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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분 되었던 시장과 문화

가 네트워크(network) 형태로 통합되는 상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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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Castells, 1996). 시장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신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경제 체계의 활성화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물질 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

하게 했지만, 그 가로 지구 곳곳에서 환경과 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들 역시 야기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

화를 가져온 탄소배출 문제로 생되는 험 상황에 

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그 책임에서 자유

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소  말하는 (全)지구

인 수 에서의 본격 인 험사회(risk society)가 도래

하게 된 것이다(Beck, 1992). 과거 이미 많은 연구들에

서 이 세계  험에 해 끊임없이 경고했으며, 최근 

들어서 특히 세계 각 국가들은 이 기후변화에 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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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has caused the homogenization of cultures around the world. This distinct trend is 

especially noticeable regarding cultural aspects of universal valu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distinct features 
of individual cultures affect people in different way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ontain both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cultural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how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eople who live in East Asia perceive the risks of global climate chang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how tourists who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perceive risks caused by climate 
change when they experience a different culture, and it also suggests theoretical implications on the relation of 
universal cultural traits and heterogeneous cultural trai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ourists on the risks from climate change in tourist areas. This 
exploratory study is expected to lead to further discussion on cultural universality and distinctiveness, which 
deserves further examination from the tourism sector in the age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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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IPCC, 2008). 

그런데 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다

양한 산업군들이 있다. 그 에서도 탄소 소비를 담보

로 이루어지는 산업들은 추후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질

서의 유지를 해서 안  경 략과 기업 운 이 필

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유무형의 재화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담보로 탄소가 배출되는 

산업은 이미 그 공공성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

행 이다(김남조, 2009). 기후변화에 향을 미치는 소

비산업군으로서의 산업이 추후 공공  자원 이용

의 가치를 안정 으로 유지, 성장시키기 해서는 이 

지구  문제의 해결에 한 사회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 그 구체 인 실천을 해서 공공재로서의 

자원의 건 한 소비를 한 이용 주체와 자원 제공

자 모두 다양한 사회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김상

태⋅민웅기⋅김남조, 2014). 더 나아가 객들의 체

계 인 문화자본이라 할 수 있는 환경에 한 지식  

문화체계에 한 반 인 학습은 단순히 공익  측면

의 사회 윤리의 차원을 넘어 미래 상품 구매행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고 있다(민웅기⋅김남조, 

2015; Bourdieu, 1979).

흥미로운 은 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야기되

는 수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편  가치와 

함께 각 문화권별로 이에 응하는 서로 다른 사회심리

 인식구조가 내재해 있다는 이다. 를 들어 세계

 환경문제의 개선을 한 선진국의 해결책 마련에 개

발도상국이 반 하는 이유는 환경논리와 시장논리가 

충돌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서구와 동양에서 

각각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가치 의 근원  차이 자

체가 환경문제 해결에 한 문화  인식을 서로 다르게 

사회 으로 구성시키기도 한다(한규석, 2015). 자연이 

인간의 삶을 해서 존재하는 상인지, 그것 자체가 

인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에 

한 인식 차이가 그 구체 인 가치 차이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의식의 차이가 곧 특정 사회에서 생활하

는 사람들의 상징체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화  차

이로 외 되는 것이다. 문화는 특정 시⋅공간에서 생

활하는 사람들의 가치, 신념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며, 

오랜 시간 공고화된 사회  산물이다. 따라서 이 문화

체계에 한 올바른 이해 과정은 미래사회의 하  집단 

간 이해 계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을 융합 으로 구조

화하여 기능  질서를 구 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 

상호 간 요구되는 인식네트워크의 구성원리라 할 수 있

다(Martin, 1992). 

그런데, 최근 들어 동질  문화 통합과정과 함께 소

 유사한 문화권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공간에서 생활

하는 사회구성원들 조차도 이 세계화로 야기된 동형  

통합문화로의 이행을 거부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차

별 으로 체화된 문화  성향을 구별하고 이를 차별화

하여 표 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Bourdieu, 1984). 

이 같은 사람들의 이질  문화체험에 한 욕구가 산업

화 시 를 거쳐 안정 으로 정착된 산업군의 형이 바

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내재화된 문화  차이는 방문동

기에 향을 주기도 하며, 자원으로의 몰입과정에 

해서도 서로 체계 인 심리  경로를 거치게 한다

(이 옥, 2010). 그리고 그 이질  문화체험을 원하는 

이동과정에서 인류의 보편  가치라 할 수 있는 탄소배

출을 통한 환경문제가 본격 으로 야기되기도 했다. 

이제는 이 같은 근 성(modernity)에 입각한 산업

의 효율성 외에 이 활동이 실천되는 과정에서의 다

양한 문화  특성과 환경에 기반을 둔 보편  가치에 

해서 성찰할 때임에는 분명해 보인다(Lash, 1994). 특

히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유산의  

자원화 과정이나 생태 의 새로운 사업 가능성에 

한 고찰과정은 산업의 새로운 사회 , 공익  가

치의 추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남조, 2011; 이복남⋅
서 열⋅원 덕, 2015; 조 ⋅김용근, 2014). 이 같은 

자원에 한 성찰과정은 결국 의 시장 , 문

화 , 사회  가치의 지속가능한 융합화 과정을 더욱 

극 화시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계 인 사회문제  하나

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해 구별된 문화권에

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지각을 하고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이동

을 통해 이루어지는 객들의 문화  차이에 한 탐

색  고찰을 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

 말하는 동질  문화권이라 일컬어지는 사회구성원

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화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한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

에 일반 으로 동질  성향을 지닌 동아시아 주요 문화

권에 속한 한국인, 국인, 일본인 객들이 그들이 

이동하여 체험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보편  가치로 주

목받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험지각을 어떻게 인식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8), 2017 7

하고 있는지에 해 조사하고, 그들 집단 간의 차이 을 

탐색  수 에서 살펴볼 것이다. 한 산업의 고려

사항  시장성 외에 문화  가치에 한 추가 논의를 함

으로써 문화  동질성  이질성 간 상징  융합 상의 

의미에 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

한 산업이 유지되기 한 윤리  측면에서의 탐색

 선행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  고찰

1. 한국, 국, 일본의 객 변화의 주요 황

2015년 6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경쟁력보고서(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

의 경쟁력은 조사 상국 141개국에서 29 로 아

시아 국가의 일본(9 ), 국(17 )에 뒤져있다. 특히 

다양한 경쟁력 항목  최근 사회 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수 이 134 로 매우 낮은 순 로 

나타났으며, 멸종 기종(種)(116 ) 역시 경쟁력에서 

낮은 순 를 보여서 산업 분야에서 본격 으로 환

경문제에 한 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 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MBN⋅한국 학회, 2016).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질서를 함께 주도한 국, 일본에 비하여 여

러 가지 경쟁지표에서 낮은 수 이 나타났기 때문

에 경쟁력 확보를 해서 주변 상황에 한 면 한 

찰과 응이 필요한 시 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연도별 객 입출국자 수를 살펴보면 

내국인 객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서 외국인 객 

입국자 수는 지속 인 성장을 가져오다가 2015년에 감

소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2015년까지 한국의 연도별 

객 입출국자수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한국과 인 한 국에서는 개 개방 이후에 해외여

행을 해서 출국하는 국인 객 수가 증가하고 있

다. 국은 해외 시장에 한 개방으로 인해 정책 

역시 이에 부합하는 변화와 신을 꾀하고 있다. 재 

국 정부는 경제성장의 요 수단으로 산업을 

극 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MBN⋅한국

학회, 2016). 특히 국 객 입출국 동향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그 시장 규모가 꾸 한 증가세에 있

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바운드(inbound) 국 객들

의 문화  취향과 속성을 정확하게 악하여 그들의 욕

구가 반 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지 도 국인들은 자국인들의 여행 경험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해 노력하

고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산업 육

성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책목표

로 ‘ 입국’을 선언하며 산업 로모션 캠페인

인 ‘Visit Japan Campaign' 사업을 개시했으며, 2006년에

는 기계획인 ‘ 입국추진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리고 2008년에는 일본국토교통성 산하로 ‘ 청(観

光庁)’을 신설함으로서 정책을 공격 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차원에서의 이미 추후 개최가 

정된 2020년 동경올림픽을 염두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MBN⋅한국 학회, 2016). 일

본인들은 국인들과 달리 최근 내국인 객의 출국

자수가 차 어들고 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인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본 객들의 입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과 정책 구 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2. 국   문화  차이와 환경인식

지 까지 많은 연구에서 국   문화  상이함으로 

인해 한 사회의 특정 상에 한 다양한 인식론  차이

가 존재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류의 공공  

가치라 할 수 있는 환경에 한 인간 인식을 고찰하는 과

정은 환경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에 한 시민의 

Year Outbound tourist flow number Inbound tourist flow number
2012 1,373.69 1,114.02
2013 1,484.64 1,217.55
2014 1,608.06 1,420.15
2015 1,931.04 1,323.16

Source: Tourism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2015), www.tour.go.kr

Table 1. Korea’s outbound & inbound tourist flow (as of December 2015) (Ten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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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을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먼  인간이 환경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한 인식은 사회구성원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

만, 사회구조와 같은 거시 인 사회질서와 문화  특성

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서운석, 2014; 정상균, 

2016). 지정학  특성 등 외형 으로는 유사한 문화권

이라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소속된 사회  가치 과 주

류문화, 하 문화 등의 사회화 과정에서 다르게 표 될 

수 있다. 특히 한 사람들이 소속된 국가가 다를 경우 해

당 국가의 사회 , 문화  특성에 따라 그들의 환경 인

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정상균, 2016; Johnson, Bowker, 

& Cordell, 2004). 이는 사람들이 속한 문화에 따라 인간

의 보편  가치가 구체 인 재화의 형태로 자율 으로 

재분배될 수 있음을 보여 다(Gough, 2000).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동아시아 지역 역시 마찬가

지인데, 공간  특성으로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는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차별화된 상

징, 규범체계가 상존해 있다. 이와 련하여 한국인, 

만인, 일본인, 필리핀인의 환경인식에 한 차이의 분

석을 통해 보편  인류의 가치에 한 유사 문화권 구

성원들의 인식에 있어서 국가별로 동질성  차별성이 

동시에 나타남을 알 수 있는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연구 결과 다른 국가와 달리 만의 경우에는 

환경 우선론  입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운석, 2014).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한 국가의 역사

, 사회  맥락 속에서 공유한 행동양식, 습, 지식 등

에 한 문화 차이가 사람들의 환경  실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에 

한 국제 력에 있어서도 해당 사회문화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한 개발 략의 구체  방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류는 통 인 립  문화 가치라 할 

수 있는 효율 인 경제성장과 분배 가치에 기반을 둔 

환경  편익과 련한 두 가지 가치의 상호 계에 

한 인식에 해서 심을 가져왔다. 그동안 세계 으

로 산업화를 통한 근  사회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해 먼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는 성장 우선  사고가 요하게 여겨져 왔다. 따라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염려한 환경우선론  

인식은 성장우선  가치보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크게 

박하지 않게 인식되기도 했다. 

그런데,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특정 국가와 민족

의 환경에 한 의식은 반드시 세계 인 보편 인 삶의 

양식을 그 로 내재화시키지는 않으며 그 인식  행동

과정이 더 복잡한 경로 모형을 지닌다(Thompson, 1990). 

이와 련하여 Johnson, Bowker, & Cordell(2004)은 민족 

간의 환경에 한 태도차이를 분석했으며, Stern, Dietz, 

& Guagnano(1995)와 Dietz, Stern, & Guagnano(1998)의 환

경신념, 행동 모델을 수정한 인과모델을 이용하여 복잡

한 심리  기제들을 통한 계의 흐름이 분석되기도 했

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환경과 련한 독서, 가정

용 재활용품 사용, 환경 단체 가입, 자연기반 야외 크리

에이션 참여 등 4 가지 환경 행동에 한 민족  다양성을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 흑인과 외국출생 라틴 아메리

카인은 백인보다 환경에 한 인식정도가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반 으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미국출

생 라틴 아메리카인의 환경태도는 백인과 유사했고, 아

리카계 미국인은 백인과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Nation Year Outbound tourist flow number

China

2012 8,318.3
2013 9,818.5
2014 10,727.6
2015* 12,000.0

Japan

2012 1,849.1
2013 1,747.3
2014 1,690.3
2015 1,621.0

Sourc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2016). Analysis of China’s Tourism Industry and Market; UNWTO(2016).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16. 

     * Estimates of outbound tourist flow in 2015(as of October 2016).
       Japan Tourism Agency(2016). White Paper on Tourism in Japan 2015.

Table 2. China and Japan’s Outbound Tourist Flow (Ten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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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 연구를 통해 민족별, 국 별로 다른 환경태도에 

해 더 심도 있는 추가 인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련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재천⋅김성섭⋅오문향(2011)은 국내호텔의 최 고

객인 미국, 일본, 국, 한국인 고객을 상으로 호텔기

업에 한 친환경 호텔 속성 지각 차이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친환경 정책, 친환경 시설, 친환경 교육  회

계, 친환경 주방환경, 환경홍보  약, 자연친화  객

실 리, 객실비품의 재활용의 지각수 에 있어서 여러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별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요인별 지각 차이를 보면, 미국인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지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환경 

속성에 한 지각 수 이 높았다. 일본, 국, 한국인 고

객은 요인별 지각에 해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

성은 국 에 상 없이 모두 남성보다 친환경 지각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호텔기업은 친환경 활동에 한 요성을 

인식하여 세부 인 친환경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직원

들을 교육하고, 고객들에게도 호텔의 친환경 활동  

재활용에 한 회사의 조 내용을 알려서 효과 인 경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최근에 국제 인 요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상에 한 국가별 인식 차이에 한 연구도 

진행되는데(Hopkins & Markowitz, 2016; Weber, 2016), 

기후변화 상에 한 원인, 험지각, 태도, 행동의도 

등 응답자가 거주하는 환경, 문화에 따라 심리 인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와 련한 국내

의 주요 연구로 이민재⋅황윤섭⋅서원석(2015)이 한

국인과 국인 객의 기후변화인식에 따른 

험, 만족  행동 의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

과 국 에 따라 기후변화 인식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한국인은 기후변화의 인지  태도에서, 

국인은 기후변화에 한 험지각과 감의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험지각과 감의도에서 국인의 평

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인에 비해 국인은 기

후변화에 한 추상 인 체감보다는 구체 이고 실질

인 험을 지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강한 감

의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한 정상

균(2016)은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신문

의 지배 인 과 수용 태도를 분석하 는데, 국가

별로 신문이 제시하는 임이 사회  실을 구성하

고 개인들의 인식에 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한 문

제의식을 연구에 용시켰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 응에 한 국가  심도는 사설 건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 신문의 기후변화 련 

사설의 수가 3배 정도 더 많았으며, 구체 인 내용을 보

면 일본 신문은 기후변화 응을 기회로 본 반면 한국

은 감축 의무를 최 한 지연하고자 하는 회피의 심리  

이 우세했다. 기후변화 응을 한국은 선진국 경

제 진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제 목 에

서 근했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일본은 아시아 최  경

제권 확장과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갖고자하는 국제  

지 에 높은 비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

다. 이는 일본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군사 , 경

제  국으로서의 문화정체성과 한 련을 가지

고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국제 인 기후변화 정책 수립  운 과 

련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Leiserowitz(2007)는 기후

변화에 한 국제 정책수립을 해 세계 국가들을 상

으로 기후변화의 원인, 심각성 등을 국가별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유럽 연합과 주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이나 미국보다 기후 변화에 한 심이 높았다. 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후변화가 자신과 가족에게 직

인 이 된다는 인식정도가 높았다. 세계 부분의 

국가는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의 요한 원인이라고 믿

고 있으며, 그 에서 유럽, 인도, 국  많은 개발도상

국의 응답자들의 인식은 미국인 보다 그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 Budescu, Por, Broomell, & Smithson 

(2014)은 한국, 일본, 국, 미국 등을 포함한 세계 24개 

국가를 상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기후변화 정책에 한 인식을 조사

하 는데, 기후변화와 련하여 IPCC가 제시하는 수치

를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일부국가에서는 IPCC에서 제시하는 높은 수치를 낮게 

해석하고, 낮은 수치를 높게 해석하 는데, 이 같은 선

행연구들은 국가별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선

입견 등이 향을 다는 사실을 보여 다. 

3. 기후변화, 험지각   

사회심리  의식 체계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험지각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시 구매결정 이후에 발생

할 미래의 험에 해 느끼는 불확실성과 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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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험은 실제 객 인 험보다는 소비자가 주

으로 느끼는 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 수 에서의 

지각이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민웅기⋅김 정⋅김

남조, 2015). 이 험지각은 다양한 인간 행동에 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당연히 이 같은 의식 과정은 

활동에도 향을 다. 험지각은 수용 가능한 수

을 과할 경우,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게 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험지각에 따라 목 지 선택과 

련된 합리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Chew & 

Jahari, 2014; 류재숙⋅김지은, 2017에서 재인용). 

지 까지 학의 연구 분야에서 험지각은 비교

 범 한 범 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다방면의 

 목 지에 한 험지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선행연구들의 험지각에 한 측정문항들은 

Jacoby and Kaplan(1972)이 소비자행동의 경로에서 나

타나는 험지각을 경제  험, 기능  험, 신체  

험, 심리  험, 사회  험, 시간  험 등으로 분

류하여 용한 항목들이 일정부분 용되기도 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류재숙⋅김지은(2017)이 목 지

로서 울릉도를 방문하는 객이 방문이 에 느 던 

험요소를 기능  험지각, 신체  험지각, 시설

 험지각, 시간과 날씨 험 지각, 경제  험 지각

으로 재구분하기도 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험지각과 련한 연구가 국내

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서용⋅김선희, 2016; 

민웅기⋅김 정⋅김남조, 2015; 이민재⋅황윤섭⋅서원

석, 2015; Leiserowitz, 2005; 2006; 2007; Zahran, Brody, 

Grover, & Vedlitz, 2006). 특히 국내에서 이민재⋅황윤

섭⋅서원석(2015)은 기후변화에 한 지각된 인지, 태도, 

감의도, 험 등과 련된 측정항목들을 모두 취합하여 

요인분석을 하 으며, 그 에서 험지각에 한 항목을 

추출하 다. 그들은 건강에 심각한 향, 삶의 질 하, 물 

부족 발생, 심각한 질병 증가, 나의 삶의 질 하, 내 거주지 

물 부족, 내가 심각한 질병 걸릴 확률 증가 항목을 기후변

화에 한 험지각 요인으로 구분하 다. 해외 연구로 

Leiserowitz(2005)는 기후변화에 따른 험지각을 지구온

난화에 한 걱정 수 , 인간의 생활수  취약, 물 부족 발

생, 심각한 질병 발생 증가, 삶의 표  감소, 자연환경의 

피해 심각성 정도,  세계의 피해 심각성 정도로 구분하기

도 했다. 연구과정에서 험지각의 주요변수를 2006년, 

2007년 연구에 용하여 국가별, 인구특성별 차이를 보다 

폭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 다. 한 Zahran, Brody, 

Grover, & Vedlitz(2006)은 기후변화에 한 인식과 정책지

지 간의 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상술한 기후변화의 험지각의 범주화  차이 분석 

외에 소비자 행동과의 계에 이를 용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도 있다. 먼  기후변화와 상품구매 행동 간의 

계를 연구한 국내 연구로 김서용⋅김선희(2016)는 

기후변화에 따른 험지각을 포함한 개인의 인식과 

응행동을 연구하 는데, 그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험

지각 항목을 본인에게 미칠 개인  험 단에 의한 부

정  향과 사회  험 단의 범주라 할 수 있는 우

리가족에게 미칠 부정  향으로 구분하 다. 분석결

과, 기후변화 인식과 응행동 의도를 결정하는데 있

어 지각된 험은 정(+)의 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수 

에서 지각된 험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에 한 험지각이 인식과 행동의도를 

진하는 데 결정  역할을 수행하 다는 의미이다. 

한 민웅기⋅김 정⋅김남조(2015)는 기후변화에 의한 

험지각과 친환경 상품 구매의도간의 계를 분

석하기도 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한 험지각은 

소비자들의 행동에 다양한 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행

동의 차이는 그들의 개별 인 문화  특성에 의해서 외

되는 사회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들의 인식론  사고체계가 외부 문화와의 의사소통 과

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해서 역사 으로 서

로 직 인 향을 주고 받는 문화권에서 생활했으나, 

재는 서로 다른 삶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이질  문

화체험 욕구를 지닌 한국인, 국인, 일본인 객들

을 상으로 동아시아 주요 객들의 의식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류의 보편  가치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험지각에 한 공유된 가치의 습득

정도와 차별화된 실천 역량의 이행과정 차이에 한 사

회심리학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가설설정

본 연구는 지리 으로 유사한 공간에 치한 소  

동아시아문화권에서 생활하는 한국, 국, 일본인 

객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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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험지각에 해서 어떤 유사 과 차이 이 나타나

는지에 해서 분석하기 해 진행되었다. 한 이 자

료를 근거로 동아시아를 이루는 주요 3국이라 할 수 있

는 한국, 국, 일본인들의 문화  차이를 탐색 , 기술

(descriptive)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술  

분석 결과의 차이를 통해 구조 , 문화  특징을 추론

할 수 있는 탐색  연구로서의 기능에 입각한 분석 결

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 조사는 한국인 객과 한국을 방문한 일본, 

국인 20세 이상 객들을 상으로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임의표집법을 통

해 국내 공항  주요 지에서 수집된 한국인 

객 323명, 국인 객 312명, 일본인 객 320명의 

유효 표본을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자료 수집으로 얻

어진 데이터(data)는 선행연구  이론  고찰을 통해 

한국, 국, 일본인 객들이 지 기후변화에 한

국 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험  상황에 

한 지각이 각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통계분석을 시작했다. 설문조사에 의해 추출된 데이터

의 분석은 SPSS(ver 20.0) 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정은 크론바흐 알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를 이용했고, 요인분석의 회 법은 베

리맥스(Varimax) 직각회 법으로 진행되었다. 

2. 설문항목 구성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해야 할 변수들의 개념을 측정하기 

한 측정항목들은 5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구

성했다. 지에서의 험지각과 련한 총 12개의 

설문문항은 기존 이론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신체  

험지각, 재정  험지각, 자연  험지각의 세 가

지 하 범주를 상정하여 구성했으며(김 우, 2005; 민

웅기⋅김 정⋅김남조, 2015; 박은경⋅최병길, 2013; 

류인평⋅김 주, 2011; 허지 , 2007; Jacoby & Kaplan, 

1972; Leiserowitz, 2006; Rohel & Fesenmaier, 1992; Tsaur, 

Tzeng & Wang, 1997; Zikmund & Scott, 1973), 요인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  이론에 부합하게 특정항목들

이 재범주화 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신체  

험지각을 측정하기 해서 질병, 사고, 음식문제, 신변

안  등의 설문문항으로, 재정  험지각의 경우, 여

행비용, 물가상승, 환율문제, 추가된 경비 등의 설문문

항으로, 자연  험지각의 경우 해일과 태풍, 혹한과 

혹서, 사태와 산사태, 공기 오염 등의 설문문항을 구

성했다. 이와 같이 측정문항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통

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에서의 험

지각에 한 차이를 알아보기 해 한국을 방문한 한국

인 객, 국인 객, 일본인 객들에 해 일

원배치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진행

했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상자 집단은 한국인 객, 국인 객, 

일본인 객의 세 가지 하 집단으로 나 어서 진행

되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조사 상

자인 한국인 객들의 성별 비율은 남녀 각각 52.6%, 

47.4%이며, 연령 별로는 20 가 48%, 30 가 24.8%, 

40 가 15.5%, 50 가 11.8%이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4.6%이며, 학 재학  졸업이상 학력이 85%의 분포

를 보 다. 월평균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의 사람이 

34.3%, 300만원 이상의 사람이 58.8% 다. 두 번째 조

사 상자 집단인 국인 객들의 성별비율은 남녀, 

각각 39.1%, 60.9%이며, 연령 별로는 20 가 44.2%, 

30 가 33.0%, 40 가 17.3%, 50 가 5.4%이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19.2%이며, 학 재학  졸업이상 학력이 

77.9%의 분포를 보 다. 월평균가구소득의 경우, 조사 

시기 당시 환율을 고려한 액으로 원화 300만원 미만

의 사람이 51%,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40.7% 다. 세 

번째 조사 상자인 일본인 객들의 성별비율은 남

녀, 각각 26.3%, 73.8%이며, 연령 별로는 20 가 

32.8%, 30 가 26.3%, 40 가 22.8%, 50 가 17.8%이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23.8%이며, 학 재학  졸업이상 

학력이 75.1%의 분포를 보 다. 월평균가구소득의 경

우, 조사 시기 당시 환율을 고려한 액으로 원화 300만

원 미만의 사람이 63.8%, 300만 원 이상이 27.6% 다. 

2. 측정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

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험에 한 객들의 지각 

범주의 개념을 측정하기 해서 진행된 설문문항 항목

들의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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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와 같다. 설문항목을 요인분석하면 크게 자연

 험지각, 재정  험지각, 신체  험지각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각 문항 간 신뢰도도 확보되었다

(Robinsin, Shaver & Wrightsman, 1991).

3. 분석결과

동아시아 문화권 객들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한국 지에서의 험지각에 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해서 먼  험지각을 요인분석하

여 재정  험지각, 신체  험지각, 자연  험지

각으로 범주화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요인들에 해서 소  지구  공간에서 유

사 동아시아 생활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인, 국

인, 일본인 객들의 험지각의 집단 간 차이를 분

석했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국인, 일본인 

객들의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 지에서 재정

인 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험지각의 정도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F=17.604, p<.01). 좀 더 세부 으

로 살펴보면, 일본인 객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 으며, 국인 객이 가장 낮은 수를 보 다. 

특히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한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본인 객들과 한국

인, 국인 객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즉 한국 지 여행 에 기후변화로 인해 재

정 으로 험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지각을 한국

인, 국인 객보다 일본인 객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 국인, 일본인 객들의 기후변화

로 인해 한국 지에서 신체  험을 겪을 수 있다는 

험에 한 지각 정도 역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F=3.871, p<.05). 세부 으로 보면, 한국인 객이 가

장 높은 평균 수를 보 으며, 국 객이 가장 낮

은 수를 보 다.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객들과 국인 객 집단 사이에 

Category Items

Korean Tourists
(N=323)

Chinese Tourists
(N=312)

Japanese Tourists
(N=320)

Number Percentage
(%) Number Percentage

(%) Number Percentage
(%)

Gender
Male 170 52.6 122 39.1 84 26.3
Female 153 47.4 190 60.9 236 73.8

Age

20s 155 48 138 44.2 105 32.8
30s 80 24.8 103 33 84 26.3
40s 50 15.5 54 17.3 73 22.8
Over 50s 38 11.8 17 5.4 57 17.8
No response　 　- 　- -　 -　 1 0.3

Education

A graduate of 
elementary/middle/high school 

47 14.6 60 19.2 76 23.8

In college/university 101 31.3 89 28.5 76 23.8
A graduate of college 37 11.5 37 11.9 80 25
A graduate of university 110 34.1 96 30.8 68 21.3
In graduate school 6 1.9 12 3.8 8 2.5
Masters/Ph.D 20 6.2 9 2.9 8 2.5
No response 2 0.6 9 2.9 4 1.3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USD 851 22 6.8 20 6.4 71 22.2
Less than USD 1,702 34 10.5 76 24.4 63 19.7
Less than USD 2,554 55 17 63 20.2 70 21.9
Less than USD 3,405 57 17.6 53 17 31 9.7
Less than USD 4,256 53 16.4 39 12.5 20 6.3
Less than USD 5,108 37 11.5 15 4.8 13 4.1
USD 5,108 or more 43 13.3 20 6.4 24 7.5
No response 22 6.8 26 8.3 28 8.8

Table 3. Demographic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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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s

Factor Loading

h²
Risk 

perception
of natural 

hazards

Risk 
perception

of financial 
hazards

Risk 
perception
of physical 

hazards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cause an increase 

in extreme heat or cold at tourist attractions in Korea.
.821 .689

⋅Climate change may cause an avalanche or a landslide at a 
tourist attraction in Korea.

.789 .670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affect 
earthquakes, tidal waves or typhoons during a visit to Korea.

.777 .657

⋅Climate change may cause air pollution at a tourist attraction 
in Korea.

.615 .447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increase the 
price of tourist attractions in Korea.

.799 .664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make people 
spend more money at tourist attractions in Korea.

.778 .621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cause people 
to pay extra money for a visit to Korea.

.741 .576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change the 
exchange rates at a tourist attraction in Korea. 

.716 .544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make people 
have a food-related problem during a visit to Korea. 

.767 .610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cause people 
to have an accident during a visit to Korea. 

.751 .627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cause illness 
in people at tourist attractions in Korea.

.723 .567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may make people 
have a safety problem during a visit to Korea.

.631 .512

Eigen-value 2.485 2.416 2.282
Variance explained(%) 20.711 20.132 19.019

Cronbach’s alpha .778 .750 .783

Table 4. Factor Analysis of Questionnaires

Factor Nationality Number Average SD F /significance level Scheffe test
Risk 

perception 
of financial 

hazards

Korean tourists 323 3.2593 .77467

17.604**
Japanese tourists > 

Korean tourists, 
Chinese tourists

Chinese tourists 312 3.1741 .71213
Japanese tourists 320 3.5102 .73655

Total 955 3.3155 .75471

Risk 
perception 
of physical 

hazards

Korean tourists 323 3.2505 .79617

3.871*
Korean tourists > 
Chinese tourists

Chinese tourists 312 3.0959 .74897
Japanese tourists 320 3.2359 .76486

Total 955 3.1951 .77282

Risk 
perception 
of natural 

hazards

Korean tourists 323 3.2771 .90431

12.871**
Korean tourists, 

Japanese tourists > 
Chinese tourists

Chinese tourists 312 2.9784 .76665
Japanese tourists 320 3.2365 .72203

Total 955 3.1659 .81198
*p<0.05, **p<0.01

Table 5. Difference in risk perception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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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한국인 객들이 국

인 객들보다 기후변화 때문에 한국 지에서 신

체 으로 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 지에서 자연

 험을 겪을 수 있다는 험에 한 지각 정도 역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F=12.871, p<.01). 한국인 

객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 으며, 국 객이 

가장 낮은 수를 보 다. Scheffe 분석 결과, 한국인, 일

본인 객 집단과 국인 객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1). 한국인 객들과 일본인 객

들은 국인 객들보다 기후변화 때문에 한국

지에서 자연 으로 더 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각하

는 경향이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논의

본고는 역사 으로 동아시아의 문화 질서에 많은 

향을  주요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 국, 일본인 

객이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 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에 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해서 살펴

보고, 각 집단 간 험지각의 차이에 한 기술  분석

을 탐색 으로 시도했다. 목 지에서의 험지각

의 측정을 해 요인분석 후, 그 하 범주를 신체 , 재

정 , 자연  험지각으로 범주화했다. 특히 역사

으로 서로 많은 향을 주고받으며, 동아시아 문화를 

주도한 주요 3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 국, 일본인 

객들의 험지각에 한 집단 간 차이를 고찰함으로

써 동아시아 문화권 사회구성원들의 문화  특징의 유

사 과 차이 에 해서 개 , 탐색 으로 논의하기 

해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

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 지에서의 재정  

험지각에 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지역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으로 험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지각을 한국

인, 국인 객보다 일본인 객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 지

에서의 신체  험지각에 해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구체  살펴보면 한국인 객들이 

국인 객들보다 그 험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험지각

에 해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

석 결과 한국인, 일본인 객들은 국인 객들

보다 지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험에 노출

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상의 기술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

게 한다. 분석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

에서의 논의를 정리할 수 있다. 먼 ,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  험지각에 한 인식이 동아시아 각 국가마다 

다르고, 특히 일본인의 험지각이 한국인과 국인보

다 강하게 나타난 분석결과를 통해 일 이 실리를 추구

하면서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져온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그 로 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인들의 오래된 자녀 사회화 과정

에서 그 로 나타나는데, 일본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서 근로(勤勞)를 존 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실함과 책

임의식을 강하게 교육시킨다(박정의⋅정혜온⋅정진

경⋅노지 , 2014; 최순자, 2006; 홍상욱, 1990). 이같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근로 심  가치 이 근 사

회를 지배한 일본사회는 빠른 속도로 국가  부(富)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속에도 재정 , 경제  계에 한 뚜렷한 문화  가

치 이 내재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 상 으

로 시장경제체계에 뒤늦게 합류한 국 객들이 환

율, 여행 경비 등의 재정 험에 아직까지 민감하게 반

응할 만큼의 시장지식체계가 덜 체계 으로 사회화된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문

화  근 성에 근거한 자본주의 문화의 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주의의 가치가 차츰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유

입 상과 함께 차 국사회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되

고 있다(박 환, 2011). 둘째, 지에서의 신체  

험지각에 해서 한국인들이 국인 객들보다 그 

험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다시 두 가

지 에서 논의가능하다. 첫 번째 이유로 본 연구조사

가 진행된 공간과 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

사가 한국을 방문한 인바운드(inbound) 객을 상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 으로 재 한국 지

에서 나타나는 험성에 한 지각을 국내 한국 객

들이 상 으로 타국(他國)에서 입국한 다른 문화권 

객보다 잘 알고 있다.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여행

을 시작하기  주변 사람들, 미디어 등과의 즉시 , 동

시  의사소통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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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안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험 정도에 효과

으로 지각하고, 이에 해 안 인 소비자 행동유형

으로 반응하고 있다(민웅기⋅김 정⋅김남조, 2015; 

이민재⋅황윤섭⋅서원석, 2015). 한편 이 같은 분석결

과가 나타난  다른 이유로 동아시아 3국이 시간 

외에 얼마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험에 노출되

어 이를 비해보았는가의 개인  경험 차이를 통해 그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상 으로 일본의 경우 

지정학  치 상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개인들이 

신체  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차이

가 국보다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인

들은 평소 상 으로 3국  태풍, 지진, 해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수많은 자연  험에 해서 이미 오랜 

사회화 시간을 거쳐 지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

화  지식이 내재한 상태로 인  국가인 한국을 방문하

여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연 험에 한 지

각 정도가 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한 한국 역시 

매해 여름에서 가을까지 자국에서의 자연  험

성에 해 충분히 지각하고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에 즈음하여 동호흡기증후군(MERS),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험의 사회  상흔

(傷痕)이 남아있는 상태가 본 조사에 향을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상술한 본 연구의 내용  논의 을 근거로 다음의 

이론 , 실무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먼  이론  

시사 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한 사회의 문화  공간 

내 동질성과 지역 간 이질성이 혼융된 국가  문화구

조 내 구성원들의 생활양식과 그 향력에 해서 알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했다. 좀 더 구체 으로 살펴

보면 유사 문화권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성하는 객들이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

동하는 이유는 결국 탈(脫)일상 인 공간의 체험에 

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한 그 탈일상성은 문화 차이

에서 비롯되는 새로움과 고유성에 한 행 자의 요구

라고도 할 수 있다(MacCannell, 1976). 본 연구를 통해서 

동아시아권을 구성하는 한국, 국, 일본인들의 문화

구조의 차이 이 어떻게 외 되는지를 객의 험

지각의 차이  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결국 이 같

은 상이한 사회심리학  특성은 서로 각국을 여행하는 

이동의 근원  가치로서 작용한다는  역시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인류의 보편  가치와 문화  특수성은 

항상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으로 구성된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사회 환경에 한 보편  가치와 문

화  체험 욕구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특수한 가치의 추

구 과정이 복잡계를 구성하여 구 하고 있음을 이론

으로는 검토 가능했으나(김남조, 2011), 실제로 어떤 교

호작용이 나타나는지에 한 탐색  고찰을 하기는 쉽

지 않았다. 본 연구는 비슷한 역사문화  환경을 공유

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생활해왔던 한국인, 

국인, 일본인 객들이 그들의 개별 인 소비 욕

구를 충족하기 해 이용되는 자원에 해서 인류

의 보편 , 윤리  가치  하나인 환경과 련하여 사

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정도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

었다. 한 이를 통해 동형화, 동질화되고 있는 세계화 

질서에 이질  사고에 의한 지역화, 편화 과정이 한 

문화구조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에 용했을 때, 표 으로 기후변

화에 응하는 녹색 에 한 각 국가의 논리가 다른 

것 역시 오랜 역사 인 흐름 속에서 정립된 거시  문

화 구조의 상이함과 사회화 체계에 의한 미시  행 자

의 가치 이 함께 동시 으로 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정립된 인식론  문화체계

는 진지한 의사소통 과정과 피드백 상이 집단 간 지

속 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진입장벽을 넘어 보편

 문화체계로 융합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즉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산업 역에서의 문제 들 역시 

보편 , 사회 인 것이면서도 결국 문화  자율성에 

근거한 차별화된 상징  질서로 외 되고 있음을 보여

다(마르쿠스 슈뢰르, 2010).

한편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한국, 국, 일본의 지역  인 성을 근거

로 각국의 국가 랜드(brand)와 기업 이미지를 기반으

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한 탐색  연구로

서 의미가 있다. 이제 세계화 시 에 각국을 지로 

연계하기 해서는 교통, 스포츠, 정례 인 MICE 등 다

양하고 구체 인 방법론  방안에 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의과정에서 경제  가치의 지향 과 

함께 기후변화 등과 련한 보편 인 문화  가치에 

한 사회공존의 질서와 보편성, 형평성에 기반을 둔 윤

리  가치에 한 논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

서 산업구조와 련하여 각국의 이해 계와 인류

의 보편  가치에 한 사회구성원들의 문화  지각, 

인식 과정에 해서 탐색 으로 살펴보는 것은 추후 

시장을 통한 심도 있는 국가, 문화 간 교류의 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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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요하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은 

통합  문화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지역 문화의 

특성에 한 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상황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 에서 국내로 입국할 국인

과 일본인 객들의 문화  특성을 악함으로써 그

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개발  로그램 운 에 본 연구가 일정부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객의 소비 상으

로서 개발될 자원은 그것의 양  성장 외에도 질

인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시장의 큰 흐름  하나인 친환경 자원으로 개

발된 상품의 시장성에 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 이 국내에서 동

호흡기증후군, 태풍,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

양한 사회  피해가 공론화된 시 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연구의 분석결과가 단순히 객의 지에 

한 험지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한 외부 

환경  요인의 지각에 의해서 구체화된 것인지에 해 

추후 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외생변수의 통제가 가능한 시

에서의 추가 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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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아시아 문화권 객의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 지 험지각 차이분석 

: 한국인, 국인, 일본인 객을 심으로

민웅기⋅김상태⋅김남조

세계화 시 를 맞이하여 지구 문화권이 동질화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편  가치에 입각한 문화 특성

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성은 뚜렷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각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삶의 양식은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향을 주고 있다. 소  지구 에서 비교  유사한 역사, 문화공간으로 분류되는 동아시아문

화권의 한국, 국, 일본의 경우, 동질 인 문화  특성과 이질 인 문화  특성이 공존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지정

학 으로 인 한 동아시아문화권에서 생활한 한국, 국, 일본인들이 최근 세계 으로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보

편  가치  한 범주인 기후변화로 인한 험지각에 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 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과 다른 문화권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객들이 심리 으로 느끼는 지 험지각의 차이

를 알아 으로써 보편 인 문화와 이질 인 문화 간 계에 한 이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기후

변화로 인한 지에서의 각 험 범주에 해서 한국, 국, 일본의 객들의 험에 한 지각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이 탐색 인 분석결과를 통해 세계화 시 에 분야에서 논의해야 할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에 한 가

치에 해 다양한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핵심용어: 세계화, 기후변화, 동아시아문화권, 험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