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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관광분야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관광자 행동연구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의
미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ㆍ외 주요 학술지에서 관광자 행동연구의 비교 및 분석을 위해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자 행동관련 논문 수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관광자 행동연구의 주제별 주요 키워드로 관광자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
기ㆍ경험ㆍ지각된 가치ㆍ태도ㆍ체험ㆍ만족도ㆍ충성도ㆍ행동의도 등이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에 비해 해외에서는
아웃도어레크레이션 및 지속가능한 관광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관광학연구 에서는 대부분 연
구가 양적접근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해외 연구에서는 양적접근방법과 질적접근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광학연구의 정체성 및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광현상을 설명ㆍ분석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 및 종단적 연구에 관
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관광자, 행동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ABSTRACT: This paper offers the right direction of the research in the field of tourism through
comparing two major academic journals such Journal of Tourism Sciences and Tourism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behavior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study's findings suggested that domestic tourists behave differently than those traveling on
an international level. First, studies of international tourists' behavior are more extensive than those of
domestic tourists. Second, a tourist behavior study focuses on individuals' psychological aspects in
tourism contexts. Visitors on international vacations tended to be more recreational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than domestic tourists. Third, studies of international tourists' behavior us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tudy's findings will provide us with necessary materials to get started
in the right direction of tourism research. Future study will focus on mixed research metho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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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approaches in order to identify a variety of phenomenon in the fields of tourism.
Key words： Tourist, Behavior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Ⅰ. 서 론

주제에 의한 질적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보다 구
체적인 질적연구의 과정 및 방법에 대한 고민은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성장(코로나19 이전)에
따라 관광학에 대한 위상은 다소 짧은 역사 속에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김사헌, 2007; 차석빈,
2012).

서도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관광분야

해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관광학의 연구방

의 연구는 하나 또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접근하

향, 연구방법론, 관광학 연구에 대한 적합한 접

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현상과 변화하는 트렌드

근방법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를 잘 반영하는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

전개되어 왔다(Jafari, 1989; Pearce, 1993;

다(Okumus, van Niekerk, Koseoglu, &

Smith, 1989). 특히 관광을 개별적인 학문(a

Bilgihan, 2018). 관광학은 20세기에 접어들

discipline)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는 전문적인

면서 사회학ㆍ경제학ㆍ심리학ㆍ지리학ㆍ인류학

연구 분야(a field of study)로 고려할 것인가

등 주요 학문들과의 융합적 접근이 용이해짐에

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따라 관광학의 학문적 경계의 모호성에 대한 비

(Echtner & Jamal, 1997), 다른 연구자들은

판적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Echtner &

관광분야의 개념적 체계의 부족 및 방법론의 한

Jamal, 1997; Jafari & Ritchie, 1981).

계로 인해 개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관광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2000년대 초반 관광관련 학회 및 학술지의 증가

나타나고 있다(Pearce, 1993; Witt, Brooke,

로 인해 학문적 토대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관광

& Buckley, 1991). 즉 복잡한 관광현상을 설

학 내 다양한 산업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론적ㆍ방법론적 접근보

따른 연구논문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김

다는 체계적ㆍ종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관광 구

대권, 2003). 1990년대까지 여행업ㆍ호텔업ㆍ

성요소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

지역관광ㆍ관광행태ㆍ사회문화적 영향 등의 연

요하다고 할 수 있다(Merinero-Rodriguez &

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 컨

Pulido-Fernandez, 2016).

벤션ㆍ이벤트ㆍ외식ㆍ항공분야 등 관광산업 분

관광을 여가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일상생활

야의 연구가 수행되었다(안종윤, 1995; 최규환,

권을 벗어나 개인 및 사회 상호 간에 발생하는

2011). 그러나 관광분야의 연구주제가 마케팅

사회문화적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전제한

및 호텔ㆍ외식 등 실용적 측면을 강조함에 따라

다면, 관광은 사회문화적 접촉ㆍ관광자 심리ㆍ공

관광학에 대한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지

간적 이동ㆍ경제적 영향 등의 특성을 연구하는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남조, 2020). 또한

사회학ㆍ심리학ㆍ지리학ㆍ경제학ㆍ문화인류학

관광학 내 양적연구 증가와 더불어 학술논문의

등과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김사헌,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내용분석을

2007). 국내ㆍ외 관광자 행동연구의 비교 및 분

통한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석을 위해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199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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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광분야에서 내용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등장

야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

하기 시작하였으며, 2개 이상의 학술지를 비교

다(McIntosh & Goeldner, 1990). 인간의 사

한 연구는 2000년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

회적 영향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나(여호근ㆍ윤태환, 2008; 이후석, 2019), 관

관광자가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설명ㆍ예측하

광활동의 주체인 관광자 행동관련 국내ㆍ외 비교

는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합리적 또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

비합리적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근사치

광학이 양적 및 질적으로 우수한 학문 분야로 자

적인 규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체험적 발견법

리 잡아가기 위해 국내ㆍ외 관광분야 주요 학술

(heuristic), 관광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

지( 관광학연구 ㆍTourism Management)에

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게재된 관광자 행동관련 논문들을 비교 및 분석

dissonance), 관광자의 동기에 초점을 둔 자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광자 행동연구의 흐름

결정성(self-determination) 등 수많은 사회현

을 파악하고, 향후 의미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

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사용하고

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광학연

있다(문혜영ㆍ윤유식, 2009; 황용철, 2016;

구의 정체성 및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

Aronson, 2004; Ryan & Deci, 2000).

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학 측면에서 관광은 관광자의 역할과 관
계 그리고 제도적 측면 등 관광자와 사회에 미
치는 영향요인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다양

Ⅱ. 이론적 고찰

한 사회현상을 관광분야에 접목하게 되었다
(Cohen, 1984). 1960년대부터 대중관광에 대

1. 관광자 및 관광자 행동연구

한 비판적 관점에서의 경험적 연구 등 관광분야
내 사회학적 연구가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관광분야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1970년대에 관광에 대한 사회학 및 인류학적 연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을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여

구가 이루어지면서 관광학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

가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여행하거나 머무는 행

를 하였다(이진형, 2007). 특히 관광자의 문화

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김병국ㆍ김재호ㆍ박석희,

적 동기를 유발하는 고유성(authenticity) 및

2019). 이러한 관광 활동의 주체를 ‘관광자’라고

관광자의 시선(gaze) 등 관광분야 내 다양한 사

명명하고 있으며, 관광을 하는 사람을 관광상품

회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적 이론을

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바라볼 때는

다각도로 적용하였다(Cohen & Cohen, 2012).

‘관광객’이라고 정의한다. 관광을 연구하는 학자

서비스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은 다양한 경영학

들마다 관광자와 관광객을 정의하는 견해가 상이

적 지식을 요구하기에 마케팅ㆍ소비자행동ㆍ서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상을 벗어나 관광 활동

비스ㆍ경영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경영학적 측면

의 주체로서 여행하거나 숙박하는 사람을 관광자

의 연구를 기반으로 관광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있다(김사헌, 2007; 송재호ㆍ김향자, 2010).

관광분야에서 관광자 행동 분야는 오랫동안

1990년대부터 관광지와 이벤트에 대한 중요성

연구되어온 주요 주제들 중의 하나이며, 수많은

이 부각되면서 관광지 마케팅ㆍ선택속성ㆍ이미

학자들은 관광자의 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학

지 전략ㆍ관광상품화 등 광범위한 마케팅적 접근

ㆍ경제학ㆍ심리학ㆍ경영학ㆍ지리학 등 여러 분

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관광지 브랜딩ㆍ마케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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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ㆍ시장세분화ㆍ관광자 행태의 변화ㆍ관광

여를 하고 있다(이영주ㆍ김기영, 2011; 정산설

정보시스템의 활용ㆍ관광시장 환경의 변화 등

ㆍ김경배ㆍ이훈, 2021). 정산설 외(2021)은

소비자 행동과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분야가 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

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고 되었다(김종은ㆍ

를 대상으로 자연관광지 방문이 관광자의 부정적

이승곤, 2000; 신영기, 2016; 송재호ㆍ김향자,

심리를 회복하고 개인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력

2010).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행복감

지리학 관점에서 관광은 장소와 관련된 사회

은 청소년, 시니어 등 다양한 사회계층과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부터 관광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통해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및 체계적 연구, 관광주체ㆍ객체ㆍ매체에 대한 상

윤주ㆍ박창환ㆍ이훈, 2020). 이윤주 외(2020)

호연관성 등을 이해하는 데 지리학적 접근방법을

은 여행을 통한 사회적 관계(여행동반자ㆍ지역

활용하고 있다(김종은ㆍ이승곤, 2000; Mitchell

민ㆍ종사자)는 개인의 심리적 편익(주관적 웰빙

& Murphy, 1991). 관광을 시간적ㆍ공간적 관

ㆍ행복 등)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효

점에서 살펴보면 거주지를 벗어나 관광목적지의

용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자연ㆍ인문 현상을 관찰하는 지리학적 측면과 깊

밝혔다. 이러한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는 기억에

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

남을만한 관광경험 및 관광자 만족을 증대시키는

지의 입지 및 역할, 관광주체와 객체 간 관련성,

순환적

관광공간 및 관광체계, 관광행태 등 지리학적 측

2013). 윤혜진ㆍ김철원(2013)은 가족ㆍ친구ㆍ

면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김시중, 2005).

연인 등 동반자와 관계와 관광자의 경험 및 관광

위와 같은 관광자 행동연구의 주요 학제적 관
점들을 고찰해보면, 관광자의 내부(개인적) 및

역할을

하고

있다(윤혜진ㆍ김철원,

지 만족 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의
검증을 통해 동반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외부(사회문화적) 요인들의 파악을 통해 관광자

관광분야에서 마케팅ㆍ서비스ㆍ소비자 행동ㆍ

행동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이에 이 연

정보시스템 등은 주요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되

구에서는 국내ㆍ외 관광자 행동연구의 구체적인

었으며, 이를 통해 관광자의 특성ㆍ행태ㆍ행동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있다. 관광자 욕구 파악
및 만족을 위한 활동이 관광분야 마케팅의 주요

2. 국내 관광자 행동연구의 동향

관심사이므로, 마케팅 분야에서 시장세분화를 통
한 관광자 동기ㆍ만족 및 행동의도를 파악하는

국내 관광자 행동연구에서는 심리학 및 경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성혁ㆍ김용일ㆍ오재

학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

경, 2012; 송재호ㆍ김향자, 2010). 김성혁 외

회학ㆍ경제학ㆍ지리학적 측면의 연구는 부족한

(2012)는 해양관광자를 대상으로 방문동기 유

실정이다. 1990년대 관광분야에서 사회문화적

형에 따른 관광활동이 관광자 만족 및 이미지에

영향ㆍ관광행태ㆍ호텔분야가 주요한 연구의 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상이 되었고, 2000년대 이후 연구의 관점이 지

것은 축제공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역관광ㆍ관광자 태도 변화 등 관광자 중심의 연

구체적으로, 양길승(2011)은 축제방문 관광자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재휘, 2009).

를 대상으로 참가동기에 따라 관광자의 시장세분

관광은 관광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삶의 질 향

화를 도출한 후 향후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상,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기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관광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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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신영기

자 및 관광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무대화된

(2016)는 관광안내정보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고유성(staged authenticity), 관광자의 시선

있는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정보시스템

(the tourist gaze), 코헨의 관광자 유형 등 다

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들에 흥미를 유발하

양한 사회학적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관광자 행동

는 이용자일수록 만족도가 제고되고 있음을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김희영ㆍ김사헌, 2006; 박

하였다.

상훈ㆍ김사헌, 2011). 박상훈ㆍ김사헌(2011)

관광은 시간적ㆍ공간적 개념에서 일상생활권

은 관광자의 시선에 따라 다른 범주의 관광현상

(거주지)을 떠나 관광목적지에서 나타나는 현상

을 설명하고, 관광자 유형에 따라 관광자와 지역

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광분야에서 지

주민 간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하

리학적 관점은 관광지에 대한 지리적 특색 및 관

였다.

광객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연구과제로

위와 같은 관광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학문

삼고 있다(김종은ㆍ이승곤, 2000). 구체적으로,

적 접근방법 이외에도 국내 관광분야에서는 질적

정명균ㆍ김창수ㆍ이경현ㆍ김영봉ㆍ김대환

연구방법 및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연구와

(2022)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규 관광자 유

향후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부족

치를 위한 관광자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하고 생

한 실정이다(김사헌, 2007; 조광익, 2022; 차

성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QR코드

석빈, 2012).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기반 관광콘텐츠 정보생성을 위한 시스템 구성을

방법론은 과학주의 및 경험주의 기반 사회현상의

통해 관광자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칙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양적연구와 개인의

관광자 행태의 파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다

내면적 가치를 파악하려는 현상학적 입장을 중심

용이하게 규명되고 있다. 다양한 관광현상을 규

으로 하는 질적연구로 구분된다(Walle, 1997).

명하기 위한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관광수요 예

김사헌(1999)은 국내 관광분야 연구동향 검토

측,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를 통해 질적연구에 비해 양적연구가 대세를 이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가치평가에

루고 있음에 따라 질적연구의 과정 및 절차 등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다(이충기ㆍ김학준,

양적연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현상의 심층

2020). 이 중 관광자의 지불의사 측정을 통해

적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방법이 수반되

관광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상가치평가법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Creswell, 1998). 이러

(CVM)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자원

한 특성을 나타내는 질적연구는 사회 트렌드 및

의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된 가상적 대안들에 대

패러다임 설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

한 관광자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선택실험법도 활

경자, 2010; 김은정, 2017). 김은정(2017)은

용되고 있다(이원석ㆍ배소영ㆍ문준호, 2015).

기존 질적 연구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근거이론을

20세기 대중관광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관광

바탕으로 사회학계의 전반적인 추세와 사회학 영

및 관광자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기반을 둔 사회

역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및 패러다임에 대한 논

학적 연구가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관광분야

의를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사회학의 고전인 ‘관광자(the tourist)’출간된
이후 국내 관광분야에서도 사회학적 연구에 관심

3. 해외 관광자 행동연구의 동향

을 두기 시작하였다(이진형, 2007; Ech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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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일상생활을 벗어나 다양한 행위를 하는

되고 있으며, 문화(유산)관광ㆍ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자는 여러 요인들(시간 부족ㆍ인지적 기억

ㆍ아웃도어 레크레이션 분야의 연구도 지속적인

의 한계 등)로 인해 더욱 복잡한 결정을 할 것이

관심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심리학적 측

며(Correia, Kozak, & Tao, 2014; Trope

면에서는 관광자의 동기ㆍ경험ㆍ만족ㆍ행동의도

& Liberman, 2010), 이것은 관광자의 선택

등 개인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관광자와 지역주민

및 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비합리적인

과 접촉ㆍ환경ㆍ관광자의 역할 등 사회문화적 관

행동 경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Pearce, 2013). 사회심

한다고 할 수 있다.

리적 행동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 부분이 어떻

20세기 후반 세계 대공황이 지나고 경제가 회

게 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는 것

복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자원 보전에

으로서,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자의 동기ㆍ경험 및

기여하는 관광의 형태로서 문화(유산)관광에 대

소비행동에 초점을 두는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한 관심이 증대되어 다양한 이론들을 활용한 수

있다(Tang, 2014). deMatos, Sa, and Duarte

많은 연구들이 등장하였다(Ivanovic, 2008).

(2021)은 관광분야에서 몰입(flow)과 관련된

관광소비의 주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긍정적ㆍ부정적 몰입 경

화(유산)관광은 문화소비ㆍ문화동기ㆍ유산보전

험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관광자 동기의 중

ㆍ문화경제 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요성을 검토하였으며, Uriely(2005)는 포스트

있다(Richards, 2018). 문화소비(cultural

모더니즘 관점에서 관광자 경험에 관한 개념적

consumption)의 한 형태로서 문화관광은 문화

발전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Kwon and Jang

에 대한 이해수준ㆍ방문동기ㆍ행동 등에 따라 다양

(2012)은 공정성 이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회복

한 유형의 소비 계층으로 구분하였다(Du Cros

을 위한 보상 효과를 위해 소비자와 서비스 조직

& McKercher, 2014). 문화관광분야에서 많

간 관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은 연구가 관광자 동기ㆍ만족ㆍ충성도 등 소비자

지난 수십년 동안 관광자 의사결정은 관광분

행동 및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야 내 주요 연구 주제들 중의 하나로서, 관광지

러한 행동은 관광자 정체성과 깊은 연관성을 나

(상품) 선택 및 재방문의도 등 의사결정과정을

타내고 있다(Bond & Folk, 2013). 문화관광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들을 사용하였다

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유산(cultural

(Smallman & Moore, 2010). 전통적인 경제

heritage)은 관광소비의 주요 목적지로서 지역

학적 접근법으로 시간적ㆍ경제적 제약 속에서

사회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Jimura,

최적의 만족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을 선호한다는

2011).

효용이론(utility theory)과 합리적 행동이론

대안관광의 한 형태인 지속가능한 관광은 사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는 관광자

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관점에서 삶의 질ㆍ공정

의 합리성ㆍ논리성을 기반으로 선택 및 결정하고

ㆍ환경ㆍ경제 등 여러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있다(McCabe, Li & Chen, 2016). 이러한

복잡한 개념으로서, 방문자ㆍ이해관계자ㆍ사회

전통적인 인지적 과정은 재구매와 재방문을 유도

적 그룹 등의 요구에 균형을 맞추면서 개념화 또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서적 요인ㆍ직관적 추

는 실행되고 있다(Lu & Nepal, 2009). 지속

론ㆍ자발적 행동 등 실제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

가능한 관광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는

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쾌락주의적(hedonic)

보호지역에서의 방문자 관리ㆍ접근성ㆍ해설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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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영향 등이며, 해설은 방문자 영향을 감소시킬

행동 연구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의미 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Coghlan

는 연구 방향의 제시 및 관광학연구의 정체성 확

& Gooch, 2011). 또한 관광분야에서 지속가

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능성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은 오래된 연구주제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관광자ㆍ지역주민

Ⅲ. 연구방법

ㆍ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영향
에 관한 지표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최근들어 대기오염 등과 같은 기후변화 관

1. 연구대상

련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Miller,
Rathouse, Scarles, Holmes, & Tribe, 2010).

관광자 행동연구의 비교 및 분석을 위해 이 연

이러한 기후변화는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분야

구는 국내ㆍ외 관광관련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에서도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

관광자 행동과 관련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관

웃도어 레크레이션 분야의 연구 초기에는 자원의

광자 행동관련 논문들은 양적ㆍ질적ㆍ혼합연구

계획(planning)과 관리(management)차원으

방법을 활용하거나 2차 자료에 의해 관광자 행

로 접근하면서 방문자 중심의 연구가 수반되어

동을 파악하는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관

왔다(Clawson & Knetsch, 1963). 이후 기후

련 학술지의 선정을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저널

변화(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자연환경의 역할과

영향력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저널 영향력 지수

방문자 특성ㆍ태도의 변화, 방문자 안전과 위험

는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중심성지수, 즉

수준, 친환경 및 책임있는 행동으로의 변화 등의

시성지수, 자기인용비율 등을 활용하여 평가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Espiner, Degarege,

있다. 관광학연구 (Journal of Tourism Sciences)

Stewart, & Espiner, 2022; Hoyem, 2020).

는 피인용지수(2.41), 중심성지수(2.84), 즉시

Espiner et al.(2022)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성지수(1.32), 자기인용비율(13.70) 등 저널

에서 야외활동 참가자들의 혼잡 및 갈등이 발생

영향력 지수가 우수하게 평가되었고, Tourism

하였을 경우 합리화 및 장소이동 등 다양한 대응

Management는 피인용지수(10.967) 등 저널

행동(coping behavior)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

영향력 지수들이 관광분야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

음을 확인하였다.

었다. 이에 이 연구의 대상을

관광학연구 와

국내ㆍ외 관광자 행동연구를 살펴보면, 심리

Tourism Management로 선정한 후 최근 10

학 및 경영학 관점의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년간(2011년~2020년) 두 학술지에 게재된 관

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산업적 관점에

광자 행동 관련 논문들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서 호텔ㆍ외식 등 분야에서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질적연구 기반 사회적 및

2. 분석방법

환경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관광현상을 설명하려
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광행동

관광자 행동연구의 비교 및 분석을 위해 사회

관련 국내ㆍ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

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인 내용분석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ㆍ외 관광자

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Stepchenkova,

행동 연구들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관광자 행동

Kirilenko, & Morrison, 2009). 내용분석법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자

은 자료의 내용을 체계적 및 객관적으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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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한 메시지의 특성을 체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항목(관광학일반ㆍ관광경

계적ㆍ객관적으로 파악 및 추론하는데 사용하는

영 및 경제ㆍ관광마케팅 및 상품ㆍ관광자원ㆍ관

기법으로 정의하고 있다(Holsti, 1969; Kolbe

광개발ㆍ관광사업ㆍ국제관광ㆍ관광행동 및 심리

& Burnett, 1991). 내용분석은 2차 자료를 사

ㆍ관광문화ㆍ컨벤션 및 이벤트 등)을 활용하였다.

용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현지조사에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위

불가능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며, 분석이 잘못

한 세부항목은 조사대상 3항목(관광자, 관광자

된 경우 기존 자료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안전

원, 문헌자료), 연구주제 15항목(마케팅, 문화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유산관광, 경제적 효과, 컨벤션ㆍ리조트, 관광상

내용분석의 단점으로 의사전달 내용의 한계와 연

품개발, 호텔ㆍ외식, 농어촌관광, 관광정보ㆍIT,

구자의 주관이 개입됨에 따른 타당성 확보의 문

축제ㆍ이벤트, 아웃도어레크레이션, 항공, 의료

제가 발생한다. 또한 연구의 자료 수짐 및 분석

관광, 지속가능한관광, 복지관광, 쇼핑ㆍ카지노)

시 연구자의 의견이 적용되어 연구결과의 일반성

으로 선정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를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을 활용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
구주제 및 연구목적에 적합한 분석유목 체계를

Ⅳ. 연구결과

설정하는 것이다(김사헌, 2007; 차석빈, 2012).
차석빈(2012)은 관광분야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의 내용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 참여자 선정 및

1. 관광자 행동연구의 변화

동의 자료수집, 분석방법, 자료의 진실성 등을
분석유목으로 활용하였으며, 김대권(2003)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ㆍ외 관광분야

관광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한 학제적 분류체계에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소논문들 중 관광자 행동

의해 마케팅ㆍ인사 및 조직ㆍ경영정보ㆍ회계 및

관련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

재무ㆍ정치 및 정책ㆍ사회 및 문화ㆍ경제ㆍ지리

다. 관광학연구 는 매년 약 10회 각 호당 약

및 자원ㆍ환경 및 생태ㆍ계획 및 개발 등 분석항

12여 편의 소논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관광자

목을 활용하여 관광분야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

행동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총 1,266편 중 598

다. 이와 유사하게, 이월계ㆍ송운강(2011)은 관

편(47.2%)의 논문을 발간하였다.

광관련학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70여 편의 논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항목으로서 한국연구

이 발간된 이후 2015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

<Table 1> Changes of tourist behavior research

Journal/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Journal of
78
71
76
77
62
54
58
51
Tourism Sciences
Tourism
63
66
66
63
81
73
91
75
Management
Total
141
137
142
140
143
127
149
126
(%)
(10.6) (10.4) (10.7) (10.6) (10.8) (9.6) (11.3) (9.5)

2019

2020

32

39

84

63

116
(8.8)

102
(7.7)

Total
(%)
598
(45.2)
725
(54.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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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9년~2020년에 발간

발간하였으며, 매년 약 6회 발간하고 각 호당 약

된 호수가 감소되고 있으므로(연 10호→연 8호),

17여 편의 논문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6회 중

관광자 행동관련 논문 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

1~2회에서는 약 40여 편 이상의 논문을 발간하

이고 있다. Tourism Management는 지난 10

고 있으므로, 관광학연구 에서 발간된 논문 수

년간 총 1,629편 중 725편(44.5%)의 논문을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2> Keywords for tourist behavior research
Journal

Themes

Keywords

Marketing

perceived value, perception, experience, attitude, satisfaction,
preference, segmentation, benefit, expenditure, brand, behavioral
intention, attractiveness, K-wave, lifestyle, readiness of tourism, city
tour, advertising message, positioning, place attachment

authenticity, place identity, interpretation, motivation, experience,
Cultural
attitude, temple stay, dark tourism, cognition, conflict, storytelling,
heritage tourism
walk travel
Economic
impact

Journal of
Tourism
Sciences

impact, tourism demand, time series data, resource value, CVM,
decision-making, input-output analysis, demand prediction

Convention·
Resort

motivation, perception, constraints,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
exhibition, brand

Tourism
development

tourism impact, constraints, experience, slow city, behavioral intention,
expenditure

Hospitality

value, emotion, brand attitude, personality, service quality, consumer
satisfaction, buying intention, use pattern, choice attribute, image,
segmentation, physical environment, decision-making

Rural tourism

experience, trust, choice attribute, preference, satisfaction, tourist
loyalty

IT·tourism
information

social commerce, applications, tourism information, space analysis,
online review, value, online, social network, mobile service, social
media, behavioral intention, image, big data, e-word of mouth,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trust

Festival·event

motivation, experience, attitude, attribute, satisfaction, loyalty, service
quality, segmentation, benefits, place attachment

Outdoor
recreation

motivation, perceived value, constraints, experience, satisfaction,
choice attribute, adventure, specialization, camping, climate change,
perceived risk

Airline

value, consumer satisfaction, benefit, communication, service quality,
brand, loyalty, behavioral intention

Medical tourism attitude, segmentation, behavioral intention
Sustainable
tourism

interpretation, sustainability, fair travel, climate change, behavioral
intention, pro-environmental behavior

Welfare tourism

service, disability type, accessible tourism(disability), volunteer
tourism, therapy

Shopping·casino

motivation, service quality, buying intention, social responsibility,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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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eywords for tourist behavior research(continued)
Journal

Themes

Marketing

Cultural
heritage
tourism

Economic
impact
Convention·
Resort
Tourism
development

Hospitality
Tourism
Management

Keywords
motivation, experience, image, satisfaction, loyalty, revisit intention,
stay, brand personality, price decision, cognition, decision-making,
segmentation, choice, package tour, constraints, domestic tourism,
service, expectation, international tourism, emotion, attitude,
advertising, attraction, value, silver tourism, stereotype, expenditure,
creative tourism, family travel
motivation, experience, choice, authenticity, interpretation, value,
segmentation, cultural heritage, indegenous tourism, preference, dark
tourism, volunteer tourism, expenditure, drama tourism, image,
satisfaction, identity, involvement, ritual, perceived value, place
attachment, repeat visitation, attractiveness, constraints, pilgrimage,
brand personality, souvenir, disaster, religious tourism, museum,
loyalty, family travel, emotion
tourism demand, expenditure, TCM, time series analysis, economic
growth, willingness to pay
motivation, choice attribute, exhibition, resort
crowding, perceived risk, carrying capacity, experience, satisfaction,
loyalty, destination geography, life cycle, safety, choice, repeat
visitation, tourism impact, climate, tourism movement, conflict, VFR,
interaction, disaster
motivation, experience, satisfaction, repeat visitation, service quality,
interaction, food tourism, price, choice, globalization, local food, brand,
wine tourism, online review, IPA, green hotel, pro-environmental
behavior, share economy, willingness to pay, e-WOM

Rural tourism motivation, experience, satisfaction, segmentation
blog, online review, travel information search, word of mouth, data
mining, social network, attitude, website, online marketing, image,
trust, satisfaction, social media, decision making, cognition, GPS,
mobile service, information technology, perceived risk, big data, virtual
reality, smart tourism
motivation, emotion, value, satisfaction, behavioral intention, image,
Festival·event goal-oriented behavior, repeat visitation, loyalty, volunteer,
segmentation, authenticity, willingness to pay, place attachment
motivation, satisfaction, loyalty, risk, experience, behavioral intention,
park, climate change, segmentation, environment, adventure, place
Outdoor
attachment, wildlife tourism, nature-based tourism, coastal tourism,
recreation
sustainability, value, protected area, interpretation, willingness to pay,
pro-environmental behavior, national park, safety, interaction
satisfaction, loyalty, behavioral intention, service quality, LCC,
Airline
customer, online reservation, physical environment
motivation, experience, perception, satisfaction, travel intention, sex
Medical tourism
tourism, health care, service quality, facilitators
attitude, experience, satisfaction, pro-environmental behavior,
segmentation, tourism impact, sustainability, bird watching, choice
Sustainable
ecotourism, volunteer tourism, protected area, interpretation,
tourism
conservation, nature-based tourism, monitoring, indicator, willingness
to pay. carrying capacity, IPA analysis, preference, admission fee
IT·tourism
information

Welfare tourism accessible tourism, disability factors
Shopping·casino motivation, experience, behavioral intention, satisfac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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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60

51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 편의 논문이 발간된 이후 2017년에 91편으

관광자 행동연구의 주요 주제는 조사대상 항

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2020년까지

목에 따라 마케팅, 문화(유산)관광, 경제적 효

<Table 3> Changes of themes of tourist behavior research
Jour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Tourism
Management

Themes

N(%)

2011~2013

2014~2016

2017~2020

Marketing

104(17.4)

41

33

30

Cultural heritage tourism

70(11.7)

30

18

22

Economic impact

28(4.7)

15

4

9

Convention·Resort

17(2.8)

7

5

5

Tourism development

34(5.7)

19

6

9

Hospitality

96(16.1)

31

34

31

Rural tourism

17(2.8)

9

6

2

IT·tourism information

60(10.0)

16

21

23

Festival·event

42(7.0)

12

18

12

Outdoor recreation

37(6.2)

17

12

8

Airline

22(3.7)

7

7

8

Medical tourism

16(2.7)

6

6

4

Sustainable tourism

18(3.0)

6

9

3

Welfare tourism

15(2.5)

2

9

4

Shopping·casino

22(3.7)

7

5

10

Marketing

130(17.9)

34

44

52

Cultural heritage tourism

107(14.8)

21

35

51

Economic impact

24(3.3)

6

11

7

Convention·Resort

7(0.9)

5

0

2

Tourism development

60(8.2)

18

15

27

Hospitality

81(11.2)

8

28

45

Rural tourism

13(1.8)

1

5

7

IT·tourism information

68(9.4)

14

15

39

Festival·event

36(5.0)

10

13

13

Outdoor recreation

75(10.4)

27

22

26

Airline

20(2.8)

8

6

6

Medical tourism

22(3.0)

11

3

8

Sustainable tourism

62(8.6)

22

14

26

Welfare tourism

6(0.8)

4

1

1

Shopping·casino

14(1.9)

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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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광(상품)개발, 컨벤션 및 리조트, 호텔 및

가능한 관광ㆍ관광(상품)개발 분야 등이 주요 연

외식, 농어촌관광, IT 및 융복합, 축제 및 이벤

구 주제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관광학연구

트,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항공, 의료관광, 지속

에서는 마케팅ㆍ호텔 및 외식ㆍ문화(유산)관광

가능한 관광, 복지관광, 쇼핑 및 카지노 등 15개

분야ㆍ관광정보 및 IT가 지속적인 연구주제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반면 Tourism Management에

국내ㆍ외 주요 학술지인 관광학연구 와 Tourism

서는 마케팅ㆍ문화(유산)관광ㆍ관광정보 및 IT

Management에 게재된 관광자 행동연구의 주

ㆍ아웃도어 레크레이션ㆍ지속가능한 관광분야가

제별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Table 2> 참조),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017년 이후부터 호

동기ㆍ경험ㆍ지각된 가치ㆍ태도ㆍ체험ㆍ만족도

텔 및 IT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ㆍ충성도ㆍ행동의도ㆍ시장세분화ㆍ의사결정ㆍ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광(상품)개발 분야에

선택속성ㆍ소비ㆍ이미지 등 심리학적 및 마케팅

서는 관광객 대상의 연구보다는 지역주민 대상의

적 측면의 연구주제가 중복되어 나타났으며,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비교적 적절한 논

2020년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트렌드 상황에 부

문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합하는 위험ㆍ안전ㆍ기후변화 등 연구주제가 나
타났다.

관광자 행동연구 방법론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Table 4>와 같다. 관광학연구 의 관

관광자 행동관련 연구주제를 연도별로 구분하

광자 행동연구 방법론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도

여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관광학연구 에

별로 양적연구방법 및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논

서 관광자 행동 연구주제의 분포를 살펴보면, 마

문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질적연구방법 보다는

케팅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양적연구방법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으며, 호텔 및 외식(hospitality)ㆍ문화(유산)

Tourism Management에서 관광자 행동연구

관광ㆍ관광정보 및 ITㆍ축제 및 이벤트 분야 등

의 방법론은 연도별에 따라 양적연구방법 및 질

이 주를 이루고 있다. Tourism Management

적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

에서는 마케팅ㆍ문화(유산)관광ㆍ호텔 및 외식

가하고 있으며, 질적연구방법 및 혼합연구방법을

ㆍ아웃도어 레크레이션ㆍ관광정보 및 ITㆍ지속

활용한 논문의 수가 관광학연구 보다 비교적

<Table 4> Changes of methods of tourist behavior research
Jour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Tourism
Management

Methods

N(%)

2011~2013

2014~2016

2017~2020

Quantitative research

535(89.5)

192

166

177

Qualitative research

58(9.7)

32

24

2

Mixed research

5(0.8)

1

3

1

Total

598

225

193

180

Quantitative research

535(73.8)

150

172

213

Qualitative research

121(16.7)

27

30

64

Mixed research

69(9.5)

18

15

36

Total

725

195

217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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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각된 가치ㆍ태도ㆍ체험ㆍ만족도ㆍ충성도ㆍ
행동의도 등이 나타남으로써, 사회심리학이 관광
자 행동연구의 주요 학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

Ⅴ. 결 론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심리학은 관광분야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

관광분야가 과학적ㆍ체계적 학문분야로 나아

기 위해 구체적인 개념 및 이론들을 활용하고 있

가기 위해 연구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를 기반

다(Tang, 2014).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으로 새로운 대안의 제시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theory), 공정성이론(equity theory), 사회정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이시

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자아일치성

원ㆍ정준금, 1996).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ㆍ

이론(self-congruity theory) 등 사회심리학은

외 관광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관광자 행

사회인지ㆍ사회비교ㆍ사회교환ㆍ자아 등으로 구

동관련 논문들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의미

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adee, 2011).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이러한 이론과 개념들은 마케팅ㆍ커뮤니케이션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ㆍ교육ㆍ인적관리 등을 포함한 소비자 인지ㆍ정

첫째, 관광자 행동관련 논문 수는 관광학연

서ㆍ경험ㆍ행동을 규명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구 보다는 Tourism Management에 게재된

되고 있다(Jae & DelVecchio, 2004; O’Keefe

논문 수는 다소 많으나, 관광학연구 에 게재된

& Jensen, 2008).

관광자 행동관련 논문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넷째, 관광학연구 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양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관광학연구 에서 관광

적접근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s)에

자 행동관련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

의해 수행되고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면 Tourism Management는 꾸준히 증가되고

methods) 및 혼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있다. 특히, 2017년에는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methods)에 의한 연구가 부족한 반면 Tourism

되었으며, Tourism Management의 연구방법

Management에서는 양적접근방법과 질적접근

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광자 행동관련 논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의 증가 폭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김사헌, 2007; 차석

둘째, 관광학연구 와 Tourism Management

빈, 2012; Walle, 1997)에서 지적하였던 것처

에서 공통적으로 관광자의 사회심리적ㆍ마케팅

럼, 양적연구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관광현

적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

상을 심층적 분석 및 해석을 활용하는 질적연구

며, 관광학연구 에서는 호텔 특히 외식분야의

와의 동반 수행은 연구방법론의 명확한 체계의

연구가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반면 해

확립과 관광자 행동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

외에서는 문화(유산)관광과 기후변화 등을 포함

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순한 연구방법론적

한 지속가능한 관광과 아웃도어레크레이션 분야

인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 관점의 다양한 패러다

가 두드러지게 주목되었다. 특히, 2017년 이후

임 속에서 질적연구의 논리 하에 양적연구의 기

로 관광(상품)개발, 호텔, 관광정보 및 IT분야의

법을 활용하는 것은 관광자 행동연구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

지식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윤혜진ㆍ김철

셋째, 관광자 행동연구의 주제별 주요 키워드
로 관광자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기ㆍ경험

원, 2013; 조광익, 2022).
이러한 연구의 결과 이외에도 이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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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관광자 행동

역사회기반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

연구를 위한 국내ㆍ외 주요 관광학술지로서 관

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 네트워크의 구

광학연구 와 Tourism Management를 활용하

조적 특성 및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

였다. 관광분야의 국내ㆍ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

다(강신겸, 2019; 서혜미ㆍ민소영, 2012). 마

된 논문의 내용은 이 연구의 결과와 상이할 수

지막으로, 관광분야의 연구가 지식의 축적에만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을 나타내

관심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관광현장에서 발생하

고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국내ㆍ외 주요 관

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광학술지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게재된 논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의 상황을 관찰하는

문을 활용하였다. 2011년 이전과 2020년 이후

횡단적 연구보다는 연구대상을 장기간 관찰하여

관광자 행동관련 연구가 추가된다면 연구의 결과

연구대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연구목적에 적합하

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의

게 설계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에

결과에서 제시하는 신뢰도에 대한 한계로 인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박원우ㆍ장진욱ㆍ이수진,

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

2010). 최근 선행연구(박수지ㆍ정철, 2019;

날 수 있다.

박용순ㆍ이상훈, 2018)에서 관광현상을 설명하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

기 위한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관광자 행동연구의 향후 의미 있는

러한 종단적 연구방법의 활용을 통해 보다 체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화된 관광학의 학문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연구에서는 2011년 이전의 연구와 더불어 코로

수 있을 것이다.

나19 전·후 관광객 행동연구의 비교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학적
ㆍ체계적인 관광학 지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관광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양적연구 보다
는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를 활용한 연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Table 4>에서 살펴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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