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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연구 에 게재된 관광 행동 연구 동향 분석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구를 대상으로
A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between 2012 and 2021
1)김

지 언*․이 계 희**․한 관 희***․박 득 희****

Kim, GiunㆍLee, GyeheeㆍHan, GwanhuiㆍPark, Deukhee

요 약：이 연구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편향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광학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우수 등재 학술지인 관광학연구 를 대상으
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게재된 52편의 관광 행동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 행동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의 수는 전반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논문의 세부 연구주제별 분석에서
는 구매행동, 공유 행동, 시민 행동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한 연구와 지속가능성 및 관광 정보와 관련된 연구 순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행동 연구의 86.5%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는 한국 관광연구자들의 정량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선호가 아직도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관광
자의 행동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측면의 행동 연구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매년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게재 연도 별 특정 연구 주제가 다루어졌
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지속적으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성 및 관
광정보 관련 연구, 문화 예술 분야의 관광 행동 연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광 행동, 위험 지각 연구 등 사회⋅경제
적 이슈에 따른 특징적인 주제를 가진 연구 또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내 관광 행동 연구에 대한 논의 이후 향후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활용을 통한 관광 행동 연구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관광 행동, 내용분석기법, 주제별분석, 연구방법론별분석, 적용이론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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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52 research trends related to tourism behavior published between
2012 and 2021 in th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Korea's only class-one tourism journa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nd identify trends in tourism behavior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studies directly related to tourism behavior was on the decline
overall. In the analysis by research topic, purchasing behavior, sharing behavior, and civic behavior were
the most widely published, followed by behaviors related to sustainability and tourism information search
behavior. In terms of methods, 86.5 percent of tourism behavior studies used quantitative methods,
indicating that Korean tourism researchers continue to favor quantitative methods. However, in order to
fully comprehend the behavior of tourists, mor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must be used. Because
research was conducted on a variety of topics each year, specific research topics by year of publication
were not identified. In addition to these main topics, studies on the behaviors of disabled tourists and risk
perception studies are mention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future tourism behavior
research directions using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Key words： Tourism behavior, Content analysis, Analysis by subject, Analysis by methods, Analysis by
theoretical frameworks

Ⅰ. 서 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여겨진다.
관광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충분한 위상을 갖

우리나라 대학에 관광학과가 개설되고 석박사

추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다

과정을 통해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관광학을 연구

소 넘어서므로 이 연구의 주제인 관광 행동 연구

하는 교육 기관들이 설립된 지 거의 60년이 넘

의 동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관광학자를 배출한

최근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 관광이

것이 지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

우리나라 관광학과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기실 타

라 관광의 중요성과 유용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분야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정부 및

다. 특히 지리학, 정책학 및 행정학, 조경학, 경

지자체에서는 관광에 관련한 정책 개발, 조직,

제학, 경영학, 그 밖에 다양한 전공의 인문·사회

예산, 전담 기관 등을 마련하고 있다(조광익,

과학 분야에서 대거 관광학으로 유입되었다. 이

2022). 이와 더불어 오늘날 관광현상과 관광산

러한 현상은 4년제 대학의 정규 학과로 가장 많

업은 사회, 정치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관

은 학과가 개설된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현상으

광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로 보인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과 관하여 일찍이

변화하고 있다(박득희, 2022). 아직도 진행 중

Jafari and Ritchie(1981)와 Tribe(Tribe,

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변

1997; Tribe & Liburd, 2016) 등이 주장한

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바와 같이, 독립학문으로서의 관광학에 대한 논

관광학 연구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란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것과 관광학의 지식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변화의 내

생산체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합의에 이르지

용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지 분석할 만하다.

관광학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관광 행동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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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응하

라서 기술적인 통계분석으로 연구의 경향성을 파

기 위하여 수요자 관점에서의 관광 행동 연구의

악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방향을 찾고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광

(조광익ㆍ오민재, 2017). 연구 동향에 대한 분

학은 여러 인접 학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실로

석은 연구 분야나 연구주제, 혹은 연구방법론과

종합 학문적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으며 그 주제

관련해서 현시점에서의 연구 수준을 평가하고 점

또한 대단히 다양하여 연구의 대상과 맥락이 몇

검하는 것으로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의 현 단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그

계와 수준을 보여주어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고

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학 연구에서 다뤄진 다양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소비행위 주체들의 (관광자, 외식 소비자, 호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박희준ㆍ정유경, 2015;

이용자 등) 행동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들을 이해

조광익ㆍ오민재, 2017).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동향에 대한 분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실무적 시사점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기존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독자

후속 연구자들에게 현재 연구 주제와 관련한 연

적 학문으로서의 관광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구의 경향을 진단하고 비판하게 함으로써 학술지

종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증연구들이 더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많이 진행되어 국내 관광학 분야의 KCI 저널에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조광익

게재될수록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편향성과 연구

ㆍ오민재, 2017; 차석빈ㆍ김홍빈ㆍ이승헌, 2012;

주제와 방법 및 대상에 대한 편중의 문제가 더욱

최규환, 2003).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오늘날

현재까지 국내에서 관광학 내 연구 동향은 특

우리나라 관광학 연구의 현실이다(조광익, 2022).

정 관광분야 학술지 대상의 연구와 특정 연구주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관광학 분야

제 및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 볼

에서 국내 유일의 우수 등재 학술지인 관광학연

수 있다(이주양ㆍ차석빈, 2016). 이 연구에서는

구 에 지난 10년간 게재된 연구논문들 가운데

관광학연구 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

관광 또는 인접된 영역(숙박, 외식, 여가 활동

난 10년 동안 발간된 관광과 관련된 연구 동향

등)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관광 개발

문들을 정리하여 지금까지의 관광학 분야에서의

사업의 전반적인 동향과 문제점 진단 및 향후 방

행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특성을 정리

향에 대한 시사점 모색(한석호ㆍ김봉석ㆍ이윤구,

한 후 향후 본 주제의 연구 방향을 찾아 연구 방

2021), 국내 기존 카지노 연구의 제한점 인지

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및 창의적 연구 설계 시도(윤태환, 2020; 조광
익ㆍ오민재, 2017), 크루즈 후속 연구의 방향성
및 후속 연구내용 제안(이현주ㆍ이경모, 2015),

Ⅱ. 선행 연구 고찰

호텔⋅외식⋅관광 분야의 마케팅 관련 연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

1. 관광학연구 의 연구 동향 선행연구

점 제공(김병용ㆍ한경수ㆍ이정탁, 2012; 박희
준ㆍ정유경, 2015), 장소 애착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 동향 분석이란 연구에 관한 연구이며, 다

잠재적인 연구 방향 제시(강영애, 2015), 관광

양한 유형의 선행연구를 객관적인 분류기준에 따

경제 논문의 경향 분석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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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기ㆍ김학준, 2020) 관광분야에 활용되는

요인에 따른 만족도와 구매 행동 분석(윤유식ㆍ

기술 분석(정철ㆍ김정규, 2019), 관광 교육 연구의

유예경, 2012; 조용현ㆍ남효석, 2012), 관광자의

활성화와 체계성 확립(윤동환ㆍ김병용, 2020),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탐색 행동 분석(박상철

관광지리학적 관점에서의 해양관광 연구 고찰(김

ㆍ정남호, 2012; 정희진ㆍ이계희, 2012) 등 다양한

진원ㆍ윤병국ㆍ김영래, 2012), 중국인 관광자의

행동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

관광 관심분야 파악(송옥방ㆍ차석빈, 2019; 허

의 관광 행동 관련 연구에서는 캠핑 참여자의 기

진ㆍ고미영, 2012) 등 관광 또는 숙박, 외식,

후변화 인식과 친환경적 행동의 차이 분석(김진

여가 활동 등 인접한 영역과 관련된 특정 주제

옥ㆍ김남조, 2013; 김현정ㆍ유광민ㆍ김남조,

와 대상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연구 동

2014), 로하스의식과 관광목적지에서의 행동의

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

관계 분석(오상훈ㆍ이유라ㆍ박영준, 2013), 친

은 내용분석기법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같은

환경 식품 구매자의 친환경 식품 구매 추구 행동

특정 연구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발전하

요인이 외식 메뉴 선택에 미치는 영향 파악(함성

였다.

필, 2013), 슬로시티 여행자의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별 관광 속성 차이 분석(박종선ㆍ박종구,

2. 관광학연구 의 관광 행동 분야
선행연구

2014) 등 친환경과 웰빙 및 건강한 삶에 관한
관심이 관광 행동에도 반영되어 이와 관련한 연
구가 대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서

관광 행동이란 관광자가 일상에서 벗어난 목

2016년 사이의 연구에서는 관광자의 시민 행동

적지를 계획하고 방문하며 행동하는 전체적인

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종열ㆍ이형룡, 2016; 차

활동 과정을 의미한다(Brown, 1999; Jafari,

성미ㆍ김수연, 2015), 공정 관광자 대상의 책임

1987). 관광 행동은 단순히 관광지에서의 행위

관광 행동 탐색(고동완ㆍ이상훈ㆍ오수진, 2015),

뿐만 아니라 목적지 선택, 관광 상품 결정과 같

환경에 대한 책임 인식이 친환경 관광 행동에 미

은 계획 행동에서부터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이

치는 영향 분석(강영애ㆍ최승담, 2016; 유광민

끝난 후 회상을 하며 그것을 평가하기까지의 일

ㆍ김현정ㆍ김남조, 2015; 이훈ㆍ유숙희ㆍ김남

련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Kozak & Decrop,

조, 2018), 장애인 관광자의 개인가치⋅심리적

2009), 관광학에서 관광자의 관광 행동에 관한

임파워먼트⋅사회적 지원과 관광 행동 간의 관계

연구는 그 범위가 넓으면서도 동향에 대한 이해

(이경찬ㆍ김남조, 2016), 서비스 실패가 장애인

가 필수적이며, 과거로부터 현시점까지의 선행

관광자의 인지와 행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유하ㆍ이봉구, 2017)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있듯이 지속 가능한 책임 관광 행동에 관한 관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관광학연구 에 2012년

심과 관광 취약 계층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게재된 연구논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과 2018

을 바탕으로 관광 행동 관련 분야에서의 선행연

년에는 한진석ㆍ김남조(2017)가 전시회 서비스

구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012년에는 외래 관

스케이프가 관광자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미

광자의 관광 행동의 차이 분석(김지선, 2012;

치는 영향을 밝히고 박혜미ㆍ현성협(2018)이

정호균ㆍ김영태ㆍ최규환, 2012), 온라인 여행

관광 가이드의 라포형성 행동이 관광자의 긍정

사 웹 사이트 품질과 숙박시설 서비스 제공 속성

적인 후속 행동에 미치는 구조 관계를 파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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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스키리조트 방문 관광자(주영환ㆍ김태

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한 논문을 검색하였

훈, 2018), 승마 참여자(김보경ㆍ노정희, 2017)

다. 추천의도, 재방문의도 등의 행동의도 보다 직

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이, 특정 소비자가 관

접적인 행동(예: 관광정보 탐색행동)에 초점을

광 목적지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고 경험하며 느

맞춰 검색하였다. 논문의 수집 기간은 2012년부

끼는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행동 관련 연구가

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논문을 대상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ESG(Environmental

으로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52편의 논문을 이 연

⋅Social⋅Governance) 개념이 기업과 사회에

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각광받으면서 관광기업의 사회

대상 논문들의 연구의 주제, 행동대상, 적용된

적 무책임과 고객의 반응 및 행동 탐색(장혜원ㆍ

이론 및 연구 방법론(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내

최병길, 2019), 미세먼지 언론보도가 국내 관광

용분석을 주요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박정연ㆍ김남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절에 제시하

2019)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

였다.

구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유튜브 관광콘텐

2. 분석 방법

츠 품질의 관광 행동유발 가능성(최수진, 2020),
경주 지진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자의 관광 행

내용분석은 연구 자료가 가진 특성을 다양한

동 차이 분석(한진석ㆍ김남조, 2020), 푸드스타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

그래밍 공유 행동이 구전 의도와 여행 만족에

으로 탐색하는 분석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

이바지하는 효과 확인(홍나리ㆍ김인신, 2021)

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김정훈,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세분된 주제를 선정

2021; 이혜린, 2020; 이후석, 2020). 내용분

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이 관광학연구 의 관광 행동 분야 선행연구 분

자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양적 자료로

석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석 대상과

수치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미 있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한 관광 행동에 대한 주제별 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석이 이어져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을 최대한 배제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양적 자
료로 수치화해야 한다(오미자ㆍ고미영ㆍ오상훈,
2017).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들을 게재 년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그리고 게재 년도에 따른

1. 연구자료

연구 주제, 연구에 적용된 이론 등으로 수치화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난 10년

이 연구는 국내의 관광학 분야 학술지 중 유일

동안 관광학연구 에 관광 행동에 관련한 논문

한 우수 등재 학술지인 관광학연구 를 연구 자

이 년도 별로 어떠한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료의 수집 풀로 선정하였다. 이 학술지에 게재된

파악하고자 게재 년도 별로 논문을 분류했다.

다수의 연구 논문 중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둘째, 관광 행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예:

있는 관광 행동에 관련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관광정보탐색 행동, 다목적지 여행 행동, 싱글

서 논문의 제목에 관광자의 관광 행동을 나타내

여행 등)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를 조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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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framework

연구 주제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셋째, 관

Ⅳ. 분석결과

광 행동에 관련한 논문들이 어떠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적용된 연
구 방법을 기준으로 논문을 분류하였다. 끝으

1. 분석 대상 연구의 게재 년도

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관광

지난 10년간 관광학연구 에 게재된 연구논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관광 행동 연구의 동향을

문들 가운데 관광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

파악하고자 게재 년도에 따른 연구 주제를 기준

문들을 정리한 결과, 다음 <Table 1>과 같다.

으로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7편씩, 2015년

하면 <Figure 1>과 같다.

에 6편으로 보고된 후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에 있었다. 2016년 4편, 2017년 5편,

<Table 1> Year of publication of the study to be analyzed
Year

the number of papers

Ratio(%)

Year

the number of papers

Ratio(%)

2012

7

13.5

2018

5

9.6

2013

7

13.5

2019

3

5.8

2014

7

13.5

2020

5

9.6

2015

6

11.5

2021

3

5.8

2016

4

7.7

2017

5

9.6

Total

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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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활발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년 3편에 불과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52편으로 연평균 5.2편 정도

2. 연구 주제별 분석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 5년 동안 그 이전보다 직접적

아래 <Table 2>에 관광 행동 관련 연구논문

관광 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

의 세부 연구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광학 분야에서

용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분류한 주제는 의사

관광자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11편), 지속가능성(8편), 관광정보(8편),

주제이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관광현상과

문화예술(7편), 관광제약(4편), 위험지각(4편),

관광자 행동 영역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에

부정적 태도(4편) 그리고 웰빙(3편) 등 총 9개

<Table 2> Subjects and main concepts of studies
Subject

Main concepts

N

(%)

Decision making

Buying(1), Sharing(2), Mimicry(1),
Citizenship(2), WOM(1),
Rapport-building(1), Coordination behavior to
congestion(2), Travel decision based on travel
experience(1)

11

21.2

Sustainability

Pro-environmental behavior to climate change
perception(3), Environmental friendly food
buying behavior(1), Pro-environmental
behavior to nature(1), Perception of ecological
problem(1),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1), Sustainable responsible
tourism(1)

8

15.4

Tourism information

Online(social media, community) tourism
information searching(3), Restaurant
information searching(2), Hotel resort online
review(1), Youtube tourism contents
quality(1), Online travel website quality(1)

8

15.4

Culture-art, leisure

Heritage tourism(1), Canal·cruise tourism(1),
Sports spectating(1), Horse riding(1),
Museum(1), Experience program(1), Ski(1)

7

13.5

Negative attitude

Deviation(2), protest(1), Unplannedness(1)

4

7.7

Tourism constraint

Social classes(1), Disability tourism
behavior(1), Service failure(1), Disability
tourism decision(1)

4

7.7

Risk perception

Nature disaster(1), COVID-19 pandemic(1),
Particulate matter(1), Tourist destination(1)

4

7.7

Service quality

Travel accommodation(1), Medicine
tourism(1), Casino(1)

3

5.8

Well-being

LOHAS consciousness(1), Lifestyle(1),
Wellness(1)

3

5.8

Total

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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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개괄은 다음 <Table 3>과 같다. 관광 행동 연구

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가 총 11편으로 전체의

의 연구접근 방법은 양적연구(45편)가 질적연구

21.2%를 차지하였다. 의사결정의 세부 구성요

(4편)나 혼합연구(3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

인으로는 구매 행동, 공유 행동, 모방 행동, 시민

타났다. 또한, 조사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설문조

행동, 구전, 라포형성 행동, 혼잡성에 따른 조정

사(13편), 온라인 설문조사(32편), 온․오프라

행동, 여행경력에 따른 여행 의사결정 등이다.

인 설문조사(4편)로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지

총 49편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질적 차원에

속가능성 및 관광 정보와 관련된 연구로 각 8편

서 접근한 조사 방식은 실험설계(4편), 현지관

(전체의 15.4%)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

찰(2편), 인터뷰(6편) 등으로 양적 방법에 비해

속가능성의 하위 구성요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친

케이스가 매우 적었다. 조사 방법의 경우, 논문

환경 행동이 3편으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 식품

1편당 복수의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

구매, 자연환경에 대한 친환경 행동, 환경문제

었기로 총 논문 편수(N=52)를 상회한다.

인식, 환경적 책임 행동, 공정관광 등이 그 뒤를

다음, 통계분석기법의 경우, 먼저 양적 연구에

잇는다. 또한, 관광 정보와 관련된 구성요인으로

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는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용된 빈도분석이 46편으로, 표본에 대한 전반

관광 정보탐색이 3편, 음식관광 정보탐색이 2편

적인 특성에 대해 파악할 때 주로 쓰는 기법으로

으로 관광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가 총 5편을 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뒤이어 높은 활용도를

지하였고, 관광 정보품질 측면에서의 연구는 2

보인 분석 방법은 신뢰도 분석(33편), 탐색적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문화·예술 및 여

요인분석(25편), t-test, (M)ANOVA 등 차이

가 활동에 관련한 관광 행동 연구에서 분야별로

검증(23편), 상관관계분석(21편), 확인적 요인

유산(고궁)관광, 운하·유람선 관광, 스포츠 관

분석(21편), 구조방정식(21편), 회귀분석(15

람, 승마,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스키 등 총 7

편), 기술통계(12편)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편으로 이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으로 활용도가 낮은 분석 방법은 군집분석(3편),

서비스품질, 관광 제약, 위험 지각, 부정적 태도,

교차분석(2편), 지속 비교 방법(2편), IPA(2편),

웰빙과 관련한 연구는 각 3~4편 정도로 미미한

서열 프로빗 모형(1편), 다중집단분석(1편), 시

편이나, 이러한 주제는 지속적으로 보다 적극적

간-블록 활동 매트릭스(1편), 조건/순차 매트릭

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특히 웰

스(1편) 순이다. 특히, t-test, (M)ANOVA 등

빙을 주제로 한 연구는 일시적 소비 트렌드로서

차이검증 분석 방법의 높은 이용도는 집단간의

유행 현상이 아니라 관광과 여가의 본질과 맞닿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들이 많았다는 것을

아 있는 영역이므로 소비의 관점을 넘어서 심리

의미하며, 주로 관광 행동과 관련한 속성들과 결

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변수들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가

연구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할 주제이다.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벤트
를 참가하게 된 동기가 이벤트 경험 후 만족을

3. 연구 방법론별 분석

비롯한 각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함과 시장세분화에 의한 표적시장 선정 등을 위

관광학연구 에서의 최근 10년간 관광 행동

한 운영과 마케팅 중심적인 접근이 많이 이루어

연구 52편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듯하다. 마찬가지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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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earch methods of studies
Research method

Research approach

Survey

Quantitative
Statistical
method

N

(%)

Qualitative

45

86.5

Quantitative

4

7.7

Mixed-method

3

5.8

Total

52

100

Online

13

21.3

Off-line

32

52.5

On/Off-line Mixed

4

6.6

Experimental design

4

6.6

Field observation

2

3.3

Interview

6

9.8

Total

61

100

Frequency

46

20.0

Descriptive

12

5.2

Correlation

21

9.1

Cross-tabulation

2

0.9

t-test

9

3.9

(M)ANOVA

14

6.1

Cluster

3

1.3

EFA

25

10.9

Reliability analysis

33

14.3

Regression

15

6.5

CFA

21

9.1

SEM

21

9.1

Ordered probit model

1

0.4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2

0.9

Multi-group analysis

1

0.4

Constant comparison method

2

0.9

Time-block activity matrix (TBAM)

1

0.4

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

1

0.4

Total

230

100.0

Contents analysis

1

33.3

Collage

1

33.3

In-depth interviews

1

33.3

Total

3

100.0

Qualitative

Note: A few papers applied more than one research method, but the total number of the methods does not
exceed the total number of reviewed papers (N=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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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기법의 경우에도 연구의 주제에 따른 주요

었다. 반면에 자연재해,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분석 방법은 단일 차원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위험 지각에 대한 연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매

분석 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실

년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증연구 논문 편수(N=52)를 상회한다는 점을

국내에서 재난ㆍ재해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이슈

참고하여야 한다. 이들 연구들에서 가설 검정의

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가장 빈번하게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

과 웰빙에 관련한 연구는 각 3편씩으로 그다지

고 회귀분석도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 질적 연구에서는 내용분석(1편), 꼴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행동 및 관광 제약

쥬(1편), 근거 이론의 3단계 코딩(1편) 등 총 3

등에 관한 연구가 4편 정도로 적지 않게 이루어

편의 연구에서 각기 다른 분석 방법을 구사한 것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관광학연구 저널

이어서, 연구자들이 주로 어떠한 이론적 근거

의 최근 10년간 관광 행동 연구 분야에서는 정

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이론들이 기간 내 대상 연

량적인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성적인 방

구들에서 얼마나 빈번히 적용되었는가를 내용분

법을 통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였고

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의 모델과 이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의 강한 편향성이 관찰되

론에 관한 성향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었다. 정량적 방법의 실증분석이 다수의 관광자

논문(24편)에서 총 23가지의 이론 혹은 개념적

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행동을 파악하는데

모델을 접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확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관광자의 관광 행동과

장된)계획행동이론인 (E)TPB가 총 7편으로 가

관련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기에 다소 부족

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주로 오토캠핑(김진옥

함이 있을 수 있다. 관광자의 행동을 보다 완전

ㆍ김남조, 2013), 사회계층에 따른 관광 제약

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의 관점에서 관광

(성보현ㆍ최승담, 2014), 친환경행동(유광민ㆍ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김현정ㆍ김남조, 2015), 승마 행동 지속성(김보

점을 고려할 때 관광 행동 연구에 대한 질적연구

경ㆍ노정희, 2017), 미세먼지 언론보도에 따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위험지각(박정연ㆍ김남조, 2019), 장애인 관광

다. 아울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한 혼

(김기완ㆍ김남조, 2020), 환경문제 인식(박정

합연구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ㆍ김남조, 2021) 등의 다양한 연구 주제에 계
획행동이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

4. 게재 년도에 따른 주제 분석

째로는 프로스펙트 이론(2편)으로 이는 주로 메
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행동연구에서 활용되었는

이번 절에서는 관광 행동 연구에 대한 게재 년

데, 외식기업 고객의 행동적 의사결정 연구(김광

도 별 세부 연구 주제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아

지, 2013), 방문객의 환경책임행동 연구(강영애

래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ㆍ최승담, 2016) 등의 이론들이 실증연구의 이

관광 행동 연구에 대하여 한 해에도 여러 주제로

론적 틀로서 적용된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뒤이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특정 년도에 특정 연구 주

어 이주이론, 정교화 가능성 모델, 여가 제약 이

제가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론, 조절초점이론, 태도-행동 모형, 정서적 사건

그러나 관광정보 탐색 및 온라인 리뷰 관련 주제

이론, 가치 태도 행동이론, 혼잡지각모형, 낙관

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연구되

적 편견 이론, 위험지각모델, 해석수준이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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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earch subjects by year of publication
Year

Main subjects

N

(%)

2012

Social media tourism information(1), Unplanned
eating-out behavior(1), Travel accommodation service
attributes(1), Deviant tourist behavior(1), Heritage
tourism(1), Online tourism information searching(1),
Quality of online travel website(1)

7

13.5

2013

Climate change cognition(1), LOHAS consciousness(1),
Restaurant information searching(1), Canal·cruise
tourism(1), Online community tourism information
searching(1), Environmental friendly food buying
behavior(1), Behavioral decision-making(1)

7

13.5

2014

Medicine tourism service provider(1),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to food tourism(1), WOM(1),
Lifestyle(1), Wellness(1), Pro-environmental behavior to
nature(1), Tourism constraint(1)

7

13.5

2015

Sustainable responsible tourism(1), Pro-environmental
behavior to climate change(1), Travel information
sharing(1), Sports spectating(1), Online review(1),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1)

6

11.5

2016

Special interest tourist citizenship(1),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1), Coordination behavior to
congestion(1), Disabled person tourism behavior(1)

4

7.7

2017

Horse riding behavioral adherence(1), Disability tourism
complaint behavior(1), Museum cultural tourism(1),
Coping behavior to Perceived crowing(1), Experience
program(1)

5

9.6

2018

Rapport-building behavior(1), Tourist destination risk
perception(1), Behavioral mimicry(1), Ski resort(1),
Pro-environmental tourism behavior(1)

5

9.6

2019

Protest act(1), Media report of particulate matter(1),
Travel decision based on travel experience(1)

3

5.8

2020

Service scape(1), YouTube tourism contents quality(1),
Disabled tourism(1), Natural disasters risk
perception(1), Deviant behavior(1)

5

9.6

2021

COVID-19 pandemic(1), Posting food photos(1),
Perception of ecological problems(1)

3

5.8

52

100.0

Total

미 진화 모형, 접근-회피 행동 모델, 이중정보처

방문객의 환경 책임 행동 연구(강영애ㆍ최승담,

리이론, 자기 결정성 이론, 규범 활성화 모델, 체

2016), 관광지 위험지각(조승아ㆍ김상운, 2018),

험효용이론 등의 이론 혹은 개념적 모델이 각기

장애인 관광(김기완ㆍ김남조, 2020), 환경문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의 주제에

인식(박정현ㆍ김남조, 2021) 연구 등이 그 예이

따라 복수의 이론이 적용된 경우가 있는데, 사회

다. 정리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계층에 따른 관광제약(성보현ㆍ최승담, 2014),

이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우수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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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nderpinning theoretical frameworks of studies
No.

Theoretical framework

N

%

1

Personality theory

1

3.3

2

Migration theory

1

3.3

3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TPB

7

23.3

4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

1

3.3

5

Prospect theory

2

6.7

6

Leisure constraint theory

1

3.3

7

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

1

3.3

8

Regulatory focus theory

1

3.3

9

Attitude-behavior model

1

3.3

10

Affective events theory

1

3.3

11

Value-attitude-behavioral (VAB) theory

1

3.3

12

Perceived crowding model

1

3.3

13

Optimistic bias theory

1

3.3

14

Risk perception theory

1

3.3

15

Phenomenological Study - Collage

1

3.3

16

Construal level theory

1

3.3

17

Fun-evolving model

1

3.3

18

Approach/avoidance behavior model

1

3.3

19

Dual process theory

1

3.3

20

Self-determination theory

1

3.3

21

Grounded theory

1

3.3

22

Norm activation model

1

3.3

23

Experienced utility theory(체험효용이론)

1

3.3

Total

30

100.0

Note: A few papers applied more than one theory, but the total number of the theories and theoretical models
does not exceed the total number of reviewed papers (N=52).

인 관광학연구 에 나타난 관광 행동 연구의 지

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난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주제도 다양하
고 적용된 이론들도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적연구와 구조방정식과 같은 분석 방법

Ⅴ. 결 론

에 많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주제 면에
서도 다소 가볍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더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관광학

불어 실증연구에 치중된 학술 경향을 극하고, 향

연구 에 게재된 관광 행동과 관련한 논문들을 내

후 학문으로서의 관광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용분석을 통해서 주제와 연구 방법 및 적용된 이

담론과 철학적 논의가 본지를 통해 보다 활발하

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대상 논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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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하는 과정에서 ‘관광 행동’ 또는 ‘관광’

광자에 대한 행동 이면의 역동성 있는 내적 상태

과 ‘행동’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이러한 기

와 행동이 표출되는 과정에 대한 적극적 탐색의

준에 맞는 논문 52편을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결여가 이 연구의 분석 결과로 나타난 듯하다.

하였다. 분석 결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0

연구 방법에서 이러한 사조가 잘 나타나 있는

년간의 관광 행동 연구는 매우 다양한 주제로 진

데, 절대다수가 양적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그 수가 조금 줄어드는

있었고 주요 분석 기법 또한 구조방정식과 회귀

경향을 보이긴 하나 관광자의 행동이 지속적 관

분석과 더불어 측정변수의 척도를 압축하거나 구

찰과 연구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특

성요소를 파악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이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빈

로 인해 관광 현상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관광

번히 사용하였다. 총 4편의 질적연구는 인터뷰

자들의 태도와 인식 및 행동에서도 그 이전과 비

나 내용분석 등과 같은 전통적 방법을 주로 사용

교하여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하였으며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용한 혼합

기대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거이론에 기

기법 연구는 3편으로 아직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반한 팬데믹시대 잠재관광자의 관광행동 변화 경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험 연구’ 해당 연구 한 가지만이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와 대상의 다양화와 세밀화와 더불어 연구

관광 행동 연구결과로 조사되었다. 해외 학술지

방법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최신의 다양한 방법의

들에는 놀라운 정도로 신속하게 코로나에 따른

사용 측면에서 매우 아쉽고 연구의 한계와 제한

영향과 행동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예로, 국외에서는 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주지할 때 이러

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발맞춰 사회연결망 분

한 결과는 다소 의외이다.

석, 텍스트 마이닝 등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한편, 세부 주제는 크게 9가지 주제로 분류하

기법을 적용하여 관광자의 다양한 관광 행동을

였으며 가장 많은 연구자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보다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행동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관광

만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찾

정보 이용(탐색)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행동 연

아볼 수 없었다.

구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연도별로 특정 주제가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연구자 수준에서의

집중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주

내용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관광연구

제를 다루고 있는 듯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제한

자들은 특정한 영역이나 주제에 집중되고 연구자

된 주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서론에

의 전 경력 과정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보여주

밝힌 바와 같이 관광 주체들은 현재 매우 다양한

는 외국의 연구자들과 비교하여 그러한 성향과

형태의 관광 경험을 추구한다. Urry and Larsen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양적 평가

(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이 물론 분명

에 치중한 학계와 대학의 문제점과 관련된 현상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지만, 지극히 개인적 차

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 학회

원에서 체험되며, 따라서 관광자는 “다른 대상을

들이 이러한 풍토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

다르게 보는” 행위 주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광 연구자들이 보다 더 세

다음으로, 게재 연도에 따른 주제 분석을 통하

밀하고 세세하게 관광 현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연도

다. 뿐만 아니라 현상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관

별 세부 주제에 있어서 특정 주제가 특정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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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SNS 등의 온

의 독자적 이론들이 나오지 않아 학문으로서의

라인 정보 관련 탐색과 이용 행동에 대한 연구는

권위와 위상이 아직도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고

2012년부터 2015년에 집중적으로 게재된 것으

려할 때, 단순히 사회과학 이론들을 차용하기보

로 나타났다. 아마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OTA나

다는 독자적 이론을 개발하고 기존의 이론을 수

포탈 등 관광 관련 온라인 사업이 본격화된 현상

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을 여실

및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정보탐색 행동 및

히 보여준다 하겠다.

소비자들 간이 관광정보 교환 등의 현상과 맞물

끝으로, 내용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양

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개념변수들에 대한 이론

2018년 이후로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사회적

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경향

이슈가 빈번하였음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보다 좀 더 심각한 관행

연구가 많은 숫자는 아니나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이 관찰되는 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실측 척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관광 행동

의 오류가 매우 크다는 점을 밝혀둔다. 분석 대

에 관한 연구도 최근 들어 소수이나 꾸준히 진행

상의 모든 논문들의 척도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

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좀 더 확대되기를

았으나 많은 경우 개념변수와 맞지 않는 척도 또

기대한다. 다양한 관광 소비주체에 대한 연구가

는 불안전하게 변형된 척도들이 다소 무분별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전통적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새

사용되었고 두 개 이상의 척도를 연구 맥락에 맞

로운 현상에 대한 최적의 접근방법과 분석기술을

춰 단순히 합쳐서 쓰는 경향도 매우 강하게 나타

사용함으로써 연구 주제와 범위의 확장뿐만 아니

났다. 실증연구, 특히 양적연구에서의 척도의 중

라 연구 방법론의 차별성을 함께 도모하여 관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정 개

연구의 깊이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념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조작화 과정에서 설정

다음으로, 실증연구에 어떠한 이론들이 적용

된 조작된 정의, 그리고 이를 측정할 실측 도구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다양한 사회과학이론들이

가 일치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한 포인트이나 이점에서는 분석 대상의 연구들이

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으로 여러 연구에서 실증

미흡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오

모형으로 채택되었으며 그밖에는 모두 다양한 이

용의 습관이 진지하게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고자

론들이 적용되어 특정 이론의 편중은 나타나지

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않았다. 분석 결과, 관광학연구 에 논문을 게재

바란다.

한 관광연구자들은 대체로 사회과학적 접근을 선

분석에 대한 정리를 마치며 향후 연구의 방향

호하였으며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가장 많이 사용

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첨가하고자 한다. 우선,

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심리학과 경제학 등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주제를 가장 잘 이

분야가 이론을 제공한 대표적 학문 영역인 것으

해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

로 나타났다. 총 30편의 논문에서 실증적 차원

하기를 바란다. 수요중심의 관광 현상을 이해하

에서 이론이 적용되었으며 4편의 질적연구는 근

기에는 다양한 질적접근법이 매우 유용하다. 둘

거이론, 해석학적 접근 방식 등과 같은 전통적

째, 사회과학적 이론들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접근법을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자

적용하여 모형이 연구자가 수집한 1차 자료와

들이 양질의 이론들을 적용하여 실증연구를 수행

잘 맞는지, 즉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지, 가설이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관광학

잘 검정되었는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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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더욱 세밀히 설명할 수 있고 예측을 도와줄
관광학 이론들을 개발하고자 기존의 사회과학 이
론들을 수정하고자 하는 진지하고 꾸준한 자세가
연구자들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셋
째, 연구대상이 다소 제한적이란 점이 아쉬운 점
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관
광 주체를 찾고 역동적인 관광 현상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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