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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관광산업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중요
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수는 매우
부족하였으며, 주된 연구대상도 주로 대학교 관광 전공자 등에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자 이 연구는 미래 관광 산업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 차원을 검증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기반 설계를 통해 학생들에
게 유인물, 카드뉴스, 영상 등 세 가지 유형의 교육자료를 제공한 뒤 각 그룹별 응답결과를 비교하여 교육자료 제
공 유형별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수준의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가 향
상되었으며, 각 그룹별 교육의 효과성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유의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
금까지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의 맥락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
구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을 통해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지식, 인식, 태도 및 행동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용어：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인식, 관광태도, 관광행동의도, 시나리오 기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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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tinuing efforts are being made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tourism industry, and numerous researchers have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However, the
number of studies on sustainable tourism education was extremely limited, and the primary research
subjects were limited to university tourism majors. This study examined the dimensions of perceptio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sustainable tourism among tourism-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who can be considered the future leaders of the tourism industry,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n addition, three types of educational materials, including handouts, card news, and
videos, were provided to students using a scenario-based design, and the response results of each group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each type of educational material provision. Consequently,
education improved the overall level of perceptio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each group's education and
any of the variables measured. This study targeted tourism-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which had
never been done befor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tourism educatio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ourism education.
Key words： Sustainable tourism, Tourism perception, Tourism attitude, Tourism behaviour intention,
Scenario-based design

Ⅰ. 서 론

경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의 성장세는

관광산업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은 기온상승, 해

주춤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해

수면 상승, 이상기후 발생 등 심각한 기후변화를

외 관광객 수가 14억 명을 넘는 등 지속적인 성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 자원의 변화, 선호

장을 거듭해왔다(UNWTO, 2019). 그러나 가

하는 관광 목적지의 변화, 관광활동 선호시기의

파른 경제성장, 여가시간의 확대 등에 기인한 관

변화, 관광 여정의 변화 등 산업 내 다양한 변화

광산업의 발전은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를 초래할 수 있다(김송이, 2021). 비단 환경적

아니다. 관광산업은 이동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지 고유의 문화상실,

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관광객 수는 탄소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강화 등 다양한

배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며 다양한 부작용

사회문화적, 경제적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

을 초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산업은 전 세

는 실정이다(Lansing & Vries, 2007). 이러

계 탄소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는데(UNWTO

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은 관

& ITF, 2019), 국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리

광산업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

조트 및 대형 호텔들이 배출하는 매출액 당 탄소

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Casagrandi &

의 양(303.3kgCO2eq)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

Rinaldi, 2002; Choi & Sirakaya, 2006).

는 석유화학(48.5kgCO2eq), 기계(99.5kgCO2eq),

UNWTO의 ‘Tourism4SDGs’ 등 관광산업

전기전자(123.5kgCO2eq) 등의 제조 산업분야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성진, 2012).

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속

이러한 환경적인 피해는 단순히 우리 주변의 환

가능한 관광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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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Camargo & Gretzel, 2017). 그러나

갈 이들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점을 분석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의 필

하고자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Jamal et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

al., 2011; Stergiou et al., 2008), 관광 교

동의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

육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그동안 많

로 검증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기반의 연구를 설

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향후 관광산업의 미

계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세 가지 유형의 교육자

래라 할 수 있는 관광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

료를 제공한 후 각 유형별 교육의 효과성까지 함

는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민창기, 2019;

께 분석하고자 한다.

Camargo & Gretzel, 2017). 국내외 지속가
능한 관광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관광 전공자

Ⅱ. 이론적 고찰

들에게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민창기, 2019; 민창기, 신철, 2019; 양성윤,

1. 지속가능한 관광과 교육

2022; Camargo & Gretzel, 2017). 관광산
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인적서비스에 대한 의존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susta-

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미래 관광산업의 주역이라

inable development)을 관광분야에 적용시킨

할 수 있는 관광전공 학생들에게는 전문화된 교

것으로(Andersen et al., 2018), 지속가능발

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손해식 외 2005).

전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

국내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분

능발전은 1987년 개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

(WCED)에서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잘

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있으며,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도 15개가 운영되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개념화 되었다. 보고서의

고 있다(최해아, 정유선, 2019). 관광 특성화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

고등학교는 관광산업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한 현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

시점에서 급변하는 관광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직

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업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용일,

뜻한다(WCED, 1987). 이후 1992년 브라질

2019; 전병태 외 2012). 하지만 미래의 관광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전문인력 육성 교육기관인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의 리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선

Agenda21이 채택되었고, 2000년 유엔총회에

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등학생 시기는 개

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제정하여 지속가

인의 소비관념이 확립되고 의사결정이 명확해지

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8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는 중요한 때이며(정주원, 조소연, 2019), 관광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각 국의 행동을 촉구하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향후 관광산업의 서비

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를 계

스 제공자 또는 수요자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승 발전시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정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연구를

하고,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

진행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시행하였

따라서 이 연구는 미래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의 목적이 경제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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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였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보존,

(2017)은 남미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지식 및 이해수준을 측

에서 보다 포괄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관광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에 비해 이들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시행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게 나타나

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이란 현재와 미래의 환경적,

강조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문자,

이처럼 지속가능한 관광을 교육적인 맥락에서

산업, 환경, 지역 호스트 커뮤니티의 필요를 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지속가능

결하는 관광으로 정의된다. 관광산업의 지속가능

한 관광 교육의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했다는

발전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Tourism4SDGs’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연구대상이 대학교에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학중인 관광 전공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에너지 문제, 자원 효율성 등 관광산업으로부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상을 바탕으로 확장된 차원에서의 연구가 요구

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교육부의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 중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등의 개념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Camargo

을 교육목표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교

& Gretzel, 2017),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과

육부, 2021), 예민한 감수성과 다양한 변화가

중요성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

공존하는 청소년기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어 왔다(민창기, 2019; 양성윤, 2022; Camargo

는 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

& Gretzel, 2017; Jamal et al., 2011;

로서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

Stergiou et al., 2008). 민창기 (2019)는 국

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중요성

내 4년제 대학교의 관광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 강조된다(김태수, 1994). 따라서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

관광산업의 미래주역이라 할 수 있는 관광 특성

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으며, 이를 통해 관광 전공자들의 지속가능성과

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관련된 교육 경험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태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양성윤 (2022)은 관광학을 전공하는 전
국에 소재한 2년제, 4년제 학부생을 대상으로

2.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

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관광 태도에 관한 연
구에서 관광 전공 대학생들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인식(perception)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사물

태도 수준이 지속가능 관광, 지속가능 교육, 지

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뜻하는 말로(표

속가능 개발 순으로 긍정적임을 밝혀냈으며, 지

준국어대사전), 관광에 대한 인식은 관광에 대한

속가능성의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올바른 이해 또는 판단(최정순, 2000) 또는 관

함께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해

광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신념으로 이해되어 왔

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armargo and Gretzel

다. 관광인식은 관광 행동의도의 선행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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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며(유동숙, 홍경완, 2014), 지속가능한

정의 할 수 있다. 태도는 개인의 핵심가치를 직

관광 관점에서의 인식 역시 지속가능한 관광 행

접 반영하는데(고동우, 2006), 이러한 태도는

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변수라 하였다(한미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며, 어떠한 태도를 지니느

옥, 김남조, 2018). 이러한 인식은 지식을 형성

냐에 따라 행동도 달리 나타난다(Gerrig &

하는 주요한 인지적 기반이 된다. 지식이란 특정

Zimbardo, 2007). 지속가능한 관광 관점에서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

의 태도는 관광개발의 맥락에서 지역주민이 받는

확한 인식 또는 이해를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관광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Choi

즉, 대상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인식을 말

& Sirakaya, 2006), 최근 들어 교육의 관점에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할 수 있는 판단 체

서 관광 전공자들이 가지는 지식, 태도, 행동의

계라 할 수 있다. 지식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도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민창기,

획득할 수 있는 암묵적 지식과 문서 등의 형태로

2019; 민창기, 신철, 2019; 양성윤, 2022;

표현된 명시적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재

Camargo & Gretzel, 2017). 끝으로 관광행

적인 지식을 뜻하는 암묵적 지식에 비해 명시적

동은 선택을 포함하여 관광 전후에 발생하는 일

지식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련의 활동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뜻한다(이규

다(이종수, 2009). 지식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상, 2013). 단순히 관광과 관련된 신체적 행동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요한 측정요인으로 많이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함에 있어 발생

활용되어 왔다. Camargo and Gretzel (2017)

하는 심리적 결정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은 남미에 8개국에 소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 있다(김동기, 이학식, 1995). 관광행동을 측

실시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하는 것은 모든 행동과정을 측정하기 힘들기

지식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지

때문에 행동의도를 통해 측정되곤 한다. Fishbein

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

and Ajzen (1975)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태도

해 지식수준이 낮은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지속

와 실제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변수라 할 수

가능성을 구성하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있으며, 미래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개인의

영역 중 환경적 영역의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의지로 정의된다. 관광에 있어 행동의도는 특정

나타나 균형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 상품에 대한 평가 혹은 관광 목적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교육

인식에 기반하여 구성된 태도를 바탕으로 향후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내 대학교 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광객의 신념 또는 의

광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 따르

지로 표현할 수 있다(이지훈, 2013). 관광인식,

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에 관한 정의 및 개념을

들의 지식수준은 증진이 필요하였으나, 지속가능

종합해보면 개인의 의견과 신념인 인식을 바탕으

성과 관련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경험이 지식,

로 지식이 생기고 이는 태도를 형성하며 결국 행

태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Rosenberg, 1999).

타났다(민창기, 2019).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자들은 지속가

다음으로 태도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

능한 관광 교육의 관점에서 지식, 태도, 행동 간

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학습된 경향(송용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성과를 발견하기도 하

섭, 1987)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였다(민창기, 2019; 양성윤, 2022).

일종의 선입견(Fishbein & Ajzen, 1975)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각 요인별 연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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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외, 2016). 하나 이상의 매체를 활용하는 멀티

해왔다. 김은경, 강수돌 (2015)의 연구에 따르

미디어의 경우 문자, 사진, 소리, 동영상 등 단일

면 지속가능발전 교육 경험이 지속가능발전 인식

차원매체인 모노미디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하였으며,

는 특징을 가진다(남정현, 2005). 멀티미디어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전후 학습자들의 변화에 대해

특징을 살펴보자면 문자(텍스트)의 경우 가장 기

살펴본 강현선, 손연아 (2016)의 선행연구에 따

본적인 매체라 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읽기

르면, 지속가능발전 교육 후 학습자들의 인식 및

능력과 상황을 요구한다. 이미지 또는 사진과 같

태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

은 그림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며, 문자와 함께

었다. 또한 대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되는 경우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필

성, 음향 등 소리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생동감을

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상별 다양

더하고, 그림 등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한 교육방법 및 유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이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선경 외, 200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

특징을 가진다. 끝으로 영상의 경우 문자, 사진,

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점에서도 교육을 통

소리, 움직임 등 복합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

해 인식, 지식, 태도 수준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

한다(오세인, 2004; 황민선, 2005).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에 있어 멀티미

구는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지

디어의 효과성은 이중부호화이론(dual coding

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

theory)에 기인한다(Mayer & Anderson, 1992;

의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수준향상에 영향을 줄

Paivio, 1991). 이중부호화이론이란 인간의 기

수 있는 교육의 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아래와

억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이론으로, 피실험

같이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자에게 문자 또는 시각적인 자극을 각각 독립적

연구문제 1.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으로 주었을 때보다 이를 함께 주었을 때 기억력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교육

이 향상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

은 이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인식, 지식, 태도 및

연구자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유형에 따라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교육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Mayer
and Anderson (1992)은 피실험 그룹을 나레

3. 자료 제공 유형에 따른 교육효과

이션, 그림, 영상 등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
받은 그룹과 나레이션만 제공받은 그룹으로 나누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매체는 크게 인쇄매

어 이들의 학습 성과를 비교하였는데, 나레이션

체와 영상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인쇄매체는 문

과 함께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그룹이 보다

자 또는 사진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

나은 문제해결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 인간의 오감 중 시각에 의존하며, 정보의 수

Choi and Johnson (2005)의 연구에서는 온

요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

라인 학습 환경에서 동일한 내용을 문자 기반의

도록 유도한다. 반면 유튜브, TV 등 영상으로

자료와 영상 기반의 자료로 각각 제공한 후 학습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매체의 경우 정보 수요자로

자의 학습 능력 및 동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여금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게 만들고, 비교적

문자 기반보다 영상 기반의 학습자가 보다 높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도록 유도한다(이라래

학습 능력과 동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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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차원이 아닌 여러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정

고 할 수 있다(Bhardwaj, 2016). 따라서 이

보를 제공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지식이나 인지

연구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교육과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실시하였던 대학교 전공자

할 수 있다(김성일, 1997; Mayer & Anderson,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민창기, 2019; 민창기,

1992).

신철, 2019; 양성윤, 2022; Camargo & Gretzel,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17)에서 그 대상을 보다 확장하여 관광 특성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교육자료 제공 유형을

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문자를 활용한 유인물, 이미지에 기반한 카드뉴

선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지속가능

스, 문자, 이미지, 나레이션이 결합된 영상 등 세

한 관광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자료 제공 유

환경적·사회문화적·경제적 태도 및 일상·관광 행

형에 따른 각 그룹별 측정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동의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유인물, 카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 차원에서 정보제공의 유형

드뉴스, 영상 등 세 가지 유형별 그룹으로 구분

별 그 효과성을 함께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

하고 정보제공 유형별 교육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여 각 그룹별 분석결과에 대한 사전-사후 응답결

연구문제 2. 매체 유형별(유인물/카드뉴스/영

과를 비교하였다. 부산지역에 소재한 A 관광고

상)로 실시한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은 각 유형별

등학교의 재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2022년 4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월 27일에서 5월 1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시나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이

리오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다.

를 도출 할 것이다.

2. 측정요인 및 분석

Ⅲ. 연구방법

각 항목의 측정요인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1문

1. 연구대상

항(이선경 외, 2006; Mihanyar et al., 2015;
Renon & Peysson, 2020), 지식 7문항(지속

이 연구는 그동안 관광분야에서 부족했었던

가능발전포털, 2020)으로 구성하였으며, 태도

관광전공자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연구의 한

의 경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태도 각 5문항,

계(민창기, 2019; Camargo & Gretzel, 2017)

총 15문항(민창기, 신철, 2019; 양성윤, 2022;

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래 관광산업의 주역이 될

Del Chiappa et al., 2016; Michalos et al.,

수 있는 관광 특성화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2011; Renon & Peysson, 2020; Ribeiro

선정하였다.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는 관광분야의

et al., 2017)으로, 행동의 경우 일상적 행동 5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관광

문항, 관광행동 6문항 등 총 11개 문항(민창기,

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2019; Miao & Wei, 2013; Michalos et

다. 특히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l., 2011; Michalos et al., 2012; Renon &

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향후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Peysson, 2020)을 도출하였다. 각 항목별 세

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가치관을

부 측정요인은 다음 <표 1>과 같다.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지식을 제외한 각 요인의 측정은 리커트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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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항목별 측정요인
항목

인식

측정문항

나는 지속가능관광에 대해 알고 있으며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출처
이선경 외 (2006),
Mihanyar et al.
(2015), Renon
&Peysson (2020),

지속가능관광 산업의 핵심이 되는 3대 기준을 모두 고르시오.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사항으로는 쓰지 않는 플러그 뽑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사용하기가 있다.
지속가능관광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지식

수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사항으로는 나무심기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보전 의식을 높여야 할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속가능발전포털
(202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소비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연자원,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이다.
지속가능생산과 소비에 해당하는 실천사항을 모두 고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관광지의 환경 및 지역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적
태도

관광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관광 개발을 할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더 엄격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
관광을 할 때 의도적으로 친환경적인 숙소를 선택해야 한다.
관광에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최소화 해야한다.
여행 목적지가 가지는 시대적, 지역적인 특성(진정성)을 보존하는것은 중요하다.

사회적
태도

지속가능관광을 위해서 관광지 내 지역사회의 여러 측면과 특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관광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지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지속가능관광은 양성평등에 도움이 된다.
관광지에서 지역주민의 실제 생활에 접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태도를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 기업은 이익을 얻
을 것이다.

경제적
태도

민창기,
신철(2019),
양성윤(2022),
Del Chiappa et
al.(2016),
Michalos et
al.(2011),
Renon &
Peysson(2020),
Ribeiro et
al.(2017)

관광산업은 세계의 경제를 풍요롭게 한다.
나는 관광이 지역사회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은 관광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의 공동체 경제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한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비닐봉투는 구매하지 않는다.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일상적
행동

누군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충고한다.
나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이용하려고 한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는다.
나는 여행을 할 때, 여행 목적지가 가지는 시대적, 지역적인 특성(진정성)을 존중하며 지
키려고 한다.
나는 여행을 할 때,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해본다.

관광
행동

나는 여행을 할 때, 관광지 지역사회의 여러 측면과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
나는 여행을 할 때, 관광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나는 여행을 할 때, 여행 지역의 전통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한다.
나는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지에서 나는 현지 생산 제품을 구매한다.

민창기(2019),
Miao &
Wei(2013),
Michalos et
al.(2011),
Michalos et
al.(2012),
Renon &
Peyss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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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먼저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요

구성하였으며, 지식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을 고

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

려하여 동료교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명

다. 이 설문지는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

목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응답 분석은 통계

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인 jamovi와 SPSS를 활용하여

실험 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공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평균값의 비교에는 대응

하여 사전답변을 획득하였다. 이후 연구대상을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각 그룹별 평균

유인물, 카드뉴스, 영상 등 세 그룹으로 나누고

비교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각 그룹별로 다른 형태의 교육자료를 제공한 후

실시하였다.

다시 한 번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
후답변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 설
계를 바탕으로 실험집단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

3. 연구방법

한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의도 등 각 요인에 대
1) 시나리오 기반 설계

한 설문 결과와 사전-사후 실험결과를 통해 각

이 연구의 목적은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요인별 차이 및 그룹별 차이를 도출함으로써 연

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

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 태도 및 행동의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자료의 유형에 따른 그룹

2) 교육자료 제공 유형별 실험자료

별 차이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실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문헌연구 및 선행연

관광 교육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 고찰을 통해 측정요인 도출 및 실험자료를 제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

작하였다. 교육자료 제공 유형별 결과 비교를 위

기반(scenario-based) 설계를 실시하였다.

하여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교육자료 및 설문지는

실험 준비단계

실험 수행단계
실험
(유형별 교육자료
제공)

사전검사
(설문지 배포)

지속가능한 관광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

측정요인 도출
및
설문지 제작

→

인식

그룹
1

그룹
2

그룹
3

유

카

영

→

지식
태도
행동의도

<그림 1> 실험 설계도

인

→

인식

태도

뉴
스

지속가능한 관광

지식

드

물

사후검사
(설문지 배포)

상

행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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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성별

나이

학년

전공

구분

빈도

퍼센트

남성

97

42%

항목

빈도

퍼센트

0회

12

5.17%

1~3회

71

30.60%

4~6회

73

31.47%

여성

135

58%

16살

1

0.43%

17살

68

29.31%

7~9회

26

11.21%

18살

64

27.59%

10회 이상

50

21.55%

19살

99

42.67%

의존형

62

26.72%

1학년

68

29.31%

준의존형

58

25.00%

2학년

64

27.59%

3학년

100

43.10%

중간형

68

29.31%

관광

104

44.83%

준모험형

32

13.79%

비관광(조리)

128

55.17%

모험형

12

5.17%

관광학과

24

10.34%

외식학과

18

7.76%

기타

67

28.88%

관광관련

32

13.79%

외식관련

67

28.88%

기타

30

12.93%

232

100%

대학진학
예정자

104

44.83%

여행경험

여행성향

대학진학 시
희망학과

졸업 후
진로

대외활동

구분

취업
예정자

128

55.17%

유

95

40.95%

무

137

59.05%

취업예정자
진로선택

합계

유인물, 카드뉴스, 영상 등 세 가지 형태로 제작

여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개념, 지속가능발전

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한 교육자료는 국가 지속

목표 17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활수칙 등

가능발전포털 및 UNWTO 등의 자료를 활용하

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전반적 수준은

유인물 자료

카드뉴스 자료

<그림 2> 교육자료 유형별 콘텐츠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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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학교에서 기초 교육과정으로 시행하고

로 1~3회가 30.6%(n=71), 10회 이상이

있는 관광일반 교과서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조차

21.55%(n=50)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없는 실정이므로, 동료 교사들의 자문을 얻어 관

적 특성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구성
하였다. 교육자료는 각 유형별 동일한 정보수준

2. 각 그룹별 실험전후 평균값 비교 결과

및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인물 기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질의 검토 과정에서 자료를 읽

교육자료 제공 유형에 따른 세 그룹별 실험전

는 시간이 8분이면 충분하였기 때문에 각 자료

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표본을 대상

제공 시간은 8분으로 통제하였다. 유인물 자료

으로 사전-사후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에 적합한

경우 A4용지 3장 분량의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분석방법인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제공하였으며, 카드뉴스 형태의 경우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비교적 익숙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자주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의 카드뉴스 형태로 제

교육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작하고 유인물에 비해 카드뉴스 정보의 특징을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 사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끝

용한 각 문항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

으로 영상 자료의 경우 카드뉴스 콘텐츠를 기반

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결과를 살펴

으로 하여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음성)

보면 먼저 유인물을 제공한 그룹의 경우 환경적

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핵심 개념을 강조하기 위

태도 중 첫 번째 요인을 제외한 27개의 세부항

하여 빨간색 동그라미 등 시각적 효과를 추가하

목에서 교육자료 제공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 향

여 제작하였다. 제작형태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상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카드뉴스 제공 그룹

익숙한 유튜브 형식으로 제작하여 교육자료에 대

의 경우 총 28개의 측정항목 중 16개에서, 영상

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공 그룹의 경우 28개의 측정항목 중 24개 항
목에서 각 교육자료 제공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
향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육을

Ⅳ. 분석결과

통하여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속가능
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가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1을 검증하였다.

전체 응답자 232명 중 성별은 여학생 58%
(n=135), 남학생 42%(n=97)로 나타났고,
전공에 따른 구분을 보면 관광 전공자가 44.83%

3. 교육자료 제공 유형별 사후 평균값 비교
결과

(n=104), 관광 비전공자가 55.17%(n=12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3

자료 제공 유형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

학년이 43.1%(n=1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

기 위해 실험집단을 유인물, 카드뉴스, 영상 등

음으로 1학년 29.31%(n=68), 2학년 27.59%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사후 설문 응답결과

(n=64) 순이었다. 여행경험의 경우 4~6회가

를 기반으로 각 그룹별 평균값 비교를 위하여 일

가장 많은 31.47%(n=73)를 보였으며 다음으

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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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자료 제공 유형별 실험전후 비교결과
구분

유인물
t

p

카드뉴스

영상

MD

t

p

MD

t

p

MD

PER

-9.45

<.001***

-1.04

-7.11

<.001***

-1.08

-11.3

<.001***

-1.59

KNOW

-8.03

<.001***

-0.929

-6.06

<.001***

-1.65

-5.94

<.001***

-1.24

BHD1

-5.57

<.001***

-0.442

-1.71

0.096

-0.135

-3.57

<.001***

-0.359

BHD2

-6.5

<.001***

-0.872

-4.23

<.001***

-0.622

-5.66

<.001***

-1.105

BHD3

-7.19

<.001***

-0.75

-4.39

<.001***

-0.622

-5.5

<.001***

-0.846

BHD4

-7.86

<.001***

-0.872

-3.32

0.002**

-0.622

-5.78

<.001***

-0.949

BHD5

-7.01

<.001***

-0.705

-4.31

<.001***

-0.568

-5.01

<.001***

-0.769

ENV1

-1.4

0.162

-0.0897

-0.274

0.786

-0.027

-0.53

0.599

-0.0513

ENV2

-3.56

<.001***

-0.2821

-1.434

0.16

-0.1622

-2.97

0.005**

-0.3333

ENV3

-2.99

0.003**

-0.2692

-1.846

0.073

-0.2162

-2.056

0.047*

-0.2821

ENV4

-5.81

<.001***

-0.6282

-3.782

<.001***

-0.5946

-3.617

<.001***

-0.6923

ENV5

-5.23

<.001***

-0.5064

-1.221

0.23

-0.2703

-2.941

0.006**

-0.5385

SCO1

-2.54

0.012*

-0.2051

-1.152

0.257

-0.1351

-1.362

0.181

-0.1795

SCO2

-4.19

<.001***

-0.3462

-1.753

0.088

-0.2162

-2.16

0.037*

-0.2308

SCO3

-4.05

<.001***

-0.391

-3.176

0.003**

-0.4865

-1.533

0.133

-0.2564

SCO4

-5.98

<.001***

-0.7564

-3.774

<.001***

-1.0541

-4.056

<.001***

-0.9231

SCO5

-4.82

<.001***

-0.4808

-2.525

0.016*

-0.4324

-3.864

<.001***

-0.5641

ECO1

-3.34

0.001**

-0.3077

-2.928

0.006**

-0.2973

-2.132

0.04*

-0.2564

ECO2

-2.88

0.005**

-0.2308

-1.099

0.279

-0.1622

-2.913

0.006**

-0.2821

ECO3

-2.47

0.014*

-0.1667

-0.941

0.353

-0.1081

-1.952

0.058

-0.2051

ECO4

-2.92

0.004**

-0.2628

-1.859

0.071

-0.2432

-3.782

<.001***

-0.4103

ECO5

-4.06

<.001***

-0.3397

-2.317

0.026

-0.3243

-4.185

<.001***

-0.5897

BHT1

-4.84

<.001***

-0.385

-3.04

0.004**

-0.378

-4.02

<.001***

-0.487

BHT2

-6.1

<.001***

-0.673

-2.49

0.017

-0.351

-5.28

<.001***

-0.744

BHT3

-5.38

<.001***

-0.571

-4.22

<.001***

-0.676

-5.65

<.001***

-0.718

BHT4

-6.45

<.001***

-0.814

-3.04

0.004**

-0.595

-5.2

<.001***

-0.923

BHT5

-6.14

<.001***

-0.686

-4.97

<.001***

-0.865

-4.65

<.001***

-0.846

BHT6

-4.78

<.001***

-0.417

-2.85

0.007**

-0.405

-4.5

<.001***

-0.59

주 1) PER: 인식, KNOW: 지식, BHD: 일상행동, ENV: 환경적 태도, SCO: 사회문화적 태도, ECO: 경제적 태도, BHT:
관광행동
2) *p<.05, **p<.01, ***p<.001

그 결과 28개의 측정항목 중에서 지속가능한 관

하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광의 지식수준(F=9.882, p<.001)과 경제적

서는 분산분석의 다양한 사후분석 방법 중 그룹

태도 중 네 번째 항목(F=3.993, p<.05)에서

별 표본 수와 분산이 각각 다를 경우 활용할 수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일원분산분석의 세

있는 Tamhane의 사후분석 검정방법(tamhane

부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post-hoc test)을 채택하였다. 사후분석을 실시

다음으로 각 그룹별 보다 정확한 차이를 확인

한 결과 지속가능한 관광 인식은 유인물과 영상,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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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자료 제공 유형별 일원분산분석 결과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PER

5.247

2

2.624

2.395

.093

KNOW

26.655

2

13.328

9.882

<.001***

BHD1

1.398

2

.699

1.739

.178

BHD2

3.314

2

1.657

1.446

.238

BHD3

2.038

2

1.019

1.184

.308

BHD4

.707

2

.354

.408

.665

BHD5

3.092

2

1.546

2.649

.073

ENV1

.595

2

.297

1.023

.361

ENV2

.320

2

.160

.383

.682

ENV3

.081

2

.040

.066

.937

ENV4

.769

2

.384

.384

.682

ENV5

.207

2

.103

.122

.885

SCO1

2.154

2

1.077

2.648

.073

SCO2

1.919

2

.959

1.970

.142

SCO3

2.727

2

1.363

2.371

.096

SCO4

5.473

2

2.737

1.846

.160

SCO5

.032

2

.016

.021

.979

ECO1

1.479

2

.739

1.532

.218

ECO2

.444

2

.222

.489

.614

ECO3

1.056

2

.528

1.399

.249

ECO4

3.788

2

1.894

3.993

.020*

ECO5

1.691

2

.846

1.916

.150

BHT1

.450

2

.225

.486

.616

BHT2

2.400

2

1.200

1.309

.272

BHT3

1.513

2

.757

1.110

.331

BHT4

.321

2

.161

.140

.869

BHT5

5.431

2

2.715

3.041

.050

BHT6

3.386

2

1.693

2.502

.084

주 1) *p<.05, **p<.01, ***p<.001
2) Tamhane의 사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PER=a＜c*, b＜c*, KNOW=a＜b**, a＜c***, SOC3=a＜b*, ECO4=a
＜c**, BHT5=a＜c**, BHT6=a＜c* (a=유인물, b=카드뉴스, c=영상).

카드뉴스와 영상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서 생산되는 현지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도

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p<.05), 지식수준에서

움이 된다.)에서 유인물과 카드뉴스 그룹 간 유

는 유인물과 카드뉴스(p<.01), 유인물과 영상

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p<.05), 경제적 태

(p<.001)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도의 네 번째 측정항목(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다음으로 태도 요인 중 사회문화적 태도의 세 번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째 측정항목(지속 가능 관광을 위해서 그 지역에

에서 유인물과 영상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

66

관광학연구 제46권 제7호(통권 제197호)

인되었다(p<.01).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행

중요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래 관광산업의 주역

동 중 일상적 행동요인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검

이라 할 수 있는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증되지 않았으며, 관광 행동에서는 다섯 번째 항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목(나는 여행할 때, 여행 지역의 전통 재래시장

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도를 고찰하

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할 것이다.)에서 유인물

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을 시행함에 있

그룹과 영상 그룹 간(p<.01), 그리고 여섯 번째

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항목(나는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지에서 나는 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자료를 유인물, 카드뉴

지 생산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에서 유인물 그

스, 영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공한 후

룹과 영상 그룹 간(p<.05) 유의미한 차이가 검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시나리오 기반 설계를 통

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

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매체 유형별(유인물/카드뉴스/영상)로 실시한

같다.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은 각 유형별 관광 특성화

먼저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인식, 지식,

로 실시한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은 이들의 지속

태도 및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할 것

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이다.)는 매우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도의 유의미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관광 특성화 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인물로 1차 설문을 실시하

Ⅴ. 결론 및 시사점

였으며, 유인물, 카드뉴스, 영상 등 세 가지 유형
별 교육자료 제공 후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설문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은 관광산업에 있어 지

을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교

세 그룹 모두 유의미한 수준 향상을 확인할 수

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있었는데, 특히 유인물 그룹의 경우 28개의 측

현실에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

정항목 중 1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

광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카드뉴스 그룹의 경우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는 16개 항목에서, 영상의 경우 24개 항목에

(Slocum et al., 2019).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서 측정값이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

서비스 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인력의 중요성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이

이 매우 큰 분야이며, 이들이 받는 관광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관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한 선행연구(강현선,

광 교육의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절대적인

손연아, 2016)의 결과와 일치하며, 관광의 관점

연구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민창기, 2019;

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이 학생들의 지식 또

Camargo & Gretzel, 2017), 주된 연구대상

는 태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한

이 대학교에 재학중인 관광 전공자에 한정되어

선행연구(민창기, 2019; Camargo & Gretzel,

있다(민창기, 2019; 민창기, 신철, 2019; 양성

2017)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윤, 2022; Camargo & Gretzel, 2017)는 한

다음으로 유인물, 카드뉴스, 영상 등 교육자료

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

제공 유형별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의 효과성을

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의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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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별 2차 설문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일부

이 연구는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

요인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의

었다. 이는 교육자료 제공 유형 간 차이가 크지

도를 분석한 매우 초기단계의 연구이다. 연구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

상을 부산에 소재한 A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에

쇄매체의 경우 문자가 들어간 유인물이나 SNS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전체

게시글 등이 함께 포함되며, 영상매체의 경우에

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일반화의 한계점을 지닌

는 청각적 요소가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이

다. 또한 실험연구에서 활용한 교육자료의 유형

라래 외, 2016). 이 연구에서 채택한 유인물과

별 교육의 효과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

카드뉴스 형태는 모두 동일한 인쇄매체 범주에

출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연구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영상 형태의 경우 나레

가 진행된다면 언급한 교육자료의 설계에서 보다

이션과 일부 시각적 효과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유형별 자료를 제작하

였으나 응답자가 멀티미디어 학습이라 인지할 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에

있을 정도의 시각, 청각 등 여러 가지 감각을 활

따른 향상수준 비교에서 보다 나아가 이들이 지

용한 동영상 형태의 유형이라 보기에는 부족한

속가능한 관광의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의도 등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을 통해 학생

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심

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지

층적으로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식, 태도 및 행동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을

증하였다. 특히 저자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지속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능한 관광과 관련하여 학문분야에서 최초로 미래

특성에서 조사되었듯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구분

의 관광 전문 인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 특성화

할 수 있는 학년별, 전공별, 여행경험별, 여행성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입증하였다는

향별 등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풍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성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 관광 교과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관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의 필요성
을 언급한 선행연구(민창기, 2019)의 결과를 계
승한다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을 시행할 경우 보다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형태의 교육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이
중부호화이론에서 설명하듯 두 가지 이상의 감각
을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통한 멀티미디어 활용학습(Mayer & Anderson,
1992; Moreno & Mayer, 1999)을 실시한다
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교육효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May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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