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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attractiveness 

of nature on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 in outdoor recreation as outdoor 

recreation based on natural environment has increased. The attractiveness of 

nature has been subdivided into a pull factor as an external factor and a push 

factor as an internal factor. Attitude has also been subdivided into cognitive 

attitude and affective attitude. For achieving the aim of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participants of auto camp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at 

the attractiveness of nature has an influence on cognitive and affective attitude. 

However, while push has an effect on cognitive attitude, it does not have an effect 

on affective attitude. In addition, cognitive attitude affects affective attitude and 

cognitive and affective attitude have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at the attractiveness of nature has a crucial effect on 

attitude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outdoor 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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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크게 증가하여 자연매력성이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구체 으로 자연매력성을 외 요소인 유인성과 내 요

인인 추진성으로 구분하 고, 태도는 인지  태도와 감정  태도로 구분하 다. 실증분

석을 한 설문조사는 국내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오토캠핑 

참가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결과, 자연매력성의 유인성은 인지  태도와 감정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치고, 추진성은 인지  태도에는 정(+)의 향을 미치나 감정  

태도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한 인지  태도는 정서  태도에 정(+) 의 향을 

미치고, 인지  태도와 감정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연 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은 자연매력성이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연의 유인성이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의사결정과정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

사한다. 

열쇠말 : 자연매력성(Attractiveness  of Natural), 인지  태도(Cognitive Attitude), 

정서  태도 (Affective Attitude),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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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 인 도시화 상으로 인하여 인들은 소음, 혼잡, 기오염 등 도시생활로 인한 

스트 스를 풀기 해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을 추구하고 있다(Baur, Tynon, & 

Gómez, 2013; Ezebilo, Boman, Mattsson, Lindhagen, & Mbongo, 2013; Lundevaller, 

2009; Zhang & Yang, 2014). 이러한 상으로 인하여 세계 으로 아웃도어 크리에이

션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고(Codell, 2012; Hales & Low Choy, 2012), 국내에서도 자

연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김진옥·김

남조, 2013a; 이충기·고성규·김진옥, 2014). 이에 따라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정서 ·육

체 ·사회경제  정  효과(Clawson & Knetsch, 2013; Kil, Holland, Stein, & Ko, 

2012; Korpela, Borodulin, Neuvonen, Paronen, & Tyrväinen, 2014)와 혼잡, 갈등, 자

연훼손 등의 부정  효과(Braunisch,  Patthey, rlettaz, 2011; Huhta & Sulkava, 2014; 

Sayan, Krymkowski, Manning, Valliere, & Rovelstad, 2013)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건강에 한 심으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인간에게 주

는 치유효과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Fryer, Dickson, Draper, Blackwell, & 

Hillier, 2013; Rosenberg, Lange, Zebrack, Moulton, & Kosslyn, 2014; Wolsko & 

Linberg, 2013).

자연은 자연경 이나 계 의 변화로 오는 여러 가지 매력 인 요소를 제공하고

(Landauer, Pröbstl, & Haider, 2012; Tkaczynski, Rundle-Thiele, & Prebensen, 

2013), 인간에게 정서  안정감, 스트 스 감소, 주의회복 등 많은 심리  효과를 제공한

다(Beil & Hanes, 2013; Betro, 2005; Korpela et al., 2014; Wolsko & Linberg, 2013). 이러

한 이유로 자연추구형 이 세계 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다. 객은 욕구를 만족하

기 하여 상지에 한 동기를 부여한다(Dann, 1981). 자연기반의 활동에서 욕구만족을 

한 동기가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자연매력성으로 

인한 유인성과 추구성은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의사결정과정에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고, 국

내에서도 최근 들어 지속 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신체 ·심리  효

과, 사회·경제  효과, 혼잡, 수용력, 문화, 환경, 동기, 가치 등이다(김진옥·김남조, 

2013b; Braunisch et al., 2011; Kil et al., 2012; Korpela et al., 2014; Sayan et al., 2013). 

그러나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은 자연이 지닌 매력성이 요한 부분

인데도 불구하고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자연매력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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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을 이해하기 해서 자연매

력성이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구체 으로 자연매력성을 자

연의 유인요소와 자연을 추구하는 요소로 구분하 고, 태도는 인지  그리고 정서  태

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자연기반 기업(오토캠핑장, 승마

장, 치유의 숲 등)의 자연환경 조성에 한 기 인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  고찰

1.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자연매력성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연구는 과거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정의는 비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옥·김남조(2013a: 13)는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자연이나 도시의 녹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크리에이션”으

로 정의하 고, Cordell(2012: 5)는 “문 밖에서 수행하는 크리에이션 활동으로 많은 형

태를 취할 수 있다.”로 정의하 다. 이에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가활동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종류는 나라별, 문화별, 

그리고 시 별로 약간 다르게 범주화되어 있지만(Cordell, 2012; Dixon, 2012), 주로 자연

과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속하고 있다(Outdoor Foundation, 2013; QORF, 

2012). 미국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은 과거에는 공동목 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

근에는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Cordell, Betz, & Green, 2008).

고 부터 자연과 인간에 계에 해서는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설명되었다(Sakula, 

1984). 자연은 인간에게 편안함과 주의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Berto, 2005; 

Nikunen & Korpela, 2012), 인간에게 건강과 련된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

졌다(Beil & Hanes, 2013; Betro, 2005; Korpela et al., 2014; Wolsko & Linberg, 2013). 

 도시화되는 삶속에서 인간은 자연의 편안함과 더불어 건강추구를 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크리에이션 활동을 선호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건강을 해 자연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객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Beeco & Brown, 2013; Vork, & 

Lombarts, 2014). 자연은 하나의 목 지로써 자연의 매력 인 요소로 인간을 유인

하고, 인간은 자연의 여러 가지 편익을 추구하고자 동기로 자연에서의 활동을 추진하고

자 한다(Phau, Lee, & Quintal, 2013; Kim, Lee, & Klenosky, 2003; Tang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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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nesland, & Nybakk, 2013; Tyrväinen, Uusitalo, Silvennoinen, & Hasu, 2014). 자

연에서 추구하는 활동이 세계 으로 증가하여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 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진옥·김남조, 2013b; 김진옥·김남조, 2014; 

이충기·고성규·김진옥, 2014; Cheng & Monroe, 2012; Huhta & Sulkava, 2014; Kil et 

al., 2012; Tangeland, 2011; Tyrväinen et al., 2014; Wolsko & Lindberg, 2013; Wood, 

Guerry, Silver, & Lacayo, 2013).

김진옥·김남조(2013b)은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를 상으로 참여 

동기와 가치의 향 계에 하여 조사하 다. 동기는 가족애, 일탈성, 편리성, 그리고 

자연매력성으로 구분하 다. 동기의 요인 모두가 가치에 향을 미쳤고, 그 에서 자연

매력성과 일탈성의 동기가 가치에 가장 크게 향을 미쳤다. 이러한 동기는 가치를 매개

로 만족도와 충성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l et al.(2012)은 로리다 

오칼라 국립 숲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를 상으로 장소애착성이 자연기반의 

크리에이션 편익과 향후 방문의도에 하여 조사하 다.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

자들의 편익열망은 장소애착성과 향후 방문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장소애착성도 

향후 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d et al.(2013)은 미국의 북서부 

학생들을 상으로 자연의 체험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심리  

웰빙과 마음챙김(mindfulness)을 측정하 다. 분석결과, 자연연결성은 심리  웰빙과 마

음챙김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마음챙김보다는 심리  웰빙에 더 크게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감상하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은 심리  웰빙의 번 , 주

 활력, 정·부정감정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마음챙김에도 유의한 향을 미쳤다. 

그러나 소비  아웃도어 크리에이션과 활동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은 심리  웰빙과 

마음챙김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2. 태도

태도는 어떠한 상의 평가에 한 신념이며(Fishbein & Ajen, 1975), 상에 해서 

느끼는 감정이다(Bettinghaus & Cody, 1987). 태도는 인간의 개성에서 심이 되고

(Vogel, Bohner, & Wanke, 2014), 본질 으로 평가하는 주어진 물체 는 상(사람, 기

, 정책, 이벤트)에 한 것이다(Ajzen, 2005). 이러한 태도에 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에

서 시작하 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 행동, 이벤트, 아이디어, 

그리고 태도변화의 심에서 심을 받아왔다(Vogel et al., 2014).

태도의 구성은 인지 , 정서 , 그리고 행동  지향의 다차원  구조이다(Aj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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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Mayers(1992)은 소비자들이 일반 인 구매상황에서 기인식과 실제 구매사이의 

연속체에 한 과정을 개발 안(인지)에서 평가 안(정서), 그리고 최종선택(행동)을 

계 으로 설명하 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잠재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기 

해서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았다(김세정·이근모·이남

미, 2002; 유 경·윤유식, 2011; Agapito, Oom do Valle, & da Costa Mendes, 2013; 

Han, Kim, & Kim, 2011; Walls, Okumus, & Wang, 2011).  

김세정 외(2002)는 학생들을 상으로 스스포츠에 한 인지  태도가 정서  태

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남녀모두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스스포츠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치고,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높은 향을 

미쳤다. 집안분 기는 개방 과 보수  모두 향을 미치고, 개방 보다는 보수  집안

분 기가 오히려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 et al.(2011)은 호텔 고객의 

충성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하여 다차원 인 방식으로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계에 해서 살펴보았다. 인지  태도의 구성요인이 정서  태도의 구성요인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도 자연매력성으로 인한 아웃도

어 크리에이션에 하여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로 보고자 한다. 

 3.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해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의도이며(Ajzen, 

1991), 재방문의도나 추천의도라고 할 수 있다(Tavitiyaman & Qu. 2013). Fishbein & 

Ajzen(1975)는 행동의도를 제품에 한 신념과 사회  요인에 한 소비자의 규범으로 

행동을 하려는 상황에 한 상이라고 하 다. 이러한 행동의도는 어떠한 행동에 해

서 감정이나 태도가 정 일수록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산업에서 

객의 의사결정을 악하기 해서 행동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며(이충기·고성규·김

진옥, 2014), 분야에서는 행동의도는 충성도와 동일한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이에 

객의 행동의도를 이해하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김진옥·김남조, 2013a; 김

진옥·김남조, 2013c; 김진옥·김남조, 2014; Choi, Kim, Lee, & Hickerson, 2014; Song, 

You, Reisinger, Lee, & Lee, 2014).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자연매력성이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81

 4. 가설의 설정

1) 자연매력성과 태도 간의 계

자연매력성은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을 하고자하는 동기로 내재  욕구이다(Dann, 

1981; Iso-Ahola, 1982; Richards, 2002). 자연기반의 활동에서 동기로 행동의도를 악할 

수 있다(Kim et al., 2003). Hsu, Cai, & Li(2010)은 국 아웃바운드 여행객의 기 , 동기, 

태도의 모델을 제안하 다. 동기의 휴식성, 신기성, 쇼핑은 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쇼핑이 가장 크게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 

Hsu(2009)은 국본토인들의 홍콩방문에 한 동기와 태도의 향 계를 분석하 다. 

신기성과 휴식성은 홍콩방문의 태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지식과 쇼핑은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매력성

의 동기와 태도에 한 계를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의 자연매력성은 태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1-1. 자연매력성의 유인성은 인지  태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1-2. 자연매력성의 유인성은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1-3. 자연매력성의 추진성은 인지  태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1-4. 자연매력성의 추진성은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친다.

 

2)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 간의 계

태도는 상에 한 신념과 감정이며(Bettinghaus & Cody, 1987; Fishbein & Ajen, 

1975), 일반 으로 인지 , 정서 , 행동 의 다차원 으로 이루어진다(Agapito et al., 

2013; Ajzen, 2005; Han et al., 2011). Han et al.(2011)은 호텔 고객의 충성도를 악하기 

하여 태도를 분석한 결과,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의 인지  태도는 감정  태도에 향을 미친다.

 

3) 태도와 행동의도의 계

행동의도는 행동을 하려는 의도이며(Ajzen, 1991), 내재  요인인 태도는 행동의 향

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행동과 한 계가 있다(고 복, 2000). 김진옥·김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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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a)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김진옥·김남조(2013c)도 잠재 객의 에 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 et al.(2011)은 국인 잠재 객의 비자면

제는 한국 에 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의 태도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3-1. 인지  태도에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

       가설 3-2. 정서  태도에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세계 으로 자연을 추구하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Beeco & 

Brown, 2013; Hales & Low Choy, 2012; Vork & Lombarts, 2014), 국내에서는 여가시간

의 증   건강 추구로 자연에서 활동하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크게 성장하고 있

다(김진옥·김남조, 2013a; 김진옥·김도 , 2014; 이충기·고성규·김진옥, 2014; Kim, Lee, 

& Kim, 2014).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연매력성의 동기는 태도에 향을 미치고

(Hsu et al., 2010; Huang & Hsu, 2009), 인지  태도는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치며

(Agapito et al., 2013; Han et al., 2011), 태도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진옥·김남조, 2013a; 김진옥·김남조, 2013c; Han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에 속도록 성장한 캠핑객을 상으로 자연매력성이 

태도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자연매

력성의 기존의 선행연구의 따라 유인성과 추진성으로 구분하 다(Kim et al., 2003). 태

도의 경우에는 인지, 정서, 행도의 계  태도의 제안모델에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

를 측정하기 때문에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로 구분하 다. 이러한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자연매력의 유인성과 추진성이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에 미치는 향 계,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에 미치는 향 계 그리고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하고자 아래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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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항목 도출  설문지구성

본 연구에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자연을 추구하는 것을 자연매력성로 정

의하 다. 자연매력성을 세부 으로 외 요소인 유인성과 내 요소인 추진성으로 정의

를 하고, 이에 한 선행연구(Kim et al., 2003; Pesonen, Komppula, Kronenberg, & 

Peters, 2011; Tangeland et al., 2013)를 바탕으로 7개의 변수를 추출하 다. 한 오토캠

핑을 체험하는 동안 느끼는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를 태도로 정의를 하고, 이에 

한 선행연구(유 경·윤유식, 2011; Agapito et al., 2013; Han et al., 2011)를 바탕으로 9개

의 변수를 추출하 다. 마지막으로 오토캠핑에 태도로 인하여 향후 행동의도에 한 부분

을 행동의도로 정의(김진옥·김남조, 2013a; 김진옥·김남조, 2013c; Ajzen, 1991; Bentler & 

Speckart, 1981)하고, 이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변수를 추출하 다. 추출된 항

목들은 본 연구와 맞게 수정하 으며, 수정된 항목들은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기에 추출된 항목은 자연매력을 한 오토캠핑 참가자의 설문문항으로 합한지에 

하여 학과 교수 1인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1인에게 검토 후 의미나 어감에 

한 부분을 수정하 다. 수정된 항목은 학을 공하고 캠핑 경험이 있는 석·박사과

정 10명의 학생들로부터 재검토를 실시하 다. 최종 인 설문지의 설문구성이나 설문과

정의 문제 을 악하기 해 오토캠핑 경험이 있는 30명의 오토캠핑 참여자를 상으

로 비조사를 실시하 으나 별다른 문제 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를 실시하 다.

3.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조사는 오토캠핑 활동을 하고 있는 오토캠핑 참여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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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2012년 11월 25일∼12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조사는 연구자와 학을 공한 

조사원 1명이 매주 토요일 연구목 에 맞게 경기도 가평에 치한 자라섬 오토캠핑장에

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수거된 385부의 설문지 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단되는 49부를 제외한 총 336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와 AMOS 18.0의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요인구성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토를 하여 측정모형을 통하여 확인하고, 요인을 서로 연결하여 

연구모형의 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단하는 2단계 근방법을 실시하 다(Medsker, 

Williams, & Holahan, 1994).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

응답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은 남자(53.9%)가 여자(46.1%)보다 약

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19∼29세가 15.5%, 30∼39세는 47.3%, 40∼49세는 34.8%, 그리

고 50∼59세가 2.4%로 나타났다. 동반형태는  가족이 69.9%, 연인이 8.3%, 친구가 12.5%, 

동호회가 2.4%, 그리고 모임이 6.9%이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23.8%이고 기혼이 76.2%로 

기혼이 높게 도출되었다. 경력은 1년 미만이 35.4%, 1년 이상은 31.0%, 3년 이상이 

19.6%, 그리고 5년 이상이 14.0%으로 도출되었다. 기간은 당일은  3.3%, 1박2일이 74.7%, 

2박3일은 19.6%, 그리고 3박4일 이상이 2.4%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 인 특성

구분 상세구분 명 % 구분 상세구분 명 %

성 별
남   자

여   자

181

155

53.9%

46.1%

결 혼

여 부

미   혼

기   혼

80

256

23.8%

76.2%

연 령

19 ∼ 29

30 ∼ 39

40 ∼ 49

50 ∼ 59

52

159

117

8

15.5%

47.3%

34.8%

 2.4%

오 토

캠 핑

기 간

1일(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이상

11

251

66

8

 3.3%

74.7%

19.6%

 2.4%

동 반

형 태

가    족

연    인

친    구

동호회/모임

235

28

42

31

69.9%

 8.3%

12.5%

 9.3%

오 토

캠 핑

경 력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19

104

66

47

35.4%

31.0%

19.6%

14.0&

계 336 100 계 3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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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요인 분석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변수들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분석하

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집 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세 가지 방법으

로는 요인부하량(λ)과 유의성(C.R.), 평균분산추출(AVE), 그리고 개념신뢰도(CR)가 있

다. 측정변수는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한 후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서는 20개 변수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집 타당성의 요인

부하량(λ)이 .600∼.965로 기 치인 .5 이상보다 비교  높게 나왔으며(Baggozzi & Yi, 

1998), 유의성(C.R.)도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났다.

평균분산추출(AVE)은 .570∼.924으로 기 치 0.5보다 높게 나타났고, 개념신뢰도(CR)

는 .840∼.980으로 기 치 0.7보다 높게 상회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한 각 구성요인의 신뢰계수(Cronbach’s Alpha)는 기 치인 .7보다 높은 .759∼.959로 

나타났다.

<표 2> 확인  요인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수렴타당도 구성개념신뢰도 ⍺
λ C.R. AVE CR

자
연
매
력

유
인
성

주변 자연경 이 수려함 .765

.570 .840 .759
계 별 다양한 자원을 만끽 .607 9.979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 .672 11.269

자연에서 별미체험을 통해 즐거움 추구 .624 9.384

추
진
성

자연경 을 즐기기 해 .855

.764 .906 .838자연을 체험하기 해 .847 16.824

자연에서 이루어지기 오토캠핑이 좋아서 .699 13.364

태
도

인
지

오토캠핑은 정 이다. .829

.759 .939 .878

오토캠핑은 유익하다. .889 20.133

오토캠핑은 매력 이다. .751 14.629

오토캠핑은 역동 이다. .600 11.444

오토캠핑은 활기차다. .781 15.696

정
서

오토캠핑은 즐겁다. .900

.913 .977 .941
오토캠핑은 재미있다. .947 26.894

오토캠핑은 기쁘다. .917 29.478

오토캠핑은 흥미롭다. .820 20.750

행동
의도

향후 다시 오토캠핑을 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882

.924 .980 .959
향후 다시 오토캠핑을 하기 해 노력할 것이다. .918 26.128

향후 다시 오토캠핑을 할 의도가 있다. .965 29.385

향후 기꺼이 다시 오토캠핑을 할 것이다. .929 26.760

 주) λ=요인부하량, C.R.=유의성, AVE=평균분산추출, CR=개념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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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인분석의 상 계를 통해서 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분석하 다. 각 요

인의 상 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r²)가 부분 평균분산추출(AVE)보다 낮게 도출되어 

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우종필, 2012). 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  배경을 근거로 세운 

가설방향에 한 모든 잠재변수간의 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법칙타당성은 확보되었다

(Grawitch, Maloney, Barber, & Mooshegian., 2013; Van Prooijen & Van Der Kloot, 

2001).

<표 3> 상 계 분석결과

구성개념
자연매력 태도

행동의도
유인성 추진성 인지 정서

자연

매력

유인성 .570

추진성
.634***

(.401)
.764

태도

인지
.395***

(.156)

.354***

(.125)
.759

감정
.523***

(.273)

.343***

(.117)

.508***

(.258)
.913

행동의도
.416***

(.021)

.299***

(.089)

.528***

(.278)

.536***

(.287)
.924

주) ***p<.001, 호 안의 숫자는 결정계수(r2), 각선 굵은 씨는 평균분산추출(AVE).

3. 모형 합도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2단계 분석방법을 

실시하 다(Medsker et al., 1994). 측정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하여 자료와 이론

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의 공분산행렬이 얼마나 합한지를 보여주는 합지수는 

CMIN(𝒙 ²), CMIN/DF (Normed 𝒙 ²), RMSEA, AGFI 등이 있다(Hair et al., 2010). 

모델(null model)보다 어느 정도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분 합지수는 NFI, 

TLI, CFI 등이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권장하는 합지수

를 토 로  제시하 다. 증분 합지수의 기본이 되는 합도인 NFI, 증분 합지수에서 

모델의 복잡성에 덜 민감한 CFI, 그리고 표본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 표본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간명성이 고려된 RMSEA를 기 으로 합도를 확인하

다(우종필, 2012; Hu & Bentler, 1999).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자연매력성이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

87

<표 4> 모형의 합도 분석결과

모형 𝒙 ²(CMIN) df 𝒙 ²/df N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438.202 160 2.739 .918 .936 .946 .072

구조모형 442.422 162 2.731 .917 .936 .945 .072

기  치 ≤3 ≥0.90 ≥0.9 ≥0.9 ≤0.08

본 연구에서는  <표 4>와 같이 CMIN/DF는 측정모형은 2.739와 구조모형에서 2.731

로 기 치 3이하로 나타났고, NFI(측정모형: .918, 구조모형: .917), TLI(측정모형: .936, 

구조모형: .936), 그리고 CFI(측정모형: .946, 구조모형: .945)도 모두 기 치 .9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RMSEA은 측정모형은 .072, 구조모형도 .072로 나타나서 .08이하로 모형의 

합도는 우수하게 나타났다.

4. 가설검증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의 자연매력은 태도에 부분 으로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매력의 유인성은 인지  태도(β유인성→인지 =.287, t=3.122, 

p<0.000)와 정서  태도(β유인성→정서 =.408, t=4.595,)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자연

매력의 추진성은 인지  태도(β추진성→인지 =.175, t=2.046, p<0.034)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태도(β추진성→정서 =-.043, t=-.589, p<0.625)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의 자연매력의 유인성은 

인지  태도나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치지만, 자연으로 떠나려고 하는 추진성은 인지

 태도에는 향을 미치나 정서  태도에는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정서  태도는 자연매력에서 자연에서 유인하는 요소에만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태도에서 인지  태도는 정서  태도(β인지 →정서 =.362, t=6.048, p<0.000)로 정(+)

의 향을 미쳤다. 한 인지  태도는 행동의도(β인지 →행동의도=.346, t=5.912, 

p<0.000)에 정(+)의 향을 미쳤고, 정서  태도도 행동의도(β정서 →행동의도=.362, 

t=6.281, p<0.000)에 정(+)의 향을 미쳤다. 즉,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여자들의 체험

에서 인지된 태도로 인하여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들은 향후 행동의

도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논총 제27권 제1호(통권 42)

88

         주) **p<.01, ***p<.001. 호안의 숫자는 C.R.(t-value)를 의미함.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V. 논의  결론

세계 으로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의 증가하 고, 국내에서도 주 5일 근무

이후 삶의 질 향상을 목 으로 자연기반의 가족 심형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크게 성

장하 다(이훈, 2001). 이러한 상은 도시의 삶속에서 오는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하여 

자연이 주는 편익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연매력성이 아웃

도어 크리에이션의 의사결정과정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해서 자연매

력성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도의 계를 규명하고자하 다.

연구결과, 자연매력성의 유인성과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  태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에서 

유인하는 매력에서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들은 인지 인 부분보다 감정 으로 느

끼는 정서 인 태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은 자연에서의 심리  치유나 정서

 웰빙을 느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Betro, 2005; Beil & Hanes, 

2013; Korpela et al., 2014; Wolsko & Linberg, 2013; Wood et al., 2013). 자연과 인간

의 계에 한 연구는 오래 부터 연구되어 왔고, 자연은 인간에게 스트 스 감소, 심리

 안정감, 그리고 정서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왔다. 최근에는 과학기술

의 발달로 생리·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밝 지고 있다(Frye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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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Furuya, Kasetani, Takayama, Kagawa, & Miyazaki, 2011; Tsunetsugu, Lee, 

Park, Tyrväinen, Kagawa, & Miyazaki, 2013; Tyrväinen, Ojala, Korpela, Lanki, 

Tsunetsugu, & Kagawa, 2014). 이에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들에게 자연 주는 

매력 인 유인성은 인지 인 부분보다는 정서 인 부분을 더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자연매력성의 추진성은 인지  태도에는 정(+)의 향을 미치나 정서  태도

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객의 내재 인 추구는 정서 인 것보다는 인지

인 것에 의해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참가자들은 자연에서 아웃

도어 크리에이션을 하고자 할 때, 자연의 경 이나 체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행 를 좋아하는 내재  추진요인은 정 이고 유익한 인지  태도에는 

향을 미치나 단지 감정 으로 즐겁고, 재미있고, 기쁘고, 그리고 흥미로운 정서  태도

로 인하여 자연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객이 행동하

려고 할 때, 장소로부터 생겨나는 내재 인 추진성은 인지 인 부분에만 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한 인지  태도는 정서  태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선

행연구들이 제시한 인지-정서-행동의 계  모델에서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간의 

계  설명 계를 동일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지하 다(김세정 외, 2002; 

Agapito et al., 2013; Back & Parks, 2003; Han et al., 2011). 이는 아웃도어 크리에

이션 참가자도 일반 인 소비자나 객과 동일하게 인지  태도가 정서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태도는 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김진옥․김남조, 2013a; Chen & Tung, 2014; Han, Lee, & Lee, 2011; 

Hwang, Yoon, & Park, 2011; Zemore & Ajzen, 2014).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의 이론  시사 은 최근 세계 으로 증가하는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 

하여 자연매력성을 확장시켜 유인성과 추진성으로 구분하여 인지  태도와 정서  태도

의 향 계를 규명하 고,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은 자연에서 유인하는 유

인성이 태도에 크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실무  시사 을 제시하면,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

리에이션 참가자는 자연매력의 유인성이 태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련 사업체들은 자연의 고유한 특성을 그 로 살린 공간을 계획해야할 것이며, 자연

환경에 한 지나친 시설개발은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최승담, 1998). 구체  

살펴보면, 계 별 다양한 자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이다. 계 별 다양 

자원은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계 별 다양한 특성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기반의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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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참여자들은 정서  안정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인공 인 시설물보다는 자연자원을 그 로 유지하여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방률을 이끄는데 큰 매력 인 요소가 될 것이다. 비수기인 겨울에는 과 얼음을 이용

한 로그램이나 지역이 고유성을 살린 동계 로그램을 마련하고, 계 별 다양한 이벤트

를 제공하여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에서 즐길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단 의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감정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지역의 축제와 연결시켜 지역의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발 과 

더불어 방문객을 만족시켜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연택·김종우·안세길, 

2006).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인 오토캠핑이 증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객 유치의 일환으로 오토캠핑장을 설치한다. 그러나 부분의 오토캠핑장은 지역 

고유의 자연성을 무시하고 정형화된 캠핑장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화된 오토캠핑

장을 조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자연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살린 캠핑장을 

기획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지역의 

랜드화로 지역이미지를 고착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윤덕화·조민호,2014).

본 연구의 한계 은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에서 오토캠핑 참가자만을 상으로 했

다는데 한계 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다양한 자연환경(산, 강, 숲, 해변 등)에서 

비교 분석하고,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종류별로 자연매력에 한 비교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기반의 아웃도어 크리에이션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웃도어 크리에이션 종류별로 다양한 로

그램을 개발할 할 수 있는 기 인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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