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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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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motional solidarity of local residents on tourism development support:
Focusing on the near Hongda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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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오늘날 국내관광이 주목받음에 따라 지역관광도 변모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관광지로 조성되면 구성원이
다양해져 수많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관광지는 관광지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의
장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
다. 홍대 인근에 거주하는 302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 연
대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
역사회 애착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 사회 애착이 부(-)의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신
뢰와 정서적 연대는 관광개발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적ㆍ실
무적 시사점을 기반으로 홍대 인근 지역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마포구 행정기관과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홍대 인근 지역 관광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홍대 인근 지역, 지역주민, 정서적 연대, 관광개발 지지, 사회교환이론

ABSTRACT : As domestic tourism gains prominence today, local tourism is also undergoing change.
When a community is established as a tourist destination, its members diversify, resulting in a variety of
situations. Before becoming tourist destinations, communities are inhabited by the local populac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effect of emotional solidarity between locals and tourists o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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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upport. It was conducted from January 7 to February 28, 2022 via an online/offline survey
of 302 Hongdae-area residents, an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hypothesis, emotional solidar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costs,
and community attachment, and perceived benefits, perceived costs, and community attachment had both
positive (+) and negative (-) effects on government trust. Third, perceived benefits and perceived costs
had a positive (+) effect on supporting tourism development, but the research hypothesis was not
supported because of the negative (-) effect of community attachment. Finally, it was discovered that
government trust and emotional solidar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supporting tourism development, and
tha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a foundation for
tourism development in the Hongdae region.
Key words： Near hongdae area, Local resident, Emotional solidarity,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Social exchange theory

Ⅰ. 서 론

정 장소에 대한 공동의 친밀감을 형성시킬 수 있
는 정서적 연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외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국

정서적 연대는 연대론에 기초하여 발전된 개

내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강현수(2021) 코로나

념으로 통합과 연대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

19로 인한 국내관광 행태 변화 분석 보고서에

고 있다(Woosnam, 2008). 지역사회 단위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관광자의 국내 여행 경험률

연대론을 차용하여 논의한 기존 연구들이 몇몇

은 22.5%에서 2021년 51.8%로 증가하였으며

존재하나 지역사회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영향

국내 여행 의향률 또한 45%에서 51.8%로 상승

을 맹점으로 다루고 있다. 관광자와 지역주민 간

하여, 국내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

있다. 국내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도 변모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관광지로 조성되

는 사회･문화적 영향이 경제적인 영향보다 더욱

면 지역주민, 관광자, 외부인, 행정기관 등의 증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et al.,

가로 지역주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상황들이 발

2015).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바

생하게 된다(이상훈, 고동완, 2017; Huang &

라볼 때, 인간은 경제적 효과가 크게 작용할지라

Stewart, 1996). 관광지는 관광자에게 있어 관

도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나 지역사회 문화 등에

광활동을 위한 장소이지만 지역 핵심 구성원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적 효과는 퇴색될

지역주민에게 있어 관광지는 삶의 터전이자 고향

수밖에 없다(Xue et al., 2015). 이 논문에서

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관광지

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규명하기

를 관광자가 한시적으로 체류하며 관광하는 일원

위해 홍대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정서적 연

적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

대와 개인 간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사회교환이론

과 상호 교류하는 공동의 장소로 이해하려는 노

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력이 필요하다(김용회, 박운정, 2018). 공동체

홍대 인근 지역(서교동, 상수동, 동교동, 연남동)

적 입장에서 관광자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형성에

은 1950년대 일반 주거지역이었으나 1960년대

관한 연구가 근래에 들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

부터 홍대미대와 소극장, 카페, 클럽 등이 들어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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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왔다. 홍대만의 장소성

촌(北村)이나 서촌(西村)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과 특수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따라서 이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93년 홍대 총학생회 주도하에 시작된 거리 미

먼저, 관광자에 대한 홍대 인근 지역주민의 정

술제를 개최한 때이다. 거리 미술제는 홍대 인근

서적 연대가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비

지역을 예술이 흐르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작

용, 지역사회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

되었으며,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작업공간 및 유

조적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관광개

흥공간이 홍대 인근 지역에 밀집되게 되었다. 이

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비용, 지역사회 애착이

를 기점으로 홍대 인근 지역은 모든 것이 중층화

정부신뢰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

된 복합문화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최준란,

째,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비용, 지역

2016). 서울관광재단의 서울시 외래 관광자 실

사회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태조사(2020)에 의하면 1,750만 명의 외국인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에 대한 홍

관광자가 서울시 주 방문지역으로 홍대(2위)를

대인근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

꼽았으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에서 집

지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연구결과

계된 한국여행 중 서울지역 방문지 통계에선

를 기반으로 마포구 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지

2020년 기준 신촌/홍대가 서울 관광지 중 방문

원센터 등에게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시사하

자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홍

고자 한다.

대는 국내･외 관광자들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명
소임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연대가 지역주민과 관광자 간의 지속

Ⅱ. 이론적 고찰

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미루
어보아(Winkel & Woosnam, 2014) 홍대 인

1. 정서적 연대

근 지역은 정서적 연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홍대는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

연대는 프랑스 법률 용어에서 파생된 개념으

자연스럽게 개발된 관광지로서 홍대 인근 지역의

로 공동체 책임의 의미를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광자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

에는 개인 간 유대감이 강한 사람과의 이해관계

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

가 사회나 집단에서 보이는 사회적 관계정도로

회 애착, 정부신뢰 최종적으로 관광개발 지지에

해석되고 있으며(Wallace & Wolf, 2006) 사

대한 인식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회학과 인류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개념이었다.

관광지는 관광개발과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최근 공동체적 입장에서 정서적 관계 형

공간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성과 상호작용 등의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

공간이며 삶의 터전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

에서 연대보다는 정서적 연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자가 서로 공유하는 곳이자 전 세계인이 한 지역

추세이다(Woosnam, 2008).

에 모이는 특별한 장소이다. 특히 홍대는 전 세

정서적 연대(emotional solidarity)는 Durkheim

계인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이나 지역주민과 관광

(1893)의 연대론에 기초하여 후대 Collins and

자 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산 감천 문화

Loftus (1975)에 의해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서적 연대는 본인과 타인과의 이분법적인 관점과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는 주로 북

는 반대로, 통합(integration)과 연대(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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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다른

하는 세 요소 중 관광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믿음과 행동을 공유

친다고 알려져 있어 관광개발에 핵심요인으로 알

함으로서 주로 형성된다(Woosnam, 2008). 정

려져 있다(Hasani et al., 2016).

서적 연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정
서적 친근감(emotional closeness), 공감적 이해
(sympathetic understanding) 그리고 환영본

2. 사회교환이론에 따른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성(welcoming nature)이 있다(Woosnam, 2011).
먼저 정서적 친밀감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들이 관광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공통점을 인

Homans (1958)에 의해 의미화 되었다. 그는

식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형성되는 상황을 의미

사회교환이론을 인간이 타인에게 보상과 같은 혜

한다.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관광자 간 아이디어

택을 받았을 때, 이에 관한 보답을 할 것이라는

까지 공유하는 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마음가짐을 느끼게 하는 교환관계라고 하였다.

주민과 관광자가 물리적으로 밀접한 관광지에서

사회교환이론은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전제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된다. 관광자와 정서적 친

로 하기 때문에 정서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밀감이 형성된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관

(Winkel & Woosnam, 2014). 이 이론은 긍

광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

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 다 관찰 가능하

며 정서적 연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알려져

기에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Ap, 1992).

있다(Woosnam, 2012).

오늘날 사회교환이론은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

두 번째로, 공감적 이해는 지역주민이 관광자

역주민의 인식을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으로 알려

와 동질감을 느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져 있다. 이는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을 지역주민

말한다. 지역주민은 관광자를 바라볼 때 본인의

이 직접 느끼기 때문이다. 관광개발로 인해 얻게

여행 경험을 기반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되는 혜택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증가,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관광자간 접촉이

일자리 창출, 투자비용 확대 등이 있으며 부정적

잦은 관광지일수록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관광자

인 영향으로는 관광자 증가로 인한 소음, 쓰레기

행동을 더 잘 이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광자에

증가 등이 있다(Nunkoo & Smith, 2013). 일

대한 호의적 이해가 높은 지역주민일수록 관광개

반적으로 관광개발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발에 긍정적이고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미친다고 인식하면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에 지지

정서적 연대를 설명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알려

하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느

져 있다(Woosnam, 2012).

끼면 관광개발에 반대한다. 교환관계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환영본성은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

바라볼 때 지역주민은 편익에 대한 영향이 있을

민들 간의 개인적인 관심과 관광자를 통해 얻게

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관

되는 지역주민의 자부심 그리고 편익에 대한 감

광개발에 대한 비용이 클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사한 마음을 뜻한다(Woosnam, 2011). 지역주

수준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Zuo

민들이 관광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et al., 2017).

주민의 환대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다수의 선행연구(김보경, 조광익, 2016; Nunkoo,

거주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관광자를 환영할

2015; Sher et al., 2015)에서도 사회교환이

가능성이 높다. 환영본성은 정서적 연대를 구성

론에 따른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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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신뢰 간 검증을 실시하였다. Nunkoo (2015)

데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광개발과 사

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주민 391명을 대상으

회교환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핵심 변수로 활용

로 지각된 혜택이 정부신뢰에 대해 검증하였는

되어지고 있다(McCool & Martin, 1994). 이와

데, 연구 결과 지각된 혜택은 정부신뢰에 긍정적

관련하여 복수의 연구(Adongo et al., 2017;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r et al.

Morales et al., 2018)가 진행되고 있다. Adongo

(2015)는 Malaysia의 Sabah에 거주하는 166

et al. (2017)은 Vietnam의 Hoi An에 거주

명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각된 혜택, 지각된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

비용, 관광개발지지 간 관계를 규명하였고 그 결

개발 지지도에 대해 규명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

과 지각된 혜택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

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향을, 지각된 비용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Morales et al. (2018)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보경, 조광익 (2016)

은 Dominican Republic의 Puerto Plata에

도 사회교환이론을 활용하여 지각된 혜택이 지역

거주하는 576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사회 애착에 어떠한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바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있다.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
발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3. 지역사회 애착

타났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이원분, 유용상,
2014; 이제용, 김영표, 2020)가 진행되고 있

애착(attachment)은 프랑스어인 attacher

다. 이제용, 유용상 (2020)는 안성바우덕 축제

에서 파생되었다. 서로 달라붙다 등의 사전적 의

를 중심으로 장소애착이 관여도와 지지도에 미치

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랑

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장소애착은

하는 대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하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

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Bowlby, 1984). 애

며, 이원분, 유용상 (2014)은 울산 솔마루길 이

착은 주민의 삶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애착도, 지방정부 신뢰 간

이 될 수 있으며(Vesey & Dimanche, 2000).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연구 결과 지역애착이 지방

사람 간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쉽게 변하지 않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상호 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각적
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all &

4.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

Tasaki, 1992).
관광연구 분야에서의 지역사회 애착에 대한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며 모든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사

사회적 상황에 적용된다(Moorman et al., 1993).

회적 참여와 통합의 형태를 지역과 지역의 정서

특히 상호의존 수준이나 파트너 능력, 몰입 혹은

에 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인은 일상 속에서

사전 관계 등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며 해당 속성

다양한 장소와 관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들은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받기

용하는 장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유대

도 한다(Zeffane & Zarooni, 2012). 신뢰는

감을 나타내는 장소애착이 존재한다(한지훈,

대상에 따라 정부신뢰, 사회신뢰, 조직신뢰 등으

2011).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사회 애착은 전통

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중 정부신뢰는 주민의 삶

문화 등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사회를 평가하는

의 질 인식에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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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훈

정부신뢰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기에 연구

(2019)은 제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186명

자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

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신뢰, 영향인식, 개

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

발지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을 수용

정부신뢰는 개발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는 심리적 태도를 뜻한다(Welch et al.,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 정부신뢰는 관광산업과 지역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지역주민일수록 관광정책 수립이나 추진하

Ⅲ. 연구설계

는 과정에 있어 나타나는 결과에 만족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뢰도가 낮은 지역주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민들은 정치적 상황에 냉소주의를 보이거나 관광
정책 추진활동에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

관광지는 관광명소이기 이전에 지역주민이 생

이 높다(Erikson & Tedin, 2019). 관광정책

활하는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다. 주민의 태도가

추진 활동으로는 관광개발이 있으며 관광개발은

관광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해당 지역

관광과 개발의 복합적 용어로 양적, 질적 변화

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이 매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Inskeep, 1991).

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관광지에 거

즉, 정리하자면 정부신뢰가 있는 지역주민은 관

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이 아닌 관광지에 방문하

광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상대적으로 만족

는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어지고 있어 주민과 관광자 간의 정서적 연대 관

는 지역주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가능

관광개발 지지란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로 관

한 관광과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광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애착과 정부신뢰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

매우 중요하나,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혜택과 지

는 의지를 뜻한다(Nunkoo & Ramkissonn,

각된 비용, 관광개발 지지 세 가지 변수 간 관계

2011). 관광개발 지지는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즉, 관광자를 바라

설명될 수 있으며(박상현, 임형택, 2021) 특히

보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 관광개발로 인한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교환과정 참여의지에도 차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

이를 나타내고 있기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

신뢰, 관광개발 지지 여섯 가지 모든 변수를 포괄

해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관계는 매

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 중요하다(Ouyang et al., 2017). 이와 관

이 연구에서는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

련하여 관광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서재연 외, 2021; 정승훈, 2019). 서재연 외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서적

(2021)는 321명의 제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대를 정서적 친밀감과 공감적 이해, 환영본성

관광개발리조트 개발에 따른 정부신뢰도가 관광

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로 인

개발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

해 나타나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

다. 그 결과 정부 신뢰도는 관광개발 지지도에

회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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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관광개

문에 정서적 연대는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는

발로 나타나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

데 있어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Winkle &

사회 애착이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Woosnam, 2014). 정서적 연대는 지역주민의

영향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신

태도나 지역사회와 같은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

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Woosnam, 2012)

확인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총 11개

이는 환경적 특성과 감정이 투영된 특별한 공간이

의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관광학에서 자주 사용

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이상훈, 고동완, 2017).

되지 않았던 정서적 연대(정서적 친밀감, 공감적

Aleshinloye (2015)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이해, 환영본성)라는 변수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연대가 지역사회 이익과 사회비용에 모두 영향을

지역(region)은 한정된 공간이라는 공간적 측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정서적 연대가

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지역사회 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비용에

에서 학술ㆍ사회적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으로 시각화하였다.

Woosnam and Aleshinloye (2018)의 연구

1) 정서적 연대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간의 관계

에서는 Kolache Festival에 참여한 348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호의
적 이해와 환영본성은 개인적 이익에 긍정적인

연대는 특정 장소나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같

영향을 미침을 사회비용에는 부정적인 영향 관계

이 공통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

로 나타났으며, 김정헌, 고동완 (2019)은 축제

되고 있으며 집단 특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상이

참여자 352명을 대상으로 축제참여의 마음챙김,

할 수 있다(황현정, 백지연, 2015). 정서적 연

정서적 연대, 장소애착 간 구조적 연구를 진행하

대는 본인과 타인과 이분법적인 관점과는 상반되

였다. 정서적 연대를 환영본성, 정서적 친근감,

는 개념으로(Woosnam, 2008), 사회교환이론

호의적 이해로 구분하여, 정서적 연대는 장소애

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

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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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도 관련 연구(고동완,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 지역

김현정, 2003; 김세운 외, 2020; 이종수, 2015;

사회 애착, 지각된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광익, 김남조, 2002)가 진행되고 있다. 고동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김현정 (2003)은 강원도 태백에 거주하는 주민
288명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해 연구하였는

H1: 정서적 연대는 지각된 혜택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서적 연대는 지각된 비용에 부(-)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3: 정서적 연대는 지역사회 애착에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데, 연구 결과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애착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김세운 외 (2020)
은 창원 마산국화축제에 참여한 327명의 지역주
민을 대상으로 지역축제만족도가 지역애착도, 지
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규명하였
다. 그 결과 지역애착도는 지방정부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이종수 (2015)

2)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장소애착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조광익, 김남조 (2002)도 지역주민
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추가 관광개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은 편익이 있는 혜택의 개념으로

정리하자면, 사회교환이론에서 사람은 타인에

해석되며 편익이나 만족과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게 보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이에 관한 보

보상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Thibaut & Kelly,

답을 할 것이라는 교환관계로 볼 수 있다. 관광

1959).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지출을 의미하

개발에 있어 지역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도 교환

는 비용의 의미와 교환 당사자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정부에 대한 신

처벌 혹은 보상을 놓치는 것을 뜻해(Blau, 1964).

뢰수준에 따라 긍ㆍ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사회교환이론의 전제요인 중 하나로 설명

이에 이 연구에서도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

되고 있다. 교환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혜택이

택과 지역사회 애착, 지각된 비용이 정부신뢰에

있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지출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

는 비용이 클수록 정부신뢰 수준은 낮아지며,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역사회 애착이 높을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Zuo et al., 2017; 김세운
외, 2020).
Park et al. (2018)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457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비
용, 모바일 결제 신뢰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였으
며 그 결과 지각된 혜택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H4: 지각된 혜택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5: 지각된 비용은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 지역사회 애착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uver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비용이 고객 신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지각된 비용이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3)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
지역주민의 태도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비경제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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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합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Wang et al.,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2020). 경제적 합리성은 경제적인 인식이나 물

에 따른 긍정ㆍ부정적 영향, 애착도, 관광개발

질적인 혜택을 통해 지역주민의 태도를 규명할

지지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혜택과 비용이 있다. 반대

과, 긍정ㆍ부정적 영향, 애착도 모두 관광개발

로 비경제적 합리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지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선행연구

장소애착 등 주민들의 감정이나 정서, 신념과

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에 따른 긍정적

같은 정서적인 측면을 뜻한다(Nunkoo et al.,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의해 관광개발 지지에 정

2012). 지역주민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비경제

(+),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적 합리성을 통하여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관광

지역사회 애착에 따라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개발이 지역사회에 긍ㆍ부정적인지 인식할수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관광개발 지지 의사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에서는 홍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발로

(Sheldon & Abenoja, 2001). 지속적인 관광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가

이 관광개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

하고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어(강영애 외, 2012) 이를 규명한 관련 연구

설정하였다.

(Andriotis & Vaughan, 2003; Lee, 2013;
Vinerean et al., 2021)들이 진행되고 있다.
Lee (2013)은 대만 Cigu Wetland에 거주
하는 856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환이
론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
착도와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관광개발을 지지하
였고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지하지 않는 것

H7: 지각된 혜택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지각된 비용은 관광개발 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지각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지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으로 나타났다. Andriotis and Vaughan (2003)
은 그리스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태

4) 정부신뢰와 관광개발 지지 간의 관계

도와 관광개발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지

관광개발 지지는 지역주민이 정부에 대한 신

역주민들은 관광개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인

뢰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민은 정부에

식과 부정적 인식을 모두 지각하고 있었으며 편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한다

익과 비용 간의 관계성을 통해 관광개발에 대한

고 인식하여 관광개발 지지에 긍정적인 태도를

태도를 결정한다고 규명하였다. 또한 Vinerean

보이며 반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et al. (2021)은 Romania에 거주하는 344명

관광개발 지지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혜택이 삶의 질과

즉, 이들의 교환관계는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

로 설명되고 있다.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를

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혜택이 관광개발 지지에

규명함에 있어 적합한 변수로 알려져 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kson & Tedin, 2019; Ouyang et al.,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미

2017) 다수의 선행연구(Chi et al., 2018;

성 외, 이충기, 강수경, 2008; 한승훈, 2018).

Gursoy et al., 2017; Nunkoo & Smith, 2013)

이충기, 강수경 (2008)은 강원랜드 카지노 개발

에서도 정부신뢰와 관광 개발지지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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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다.
Chi et al. (2018)은 정부의 신뢰가 메가이
벤트에 개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

al., 2021; Šagovnović et al., 2022)에서 정
서적 연대와 관광개발지지 간 영향관계에 대해
규명하였다.

인하였으며, Nunkoo and Smith (2013)은

Šagovnović et al. (2022)는 Serbia의 Novi

캐나다의 Niagara와 Ontario 지역에 거주하는

Sad에 거주하는 303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9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정부신

정서적 연대가 이벤트 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

뢰, 관광개발지지 간 영향관계에 대해 연구하였

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다. 그 결과 정부신뢰가 관광에 대한 정치적 지

연대는 이벤트 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Gursoy et

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Erul et al. (2020)는

al. (2017)는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유치

Turkey의 Izmir에서 거주하는 성인 740명의

한 해당 1,593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서적 연대를 정서적 친밀

치위원회의 신뢰가 지역주민의 긍정 부정적 영향

감, 환영본성, 호의적 이해로 구분하여 관광개발

인식과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지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

정부신뢰가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 결과 정서적 친밀감, 환영본성, 호의적 이해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리하자면, 성

모두 관광개발지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신뢰와 관광개

다. Munanura et al. (2021)는 사회교환이론

발지지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지역

을 활용하여 United States의 Oregon 1,477

주민의 정부신뢰수준에 따라 관광개발 지지에 유

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와의 정서적 연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대가 관광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

에서는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

였다. 그 결과 정서적 연대가 관광지지에 정(+)

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에서는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선행연구를 기반으

H10: 정부신뢰는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정서적 연대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5)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지지 간의 관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개발 지지는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로 관
광개발이 해당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2. 조사설계

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의지를 말한다(Nunkoo & Ramkissonn,

이 연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2011). 관광개발 지지는 정서적 연대에 큰 영향

인근 지역인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에

을 받는데, 이는 정서적 연대가 형성된 지역주민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

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광개발에 적극적인

다. 표본을 네 지역으로 구분한 이유는 다음과

참여와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itchie

같다.

& Rigano, 2007; Woosnam, 2012). 다수의

먼저, 마포구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 등으

선행연구(Erul et al., 2020; Munanura et

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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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역이다. 특히 마포구 중

대표하는 관광지라 판단할 수 있어, 관광자와 지

홍대 인근은 한국에서 드물게 자생적 청년문화가

역주민 간의 정서적 연대가 다른 지역보다 깊을

남아있는 곳으로 지역문화가 발전되어 문화적 특

것이라 판단하였다. 나아가 마포구 문화예술관광

수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관

특구에 속해있는 연남동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광재단 (2020)에 따르면 1,750만명의 외국인

이는 홍대 중심 상권이 홍대 앞과 합정동에서 연

이 서울시 주 방문지역으로 홍대(2위)를 선택하

남동과 서교동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

였으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1)에서는 홍

이기 때문이다(조선비즈, 2022.01.06). 연구자

대는 서울 관광지 중 관광자가 네 번째로 많은

는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은 타 마포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홍대는 우리나라

지역 중 국내외 관광자로 인해 지역주민이 많은

를 대표하는 관광지라 유추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연구자가 판단하였고, 해

두 번째로, 홍대 인근 지역은 연구자에 따라

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홍대 앞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교

본격적인 설문 문항에 앞서 H대학원과 K대학

동, 상수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를 포함하는 넓

원에서 관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박사 3명

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서울문화재단, 2014).

석사 3명으로부터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

홍대는 1950~60년대 일반 주거 지역이었으나

였으며, 자료수집은 온/오프라인 설문지법을 통

홍익미대(1961), 산업미술대학원(1972), 산울

해 실시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인 경우 상수동,

림 소극장(1986)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합문화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QR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 홍대의 장

코드가 탑재된 안내지를 배포한 후 본인이 원하

소성과 특수성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

는 시간대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

점은 1993년 홍대 총학생회의 주도하에 거리 미

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판단표본추출법을 활

술제를 개최하였을 때이다. 예술이 흐르는 거리

용하였으며 설문지는 2022년 01월 07일부터

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순수예

02월 08일까지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는

술, 대중문화, 작업공간, 유흥공간이 밀집하게

348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46부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홍대는 2000년대 초반

의 응답을 제외한 총 302부(유효표본율: 86%)

부터 관광특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관광지역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최준란, 2016). 선행연구를 통하여

3. 측정도구

홍대는 오랜 시간부터 관광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성과 특수성이 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연대의 경우 선행연구(김정헌, 2016;
이은지, 2020; Moghavvemi et al., 2017;

마지막으로, 상수동과 서교동, 동교동을 선정

Woosnam, 2008; Woosnam & Aleshinloye,

한 이유는 2021년 12월 마포구 관광특구에 선

2013)를 기반으로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

지각된 해택은 선행연구(이충기 외, 2011; Stylidis

광자 유치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et al., 2014; Zhu et al., 2017)를 참고하여

완화하고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4개의 문항으로 도출하였으며 지각된 비용 또한

있는 지역을 말한다(관광진흥법, 2022). 이러한

선행연구(이충기 외, 2011; Stylidis et al.,

연유들로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은 홍대 인근을

2014; Zhu et al., 2017)를 바탕으로 4개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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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항목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애착은 선행연구

서 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류예빈 외, 2016; 박상규, 2010; 이정은, 2019)

기반으로 도출되었던 측정항목인 정서적 연대의

을 참고하여 5개의 문항으로 도출하였고, 정부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HCFA)

신뢰는 선행연구(서재연 외, 2021; Nunkoo &

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항목에 대

Ramkisson, 2012; Nunkoo et al., 2012)를

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구조적

기반으로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광개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구축 후 구조

지지는 선행연구(이충기 외, 2011; 한진성 외,

방정식 모델(SEM)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모형

2018; Moghavvemi et al., 2017)을 바탕으

의 구성개념 간 영향 관계와 연구가설을 검정하

로 5개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구

고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통계학적 변수는 8개로 구성하였다. 특히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판
단되는 거주기간에 대한 측정 항목은 10년 주기로

Ⅳ. 분석결과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 이상으로 구성하였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에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장정순, 임원

이 연구에서의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선, 2015) 신우화, 신우진 (2016)에서도 거주

먼저 성별은 남성이 164명(54.3%)이었으며 여

기간에 따라 행정협조, 이익증진 등 유의한 차이

성은 138명(45.7%)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은 30

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5-10년 거주한 주민

대 111명(36.8%), 20대 96명(31.8%), 40대

이 다른 거주 그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

47명(15.6%), 50대 32명(10.6%), 60대 이상

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10년 주

이 16명(5.3%) 순이었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

기로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40개로 나타

는 미혼이 190명(62.9%), 기혼은 101명(33.4%),

났고 측정은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기타는 11명(3.6%)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으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7: 매우

로는 대학교 졸업(재학) 140명(45.4%), 대학원

그렇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명목척도로 구성

졸업(재학) 73명(24.2%), 전문대 졸업(재학)

하였다.

51명 (16.9%), 고졸이하는 38명(12.6%)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수준은 200~299만원 이하가

4. 분석방법

99명(32.8%), 500만원 이상 59명(19.5%),
100만원 미만 46명(15.2%), 300~399만원

이 연구에서는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고 가설

이하 44명(14.6%), 100~200만원 미만 35명

검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2.0 통계

(11.6%), 400~499만원 이하 19명(6.3%) 순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유효 표

이었다. 직업은 관리/사무직이 116명(38.4%),

본들의 사회인구 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 54명(17.9%), 자영업/개인사업 34명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

(11.3%), 기타 29명(9.6%), 주부 27명(8.9%),

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타당성, 신뢰성, 내적

전문직 24명(7.9%), 판매/서비스업 18명(6%)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변수들 간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상수동 153명

의 타당성과, 신뢰성, 내적일관성을 검증함으로

(50.7%), 서교동 64명(21.2%), 연남동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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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n=302)
구분
성별

나이

월 소득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164

54.3

관리/사무직

116

여자

138

45.7

전문직

24

7.9

20대

96

31.8

자영업/개인사업

34

11.3

30대

111

36.8

판매/서비스업

18

6

40대

47

15.6

주부

27

8.9

50대

32

10.6

학생

54

17.9

직업

38.4

60대 이상

16

5.3

기타

29

9.6

미혼

190

62.9

서교동

64

21.2

기혼

101

33.4

기타

11

3.6

상수동

153

50.7

동교동

33

10.9

연남동

52

17.2

10년 이하

146

48.3

11-20년 이하

82

27.2

21-30년 이하

46

15.2

31년 이하

28

9.3

결혼여부

교육수준

빈도(명) 비율(%)

고졸이하

38

12.6

전문대 졸업(재학)

51

16.9

대학교 졸업(재학)

140

45.4

대학원 졸업(재학)

73

24.2

100만원 미만

46

15.2

100-199만원 이하

35

11.6

200-299만원 이하

99

32.8

300-399만원 이하

44

14.6

400-499만원 이하

19

6.3

500만원 이상

59

19.5

거주 지역

거주 일수

(17.2%), 동교동 33명(10.9%) 순이었으며 거

이는 해당 항목이 분산오차가 크고 이 연구의 집

주기간은 10년 이하가 146명(48.3%), 11년

중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이상~20년 이하 82명(27.2%), 21년 이상~3

으로 최종 분석에서는 총 24개의 측정항목에 대

0년 이하 46명(15.2%), 31년 이상이 28명(9.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요인부하량

3%)으로 나타났다.

(factor loadings)은 746~.978(기준치 ≥.5)
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은 .500~.56

2.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6(기준치 ≥.5), 개념 신뢰도 .701~.831(기준
치 ≥.7)로 나타나 최소 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이 연구는 정서적 연대가 지각된 혜택, 지각된

충분한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 신뢰, 관광개발 지지

(Bagozzi & Yi, 1988). 세부 결과는 <표 2>와

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목적으로, 잠재변수를 구

<표 3>과 같다.

성한 관측변인에 대한 구성이 얼마나 타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하

3. 모형 적합도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연대 중 정
서적 친밀감 1항목, 지각된 혜택 1항목, 지각된

이 연구에서는 구조관계 분석을 위하여 확인

비용 2항목, 지역사회 애착 2항목, 정부신뢰 2

적 요인분석 후 모형 적합도와 경로 유의성을 판

항목, 총 8개의 항목이 최종 분석에 제외되었다.

단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이단계 접근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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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정서적 친밀감

공감적 이해
정서적
연대

환영본성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

측정항목

Factor
C.R. AVE CR
Loadings

나는 우리 지역에서 만난 관광자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931

-

나는 우리 지역에서 만난 관광자들과 가까워졌다고 느껴진다

.820

9.839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자들을 지역주민처럼 생각한다

.736

-

.540 .701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자들에게 애정을 느낀다

.964

16.628 .548 .784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909

16.313

나는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978

-

나는 관광자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799

18.202 .529 .769

나는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자들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을 얻는다고 느낀다

.814

18.774

관광개발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창출되었다

.782

-

관광개발로 인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971

17.073 .501 .748

관광개발로 인해 관광인프라가 확대되었다

.746

14.094

관광개발로 인해 교통 혼잡이 증가되었다

.759

-

관광개발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었다

.936

6.741

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

.841

-

나는 우리 지역에 만족감을 느낀다

.889

18.146 .500 .748

나는 우리 지역이 나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858

17.593

나는 정부기관의 결정을 신뢰한다

.855

-

나는 정부기관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다

.844

16.825 .518 .763

나는 마포구 행정기관들을 신뢰한다

.818

16.260

관광개발은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834

-

관광개발로 인해 공동체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911

19.967

관광개발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많다

.832

17.423

관광개발을 지지한다

.844

17.816

.566 .720

.553 .831

주: Goodness-of-fit statistics: χ2 = 383.028, df = 202, p < .000, χ2/df = 1.896, NFI = .920, IFI = .961, TLI = .950,
CFI = .960, RMSEA = .055

시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항목들 간

.961, TLI=.950, CFI=.960, RMSEA=.055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

로 모든 모형적합도 수치가 권장수치보다 높게

로 CMIN/DF, NFI, IFI, TNL, CFI, RMSEA

나타났다. 구조 모형에서는 χ²=308.811(df=123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우종필, 2012; Anderson

/p=.000), CMIN=2.511, NFI=.903, IFI=

& Gerbing, 1988). 이 논문의 측정모형에 관한

.939, TLI=.924, CFI=.939, RMSEA=.071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 χ²=383.028(df=202/

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모두 모형

p=.000), CMIN=1.896, NFI=.920, IFI=

적합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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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판별타당성 분석
정서적
친밀감

공감적
이해

환영본성

정서적 친밀감

.540

공감적 이해

.308a
(.094)b

.548

환영본성

.078
(.006)

.220
(.048)

.529

지각된 혜택

.270
(.072)

.260
(.067)

.135
(.018)

지각된 비용

-.149
(.022)

-.170
(.028)

-.053
(.002)

지역사회 애착

.228
(.051)

.162
(.026)

정부신뢰

.227
(.051)

관광개발 지지

.376
(.014)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

.501

-.037
(.001)

-.160
(.025)
.122
(.014)

-.145
(.021)

.500

.278
(.077)

.090
(.008)

.500
(.250)

-.298
(.088)

.245
(.060)

.518

.278
(.077)

.150
(.022)

.538
(.289)

-.321
(.103)

.076
(.005)

.512
(.262)

.566

.553

<표 4> 모형적합도
χ²(CMIN)

df

χ²/df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383.028

202

1.896

.920

.961

.950

.960

.055

구조모형

308.811

123

2.511

.903

.939

.924

.939

.071

다. 세부 내용은 <표 4>과 같다.

계수=-.205, C.R.=-3.461, p<.000)에 부(-)
의 영향, 지역사회 애착이 정부신뢰(표준화계수

4. 구조모형 분석결과 및 가설 검정

=.156, C.R.=2.737,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설 H4, H5, H6이 지지 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연구 가설인 H1, H2, H

또한 가설 H7인 지각된 혜택은 관광개발 지지

3 모두 지지되었다. 정서적 연대가 지각된 혜택

(표준화계수=.206, C.R.=2.624, p<.01)에

(표준화계수=.474, C.R.=3.042, p<.01)에

정(+)의 영향을, 가설 H8인 지각된 비용이 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

광개발 지지(표준화계수=-.122, C.R.=-1.96

각된 비용은(표준화계수=-.307, C.R.=-2.523,

5, p<.01)에 부(-)의 영향을 미쳐 가설이 지지

p<.05)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되었지만, 지역사회 애착이 관광개발 지지(표준

다. 지역사회 애착(표준화계수=.327, C.R.=

화계수=-.166, C.R.=-2.700, p<.01)에 유의

2.707,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영향을 미치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혜택은 정부신뢰(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9가 지지

준화계수=.455, C.R.=7.196, p<.000)에 정

되지 않았다.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표준화

(+)의 영향을, 지각된 비용은 정부신뢰(표준화

계수=.254, C.R.=3.881, p<.000)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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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 간 관계 분석

H1

정서적 연대

→

지각된 혜택

Factor
loadings
.474

H2

정서적 연대

→

지각된 비용

-.307

H3

정서적 연대

→

지역사회 애착

.327

2.707**

가설 지지

H4

지각된 혜택

→

정부신뢰

.455

7.196***

가설 지지

구분

C,R.

가설검정

3.042**

가설 지지

-2.523*

가설 지지

H5

지각된 비용

→

정부신뢰

-.205

-3.461***

가설 지지

H6

지역사회 애착

→

정부신뢰

.156

2.737**

가설 지지

H7

지각된 혜택

→

관광개발 지지

.206

2.624**

가설 지지

H8

지각된 비용

→

관광개발 지지

-.122

-1.965**

가설 지지

H9

지역사회 애착

→

관광개발 지지

-.166

-2.700**

가설 지지 실패

H10

정부신뢰

→

관광개발 지지

.254

3.881***

가설 지지

H11

정서적 연대

→

관광개발 지지

.411

2.623**

가설 지지

주 1) Goodness-of-fit statistics: χ2 = 308.811, df = 123, p < .000, χ2/df = 2.511, NFI = .903, IFI = .939,
TLI = .924, CFI = .939, RMSEA = .071
2) * p <.05, ** p <.01, ***p <.001

의 영향을 미쳐 가설 H10이 지지되었다. 마지막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에 모두 유의

으로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 지지(표준화계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교

=.411, C.R.=2.623, p<.01)에 긍정적인 영

환이론에 따라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을 통해

향을 미쳐 가설 H11이 지지되었다. 세부사항은

얻게 되는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표 5>와 같다.

애착에 정(+)과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Aleshinloye, 2015; Woosnam & Aleshinloye,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홍대 인근 지역

Ⅴ. 논의 및 시사점

주민과 관광자 간의 정서적 연대가 높을수록 지
역사회에 긍정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며, 반대로 정서적 연대가 낮을수록 지역사회에

지역주민이 정주하는 생활공간인 홍대 인근 지역

혜택보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욱 크다 인식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에 거주하는 지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

둘째,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서적 연대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

비용, 지역사회 애착은 정부신뢰에 모두 유의한

회 애착간의 영향 관계 규명, 지각된 혜택과 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과 정부 신뢰 및 관광

선행연구(Park, et al., 2018; Reuver et al.,

개발 지지간의 영향규명, 정서적 연대와 정부 신

2015)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홍

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 인근 지역은 관광자로로 인해 얻게 되는 고용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

기회 창출, 신사업 증가, 생활 수준 향상 등과 같

리할 수 있다.

은 혜택이 많을수록 정부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첫째, 정서적 연대는 관광개발로 인한 지각된

알 수 있으며 반대로 관광자로 인한 쓰레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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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 신

민의 정서적 연대와 정부신뢰가 관광개발 지지에

뢰가 낮아질 수 있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셋째,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

행연구(Nunkoo & Smith, 2013; Šagovnović

착은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

et al., 2022)와 같은 결과로, 홍대 인근 지역

로 나타났다. 지각된 혜택과 지각된 비용에 대한

주민은 관광자에 대한 정서적 연대가 관광개발에

결과는 선행연구(Lee, 2013; Vinerean et al.,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부의 신뢰가 관

2021)와 같은 결과이다. 이를 통해 홍대 인근

광개발에 있어 핵심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관광자로 인한 지각된 혜택이나 지각

가설 검정 결과를 기반으로 이론적 시사점과

된 비용이 있을수록 관광개발에 있어 긍정적이거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홍대는 우리나라를 대

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 애착은 관광개발

표하는 관광지이자 국내외 관광자 유치 및 활성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의 영향관

화를 목적으로 관광특구에 선정된 지역이다. 이

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최열, 임하경,

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지화가 된

2005; Um & Crompton, 1987)와 같은 결과

홍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태도와 인

이다.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

식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장소애착에 대한 인식

고 선행연구들은 전주 한옥마을이나 부산 감천문

은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교육환경, 편리성, 여

화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서울을 중

가 장소, 주택 형태 및 규모 등 근린 특성이나 개

심으로 진행한 연구는 대부분 북촌(北村)과 서촌

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박주

(西村)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 2021),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수록 관

홍대라는 지역(region)의 한정된 공간 속 공간

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Um

적인 측면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다

& Crompton, 1987). 홍대는 삶의 터전으로

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지내왔던 상인과 문화․예술인이 기존 문화를 구

둘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

축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은 높아진 임대료와

자 간의 정서적 연대를 규명한 선행 연구는 미흡

건물주의 횡포 등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심

한 실정이었다. 기존 연구들은 관광지를 방문하

화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

는 관광자들의 태도나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제, 도시재생, 지역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마포지

등에 치중되어 왔다. 관광연구분야에서 주로 사

역포럼을 열어 논의한 일례가 있을 정도로 지역

용되지 않았던 정서적 연대라는 변수를 활용하였

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다. 뿐만 아니라 서교동

다는 점과 정서적 연대를 정서적 친근감, 공감적

365번지의 재개발을 막고자 홍대 지역에 거주하

이해, 환영본성의 다차원 척도로 구성하여 영향관

는 건축가와 예술가들은 옛 건물의 아름다움에

계를 살펴보았다는 데 학술적 의의와 연구의 차별

대해 홍보한 사례도 존재한다. 즉, 홍대 인근 지

성을 지니며 이 논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서적

역인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에 거주하

연대와 관광자와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는 지역주민은 기존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

마지막으로, 기존 선행연구는 지각된 혜택, 지

음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아 관광개발 지

각된 비용, 지역사회 애착, 관광개발지지 등 네

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

마지막으로, 관광자에 대한 홍대 인근 지역주

나 이 연구에서는 관광자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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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연대, 지각된 혜택, 지각된 비용, 지역사회

는 장소들은 환경적, 예술적, 전통문화 등을 고

애착, 정부신뢰, 관광개발 지지를 규명함으로서

려해 보존성 측면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서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

연계하여 홍대 인근 지역 관광개발에 있어 유기

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있다.

적으로 연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홍대 인근 지역

먼저, 이 연구를 통해 검증된 가설들은 홍대 인

을 연구자 판단에 의해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홍

근 지역에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마포구 행

대 인근 지역(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

정기관에게 관광개발 시 지역주민에게 어떤 태도

이라는 모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할지 유용하게

점은 홍대가 지닌 장소성이라는 관점이 온전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영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지가 필수적이

구에서는 관광지화가 된 홍대의 사회적, 경제적

며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하기에 어려움이

파급효과 및 영향 등을 고려해 세부 지역을 구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관광 개

하여 장소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발 전 마포구 행정기관과 홍대 인근 지역주민이

있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홍대 일원 지

상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

역주민과 관광자들 간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

대할 수 있다.

지지를 확인하는 결과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코

둘째,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의 각

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최소화되면서 지역주

행정복지센터는 홍대 인근 지역주민과 관광자 간

민과 관광자 간의 정서적인 연대를 정확하게 규

의 접점이 많아질 수 있도록 상호교류의 장을 마

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 상

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홍대 인근 지역

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주민이 주관한 문화예술 나눔 장터와 같이, 지역

에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주민을 주체로 한 관광 활동을 실시한다면 관광

를 고려하여 홍대 일원 지역주민과 관광자들 간

자와 홍대 인근 지역주민 간 정서적 연대가 더욱

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개발 지지 등을 재검증하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에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

마포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포구청은 홍대

하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

지역주민 전체를 감안할 때 일반화의 한계가 존

에 대한 애착이 높아 관광개발 지지에 부정적인

재하며 관광산업 종사자와 비 종사자에 대한 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

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들은 관광개

연구에서는 홍대 인근 지역주민 중 관광산업 종

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홍대 인근 지역주민이 주

사자와 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점 차이로

체가 될 수 있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인한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며, 지역주민 자체 관광개발 모니터링 제도나 지
역주민 관광 소통창구 등을 도입하여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생태 및 환경
보전에 요구가 높아진 만큼 홍대의 옛 향수를 느
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나 문화ㆍ예술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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