 집 

만간의 방푼빈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운 결국 외래관광자와 뉴사한 관 

광행동을 보이는 집단과 그렇지 않윤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읍율 뭇하며， 전자는 都市

地域 {主民의 사회 · 경제적 특성을， 후자는 非都市 地域住民려 푹성율 강하게 띠는 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全園觀光行動과 濟州훌훌§光行動의 關孫

1) 觀光頻度로 본 關聯

지급까지는 전국관광과 제주도관광을 나누어 살펴보았는 바， 이제 두 가지 관광행동 

사이에는 어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分散分析을 시행하였다. 축 전국관광 빈 

도에 의거하여 표본을 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으로부터 경험이 많윤 집단까지 4개 

집단S로 구분한 후 이들의 제주도 관광반도와 관광자원 방문 수애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여 보않는떼， 그 결과는 매우 유의쩍이었다. <表 }V-9> 

< 表 N-9 > 濟州島觀光回數 및 誼問 觀光寶題 數 : 全園觀光類度 集團間 差異

전국관광빈도 P 

체주도관광 0 회 1 회 2 회 3회 이상 분산분석악 
<1, 514) (1, 010) (384) (318) *~-l?‘z. 

관광빈도 (회) 3.31 3.09 5.07 8.42 O.αxx) 

방문자원수 (개소) 15.83 19.68 23.82 26.32 O.α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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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表애 째시된 반도 차이얘셔 알 수 있듯이 전국관광율 자주 하는 주민일 수복 제 

주도 관광도 빈번한 경향이 매우 푸렷하다. 전국관광을 3회 이상해본 집단이 여행 경 

험이 전혀 없는 집단애 비해 채주도 관광빈도애셔는 무려 5회의 펀차를 보이며， 관광 

자원도 10개소 이상 뎌 방문한 것S로 나타나고 았다. 

2) 觀光地 類훨 o 로 본 홉홉聊 

全園훌훌光율 기준S로 담然훌a光地와 A文흩g光地 選好集團으로 爾分한 다융， 濟써‘l島 

觀光寶題 훌훌훨別 짧問頻度 差異툴 檢훌훌하여 보~~나， 양자간의 관7뻐툴 인껑할만 한 

뚜렷한 경헝·이 드러나지 않왔드며 홍채치의 유의수준도 매우 낯았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국관광얘셔는 도시지억 주민이 자언관광지훌 비도시 지억주민이 인운관광 

지블 섣호하는 경향이 있는대 배하여， 채주도관광애셔는 이에 비전활만한 경향이 없었 

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며， 전국관광이 천형적인 관광여행이라먼 채주도관광운 

여가활동의 속성이 강하다는 점율 채차 부각시켜 주고 있다. 여가활동얘서는 그 활동 

목적이 자주 바뀔수도 있겠고， 또한 때로는 혼자， 때로는 同行者7t 있율 수도 있율 것 

이며， 계껄이나 요일 또는 하루중 시간대애 따라 활동 내용도 달라지게 마련일 것이므 

로 션호되는 관광지 유형이 한 두가지얘만 츄한되지는 않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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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좋 꾀r 훌풀 훌뭘7é쫓최했홉몽} 뚫홈7é품훌훨훨 

이 장얘서는 셔귀포 주민의 觀光行動의 배정율 이루는 의식구조를 살빼본다. 륙훌l 

西觸浦 住民은 

1) 어변 動홉로 全園 및 濟州島훌g光애 나셔는가， 

2) 그들은 채주도의 核心的인 훌훌光寶置율얘 대하여 각각 얼마만륨 훌훌훌하다고 믿고 

았으며， 

3) 觀光開發의 영헝·애 대해셔는 어변 評1홉툴 내Ç. l고 있는가， 

4) 그려고 이러한 훨光動農와 意.講윤 西輔浦 住民의 社훌훌F빼的 特性애 따라 어떠한 

差異툴 보이는가 

를 알아보는대 초점을 툰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셜푼의 채15번 문항(127ft 판광동71)， 채17번 문항(267’ 관광 자 

원얘 대한 중요도 평가) , 채18번 문항(29개 관팡 영향 평가 항쭉)이다. 이 문항률윤 

모두 5점 R度롤 이용하여 응답펀 것이다. 

1. 觀光動農

1) 要因分析

설문에셔 조사되었먼 12가지 훌g光動홉얘 대한 廳答分布훌 파악하기 위하여 要因分析

율 시행하였다1). 환석얘 쓰인 5점 척도 자료는 요인환석기법애 잘 부합되는 것흔 아 

니지만， 웅답의 유사정도애 따라 動홉의 類첼율 구환하는 수준이하먼 콘 무Ç.l가 없다 

고 본다. 

eigenvalue는 3.2830요인)， 1. 527(2요인)， 1. 092(3요인)， 1. 038(4요인)， 0， 862(5요 

인)， 0.712(6요인)등으로 e igenva 1 ue 1. 0 이상인 4개의 요인율 대상으로 varimax 回

1) D와m ， G.M.S. , " TIαlrist 톰。tivation An appraisal 짜mals 01 TouriS1l 

Research, V훌(2) ， 1981 , pp.18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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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을 한 결과 < 表 V-l >과 같윤 負倚量 및 communa 1 i ty가 얻어셨다. 4개 요인려 累

樓훌量比훌훌은 57.8%이며 com.munality도 대체로 0.5-0 .6 내외의 그러 크지 않는 수준율 

보이고 있다. 

제 1 요인운 번량이 27.4%로셔 가장 크며， 

x4 ‘일상생활얘셔 해방되고 싶어셔’ 

x8 ‘갱신적인 활력율 얻고 싱어셔’ 

x12 ‘평소의 페로툴 폴기 위뼈셔’ 

의 3개 동기가 가장 폴채 부하되어 있어 kll교쩍 소듀적 성걱율 띤 F解放的 活動 指向

性a 훌b혐훌로 해석펀다. 

재 2 요인응 번량이 12.7%이며， 

x1 어캘지 충동적으호 관팡율 하고 싶어서’ 

x2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툴 가지고 싶어서’ 

x5 ‘자국적인 모험을 출기고 담력율 카우고 싶어셔’ 

의 3개 동기가 풀게 부하되어 있다. 이 동기율운 F身體的 活動 指向性a 動樓로셔의 

공흥접율 지니고 있S며， 다융의 채3.B...인과 함째 가장 적극성울 띤 동기률이다. 

채 3 요인음 그 해석이 가장 어려운 요인인대， 

x6 ‘여러가지 건문을 넓히고 싶어셔’ 

x7 ‘자언스려운 것과 껍혹하고 싱어서’ 

xl0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셔’ 

xll ‘다픈 사랍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율 참아셔’ 

의 4개 동기가 가장 놓채 부하되어 있다. 동기 x6과 x7윤 각각 채 2 요인과 쩨 1 요 

인얘도 거의 바슷한 정도의 부하량옳 보여 그 의미 파악이 어렵지반 대체로 F自然的

活動 指向性a 동기로 이해되어 진다. 

채 4 요인운 번량이 8.6%로 가장 낮S며， 

x3 ‘다른 사람들율 따라 가는 경우가 많다’ 

x9 ‘동료들과 마음껏 놀아 보고 싶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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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1 > 觀光動樓에 대한 要因分析 : 負倚훌과 c。뼈unality 

요인 부하 렁· 
오LL- 교 。... 동 기 co빼lDU-

요인 1 &인 2 요인 3 요인 4 nality 

X1 어천치 충동적으로 관광 .206 .619 .158 .406 .615 
율 하고 싶어셔 

X2 자신감을 얻율 수 있는 .102 .767 .163 .103 .636 
71회를 가지고 싫어셔 

X3 다른 사람들율 따라 가는 -.087 -.006 -.021 .725 .534 
경우가많다 

X4 일상생활에셔 해방되고 .731 .255 -.077 .146 .627 
싶어셔 

X5 모험율 줄기고 담력을 .140 .689 .302 -.001 .585 
카우고 싶어셔 

X6 여러가지 건문율 넓히고 .201 .419 .508 -.330 .582 
싶어셔 

X7 차언스려운 것과 접하고 .448 .103 .500 -.167 .490 
싶어셔 

X8 쟁섣적인 활력율 얻기 .703 .213 .227 -.155 .615 
위해셔 

X9 동효율과 마융껏 놀아 .203 .024 .245 .705 .598 
쏘고싶어셔 

X10 스포츠를 즐기가 위해셔 .082 -.027 .642 .356 .547 

Xll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뭇 .061 .249 .666 .091 .518 
한 새로운 곳을 찾아셔 

X12 평소의 펴료.률 풀기 .741 -.012 .162 .137 .594 
위해셔 

eigenvalue 3.283 1.527 1.092 1.038 

밴량 (%) 27.4 12.7 9.1 8.6 

누적 벤향 (%) 27.4 40.1 49.2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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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2개 동기가 부하향이 커서 F社交的 活動 指向性，Ð o) 뚜렷이 드려난다. 0) 요인윤 제 

1요인 해방적 활동 지향성 동기와 함째 소듀적 성걱으l 동기로 분류휠 수 있으며， 소듀 

성의 정도는 제 1요인 보다도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셔귀포 주민의 관광동기툴 가륨하여 보먼 아래와 같이 요약휠 수 

있다. 

消極的 톨b뭘훌 

種極的 動#훌 

2) 要因別 動홉願位 

要因

1 解放的 活動
指向性

4 社交的 活훌b 
指向性

2 身빼的 活動
指向性

3 엽然的 活動
指向性

關聊 動뭘훌 

X4, X8 , X12 

X3 , X9 

Xl , X2, X5 

X6 , X7 , XI0, Xl1 

각 動農別 5접 척도의 應答分布， 平均， 및 빼훌位툴 쏘먼 < 表 V-2 )와 같다. 

동기의 應훌 뼈홉位는 1위 ‘자언스러운 것얘 껍하고 삼어셔’ (x7) , 2위 ‘정신쩍인 활력 

을 얻기 위해셔’ (x8) , 3위 ‘여려 가지 전푼을 넓히고 싶어셔’ (x6) 등￡로 나타나고 있 

다. 이률 3문항윤 지지율이 lJ)교적 놓쓴 것으로 혜상되먼 문항0) 었는대， 1위의 ‘자 

연스려운 것애 접하고 심어셔’와 3위의 ‘여려가지 걷푼율 넓히고 싶어셔’는 예상과 같 

윤 순위이었지만 2위의 ‘정신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셔’는 예비조사에셔는 그다저 지지 

율이 놓지 않았던 항목이 었다. 

이에 반하여 지 ^l율이 가장 낮윤 부문을 보먼 12위의 ‘어천지 충동적으로 관광을 하 

고 싶어서’ (x1)， 11위의 ‘관광울 롱해셔 자주적인 모험을 즐기고 담력을 카우고 싶어 

셔’ (x5) , 1~의 ·스포츠(등산， 낚시， 사낭· 등)를 즐기기 위해셔’ (xl0) 등이다. 이들 

운항의 특성응 상당히 체력단련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항이어서 아직 우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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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2 > 觀光動樓려 應答分布와 ’|뼈位 

정말 거의 그져 거의 전핵 
&인 요소 - IL-rI‘- 융。} :2 를 l-}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ltJ -i!:- 순위 

그렇다 펀이다 (중깐) 않다 않다 

λl-l X2 자신감을 얻을 기회 
적 체 툴 갖고 싶어셔 386 605 1,047 572 616 3.13 8 

적 

Xs 자듀적인 모험을 즐 
=-71. 촬 기고 담력을 카우고 343 506 893 705 779 3.33 11 

% 싶어셔 
~l 

적 *k。F Xl 충동적으로 관광을 
λ。..j 하고 싶어셔 248 525 929 648 876 3.43 12 

자 X7 자연스려운 것( 인정 
도。- 。l*- 풍경 등}과 접촉 1, 164 1,054 727 158 123 2.08 

적 하고갚어서 

활 Xó 여러가지 견문율 넓 
7) 동 히고싶어셔 968 951 824 236 247 2.33 3 

지 Xl1 다른 사람들이 가 
1sJ" 보~1 못한 새로운 525 638 904 591 568 3.01 6 
λ。내 콧을 찾아셔 

XI0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셔 391 533 865 673 764 3.28 10 

해 X8 정신적인 활력을 얻 
~‘- 님。} 기 위해셔 973 1,080 778 223 172 2.24 2 

적 
활 X12 평소의 페로를 풀 

1-T? 동 기 위해셔 669 937 913 346 361 2.63 4 
;c1 
*k。k X4 일상생활에셔 해방 

적 A。4 되고 싶어셔 741 786 743 424 532 2.76 5 

사 X9 동료들과 마음껏 놀 
% 교 아 보고 싶어서 393 629 1,020 642 542 3.10 7 

71 지 X3 다른 사람들을 따따 
훌。F 셔 가는 경우가 많 289 774 839 626 698 3.21 9 
λ。..j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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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셔는 대중화 되지 못한 느낌이다. 그려나 예상했었먼 것 보다는 지지율이 상당 

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관광지 주민의 관팡행태가 점차 고급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었다. 

요인밸 순위툴 종합하먼， 

요인 1 : 해방적 활동지향성 2 , 4 , 5위 

요인 2 : 신체적 활동~J향성 8 , 11 , 12위 

요인 3 : 자언쩍 활동지향성 1, 3 , 6, 1O!H 

요인 4 : 사교적 활동지향성 7 , 9위 

로서， 해방적 활동지향성 동기가 가장 우위를 첩한다. 반먼， 응답순위가 가장 낯운 

것은 신채적 활동지향성 동기들이며， 동기순위 전체로 보아 비교적 정적이고 소육적인 

경향을 푸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듀적인 관광동기가 주류를 이루는 경향응 

님l 단 셔귀포 주민들 뻗만 아니라 우러 나라 국민 전체로 보아셔도 활동성과 척곡성이 

댈한 륙성에셔 비룻되는 것 o 로 이해펀다. 

3) 標集間 差異

셔귀포 주민의 사회 · 경채찍 륙성얘 따라셔는 관광동기에 어헌 차이가 있는가툴 살 

퍼기 위하여， 127q 관광동기얘 대하여 각각 分散分析율 시행하여 보었￡며 그 갤과 

(즉， 집단 평균 및 평균차의 유의수준)는 附錄의 < 表 2 )어I 채시되어 었다. 이 표으l 

내용음 그 분량이 매우 많아 유의수준이 헌저히 끓윤 경우만을 각 요인밸로 요약하여 

본 것이 < 表 V-3 )이며， 본고애셔는 이 요약표툴 중심으로 셔술하고자 한다. 

動憐要因에 따라 標集差의 有意‘水準윤 푸렷이 달라져셔， 해방적 활동~1 헝·성 동기(요 

인 1)에셔 표집차가 가장 두드러지며， 요인 2 (신체적 활동지향성) , 요인 3 (자연적 

활동 ~l항‘성)드로 갈수록 유의도가 옐어지고， 사교적 활동지향성(요인 4)에 이르번 작 

업에 악한 구분을 채외하먼 여 Et 사회경채적 푹성으로는 표집차가 거려 드러나지 않는 

다. 요인간의 이와 같운 뚜렷한 대조는 셔귀포 주민의 관광동기 서열과 깊운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해방적 활동지항‘성 동기에셔는 표집차가 푼 

명히 드러나지만，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다른 동기요인에서는 자연히 표집차가 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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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얘 없을 것이다. 

社會 經灣的 톨훌因ξL로 ~먼 직업애셔 요든 동기요인얘 걸쳐 차이훌 뚜렷이 쏘이고， 

언령， 학력 집단밸 차이가 그 다율 순위률 이루며， 나머지 번인들애셔는 한 두 가지 

요인때셔만 집단차이가 유의적이다. 

< 表 V-3 > 觀光動職의 훌集差 有意.水準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동기 

표집구환 해방지향 신채활동 자언지항 사교지헝· 

거추지억 * - - -
~ * - - -
。l*- E 。예 * * * -
본적·거주기간 * * - -
월소득 * - - -
적업 * * * * 
학력 * * * -
관랑자 내방 번도 - - - -
관광 소둑 판련도 - * - -

註) 훌는 유의수준이 전반척a호 매우 놓않츰율 돗함. (부혹 表 2에 의거함) 

요인 1, 解故的 活動指向性 動農얘셔는， 앞 장애셔 파악펀 관광행동얘셔의 표집차이 

경향， 다시 말해 도시/비도시지억 주민의 대조가 다시 보여진다. 쭉 외래 판팡자와의 

접촉이 찾윤 도시지억얘 거주하는 고학력， 청년총， 화이트칼라에셔 111도시 지억 주민 

으로셔의 륙성율 지닌 집단보다는 해방적 활동지향성이 훨씬 뎌 두드러진다. 이 요인 

얘셔는 다른 변인 즉 본적과 셔귀포시 거주기간， 월소득애셔도 표섭차의 유의수준이 

매우 높기는 하었지만 이는 흉계쩍 차이만율 뜻할 판 실설적드로 의미있는 경향율 추 

출할 수는 없었다. 

소뮤적 동거의 하나인 제 4 요인， 社交的 活動指向性 動機얘셔는 석업에 의한 차이 

만이 푸드려셨는 바， 농업 종사자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 관광하는 경우’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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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관광업 종사차 집단에서는 ·동료들과 마음껏 놀아 보고 싶운’ 성향이 다른 집 

단 보다 강하있다. 

橫極的 動機인 제 3 , 4 요인얘서는 언령， 작업， 학력에셔 표집차이가 뚜렷하여， 20 

대， 고학력 소지자 층에셔 이 요인들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석업변에셔는 관팡업 종 

사자， 전문관al 석， 학생집단이 대체로 적곡적 동기지향성율 보였으며， 륙히 관광업 종 

사자울의 적륙성이 가장 강하였다. 관팡업 종사자들의 언령운 청년층이 많않으므로， 

이 석업분야애셔 적곡성이 강하다는 것은 대학생층과 함께 젊음 세대의 진취적 취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쏘아야 할 것이다. 

2. 觀光寶題意훌훌 

1) 觀光寶題의 重要度에 대한 要因分析

셔귀포 추민이 채주도의 주요 관광자원애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기 

워하여 한라산 등 팀然、贊願 12개소， 중문여미지 등 A文寶銀 10개소， 유채꽃큰잔치 등 

文化行事 4개를 택하여 그 중요도를 평가하게 한 바 았다(설문 제 17항) . 이 자료에 

판하여 우선 그 응답 분포의 유형율 밝힐 목적a포 要因分析을 시행하였는대， 

eigenvalue가 제 1요인 8.453 , 2요인 2.467 , 3요인 1. 559 , 4요인 1. 351 , 5요인 1.065 , 

6요인 0.919 , 7요인 0.863 , 8요인 0.805 등a로， eigenvalue가 1. 0 이상인 동시에 급 

번점에도 해당되는 5요인까지를 추출하여 varimax 回轉하였으며， 다섯 개 요인의 累積

훌훌量 比率윤 57.3%이다. < 表 v- 4 > 
멈然寶輝운 다시 제 1, 2 요인으로 나뉘게 되는떼， 채 1 요인윤 변량이 32.5%로 다 

븐 요인에 비해 가장 휘어나， 이 요인이 채일 중요하게 평가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 

다. 부하량이 높윤 자원운 한라산， 천제언， 정방폭포， 천자연， 산방산치구， 성산 일 

출봉， 만장굴의 7개 자원으로 이들은 모두 F엽然地形寶願a의 공홍점을 지니고 있￡며， 

또한 제주도를 상정하는 매표적 자원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져'1 2 요인에는 얀덕계곡， 비자립， 산둠부a l， 협재공현， 용두암， 옥석원의 6개 자원 

이 높게 부하되어 있다. 이 자현 중 일부는 지행자원으로셔의 성걱도 ~l니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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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4 > 濟州島 觀光寶銀 重要度에 대한 要因分析 : 負倚量과 cODlBlunal i ty 

요인 부하량 
고Ll-F 요 。.:). 자현 co빼mu-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nality I 

Y1 한라산 .502 .012 .002 .117 .070 .271 
Y2 천제연 .744 .187 .145 .049 .036 .612 
Y3 정방폭포 .795 .195 .072 .075 .057 .683 
Y4 천Àl 언 .807 .120 .123 .053 .025 .684 
Y5 산방산 .643 .272 .063 .134 .145 .531 
Y6 성산일출봉 .669 .157 .048 .154 .088 .507 
Y7 얀덕계곡 .185 .680 .197 .072 .162 .567 
Y8 nl-}z 。L그 2' .488 .394 .064 .155 -.002 .421 
Y9 비자림 .200 .726 .065 .165 .157 .623 
Y10 산곰부c\ .252 .708 .060 .204 .080 .616 
Y11 협채공원 .391 .484 .267 .131 -.035 .477 
Y12 용두압 .291 .535 .308 .114 .128 .495 
Y13 중문식물원 .113 .109 .801 .104 .066 .681 
Y14 해양수족관 .103 .137 .815 .085 .116 .713 
Y15 얀덕조각공원 .069 .251 .636 .344 .120 .604 
Y16 표선민속촌 .117 .122 .294 .745 .098 .679 
Y17 성읍민속촌 .202 .119 .119 .793 .160 .724 
Y18 항파두cl .103 .470 .044 .563 .166 .579 
Y19 신천지미술관 .001 .424 .446 .395 .168 .562 
Y20 옥석원 .130 .390 .340 .347 .228 .457 
Y21 삼성혈 .269 .329 .005 .453 .231 .439 
Y22 차언사박물관 .199 .139 .231 .440 .263 .375 
Y23 유채쫓콘잔치 .177 -.019 .399 .155 .563 .532 
Y24 한라문화채 .203 .007 .243 .251 .655 .592 
Y25 마을제 .020 .206 .032 .130 .835 .758 
Y26 향토무속행사 -.004 .259 -.008 .125 .795 .713 

eigenvalue 8.453 2.467 1.559 1. 351 1.065 
닙1예- 렁· (%) 32.5 9.5 6.0 5.2 4.1 

누적벤량 (%) 32.5 42.0 48.0 53.2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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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F自然植生寶源a의 성걱이 뎌 강하다. 

A文賣源음 째 3 요인과 4 요인a로 다시 나뉘는대， 채 3 요인에는 중문 식물원(여 

미지) , 해양수족관， 얀댁 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의 부하량이 커셔 F文化施設寶願a의 

성걱이 부각되어 었다. 채 4 요인음 표선민속촌， 성읍민속촌， 항파두a]， 삼성혈， 자 

언사 박물관의 F빼士民혐寶顧리 물이 한 집단율 이루고 있다. 이들음 모두 제주도의 억 

사나 주채성과 깊은 언관이 있는 차원들이다. 

채 5요인애는 유채꽂콘잔치， 한at문화채， 마을째， 향토무숙행사가 높게 부하되어 

F문화행사자원a의 성걱이 푸렷하다. 

2) 要因別 重要度 !홉位 

2671 관광자원 하나 하나애 대한 重要度 應、答分布， 點數平均， 뼈훨位는 < 表 V-5 >얘 

상채헤 채시되어 았다. 전반적S로 모든 자현애 대해 중요한 것으로 형가하고 있S 

며， 가장 평가가 나본 경우얘도 그 평균점수가 보홍(3캠)율 념어셔， 서귀포 주민들이 

자가 고장의 관광자현얘 대하여 얘착이 크고 자부심율 느끼고 있융율 잘 보어 준다. 

각 자윈애 대한 중요도 형가순위는 요인별로 요약하번 다융과 같다. 

요인 1(자언지형자원): 1, 2, 3 , 4 , 5 , 6, 7위 

요인 2(자언식생자윈): 8, 15 , 16 , 18 , 21 , 25위 

요인 3(문화시셜자원): 13 , 20, 22 ， 24위 

요인 4(향토민숙자현): 10, 11 , 12 , 14, 18위 

요인 5(문화행사자원): 9, 17 , 23 , 26위 

법웠훨h形寶源에 해당하는 7개 자원애셔 보먼 1위 한라산， 2위 성산 일출봉， 3위 만 

장굴지구， 4위 천지언 등S로 나타나고 있는 반번에 순위가 낮윤 자현운 5위 정방폭 

포， 6위 산방산， 7위 천채언(중문) 등이다. 이는 앞에셔의 관광자핸 방문빈도와는 상 

당한 차이툴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먼 중요성 평가와 방문회수와는 큰 상관관계 

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천지언， 천채언이 셔귀포애서 가장 차까운 콧얘 위치 

하고 방문빈도가 높g먼셔도 중요성이 낯채 인식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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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5 > i齊州島 훌§光寶源의 重要度 魔、答分布와 "휩位 

매우 약·깐 보통임 벨로 거의 
요인 고1-l」 궁 。l 자원 중요하 중요하 ~"È" 

중요함 중요함 (중간) 지않융 지않음 

자 Yl 한 산 (등산) 2613 300 256 37 20 1. 31 
。l예- Y6 성산일출봉 2278 520 366 50 12 1. 45 
~l Y8 만장굴치구 2046 678 438 45 19 1. 55 
융。예 Y4 천 ^l oL예- 2030 645 486 56 9 1. 56 
자 Y3 정방폭포 1905 680 556 71 14 1. 64 
원 Y5 산방산지구 1739 784 602 68 33 1. 72 

Y2 중문천쩨언 1742 728 654 84 18 1. 73 

자 Yll협 재 공 원 (쌍용굴) 1626 829 634 106 31 1. 78 
。L4. Yto λ L} f 「r -T- i!. l 1182 918 892 190 44 2.07 
식 Y12용 -tr: 암 (용연) 1121 910 866 259 70 2.15 
λ。” Y9 비자럼지구 958 895 1059 248 66 2.25 
자 Y20목 석 원 772 901 1139 314 100 2.40 
원 Y7 얀 덕 껴l 츄 ï 596 696 1293 494 147 2.66 

사 Y13중문식물현(여미지) 1443 812 718 185 68 1. 95 
설 Yt5얀덕조각공원 823 949 1077 298 79 2.34 
자 Y14중문해양수족관 795 842 1058 381 150 2.46 
원 Y19신천지미술관(무수천) 543 808 1279 464 132 2.64 

nl-l Y22자언사박물관 1555 840 678 130 23 1. 83 
‘2=」r Y21삼 A。4 혈 1628 735 655 159 49 1. 84 
자 Y17성 읍 민 속 촌 1421 866 718 166 55 1. 94 
원 Y16표 션 민 속 촌 1401 857 726 160 72 1. 96 

Y18항몽유적지 (항파두i!.)) 993 861 1030 267 75 2.25 

z:- Y24한 라 문 화 쳐l 1713 718 586 152 57 1. 80 
화 Y23유 채 꽃 큰 잔 치 1184 797 801 302 142 2.20 
*k。R Y’25마 걱 。를 제 822 770 1α)() 382 252 2.53 
사 Y26향토무속(무당}행사 717 641 952 470 446 2.78 

註 : 표에셔 .순위’는 관광자원 전체순위를 말하며， 각 요인밸 순위는 그 
배열순서로서 나타내고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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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킬~植牛督源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는 1위가 협재공원， 2위 산굴부è )， 3위 용연， 4 

위 비자럼 등이고 방문빈도가 낮윤 자원들운 5위려 옥석원과 6위으l 얀덕계곡 등이다. 

이들 항목에서도 가장 가까운 위치의 얀덕계곡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멸 

èl 떨어져 있는 협재공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륙이하다. 

tH-:施꿇賣題에 대하여는 1위가 중문 식물원， 2위가 얀덕 조각공원이며 3위 중문 해 

양수족관， 4위 신천지미술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가까운 자원을 높게 

팽가하는 경향이 았으며， 같운 내용과 수준을 찾고 있는 얀덕 조각공원과 신천~l미술 

관애 대해 평가에 차등이 두어진 것윤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이다. 

觸+1화혐賣뚫얘셔는 1위가 자연사박물관인떼 그 다양한 자현특성 때문에 유인력이 

가장 블 것으로 예상되었먼 콧이다. 2위는 삼성혈， 3위는 성읍 민속촌， 4위 표선 민 

속촌， 5위 항파두èl 등이다. 푹흩 l 성읍 민속촌파 표션 만속촌에 대하여 성읍을 더 중 

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대， 제주도 륙유의 가옥구조를 북원함에 있어셔는 표선 민속촌 

이 훨씬 뛰어나 있지만 반도부의 윤적율 도입하여 놓랐기 때문에 다소 거부감이 작용 

한듯 여겨지고， 城물‘운 전통가옥 외에도 향교， 몰하르방， 일관헌， 문화재로 지성된 느 

터나무 둥이 있어 향로성이 뎌 짙기 때문애 表善보다 좋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W行훌애 대하여는 중요성 인식이 상당히 낯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토무속행 

사에 대하여는 거부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상당수 았어셔 주목펀다2) 그려나 한라 

문화제 행사애 대하여는 비교적 그 중요성율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서귀포 주민이 自然寶源 및 鄭土性이 강한 寶願을 륙흥l 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경헝‘음 .외래관광자가 왜 채주도를 찾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설문 제 14번 문 

항 참조)에 대한 웅답에셔도 잘 드러난다. < 表 V-6 )에셔 보는 바와 같이 응답 중 

절반 이상이 ‘자연환경의 아톰다움’을 거폰하였고 또 약 20χ 쩡도가 ‘제주도의 유별단 

2) J야dan ， J.VJ. , "The summer people and the natives Some effects of tourism 
in a Vermont vacation village ," Annals 01 T，αlrism Resear、ch， 때(1) , 
1980, pp.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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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풍속’을 지석하고 있어， 서귀포 주민이 관광지로서의 자가 고장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고 없는~I블 분영히 보어주고 있다. 

< 表 V-6 > 外來 觀光者의 灣州島 誼問 理由

방문 이유 응답수 구성비 

1. 자언환경이 아름다워서 3,030 51.5% 

2. 세시풍속이 유밸나셔 1, 149 19.5 

3. 관광비용이 쩍게 들고 펀2. 1 해셔 830 14.1 

4. 판광시설이 잘 되어셔 460 7.8 

5. 채주도민이 천껄해셔 245 4.2 

6. 잘 알려진 판팡지이기 때문에 67 1. 1 

7. 관광업소의 셔버스가 좋아셔 50 0.8 

8. 기타 57 1. 0 

응답계 5, 888* 100.0% 

* 복수 응답이었S므로 표본수(3 ， 226영)보다 많읍. 

틀으로 觀光寶題의 重要度와 西廳浦市에셔의 距톰훌의 關孫에 대하여셔도 살펴 보었으 

나 < 圖 V-1 >, 륙별한 성향율 찾을 수는 없었다. 이것윤 관광자원애 대한 의식 형 

성에 있어셔는 판팡행동애셔 발전되었먼 바와 같은 셔귀포빼셔 멀고 가까움애 의한 지 

액적 소속감의 차이는 그다지 작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S로 생각된다. 즉 관광자원 

으l 중요성에 관한 한 서귀포 시역보다는 채주도 션체를 그들의 고장S로 넓채 인식하 

고 있지 않나 짐작펀다. 이툴 또한 자연자원율 인문자원 보다는 대채로 뎌 중요하채 

평가하고 있는 점과 결부시켜 본다먼 채주도를 대표할 만한 상정썽이 른 자원을 중심 

으로 주민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標葉間 差異

觀光贊題 重要度 認鐵애 대한 標集差를 알아 보기 위하여， 먼저 각 자원밸 응답율 

요인밸로 묶은 다음， 9개 사회 경제적 변인에 따라 평균차에 대한 分散分折을 시행하 

였요며， 그 결과는 附緣 < 表 3 >에 상셰히 수폭되었고 이 중 평균의 최대-최소치 펀 

차와 유의수준만을 발혜 요약한 젓이 < 表 V-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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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7 > 觀光寶顧의 重要度에 판한 社훌 經灣的 훌集差: 平均의 最大-最少植
偏差와 有意水핵틀 

관광자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체 

표집구폰 (지형) (식생) (시설) (민속) (행사) 

거주지역 .09 .12 .02 .12 .13 .09 
A。제 .J.Q .06 ~ .07 .07 .03 

여'-려 。 .07 .28 .12 ~ 펴g .17 

본적·거주기간 .12 .15 .13 펴Z .20 .13 

월소특 .11 .04 .12 .04 .08 .03 

직업 객g .,M 펴l .20 펴2 과효 

학력 펴g 펴Q .11 4훌 .,M .22 

판광자 내방 빈도 .J! .08 .08 .09 .20 .09 

교Ll」1 。lL -AL-드 ~ ~~S:‘- &Q ~ 펴l .12 .18 과g 

주) 수치는 펀차， 밑줄윤 유의수준 O.α)()1이하툴 돗함. (부혹 〈表 3>애 의거함) 

앞애셔 검토펀 바 있먼 관광행동이나 관광동기의 경우얘는 거의 전 항몹얘 걸쳐 표 

집차가 푸렷하였으나， 중요도애 대하여는 표집차가 그러 뚜렷하지 못하다. 언령， 석 

업， 학력， 관광소듀 관련도툴 째외하먼 다튼 5재 번인빼셔는 유의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륙허 거주지억과 월소특의 경우애셔는 전 관광자원 유형에 걸쳐 유의척이지 못 

하였다. 이와 같이 표집차가 잘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추민 대부분 

이 거의 모든 관광자원애 대하여 쩍어도 보종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그 펀차 

가 섭하지 않앓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펀차가 미약한 가운대셔도 20때 언령층， 고학 

력 소지자， 그러고 관광소득 관련도가 매우 놓은 주민층애셔 전 관광자원애 걸쳐 일관 

되채 중요성율 뎌 많이 부여하는 경헝·율 보이고 았다. 

職業의 경우는 자원의 유형얘 따라 그 응답 폰포가 엇갈려， 농업 종사자는 자언지형 

자원을 가장 중요하채 여기는대 비해， 서버스직 종사자는 문화시설자핸율 중요시하는 

경헝‘이 뚜렷하고， 학생총윤 문화행사륨 륙히 중요하재 평가하는 둥 그 반응이 다앙하 

였다. 이는 아마도 주민들이 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관광자원율 7'인척인 이해관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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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다소간 작용하였기 때문이 아넌가 여겨진다. 또한 전문 관 

i! J 석， 사무적 종사자 둥 화이트칼라층에셔 의외로 제주도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하여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부여하고 있지 않었으며， 륙히 문화시설자원애 대하여서는 다븐 

직업집단 보다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현상음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本흥훌과 西훌홈浦市 居住期間에 따른 집단차는 향토민속자원의 경우애만 유의적이었는 

대， 셔귀포 및 제주도 출생자들이 이 자원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또한 전 

입자 중에셔도 셔귀포시 거주기간이 오래펀 사람일수복 억시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居住期間애 따폰 훌‘講同化의 과정을 잘 보어주고 았다. 

이상의 분석결과 중에셔 헌저한 사항만을 요약하먼， 첫째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과 

셔귀포 현주민 및 거주경력이 오랜 사람들에게서 향토애 대한 강한 자부심이 보였고， 

둘째 적업간의 다양한 차이에셔 쏘듯이 각자의 생활의 이해관계가 중요도 인식 형성에 

한 요인드로 작용하고 있는듯 하며， 셰째 이러한 인식 푹성 때문에 관광행동이나 관광 

동기의 경우에셔와 같윤 전형적인 도시/비도시 지억주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觀光影훌에 관한 住民寬鏡

1) 觀光影훌 훌후{賣뼈位 

셔귀포 주민의 관광영향에 대한 의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셜문펀 것은 

外來觀光者의 行聽에 대한 평가 5문항， 

훌훌光塵業이 미친 影훌훌에 대한 평가 5문항， 

觀光開覆計빼애 대한 評價 7문항， 

向後 훌뭘光政策方向애 대한 意見 7문항， 

西廳浦 住民 스스로에 대한 評1톨 5문항이 다. 

< 表 V-8 >운 이들 297>>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환포와 점수평균을 보인 것이 

다. 이 표에셔 일부 문항애 . (억)’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셜푼의 질문이 부정적이 

었기때문에 점수집계를 할 때는 이들 문항 내용을 공정a로 바푸었다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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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8 > 觀光影響 評價

정말 거의 그저 거의 전해 
요 소 - 1l,1--- **。} :2 러 '-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평균 펀차 

그렇다 펀이다 (중간) 않다 않다 

Z1 외지에셔 온 관광자 
들윤 채주도의 관광자 1706 1015 449 38 18 1. 65 0.80 

(1) 원을 좋아한다. 

관광자 Z3 관광자들운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 231 545 1348 799 303 3.12 1. 03 
려고 노랙한다. 

행 Eft 
Z5 관광자들운 질셔툴 
잘 지친다. 112 451 1706 720 237 3.16 0.881 

의식 
Z4 관광자들음 쓰레기 
를 마구 버런다. (억〕 127 608 1311 697 483 3.25 1. 05 

Z2 관광자들윤 사치스 
렵고 향략적이다. (억) 111 444 1254 894 523 3.40 1.021 

Z6 체주의 기업들운 관 
(2) 광사업을 하여 돈을 않 889 872 902 384 179 2.41 1. 17 

이 벌고 있다. 

1Ll‘L1 。l- Z9 체주애셔의 판광산 
업운 추민의 일자al툴 187 346 1162 953 578 3.43 1.08 
잘 마련해 주고 있다. 

산업 
210 관광산업。 l 향토미 
풍양속을 해치고 범죄 172 446 922 855 831 3.54 1. 17 

으l석 블 증가시킨다. (억〉 

Z8 처l주사람들은 대기 
업들의 대큐요 관광사 81 230 544 775 1596 4.11 1. 08 
업에 려하여 착취당하 
고 있다. (억} 

Z7 육지사람들의 토지 
투기 과열때문에 제주 92 191 416 712 1815 4.23 1. 06 
사람들윤 관광지에서 
쫓져날 것 같다. (역)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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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거의 그저 거의 전혜 
요 소 -L I11{-· ik。} 2 를 L{- 그렇다 그렇지 그렇치 stJ 'È 펀차 

그렇다 펀이다 (중간) 않다 않다 

Z11정부의 관광개발채 
(3) 획얘 힘입어 관광사업 1011 1126 837 192 60 2.12 0.98 

에 푸자툴 하려는 사람 
들이 많이 오고 있다. 

교l-L교 。L

Z16관광개발계획 댁택 
에 시내 미관과 교흉환 568 853 1167 375 263 2.66 1. 14 

개발 경이 좋아셨다. 

Z14관광개발계획때문에 
계획 관광시설물에셔 채주도 229 401 1112 936 548 3.36 1. 12 

의 향토성 I 멧}이 잘 살 
아나고 있다. 

의식 
Z17채주도 관광개발채 
획윤 ~J 억균형발전율 167 377 1213 1002 467 3.38 1. 03 
충환tl 고려하고 없다. 

Z12관광자 중심의 개발 
애 치중되어셔 주민생 67 236 757 947 1219 3.94 1. 04 
활이 도외시되고 있다. 

Z13관광개발계획윤 채 
추도 천홍문화보읍애 82 247 673 985 1239 3.95 1. 06 
*1중되어 있다. (억) 

Z15환경보전계획이 미 
홉하여 환경혜손과 환 72 137 445 883 1689 4.23 0.99 
경오염이 날로 심해지 
고 있다. (역) 

Z22외지관광자때게 관 
(4) 광셔Il( 지방째}를 새로 1534 532 587 283 290 2.15 1. 34 

부담시켜셔 관팡공해를 
해결하는떼 써야 한다. 

교ll-」궁 C•>

Z23지방정부{도，시，군~) 
지현하에 민박제도를 1036 698 1004 312 176 2.35 1. 18 

정잭 활성화시킨다먼 상당히 
성공할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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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n E} 거의 그저 거려 전혀 
요 소 - I-l,:-,-- **。} -’ 2 허 ~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lId'È 편차 

그렇다 펀이다 (중깐) 않다 않다 

Z18제주개발을 위한 주 
과제 민자본을 조성할 경우 817 793 1075 344 197 2.48 1. 16 

에 참여할 생각이다. 

의삭 Z19처l주도의 국제자유 
지역운 조성되어야 한 1118 551 787 318 452 2.52 1. 41 
다. 

Z21중문관광단지는 축 
소 조정되어야 한다. 406 458 984 492 886 3.31 1. 34 

(역) 

Z24 관광자들은 주민들 
보다 관광지 입장료를 444 398 574 494 1316 3.57 1. 46 
더 많이 내야한다 {역} 

Z20 * 겹 닙 차 。， 좀 을f~ 차 。 드 。
의 고급판광자현개발윤 241 301 784 559 1341 3.76 1. 28 
막아야 한다. (억〉 

Z26우i! l 동내 사람들은 
(5) 관광에 관한 교육을 받 1292 837 797 180 120 2.07 1. 10 

을 필요가 있다. 

걷’En L-l Z25우리 동녀l 사람들은 
관광자원을 아끼고 보 1091 765 1074 215 81 2.20 1. 60 
호한다. 

자。} Z28 우al동내 사람들은 
관광자에게 친절하다. 781 957 1260 151 77 2.31 0.97 

227우i! 1동네 사람들음 
의식 환경정화에 잘 참여한 729 761 1318 303 115 2.48 1. 05 

다. 

Z29우i! J 동에 사람들음 
관팡자를 돈벌이 대상 733 896 902 400 295 2.58 1. 22 
o 로만 생각하는 펀이 
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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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므로 (억)이 표시된 문항에 대하여는 공정으로 바쭈어 이해해야 됩 것이다. 이와 

같이 접수의 치환을 하게 되먼 점수가 작을 수목 응정적 평가와 적득적 태도를， 점수 

가 커질수복 부쟁적 평가와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원화하게 펀다. 

< 表 V-8 >에셔 外훗 훌훌￦:者 行薦애 관한 熹‘識에셔는 1위가 관광자들의 쩨주 관광 

자현 선호도이며 t 2위는 관광자들의 채주문화 이해이고， 3위가 관광차들의 관광절셔， 

4위가 관광자들의 쓰래가 처리 태도， 5위가 관광자들의 향락성 인식 등으로 나타나 았 

다. 특히 1위의 관광자들의 채주관광자원 선호도애 대하여는 주민들이 상당히 확신을 

갖고 없는 것S로 보였는떼 반하여 t 2위 이하와는 점수의 걱차가 커셔 외래 관광자들 

이 채주도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거나(Z3) 질셔를 잘 지킨다고는(Z5) 생각하지 않으 

며， 또한 쓰빼기를 아무대나 벼 el고(Z4) 사쳐스렵다고(Z2) 믿는 경향이 뚜렷하여 외래 

관광자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율을 드러내고 있다3) 

챈훌州 훌뭘-W:~훌業애 대한 責‘識에셔는 1위가 채주기업의 사업성 (Z6) ， 2위가 관광산업의 

취업기회 (Z9) ， 3위가 관광산업에 의한 문화쩍 손실 (Z10) , 4위가 대기업의 형포(Z8) ， 5 

위가 외지인의 토지푸기 (Z7) 등으로 나타나 었다4) 1위만을 제외하고는 거리 모든 항 

옥애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륙헤 최하위인 대기업의 횡포와 외지인의 

투기에 대하여는 억감정이 매우 심하여， 갈등의 정도7t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있을 

율 알 수 있다SJ 

훌훨w:開훌훌計훌꽤에 대한 熹-훨훨윤 1위가 투자촉진효과(Zl1)， 2위가 사회간접자본확산 

(Z16) , 3위가 관팡시설물과 향토성의 언계 (Z14) ， 4위가 지억균형개발의 기여도 (Z17) 

등이고， tJ 1 교적 낯운 항목들윤 5위가 주민생활과의 언7해성 (Z12) ， 6위가 전통문화 보전 

(Z13) , 7위가 환경 j호전성 (Z15) 등이다. 응껑적 평가를 하고 있는 항목윤 투자촉진과 

사회간접자본 부분이며 그외는 상당isJ 부정적이다. 륙히 전통문화보전이나 환경보전 

3) Wu , Ch따tg-Tong ， "Issues of tourism 없ld socio economic development ," 
짜mals 01 Toμrism Research , Vol.9 , 1982, pp.317-330. 

4) Pear‘ce , D. G. , " Touris뻐 and regional develop빼ent A genetic approach , 
Annals 01 T，α11、 ism Research , VH( 1), 1980, pp.69-82 ‘ 

5) 吳南三 觀光客 諾敎 環境造成과 灣州훌훌民의 觀光開發훌훌與애 대한 i考素
F 觀光開發冊究論文鎭 a 第3輯， 灣州大學校， 1986,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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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상당헤 감정적 평가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 

觀츄政훌課顧에 대한 熹‘識음 1우l 가 관광셔l 신설 (Z22) ， 2위 만박제도(Z23) ， 3위가 주 

민자본 참여 (Z18) ， 4위가 국제자유지액의 조성 (Z19) ， 5위 중문관광단지으l 축소 조정 

(Z21) , 6위 관광지 입장료 차등제 실시 (Z24) , 7위가 고급 관광자원의 개발억제(Z20) 

등이다. 이 내용에셔 보먼 인박제도와 주민자본 참여제도 등에 대하여는 상당히 긍정 

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절대 다수가 관광셰 신설과 입장료 차등제 실시 

를 찬성하고 있S며， 수랩장과 골프장 등 고급 관광시설의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응답 

하고 있어， 외래관광자에 대하여 결코 녀그렵지만은 않윤 태도를 드려내고 있다θ. 

佳물자신듬에 대한 靜f홉 항목에서는 1위가 관팡교육 참가 필요성 (Z26) ， 2위 관팡자 

원 보호(Z25) ， 3위가 관광자 접대태도(Z28) ， 4위 환경정화 의식 (Z27) , 5위 관광자에 

대한 경제적 의식 (Z2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주민참여 의욕 

이 나타나고 있는떼꺼， 즉 주민들의 관팡교육 참가 필요성과 관광자원 보호의 휠요성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를 비교적 친절하고 환경정화에 힘쓰고 있다고 보며， 외래 관팡 

~t를 단순히 돈벌이 대상g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닝l교적 않았 

다. 주민 자의식 항목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비교적 녀그러 

운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젓이다8) 

2) 標驚間 差異

觀光影響意識으l 標集差어l 대한 分散分析 결 과는 附훌훌 < 表 4 >에 수목되어 있으며 , 

이 중 평균의 최대-최소?:l 편차와 유의수준만을 발춰1 .R.약한 것이 < 表 V-9 >이다. 

評{賣分野別로 보먼 외래관광자의 행태에 대한 의식과 서귀포 주민의 자의삭 부문으l 

표집차가 다른 부문보다는 다소 미약한 편이다. 이는 외 ~l 인이나 서귀포 주민 자신에 

6) Richter , L. K. & Richter , W. L. ," Policy choices in south Asian tourism 
development ," Annals of ToμriS1ll Reseαrch， Vol.12 , 1985 , PP.201-217. 

7) Mendonsa , E. L., .. Tourism and inc애le strategies in Nazare , Portugal ," 
까mt:t ls of TouriS1ll Res’earch , Vol. 9, 1983 , pp.213-238. 

8) 申幸澈 채주도민의 사회 · 문화 의식상의 전홍성 •• (j> 논문섭 a 第11輯， 제주대 
학교， 1980 ， pp.4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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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셔는 걷해차가 (상대적으로) 덜한 반먼， 관광산업， 개발쩨획 및 정책환야애셔는 

전해가 많이 엇갈r: l고 있음을 의미한다. 

< 表 V -9 > 觀光影훌훌후1톨의 훌集差 : 平均의 最大-最少{直 偏差와 有寬水準

평가항폭 관팡자 요ll-」파 。L 1Ll-}Z 。L 교‘:l-교 。↓ 주민 계 
표집구환 행태 산업 계획 정책 자의식 

거주지역 .09 .12 .04 .J.Q .11 .05 

*。’ .06 .07 ~ 파g .04 .00 

。l1- E 。예 4요 펴효 펴g ~ 과l .J:l 

본적·거추가간 냐g 펴Z 펴호 ~ 펴g .21 

월소득 .06 .07 .09 .10 .10 .03 

작업 펴S 펴요 펴Z 펴a 펴2 측g 

학력 .Jl 펴g 펴효 .13 펴4 .20 

관광자 내방 빈도 .09 .17 .14 .10 .09 .06 

관광 소둑관련도 4호 펴Q .JJl 펴g .27 펴Q 

註) 수치는 최대-최소치 편차， 밀줄윤 유의수준 o.α%울 풋함. 
(부혹 〈表 4>애 의거함) 

住民持性으로 보먼， 언령， 본적파 거주가깐. 직업， 학력， 관광소둑 관련도의 5개 번 

인얘셔 집단 차이가 매우 유의척이며， 나머지 4개 번인 즉 거주지억， 성， 월소륙， 관 

광자 내방빈도애 의한 차이는 매우 미악하였다. 앞 장， 절애셔의 관팡행동이나 동기 

및 관광자원 의식의 환석얘서는 본적과 셔귀포 거추가간애 의해 주민을 구분하었을 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값먼 것과는 달r:). 본 분석 항목에셔는 이 변인얘 의한 집단 

차이가 매우 푸렷하게 드려난 접윤 주목할 만한 일이다. 죽 셔귀포0헤셔 출생 · 성장하 

었거나 또는 전입자r:t 하뎌라도 셔귀포 거주 경력이 오래되어 의식이 셔귀포 추민화펀 

사람들일수복 신규 전입자물얘 비해 자기 고장의 관광지화에 대해 뎌 혜민확개 반응하 

재 펀다는 것윤 충분히 예전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유의수준이 높윤 변인들애 대해 그 표집차를 조율 머 상셰헤 살펴쏘기로 한다. 年

빼$의 경우 20대와 나머지 언령층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여， 20대는 전 형가항몹애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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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뚜렷이 건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찍이고 부껑적인 성 

향윤 학력에 의한 집단 구분에셔는 고학력자에채셔， 식업a로는 학생 집단얘셔도 유사 

하채 나타나는 것a로 보아 아마도 대학생 표본집단으l 의식북썽이 주로 부각펀 젓이 

아닌가 여겨진다. 석업에셔는 관광업， 전문 관è) 직 및 사무석 종사자둘때채서도 학생 

층만큼 심하지는 않a나 농업 종사자 등애 비해서는 좀 뎌 비판적이고 부껑적인 의식 

경향이 보인다. 

훌월光所德 關聊度로 보먼 관체가 깊은 주민일수폭 전 항목애 걸쳐 공정적이고 수용하 

는 태도를 보이고 없어， 관광영향애 대한 의식이 추민 각자의 경채척 이해 관계얘 의 

해셔도 크채 좌우되고 있음율 잘 쏘여주고 있다. 本훌훌과 西홉홈浦 居住期間의 경우， 거 

주기간이 짧은 전업자밀수록 공정적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없으며， 다만 셔귀포 주민 

의 자려식에 관하여는 그 태도가 휘바뀌어 최근 전입자들이 셔귀포 원주민률 쏘다 부 

정적ξζ로 평가하고 있는 반먼 셔귀포 현주민들윤 자기 자신얘 대하여 보다 녀그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못 흥미롭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먼， 원주민 및 전입자 사이의 대조얘셔 활 수 없듯이 地城 훌홈 

률感 및 主빼性， 그è)고 관광소륙 관련도애셔 드러난 鷹灣的 利害關係가 셔귀포 주민 

의 觀光影훌훌 훌鐵율 형성하는 核心要因S로 보인다9) 또한 채추팔광 전반얘 걸쳐 무 

차별적a로 비판적이고 부쟁적 건해툴 쏘이는 집단이 대학생율 중심￡로 고학력 청년 

층애셔 형성되고 없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헌상의 하나로셔， 향후 관광정책 수립얘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펀c.}JOl. 

9) Var , T. & Quayson , J. , " The æultiplier‘ impact of tourism in the 애〈없뻐gan ， " 
Annals 01 Touris. Research, Vol.12 , 1985 , pp.497-514. 

10) Britton , S.G. , "The Politlcal economy of tourls빼 in the ηür년 \World," 
찌~ls 01 Tourisa Research, Vol.9 , 1982 , pp.331-358. 

Macnaught , T. J. , "Mass tαlrism 없띠 the dilelllJDas JD(화ernization in Pacific 
island c예munities ，" 체~ls 01 Toμri~~ Research, Vol.9 , 1982 , 
pp.3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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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좋 VI 章 훌뭘J't行J態오} 觀J't動機 몇 
慧‘識으l 關f혔 

지금까지 처11 N 장에서는 서귀포 주민의 관광행 Eß툴， 그러고 제 v 장어l셔는 그들의 

관광동기와 의식을 각각 나누어셔 검토하였다. 이제 본 章에서는 觀光行態와 觀光動

機 맺 意識은 셔로 어떻재 관련지워지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 제 W 

장에셔는 셔귀포 주민의 관광행태를 여행빈도와 방문지의 유형을 중심a로하여 살펴 

왔a므로， 여기셔도 같윤 분석 툴을 그대로 유지하여 관광빈도의 많고 적움과 판광지 

의 종류에 따라 관광동기와 의식에셔도 유의적인 차이가 드러나는지를 밝히는떼 초접 

을 둔다. 

1. 觀光動權와 觀光行廳

1) 觀光頻度로 본 關聊

설문에서 제시한 12가지 관광동기밸 5점 척도의 응답 쟁도에 따라 .껑말 그렇다’와 

‘거의 그런 펀이다’라고 응답한 肯定 集團中立’ 集團， ‘거의 그렇지 않다’ 맺 .전 

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否定 集團으로 구분한 다음， 이 공정， 중립， 부정의 3개 ~.I 

집단에셔 전국 관광빈도， 쩨주도 관광빈도， 제주도 62개 관광자원의 방문회수에 유의 

적인 차이가 있는지툴 分散分析하였으며， 그 결과는 < 表 VI-l >애 정 èl되어 있다. 

관광반도으l 평균차 유의수준이 O. ûOOl 이하려 경우는 앞셔 판광행태의 사례보다는 

많지 않음 펀이었으나， 흉계적 유의수준 여부를 떠나서는 127q 동기의 거의 전부에 걸 

쳐 ‘그렇다’라고 응답한 동의집단에셔 관광빈도가 나머지 중립-부정의 투 집단에 비해 

일률적으로 높았다. 다만 사교적 활동지향성 동기들 (x3과 x9)에서만 그 순위가 뒤바 

휘어서 ·아니다’라고 응답한 부정집단에서 관광반도가 푸랫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이 肯定集團과 中立-否定集團 사이에 여행동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 

로 빈도에 차이가 나는것은 걸국 관광행동이 개별 동기 하나 하나에 따라 다르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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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I-1 > 全園 및 灣州島 觀光頻度 : 觀光動權의 應答集團間 差異

관광동기 
구분 

카L}- ; ←1!」 고 L•- 요 。... 제주도관광 

빈도평균 관광지 유형(%) 빈도평균 방문자원수 
(회) 자연 。l-l ￡ LL- (회) (개소) 

1. 00회 73.1엉 26.9% 3.95회 19.02회 

1. 07 78.7 21. 3 4.15 19.30 
.92 70.8 29.2 3.82 18.80 
.97 65.5 34.5 3.75 18.75 

표집구분 

총평균 응 답 N 

요 그렇다 1,527 
X4 I 중 간 743 

인 아니다 956 

1 
•--

。 01 ^";:>:. 
-rr -=-J ’「τ;

-.-----.~- …• ........ ‘ ....... ‘ ....... ‘ ... 센t------------------------- •_ .. . 

----
. 0663 l!555:i5555:;:;채웠썼했:-:-:-:-:.:-8 .4899 .......................... .......................... 

.4065 

해 그렇다 2,053 I 1. 11 
방 I X8 I 중 간 778 I .85 
적 아니 다 395 1 .75 

74.8 
71. 0 
66.8 

25.2 
29.0 
33.2 

_._,-_._-._---------- ••. .-.-._--_ •.• _ .•• ---------- -- ".------"--,_." •• --_ .•• ............. .............. 
유으l 수준 얹澈펀 .0306 

그렇 다 1,606 1 1. 05 1 75.9 24.1 
X12 I 중 간 913 I .90 I 69.7 30.3 

아니다 707 I 1.05 I 71.2 28.8 

4.15 
3.39 
4.07 

19.62 
18.74 
16.45 

휴뷰l 추흘 1"--- -----.-~~상 r---------------------.작dk - I . 2266 T - ;ii6 
773 1. 14 76.6 23.4 4.24 19.73 

X1 중 간 929 .97 72.0 28.0 4.02 19.82 
아니다 1,524 .96 72.0 28.0 3.77 18.17 

활
 동
 
지
 향
 서
。
 

요 

。 l
'-

2 

펀
…
…
繼
…
…
 

τ
E
ν
 

.. 

… 

때
 4.22 

3.68 
3.70 

19.71 
18.56 
18.05 

.1402 。 01 ^"εF -rr -J ,\::" .0182 
._ •• ' __ ••• _ .••• I • ___ •. _. ___ •••• __ ••• _ ••• _•. __ . __ .... __ ._. __ . __ ... -._. __ ._-.-_._ ... ----_ .. •t--------------------------• ----‘-_.-._---_._"-_._ .••. _ .• 

. αX>3 

산 그렇 다 991 I 1. 20 
쳐!1 I X2 I 중 간 1, 047 I .92 
적 아니 다 1, 188 I .92 

훌 I I 유의 수준 1:-꽉”繼 

74.6 25.4 
71. 3 28.7 
73.4 26.6 

.4140 

X5 때
 었 요
 ?
…
…
繼
…

…
뼈
 
쨌
 빼
 
… 

L 
… 

후
」
 

다
카
L
다
 … 

서r
 

렇
 

니
 … 

F 

그
중
아
 … 

[
1

.4590 

지
 향
 서
。
 

75.6 24.4 
71. 3 28.7 
72.7 27.3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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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I-1 )의 계속 

표접구분 
관광동기 
二L혹￡ 
’ '-

응 답 N 

요 그렇다 1, 919 
X6 I 중간 824 

인 아니다 483 

3 。 01 .)‘~. 
'11"-4 ，-τ: 

카」{二 「그고 」↓고 。↓ 제주도관광 

~~s:.. 퍼 。;t;L- 관광지 유형(%) 빈도평균 방문자원수 
(회) 자언 。~~ (호1> (개소) 

1. 15 74.0 26.0 4.34 20.20 
.82 70.5 29.5 3.32 18.04 
.75 73.4 26.6 3.51 16.02 

% 
…m 

m야
 

’
li 

oo 

”--낀
 % 

%
ω
 

n
.
ι
 

다
 깐
 다
 

챙
 중 싸
 

’t yj 
자
 여
L
 처
「
 

.3517 

75.2 24.8 
71. 5 28.5 
58.1 41. 9 

4.18 
3.19 
4.11 

19.50 
18.31 
17.04 

좋 I r-철-뚫 --1---.神n ￦젠j柳:慧 철갑 神

지
 하
。
 
셔
。
 

그렇다 924 
중 간 865 
아니다 1,437 

X10 

。 01 A~ 
'11"-커 ，-고J 

1.03 I 78.2 21.8 
.95 I 71.9 28.1 

1.02 I 70.7 29.3 

5.05 I 20.80 
3.75 I 19.01 
3.37 I 17.88 

:.:.:.:.:.:+잊했{::::::::::::::;젤썼;):::::: 

.. _._ ...... _. __ ._._._.--1-. ..... _ .•. ___ ._._._ ........... ____ ._._. ________ _ 

.4879 I .0066 

4 
7 
9 

’i 
n3 

aau 

1i 

때
 쨌
 

mm 

’
lA 

4--

다
 깐
 다
 

챙
 중 싸
 

‘.i m 75.2 24.8 
72.0 28.0 
71. 8 28.2 

4.50 
3.84 
3.50 

20.92 
18.75 
17.32 

。 01 -'ιj흔L 
'11"-4 ，-τ: 

-... _._----_._._-_._.-............... _-----_._._-----•--_.- ........ -_._-- …--_._-_ .... ---"_._-_._.-••-,--"-"--- .. _.------• ....... γ .•. -.--:-;-:--:.~--.-.. ' • 

. αX>2 .2754 
… 

쨌
 
… 

요 그렇다 1,063 I .82 
인 I X3 I 중 간 839 I .98 

73.1 26.9 
73.9 26.1 
72.7 27.3 

3.69 
3.76 
4.29 

18.70 
18.79 
19.62 

} 휴꾀-추흔→←← :1Tn\~:T'-'-'-"""."~싫-- -- -I 71A74I .o쐐 

그렇다 1,022 .90 74.4 25.6 4.00 18.97 
X9 l 중 7‘l- 1,020 .99 71. 3 28.7 3.88 18.72 

아니다 1,184 1. 11 73.6 26.4 3.98 19.32 

사 

교 

;<1 
fs Jo 
。

성 1 •.••. _._._._._._._._ .••. _ .••.••..•.• 1 •. _._ ..•.••• _._._._.+._.-… ......... _._._._ ............. _._.-tt-… 

。 01 ~‘~. 
'11"-4 ，-τ二 .0037 .4375 .9431 .4437 

註 : * 分散分析의 有意‘水뿔** chi-square 檢定의 有意水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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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기 보다는， 관광 및 여가활동에 대해 얼마나 적국적으로 사고하느냐에 의해 가 

쯤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積極的/햄極的 思‘考가 관광행동얘 관련펀다는 단셔 

는 우선 사교적 활동저항성 동기율에셔 소듀적 사고집단일수쪽 ‘다푼 사람률율 따라 

셔’ 그B1고 ‘동료들과 어울B1기 위해서’ 관광애 나셔는 빈도가 매우 높움얘셔 잘 드러 

난다. 또한， 펑균차의 유의수준이 매우 높운 동기둘， 즉 x2 (자신갑율 얻기 위함) x5 

(자묵적인 포험을 위함)이 모두 적국적 동기율이라는 점， 그러고 x8 (쟁신쩍 활력율 

얻기 위함)도 적곡척 요소가 적지 않윤 동기라는 캠도 관광행동이 적듀쩍/소뮤적 사고 

애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음 에이다. 

2) 觀光地 類型으로 본 톰홉聊 

(1) 全園훌뭘光地 類첼 

각 훌훌光動樓別 3개 慮‘答集團(뿜定， 中立， 否定)율 대상으로 천국관팡지 유형차이얘 

대한 chi-square 檢定 結果는 < 表 VI-1 >애 째시되어 았다. 

전반적으로 홍계치의 유의수준윤 낮지만， ‘그렇다’의 동의집단이 다른 집단률 보다 

자언 관광지툴 뎌 선호하는 경향이 대부혼의 동기얘 걸쳐 일관되채 나타낯다. 이것윤 

쩍곡척￡로 사고하는 집단이 중럽-소곡척 집단얘 비해 자언관광지툴 상대적a로 뎌 선 

호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의수준이 매우 높운 동기는 x4 (일상생활에서 해 

방되기 위함)와 x7 (자언과 껍하기 위함)의 두 가지였는대， 여기셔 요두 응정집단운 

자연관광지 구성 111가 월등~l 놓고 부정집단은 인푼관광지의 구성 111가 가장 커셔 자연/ 

인문관광지 유형 사이애 분명하게 대조롤 이루었다. 

사교적 활동지향성 동기 (x3 ， x9)얘셔는 관팡지 유형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않는 

대， 이것윤 관광목적지와 활동내용의 선택율 다른 사람이나 동료물에 맡기는 매우 소 

듀적 성걱의 동기라는 점율 감얀하먼 당언한 귀결이라고 여겨진다. 

(2) 홉州옳 훌훌光地 類켈 

채주도의 62개 주요 관광자원을 6개 유형 (옳l빼遊園地， 自然觀光寶顧， 夏季避園地，

人文훌§光寶뚫， 흩t待훌g光寶題， 文化行事)로 나누고， 각 유형밸 방문회수의 차이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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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각각 관련지워 檢定하여 보았다. 동기의 응답집단 구환 방법음 앞얘셔의 경우 

와 동일하다. 분석의 상째한 결과는 뼈훌훌 < 表 5 >애 수복되었a며， 집단간 방문빈도 

의 최대-획소 펀차와 유의수준만율 발혜한 것이 < 表 VI-2 >이다. 

훌g光寶顧 훌홉型 측먼애셔 볼 때 표집차이가 유의적인 경우는 자언관광자원， 인문관광 

자헌， 환대관광자원이고 나머지 3개 유형의 유의수준윤 매우 미악하다. 전술했었던 

t:lt와 같이 자언， 인문， 환대관광자원윤 외래 관광자들도 즐겨찾는 쩨주도의 대표적인 

자원이므로， 이 대표적 관광자원에셔 표집차가 두드러진다는 것윤 결국 셔귀포 주민의 

관광동기나 행동이 외래 관광자의 그것과 유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음 집단드로 크게 

앙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動憐로 보먼 가장 소곡적 성걱을 지넌 사교적 활동지향성 동기에셔는 집단 차이가 

유의적이지 못하여， 이 동기들은 관광치 선택과 관련이 가장 적물율 말해주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동료률과 같이 즐기기 위해셔’ 여행을 나셔는 정우 그 

목적지와 활동 내용윤 주민의 륙성이나 지위툴 불문하고 자언히 다양해잘 수 밖에 없 

율 것이다. 

유의수준이 높은 동기 요인 1, 2, 3과 자언， 인문， 환대관팡자현간의 관계를 잘Ji1 먼 

흥미로운 경항·들율 볼 수 없다. 죽 해방쩍 활동치헝·성 동기(요인 1 ‘정신적 활력율 

얻기 위함，’ ‘평소의 페로를 풀기 위함 ‘일상생활에셔 해방되기 위함’)얘셔는 환대 

관광 자원 방문반도얘셔 차이가 푸렷하고， 자언쩍 활동지향성 동기(요인3 : ‘자언스러 

운 것과 접하기 위함， ’ ‘새로운 콧율 찾기 위함， ’ ‘스포츠툴 즐기기 위함’ )들은 자언 

관광 자원 방푼빈도얘셔 차이가 푸렷하여， 동기의 유형와 관광지 유형 사이얘는 상당 

한 정도의 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유의수준윤 바교적 낮왔지만 도셔유원지 방문빈 

도의 경우 해방쩍 활동지향성 동기들얘셔 부정적 집단의 반도가 공쟁적 집단의 그것보 

다 뎌 높앓먼 현상도 동기 유형과 관광지 유형 션택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 

이다. 죽， 해방적 활동 지헝·성 동기들은 소뮤적 성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남들과 

달러 배툴 타고 멸려나가 낚시 등에 참여하는 적듀쩍 활동과는 자언히 상반되는 관7배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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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VI-2 > 濟州훌 훌§光寶顧의 類型別 詩問 回數: 훌R光動機의 應答集團間 最大-
最Ij、{直 偏差와 有훌‘水準 

1‘~ 고。J. 자 원 

관광동기 도셔 자연 하껴l 。Ll- 、EL겸~ 환대 문화 
유현지 관광자원 유현지 관광자원 관광자원 행사 

x4 .03 .03 .01 .01 .04 .03 
요인 1 
(해방 x8 .01 파g .04 파Z .08 .02 
지향) 

x12 .02 .05 .01 .03 파효 .01 

x1 .01 .03 .02 .03 :오§ .03 
요인 2 
(신쳐l x2 .02 .07 .04 꾀5 .JM .01 
활동 
지향) x5 .03 과g .05 파§ i요융 .03 

x6 .01 파g 파a 파g 4으요 .02 I 

요인 3 x7 .01 파g .03 .06 .05 .01 
(자연 
활동 x10 파Z .06 .03 .02 파g .02 
치향) 

xll .03 파g Æ i오§ ~ 파5 

요인 4 x3 .00 .04 .02 .02 .02 .01 
(사교 
지향) x9 .02 .02 .01 .01 .02 .01 

註) 수치는 집단빈도의 최대-최소치 펀차이며， 밑줄음 유의수준 O.α%을 뭇함 
(부혹 < 表 5 >애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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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한편S로는 동기 천반애 걸쳐 공정쩍 집단의 방문빈도가 전 관광자원 

유형얘셔 고루 높게 나타난것음， 셔귀포 주민의 樓極的/햄極的 性向의 差異가 일차적 

으로 관광행동율 결정하고， 그 다읍 구체쩍인 동기유형 하나 하나가 관광유형선택에 

관여하는 2段階의 意思決定 훌程을 밟재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 훨光寶훌意훌훌과 뼈光行態 

셔귀포 주민률이 관광빈도나 관광지 유형션택 행동이 다르먼 그들이 채주도 관광 차 

현의 중요생애 대한 짧훌훌慶 또한 달라지는 것인지툴 알아보고차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표섭율 채주도 관광빈도와 째주도 관광자원 방문회수에 따라 각각 4집단으로 구 

환하었다. 구환 기준은 四分位훨툴 택하었는대， 다만 판광반도와 문화행사 방문빈도 

애셔만 표집 환포가 심하채 偏布되어 있기때 이 기준이 지켜지지 못했다. 4分位數가 

환류기준으로 쓰인것운 전채표본을 빈도순위로 쏘아 각각 25 percent ile 씩 나눔으로 

해셔 가급적 각 빈도집단의 크기툴 바숫하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여행반도얘 따라 

집단율 구환한 다융애는， 5채 관광자원 유형벌로 그 중요성 평균 차이에 대한 분산환 

석율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 表 VI-3 >oil 수혹되어 있다. 

1) 훌光頻度로 본 關聊

채주도 관광반도얘셔는 중요도애 대한 표집차 유의수준이 미악하나 관광자원 방문수 

에셔는 매우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홍깨쩍 유의수준얘셔의 이러한 차이훌 불푼애 불 

인다먼， 관광반도나 방문차현수 륙'*1 관광여맹을 자주하는 집단일수혹 째주도의 관광 

자윈을 머 중요하채 인석하는 경향이 매우 푸렷이 드려나고 있다. 

이것운 관광여행의 경험이 많고 쩍죽생율 띨수혹 관광자원얘 대해셔도 그만륨 공정 

쩍 입장을 취하고 있움울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애셔는 자료의 채약때문얘 

重要性얘 대한 음훌훌훌과 훌훌光行動 사이의 方向性애 관한 의문， 쭉 판광자원율 중요하채 

여기기 때푼에 관광행동이 뎌 적국적으로 되어가는것인지， 아니떤 관광‘경험이 많율수 

폭 관광자원얘 대한 이해의 폭율 넓혀가는 것인지， 또는 관광행동파 자원의 인식사이 

얘는 원인과 결과가 순환되는 爾方向性이 있는것인지의 여부는 가렬 수가 없었다. 

110 



< 表 VI-3 > 濟州옳 뿔光寶源의 重要度 平均 : 灣州島 觀光賴度集團間 差異

표접구분 N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I 총평균 
(지헝) (식생) (시설) (민속) (행사) 

1. 61 2.29 2.44 2.05 2.42 2.10 

1. 59 2.25 2.35 1. 96 2.35 2.05 

1. 53 2.15 2.32 1. 95 2.28 1. 99 

1. 47 2.14 2.32 1. 89 2.23 1. 95 

-~'-'-----'-_._.-‘·‘·‘.-------.---------_.- “------_._-----._--------_.----‘-_._------ ‘ ------“.--------._- ‘ •. _- ‘. ---_.‘ --'-------"-

.α)()8 .α)()6 .1551 .0416 .0238 .α)()6 

1. 66 2.33 2.41 2.06 2.40 2.12 

1. 62 2.29 2.39 2.01 2.33 2.08 

1. 51 2.16 2.31 1. 91 2.30 1. 98 

1. 47 2.09 2.27 1. 87 2.27 1. 94 

X‘~ 0회 329 
고。↓ 1-2 1,704 

닙l-l 3-9 872 

도 10+ 321 

P 

a。} 0-10 798 
-I-lr1-- 11-17 829 

자 18-26 815 

원 27+ 784 

계 p 꽉않웠:젠-:.:-J熾;:;;; @i6 i갚 

자 0-2 669 1. 67 2.37 2.45 2.11 2.46 2.16 

。l1- 3-5 932 1. 57 2.23 2.34 1. 93 2.28 2.02 

자 6-8 767 1. 55 2.20 2.34 1. 95 2.32 2.02 

현 +9 858 
X 1.빼50 ‘상 2.@1@0 2.28 ‘@ 1.g9p0 2.28 .야 1.%9n5 1 l 

p .@11 - .α)()3 

。l-l 0-1 678 1. 67 2.33 2.43 2.06 2.33 2.12 

투l-L 2-3 814 1. 60 2.27 2.38 2.00 2.35 2.07 

자 4-6 1,001 1. 54 2.19 2.33 1. 94 2.35 2.01 

원 7+ 733 1. 47 2.09 2.26 1. 86 2.27 1. 93 

캔
「

r「r
r
 

… 

사
야
 

… 

갱
 펀

鐵
…
 

쨌
 

?
…
…
…
鋼
…
…

펙
…
…
鐵
…
…
 

캔ν
P
F
h
ν
.
 

Tll … 

p 

화 

o 1,867 1. 58 2.23 2.40 1. 98 2.36 2.05 

1 876 1. 59 2.22 2.31 1. 95 2.33 2.03 

2+ 483 1. 49 2.17 2.22 1. 90 2.18 1. 95 ~ß 
。

사 1 •. _ .•• … _.+ .... _._._ .... +._._._._._._._._.-… - … 

P .0111 .3386α)()1 .0723 .α)()5 .0013 

p 分散分析의 有意‘水뿔. 

111 



2) 觀光地 類훨으로 본 關聊

< 表 VI-2 : 本 章 第 1 節 참조 〉빼셔 보는 바와 깝이 방푼 자원수로 보아 문화행 

사얘셔， 관광지 유형S로 쏘아 문화시설자원과 문화행사에셔 표집차가 일관되채 미약 

한 반면. 다폰 관광지 유형 사이얘셔는 표집차가 매우 유의적이다. 그러나 문화시설 

자원과 문화행사의 경우얘셔도 ~1혹 유의수준운 낮지만 방문회수가 찾아질수쪽 중요도 

얘 대한 인식도 눔아지는 경향만음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먼 판광지 유형의 

경우얘서도 방문빈도의 환석얘셔 밝혀졌었먼 바와 마찬가지로 셔귀포 주민의 적륙적 

태도와 행동여부와 관광자원의 인식 사이애는 척지 않윤 관련이 있움이 거듭 확인된 

다. 

또한， 문화시설자원 (중문관광단지의 식물원과 해양수쭉관 등)과 문화행사 (유채꽃 

콘잔치 등)때 ~1하여 자언지형→}생자윈(한라산 둥)01나 향토민속자원(민속촌 둥)애셔 

중요도의 차이가 뎌욱 뚜렷이 벌어지고 았는 현상도 관광행동과 인식 사이의 관째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자연자원과 향토민속자윈운 전반척S로 문화시셜자헌이나 문 

화행사얘 ~1해 셔귀포 주민물이 머 자주 찾는 자원들이다. 이와 갑이 방문이 잦은 차 

윈률애셔 문화시설자윈처럼 인공척으로 푸미고 가문 경우보다 그 중요성애 대한 인식 

의 차이가 뎌욱 두드러진다는 것윤， 추민들이 평소 관심윷 가지고 있고 차주 대하는 

자윈애 대해 그만륨 뚜렷한 主훌율 형성하고 없다는 뜻이 펼 것이다. 

3. 훌훌光影훌훌훌識과 훨光行廳 

블 o 로， 관광행동애 따라 집단을 구환하였율 때， 관팡영향얘 대한 의식에셔는 어떠 

한 차이툴 나타내는지률 分散分析과 chi-square 훌定율 홍하여 살펴 보않S나， 의미있 

는 경향율 발건할 수 없었고 홍7뼈*1물의 유의수준도 매우 져조하였다. 

이와 감이 관광행동과 관광영향의식 사이애 유의적 관체가 형성되지 않는것응， 관광 

영헝·때 대해 셔귀포 주민 각자 나톰즈L호 가지게 되는 전해는 반드시 관광여행이라는 

구체적 행동율 홍하지 않고셔도 형성휠 수 있기 때문인 것S로 접작펀다. 매일 매일 

의 생활속에서， 미디어 또는 이웃과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롱하여셔도 자기 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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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이 가져옴 영향이나 외래 관광자려 행태에 대하여 주관을 형성하여 나가거l 펼 

것이기 때문이다. 

관장영향에 대한 인식 및 평가란 본사 어려 측먼을 아울러 얄펴는 종합적인 성걱을 

뜨l우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 관광지를 적접 가 보않느냐 또 얼마나 자주 가 보였 

느냐 하는 척도로만 파악휠 수 있는 성질윤 아닐것이다. 관광의식의 형성을 하나의 

學習(learning) 過程이라고 깐주했을 때， 이 학습에 영향을 주고 또 관련되는 것은 관 

광여행 여부 보다는 일상 생활에서으-) 개인 및 공동의 이해관계， 여론 등이 뎌 중요한 

융소가 아닌가 여겨진다. 특히 여론은 허구적인 종속구조으l식에 의하여 필요이상으로 

부정적， 저항적 경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젓이다1) 그래셔 올바폰 여론을 형성시키 

는 것음 개도둑들의 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4. 蘇合討論

이 章에셔는 觀光動機， 觀光資願에 대한 認講， 그러고 觀光影훌훌에 대한 意讓이 셔귀 

포 주민의 관광행동 묵히 어행빈도 및 관광~1 유형과 각각 어떻게 관련되어 없는지를 

차례로 갈펴왔다. 분석에서 드러난 사항을 종합하먼 다음과 같다. 

훌웰뿜‘劃I機와 관광행 Eß 사이의 관련을 검토하는 가운떼 밝혜진 흥미있는 사항의 하나 

는 특성 동기 하나 하나에 따라 관광행동이 달라지가 보다는 동71 유형전반에 걸쳐 동 

7)가 뚜렷할수폭 여행빈도도 바례하여 늘어난다는 섬이었다. 이러한 경향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이 복합적S로. 작용한 결과라고도 밑어진다. 첫째， 관광동기가 뚜렷 

하다고 하는것은 해당 주민의 태도가 적극적임을· 반영하는 성표로 볼 때， 餘H뽑生活의 

積極性 여부가 결국윤 관광여행의 많고 적음을 낳게 하는 측번이 있을 것이다. 둘째， 

여행이한 항상 한 가지 동기로서만 떠나는 젓윤 아니며 때로는 이런 동기로 때로는 저 

런 이유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먼， 관광빈도가 높음 주민층에셔 

1) Francisco , R. A. , " The poli tical impact of tourism dependence in Latin 
America , ., 짜mals 0/ Tourism Res얹rch ， Vo1. 10. 1983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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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기 션반에 걸쳐 응정적 의사 표시폴 한것운 다톰아닌 훌훌光動樓의 多樣性을 나 

타낸 것a로도 보아야 할 것이다. 

아풀든 관광동기의 뚜렷함파 여행빈도 갇애 높은 상란이 있는 가운대， 세부적a로는 

구채적인 관광동기 유형에 따라 판광지 유헝의 선택도 다소 닿라지고 있음이 드러나， 

관광동기와 행동의 관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률 종합하먼， 아마 

도 관팡행동은 짧빠품活動에 대한 愈求와 種極的 廳度 여부에 의해 일차적으로 관련되 

고， 그 다읍 구체적 동기얘 따라 관광지가 선택되는 2단계 과껑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 

라고도 보여진다. 

채 W장애셔 밝핵진 바와 같이， 관광행동윤 대체로 양분되어 도시지억 주민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총애셔 비도시지억의 경우보다 관팡빈도도 높고 관광치 유형에셔도 차이 

가 나는 경향이 있읍율 회상할 때， 관광동기나 행동 사이의 관련성은 都市/非都市地域

住民의 區分과도 일맥 상홍하는 접이 있다고 본다. 도시/비도시 환경의 차이는 해당 

지억 주민의 life style에 차이를 가져오고 나아가 여행과 여가활동얘 대한 수요에셔 

도 차이를 불러오게 휠 젓이다. 

했뿜홉題熹識에셔도 관광행동과의 관련성윤 차원 유행에 따라 다소려 차이는 있었지 

만 전반적으로 유의적이었다. 즉 관광여행을 많이 하는 주만들에게셔 관광자원을 더 

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웠으며， 륙숭 l 자연자원과 향토민속자원의 경우에 이 

런 경향이 더욱 분영하였다. 이것은 결국， 관광지 現揚 經購이 풍부할수록 그만큼 이 

해의 폭이 넓어지므로 자언히 자현의 7t j l를 머 많이 인정하게 되는 동시에， 주민 자 

신이 장래 해당 관광지툴 또 다시 찾아가게 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애도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것일 것이다. 

관광빈도와 자원인식 사이의 높윤 상판윤 정책애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 

는 한국 유수의 관광지암으로 인해셔， 그만큼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 갈등도 심화되 

어 있는 펀이다. 따라서 어변 개발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 대민 설득이 필요하다먼， 

공챙회나 광고 등의 :u l 상쩍인 홍보보다는 주민들애게 관광지를 답사시켜 현장체험을 

얻게 하여줌으로써 住民과의 對훌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플어나갈 길을 마련할 수 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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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관광동기와 행태 사이애 여가활동에 대한 쩍곡적 사고와 태도가 쩍극적인 관광행동 

으로 이어셨듯이， 관광자원의식과 관광행태에셔도 관광자현의 가치툴 인정하는 껑도와 

관광행동의 적곡성이 셔로 언관되고 있음은， 결츄 관팡으l 動機-짧‘훌훌-行動0) 셔로 낀밀 

하게 얽혀 있음을 찰 보여주는 것드로 생각된다. 우려는 또한 이 3자간의 관계가 셔 

구}포 주민의 사회 경채적 Ã)위나 거주지액의 위치와도 결쿄 무관하지 않융을 앞서의 

처!I lV, V장의 분석애셔 거듭 확인한 바 있었다. 이는 향후 動權{짧讓-行動으l 언관썽 

을 주민들으1 1 ife style의 차이애 따른 廳顧活動 憲要의 差異와 관련자워 섬층 언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훌홉휴:홉?첼훌훌폴講과 관광행 Eß의 관계는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나 의미있는 경향을 밝히기 

가 어려웠다. 관광개발운 자연히 지액경제와 깊은 관련이 치워지 7) 때문얘， 셔귀포 

주민에셔도 각자가 처한 體濟的 利害關係에 따라 관광개발이 띠치는 영향애 대한 시각 

도 크게 엇갈t! 1 게 펼 것이다Zl 표본 중 적업이나 관광소득 관련쟁도애 따라 평가가 

서로 다르고， 대학생 집단에서는 경제적 이해정도가 가장 렬하기 때문인지 설문문항 

전반에 걸쳐 비판적이고 부쟁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아툴 잘 입증한다. 관 

팡C영향으l식과 관광행동 사이에 유의적 관계가 검출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채주도 

처럼 지t!)적으로 (비교적) 범위가 좁윤 공간에서는 석접 관광쳐l험을 하지 않고도 관 

광산업에 대한 주민 나름의 전해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뎌구나 셔뀌포 주민이 사는 

공간 그 자체가 관광지이묘로 굳이 여행을 롱하지 않고서도 일상생활을 흉하여 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내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제 V 장에서 우리는 셔귀포 주민의 다수가， 륙히 교육수준이 높윤 층에셔， 외래관 

광자들의 행동이나 관광산업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헤 부정적인 걷해블 7t지고 있 

음율 알게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관광지 주민의 의식이 부정적， 비판적 경향을 띠게 

되는것을 Doxey , Cleverdon , Edwards 등의 훌훌훌構造化模型에 입각하여 본다먼， 아마도 

2) Mele힐lY ， T. , Preglau , M. & Tafertshofer , A. , " Tourism develpment and value 
change , ’· 짜mals of Taurism Research, Vol.12 , 1985 ,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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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I 3 단계 즉 慣짧의 段階， 또는 관팡자를 증오의 대상으로까치 인식하게 되는 제 4 

단계 (敵懶心의 段階)에 이르른 것이 아닌가도 여겨진다 3) 그러나 국내에서 관팡저 

주민의 갈등 구조화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Doxey 등의 假說을 수용 또는 기각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의 주J:l. 언구 

과체의 하나로셔 남겨두고자 한다. 

훌훨1(:行뼈1. 험1機. 賣‘홉의 횡톨훌훌: 처1I 1V, V 장에서 셔귀포 주민의 관광행동이나 으l 

식에셔 일관되게 표집차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居住地域， 年樞， 聯業， 學

歷， 觀光者와의 接빼頻度 및 觀光所得 톰홉聯程度로 섭단을 구분하었을 때 그 차이가 가 

장 두드려졌었는떼， 이는 셔귀포 시악이 대채로 도시지억과 비도시(농촌)지억:로 나 

위어 주민의 채반 륙성애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 

이다. 외래 관광자와의 껍촉빈도나 관광소득 관련 정도로 볼 때 관광행동과 려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접윤 매우 주폭할만한 일로셔， Belisle파 Hoy의 주장 즉 觀光地와 

의 距離에 따라 관광행동이나 의식에 차둥이 일어난다는 假說이 우회적 o 로 입증된 것 

으로 보인다 4) 

셔귀포 주민율 所챔水揮애 따라셔 구환하였율 때애는 표집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 

었었는떼， 이는 언구지억 륙유의 소육환포때셔 언유하는 것S로 생각펀다. 셔귀포는 

관광환야의 성장도 촬목할만 하지만 또한 농업보호정책애 랴하여셔도 가장 많음 혜택 

울 누려왔번 콧이기도 하다. 감율， 파인얘풀， 바나나 등 푹수작물 채배로 놓운 소둑 

을 올힐 수 없어셔， 비혹 농민이라 하뎌라도 본토의 경우와 달러 여 E-} 7뼈층의 소득율 

훨씬 능가하는 사람이 많아 관광행동이나 의식애 대한 구분 지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먼 것으로 생각펀다. 이러한 셔귀포시의 륙수성을 감얀할 때， 본 사례언구애셔의 

소득얘 대한 분석 결과를 여 Et 관광지애까지 언장，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3) Doxey , G. V .• 1976. op. cit .. 
Clever、don ， R. & E이셔'ards ， A. , 1982 , op. cit •• 

4) Be lisle , F. J. & Hoy , D.R. , 1980, op. c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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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홍 vn 章 結 홉뚫 

이 冊究는 관광지의 주민들 자신윤 觀光者로셔 어떠한 觀光行動을 보이며 , 무슨 뼈 

光動機와 훌훌훌훌。 l 그 배경율 이루고 있는가툴， 우러 나라의 유수 觀光地의 하나인 西騙

浦市를 사려}지억S로 삼아 살펴 본 것이다. 언구를 위한 寶料는 주로 設問調훌애 으l 

존하였고， 광뱀위한 면접조사애셔도 많은 도움을 받였다. 설문내용운 관광동기， 관광 

공깐행동， 관광의식， 주만륙성 등 총 143 문항￡로 작성하였다. 조사기간윤 ~l 억적 농 

한기를 고려하여 1990년 3월에셔 5뭘까치 예비조사툴 하었고 같윤 해 6월에셔 7월말까 

지 본조사을 하었는떼 최종 수집흰 표집수는 3 ， 226영이었다. 수집펀 자료는 주로 分散

分析， chi-sqare 檢定， 要因分析 技法 등율 이용하여 검토되었다. 여기에셔 얻어진 주 

요 분석결과는 다읍과 같다. 

훌훌뿜:行願 1년간 1회 이상 전국민의 평균관광참여율(1988년 69%.)애 비하면1) 셔귀포 

주민의 전국관광여행참여율( 53%.)윤 다소 멸어지지만， 처l주도 내에서는 비교적 많윤 수 

의 관광지를 창는 것으로 밝혀셨다. 관광지려 유형a로도 전국관광은 엽然 觀光地에 

대한 섣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였으나， 제주도 내얘셔는 다양한 유형외 판광지가 고루 

방문되고 있었다. 또한 전국여행에셔는 그 목쩍치가 제주도에서의 거 è)와 전혀 관계 

가 없어 보였는떼 반해， 제주도 내에셔는 도셔유현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距離 뼈훌훌 

性이 뚜렷하였다. 전국과 쩨주도 관광행동이 이와 같이 여러 축먼애셔 대조률 이루는 

것응， 전국관광이 宿뼈觀光으로서 모처럼의 나율이인떼 l:I l 해， 채추도 내의 관광。 l 한 

전형적인 관광여행이라기 보다는 셔귀포 주민의 日常生活의 延長이라는 성걱의 차이에 

셔 바못되는 것a로 보인다. 

훌월휴:뼈I機 : 셔귀포 주민려 관광동기는 해방척 활동， 자언쩍 활동， 신체적 활동 및 

사교적 활동지헝·성의 4개 유형S로 나뉘어 ~l며 이 중 解放的 活動指向性파 自然的 活

1) 韓훌훌觀光公社， Ii' 1990年度 훌훌光動向에 관한 年次報쁨畵 .!)J 1990,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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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指向性 動樓가 주류률 이루었다. 또한 관팡동기가 분맹할수혹 여행 회수도 이얘 비 

혜하여 늘어앓고， 관팡동기의 유형과 방푼 관광지 유형 사이려 관계도 유의쩍임이 밝 

혀셨다. 전반적드포 동기얘셔 쩍곡적인 의사를 표하는 주민층에서 자연관광지의 션호 

가 뚜렷하였고， 소듀적인 집단얘셔는 관광빈도도 낯으며 인문관광지툴 선호하는 경향 

이 보여， 향후 언구에서 관광수요와 태도얘 대한 집단차이툴 머욱 셰밀헤 검토해 불 

펠요가 있율율 시사하고 있다. 

뿔뿜i훌훌順賣‘훨훌 : 설문애 웅해준 사람들윤 전반적드로 쩨주도 관광자원을 매우 중요하 

재 인식하고 있S며， 륙헤 딩然賣훌훌파 鄭土民혐寶題을 여 ~t 인문-문화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 고장 固有의 賣題애 콘 애착을 보여추었다. 또한 중 

요성의 정도는 셔귀포 시억 내외 여부나 셔귀포로부터의 거 el에 구애받지 않고 있어， 

空間짧講의 範圓가 비교쩍 넓음율 드러내 주었다. 아울려 관광여행을 자주 하는 주민 

층애셔 관광자원율 뎌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바， 이는 관광행동에 의한 쩨험이 의 

식 형성에 강이 관여하고 있용을 뭇하는 것으로 보인다. 

훌g뿜:홉킹톨훌薰훨훌 : 재추도의 훌훌光地化가 꺼진 영향에 대하여 주민의 대다수는 批判的인 

立꿇율 휘하고 없어， 피해의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렸율율 알 수 있었다. 륙훌 l 대학생 

층윤 1:1)판적， 부껑쩍 태도가 가장 심하었S며， 고학력 화이트칼라 층얘셔도 제주도 관 

광개발에 대해 상당헤 유보적인 전해툴 가지고 없어， 훌훌훌 構造化 段階로 보아 폰노의 

단쩨(채 3단계) 또는 쩍개심의 단체(재 4단체)얘 이르렀지 않나 여겨지며 , 주민과의 

갈동해소가 향후의 주요 정잭과채임율 보여추고 있었다. 

觀뿜:行뼈1과 薰讀의 톰힘係 : 관광여행의 빈도와 방문지 유형음 판광동71와 자헌의식에 

깊이 관여되고 있어， 관광 행동 - 동기 - 의식의 새 요소는 대체로 積極的인 行動 -

橫極的인 總度 - 훌훌光寶源에 대한 肯定的 評價로 이어지고 있융이 발걷되었다. 그러 

나 관광 행동과 관광영향의식 사이애셔는 투렷한 관채가 인지되지 않았으며， 오헤려 

주민의 사회 경채적 특성에 의해 상당한 차이툴 보여추고 있었다. 

#봄의 훌t.홉홈F엠훌的 *훌함애 따휴 훌훌훌 : 관팡행동， 동기， 려식 전 항목애 걸쳐， 갱도 

의 차이는 다소 있었으나， 추민륙성얘 따픈 대조가 뚜렷하였다. 륙~l 學훌， 年椰，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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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 觀光所챔 關聊度 측번에셔 集團差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와는대， 이는 결국 西輔浦

中心部의 都市地城과 周i톨部의 非都市地城애 거주하는 주민의 차이로 대밸되는 것으로 

도 볼 수 없다. 이는 셔귀포 시역 내얘셔도 생활양식이나 의식 등애서 셔로 다튼 社

훌集團들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social area 없181ysis 등율 홍하여 사회 

지역 구조흘 정밀히 파악할 필요가 앓다고 생각펀다. 외래 관광자와의 접촉반도 및 

관광소득 관련도에셔도 집단차이가 상당히 유의적이었번 점운 훌光地와의 g딛빼흩에 따라 

의식수준얘도 차등이 일어난다는 션행연구들의 보고툴 뒷받침하는 중거로 활 수 있다. 

다만 관광자원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셔만은 거ï!: 1와의 관쩨가 뚜렷하지 웃$t었는 바， 

이는 표집의 대다수가 채주도 현주민이었S므로 이율의 空間認홉룰 備뭘뼈가 셔귀포 시억 

애만 국한되지 않고 채주도 천억애 걸천 때문으로 사료펀다. 

이 언구얘셔 얻어낸 중요항폭을 골라보먼 셔귀포 주민운 관광동기얘셔 I훌故的 動홉 

와 自然的 動홉얘 대하여 상당히 션호적이며 특히 쩍듀적 동기의식율 갖고 있는 주민 

들윤 自然뼈光地툴 션효하고 없었S며 , 空間훌훌。l 넓고 훌훌光寶훌훌훌講이 강하먼셔도 

觀光影훌훌意‘鐵얘 있어셔는 얘우 비판적인 성향율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플 

윤 앞으로의 관광정책애 얘하어셔도 시사하는 lit가 크다하겠다. 륙히 쟁책결정얘 었어 

셔 주민율 배채한 관광개발7뼈획의 수럽이나 설행은 앞으로 반드시 채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없다. 

이채까지의 훨光冊究는 外來 훨光者얘 관한 것이 주류툴 이루어왔다. 관광지 주민 

을 대상a로 삼은 연구ï!:t 하머라도 관광지 채발이 헌지 주민생활얘 미치는 영향등애 

집중되었을 뻗으로， 훌훌光地 住民률의 空間行動이나 관련 동71와 의삭분야얘 대하여는 

지식의 촉적이 찍었다. 본 언구는 이러한 미진한 언구 부푼의 간곡을 다소나마 빼워 

보려는 서도었다. 연구훌 진행하는 파정얘셔 새로운 물융도 여렷 채기되었고， 자료의 

채약상 충환~l 究明되지 못한 점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의문사항들윤 향후 언구과째 

로 삼고차 한다. 륙~l 관광수요의 예혹과 관련펀 정교한 空間相互作用模型의 개발， 뼈 

光意.홈 形成과 훨光 睡톨용의 관7뼈 究明， 훌훌훌 構遭化 假說애 대한 檢훌훌 등운 시급히 추 

구해야 활 과채로 어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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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문에 대하여 ( )속에 답율 쓰거나 0표를 하여 주십시요. 

(1) 거주지. 셔귀포사 동( i! j) , 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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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학생. 

차， (평 교사. 

타， (주부. 

파， (무직. 하， 7) 타( 

(6) 월 평균 수입(귀댁 포든 가구원의 일년 총 수입의 합계툴 12 달로 나누어서). 

(약- 만원). 

(7) 학력 . 
가， (국졸이하. 나， ( 

마， (고교 졸업(고교 중회 포함) . 라， ( 

마 J (대학졸업 이상. 

)중학 졸업(중학 중회 포함>. 

)전문대졸(전문대，대학의 
재학，중회 포함) 

… 

‘--
” 

q
닝
 

녁
 

1 



:~**한 문항이라도 봐지먼 캠퓨터 분석이 얀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요 .:þ:::~ 

************************************************************* 
(8) 귀하가 사는 곳(동내)얘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찾아 옹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 )매우 많이 온다. 나， ( )약깐 많이 오는 펀이다. 

다， ( )보홍이다(중간) . at ,( )가음 오는 펀이다. 

마， (거의 얀 오는 펀이다. 

( 9) 귀하의 소득윤 채주관광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까? 

가， (매우 관채가 깊다. 

다， (그저 그렇다(중깐). 

마 t (천혀 관쩨가 없다. 

* * 

나， ( )약간 판계가 있다. 

라， ( )거의 판계가 없다. 

* 
---볼일을 겸한 관광을 포함 합니다(10번--13번) .---

(10) 쩨주 도내관광을 1989년 --1990년(작년과 음년) 동얀얘 몇 번 정도 

하웠습니까? ( 회 ) . 

(11) 국내관광(쩨주 체외)을 1989년 --1990년(작년과 곰년) 동얀에 몇회 정도 

하았습니까? ( 회 >. 

(1 2) 가장 인상 깊었먼 관광지(쩨주를 째외한 국L해의)는 어다 입니까 ? 

(13) 해외여행율 해본 경험(출쟁후 지음까지)이 있습니까? 
(았으시먼 그 횟수를，없으시먼 0표툴 적어 주십시요. ) 

획 >. 
(4) 관광잭이 왜 쩨주를 찾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애 0표를 하십시요. 

가， ( 

다， ( 

마， ( 

)관광업소의 셔비스가 좋아셔. 나， ( 

)새시풍속이 유별나셔. 

)관광시설이 잘되어셔. 

라， ( 

바， ( 

사，기 타， ( 

)채주도민이 천껄해셔. 

)관광비용이 쩍게 들고 편 aJ 해셔. 

)자언환경이 아톰다워서. 

:::**관광---사는 콧을 떠나셔 즐거운 행동(숙，석，음，놀이 등)율 즐기는 것.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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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귀하는 어떠한 이유로 관광을 합니까? 아래의 각 설문 항목 마다의 

해당란어:1 0‘.표를 하여 주십시요. 

카。{ 말 거 의 그 저 거 의 전 혀 l 
설 투1-L -, 용'-’ 그렇다 그렇지 그렇치 

그렇다 펀이다 (중깐) 않 다 않 

어현지 충동적으로 관광을 하고 싶어셔 

자신감을 얻을 수 었는 기회를 갖고 갚어셔 

다른 사람들을 따라셔 가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애셔 해방되고 싶어셔 

관광을 통해셔 차듀적인 모험을 즐기고 
담력을 카우고 싶어서. 

여려 가지 전문을 넓헤고 싶어셔 

자언스려운 껏(인정，풍경 등)과 접촉 하고 
싶어서 

정신적인 활력을 얻기 위해셔 

동료들과 마음껏 놀아 보고 싶어셔 

스포츠(등산，낚시，사냥 둥)를 즐기기 위해셔 

다븐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창아셔. 

평소리 lil 로를 풀71 위해셔. 

(6) 귀하께서 1989년에셔 ---1990~ (작년과 듭년)동안 아래의 각 관광자원을 

방문(관광)하신 적이 았으먼 해당한에 0표를 하여 주십시오. (관광=방문) 

관광 자원 영 

가화도 

마라도 

비양도 

-。r 도 

뱀 섬 

바。푸 t 했융 관광 자원 
(1989--1990) 

옆 셈 

- ILf1一- 셈 

지귀도 

행 j에 도 

차귀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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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예 바。무 L 했융 

(198~--1990)1 

다 



H。}무 L" 해 >>-오 o 닝。}ξ 1」L 흩 yR、 」nE-

관광 자현 n。* (1989--1990) 관광 자원 n。4 (1989--1990) 

한라산 (등산) 얀댁 겨l곡 

중문 천져l 언 만장굴 ~I 구 

쟁방폭포 비자럼 지구 

천지언 산둠부ël 

산방산 지구 협채공현 
(용머 ëJ，산방굴사) (빵용물) 

생산 일출봉 용 두 압(용언) 

돈얘코 협재 해수욕장 

강갱천 신앙· 해수욕장 

-까‘‘·처 。바 。 함댁 해수욕장 

공천포 해수욕장 확~l 해수욕장 

중문 해수욕장 삼영‘ 해수욕장 

화순 해수욕장 

중문 식물원(여미지) 목석현 

중푼 해양수족관 자언사 
(돌고래 쇼) 박물관 

얀댁 조각 공원 삼성혈 

표션 민숙촌 중푼 대유 
수렵장 

성읍 민속촌 
중문 골프장 

항몽 유적지 
(항파두ë)) 쩨주시 골프장 

(아라，오라) 
신천지 미술판 

(무수천) 

4 qu 

‘ 

1 략
 



관광 자현 n。4 a。}ξr ~애g i ILI 관광 자원 n。4 a。} ξ 1」L 융 꺼*에‘ i nL 

(1989--1990) (1989--1990) 

중푼단지 호텔，콘도 중문단지 관광객용 
음식점 

서귀포시내 여관，호탤 
셔귀포시 판광잭용 

쩨주시내 여관，호탤 음식점 

중문 단;t l 나이트 제주시 관팡객용 
를렵，술집 음식점 

셔귀포시내 나이트 중문단지 호텔 
블렵，술집 슬러트 머신(게임) 

제주시내 나이트블렵， 셔귀포시내 호텔 
술집 슬려트 머신(게임) 

제주시내 호탤 
슬려트 머신(게임) 

행사 n。4 관람 했음 행사 n。* 관람 했읍 
(1989--1990) <1 989--1990 ) 

유채쫓 큰잔치 마을 제 

한i!t 문화제 향토무속(무당)행사 

(17) 귀하는 앞으로 쩨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셔 다음의 각 관광자원이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의션과 일치하는 난애 0표하여 주십시요. 

관랑 자원 n。킹 

한라산 (동산) 

중문 천채연 

정방폭포 

천지언 

산방산 ~l 구(용머i!L 
산방울사) 

성산 일출봉 

매 - 〈T〉一 약 71-} 

중요함 중요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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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광 차원 n。*

얀덕 7배곡 

만장골~I 구 

비차렴 치구 

산곰부i!} 

엽채 공원(장용울) 

용두암(용언) 

중문 식물원(여미지) 

중문 해앙수혹관(률고해 
쇼) 

얀댁 조각 공원 

표션 민숙촌 

생읍 민속혼 

항몽유적~l<항화두i!j) 

신천지 미술관(무수천) 

목석원 

삼생혈 

자언샤 박물관 

유채쫓 콘잔치 

한라 문화체 

마을 쩨 

행·토 무속(무당)행사 

-。「 약 71-} 

중요함 중요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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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 쳐|주도는 관광에 의해서 많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랴 각 설문에 대해 

귀하의 의전과 일치하는 얀어I 0표블 하여 주십시오. 

설 -Il「1-r---

오|지애서 온 관광객들윤 채주도의 
관광자원을 좋아한다. 

관광객들은 사치스렵고 향·략적 이다. 

관팡객들음 주민의ikl-}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 다. 

관광객들윤 쓰러|기툴 아무뎌l 나 버런다. 

관광객들은 질서를 잘 치킨다. 

쩨주의 기엽들은 관광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별고 있다. 

육지 사람들의 토지투기 과열 때문에 
처l주 사람들윤 관팡ÃJ 에셔 쫓겨날 것 같다. 

쳐l주 사람들은 대기업들의 대뮤모 
관광사업에 의하여 착취 당하고 았다. 

쳐l주에셔의 관팡산업윤 주민의 일자리를 
잘 마련해 주고 있다. 

쩨주에셔는 관광산업이 항·토 미풍양속을 
해치고， 뱀죄를 증가시카고 있다. 

정부의 관광개발계획에 힘입어 관광사업에 
투자흘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 

관광객 중심의 관광자원개발얘 치중되어셔 
주민생촬이 도외시 되고 있다. 

관랑개발7해획윤 제주도 전홍문화 보전 보다 
헝i략적 놀이 문화 보급얘 *J 충되어 잇다. 

관광개발계획 때문얘 관광시설물에셔 
쩨주도의 향토성(멧)이 잘 쌀아 나고 있다. 

환경보전계획이 미홉하여 환경훼손과 
환경요염이 날로 심해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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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거의 

그렇다 그렇다 

」←
L-~ ____ 

그져 거의 전혀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중깐) 않다 않다 



쟁말 거의 그저 거의 
셜 ~一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중-깐) 않다 않다 

판광개발7배획 댁택얘 시내 이관과 
교통환경이 좋아셨다. 

쩨주도 관광개발쩨획은 지억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었다. 

쩨주개발을 위한 주민자본을 조생할 경우애 
그얘 참여할 생각이다. 

쩨주도의 퓨채자유지억윤 조껑되어야 한다. 

수렵장， 골프장등의 고급 관광자원 개발윤 
악아야 한다. 

중문 관광단지는 축소 조쟁되어야 한다. 

외지 관광객애채 관랑새(지방째)툴 새로 
부담 시켜셔 관광공해툴 해결하는혜 
쓰E여야 한다. 

지방갱부(도， 시，곤) 지원하에 민박채도툴 
활성화 시킨다떤 상당히 성공할 것 이다. 

관광객들은 주민들 보다 관광지 입 장료를 
머 많이 내도복 해야 한다. 

우리 동내 사람들윤 관광자윈율 아끼고 
보호한다. 

우리 동내 사람들은 관광애 관한 교육을 
받율 필요가 았다. 

우리동네 사람들윤 환경정화얘 잘 참여한다. 

우el 동내 사람들윤 관광객얘재 천절하다. 

우el 동내 사람들은 관광객을 돈벌이 
대상드로만 생각하는 펀이다. 
」

감사합니다. 얀녕히 계십시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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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 > 灣州옳 훌훌光寶源랴 類型別 誌問回數 : 社會 經灣的 特性別 標集差

고\.....↓ 고。1- 자 원 T 。r *k 。*

구 -틀~ N 
도 셔 자 。L4- 하 겨l 。~~경~ 환대 문화 
유원지 자 원 윤원지 자원 자원 행사 

총 평 it 3 , 226 .14 .49 .34 .33 .27 .16 I 

도 시 련 1, 410 .14 .52 .36 .33 .29 
거 동 부 권 608 .18 .45 .33 .31 .24 .17 
주 셔 부 권 595 .10 .49 .30 .37 .30 .16 
^I 내 륙 권 613 .13 .44 .32 .30 .22 .17 
억 t-.-.....•. -.- .. -.----.--.--.-.-.--.- ~._._. __ . __ ._.--- t-.--.-.. ---.--.--.--.-------.. -.--.-.• -.-.-.----.-.---.--.-

*~’ -JL「jτ를::. • α)()() α)()() α)()() .α)()()α)()() . Q04.2 

남 2,040 .17 .50 .35 .34 .29 .18 I 
커。세 여 1, 186 .09 .47 .30 .31 .23 .12 

.. _ ....... -.... _._._- ... __ .-._._-._.--‘---.. " .. _._._._-- t-.-.---.-- .• -.-.--.-.------.-.---.-.-.-.-----.--.-.-.- --------“ _. __ ._ .•.. _-.-. __ •.. ‘ ••. _---_ .. _----------

*~~.:. ι1ι:"r . α)()() .0057 α)()() • α)()() α)()() α)()() 

20 대 881 .12 .52 .34 
。l*- 30 대 1, 178 .15 .49 .34 .35 .28 .16 

40 대 895 .17 .49 .35 .33 .24 .19 
를。예 50 대 272 .10 .37 .27 .26 .17 .19 

.. _._._._. __ .. -.. -._._.------_ ..... - _ ........... _._ .... _.- ~._._---_._._._._._._._. __ .-._--------_._- ‘ _ ..... - _._ ..... ‘ _._._.- ‘ -----_._ .. _--‘_._--_.‘·“---" 

TQr늑 。 1’-A「j1걷=는 .α)()() .α)()() .α)()() .α)()() .α)()() .α)()() 

보c" 셔귀포출생 2,071 .15 .46 .33 .32 .27 .16 
적 채주도출생 642 .14 .52 .35 .34 .29 .15 

전입， 3년 미만 115 .12 .54 .25 
거 전입， 4-14년 222 .12 .55 .35 .34 .26 .14 
주 전입， 15년이상 176 .12 .48 .34 .30 .23 .16 
71 -._ .. _ ..... _----------_.-._._-_.- t-.----.-.-.---.- -.. _ .... _--_._ ..... _._ ......... _-.--_ ...... _--_._ ..... -_._. __ .- t-.-----.-.---.------.-.-.-.-.-.-.---.-------.-
7l-} T 。r-。얘l-AT-￡고E; .0043α)()()αX>1 . 2828 .0368 .0042 

49 만원 이하 823 .13 .48 .32 .31 .24 .17 
월 50 - 99 만윈 1, 456 .14 .48 .33 .33 .27 .16 
.까4‘- 100-199 만원 677 .15 .50 .35 
1I==r 200만헌 이상 270 .15 .50 .37 .34 .29 .15 

.. _._-_ ...... __ ._._._._-_._ ......... -t-.---.-.--._.-.- ~._.-._._. __ .-._-_._. __ . __ .• _._._-._ ... -… _ ...... -_ .. --... - ~._--_. __ . __ ._._._. __ ._._._----_._. __ ._--.-.-_._-----

*~*‘ 피고톨두E .0582 .4098 .0064 .2887α)()4 .186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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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1 >의 째속 

Xl-L ~ 자 원 i1E,- * 。예 
:t- .륙~ N 

도 셔 자 。1*- 하 겨l 。L-l j l극 환대 문화 
유현지 자 원 유윈저 자원 자원 행사 

농 업 941 .16 .43 .31 .30 .23 .19 
셔버스적 254 .16 .53 .34 .36 .32 .15 

식 자 。。4 업 388 .15 .50 .37 .34 .29 .15 
관광업 종사 231 .16 .65 .39 .41 .42 .19 
전문· 관eJ 석 313 .12 .52 .36 .39 .32 .13 
사 무 적 395 .16 .53 .36 .35 .33 .17 

업 학 생 212 .08 .43 .31 .23 .21 .06 
주부·기타 492 .10 .44 .30 .29 .19 .13 I 

•. _-_._.--_.‘._------_ .•• __ ._ .• •. _.‘---.‘’_ ..• _. . __ ._.---------- …----_.‘._-----‘“·“’ ..• -_. ‘ -- 뉴""---'---'-----'-'-'--'-…-- ... _-_._-_._ .• -…---_._~ 

1‘3T• 。~*"τ;‘: . ()()()() α)()() α)()() • α)()() α)()() α)()() 

국민학교 315 .10 .36 .24 .22 .13 .18 
학 중 학 교 493 .14 .46 .31 .25 .20 .18 
고등학교 1, 523 .15 .50 .35 .35 .29 .17 

력 대학이상 895 .14 .53 .36 .35 .32 .12 
.-._._----_._-‘ -‘----’‘---.----.. .‘ .... _--_ ..... _.- ~. __ .• -‘---_._._._-----_._-----------_.-_'.'- .. 0. ___ -

*~’ 4-~ • α)()() α)()() α)()() . α)()() α)()() α)()() 

11-L 매우많이옴다 797 .15 .53 .36 .37 .34 .16 
~ 많이 옴다 397 .14 .49 .31 .32 .26 .15 
자 보통 이 다 333 .15 .53 .33 .35 .27 .17 
내 가품 운다 499 .15 .48 .33 .31 .26 .17 
방 거의 얀옴다 1, 200 .13 .45 .32 .30 .23 .15 
u1-l ------- ‘ --_._._._--‘·‘----_. '-_._._-_._--.- .----------.-‘_._._._._._._._--.-._.-. __ ._.-....... - --_._._----------------------------_._------------------

도 *~1’ -Ar 등τ드二 .1630 .α)()() .α)()3 .α)()() .α)()() .4726 

xLι- 매우관계있다 389 .18 .60 .38 .41 .38 .20 
~ 관채 있다 815 .15 .51 .36 .35 .30 .17 
‘~ 그처 그렇다 423 .15 .48 .34 .32 .26 .16 
~ 거의관계없다 801 .12 .44 .31 .30 .23 .14 
고1-lL 전혀관계없다 798 .13 .45 .31 .30 .23 .14 

E‘" .... _-----_ ..... _-----_._------ .... -_ .. .. _-------_._--- .. . .... _--------._._------.-----_ ...... _--_ ..... --------.----- -_._----‘ -.. ---_.“ __ 0 __ • ___ -‘---------‘• -_._-_._._._-~-_.-

도 *~4-~ .α)()() .α)()() .α)()() .α)()() .α)()() .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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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2 > 觀光動擁에 대한 應答平뀔 : 社홈 續濟的 特性別 薰薰差

요인 1 (해방 지향) 요인 2{신처l활동 지향) 

::t- 록~ N 
X4 X8 X12 X1 X2 X5 

효。느 ~ 。예 T -7r 3, 226 2.76 2.24 2.63 3.43 3.13 3.33 

도 시 권 1,410 2.57 2.12 2.50 3.39 3.10 3.33 
거 동 부 권 608 3.02 2.35 2.74 3.38 3.18 3.29 
주 셔 부 권 595 2.89 2.29 2.65 3.51 3.14 3.34 
지 내 륙 권 613 2.80 2.36 2.77 3.48 3.15 3.38 
억 r-.""- .... --.---.-.-.- .••. -.-.• ,.-~._._ .... _ ... -._--- ‘ ... “ ......... -_._._._._. __ .... _.-.. ‘ _.-._ .••.••. _- ~ .•• …--_.-.---_. __ ._-------. ‘ .. _.,.'-_._., •. __ ._._---.,.-

T。r-。’l1-A「￡고프J .α)()() .α)()() .α)()() .1447 .6281 .6767 

남 2,040 2.95 2.31 2.72 3.47 3.15 3.37 
λ。4 여 1, 186 2.43 2.11 2.46 3.35 3.10 3.27 

-.---.-.---- ... _-_.---------.-._---_.--- -_._._._----"-- .--.-----•...•..• _-----_._--------_._----'.-----_._-.-._,-,- _._---.,‘.‘ -.-_._------‘ -.'-_._. __ .“-‘_._._ .. --,--.- .• 

T。r-。-’，l -AT-2고즈二 .α)()() .α)()() .α)()() .0057 .2133 .0418 

20 대 881 2.12 1. 99 2.44 3.07 2.91 3.06 
。l*- 30 대 1, 178 2.85 2.22 2.61 3.47 3.16 3.38 

40 대 895 3.16 2.39 2.76 3.62 3.29 3.48 
E。4 50 대 272 3.10 2.62 2.82 3.77 3.24 3.50 

-.. ---_._-_._._--_.---------------_.-.- -------------_._.- r-...... -.-.-... -..... -...... - ....... -.-.-.... ---.--... -.-

*~J~ ιAT‘-; ;=z .α)()() .α)()() .α)()() .α)()() .α)()() .α)()() I 

」1쉰lL 셔귀포출생 2,071 2.80 2.25 2.67 3.37 3.07 3.28 
적 제주도출생 642 2.56 2.13 2.49 3.43 3.13 3.30 

전입， 3년 미만 115 2.86 1. 90 2.51 3.63 3.24 3.47 
거 전입， 4-14년 222 2.85 2.46 2.59 3.67 3.46 3.60 
주 전입， 15년이상 176 2.72 2.39 2.66 3.65 3.44 3.56 I 
기 .'-.•---_._-----_._--------_._----.- ~ .......... _ ....... -~ ....... __ ... _ ... __ ._._ .......... _--_ ... _._.-.... _-_ .•.. -뉴--.-----_._----------_ .. _-------_ .• --_._------_._._-. 

7l-} 1 。T←。1l-JrL;τ1ι .α)()() .α)()() .0198 .α)()() .α)()() .αX>5 

49 만현 이하 823 2.78 2.33 2.68 3.44 3.12 3.28 
월 50 - 99 만원 1,456 2.80 2.22 2.60 3.44 3.15 3.35 
-/L‘- 100-199 만원 677 2.64 2.19 2.62 3.35 3.10 3.35 
1I=1. 200만현 이상 270 2.79 2.13 2.62 3.49 3.14 3.34 

..-‘----_._. __ .-._._--_._--..-.- ~. __ .. _ ... _ .... _-- -_._--------------_._-----_._-_.------------------- t-- •• --••••••• -.---- •• -•••••. -.-.•• ---•• --.-•••• -.-.-.--_ •• 

*~l*~τI; .α)()() .α)()() .α)()() .3414 .7773 .5843 

(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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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2 >의 체숙 

요인 1 (해방 지향) 요인 2 (신체활동 지향) 
-‘t- ~ N 

X4 X8 X12 X1 X2 X5 

놓 업 941 3.23 2.48 2.90 3.58 3.13 3.43 
셔비스적 254 2.46 2.20 2.44 3.36 3.18 3.36 

석 자 영 업 388 2.56 2.10 2.43 3.46 3.13 3.36 
관광업 종사 231 2.48 2.16 2.36 3.08 2.90 3.06 
전문 · 관al 석 313 2.65 2.01 2.49 3.57 3.15 3.35 
사 T n- 적 395 2.47 2.06 2.52 3.34 3.16 3.29 

업 학 생 212 2.15 2.06 2.73 2.83 2.88 2.99 
추부·기타 492 2.85 2.30 2.60 3.56 3.30 3.42 

.‘--_._---‘._.‘._.‘-------_ .• •. - ‘---_._-‘ .• .._._._ .••. _.-._._-_._.‘ .••. _._._-_ .• -.••. _ .• _---_.- r .......... _._._ .... _ ................ _._ ....... _ ....... _ .... _ .. 

T。ri。얘 l-JrL jτ~ .α)()() .α)()() .α)()() .α)()() .α)()6 . α)()O I 

국민학교 315 3.38 2.91 2.86 3.84 3.41 3.62 I 
학 중 학 교 493 3.06 2.43 2.74 3.48 3.18 3.44 
고둥학교 1,523 2.73 2.15 2.58 3.42 3.07 3.30 

력 대학이상 895 2.43 2.04 2.55 3.27 3.12 3.22 
•. -“·‘._ ..•. _._-_._.‘._ ..... _.- . __ ._._.-.. --_.- ----_._--_._--._---------_ .. --_._--_._._-------_.-1'----_._._----••. __ ._._-.-------------_ ••. _---------------_. 

T。r}o ’ ),;: ι‘~~ .α)()o .α)()o .α)()1 .α)()o .α)()2 .α)()() 

1ll-」 매우많이옴다 797 2.63 2.13 2.56 3.48 3.06 3.28 
교。L 많이 옴다 397 2.59 2.17 2.55 3.27 3.19 3.33 
자 흐L 홍 이다 333 2.78 2.27 2.64 3.53 3.07 3.28 
내 가폼 옴다 499 2.79 2.23 2.57 3.44 3.08 3.30 
방 거의 얀옴다 1,200 2.88 2.33 2.72 3.41 3.20 3.30 
닝Ll- ... _-----‘._._-------_ .. _.“-.. ------._--_.-... __ . .._._----_._-----_._---.----_._--_._-----“ _._ .. --- ----_.---_ .• ‘. __ ._---.-.... ------_._-._---‘-------.-.-._- •... 

도 *2-1’‘ *~흔;::. .α)()2 .0019 .0156 .0306 .0978 .3244 

포ij-」 매우관7빼없다 389 2.54 2.04 2.42 3.29 2.91 3.02 
고。). 관 7얘 았다 815 2.76 2.16 2.56 3.38 3.00 3.20 
~ι‘- 그저 그렇다 423 2.78 2.32 2.62 3.32 2.99 3.28 
『c=. 거의관계없다 801 2.77 2.31 2.71 3.45 3.24 3.46 
교1-j」 전혀관7해없다 798 2.84 2.30 2.72 3.57 3.34 3.52 
EL*- •. ‘ ----_._-_._-_._._._._-_.- •. ‘._---_.-.‘ .• -._----_ .. -._-----_._._-_ .... _-_._--------_ .. '._._-_.-.- ._---_.-'-'--'- ‘ “_.‘ •. ‘ ---" •---_ ... -_ .... _---… --_. 

도 *~*~τ흔::. .0134 .α)()o .α)()3 .α)()4 .α)()() .α)()o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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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2 >의 계속 

요인 3 ( 자언지향 ) 요인4(사교지향) I 
구 ~놀iL N 

X6 X7 X10 Xll X3 X9 

효。느 S1'。예 T .7r 3, 226 2.33 2.08 3.27 3.01 3.21 3.10 

도 시 권 1, 410 2.31 1. 98 3.27 2.99 3.35 3.14 
거 % 흐 ~ ~찌 608 2.33 2.18 3.26 3.07 3.07 3.03 
주 셔 부 권 595 2.26 2.07 3.27 2.89 3.19 3.06 
지 내 륙 권 613 2.46 2.20 3.34 3.12 3.04 3.09 
역 f-----_ •• -._-•• _ •• _---------_ •• _-- '_4. __ • __________ 

---------_._.--------_._._-’‘_.-'-- ‘---.-----.------_.- ‘ __ -_'0'‘ -_.-.---- 1-…-------_._-.--.--_._ .••. __ ._ .• ‘--------2:1 

T。r)。’I -A「」1.1=; .0180 .αx)() .5045 .0113 .αx)() .2403 

남 2,040 2.29 2.12 3.16 2.95 3.23 3.14 
A。4 여 1, 186 2.41 2.00 3.47 3-.11 3.17 3.03 

--_._._._._------_.-.. __ ._--_._.- ---_.-.""------1--'---------'------"-"--'---'-"-"-"----'------"--_ •• _ •• _ •• __ ._------- ---'-'--'------"'------'-'‘ -"-_ .• -‘-_ .• 

%~I*‘ i고프J .0054 .0037 .αx)() .α'XJ7 .1833 .0197 

20 대 881 2.16 1. 89 3.11 2.87 3.26 2.85 
。1*- 30 대 1, 178 2.39 2.07 3.19 3.04 3.23 3.20 

40 대 895 2.42 2.21 3.39 3.06 3.19 3.23 
E。예 50 대 272 2.37 2.29 3.79 3.15 3.00 3.01 

.. _ ........ _._--_ .. -._._. __ . __ ._.- ----_.- .. -._--_.- --._.--_._._._._._._. __ .-.-_._._. __ ._._. __ ._-----_.---------_._._---- 뉴 .... _._._.-._._._._._.-._._._--_ ....... 

%~’ *~ .αx)() .αx)() .αx)() .0020 .0239 .αx)() 

jL경L 셔구l포 출생 2, 071 2.29 2.13 3.28 2.97 3.16 3.05 
쩍 채주도출생 642 2.31 2.∞ 3.27 3.03 3.26 3.11 

전업， 3년 미만 115 2.21 1. 67 3.02 2.98 3.47 3.30 
거 전입， 4-14년 222 2.66 2.∞ 3.34 3.24 3.48 3.38 
주 전입， 15년이상 176 2.55 2.11 3.31 3.23 3.07 3.09 
기 .---_._._--.----_._----.. -.-.--_.- ._._.---. __ ._.- ._._._._._._._. __ ._._._._._ .............. _----_._. __ . __ ._.-.--.--_ .... _---_.- f-------_ •• __ • __ •• _ •• _-------_ •• _-_ •• -. 

7l-} %2-l*~고I二L .αx)() .αx)() .2761 .0057 .α'XJ3 .0018 

49 만헌 이하 823 2.50 2.11 3.30 3.07 3.14 3.03 
월 50 - 99 만원 1, 456 2.33 2.08 3.26 3.02 3.21 3.12 
~ιι‘ 100-199 만원 677 2.21 2.02 3.20 2.96 3.21 3.10 
1r=『「 200만원 이상 270 2.12 2.09 3.45 2.93 3.40 3.16 

•. _-‘._._._ •••. _ .•• ι-_._._--.. _. .-.. - ..... _._ .. _-- .•.. _. __ .... _._._._._-_._._._ .... _._ ....... __ . __ . __ ._- ... __ ._._-----_ .•.. _--1----"---"-"-"-"-"----… •. _._-._. __ • 

%2-l ‘ jT‘~i흔= .αx)() .4304 .0695 .2632 .0375 .2960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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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2 >의 계속 

요인 3 ( 자연지향 ) 차원4(사교지항‘) 

::t- .혹~ N 
X6 X7 X10 X11 X3 X9 

농 업 941 2.39 2.24 3.35 3.08 3.00 3.13 
서버스적 254 2.31 1. 94 3.12 3.04 3.22 3.11 

직 자 。。예 업 388 2.27 1. 98 3.28 3.04 3.39 3.20 
관광업 종사 231 2.29 2.00 2.96 2.70 3.23 2.97 
천문 · 판~l 적 313 2.05 1. 96 3.38 2.81 3.51 3.31 
사 -IrI 석 395 2.19 1. 88 3.18 2.87 3.27 3.05 

업 학 생 212 2.08 1. 97 3.15 2.98 3.23 2.86 
추부·기타 492 2.70 2.22 3.41 3.24 3.19 3.01 

~._._._._._._._._ •• a ‘----‘ •... " • •. ‘----_._._-_ .• --------------------------------------------_._-_ .... _----._._ ..... _-- ‘------.,.-------------"._.- ‘._---- ‘ i 

*~’ 「2‘-;;x= .α)()() .α)()() .α)()1 .α)()() .α)()() .α)()6 

국민학교 315 3.01 2.48 3.64 3.44 3.00 3.03 
학 중 학 교 493 2.62 2.13 3.33 3.14 3.03 3.12 
고등학교 1,523 2.24 2.04 3.22 2.97 3.21 3.10 

력 대학이상 895 2.09 1. 96 3.21 2.87 3.37 3.11 
.. ‘. __ .‘.- ‘._-.... __ ••. -._.- ‘ •.• . .. -._._._-_. __ .-1-••••••• _._._._._._._ .•••••••••••• _._ •••. _._._._._._ •••• _ •••. _ •••••••••• _.- '-'--'-'-"“·‘ -•. _. __ ._. __ . __ . __ .• -...... 

T。r}。예 1 ‘ 9-z. .α)()() .α)()() .α)()() .α)()() .α)()() .7845 

고l↓- 매우많이옹다 797 2.20 1. 99 3.26 2.95 3.31 3.15 
2J- 많이 옹다 397 2.30 2.03 3.26 2.97 3.32 3.14 
자 보홍 이다 333 2.38 2.09 3.19 2.91 3.14 3.04 
내 가듬 폰다 499 2.31 2.02 3.28 3.01 3.22 3.09 
닝。} 거의 얀옴다 1,200 2.43 2.17 3.31 3.09 3.11 3.06 
닙、 1 .-.---------_ .... _-_._._._._.-‘. ..-‘_._-_._. __ .. ._--_._- .. _._._._--‘------_. __ ._._---_.---._-----------_ .. _------_.- ._---_._._ ........ -. __ .-‘--_._---_.---

도 7 。r←。~~‘-τ~ .α)()9 .0012 .6931 .0845 .0025 .4063 

1‘j. 매우관계있다 389 2.08 1. 94 3.12 2.87 3.26 3.15 
고。j. 관계 없다 815 2.20 2.01 3.25 2.98 3.15 3.05 
-/-‘‘- 그처 그렇다 423 2.47 2.18 3.20 2.96 3.13 2.96 
=c1:. 거의관계없다 801 2.37 2.07 3.32 3.09 3.23 3.15 
교1-l」 전혀관계없다 798 2.47 2.17 3.37 3.06 3.26 3.13 
E1예- “- ‘ - ‘ ..• ‘-‘._-' .. “_.‘ -‘_ .• --_._-_ .... -‘ _ .. .._._._._. __ .. -._._._-_._-_._----------.. -.---_ ... ---_.-._._--_ .... _.-.- 1-.••• _ .••.••.••• - ‘ ...... _._._._ .. 

도 *~1 4-~흔= .α)()() .α)()7 .0121 .0388 .24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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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3 ) 灣州島 觀光寶鎭의 重要度 應答平均 : 社훌 體濟的 特性別 樓棄差

요인 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구 혹t- N 총평균 ] 

C~l 형) (식생) (시설) (민속) (행사) 

ξ。효 :ïtJ τ E- 3 , 226 1. 57 2.22 2.35 1. 96 2.33 2.04 

도 시 권 1,410 1. 53 2.17 2.34 1. 92 2.30 2.00 
거 동 -닙「 권 608 1. 62 2.20 2.34 1. 96 2.29 2.03 
추 셔 부 권 595 1. 56 2.27 2.36 1. 98 2.33 2.05 
;tl 내 륙 권 613 1. 61 2.29 2.36 2.04 2.42 2.09 
역 1-.••.••.••.••.••.••.••.••. _._._._._.-~ .. -.-_ ...... _. __ . __ .-1-.••.••.••.••..•.••• _.- 1-,-, ••• …--_._.- 1-,-, •• , •• ,-,-,- -_.-.. _--.-._. 1-.••.••.••. …---_._---_.-

T。r)。’1 4-.z二E .0018 .0018 .9389 .0147 .0239 .0060 

남 2, 040 1. 53 2.24 2.41 1. 99 2.35 2.04 
λ。내 여 1, 186 1. 63 2.18 2.23 1. 92 2.28 2.01 

... -.. -._----_._-------_._._---_.- .-.-.. ----------_.- ,...•-.-- .• -.-.--.-.---~ .. -.-_._.--.-.-.-_.-~-.--.-.--.----- .-~-._-.-_.-.-_.-... -!--_.-.- ... -.--.-E-.--.-.-.-.-.----_.-

%~4-~ 고~ .α)()() .0170 .α)()() .0202 .0423 .0619 

20 대 881 1. 54 2.06 2.28 1. 84 2.07 1. 91 
。1예- 30 대 1, 178 1. 56 2.27 2.40 2.00 2.46 2.08 

40 대 895 1. 61 2.27 2.35 1. 98 2.42 2.07 
E。4 50 대 272 1. 57 2.34 2.35 2.12 2.30 2.08 

._--._._------_. __ ._------._-------- t-._ .••. _._._ .••. 
뉴-----'-----'---'- 1-' ••.•• ' ••. _._'-.- ._-_.-----•-_._-- ------_._-- _._-_._---.-. 1-•••. _'-… _._._-_.-

1。T녁 。 1 4-죠 ~ .1107 .α)()() .0125 .α)()() .α)()() .α)()() 

보c 셔귀포출생 2 ,071 1. 56 2.23 2.36 1. 95 2.32 2.03 
쩍 제추도출생 642 1. 54 2.14 2.37 1. 89 2.25 1. 98 

전압， 3년 미만 115 1. 62 2.23 2.27 2.16 2.35 2.08 
거 전업， 4-14년 222 1. 63 2.29 2.24 2.10 2.55 2.11 
주 전입， 15년이상 176 1. 66 2.29 2.33 2.03 2.44 2.10 
기 ._-.. -------------‘".'.'-"-'-'''-'--'-'- t-._._._._._.- t-._ .••. _._ .•.. _ .••. - 1-._._._' ••• -.-'- ,... .••• - •••.••.••• _.- 0-. ____ ._. _____ .. ___ 

10--. __ .-•• _-_ .... 1-._' .•. -.-._._ ••• ' •• '. 

7‘1- %~’-AT-도τ흔; .0506 .0256 .2685 .α)()1 .αX>2 .0148 

49 만윈 이하 823 1. 62 2.23 2.28 1. 96 2.32 2.04 
월 50 - 99 만원 1, 456 1. 57 2.22 2.35 1. 97 2.35 2.04 
J:、- l(차199 만원 677 1. 51 2.21 2.38 1. 94 2.27 2.01 
『c;- 200만원 이상 270 1. 54 2.19 2.40 1. 98 2.33 2.03 

.. --._._._._---_._-_._._---_._.- t-._._.-._._ .•.. ._ .. --_ .. _-_._---_.- t- ..•. _._._._ .... - _._-.----_. __ ._.- .-------_ .... _.- .. ‘_._-“ i 1-••• ' •• '_._'-' •• ' •• '-'. 

1。TJ。↑l4-응;훈?- .0031 .8798 .0727 .7826 .3143 .6946 

(7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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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3 >의 계숙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구 ~률-- N 총평균 

(지형) (식생) (시셜) (민좁) (행사) 

노。. 업 941 1. 16 2.32 2.39 2.02 2.40 2.09 
셔 1;1) 스 적 254 1. 52 2.08 2.17 1. 89 2.28 1. 94 

적 자 。。셰 업 388 1. 50 2.20 2.31 1. 96 2.29 2.00 
관팡업 종사 231 1. 48 2.19 2.46 2.07 2.24 2.03 
전문 • 관~1 적 313 1. 48 2.19 2.48 1. 93 2.32 2.01 
사 푸 석 395 1. 49 2.13 2.37 1. 89 2.29 1. 97 

업 학 생 212 1. 62 2.10 2.34 1. 87 2.09 1. 96 
추부·기 타 492 1. 68 2.27 2.23 1. 97 2.41 2.07 

_.‘---_._._---‘---_._._-----• ... _---_._---_.- ... _----------‘’ -_._---------- ._._.-‘---_. ----_ .. _---- 1-._._--------- ---‘ --.... _ .•• ‘ .. --. 
*~4-~τ톨:. .α)()() .α)()() .α)()() .0045 .α)()2 .α)()1 

국민학교 315 1. 80 2.39 2.35 2.13 2.37 2.17 
학 중 학 교 493 1. 66 2.30 2.27 2.01 2.41 2.09 
고등학교 1,523 1. 53 2.23 2.35 1. 95 2.38 2.03 

력 대학이상 895 1. 50 2.09 2.38 1. 89 2.17 1. 95 
-..... -‘_._-_._._--‘_._-_.‘._-- ... _._-_._---_.- -------_._._---- t-.-.-----.---.- 뉴---------------1-._._----_._. •-----.----_._.- •._-_ ........ _.-0.-.--.-

*~4-응l!::"튿 .α)()() .α)()() .1354 .α)()() .α)()() .α)()() 

z‘:J. 매우많이옴다 797 1. 47 2.16 2.34 1. 90 2.27 1. 97 
교。↓ 많이 옴다 397 1. 56 2.22 2.31 1. 98 2.23 2.01 
자 보홍 이 다 333 1. 61 2.23 2.29 1. 97 2.43 2.05 
내 가륨 옴다 499 1. 61 2.24 2.35 1. 98 2.34 2.05 
납。} 거의 얀옴다 1,200 1. 60 2.24 2.37 1. 99 2.36 2.06 
닝l-l ... _._---_._._---‘-_._.‘.‘._-- -._._._--_._._- .. .._--_._---_._._-- r-------_._.-.- r.-.-._.-.---.-1-._-_._._-- ._--_._-_._.-1-------_. __ ._------

도 *~*~ .α)()() .1297 .4989 .1197 .0064 .0070 

11-• 매우관7뼈있다 389 1. 44 2.04 2.23 1. 89 2.17 1. 90 
.-.g- 관계 없다 815 1. 51 2.20 2.29 1. 93 2.32 1. 99 
~ι- 그처 그렇다 423 1. 64 2.24 2.24 1. 99 2.30 2.04 
『c:- 거의관7뼈없다 801 1. 60 2.26 2.43 2.01 2.35 2.07 
교ll-p 전혜관7얘없다 798 1. 61 2.27 2.44 1. 97 2.41 2.08 
El1- ... _--.. ‘----.----_.‘._._-‘·“· ------_.‘·‘·‘.- ._----------_._.- 뉴---._.-._-_._.-1--_._-_._----_.-뉴--------_._.-1------_._._---1-----‘------.-.--_ .. 
도 *~4-등τ를: .α)()() .α)()() .α)()() .0387 .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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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4 > 뼈光影훌훌評價 : 社홉 續濟的 特性別 標棄差

관광차 고1-l」 혹 ~ 궁LL. 고 。↓ 교L↓. 교 。J. 주인 
::t- 혹~ N 합계 

행e.ß 산업 개발계획 정책과채 자아의식 

총 평 'È 3, 226 2.92 3.54 3.38 2.88 2.33 3.01 

도 시 권 1,410 2.95 3.51 3.37 2.84 2.38 3.01 
거 동 부 권 608 2.86 3.56 3.33 2.93 2.27 2.99 
추 셔 부 권 595 2.96 3.63 3.34 2.85 2.30 3.04 
~l 내 륙 권 613 2.86 3.52 3.37 2.94 2.29 3.00 
역 .~_.~_. __ ._---_._._. __ .-._._-.-‘- r-._ .•..••. _ .••. - t-._._ .... _._.- .-‘-’‘--_ ... f-._._._._._ .••. _.- r- .••. _ .••. _.-.••.•.. - .-----< _._-----.--- _.-._--.. ‘_._--

*~*i흔二: .α)()1 .0010 .0027 .α)()Q .α)()8 .0913 

남 2,040 2.89 3.57 3.41 2.84 2.31 3.01 
λ。꺼 여 1, 186 2.95 3.50 3.32 2.93 2.35 3.01 

... -.......... ‘ .. --_.‘-_._._._----- f- ....... _._._._.- .... __ ..... _------ f-.... _._._._.- ._-_. __ ._.-._-_.- .• ‘ -‘ .... _--_._._- f-._._._._._._ .... - f-._ .....•. _ ..... 

T。r←。~l..-:ι~1고ζ; .0025 .0028 .α)()Q .0000 .1159 .5927 

20 대 881 3.05 3.65 3.51 2.95 2.40 3.11 
。L4- 30 대 1, 178 2.86 3.54 3.35 2.86 2.29 2.98 

40 대 895 2.86 3.48 3.33 2.83 2.29 2.96 
E。예 50 대 272 2.87 3.41 3.23 2.83 2.36 2.94 

.. -._------_._--_. __ .... _.-._----_.- ._ ...... -..... _ .. __ .- -_._-_._-------- ~._._-. __ .. _. __ .- _._._-_ ..• -----‘- .‘ _ .. _-_._--_._ .• - f- .... _._ ....••.••. -‘- f-._._._._._ .. 

*~~ι- .. τ1;;: .α)()o .α)()() .α)()Q .α)()o .α)()3 .α)()() 

보c 셔귀포 출생 2,071 2.92 3.63 3.41 2.91 2.29 3.03 
적 제추도출생 642 2.95 3.58 3.41 2.87 2.38 3.04 

전입 t 3년 미만 115 2.82 3.01 3.21 2.68 2.57 2.86 
거 션입， 4-14년 222 2.76 3.10 3.15 2.74 2.39 2.83 
추 션입 t 15년이상 176 2.95 3.25 3.25 2.79 2.38 2.93 
기 ......... _ ....... _._._._. __ ._._._._._.- ._._--.... -_._._-- t-.-....••. _._._.- f-._ .•.. _._._.- f-.•.. _._._._ .••.... - _._---_ .. _.- .... _.- ._._ .... _ .... _._.- t-.-._._ .••. _ .. 

7l-} %~-9‘ ~ .α)()o .α)()o .α)()() .α)()() .α)()o .α)()o 

49 만현 이하 823 2.94 3.52 3.35 2.90 2.26 2.99 
월 50 - 99 만원 1.456 2.92 3.54 3.37 2.88 2.35 3.01 
~‘、- 100-199 만원 677 2.88 3.59 3.41 2.87 2.35 3.02 
『c:. 200만현 이상 270 2.93 3.52 3.44 2.80 2.36 3.01 

... --_._-- ‘ .•• -."._._._._-_. __ ._--- f-._._._._.-.-. f-.-._._._._.- f-._'_._'_._.- t-._._._._._ ....... - r-._._._ .••. -._._.- r-.-.-._._._ .••.••. 

*~*i흔;:. .2995 .1760 .0254 .0588 .0127 .495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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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4 >의 계속 

관광자 고lL- 교 。l- 교L↓-요 。L 교i-l·오 。l- 주민 
구 혹~ N 합 켜l 

행 EM 산업 개발계획 쟁책과채 자아의식 

노。. 업 941 2.87 3.56 3.38 2.86 2.25 2.98 
셔버스석 254 2.92 3.49 3.34 2.79 2.34 2.98 

직 차 。。예 업 388 2.83 3.42 3.34 2.73 2.35 2.93 
관광업 종사 231 2.93 3.56 3.42 2.79 2.25 2.99 
전문 · 관al 직 313 2.97 3.59 3.43 2.98 2.47 3.09 
사 무 적 395 2.96 3.68 3.47 2.92 2.33 3.07 

업 학 쟁 212 3.19 3.78 3.59 3.11 2.44 3.22 
추부·기 타 492 2.87 3.39 3.22 2.91 2.35 2.94 

.. _._._-_.-._._._._._-_ ..... _.- .-_._.-.-.‘._-. .-_.----_._._-- .... _._._._._ .... þr'-'_._'-,-,-,-,- .... _.-._._ .... _.- --_._- .. _-._.-----.-- _._--_._.‘ • 

*~4-z. .α)()() .α)()() .α)()() .α)()() .α)()() .α)()() 

국민학교 315 2.92 3.34 3.17 2.91 2.26 2.92 
학 중 학 교 493 2.83 3.43 3.22 2.86 2.22 2.91 
고등학교 1,523 2.89 3.57 3.39 2.83 2.30 3.00 

력 대학이상 895 3.00 3.63 3.51 2.96 2.46 3.11 
•. ‘·‘ ---._-- ‘._._----------• .. __ ._.‘----_._- .... _._._._._.-. .... -._ ............. þ----------_.---_._- .... -._.-…._---_. -----.--.. _--_ ... -- ~--_._ .. _._._ .. -

*~4-등τ튼: .α)()() .α)()() .α)()() .α)()() . ()()()() .α)()() 

교1-L 매우많이옴다 797 2.96 3.57 3.42 2.83 2.35 3.02 
고。l- 많이 옴다 397 2.92 3.49 3.36 2.85 2.36 3.00 
자 보홍 이다 333 2.90 3.42 3.28 2.88 2.36 2.97 
내 가폼 옴다 499 2.87 3.50 3.35 2.85 2.27 2.97 
닝。} 거의 얀옴다 1,200 2.90 3.59 3.40 2.93 2.32 3.03 
닝l-l ......... -‘-.. -‘ _._._._-----_ .. •. _._-------‘ • ._--_._._------ t-.-._._._._.- t-.••. _._ .••.••. _.- 1-.••.•••••.••. _.-._.- _._-_.-.-.. ---_.- 1-._ •••• _._ .••.• 

도 *2.14-z. .0661 .α)()() .α)()6 .α)()5 .1272 .0018 

고L-l」 매우관계었다 389 2.84 3.37 3.29 2.71 2.31 2.90 
교。↓ 관 7얘 있다 815 2.87 3.48 3.33 2.78 2.30 2.95 
:i':. 그쳐 그렇다 423 2.88 3.44 3.28 2.85 2.31 2.95 
1I=T 거의관계없다 801 2.94 3.61 3.44 2.94 2.34 3.05 
고ll-F 전혀관7배없다 798 3.00 3.67 3.46 3.00 2.37 3.10 I 
El예- . __ ._--“ --_._-‘ -.‘._._.…·‘ •. -‘_._.---_.‘ .• ._--‘.-‘------- t-._ .•.. _ .••. _.- ‘_._._--_ .• -._--.-.--- ----_._"._-----_.- --------._._._--_.- 뉴._._._.---.. 1 

도 τ 。}~~‘-도고즈J .α)()() .α)()() .α)()() .α)()() .2173 .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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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5 > 薦州島 觀光資銀으l 類型別 誼問回敏 : 縮光動機의 應、훌集團間 差異

관 팡 자 원 S-,L, * 。4
관광동기 표집구본 
구분 도 서 자 。L4- 하 계 。L-I -1 I-f1--- 효l-L 대 문 화 

유현지 자 현 유현지 자 원 자 원 *k。” 사 

효。느:ltJ -i!:- 응답 N .14 .49 .34 .33 .27 .16 

요 그렇다 1,527 .13 .50 .34 .33 .29 .14 
X4 충 7l-} 743 .14 .48 .34 .32 .26 .16 

。1-l 아니다 956 .16 .47 .33 
•. _-_. __ ._._.‘-_.-“-‘ ••.• ‘ ••. - ... _-----_._. __ ._----.-_._---._-_. __ ._---_ .......... _----._._"----

*~ .:fι:..~고윤; .0018 .0744 .5356 .4662α)()1 .0021 

해 그렇다 2,053 .14 .50 .34 .34 .29 .15 
닝。} X8 중 7l-} 778 .15 .47 .33 .32 .26 .17 
적 아니다 395 .15 .42 .30 .27 .21 .16 

‘ •• -‘· ‘ ---".----"“ •. _._-_._- ‘_. ."---_._---0-_. __ -0.-."._. ‘ ----------------_.---.------.-------- … -----‘_ .... “·“-------‘----_ .... _--.---.… _._------------

활 1 。r-。-r’l 7 J」-;;=I .4550 .α)()o .0042 .α)()o .α)()o .2485 
% 

그렇다 1,606 .14 .50 .34 .34 .29 .16 
지 X12 중 간 913 .13 .48 .33 .32 .26 .16 
*k。k 아니다 707 .15 .45 .33 .31 .24 .15 
λ。내 ._-‘--------“"-----,-.'--‘------_.-

. __ . __ ._. ____ ._. _______ . ______________ . __________ . ___ .. -.--0-.- ‘----- .• __ ._----------_.-----_._---._._._----‘._._._- ‘ ---. 

*~’ -J「ι '"è .1307 .α)()4 .3161 .0044 .α)()o .5749 

요 그렇다 773 .15 .50 .34 .33 .31 .15 
X1 중 간 929 .14 .50 .35 .35 .28 .18 

。l-l 아니다 1,524 .14 .47 .33 .32 .25 .15 
•. _._-_._ .• _--------------.---_.‘ -_. .---_ ... -_._-------.------------_._----_.-._---------------------.. - --_._----_._--‘·‘-_. __ .-._---.• -._.----------_ .••. _.-“_._._ .• 

2 *~ *-~느 .2999 .0105 .0216 .0049 .α)()o .0030 

λLl- 그렇다 991 .15 .52 .36 .35 .29 .16 
체 X2 중 간 1,047 .14 .49 .33 .34 .27 .16 
적 아니다 1,188 .13 .45 .32 .30 .25 .15 

•. _._._._.‘ .••.• “_._--_ ..... _._.‘-- .‘_ .••• __ ._._-_ ..... _._-_ •.• -‘·‘ i“‘ .••. _-‘_ •• ‘_ .••.••. _ .••. r--.-- •• _---------_.'-_._-----_._----'-_.----------------_. 

활 7 。r-。에 ι-ιr~고흔二: .0981 .α)()o .α)()5 .α)()o .α)()o .0697 
동 

그렇다 849 .16 .54 .37 .36 .31 .18 
지 X5 충 깐 893 .13 .49 .33 .34 .27 .15 
ik。，. 아니다 1,484 .13 .45 .32 
λ。1 ._-‘---. ‘·‘ •. _._._ .• “._-- .. “‘ -_. •. __ ••.• ‘ _ •. _-_.-“_._. __ ._.‘---‘ -_ •.. _-- ‘.----_.‘._-‘· r----------'._.'_ •• _'-------._---- •• _ •• _- ‘._.--.----.-._._--

*~ *-응갚~ .0016α)()o α)()o . α)()o α)()o .004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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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5 >의 쩨속 

표집구분 고'-ι 2J ;tl T 。r *。4

관광동기 
구본 도 셔 자 。1*- 하 7해 。l-l 문 환 대 문 화 

응답 N 유원지 차 원 유원지 자 원 자 원 fs>> 사 

요 그렇다 1,919 .14 .51 .35 .35 .29 .16 
X6 중 간 824 .14 .46 .32 .31 .25 .16 

。1-l 아니다 483 .13 .42 .29 .27 .20 .14 
•. _.-.--…-‘_._._.“‘-_. __ ._ .• .._._._.-._._._._._._.-.-._._._ ..... _ ...... ---_._._._._.- t-._._._._._ ....••..•. _._ ....... _ .....•. _._._._._._ .•.... '_.' 

3 *~ 4‘‘ 」고흔:. .5417 .α)()() .α)()() .α)()() .α)()() .2024 

자 그렇다 2,218 .14 .50 .34 .34 .28 .15 
。1예- X7 중 간 727 .14 .46 .32 .31 .26 .16 
적 아니다 281 .15 .42 .31 .28 .23 .16 

... -.. _----.----_._._-.... _--“-_ ... .._._.-._. __ ._ .. _-_._ ....... _._._._-_._._._._.-._ ..... _.‘.- f- ••••••• _._ •••. _ .••. _._._._._._._ .••• -‘ .. _ .... -...... _-_ .. -...... 

활 *~ ~‘-강1흩;:. .7111 .α)()() .0131 .α)()4 .0017 .4404 
동 

그렇다 924 .18 .52 .35 .34 .31 .17 
;tl X10 중 깐 865 .14 .49 .33 .33 .26 .15 
훌。k 아니다 1,437 .11 .46 .32 .32 .25 .15 
A。내 ---------_.-.‘._.-‘_.‘. __ .. _0 ___ -" 

----_._ ... _._._. _._._._._._._._._._._ ...... _._-._._.- ._.- t-._._._._.-._ .••. _._ ..•.••. _._.-.•........ _ ....•..•.. _ ........ 

*~ τ 6.;.τ흔; .α)()() .α)()() .0050 .0148 .α)()() .1428 

그렇다 1,163 .16 .53 .36 .36 .30 .18 
Xll 중 간 904 .13 .47 .34 .32 .27 .16 

아니다 1,159 .13 .45 .31 .30 .24 .13 
--------_.-.. _-----_._---_.‘---- ... _-_.--------_. __ .... _-----------_.-.-._._._-_._-_.- t-.••. _._ .•..... _ .•.. -._._._._.-.-._._ .... _._ .•.. _ ........•.. 

T。r-。케1 ~ι-응1흩;:. .α)()2 .α)()o .α)()o .0000 .α)()() .α)()() 

요 그렇다 1,063 .14 .47 .33 .32 .26 .16 
。l-l X3 중 간 839 .14 .46 .32 .32 .27 .15 
4 아니다 1,324 .14 .51 .34 .34 .28 .16 

------_._-‘·‘ --_._._._-_._ ...... - •. ‘-_._---------------- ’------‘_._.-‘---.... _.‘-----
사 *~ ~‘:.~톨;:. .9190 .0015 .0947 .0661 .2579 .5660 
교 

그렇다 1,022 .14 .48 .33 
;tl X9 중 간 1,020 .13 .48 .33 .32 .27 .16 
향 아니다 1,184 .15 .50 .34 .33 .26 .15 
~ •. ‘._.‘ ------“‘----‘._-----‘ .• -----‘ i • _._- ..... ‘---- ‘ --------_.-‘_.-._ .• _._---_ .••. “ ._ .••. _._.--_ .•• ‘._-_._._._.‘._._ .••. _._---_ ....... '-' 

1。T·듀 ~4‘:. ... τ흔;ι .0066 .1452 .7299 .4565 .2230 .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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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J때 여) t~ 뻐I‘is ... ~havi여‘S of Resi뼈nts in 뻐없하 脫as : A 싫않 

않u뼈 of 織ip’0， ClæjUJ뼈 

Nu-싫l 빼 

This research , conducted in the S명wip ’ o City area 싸hich is one of the 

best-known resorts of Korea , attempts to understand how the residents react as 

tourists themselves their motivations and their perceptions concerning tα.lrism. 

뻐 analysis of data obtained from a 143 question questionair혼 circulated t。

3,226 residents of the &횡úp’ o area betι~en May and the end of July, 1990, has 

produced the following conclusions. 

Tourism Behavior: 

In the selection of the type of tourist destination when undert.빼ing travel 

w1 thin Korea , S명\o.rÌp’。 residents have an oven써lelmingly high preference for 

natural tour destinations but on Cheju they indiscrimminately visit diverse 

ty양s of destinations. Furthermore , it seems that while mainland tαlrists are 

not concerned 따th d i stances , S<흥wip ’ o residents , wi th the exception of so뾰 

places including islands and recreationa1 areas , have a distinct concept of 

distances. 

Tourism Motivation: 

Sogwip ’ o residents' reasons for tourism travel breakd이씨1 to four typeS -

relief from daily r‘。utines ， to be with nature , seeking activities of a 

physical nature and for purposes of social intercourse - but among these four 

purposes , travel for reasons of relief from daily r、얘ltine and to be with nature 

const i tute the 빼ajor motivations. Furthermore ,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양-eater the moti vation , the more a person trave led , and that ther‘e was a 

distinct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ype and destin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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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Resour‘ce Aμ없‘eooss: 

Generally , Cheju's tourism res‘)Urces were I‘ec명nized as extreme ly 

important , especially t뾰 natural and local folk customs and 뾰re considered 

of greater importance th없1 man-made attractions sush as aquariu빼 and 

theme-때rks ， while a great love and devotion for 000' s home town ’ S I‘esαJ.rces 

was indicated. 

H‘::>Wever,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residents , if they feel that the 

destination is important to thell , 싸ere unconcerned with distance 따lÌch 

indicated that their concept of space boundary is comparatively broad. It was 

also seen that residents who frequently travel as tourists evaluated tourism 

resαJ.rces 빠ore i톨portantly. 

A.wareness of Touris. 1빼뼈ct 

Overall , a large nUllber of those surveyed expressed a very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impact of tourism. Most especially, because college 

g ‘aduates and 띠lÍ t e-collar workers have strong opinions ab아lt preseI‘vation 

measures ,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y will be instrumental in solving 

future proble빼s between policy decisions and residents. 

Touris빼 Activites ar떠 Perceotions Re lation: 

The ar뻐lysis of the data indicated that as travel frequency and 

destination type are closely related to t아U‘is빼 motivations and resource 

awareness , these three factors - touris빼 activity, 빼oti vations , and a'μareness 

- are related to positive activities , active attitudes and positive evaluations 

。f tourism res아J.rces. Hα‘lever ， I용C명nitions of a distinct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behavior and touris빼 impact awareness were not indicated but instead , 

there was seen a gr‘eat difference in the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Residents ’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On every questionaire item concerning tourism behaviors , motivations and 

perceptions contrasts were c lea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clearly revealed in relation to 

education level , age , occupation and the resp이ldents ’ relationship to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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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but ulti뼈ately ， a major diffrence μ'as seen between those inhabiting the 

center of 5<핑wip ’ o and those in the peripheries of the city which are largely 

rural suburbs or non-urban areas. It is suggested that within S명μip ’ o city 

t뼈r‘e exist differ‘erences bet않en social groups in life style and 

perceptions , and it will be necessary to closely grasp these regional social 

structures through additional studies. 

Studies on tourism in the past have dealt with foreign tourist arrivals as 

their 삐ain themes. Even th아밟1 SO빼e studies have been concerned with residents 

of tourism destinations , few of these studies concentrated on the 때pact of 

tourism on residents' lives , so accummulated knowledge concerning the impact of 

touris빼 on residents' spatial behaviors or related motivational activities is 

scanty. This analysis is an attempt to fill in gaps created by former studies. 

Durir윌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there arose a great number of neμ 

questions , so빼e of ‘싸lÍch could not be investigated due to the 1 imitations of 

the questionaire data. Such above mentioned problems will be the subject matter 

of future study. 

Keywor‘ds tourism behavior , tourism 뻐otivation ， touris빼 a때reness ， tourist , 

distance - decay , tourism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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