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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객의 거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지 활성

화를 한 마  략수립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결과 거주지에 따라 심리  

거리지각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직업에 따라 지선택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심리  거리지각은 지선택행동  여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심리  거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한 학문  의의와 함께 지역

지 마  략 수립을 한 새로운 기 정보를 제공했다는 실무  의의를 갖는다.

 ■ 중심어 :∣거리지각∣물리적거리∣심리적거리∣관광지선택행동∣

Abstract

This study is which sees analyzes the distance perception of the tourist affects in tourist 

resort selection conduct and this leads and there is the goal provides a fundamental data to the 

marketing strategic establishment an area tourist resort activ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residence of choice there was a difference to psychological 

distance perception, according to sex and occupation appeared with the fact that is difference 

to tourist resort selection conduct.

The psychological distance perception while tourist resort selection acting was analyzed with 

the fact that affects in travel ability.

The research which sees psychological distance perception affects with the scholastic 

questionable matter which analyzes the thing a practical questionable matter respects an area 

tourist resort marketing strategic establishment together in tourist resort selection conduct and 

provided new fundament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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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문제제기

지방화 시 를 맞이하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경제 

 문화를 발 시키기 해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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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분야가 분야이다. 이러한 이라는 

것은 태생  특성이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을 제로 한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동과 련된 거리개념은 

을 형성하는 가장 기 인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1]. 

특히 인간의 활동이 기본 으로 공간과 한 계

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의 여가활동이 기본 으로 이

동을 수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을 감안한다면, 공간의 

이동과 련된 거리가 지 선택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 연구하는 것은 가장 기 인 연구문제 의 하

나일 것이다.

객들이 지를 선택하거나 회피하는 의사결정

을 할 때에 지각은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객들이 

지각하는 지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인 ‘거리’라는 개념은 단순 물리 인 것보다는 

도보나 지동차 운  등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2]. 이

처럼 객이 지각하는 거리는 단순히 물리 이 거리

뿐만이 아니라, 시간개념이 포함된 심리 인 개념까지

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와 련된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미미

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거리지각과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권

경동(2001), 황화철(2002), 김훈주(2003) 등의 연구에서 

극히 단편 으로 이루어졌지만, 분야에서는 심도

있는 주제로 연구된 것은 거의 없으며, 재까지 문

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분야에서의 거리지

각과 련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1][3][4].

이에 반해 지선택행동과 련된 연구는 극히 최

근의 것만 보더라도 채기석(2004), 이윤섭(2005), 안순

이(2007), 권 진(2003)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5-8]. 

비록 일부연구에서 거리와 련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지 선택

과 련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부분이며, 

지선택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마 의 고 이면서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는, 거리지각이 객의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지를 선택하는 동기 의 하나

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 ․물리  거리지각이 지

선택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 으로써 지를 

홍보하는  하나의 마  방법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는 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역 지

의 취약  의 하나인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고

정고객을 확보하는 기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

인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심리  거리지각의 차

이는 어떠한가?

둘째, 인구통계  특성에 따라 지선택행동의 차

이는 어떠한가?

셋째, 심리 , 물리  거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 은 객의 거리지각이 지선택

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지의  

다른 마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 인 목 은 

첫째,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심리  거리지각 조사, 

둘째, 객의 거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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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선정 및 조사방법

조사를 한 설문 상 집단은 2008년 국내 지를 

방문하여 을 경험한 사람들로 선정하 다. 조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

용하 다. 

구체 인 연구 상은 2008년 국내 지 방문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으로 운 요원  방문객을 상으로 300부를 

추출하 으나, 회수된 방문객 설문지  무응답 했거나 

분석에 사용하기 곤란한 21개를 제외하고 최종 으로 

사용된 자료는 방문객 기  279개로 유효분석율은 

39.0%를 보 다. 조사된 방문객 표집의 구체 인 개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항 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여성

153
124

54.8
44.4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77
68
123
11

27.6
24.4
44.1
4.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17
83
60
19

41.9
29.7
21.5
6.8

직업

사무직
전문직
영업직
주부
기타

36
67
46
36
94

12.9
24.0
16.5
12.9
33.7

동행

혼자
가족 및 친지

연인
동료 및 친구
소속단체

15
75
57
109
23

5.4
26.9
20.4
39.1
8.2

거주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군이하

25
94
69
79
12

9.0
33.7
24.7
28.3
4.3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거리지각 요인은 황화철(2002)의 “심리  거리와 국

가 이미지가 소비자의 지각된 험과 성과에 미치는 

향”  김훈주(2003)의 “소비자의 지각된 거리에 따른 

인터넷 융 상품의 선택에 한 모형론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기 로 심리  거리와 물리  거리의 단

일변수로 구성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완 

하 다. 심리  거리는 출발지와 계없이 심리 으로 

멀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물

리  거리는 출발지에서 지까지의 실재 소요시간

을 응답하도록 하 다. 지선택행동은 Um과 

Crompton(1991)이 개발한 욕구만족차원, 사회 차원, 

여행능력차원을 기 로 이윤섭(2005)의 연구에서 사용

된 변수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10개 항목으

로 구성하 다[3][6][9]. 측정을 한 변수와 방법은 다

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 변수와 방법

측정 변수  측정항목  측정방법

거리지각
심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지각 5점 등간척도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지각 5점 등간척도

관광지 
선택행동

욕구만족차원 접근성, 매력성, 다양성 5점 등간척도

사회적차원
예약용이, 행사, 
자연환경, 정보

5점 등간척도

여행능력차원 쇼핑, 식음료, 교통수단 5점 등간척도

Ⅲ.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1.1 요인분석결과 

지선택행동과 련된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α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신뢰

도는 다항목 척도의 내  일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통 0.75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10].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별 

Cronbach-α계수는 0.90을 상회하고 있으며, 체항목

에 한 Cronbach-α는 0.952로, 측정항목의 신뢰도 매

우 높은 것으로 단된다. 

한 요인에 포함되는 항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인

재량(factor loadings)이 0.4 이상인 항목에 해서만 

선정하 으며, 요인수는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

인 수 에서 결정하 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종 으로 10개 항목을 요인 분석할 결과 3개의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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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었으며, 이들에 의하여 설명된 총 분산 설명력은 

53.6%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개인욕구만족'으로 3개 항목으로 구

성되었으며, 이는 개인  만족으로서의 지선택 속

성을 잘 반 해 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 차원'으로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  선호 등을 반 한

다. 마지막 요인은 ‘여행능력’으로 3개 항목으로 구성되

었으며, 경제  자유도 등을 반 한다.

표 3. 관광지선택행동의 측정 변수와 방법

요인명  측정항목
신뢰
계수

요인
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

요인 1. 개인적욕구

2.656 26.559%
1) 관광지 접근성 .826 .803

2) 관광지 매력성 .841 .741

3) 숙박시설 다양성 .783 .681

요인 2. 사회적차원

1.599 15.987%

1) 예약의 용이성 .985 .772

2) 축제 및 문화행사 .956 .716

3) 자연환경 .862 .600

4) 관광지 정보 .885 .492

요인 3. 여행능력 .882

1.111 11.106%
1) 쇼핑시설 .845 .692

2) 식음료 .794 .681

3) 교통수단 .855 .568

전체평균 또는 설명된 총분산 .952 53.653%

1.2 분산분석 결과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심리  거리  지선택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심리  거리의 차이에 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심리  거리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거

주지역(P<0.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심리 거리 인식차이는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별시 거주자(4.56)가 가장 멀다고 느

낀 반면, 역시 거주자(2.71)가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거주지에 따른 심리적 거리 인식차이

항 목 구 분 평균(S.D.) F 값 P 값 post-hoc

심리적 
거리

특별시(a) 4.56±0.86

24.008 .000*** b<d,e<c<a

광역시(b) 2.71±1.15

대도시(c) 4.04±0.83

중소도시(d) 3.51±1.18

군이하(e) 3.83±0.93

 주 : ***P＜.001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지선택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다. 먼  성별에 따른 지선

택행동의 차이에서는 여행능력 요인에서 집단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관광지선택행동 차이

항 목 구 분 평균(S.D.) F 값 t 값

관광지 
선택행동

여행능력
남성 3.13±0.69

5.961 .003**
여성 3.40±0.69

 주 : **P＜.01

다음으로 직업에 따른 지선택행동 차이는 [표 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선택행동 속성  (p<0.05) 

항목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항목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업에 따른 관광지선택행동 차이

항 목 구 분 평균(S.D.) F 값 P 값 post-hoc

관광지 
선택행동

개인적 
욕구

사무직(a) 3.98±0.60

2.895 .041* b,c<d,e<a
전문직(b) 3.67±0.63

영업직(c) 3.55±0.66

주부(d) 3.75±0.67

기타(e) 3.81±0.77

 주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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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귀분석

객의 거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

래의 표와 같다.

거리지각  물리  거리지각과 지선택행동의 

향 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수 (p<.05)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β 표 오차 t값
공선성

공차 VIF

상  수 3.960 .516 5.742***

개인적 욕구 .512 .109 .875 .097 1.067

사회적 차원 -.402 .115 -.348 .082 1.209

여행능력 .911 .113 2.808* .046 1.182

 R
2
=0.276, F=3.534*

주 : *P＜.05, **P＜.01, ***P＜.001

표 7. 심리적 거리지각과 관광지선택행동과의 회귀분석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회귀식은 체의 

27.6%를 설명하고 있으며, 변량분석 모델검증(F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의한 것(p<.05)으로 나타났다. 심

리  거리지각이 향을 미치는 지선택행동의 변

수는 여행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는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

목들간의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거주지에 따라 심리  거리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선택행동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에서는 성별에서 여행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 개인  욕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의 거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

에서는 심리  거리지각이 여행능력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의 략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거주지에 따라 심리  거리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별시와 역시 거주자는 매

우 극단 인 거리지각이 나타났으므로 그동안 최 의 

객 배출시장으로 인식되어 온 특별시 보다는 주변 

역시 거주자를 상으로 한 지홍보 략을 수립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성별  직업에 따라 지선택행동은 부분

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핀포인트 마 략 등이 요구되며, 특히 성

별에 따라 지선택행동에 차이를 보 으며, 이는 성

별간 차이에 따라 지 선택시 선택하는 기 이 상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마  략 

등을 수립하여 개해 나갈 필요가 두된다.

셋째, 심리  거리지각은 여행능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행능력을 구성하는 변수인 쇼

핑, 식음료등과 련된 상품개발  시설개선 등의 

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국내 지 마  략은 

도시 거주자  반복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무직 

여성 등을 상으로 한 특화된 마  략을 마련하

여, 심리 인 거리감을 더욱 이는 한편, 차별화된 상

품구성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객의 거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

지를 방문한 객 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

리지각이 지선택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었

으며, 략  시사 도 알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드러난 한계 으로는 첫째, 연구 상으로 선정한 표본

이 지방문 객으로 한정하 기 때문에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연구를 진행한 시

의 상황  특성으로 인한 외 인 변수인 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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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변수도 지 선택에 향을 미칠 수 있

는데, 이를 배제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국 인 

연구와 함께, 외 변수를 최 한 배제할 수 있는 연구

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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