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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the rising in concern for climate change, tourist’
pro-environmental behavior is becoming recognized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ourism indust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lue,
problem awareness and personal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n tourists’
pro-environmental behaviors. Through a national survey, 1,003 samples were
obtained by quota sampling method. The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threat
toward climate change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induce pro-environmental
behaviors of tourists. First, while the perceived climate change probability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 responsibility, the perceived thre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sonal responsibility. Second, because egoistic value has small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threat, perceived threat toward climate change is a key
variable to lead pro-environmental behavior even when egoistic value i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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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에 직면하여 관광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
축하기 위한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을 밝히고자 시도되었
다. 가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지각과 개인적 책임, 관광환경에서의 친환경 행동 간의 영
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20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1,003부의 국가적 표본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 문제지각 중에서도 기후변화 위협지각은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친환경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개인
적 책임에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지각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위협지각은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중심적 가치와 기후변화 위협 지각은 다소 약하지만 정의 관계
가 나타나 자기중심적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기후변화 위협지각은 친환경 행동과 연
결될 수 있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였다. 사람들의 가치는 개인에게 비교적 영구적인 신념
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인 반면,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지각은 향후 변
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을 보다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지각 및 개인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열쇠말 : 기후변화, 문제지각, 개인적 책임, 관광객 친환경 행동,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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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제
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관광부문 역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5%를 배출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어(UNWTO, 2007), 관광산업분야도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이산
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들은 이미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고효율 장비로의 교체, 다양한 절약 시스템
도입과 같은 기술적 노력들을 실행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그러나 관광산업 특성 상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많은 이산화탄소가 소비자인 관광객
에 의해서도 발생되므로 공급자 측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용
고객인 관광객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는 한계가 있어
관광산업 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
하여 관광객의 자발적인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인을 밝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공동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사회 딜레
마적(social dilemma)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친환경 행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협력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행동
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의 문제가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Klandermans, 1992; Schwartz, 1977; Nordlund & Garvill, 2003 재인용). 선행연구
결과,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환경문제를 더 크게 지각할수록 친환경 행동 의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ldassare & Katz, 1992; O’Connor, Bord, & Fisher,
1999), 특정 환경 문제지각에는 전반적인 환경적 신념인 가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e Groot & Steg, 2008). 이러한 인과관계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환경
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지각이 관광산업이 처한 기후변화 문
제를 완화하기 위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다른 환경문제와는 달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특히 정부나 기업
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낮은 개인적 책임의 지각이 기후변화
완화 행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Stoll-Kleeman, O’Riordan, &
Jaeger, 2001),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책임이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직접적
인 변수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문제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광분야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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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가치, 기후변화 문제지각 및 개인적 책임、친환경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
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국민의 지각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관광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지에서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도
하는 변수들의 메카니즘 파악을 통해 관광 공급자들이 좀 더 관광객의 친환경적인 행동
을 유도할 수 있는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기후변화 문제지각과 친환경 행동
환경문제 지각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후기에 시작되었는데, 환경문제의 심각성 지각,
환경적 위험지각, 환경문제 지각, 환경위협 지각, 결과 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
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유사한 개념을 측정해 왔다. 즉, 이러한 변수들은 개인
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환경 관련 이슈들과
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데 적용되어 왔다(Baldassare & Katz, 1992; Grob, 1995;
O’Connor, Bord, & Fisher, 1999; Stern, Dietz, & Guangnano, 1995).
환경문제 지각이 친환경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변수라는 점은 다음과 같
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친환경 행동과 같은 사회 딜레마적 상황의 해법 중의 하나
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의 문제가 있
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Klandermans, 1992; Schwartz, 1997; Nordlund & Garvill,
2003, 재인용).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을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적용해보면,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행동선택에 따라 여행은 다른 수준의 개인적 결과와(시간, 비용, 편리함 등) 집
단적 결과(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 발생, 오염수준)를 양산하게 되며 개인은 이 둘 사이
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즉, 기후변화라는 중요한 환경문제의 발생가능성, 위협(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문제지각이 높아지게 되면 개인의 편익과 공동의 편익 간의 비교에서
공동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Kasemir, Schibli, Stoll, &
Jaeger(2000)는 일반대중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기
후변화를 두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형성할 때, 경제적 접근
보다는 윤리적인 접근을 적용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p.39). 즉,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지각이 높아질수록, 편익과 같은 경제적인 기준보다는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행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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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Peters & Slovic(2000)는 특히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각은 “행동의 원천(wellspring of action)”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p.
Weber, 2006 재인용). 즉 사람들은 위협에 대해 염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Stoll-Kleeman, O’Riordan, & Jaeger(2001)은 사람들이 기후변
화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부분적으로 “기후 문제 심각성의 용인 부족”
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p. 112).
환경문제 지각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인 사
건의 가능성을 높게 지각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 하에서도 더욱 환
경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ldassare & Katz, 1992; Grob,
1995; O’Connor, Bord, & Fisher, 1999; Stern, Dietz, & Guangnano, 1995). Stern,
Dietz, & Guangnano(1995)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환경변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더 크게
인식할수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더욱 실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오염물질
배출회사 제품 구매거부, 더 높은 환경세 지불). Baldassare & Katz(1992)의 연구 결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각한 주민들이 재활용, 물 절약,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
품구매, 차량이용 제한과 같은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b(1995)은 촉매 변
환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이용자와 설치하지 않은 이용자 간 환경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실재 환경에 대한 지식과 개인적 및 사회적 지각된 통제
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촉매 변환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이용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훨
씬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경에 대한 지식은 같아도,
환경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집단이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O’Connor, Bord, & Fisher(1999)는 환경 위험지각 변수를 적용하여 기후변화
지각과 친환경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결과를
부정적으로 볼수록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에 대한 의사(운전횟수
줄이기, 히터 및 에어컨디셔너 사용횟수 줄이기)를 보이며,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제정법
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환경문제 및 그 심각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더욱 환
경 지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특정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문제
지각과 일상이 아닌 관광에서의 친환경 행동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지각의 개념을 적용하
여, 기후변화 문제지각을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과 기후변화가 개인,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 및 중요성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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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관련 연구에서의 가치
가치는 “전반적인 환경적 신념”에 속하는 변수로(O’Connor et al., 1999; p.462), 구체
적이거나 특정적인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인지적 지향을 의미한다. 즉, 가치
는 개인적 행동의 내적 기준으로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환
경에 대한 신념인 가치는 특정 환경적 문제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
이다. 많은 학자들은 환경적인 문제 지각은 인간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
으며(Dunlap, Grieneeks, & Rokeach, 1983; Dunlap & Scarce, 1991; de Groot &
Steg, 2008 재인용; p.331), 가치는 특히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더욱 개입하므로
(Stoll-kleemann et al., 2001), 관광 상황에서의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다. 가치신념규범(VBN theory)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인 가치 지향은 인과적
으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 있는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개인
적인 가치 지향과 일치하는 실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보다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
이다(Stern, 2000; Stern & Dietz, 199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지각
이라는 특정한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가치를 포함하고자 한다.
Schwartz(1994)는 전반적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항목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이
제시한 가치 중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vs. 자기강화(self-enhancement)로 명명된
차원은 친환경적인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딜레마 이슈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해왔다(Cameron, Brown, & Chapman, 1998; Joireman,
Lasane, Bennett, Richards, & Solaimani, 2001; de Groot & Steg, 2008). 즉 자기초
월적인 친사회적 가치지향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결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자기강화적인 자기중심적 가치 지향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결과를 최대화
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가치 지향을 지닌 사람들이 더욱 친환경적인 신념을 지니고 행동
을 한다는 것이다.
후에 환경 이슈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기초월적 vs. 자기강화적 가치 지향 이
외에 자연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를 추가하여 측정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
로는 Stern & Dietz(1994)가 있으며 이들은 자기중심적(egoistic), 사회적 이타주의
(social-altruistic) 외에도 생태적(biospheric) 가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태적 가
치는 숲, 토양, 동식물종과 같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개인을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지각하며 인간중심적인 사고보다 환경보전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성향이다(de Groot
& Ste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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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친환경적인 행동은 집단의 이득을 위해 자기중
심적인 경향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Joireman et al., 2001;
Nordlund & Garvil, 2003).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이타적 그리고 생태적 가
치를 지닌 사람들이 더욱 친환경적인 행동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친환경 행동
Hines, Hungerford & Tomera(1987)가 128개의 친환경 행동 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
타분석에서 개인적 책임지각은 친환경행동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변인 중 하나로 나타났
다(Kollmuss & Agyeman, 2002 재인용, p.243). Heberlein & Black(1981)의 연구에
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지각은 환경문제 지각과 함께 친환경 행동의 주요
한 선행변수로서 나타난 바 있다.
여타 변수와 달리 기후변화 이슈에서 개인적 책임은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문제와는 달
리 많은 사람들이 정부나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정부나
기업에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toll-Kleemann et al., 2001).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책임감 지각이 친환경 행동의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Blake(1999)는 친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Stern, Dietz, Abel, Guagnano, & Kalof(1999)이 친환
경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VBN(Value-Belief-Norm) 이론에서 환경문제의 결과인
식(Awareness of Consequences)이 환경문제 책임에 대한 인식(Ascription of
Responsi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지각과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 간의 영향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 행동은 긍정적인 환경 친화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 계획, 수행과
관련된 계획적인 전략(최정구, 2010)으로 정의된다. 친환경 행동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
구들은 물 절약, 쓰레기 배출과 같은 특정 친환경 행동(의도)를 측정하거나, 친환경적
정책 지지의사, 친환경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불의사 등과 같은 행동전략을 측정해
왔다.
그렇다면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관광 분야에서 친환경 행동
은 대부분 친환경적인 관광(여행)상품 구매의도(박종구‧김명식, 2012), 특정 범위를 대상
으로 한 숙박업 내에서의 친환경 행동의도(김정은‧심창섭. 2014), 관광에 수반되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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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이용과 관련된 친환경 행동(의도)(Hares, Dickinson & Wilkes, 2010), 항공탄소세
지불의사(김영주, 2014)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좀 더 광범위하게는 생태관광(김지
선‧최영희, 2013)에 참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 행동으로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기후변화의 관
점에서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이란 관광행위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관광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광행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UNWTO(2007)의 자료에 따르면 관광분야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운송이 75%
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숙박이 21%, 관광활동이 4%로 나타났다. 박종구·김명식
(2012)은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을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육상운
송, 항공운송, 수상운송 등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분야로 가스연료 배출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숙박시설 및 관광
활동에 따른 배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은
운송부문인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행동, 숙박시설 및 여행지에서의 에너지 절약행동, 그
리고 에너지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행 시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이용 행동
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친환경 행동이 아닌 행동의도까지 측정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Dolnicar & Leisch(2008)는 관광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관광객에 대한 연구들의
한계점은 실제 친환경적인 행동이 고려되지 않고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태도 측정이 친
환경적인 행동의 타당한 선행변수로 다루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
제 본인이 관광 시 친환경 행동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가치는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이며(de Groot & Steg, 2008), 환경에 대한 문제 및 그 심각성을 크게 지각할 수록해
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각하게 되며(Stern et al., 1999), 이는 더욱 환경 지향적인
행동의 증가로 나타났다(Baldassare & Katz, 1992; Grob, 1995; O’Connor, Bord, &
Fisher, 1999; Stern, Dietz, & Guangnano, 199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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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기후변화 문제지각 및 개인적 책임, 그리고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를 유추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 : 가치는 기후변화 문제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 기후변화 문제지각은 개인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 가치는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의 모형

2. 측정문항의 구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문지 구성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자기중심적 가치, 이타적
가치, 생태적 가치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가치 12문항, 기후변화의 발생가능성, 기후
변화 위협 차원으로 측정되는 기후변화 문제지각 10문항, 개인적 책임 3문항, 여행 시 에
너지 절약, 여행 시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이용, 여행 시 친환경 교통수단과 관련된 항목
으로 구성된 친환경 행동 13문항 총 38문항이 조사에 사용되었다.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치란 ‘개인적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내적 기준으
로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자기중심적, 사회이타적,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지적 지향 정

51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4호(통권 41)

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문제지각은 ‘개인이 기후변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각
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발생가능성과 기후변화 위협으로 구
성된다. 기후변화 발생가능성은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 정도’이며, 기후
변화 위협은 ‘기후변화가 개인, 사회, 생태계에 미치는 각각의 위협(부정적인 결과)의 가
능성 및 중요성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미한다. 기후변화 책임지각은 ‘기후변화에 대한 개
인적인 책임 지각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행동은 ‘관광행위로부터 이산화
탄소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관광행동으로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수준, 숙박
시설 및 여행지에서 에너지 절약행동 수준, 여행 시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이용행동수준’
을 의미하며, 응답자 스스로 자기행동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가치

기후변화
문제지각

문항 수

자기중심적 가치

4

이타적 가치

4

생태적 가치

4

발생가능성

4

기후변화 위협

6

12

10

개인적 책임

3

친환경 행동

13

총 문항 수

38

척도

출처

5점 척도

Steg, Dreijering, & Abrahamse(2005),
de Groot, & Steg(2008)

O’connor et al.(1999)
5점 척도 Steg, Dreijerink, & Abrahamse(2006),
Stern et al.(1999)
Stern et al.(1999),
5점 척도
Steg et al.(2005)
McKercher, Prideaux, Cheung, &
5점 척도
Law(2010), McKercher, &
Prideaux(2011)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모집단은 관광행위와 관련된 소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20세 이상의
성인이며, 표본샘플은 1,003부로 국내 남녀성비, 행정구역, 연령비율, 교육수준 등의 기준
을 반영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적 표본(national sample)을 수집하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내 인구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집방법은 표본할당표집
을 적용하였으며, 통계청 인구총조사(2013년 6월) 자료에 따라 행정구역(광역시도단위),
성별, 연령, 교육수준별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프로패널을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온라인 패널 120만 명을 구축하고 있는 리서치 전문 기관을 이용하였으며, 프로패널 비
율을 적용한 패널 30만 명에게 3회 메일서베이를 발송하여 응답자가 자기기입식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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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표집크기는 1,003명의 유효한 응답지가 수집되었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남성은 490명(48.9%), 여성은 513명(51.1%)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22.4%), 30대
(20.8%), 60대 이상(20.4%), 20대(19.3%), 50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
도(22.8%), 서울특별시(20.6%), 부산광역시(7.3%)로 나타났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인
1)

구총조사(2013년 6월) 인구 비율 기준과 매우 유사한 비율로 추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남

490(48.9%)

여

513(51.1%)

20대

184(19.3%)

30대

209(20.8%)

40대

225(22.4%)

50대

180(17.9%)

60대 이상

205(20.4%)

고등학교 이하

582(58.0%)

대학교 졸업

397(39.6%)

대학원 졸업

24(2.4%)

구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n(%)
207(20.6%)
73(7.3%)
51(5.1%)
54(5.4%)
29(2.9%)
30(3.0%)
22(2.2%)
229(22.8%)
31(3.1%)
31(3.1%)
42(4.2%)
37(3.7%)
37(3.7%)
54(5.4%)
65(6.5%)
11(1.1%)

1) 인구총조사(2013 6월) : 성별(남 49.7%, 여 50.3%), 연령(20세 미만 비율 제외 : 20대 17.9%, 30대 21.2%, 40
대 22.3%, 50대 17.6%, 60대 이상 20.7%), 교육수준(고등학교 이하 56.8%, 대학교 졸업 38.9%, 대학원 졸업
4.3%), 행정구역(서울특별시 20.1%, 부산광역시 7.1%, 대구광역시 5.1%, 인천광역시 5.5%, 광주광역시
3.0%, 대전광역시 3.1%, 울산광역시 2.2%, 경기도 23.3%, 강원도 3.0%, 충청북도 3.1%, 충청남도 4.2%, 전라
북도 3.7%, 전라남도 3.6%, 경상북도 5.4%, 경상남도 6.5%, 제주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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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방식에 따라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여 측정모델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한 후, 2단계인 구조모델 추정에서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친환경 관광행동 개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측
정한 변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기후변화 문제지각의 개념
역시 일반적인 환경문제 지각 개념을 변형하여 구성된 개념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우
선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가치의 경우에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논의되어 왔으나, 사회이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하나의 요인(Bardi &
Schwartz, 2003; Corraliza & Berenguer, 2000; Nordlund & Garvill, 2003)으로 나타
난 연구결과와 두 개의 독립된 요인(de Groot et al., 2008)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혼재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
다고 느낀다.’, ‘나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감을 느낀
다.’, ‘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표 3> 가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_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요인1: 이타 생태적 가치

평균

요인
적재량

분산(%)

신뢰
계수

4.987

34.384

.865

1.555

20.129

.738

4.11

자연과 화합 : 자연에 적응함

.383

.786

환경보호 : 자연을 보호함

4.01

.777

사회정의 : 불의를 시정하고 약한 자를 돌봄

4.35

.751

오염방지 : 자연자원 보호

4.05

.746

도움이 되는 :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함

3.83

.699

생명체 존중 : 다른 생명체와 조화

3.80

.685

세계평화 : 전쟁과 갈등이 없는

4.48

.604

평등 :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4.57

.449

요인2: 자기중심적 가치

아이겐
값

3.61

권위 : 리드하거나 지휘할 권리

3.43

.806

사회적 권력 : 타인을 통제함, 지배

3.20

.789

부(富) : 물질적 소유, 돈

4.11

.663

영향력 : 사람과 일에 영향력을 지님

3.72

.585

누적분산=54.513%, KMO=.884, Bartlett‘s test=1662.632(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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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중심적 가치, 사회이타적 가치, 생태적 가치를 측정하는 12개의 항목을 요인분석에
투입한 결과, 고유값 1 이상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즉, 사회이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
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 이타 생태적 가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이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하나의 요인(Bardi & Schwartz, 2003;
Corraliza & Berenguer, 2000; Nordlund & Garvill, 2002)으로 나타나 하나의 구성개념
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타 생태적 가치요인과 자기중심적 가치 2개의 가
치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신뢰도는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기후변화 문제지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기후변화 문제지각을 측정하는 두 가지 차원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적재량이 두 개의 요인에 중복되는 ‘기후변화는 가까운 기간 안에 일어날 것이
다’ 항목은 최종 요인분석에서 제거하였다. 두 개의 요인은 이론적 고찰과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인1은 ‘기후변화 위협’으로 요인2는 ‘기후변화 발생가능성’으로 명명하였다.
신뢰계수는 각각 .909, .823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후변화 문제지각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요인

평균

요인 아이겐
적재량
값

분산
(%)

요인1: 기후변화 위협
4.03
기후변화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위협은 중요한 일이다. 3.98
.826
기후변화가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위협
4.01
.819
은 중요한 일이다.
기후변화는 사회발전(혹은 인류)에 부정적 영향을
3.95
.811
4.877 44.507
미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나쁜 영향을
3.94
.808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가 동식물의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은 중요
4.13
.793
한 일이다.
기후변화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4.16
.769
요인2: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3.57
*
기후변화가 실제로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3.56
.864
1.488 26.214
*
기후변화는 나쁜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3.69
.832
*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지는 확실하지 않다.
3.47
.809
누적분산=70.721%, KMO=.882, Bartlett‘s test=5074.796(p<.000)

신뢰
계수

.909

.823

* 역코딩 항목(측정항목의 경우 응답값이 5(매우 그렇다)에 가까워질수록, 기후변화 발생 가능성을 낮은 것으
로 지각한다는 의미가 성립되므로 역코딩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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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관광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 값을 저하시키는 항목인 ‘탈 것을 공유한다(카풀)’ 항목을 제외하고 12
개 항목을 최종 요인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고유값 1 이상의 요인 3개가 도출되었다. 신뢰
계수는 .774∼.829 로 나타났다. 요인별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1은 여행 시 에너지
절약, 요인 2는 여행 시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사용, 요인3은 여행 시 친환경 교통수단 이
용으로 설정하였다.
<표 5> 국내관광 시 친환경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요인

평균

요인1: 여행 시 에너지 절약
숙박시설 이용 시 물 사용량 줄이기
숙박시설에서 전등/에어컨 비사용 시 전원 끄기
숙박시설 이용 시 정부권장온도 유지
여행 시 쓰레기 배출 줄이기
타월/린넨 교체 줄이기
요인2: 여행 시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사용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음식 및 제품 구매
지역주민의 수입에 도움이 되는 제품구매
여행 물건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구매
일회용 구매를 줄이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구매
요인3: 여행 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국내여행 시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에서 자전거나 도보 이용
온실가스 배출 적은 교통수단 이용

3.38
3.39
3.61
3.20
3.47
3.25
3.48
3.63
3.39
3.36
3.53
3.29
3.29
3.29
3.28

요인
적재량
.793
.785
.646
.627
.620
.809
.750
.677
.655
.837
.797
.738

아이겐
값

분산
(%)

신뢰
계수

5.369

24.014

.829

1.400

21.268

.801

1.022

18.826

.774

누적분산=64.108%, KMO=.912, Bartlett‘s test=4818.687(p<.000)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개념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잠재
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집중타당성과 잠재변수 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집중타
당도는 요인적재량과 유의성, AVE(평균분산추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인적재량(표
준화계수)가 0.5 이상, C.R값>1.965 이상으로 유의하고, AVE 값이 0.5 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12). 다음 <표 6>과 같이 각 측정변수의 표준
화 계수가 자기중심적 가치의 관측변수 3을 제외하고 모두 0.5 이상이며 C.R값이 1.965
를 모두 상회하여 유의하며, 구성개념의 AVE 값은 0.576∼0.802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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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중심적 가치의 관측변수 3의 경우에도 표준화 계수가
0.496로 0.5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판별타당성의 경우 AVE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표 7>과 같이 AVE 값(분산추출지수)이 모든 상관계
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구성개념
자기중심적
가치

이타적
생태적
가치

기후변화
발생 가능성

기후변화
위협

기후변화
개인적 책임
친환경 행동

측정변수 비표준화
번호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
2
3
1
2
3

1.000
1.459
.805
1.289
1.000
1.028
1.018
.842
1.181
1.121
1.172
1.137
1.000
.906
.830
1.000
.957
.937
1.023
1.043
1.062
1.000
.941
.824
1.000
.932
1.143

S.E.

C.R.

P

.087
.064
.081

16.746
12.676
15.910

.046
.050
.047
.047
.047
.046
.045

22.257
20.298
17.874
25.182
23.718
25.273
25.412

.037
.036

24.616
22.748

.041
.039
.039
.038
.038

23.605
23.758
26.425
27.415
27.738

.035
.034

27.093
24.499

.046
.047

20.111
24.3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준화계
수
.616
.829
.496
.673
.713
.734
.669
.590
.831
.782
.834
.838
.866
.772
.711
.770
.730
.734
.802
.827
.835
.864
.808
.734
.781
.646
.907

AVE

개념
신뢰도

0.635

0.844

0.532

0.948

0.673

0.831

0.668

0.945

0.773

0.905

0.785

0.909

χ2(df)=1298.268(309), p= .000, CMIN/DF=4.202, GFI=0.908, AGFI=0.887,
RMR=0.033, CFI=0.932, TLI=0.912, RMSEA=0.057, NFI=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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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판별 타당성 검증
자기중심적 이타생태적 기후변화 기후변화 기후변화 친환경
가치
가치 발생가능성 위협 개인적책임 행동
자기중심적
가치
이타생태적
가치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기후변화
위협
기후변화
개인적 책임
친환경 행동

1.00
.28

1.00

-.08

.35

1.00

.20

.56

.53

1.00

.22

.52

.33

.58

1.00

.09

.40

.10

.25

.30

1.00

AVE

개념
신뢰도

0.635

0.844

0.532

0.948

0.673

0.831

0.668

0.945

0.773

0.905

0.785

0.909

4.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의 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8>과 같은 적합도 지수가 도출되
었다. GFI, AGFI, CFI, TLI, NFI 의 모든 지수가 판단기준인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RMR과 RMSEA값은 모두 0.5이하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적합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치로 검증되었다. 다만, χ2(CMIM)값이 1039.513이며, p값이 .05 이하로 나타
났으며, CMIN/DF 값이 3.397로 3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
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750 이상인 대표본의 경우 두 공분산행렬 간 차이가 작아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우종필, 2012), 본 연구의 표본 수(N=1,003)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CFI와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
으로 참조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으며(우종필, 2012), 본 연구모형의 CFI값은 0.949(0.9 이
상), RMSEA값이 0.049로 0.05 이하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적합도로 판단되었다.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구분

χ2(df)

p CMIN/DF

연구모형 1039.513(306) 0.00
적합도
판단기준

p>.05*

3.397

GFI

AGFI RMR

CFI

0.926

0.909

0.40

0.949 0.942

0.049

0.930

0.9
이상

0.5
이하

0.9
이상

0.08
이하

0.9 이상

3이하* 0.9 이상

* 대표본(750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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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 RMSEA
0.9
이상

N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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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적합한 모형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9>. 검증 결과, 기후변화 발생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개인적 책임
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중심적 가치가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 검증결과를 경로도형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즉, 두 가지 가치 모
두 기후변화 문제지각(발생가능성,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기
중심적 가치와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지각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85,
-4.654***), 자기중심적 가치가 증가될수록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지각이 낮아지는 결과
가 나타났다. 반면 자기중심적 가치가 증가될수록 기후변화 위협 지각 역시 높아지는 흥
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타생태적 가치가 증가될수록 기후변화 발생가능성에
대한 지각과 위협에 관한 지각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지
각은 기후변화 위협 지각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404, 11.318***),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개인적 책
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후변화 위협 지각으로 파악되었다(.599, 13.320***). 기후변
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높아질수록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137,
3.657***), 가치가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이타생태적 가치만이 친환
경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36, 8.865***).
<표 9>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독립
자기중심적 가치
이타생태적 가치
자기중심적 가치
이타생태적 가치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기후변화
위협
기후변화
개인적 책임
자기중심적
가치
이타생태적
가치

종속
→

기후변화
발생가능성

→

기후변화 위협

→
→
→

→

기후변화 위협
기후변화
개인적 책임
기후변화
개인적 책임
관광객
친환경 행동
관광객
친환경 행동
관광객
친환경 행동

P

표준화된
회귀계수

-4.654

0.000

-.185

10.065

0.000

.387

Estimate

S.E.

C.R.

-.301

.065

.450

.045

.171

.044

3.876

0.000

.125

.397

.033

11.961

0.000

.406

.340

.030

11.318

0.000

.404

.007

.030

.237

.813

.009

.546

.041

13.320

0.000

.599

.143

.039

3.657

0.000

.137

-.014

.049

-.276

.783

-.010

.315

.036

8.865

0.00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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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분석결과

V. 결 론
기후변화와 관광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서 개별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으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며,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본 연구는 가치, 기후변화 문제지각 및 개인적
책임 변수를 적용하여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과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기후변화 문제지각 중에서도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지
각이 매우 핵심적인 변인이라는 점이다. 우선,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지각은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후변
화 발생가능성 지각은 기후변화의 개인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위
협에 대한 지각은 개인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기후변화 발생
가능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기후변화가 나와 가족의 건강(자기중심적 가치), 인류 및 사회의 발전(사회이타적 가치),
생태계(생태적 가치)와 결부되어 위협적으로 지각될 때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협 지각은 자기중심적 가치와 최종 종속변수인 친환경 행동이 연결
될 수 있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였다. 자기중심적 가치와 기후변화 위협 지각은 다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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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기후변화 개인적 책임,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중심적 가치와 친환경 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
계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위협지각은 자기중심적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친환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사회딜레마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동의 문제가 있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해결책(Klandermans, 1992; Schwartz,
1977; Nordlund & Garvil, 2003 재인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기후변화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증거
제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후변화가 생태계, 사회이타적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위협(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이타 생태적 가치는 기후변화 발생가능성과 위협의
지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이타 생태적 가치가 높
을수록 기후변화의 발생가능성과 위협 역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
면, 자기중심적 가치가 증가할수록 기후변화 발생가능성에 대한 지각은 낮아지는 영향관
계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관련된 정보에 더
욱 관심을 가지며, 가치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Nordlund &
Garvil, 2003). 따라서 이타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
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게 지각
하고 있는 반면, 자기중심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습득은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기후변화의 발생가능성 역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친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표
준화된 회귀계수값 0.137)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타 생태적 가치가 친환경 행동에 미치
는 영향(표준화된 회귀계수 값 0.336)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마케터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의 가치는 개인에게 비교적 영구적인 신념으로서 쉽게 바뀌지 않는 반면, 기
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지각은 향후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적인 2003년, 2006년 기
후변화 인식에 대한 서베이 결과, 14개 국가의 응답자들이 2003년보다 2006년에 기후변
화 문제를 ‘아주 심각하다’라고 더 높게 판단하였으므로(Patchen, 2006), 기후변화 이슈를
통한 친환경 행동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가치 중 이타생태적 가치만이 친환경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로, Stern & Dietz(1994), 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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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z, & Guagnano(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사회이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는 친환경
행동과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 자기중심적 가치가 친환경 행동
과 부의 영향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둘 간의 어떠한 영
향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관광업에서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을 보다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지각
중에서도 기후변화 위협 변인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기후
변화 위협은 자기중심적인 가치도 친환경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나
타났으므로, 기후변화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협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다른
전략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가치와 일
치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습득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기중심적 가치와 기후변화
위협 간의 정의 영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생태계 및 인류공동체
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관광지 내 친환경행동을 유도하는 홍보전략으로서 윤리적인 메
시지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기후변화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협에 대한 정보
를 전달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본 연구가 국가적 표본을 대표하기 위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서베이를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서베이가 갖는 한계
점을 지닌다. 가장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 응답한 표본은 인터넷을 보다 손쉽게 접하고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성별, 행정구역, 연령,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별 인구비율 역시
할당하여 표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하기는 하지만 그 영향관계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Lorenzoni, Nicholson-Cole, & Whitmarsh(2007)는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
및 우려(concern)와 행동적 반응간의 불일치가 널리 알려진 ‘가치-행동(value-action)’과
‘태도-행동’ 차이(gap)와 일치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지각이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적, 사회적,
구조적 장애요인(barrier)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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