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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이벤트 유치에 대한 주민 지지의 영향요인*
합리적․호혜적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Impact of knowledge, community attachment, and government trust on residents’
impact perceptions of and their support for a mega-event b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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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이 연구는 외부의 경제적 보상이 자원교환에 참여하는 동기라고 가정한 사회교환이론의 한계에 착안한 것
이다. 그 한계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교환관계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론적 가정에 따라 선정한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가 교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통합적 교환관계를 분
석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 부산엑스포 유치 예정도시의 주민으로 한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수집한 총 453부의 설문지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 사용하였다. 핵심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들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유치를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둘째, 지
식, 지역애착, 정부신뢰는 지각된 긍정영향을 강화시켜 유치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부재하였으나, 세 변수는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영향을 다소 완화시켜 유치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교환관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지웠다. 이 연구는 지식과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도 제안하였다. 그 전략은 경제적 효과 중심의 편향된 홍보를 지양할 것, 대신에 부산엑스포의 기능과 역할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 부산엑스포의 유치 과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보장할 것, 또 민간부
문과 실질적인 협업을 확대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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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social exchange theory, which
assumes that external economic compensation is likely to motivate participation in resource exchang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knowledge, community attachment, and government trust on exchange
relationships under the assumption that rational and reciprocal exchange relationships can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social exchange theory. The final test utilized 453 questionnaires gathered from local
residents in preparation for the Busan World Expo.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the more negative
effects residents perceived, the less likely they were to oppose the Expo bid. Second, this study found
that knowledge, community attachment, and government trust can enhance perceived positive impacts and
influence positive impacts on Expo bid support. Despite the lack of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se
three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y may contribute to mitigating perceived negative impacts,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hint to encourage support for the Expo bid. This study concludes, based
on these findings, that knowledge, community attachment, and government trust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rational and reciprocal exchange relationship. Some strategies for increasing knowledge
and trust in government are also proposed, such as providing objective information based on the Expo's
functions and roles rather than biased public relations focusing on economic impacts, ensur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Expo bidding process as a whole, and expanding private sector
Key words： Social exchange theory, Collective rationality, Knowledge, Community attachment,
Government trust, Busan World Expo 2030

Ⅰ. 서 론

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어려운
것과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한승훈, 윤동환,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와 같은 메가이벤트는

2020; Nunkoo, 2015; Nunkoo & So, 2016;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여 유치 계획을 수립하며,

Qin et al., 2021; Rasoolimanesh et al.,

유치결정 과정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극히 제

2017).

한된다(Gursoy & Kendall, 2006; Prayag

메가이벤트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정과

et al., 2013). 현재 부산시가 유치하려는 부산

인력이 투입되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엑스포의1) 경우도 유치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

의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투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일반적인 관광개발 사업과 차원이 다르다(Hallaq

니다. 이처럼 메가이벤트의 유치 과정에 주민들

et al., 2021; Prayag et al., 2013). 현실적

의 참여와 지지가 미흡할 경우 성공적인 유치를

으로 막대한 재정자원의 투입에 대한 사후 정당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Gursoy et al., 2017a;

성을 확보하고(Gursoy et al., 2017a; Mihalik,

Tournois, 2018; Zhou & Ap, 2009). 마치

2000), 지역의 이벤트를 글로벌 도시축전으로

주민들의 지지 없이는 관광개발이 성공하기 어려

승화시켜 주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1) 부산엑스포의 공식적 명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2030)이다. 부산시와 언론은 편의상 2030 엑스포,
2030 부산월드엑스포, 2030 등록박람회, 부산박람회, 부산엑스포, 엑스포 등의 명칭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부산엑스포’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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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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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Prayag et al., 2013; Tournois, 2018).

예를 들면, 어떠한 교환은 개인적 관점에서 손

무엇보다 메가이벤트의 긍정적인 영향을 장기간

실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편익으로 평가

유지하려면 유치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지지는

될 수 있다. 어떤 주민들은 손해로 간주하고 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Gursoy & Kendall,

환을 철회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지

2006; Gursoy et al., 2017a). 이러하듯 주

역사회에 편익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교환에 적

민 지지는 메가이벤트 개최지 선정에도 결정적인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지어 비용 조차도

영향을 미치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없

수용하고 교환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

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

이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적 이익보다 공

메가이벤트가 초래할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도

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주민집단의

많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교환관계는 집단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 없을 정도이다. 유치기관은 메가이벤트의 긍

(Faulkner & Tideswell, 1997; Olson, 1971;

정적 영향을 부각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감추는

Smith et al., 2019).

경향이 있다(Chi et al., 2018). 특히 경제적

개인적 합리성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교환이론

편익은 과장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Kim et

은 대체로 지지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

al., 2006; Nunkoo et al., 2018). 결과적으

각한 부정적 영향과 지지의 관계를 분석한 일부

로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적 영향은 메가이벤트

의 연구에서(이상호, 김지혜, 2021; 한진성 외,

유치 지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2018; Nunkoo & So, 2016; Qin et al.,

된다. 대체로 선행연구는 메가이벤트의 긍․부정

2021; Ven, 2016) 사회교환이론은 지지되지

적 영향과 개최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중하였다(Deccio & Baloglu, 2002; Gursoy

있다. 그 이유는 집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주민

& Kendall, 2006; Gursoy et al., 2002,

들의 성향을 고려하지 못한데 있다고 분석하기도

2017a, 2017b; Hallaq et al., 2021). 이에

한다(Chang, 2021; Qin et al., 2021).

비하여 관광개발 분야는 관광 지지의 직․간접적

이 연구는 개인적 이익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향요인을 관광개발의 수준별로 다양하게 분석

이익이 반영된 교환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함으로써 사회교환이론의 확장을 모색할 정도로

데 목적이 있다. 사회교환이론의 본질에 해당하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는 합리적․호혜적 교환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

사회교환이론은 이해당사자 간의 교환관계를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간단히 말해, 편익과

민들이 지각한 메가이벤트의 긍․부정적 영향이

비용 또는 외부의 경제적 보상과 같은 개인적 이

유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개인

익이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동기라고 가정하는 이

적 합리성에 초점을 둔 교환관계의 기본 논리가

론이다(Ap, 1992; Chang, 2021; Zuo et al.,

메가이벤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2017). 그런데 사회교환이론은 자원교환의 복

것이다. 둘째, 지식과 지역애착이 교환관계에 미

잡한 상황 혹은 주민집단의 이질적 특성에 따라

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집단적 합리성이 반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 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

영된 교환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셋째, 정부

하는 한계가 있다(Faulkner & Tideswell, 1997).

신뢰가 교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즉 집단적 이익이 반영된 교환관계를 간과했다는

호혜성이 반영된 교환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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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대상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하
고 있는 부산 지역의 주민들로 한정한다. 메가이

참여할 의지가 없음을 반영한 것이다(Gursoy
& Kendall, 2006).

벤트 유치는 경우에 따라 지역사회가 달성해야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대다수 연구에서 주민

할 목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메가이벤트 유치

들이 지각한 긍정적 영향은 지지의 절대적인 선

는 집단적 합리성과 동일한 의미의 주민정서

행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부정적

(Zheng et al., 2019)가 반영된 교환관계를 분

영향 지각과 지지의 관계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석하는데 적합하다.

유의하지만(Ko & Stewart, 2002; Zuo et
al., 2017), 그렇지 못한 경우(한진성 외, 2018;
Nunkoo & So, 2016; Qin et al., 2021)도

Ⅱ. 이론적 배경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두 변수 간의 영
향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이상호, 김지

1. 사회적 교환의 메커니즘

혜, 2021; Ven, 2016).
학자들은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적 영향과 지

사회교환이론은 교환의 당사자 간 자원교환의

지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못한 원인을 사회교환이

상황과 과정을 교환관계로 설명한 이론이다. 관광

론의 한계에서 찾고 있다(Chang, 2021; Gursoy

분야에서 사회교환이론은 Skidmore (1975)가

et al., 2019; Zheng et al., 2019). 지금까

최초로 인용한 이래(Zuo et al., 2017 재인용)

지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교환이론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지각한 관광의 영향과 지지의 관계를

비용과 편익이라는 단일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데 지배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환과정을 평가한다고 가정한 이론이다. 다시

사회교환이론의 본질은 교환관계에 있다. 교

말해, 사회교환이론은 교환관계의 토대를 개인적

환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교환 당사자 간

합리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집단의 다양한

의 교환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Ap (1992)을

이익을 반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Faulkner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주민들이 관광의 영향을

& Tideswell, 1997; Olson, 1971; Smith et

긍․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교

al., 2019). 이와 비슷하게 사회교환이론은 교

환에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교환과정

환의 당사자인 주민을 모두 동질적으로 간주한

의 중심 개념은 주민들의 지각과 교환과정에 대

나머지 비용(costs)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집단

한 주민들의 평가이다(Ap, 1992). 특히, 주민

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Qin

들은 자신이 공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획

et al., 2021). Smith et al. (2019)의 경우도

득한 기대 편익 혹은 비용의 측면에서 교환과정

교환관계의 틀 속에 단기적 자기이익과 장기적

을 평가하게 된다(Ap, 1992; Gursoy et al.,

집단이익이 갈등하고, 개인적 이익과 집단적 이익

2019; Qin et al., 2021; Zuo et al., 2017).

사이에서 갈등하는 개인이 존재하는 이른바 딜레

가령 주민들은 자신이 지각한 기대 편익이 기대

마 현상을 사회교환이론의 한계로 간주하였다.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평가할 경우 메가이벤트의

개인적 합리성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유치를 지지하고, 반대로 기대 비용이 기대 편익

추구하고, 타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도외시 한 채

을 초과할 경우 유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주민들의 행동

여기서 주민들이 표명하는 지지는 교환에 참여할

을 의미한다(Olson, 1971; Qin et al., 2021;

의지를 내포한 것이지만, 거부의 표명은 교환에

Zuo et al., 2017). 이러한 성향은 경제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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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

호혜성은 앞서 논의한 합리성과 함께 교환관

경에서 올바른 선택의 조건이자 개인의 행동을

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Chi et al., 2018;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준구, 이창

Nunkoo & Smith, 2013). 호혜적인 교환관계

용, 2017). 이에 비해 집단적 합리성은 지역사회

에서 기대하는 지지와 협조를 얻는데 교환의 상

의 편익을 위해 개인적 손해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대방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hi

주민들의 성향을 말한다(Kim & Stepchenkova,

et al., 2018; Nunkoo & Ramkissoon, 2011).

2020; Olson, 1971; Smith et al., 2019).

비록 권위적인 정부에 국한 된 결과이기는 하지

이러한 성향은 성숙된 관광지의 주민들에게 나타

만, 주민들의 태도는 경제적 합리성에만 의존하

나는 “이타적 이익”(altruistic surplus)의 현상

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믿음에 더 큰 영향

과 동일하다(Faulkner & Tideswell, 1997,

을 받는다는 분석도 있다(Zuo et al., 2017).

p. 24). 따라서 집단적 합리성은 지역사회가 도

또한 신뢰는 결과가 불확실하여 위험해 보이

달해야 할 가치 혹은 주민정서(Zheng et al.,

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수용과 지지를 유도할 수

2019)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있는 선행조건이 된다(Gursoy et al., 2017a).

교환관계에서 집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주민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된 메가이벤트 유치 초기

집단의 존재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중

단계는 더욱 그러하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의 유

국 남송 시대의 문화유적지 주민들은 집단적 이

치기관에 대한 신뢰는 유치 또는 유치 전략을 정

익과 장기적인 목적지 개발을 위하여 개인적인

당화 하고(Chi et al., 2018; Gursoy et al.,

불편함을 수용하였다(Qin et al., 2021). 또한

2017b), 메가이벤트의 영향 지각과 유치 지지

관광이 절실한 지역주민들은 관광을 부정적으로

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unkoo,

지각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더 큰 이

2015; Nunkoo & So, 2016). 결국 호혜성은

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관광을 지지하는 선택

사회적 교환에 참여할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을 하였다(이상호, 김지혜, 2021; Ven, 2016).

조건이 된다.

이는 개인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메가이벤트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교환관계

집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교환관계

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민

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반대의

들이 지각한 긍․부정적 영향과 지지의 관계는

교환관계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합리성에 기초한 교환관계이다. 지식과

그런데 주민과 집단 간의 교환관계는 매우 복

지역애착은 집단적 이익이 반영된 교환관계에 해

잡하여 합리성의 조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당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환의

는 호혜적인 교환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자세한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적인 보상도 주어져야

논거는 후술할 것이다.

하기 때문이다. 이를 호혜성이라고 한다(Ap, 1992).
만약 주민들은 교환된 자원의 가치가 공정하지

2. 메가이벤트의 영향과 지지

못하여 상대방의 것이 더 크다고 지각할 경우 교
환과정을 부정할 것이다. 당연히 주민들로부터

메가이벤트는 일반적인 관광개발과 다름없이

교환과정의 참여나 지속적인 지지는 기대할 수

긍․부정적 영향을 모두 갖고 있다. 다수의 학자

없게 된다. 이 경우 주민들은 교환관계의 상황이

들은 메가이벤트가 초래할 영향을 경제적․사회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할 것이다.

문화적․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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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일부의 학자들은 관광적 효과(Gursoy &

셋째, 메가이벤트의 부정적 영향은 긍정적 영

Kendall, 2006; Prayag et al., 2013; Zhou

향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런데

& Ap, 2009)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표 1> 참조).

메가이벤트 유치는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

아래는 분석 내용을 특징별로 정리한 것이다.

에 유치 이전부터 지역사회에 초래될 부정적 영

첫째, 사회적 영향 가운데 개최도시 주민들의

향은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오민재, 이후

삶의 질 개선(Deccio & Baloglu, 2002), 개

석, 2019; Chi et al., 2018; Hallaq et al.,

최 도시의 국제적 명성과 이미지 제고, 지역사회

2021; Kim et al., 2006). 특히, 경제적 편익

의 연대 강화(Gursoy et al., 2017b; Prayag

은 메가이벤트 개최에 대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

et al., 2013)는 메가이벤트를 개최하는 기본

서 과장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Kim et al.,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지어 이것이 경제적

2006; Nunkoo et al., 2018).

영향 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 정도이다.

주민들이 지각한 메가이벤트의 긍정적 영향은

둘째, 메가이벤트의 영향은 유치 전과 후에 따

유치 지지의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다르고(오민재, 이후석, 2019; Chi et al.,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논리에 따라 긍정적 영향

2018; Kim et al., 2006), 유치도시의 특성과

지각과 지지에 대한 정의 관계는 관광지(이봉구,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 Gursoy et al., 2019; Ko & Stewart,

(Zhou & Ap, 2009). 가령, 시드니와 북경은

2002; Rasoolimanesh et al., 2015; Zuo et

올림픽 유치 후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

al., 2017), 올림픽 개최지(Deccio & Baloglu,

하여 저소득층이 이주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겪었

2002; Gursoy & Kendall, 2006), 월드컵

다(Wang, 2006).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최지(Chi et al., 2018; Gursoy et al.,

낮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한 브라질의 경우에

2017a, 2017b; Ouyang et al., 2017), 엑스

월드컵 개최로 인한 편익은 기대보다 낮은 것으

포 개최지(Hallaq et al., 2021)의 주민들에게

로 분석되었다(Nunkoo et al., 2018).

공통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 메가이벤트의 영향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환경적 효과

관광적 효과

세수․일자리․고용․부
가소득의 증대, 역내 상업
활동의 증진, 투자유치 기
회의 확대, 공공서비스 개
선

삶의 질․도시 인프라 개선, 국제 홍보기회
증진, 도시의 브랜드 가치․인지도․이미
지 상승, 주민 자긍심 고취, 지역사회 결속
력 강화, 타문화 접촉 기회 제공, 오락․여
가 기회 제공, 문화적 가치 상승, 전통문화
의 재인식, 여가시설 확충, 쇼핑․문화향유
기회 확대, 평화․국제사회 이해 증진

관광자 유입․체류기간 증대,
관광지출 증대, 관광촉진, 관광
산업 활성화, 관광지 매력 증진,
마케팅 기회 확대, 국제적 명성․
관광목적지 인지도․이미지 상
승, 주민과 관광자의 상호작용
증대, 인적 교류 기회 제공

지방세 부담 가중, 공적
자금의 부실관리, 세금남
용, 부패, 건설비 과중, 부
동산 가격․물가․생활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공․사 부문 간 인력경쟁

삶의 질 악화, 교통체증, 소음․각종 오
염․매춘․범죄의 증가, 문화․역사자원․
자연환경의 훼손, 법 집행력 약화, 전통적
가치 훼손, 문화의 상업화, 지역 간 문화격
차 심화, 반달리즘, 재산권 침해, 전통적
가족 가치의 변화

관광자 밀집, 주민과 관광자의
갈등, 관광자의 권한 강화

주: 선행연구(오민재, 이후석, 2019; Chi et al., 2018; Deccio & Baloglu, 2002; Gursoy et al., 2011, 2017a, 2017b;
Hallaq et al., 2021; Prayag et al., 2013 등)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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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적 영향과 지지

H1: 부산엑스포 유치 예정도시의 주민들이

간의 영향 관계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대다수의

지각한 긍정영향은 유치지지에 정의 영

연구에서 두 변수 간 부정적 영향 관계가 증명되

향을 미친다.

어 사회교환이론이 지지되고 있다(예컨대, Gursoy

H2: 부산엑스포 유치 예정도시의 주민들이

et al., 2019; Ko & Stewart, 2002; Nunkoo

지각한 부정영향은 유치지지에 직접적

& Ramkissoon, 2011; Zuo et al., 2017).

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박
주영, 오상훈, 2019), 관광이 중심산업인 지역

3. 지식, 지역애착과 지지

(Rasoolimanesh et al., 2017), 지역경제가
열악하거나(Ven, 2016), 관광이외에 다른 경

지식(knowledge)은 메가이벤트 유치의 의의

제활동 수단이 없는 지역(이상호, 김지혜, 2021)

와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유치 기관의

의 주민들은 관광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

역할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더라도 관광개발을 긍정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규정할 수 있다(Nunkoo, 2015, p. 625; Nunkoo

러한 결과는 직관에 반하는 것이다(Qin et al.,

& So, 2016). 모든 주민들이 메가이벤트 유치

2021).

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메가이벤트 유치 도시의 주민들도 일반 관광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된 유치 초기에는 더욱 그

지 주민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주민들이 메

러하다.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스러운

가이벤트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유치

의견을 형성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유치 기관

를 반대하였다(Chi et al., 2018; Gursoy et

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Moscardo,

al., 2002, 2017b). 예컨대, 브라질 월드컵 개

2011; Nunkoo et al., 2018).

최지 주민들은 부정적 영향을 지각할 때 월드컵

주민들은 메가이벤트를 잘 알 경우 유치 과정

개최 전이나(Ouyang et al., 2017), 전과 후

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

모두 개최를 반대하였다(Chi et al., 2018). 하

교환의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지만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적 영향과 유치 반대

(Ap, 1992; Moscardo, 2011). 이처럼 지식

간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한 결과도 상당하였다

은 메가이벤트 유치 과정의 전모를 숙지할 수 있

(Deccio & Baloglu, 2002; Gursoy & Kendall,

는 주민들의 역량인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강화시

2006; Gursoy et al., 2017a; Hallaq et al.,

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Zuo et al., 2017).

2021). 간혹 경제적 위상이 낮은 브라질의 일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

월드컵 개최 도시의 주민들의 태도(Gursoy et

환관계의 기본 조건으로 지식을 고려한 이유가

al., 2017a)와 같이 직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

여기에 있다.

날 가능성도 있다.

지식은 주민들이 이타적 이익에 반응하고, 나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이 지각한

아가 메가이벤트의 부정적 영향의 수용을 유도하

긍정적 영향과 주민 지지의 정의 영향 관계는 매

는 선행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Kim

우 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정적 영

and Stepchenkova (2020)는 관광자들이 구

향과 주민 지지의 영향 관계는 일관성이 결여되

비한 환경지식이 이타적인 행동을 촉발하여 친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적 행동을 유발하는 조건이라고 규정하였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심지어 환경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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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환경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자연에 호의적

한편, 메가이벤트 유치 장소는 주민들의 삶의

인 태도를 견지할지라도 반환경적 행동을 줄일

공간인 동시에 관광자 유치를 위해 개발하려는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심지

공간이다. 관광의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어 Qin et al. (2021)은 지식이 주민들로 하여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금 관광에 대한 관용을 촉구하여 부정적 영향을

야 한다(강신겸, 최승담, 2002; 고동완, 김현

감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정, 2003; 한승훈, 2021). 장소에 대한 주민들

것으로 분석하였다.

의 심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식과 태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가 부

개념이 지역애착이다(Stylidis et al., 2014).

족한 실정이다. 대체로 관광에 대한 지식을 구비

지역애착(community attachment)은 주민

한 사람이 관광이 초래할 편익과 비용을 지각하는

과 지역사회 간의 우정, 감정 및 사회참여와 같

데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Nunkoo & So, 2016).

은 사회적 유대의 정도라 할 수 있다(Gursoy et

구체적으로 성숙된 관광지(Nunkoo, 2015)와 초

al., 2002, 2017a).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

기 개발단계의 관광지(Látková & Vogt, 2012)

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

주민들은 관광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비

대감으로 간단히 정의하기도 한다(강신겸, 최승

용을 낮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지식과 편익은 정

담, 2002; 고동완, 김현정, 2003; 한진성 외,

의 영향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2018). 이러한 정의는 장소와 사람의 감정적 결

못하였다. 한편,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지식

속을 반영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관광산업에 대한 편익을 크게

장소애착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박정현, 김

지각한다는 결과도 있다(Andereck et al., 2005;

남조, 2021; Hidalgo & Hernández, 2001;

Nunkoo, 2015 재인용).

Stylidis et al., 2014). 여기서 지역은 단순한

아울러 학자들은 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지식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의

이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나 지지 형성에도 영향

미가 부여된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와 개념상 거

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Anderek et al.,

의 동일하기 때문이다(심창섭, 2014). 이에 따

2005; Moscardo, 2011). 메가이벤트의 유치

라 국내외의 학자들도 장소애착과 지역애착을 동

단계에서 주민들의 투입은 간과되기 쉽다. 이러

일한 의미로 이해하면서 관광의 영향 지각과 지

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진 지식은 메가이벤트의

지의 선행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한승훈, 윤동

영향 지각 및 유치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행

환, 2020; Gursoy & Rutherford, 2004;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변수 간의 관

Stylidis et al., 2014).

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가
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지역애착은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 거주한 주
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Tournois, 2018). 지역주민이 해당

H3: 지식은 주민들이 지각한 부산엑스포의
긍정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4: 지식은 주민들이 지각한 부산엑스포의
부정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5: 지식은 주민들의 부산엑스포 유치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심리적 유대감(강신겸, 최승담, 2002) 혹은 지
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연대감(Gursoy et al.,
2019)이 지역애착의 핵심 요소이다. 그런 점에
서 지역애착은 개인적 이익 보다는 공동체의 이
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메가이벤트 유치에 대한 주민 지지의 영향요인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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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이지 못하다. 가령, 지역사회에 강한 애착

Gannon et al. (2021)은 지역애착이 강한

을 갖는 주민들은 편익은 높게 지각하고 비용은

주민들은 지역내 문화적 자산에 대한 가치 손상

낮게 지각하였다(Deccio & Baloglu, 2002).

을 방지하고, 관광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이 손상

이와 비슷하게 월드컵 자체에 높은 애착을 가진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지역애

주민들도 월드컵의 편익은 높게 지각하고 비용은

착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좌우되는 개념임을 고려

낮게 지각하였다(Chi et al., 2018). 여기서 지

하여 강력한 집단적 관점의 선행변수로 규정하였

역애착은 편익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다. 한승훈, 윤동환 (2020)도 주민들이 지각하

높은 선행 변수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드

는 관광의 영향을 평가할 때, 경제적 편익과 비

컵 개최 전 애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용의 관점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지역애착이 강한 주민

사회적 이해관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들이 편익과 비용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결과도

제시하면서 지역애착의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였

있다(Gursoy & Kendall, 2006; Gursoy et

다. 아마도 지역애착이 편익과 비용으로 평가된

al., 2017a). 다만, Gursoy et al. (2017a)이

개인적 합리성 중심의 교환관계를 보완할 수 있

분석한 애착과 편익의 관계에서 그리고 Gursoy

다는 해석일 것이다.

and Kendall (2006)이 분석한 애착과 비용의

지역애착이 지역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반영하는

관계에서 각각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라는 증거는 또 있다. 지역애착이 지역사회가

간혹 관광개발에서 지역애착은 행동의도의 선

추진하는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순응(adaptation)

행조건으로 고려되고 있다(한승훈, 윤동환, 2020;

을 유도한다는 것이다(Qin et al., 2021). 이는

한진성 외, 2018; Stylidis et al., 2014). 세계

지역사회에 강한 애착을 가진 주민들이 메가이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란의 고대 도시 두 곳의 주

벤트의 부정적 영향도 관용할 수 있는 복원력을

민들의 경우 지역애착과 관광 지지의 영향 관계

작동시켜 메가이벤트 개최를 지지할 수 있다는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Gannon et

의미이다. 지식과 마찬가지로 지역애착도 집단

al., 2021). 메가이벤트 개최 지역의 경우 지역

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주민들이 메가이벤트의

애착과 지지 간의 정의 영향 관계가 유의한 결과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선행 변수로 고려할 수

(Chi et al., 2018; Hallaq et al., 2021)와 유

있다.

의하지 못한 결과(Deccio & Baloglu, 2002)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는 지역애착이 주민들

가 상반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엑스포 개최

의 관광에 대한 영향 지각을 좌우하는 선행변수

전 두바이 주민들이 지각한 장소정체성은 주민반

일 것으로 예상하였지만(강신겸, 최승담, 2002;

응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장소의존성은 주민

박정현, 김남조, 2021; Gannon et al., 2021),

반응에 유의하지 않았다(Tournois, 2018). 여

일관성 있는 결과는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관광

기서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은 장소애착의 하

개발에 국한된 결과이긴 하지만, 고동완, 김현정

위 속성이고, 주민반응은 주민지지와 거의 동일

(2003)은 관광개발의 수준에 기인할 것으로 판

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하였다. 즉 관광개발이 진척될수록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지역애착과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관광에 대한 태도는

메가이벤트 영향 지각과 지지의 관계를 분석한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대체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메가이벤트 분야도 두 변수간의 영향 관계가

이를 고려하여 가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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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 지역애착은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7: 지역애착은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H8: 지역애착은 주민들의 부산엑스포 유치지
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용은 낮게 지각하였다(Nunkoo & Ramkissoon,
2011).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관광 편익
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비용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Nunkoo & Smith, 2013).
한편, 유치기관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영향 관
계는 비교적 명확하였다. Chi et al. (2018)은
정부신뢰가 월드컵 개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

4. 정부신뢰와 지지

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Gursoy et al. (2017b)
의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메가

관광 학자들이 정의하는 신뢰의 의미는 비교

이벤트와 달리 관광개발에서는 대체로 정부신뢰

적 명확하다. Nunkoo et al. (2018, p. 158)

가 관광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은 “신뢰는 지속적인 감시가 없더라도 메가이벤

되고 있다(강태우, 이상훈, 2020; 이상호, 김지혜,

트 유치기관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성과를 산출할

2021; Nunkoo & Ramkissoon, 2012; Nunkoo

것이라는 주민들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 Smith, 2013).

Gursoy et al. (2017b, p. 396)은 “신뢰는 문

메가이벤트 개최는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경제

제가 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정치인과 조직위

적 편익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오민재, 이후석,

원회를 신뢰하려는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 의도”

2019; Kim et al., 2006). 더욱이 대규모 재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신뢰는 유치기

정적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치기관의 입장

관의 업무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도에 대한 지역

에서 메가이벤트 개최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사회의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신뢰는 주민

유치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주민들은 이들

들이 메가이벤트의 영향을 지각하고 지지 여부를

기관이 긍정적 산출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산출을

판단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

최소화 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Ouyang et al.,

라 가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017).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유치기관을 신뢰
하는 주민들은 유치기관의 전략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Chi et al., 2018;
Nunkoo, 2015; Ouyang et al., 2017). 이
것이 호혜적인 교환관계를 구축하는데 신뢰가 근
간이 된다고 강조한 이유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신뢰의 순기능은 2014년 브

H9: 정부신뢰는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0: 정부신뢰는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영향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H11: 정부신뢰는 주민들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라질 월드컵을 통하여 거의 증명되고 있다. 월드컵
개최 예정 도시(Gursoy et al., 2017a, 2017b;

Ⅲ. 연구설계

Ouyang et al., 2017)와 개최 도시(Chi et al.,
2018)의 주민들은 유치기관에 높은 신뢰를 가
질수록 긍정적 영향과 편익은 높게 지각하였고,

1. 연구모형

부정적 영향과 비용은 낮게 지각하였다. 관광리
조트 주민들도 관광기관을 신뢰할수록 편익은 높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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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과 같다. 첫째, 개인적 합리성의

형화하고 있다(Chi et al., 2018; Deccio &

관점에서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 및 부정영향이

Baloglu, 2002; Gursoy & Kendall, 2006;

유치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Gursoy et al., 2017a, 2017b; Ouyang et

집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지식과 지역애착이 긍정

al., 2017).

및 부정영향과 유치지지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할

측정에 관한 문제는 메가이벤트를 유치하기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호혜적인 교환관계에서

전에 주민들이 지각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적

정부신뢰가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 및 부정영향과

절한가, 그리고 유치 전에 형성된 영향을 태도

유치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구성하였다.

형성의 선행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Chi et al.
(2018)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2. 측정방법과 측정항목의 구성

주민들은 자신이 참여한 교환과정을 평가한
주민들이 지각한 메가이벤트의 영향을 측정하

후 지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주민들은

기에 앞서 그 영향을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를

인지적 측면 혹은 정서적 측면에 의존하여 자신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떠한 방법을

이 지각한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전자는 대상에

적용하는가에 따라 영향 지각이나 지지에 대한

대한 직접적 경험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후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tylidis

자는 경험하기 전에 느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et al., 2014). 그러나 이 연구는 비용-편익 접

직접적 경험에 의존한 인지적 평가(cognitive

근법을 적용하여 메가이벤트의 긍․부정적 영향

evaluations)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확

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역적인 관점의 접근법

실한 태도(salient attitude)를 형성하게 된다.

이 주민들의 직접적 선호도를 측정하는데 유리하

이에 비해 느낌에 의한 정서적 평가(affective

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대상지역의 조

evaluations)는 지식, 대상에 대한 애착, 외부

건과 상황을 상세히 숙지하고 있을 경우에 선호

의 정보 등 간접적 경험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것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Stylidis et al., 2014).

이다. 간접적 경험에 기초한 정서적 평가도 태도

이 분야의 선도적 학자들도 주민들의 선호도를

를 결정하는 단서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그

간명하게 측정하고자 긍․부정적인 영향으로 유

래서 Faraji-Rad and Pham (2016)은 직접

H3

지식
H4

긍정영향
H1

H6

지역애착

H5
H8

유치지지

H7
H11

H9

H2

정부신뢰
H10

부정영향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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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용하여 응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

정서적 단서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이나 태도를 파

도록 구성하였다.

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한다(Chi et al., 2018

정부신뢰는 부산엑스포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

재인용). 결국 메가이벤트 유치 단계에서 수집한

는 부산시 정부의 역량과 의지에 대한 주민들의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이 지각한 영향과 지지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Chi et

관계를 분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al., 2018; Gursoy et al., 2017a; Nunkoo

구성개념별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긍정 및

et al., 2018; Ouyang et al., 2017)를 토대로

부정영향은 각각 메가이벤트 유치 예정도시의 주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민들이 지각한 메가이벤트 유치에 따른 긍․부정

유치 결정이 바람직함, 부산시의 유치 노력이 올

적 영향으로 정의하였다. 긍정영향은 선행연구(Chi

바르게 진행되고 있음, 부산시가 주민들에게 미

et al., 2018; Gursoy & Kendall, 2006;

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 부산시가 주민들과

Gursoy et al., 2017a, 2017b)에 의거하여 5개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부산엑스

마지막으로 유치지지는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포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후

들의 자부심 고취, 도시 인프라와 미관 개선, 미

원이나 협조로 정의하였다. Chi et al. (2018)

디어 노출로 인한 국제적 명성의 증진이다. 부정

을 토대로 하고, Gursoy et al. (2017a)을 참

영향은 Chi et al. (2018)을 토대로 주민들의

고하여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 증가, 교통체증과 무질서 가중, 주민

부산시의 유치활동을 지지, 부산엑스포 유치를

들의 일상생활 제약, 해양경관의 훼손 및 난개발

기대,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자랑함, 다른

우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긍정

메가이벤트 유치도 희망함으로 구성하였다.

및 부정영향을 구성할 때 경제적․사회적․문화
및 환경적 측면의 항목을 균형있게 고려하였다.

모든 항목은 7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지식은 메가이벤트 유치 효과와 추진 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구

3. 조사대상의 선정과 분석 방법

체적으로 Nunkoo et al. (2018)과 Nunkoo
(2015)를 토대로 부산엑스포에 대한 이해, 부산

설문은 부산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표

엑스포의 영향 숙지, 부산시의 역할 숙지, 조직

본추출방법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적용하여 조사

위원회의 역할 숙지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하였다. 비확률표본추출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보완

다. 지역애착은 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사회적 유

하고자 조사지역을 4개 권역별로 세분화한 다음

대로 정의하였다. Gannon et al. (2021)과

각 지역의 교통 요충지와 주요 관광지에서 설문

Gursoy et al. (2017a)에 따라 지역애착의 기

하였다. 예컨대, 부산역 남포동 부전역 사상역

능적 측면보다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

연산역 등 주민들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 역사와

정서와 사회적 결속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송정, 용두산 공원, 광안리 등 주요 관광지, 그리고

문항은 부산지역에 대한 긍정적 감정, 소속감,

백화점 등에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 연구자를

정서적 애착, 열정과 노력의 투입, 지역사회의

포함하여 연구보조원 3명이 참여하여 112부를

문제에 관심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식

설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과 지역애착에 대한 문항은 비강제적 방식을 적

를 활용하여 지인과 지인의 주변인들에게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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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부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4개 권역의 각 구청

각 231명(51.0), 222명(49.0)을 차지하여 거의

민원실에 근무 중인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구청을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208부를 설문하였다.

와 50대가 각각 103명(22.7), 114명(25.2)으

실질적인 조사는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20대

일까지 대략 1개월 간 실시하였다. 이 기간은

와 30대도 각각 89명(19.7), 99명(21.9)을 차

2019년 5월 부산엑스포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대졸 270명

이후 2021년 7월에 출범한 ‘2030 부산세계박람

(59.6), 고졸 59명(13.0), 대학원졸 58명(12.8)

회 유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유치홍보 활동을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응답자

추진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세 차례의 설

들의 학력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조사를 통하여 총 500부를 수집하였다. 이 가

거주기간은 16년 이상을 거주한 응답자가 330명

운데 부실한 응답지 10부와 과잉 대표된 권역의

(72.8)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9～15년을

응답지 37부를 제거하여 총 453부를 대상으로

거주한 응답자가 36명(7.9)을 차지하였다. 이를

분석하였다. 사전에 구성한 구조방정식모형은

통하여 응답자의 80% 이상이 9년 이상 부산지

SPSS 26과 Amos 2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역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직업 분
포는 회사원이 174명(38.4)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기타 69명(15.2), 자

Ⅳ. 분석결과

영업 51명(11.3), 전문․기술직 48명(10.6) 순
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생, 주부, 공무원도
각각 39명(8.6), 37명(8.2), 35명(7.7)을 차지하

1. 응답자 특성

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원도심권(155명, 34.2),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

서부산권(130명, 28.7), 중부산권(117명, 25.8)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3년 이하
3~5년
6~8년
9~15년

N(%)
231(51.0)
222(49.0)
89(19.7)
99(21.9)
103(22.7)
114(25.2)
48(10.6)
59(13.0)
52(11.5)
270(59.6)
58(12.8)
14(3.1)
28(6.2)
30(6.6)
29(6.4)
36(7.9)

16년 이상

330(72.8)

연간소득
(10,000원)

직업

거주지역

항목
2,000 이하
2,000~3,000
3,000~4,000
4,000~5,000
5,000 이상
학생
주부
자영업

N(%)
96(21.2)
65(14.3)
74(16.3)
84(18.5)
134(29.6)
39(8.6)
37(8.2)
51(11.3)

회사원

174(38.4)

전문․기술직

48(10.6)

공무원
기타
원도심

35(7.7)
69(15.2)
155(34.2)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51(11.3)
117(25.8)
13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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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였고, 해운대와 기장군 등 동부산권

거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식 요인에서 ‘조직위원

(51명, 11.3) 거주자는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

회의 역할 숙지’, 정부신뢰 요인에서 ‘부산시의

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부산엑스포 유치 결정이 바람직함’이 삭제되었
다. 그리고 지역애착 요인에서 ‘지역사회의 문제
에 대한 관심’이 삭제되었다. 기타, 주민들이 지

2. 확인적 요인분석

각한 긍정 및 부정영향과 유치지지 요인에서는
모든 측정항목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분야의

삭제된 항목이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응답지역의 상황에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이미 선행연구의 정제된 문

기서 모든 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치는 비교적

항에 기초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누락

기준치 보다 높은 0.699～0.936으로 나타났다.

된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

각 요인별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0.584～

에서 연구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3개 항목이 제

0.786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측정 문항
부산엑스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

긍정영향

부정영향

유치지지

평균
3.95

표준
편차
1.739

요인
적재치
.851

부산엑스포의 영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3.65

1.760

.936

부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

3.94

1.798

.871

부산 지역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있음

5.50

1.369

.837

부산 지역에 소속감을 가짐

5.48

1.364

.921

부산 지역에 정서적 애착을 가짐

5.62

1.313

.916

부산 지역에 열정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음

4.97

1.380

.699

부산시의 유치 노력이 올바르게 진행됨

4.45

1.478

.835

부산시가 엑스포의 영향을 신중히 고려함

4.54

1.555

.906

부산시가 주민들과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함

4.09

1.550

.819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32

1.454

.878

일자리 증가에 기여

5.10

1.480

.873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

5.21

1.508

.892

도시 인프라와 미관을 개선

5.29

1.464

.843

미디어 노출로 인한 국제적인 명성의 강화

5.53

1.289

.749

주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

4.58

1.516

.724

교통체증과 무질서 가중

4.51

1.626

.789

주민들의 일상생활 제약

4.25

1.621

.810

해양경관의 훼손 및 난개발 우려

3.99

1.660

.730

부산시의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을 지지함

5.62

1.362

.920

부산시가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함

5.39

1.454

.893

부산시가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자랑함

6.65

1.401

.930

부산시의 다른 메가이벤트 유치도 희망함

5.61

1.591

.747

CR

AVE

.779

.786

.845

.719

.777

.730

.853

.608

.686

.584

.854

.767

주: CMIN/df=2.281 (p<.001), df=215, GFI=.912, AGFI=.887, RMSEA=.053, NFI=.942, IFI=.967, CFI=.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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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별 상관계수와 AVE
AVE

지식

정부신뢰

지역애착

긍정영향

부정영향

지식

.786

.886

정부신뢰

.730

.606***

.854

지역애착

.719

.344***

.422***

긍정영향

.608

.551***

.672***

.504***

.780

부정영향

.584

-.097*

-.142**

-.075**

-.142**

.764

유치지지

.767

.438***

.600***

.496***

.810***

-.183***

유치지지

.848

.876

주: *p<.1, **p<.05, ***p<.001. 진하게 표시한 대각선의 계수는 AVE의 제곱근임.

단하였다(Hair et al., 2010). 이와 더불어 개

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념신뢰도(CR)는 0.584～0.854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가설검증과 논의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MIN/df=2.281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

(p<.001), GFI=0.912, AGFI=0.887, RMSEA

하였다. 그 결과 절대적합도 지수 χ2=491.7

=0.053, IFI=0.967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p<.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적합

판별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두 요인간의 평균분산

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른 적합

추출지수의 제곱근이 각 요인의 상관계수보다 높

도 지수인 GFI=0.912, RMSEA=0.053으로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판별타당성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AGFI=0.887로

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

나타나 비교적 기준치(0.9)에 근사하였다. 이와

<표 5> 가설검증의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결과

H1

긍정영향 → 유치지지

가설

.710

.053

13.066***

지지

H2

부정영향 → 유치지지

-.069

.033

-2.043*

지지

H3

지식 → 긍정영향

.193

.042

3.846***

지지

H4

지식 → 부정영향

-.013

.055

-.188

기각

H5

지식 → 유치지지

-.060

.035

-1.397

기각

H6

지역애착 → 긍정영향

.247

.058

5.662***

지지

H7

지역애착 → 부정영향

-.017

.074

-.283

기각

H8

지역애착 → 유치지지

.111

.050

2.894**

지지

H9

정부신뢰 → 긍정영향

.451

.056

8.268***

지지

H10

정부신뢰 → 부정영향

-.130

.073

-1.753

기각

H11

정부신뢰 → 유치지지

.104

.052

1.751*

지지

χ2=491.7 (p<.001), df=216, GFI=.912, AGFI=.887, RMR==.101, RMSEA=.053, NFI=.942,
IFI=.967, CFI=.967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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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증분적합도 지수인 NFI=0.942, IFI=0.967

에 대해 Gursoy et al. (2017a)은 축구가 일

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상인 곳에서 월드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판단하였다. <표 5>에 제시한 가설 검증의 결과

매국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

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다. 기타, 동계올림픽 개최지(Gursoy & Kendall,

첫째, 부산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

2006) 및 주변 도시의 주민들(Deccio & Baloglu,

민들에게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논리가 어떻게 적

2002)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통계적 유

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민들이 지각한

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각 지역 간 상황적 맥

긍정영향과 유치지지는 정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락이 달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β=0.710, p<0.001). 또한 주민들이 지각한

둘째, 지식은 집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교환

부정영향과 유치지지의 관계는 영향력이 미약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한 변수이

지만 부의 관계로 분석되었다(β=-0.069, p<0.05).

다. 부산엑스포에 대한 주민들의 지식은 긍정영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부산엑스포의 영향을 긍

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

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유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

=0.193, p<0.001).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지만,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유치를 반대할 가

부산엑스포를 잘 알수록 유치의 편익이 지역사회

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함을 의미한

이처럼 긍정 및 부정영향과 유치지지에 대한

다. 그러나 관광지 주민들에게 두 변수간의 관계

결과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개최 예정지 및 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Látková &

최 도시의 주민들의 태도(Chi et al., 2018;

Vogt, 2012; Nunkoo, 2015).

Gursoy et al., 2002, 2017b; Ouyang et al.,

한편, 지식은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영향과 유

2017)와 동일하였다. 아울러 관광지 주민들의 태

치지지 각각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

도(이봉구, 2007; Nunkoo & Ramkissoon,

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2011, Rasoolimanesh et al., 2015; Zuo et

부산엑스포를 잘 알수록 부정적 영향은 낮게 지

al.,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각하는 대신 유치는 지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

통하여 H1과 H2는 지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한다.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관광영향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영향의 설명력

을 우려하지 않았던 일반 관광지 주민들의 태도

은 53.4%, 유치지지의 설명력은 67.6%로 나

와 유사한 결과이다(Nunkoo, 2015). 따라서

타났다. 그러나 부정영향의 설명력은 1% 미만

H3은 지지되었고, H4와 H5는 기각된 것으로

으로 나타났다.

판단하였다.

위의 결과는 표면상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논

셋째, 지역애착도 집단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리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한 변수이다.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영향과 유치지지 간의 낮은

착은 긍정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영향력에 주목하면(β=-0.069, p=0.041), 주

석되었다(β=0.247, p<0.001). 이는 주민들이

민들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

부산지역에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강한 애착을

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매우 드문 결과이지

가질수록 긍정적 영향을 크게 지각할 수 있음을

만 월드컵 경기에 승리한 브라질의 일부 도시주

의미한다.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주민을 분석

민들도 월드컵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지각함에도

한 Gursoy and Kendall (2006)과 월드컵 애

월드컵 개최를 반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착을 대상으로 분석한 Chi et al. (2018)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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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지역애착은 주민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믿음을 줄수록 주민들은

이 지각한 부정영향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

유치를 찬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조직위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드컵에 강한 애착

원회를 신뢰할수록 월드컵 개최를 지지할 가능성

을 가진 주민들이 부정적 영향을 비관적으로 평

이 높다고 분석한 Gursoy et al. (2017b)을

가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Chi et al.,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H9와 H11은 지지

2018).

되었고, H10은 기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지역애착은 유치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0.111, p<0.01).

Ⅴ. 결 론

지역애착이 강한 주민들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적
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바이 엑스포 개최 예정지(Hallaq

이 연구는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가 주민들

et al., 2021),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 혹은

이 지각한 부산엑스포의 영향과 유치지지에 미치

개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되고 있다(Chi et

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부산엑스

al., 2018; Gursoy et al., 2017a; Tournois,

포에 대한 주민들의 지식수준이 높고 지역애착이

2018). 따라서 H6과 H8은 지지되었고, H7은

강할 경우, 그리고 유치기관을 신뢰할 경우 지각

기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된 긍정영향을 강화시켜 유치를 지지하였다. 아

넷째, 정부신뢰는 호혜적인 교환관계를 형성

울러 주민들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영향을

할 수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Ap, 1992;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에도 유치를 지지할 수

Gursoy et al., 2017a). 예상대로 정부신뢰는

있는 실마리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비록 통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계적 유의성이 부재하여 단정할 수 없었지만, 지

것으로 분석되었다(β=0.451, p<0.001). 지식

식, 지역애착, 정부신뢰가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

과 지역애착에 비해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켜 유치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만

주민들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주도하는 지방정부

든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를 신뢰할수록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있다.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하게 부산시의 역량과

이론적 시사점이다.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유치 의도를 신뢰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정적 영향

대다수 연구는 주민들의 지지 행동이 개인적 이

을 우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보였다(β=-0.130,

익의 관점에서 평가된 편익과 비용에 좌우된다고

p=0.08). 이러한 결과는 기관신뢰가 월드컵의

분석하고 있다(Chang, 2021; Gursoy et al.,

긍정적 영향은 높게, 부정적 영향은 낮게 지각하

2019). 그러나 이 연구는 개인적 및 집단적 이

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한 선행연구(Gursoy

익이 함께 포함된 주민들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et al., 2017a, 2017b; Ouyang et al., 2017)

설명하였다. 즉 부산엑스포 유치가 주민들의 정

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서(Zheng et al., 2019) 혹은 지역사회의 목표

아울러 정부신뢰는 유치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0.104, p<0.05).

등 집단적 합리성이 반영된 교환관계로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분석한 지역애착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하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지방정부가 부산엑스포를

던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를 합리적이고 호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주민을 위해

적인 교환관계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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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의가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부신뢰를

할 수 있는 전략은 부산엑스포가 유치되면 세금

메가이벤트 유치기관의 본질적 사명과 연계하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호혜적인 교환관계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교통체증과 무질서의 가중,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세 변수는 이론적 가정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제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

하는 것이다.

서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는 향후 메가이벤트

둘째, 주민들의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식과 부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통합적

정적 영향 지각에 대한 결과는 의외라 할 수 있다.

으로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주민들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은 낮게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지

지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Látková

역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영향은 유치지지에 영향

& Vogt, 2012; Nunkoo, 2015). 적어도 일

을 미치는 절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반 관광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러하다. 지식은 교

변수간의 영향력은 저명한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환의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교환과정을

일반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논문 28편의 평균

통제하고 또 바람직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Gursoy et al., 2019) 보다 10% 이상 높았

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식은 경험적 판단이

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

불가능한 시점에서 부산엑스포의 잠재적 영향을

발 사업에 특유한 주민들의 인식적 특성일 것으

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할 수 있

로 짐작된다. 이에 비해 부산 지역의 주민들은

다. 그런 점에서 지식과 부정영향 간 통계적 유

부정적 영향을 지각할 경우에도 유치를 반대하지

의성이 부재한 것은 주민들의 부산엑스포에 대한

않을 수 있는 실마리도 확인하였다.

지식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식의 평균

참고로 주민들이 부산엑스포의 영향을 부정적으
로 지각할 경우 유치를 반대할 가능성은 Gursoy

값은 중앙값(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
았다.

et al. (2019)이 분석한 일반 관광개발 사업의

결과적으로 부족한 지식이 유치를 반대하는

평균(-0.112) 보다 5% 정도 낮았다. 반대로 유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지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력은 일반 관광개발

지식은 부산엑스포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사업의 평균(56.8%) 보다 11% 정도 높았다.

도움을 주고, 부산엑스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 연구가 의도하였던 지식, 지역애착, 정부신뢰

영향을 올바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가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일조하였

(Nunkoo, 2015). Ko and Stewart (2002)

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

는 제주도 주민들이 지각한 부정적 관광 영향과

하므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지지 간 유의성이 부재한 이유를 교육수준에서

있다.

찾고 있다. 아마도 지식이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이러한 결과는 부산엑스포 유치로 인한 부정
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을

수 있는 선행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해석일
것이다.

시사한다. 즉 경제적 효과만 집중적으로 홍보하

부산 지역 주민들의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식

고 있는 현재의 전략만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확

이 낮은 이유는 부산엑스포의 의미와 기능에 대

보하기에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

한 교육이 미흡한 탓일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

과정별 다양한 미디어 홍보 전략의 기획을 제안

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유치기관이 취

민간유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지역의 이슈, 유치

메가이벤트 유치에 대한 주민 지지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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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위성, 유치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등 객관적

은 유치 전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

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산엑스

전략이 성숙된 관광지에서 주민들의 지식수준을

포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유치를 지지할

높이고 관광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Gursoy

(Nunkoo, 2015)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참고할

et al., 2019). 주민참여는 유치 성공과 사후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은 민간유치위원회의 기능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전략이다. 아

활성화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유치기관에 대한

마도 경제적 효과 중심의 편향된 정보를 확산시

주민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현재의 전략을

셋째, 부산 지역 주민들의 강한 지역애착(평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균 5.4)이 부산엑스포의 영향 지각과 유치지지

마지막으로 정부신뢰는 주민들이 지각한 긍정

의 탁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즉 지역사

영향과 유치지지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회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부산엑스포의 기능적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반 관광개발 사업에

가치를 높게 지각할 동기로 작용하여 유치지지를

서 나타난 신뢰의 순기능이 메가이벤트에도 적용된

자극하게 된 것이다. 즉 Gu and Ryan (2008)

것이다(예컨대, 이상호, 김지혜, 2021; Nunkoo

의 ‘지역애착의 자기강화성(self-reinforcement

& Smith, 2013; Zuo et al., 2017). 정부신

nature)’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Chi et al.,

뢰는 앞서 논의한 지역애착보다 더 강한 자기강

2018 재인용). 그러나 Deccio and Baloglu

화성을 보였다. 반면에 정부신뢰가 지각된 부정

(2002)가 분석한 메가이벤트 비개최 지역에서

영향을 줄일 가능성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는 지역애착이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자기강화

부재하였다. 주민들이 유치기관의 의지와 업무능

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유치기관의 기능

부산엑스포는 지방정부가 유치를 강제하는 대

과 역할에 대한 지식은 낮아 신뢰 형성이 미흡하

규모의 관광개발 사업이다. 이로 인해 지역애착

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신뢰가 정부의 역

의 결과는 Gursoy et al. (2019)이 메타분석

할과 기능에 대한 지식에 좌우된다는 결과에 비

한 비강제적인 관광개발 사업에서 미미한 영향력

추어 볼 때(Gursoy et al., 2017b; Nunkoo,

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아마도 일반 관광지의

2015), 이유가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

주민들과 달리 지역애착이 강한 부산 지역의 주

정부신뢰는 정치, 리더십, 행정시스템, 정부성

민들은 집단적 합리성의 관점 혹은 사회적 이해

과 등에 좌우될 정도로 맥락적인 동시에 주관적

관계의 관점에서(한승훈, 윤동환, 2020; Gannon

이다(강태우, 이상훈, 2020; Nunkoo, 2015).

et al., 2021; Qin et al., 2018) 엑스포 유치

정부신뢰를 유치기관의 업무전문성에 대한 믿음

의 영향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높

으로 한정할 때, 정부신뢰는 호혜적인 교환관계

게 지각하였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애

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착도 부정적 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강화적

따라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교환관계를 지속시켜

특성을 보이긴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부재하

유치 지지를 확보하자면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였다. 이 역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대안으로 유치 전 과

지역애착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교환의 중심을

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Gursoy & Kendall,

개인적 이익에서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역할

2006),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

을 한다. 따라서 지역애착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안할 수 있다(Daley, 2009). 유치기관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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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회 애착도 측정척도 개발. <관광학연구>, 26(1),

다양한 민간단체와 실질적인 협업을 통하여 부산

103-117.

엑스포의 기능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교육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부산엑
스포에 대한 지식 및 지역애착의 수준도 함께 높
아질 수 있다. 설령 주민들의 지식수준에 비례하
여 유치를 반대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라도 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강태우, 이상훈 (2020). 지역주민의 지방정부 성과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의 관계: 지방정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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