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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에 대한 융복합 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Preferences 
and Intrinsic Motivation of Rural Tourism

강경심*, 이순례**

Keoung-Shim Kang*, Soon-Yea Lee**

요 약 연구의 목적은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농촌관광 음식상품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여가지향’, ‘가족지향’, ‘관계지향’, ‘건강지향’, 음식선호는 ‘요리건강성’, ‘재료기능성’, ‘지역자

원성’, ‘소비체험성’ 요인이 추출되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여가․건강지향’은 요리건강성, ‘건강․관계지향’은 재료기능성, ‘여

가․가족․관계지향’은 지역자원성, 관계지향은 소비체험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휴식과 힐링,

건강을 원하는 관광객에게는 건강한 요리를 제공하고, 가족 등과 여가 시간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향토요리나 특산물요리를 제공

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는 관광객은 기능성식품이나 한방약초 요리가 권장된다. 관광객 요구에 맞는 농촌관광 음식상품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여 농촌관광의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요어 : 융복합, 농촌관광, 내재적동기, 음식선호, 관광동기, 음식관광

Abstract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ural tourism and food products by looking at 
the relevance of the intrinsic motivation and food preference. Through the analysis, factors of 'leisure oriented', 
'family oriented', 'relationship oriented', 'health oriented', and food preference 'cooking health', 'material function', 
'local resource' and 'consume experience' were extract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leisure and health 
oriented'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ith cooking health, 'relationship and health oriented' was significant with 
material function, 'leisure, family and relationship oriented' was significant with local resource and ‘relationship 
oriented’ was significant with consume experience. Therefore, tourists who want rest, healing and health need to 
provide healthy dishes, tourists who want family and leisure provide local or special dishes, and tourists who 
want to have a relationship with people need to provide functional foods or herbal medicine dishes. Food 
products that meet the needs of tourists will induce revisit by increasing tourist satisfaction and bring economic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through the expansion of rural tourism.

Key words : Convergence, Rural tourism, Intrinsic motivation, Food preference, Tourist motive, Foo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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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도농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력이 상실되고 있다. 이로 인

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 창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과 평온함, 정감, 치유

등의 이미지를 강조한 농촌지역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1]. 농촌의 공간적 가치 패러다임도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농

촌의 공간적 의미와 가치는 미래에 살고 싶은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의미와 가치로 확장되고 있다[2].

농촌관광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판매 수익에 따른 소득 창

출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창출, 지역만의 고유

한 이미지 구축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효과 창출로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3], 이를 통

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는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확

대하고 있어 농촌관광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4]. 농촌관광은 지속 가능한 대안관광의 하나

로 주 5일 근무 및 여가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에 따라 가족단위의 농촌관광이 늘어나

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향토음식 상품화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연관 산업

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도 활용되

고 있다[5]. 2018년 국민들의 ‘국내여행 행태’ 조사에서

여행 전 방문지의 중요한 선택 동기로서 음식이 2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지에서의 주요 활동으로 57%

가 음식관광이라고 응답하여 음식에 대한 관심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관광에

서 음식체험은 관광객이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관광활

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상적인 경험인 동

시에 그 자체가 최고의 관광 경험으로 관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7]. 관광의 내재적동기란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특정 목적에 의해 시설을 방문할 때 갖고 있는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8]. 이는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직접요인, 즉 심리적 에너지로써의

욕구로서 동기(motive)를 정의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정의되고 있다[9]. 여

가활동에 참여하는 방문객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내재

적동기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원인이 자기의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지각

하고 싶어 하며, 그러한 경향이 행동을 유발하는 내재

적동기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10]. 즉, 사람들이 어

떤 시설을 방문할 때 방문하고자 하는 동기를 설명하

는 것으로써, 특정 시설을 방문할 때 그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본질적인 만족, 성취감, 도전의식과 같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음식선호도란, 음식에 대하여 평소에 좋아하

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정도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감

정으로, 음식이 가지는 매력이나 선호도는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

의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11]. 또한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매개체로

서 음식선호도는 음식관광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2]. 따라서

농촌관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관

광의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

서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특성을 바탕으로 한 농

촌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

만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

와 음식선호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농촌관광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농촌관광

농촌관광은 대안관광으로 자연의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지역사회의 가치들이 지향하는 점이 일치하는

데에서 출발한 관광의 유형으로[5] 기관이나 학자별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농촌관광이 농촌

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농촌관광, 녹색관

광, 농업관광, 농장관광,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등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13]. 기관에 따라 농촌관광

을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시설과 판매, 체험, 관찰시설, 편익, 휴양시설, 체

육, 운동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숙박‧음식 등을 제공하는 모든 관광 활동[14]’, ‘농촌

자연경관과 전통문화ž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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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도시민에게

휴식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농산물, 가공품, 숙박, 음

식물, 서비스 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지역 활성화 운동

[15]’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학자에 따라

‘농촌에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지닌 농촌다움을 핵

심 편익으로 상품화한 관광[16]’, ‘농촌에 체재하면서

농촌의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 농

업 등을 매개로 농촌주민과 교류하고 즐기는 체류형

교류활동[17]’, ‘훼손되지 않은 농촌지역 경관이나 전통

가치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효용 제공과

고유의 관광자원을 보전 또는 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동

인을 제공하는 이른바 공익기능자원의 선순환적 활용

[18]’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농업농촌 보존

과 활성화, 다원적 기능 확대, 새로운 체험관광상품의

필요라는 내·외부적인 상황 하에서 농가소득 창출, 농

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

식, 새로운 체험관광상품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19]. 농촌마을에서의 긍정적인 농촌관광 체험활동

은 관광객들에게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체

험활동의 대상지인 농촌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

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20]. 농촌관광 형태

의 시대적 변화 추이는 1980년대에는 단체관광 중심의

정적인 관광(감상, 휴식), 단순 관람 감상형 위주였으

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족 단위 관광과 동적 관

광(농촌체험, 음식체험), 체험 관광형으로 변화하고 있

다[1].

2.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

관광의 내재적동기란 관광객이 특정 목적에 의해

시설을 방문할 때 갖고 있는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용어로서[8],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직접

요인, 즉 심리적 에너지로써의 욕구로 어떤 일이나 행

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로 정의되고 있다[9]. 선행연

구에서 관광동기의 내재적동기를 신체적 동기, 심리적

동기, 사회적 동기로 분류하였으며, 내재적동기가 만족

스러울 때 관광 만족에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21]. 내재적동기, 내재적 보상 및 후속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내재적동기와 후속 태도의 관계성은 자기 향

상적 체험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후속 태도

가 내재적동기를 중심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기 향상적 체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 방문객의 내재적동기 요인을 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으로 분류하고, 자율성과 관계성은 공급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22], 박물관 관람객의 내재적동

기는 몰입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23]. 내재적동기가 관광 및 체험 참여 관광객의

몰입도를 향상시키며,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촌관광에 참

여하는 관광객의 내재적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후

속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농촌

관광 활성화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음식선호

음식관광은 음식과 관련 있는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이 음식과 음식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떠나는 관광으로 국내에서는 식도락관광, 미식관

광, 먹거리관광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24].

음식관광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은 관

광객을 이끄는 매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만으로 관광

의 1차적 목적이 되거나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

[12]. 음식 특성의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음식 기호도

는 성별, 연령, 성격, 체질, 건강상태, 부모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음식에 대한 섭취 경험 등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음식관광 선호도

는 관광 목적지에서의 관광객 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25]. 관광객의

선호도에 따른 음식관광 체험활동 요인으로 여행체험,

농장체험, 관람체험, 교육체험, 다이닝체험을 도출하였

으며,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음식교

육, 축제, 다이닝 체험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6]. 음식관광 자원은 관광객의 관여도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창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식관광 자원 중 향토음식은 지역의 고유성과 전통성

을 부각시키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

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27]. 음식관광 참여활동 요인

중 ‘지역의 친숙한 음식’, ‘지역 음식’, ‘지역 고급음식’

순으로 재방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28], 음식관광의 참여활동 중 ‘음식문화 경험’,

‘건강 지향’, ‘음식의 지식정보 추구’의 순으로 방문 의

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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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조사에 앞서 연구결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성인 50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

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성

인으로 설문 조사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약 5일간 진행하였고, 응답결과 등록된 318부의 설문

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연구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방

식으로 조사하였다.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사이트(www.dooit.co.kr)에 설문을

등록하여 진행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응답자의 농촌관광 내재적동기 13문항, 음식선호

22문항의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농촌관광 내재적동

기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 [12,21,30,31]을 참고로 하였

으며, 설문 구성은 [21]의 구분방법을 기본 구조로 하

여 13문항을 구성하였다. 음식선호 측정 항목은 선행

연구 [20,32,33,34]의 음식 특성별 세부항목에 대한 선

호도 문항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고, 전문가 3인의 검

토를 거쳐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자료 처리 방법

수집 자료는 코딩과 오류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318

부의 유효한 표본으로 IBM SPSS Statistics 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농촌관광 내재

적동기와 음식선호는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

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농촌관

광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재적동기 요인과 음

식선호 요인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에 따른 음식선호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 분석 결과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일상의 해방감’이 4.17±0.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친구와 여가시간’ 4.01±0.79,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 4.00±0.73, ‘새로운 활력’ 3.90±0.77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석 결과 농촌관광의 내재적동

기는 일상의 해방감이나 여가시간 확보, 스트레스 해

소 및 활력 증진 등의 심리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호기

심, 일상탈출, 새로움의 추구 등으로 농촌관광을 추구

한다고 하는 선행연구[21]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

한 내재적동기가 높을 때 몰입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고[23], 내재적동기를 중심으로 농촌관광

이 이루어질 때 후속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여[22], 농촌관광에 있어 관광객의 내재적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Variable Name M S.D
Sense of freedom from everyday life 4.17 .73
Leisure time with family(friends) 4.01 .79
Relieve stress and change mood 4.00 .73
New vitality 3.90 .77
Walking or climbing 3.76 .76
Romantic experience with family(friends) 3.66 .86
Quality of life for family(me) 3.58 .84
Alone time 3.51 .89
Time to look back me 3.42 .93
Health promotion 3.27 .85
Meeting people with similar tastes 3.25 .93
Increases immunity against disease 3.00 1.01
Meeting new people 2.65 1.04
* M=mean, SD=Standard deviation

표 1.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 분석 결과
Table 1. Analysis of technical statistics on Intrinsic motivation
for rur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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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선호 평균 분석 결과

음식선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지역 특산물 사

용 요리’가 4.17±0.71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제철

농산물 이용 요리’ 4.14±0.78, ‘지역 요리법 이용 요리’

4.08±0.68, ‘영양 균형 요리’ 4.07±0.81, ‘재료 자체 맛

살린 요리’ 4.07±0.75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음식선

호 평균분석 결과에서 농촌관광 소비자는 지역의 특산

물이나 제철농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의 특화 음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관광 소비자 행동에서

선호도는 관광 목적지에서의 관광객 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지역의 친숙한 음식, 지역음식, 지역

의 고급음식 순으로 재방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5], [33]은 식문화 경험, 건강 지향,

음식의 지식정보추구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농촌관광의 지속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음식관광 상품 개발 시 신선함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

는 지역 농산물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Variable Name M S.D
Dishes made with local specialties 4.17 .71
Cooking with seasonal produce 4.14 .78
Cooking using local recipes 4.08 .68
Cooking that balances nutrition 4.07 .81
Dishes using the taste of ingredients 4.04 .75
Dishes using natural seasonings 3.92 .78
Cooking using local food 3.86 .83
Food with minimal processed food 3.83 .83
Traditional cuisine 3.82 .81
Cooking to improve stamina 3.80 .82
Cooking using organic ingredients 3.78 .85
Dishes using traditional fermented foods 3.63 .85
Low-salt dishes 3.60 .89
High protein dishes 3.57 .84
Low-fat dishes 3.50 .92
Food made by professional chefs 3.42 .86
Cooking using functional food 3.38 .83
High-quality or special dishes 3.37 1.05
A dish consisting of a vegetable diet 3.32 1.00
Dish that heals a particular disease 3.31 .93
Dishes to help with diet 3.31 .98
Dishes using herbal medicinal herbs 3.18 .91
* M=mean, SD=Standard deviation

표 2. 음식선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Table 2. Food preference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result

3.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성 검증

1)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의 요인 추출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베리맥

스(Varimax)의 직각회전 방법을 통한 주성분 분석을

하였다. 요인추출 과정을 통해 요인을 4개로 고정하였

으며, 큰 고유값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요인범주 내 속

성간의 결합이 내적일관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α 값을 제시하였다.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공통성 추출값이 0.5 이하인 ‘산책 또는 등산’, ‘나‧가족

삶의 질’ 문항을 제외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측

정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한

요인척도 KMO(Kaiser-Meyer-Olkin)값은 .802로 나타

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 Bartlett의 구성검정치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

의한 것으로 제시되어 요인분석을 실시 할 수 있는 수

준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총분산 비율은 71.854%로 나

타났으며,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 요인적재치가 .50이상이면 유의한 변

수로 간주하고, 0.6이상이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판단

하며[35], 요인별 신뢰도인 Cronbach-α의 계수 분석결

과는 0.775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actor Name Variable Name
Factor value Eigen

value
Dispers
ion(%)

Cronb
ach-α1 2 3 4

Leisure
Oriented

Relieve stress .722 .387 .098 .009

2.371 21.551 .775
Looking back me .696 .005 .413 .188
Rest alone .692 -.235 .332 .151

Sense of freedom .634 .481 -.160 .141
New vitality .602 .438 -.024 .223

Family
Oriented

Leisure time .103 .844 -.067 .047
1.968 17.887 .661

Romantic time .119 .767 .314 .035
Relationship
Oriented

new meetings .068 .003 .816 .298
1.819 16.541 .697

Similar taste .195 .139 .775 .157

Health
Oriented

Health promotion .191 .138 .164 .888
1.746 15.876 .818Immunity

promotion .132 -.004 .327 .845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erimex with Kaiser normalization.a
Total explanatory variance (%) = 71.854, KMO=0.802,
p=0.000

표 3.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for rur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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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별 분석결과 요인 1은 ‘스트레스 해소’, ‘나를 돌

아보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일상의 해방감’, ‘새로운

활력’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였고, 아이겐 값 2.317,

분산설명력 21.551%를 보였다. 신뢰도는 0.775로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특성

을 반영하여 요인 1을 ‘여가지향’이라 명명하였다. 요

인 2는 ‘친구‧가족과 여가 시간’, ‘친구‧가족과 낭만적

경험’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였고, 아이겐 값 1.968,

분산설명력 17.887%로 나타났다. 각 변수 특성을 반영

하여 요인명을 ‘가족지향’으로 부여하였으며, 신뢰도는

0.661로 비교적 양호한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요인 3은

‘새로운 사람 만나기’, ‘취향 비슷한 사람 만나기’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였고, 아이겐 값 1.819, 분산설명

력 16.541%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명을 ‘관계지향’으로 부여하였다. 신뢰도는 0.697로

양호한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요인 4는 ‘건강증진’, ‘면

역력 증진’에서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였고, 아이겐 값

1.746, 분산설명력 15.876%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특

성을 반영하여 ‘건강지향’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고,

신뢰도 검증 결과는 0.818로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

을 보였다.

2) 음식선호 요인 추출

음식선호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 22개의 변수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추

출된 공통값이 낮은 5개의 변수를 제거하고, 총 17개의

변수를 분석하여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음식선호

요인에 대한 KMO값은 .868이며, Bartlett의 구성검정

치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제시되어 요

인 분석이 가능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요인의 총분

산비율은 63.996%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Eigen value)이 1.0이상, 요인적재치가 .50이상을 채

택하였고, Cronbach-α의 신뢰도 계수는 0.891로 적합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actor name Variable
Name

Factor value Eigen
value

Dispers
ion(%)

Cronb
ach-α1 2 3 4

Cooking
Health

Low salt .722 .319 -.045 .179

3.251 19.123 .829

Natural
seasoning .676 .123 .273 .160

Low fat .648 .425 .004 .268
Organic .640 .393 .161 -.051
Nutritional
balance .612 -.036 .320 .297

Ingredient
taste .609 .026 .409 .050

Material
Function

Herbal
medicine .108 .794 .068 .149

2.688 15.813 .774

Vegetable
diet .438 .694 -.008 .075

Functional
diet .143 .639 .238 .341

Fermented
food .162 .615 .458 .015

Local
Resource

Local recipe .090 .163 .790 .054

2.640 15.527 .771

Local
specialty .214 .006 .784 .202

Traditional
cuisine .092 .475 .648 .136

Season
product .480 .076 .545 -.045

Consume
Experience

Professional
chef .080 .069 .114 .880

2.301 13.533 .772Fine cuisine .080 .206 .163 .847
Diet .375 .171 -.022 .614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erimex with Kaiser normalization.a
Total explanatory variance (%) = 71.854, KMO=0.802, p=0.000

표 4. 음식선호에 대한 요인 분석
Table 4. Factor analysis for food preference

요인별 분석결과 요인 1은 ‘저염식’, ‘천연조미료’,

‘저지방식’, ‘친환경‧유기농’, ‘균형식’, ‘재료자체 맛’에서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였고, 아이겐값 3.251, 분산설명

력 19.123%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명을 ‘요리건강성’으로 부여하였고, 신뢰도는 0.829

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요인 2는 ‘한방약초’, ‘식

물성식단’, ‘기능성’, ‘전통발효식품’에 높은 요인 적재량

을 나타냈고, 아이겐값 2.688, 분산설명력 15.813%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명을 ‘재료

기능성’으로 부여하였다. 신뢰도는 0.774의 내적일관성

을 보였다. 요인 3은 ‘지역요리법’, ‘지역특산물’, ‘전통

요리’, ‘제철농산물’에 높은 요인 적재량을 보였고, 아이

겐값 2.640, 분산설명력 15.527%로 나타났다. 각 변수

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명을 ‘지역자원성’으로 부여하

였다. 신뢰도는 0.771의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요인 4

는 ‘전문요리사’, ‘고급요리’, ‘다이어트’에 높은 요인 적

재량을 보였으며, 아이겐값 2.301, 분산설명력 13.533%

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명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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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험성’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0.772의 내적일관

성을 보였다.

4.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1) 연구모형 설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여

가지향’, ‘가족지향’, ‘관계지향’, ‘건강지향’의 4개 요인

을 추출하였고, 음식선호 요인은 ‘재료건강성’, ‘음식건

강성’, ‘지역자원성’, ‘소비체험성’의 4개 요인이 추출되

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ure 1. Reset Research Model

2) 연구가설 설정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의 세부 요인과 음식선호의 세

부 요인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요리건강성

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1-1: 농촌관광의 여가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요

리건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1-2: 농촌관광의 가족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요

리건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1-3: 농촌관광의 관계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요

리건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1-4: 농촌관광의 건강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요

리건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재료기능성

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1: 농촌관광의 여가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재

료기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2: 농촌관광의 가족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재

료기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3: 농촌관광의 관계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재

료기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4: 농촌관광의 건강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재

료기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3.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지역자원성

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3-1: 농촌관광의 여가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지

역자원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3-2: 농촌관광의 가족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지

역자원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3-3: 농촌관광의 관계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지

역자원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3-4: 농촌관광의 건강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지

역자원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4.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소비체험성

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4-1: 농촌관광의 여가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소

비체험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4-2: 농촌관광의 가족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소

비체험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4-3: 농촌관광의 관계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소

비체험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4-4: 농촌관광의 건강지향요인은 음식선호의 소

비체험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5. 가설검증 결과

1) 요인간의 상관관계분석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 요인과 음식선호의 요인 간

의 관계에 대한 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 사이로 나타

나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

울수록 낮아진다.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

와의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 간의 방향성과 선형상관관계성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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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식선호 요인과 농촌관광 내재적동기 요인은 일

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음식선호의 ‘요리건강성’은 ‘여가

지향’과 0.211, ‘건강지향’과 0.221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재료기능성’은 ‘관계지향’과 0.405,

‘건강지향’과 0.288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지역자원성’은 ‘여가지향’과 0.209, ‘가족지향’과

0.373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

계지향’과는 –0.149로 부(-)의 관계가 있었다. ‘소비체

험성’은 ‘관계지향’과 0.225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Division Factor
name

M±
SD

Food Preference Intrinsic motivation
Cooking
Health

Material
Function

Local
Resource

Consume
Experience Leisure Family Relation Health

Food
Preference

Cooking
health

3.80±
0.86 1

Material
Function

3.83±
0.84 .000 1

Local
Resource

2.95±
1.03 .000 .000 1

Consume
Experience

3.13±
0.94 .000 .000 .000 1

Intrinsic
Motivation

Leisure 3.82±
0.86 .211** .097 .209** .042 1

Family 3.38±
0.91 .107 .033 .373** -.018 .000 1

Relation 4.05±
0.76 -.071 .405** -149** .225** .000 .000 1

Health 3.36±
0.96 .221** .288** .032 .041 .000 .000 .000 1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both sides)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ctors

[12,13]의 연구에서도 향토음식은 지역성이 강한 관

광 자원으로서 지역 방문 관광객에게 제공됨으로써 만

족도를 높이고 재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음식이 가지는 매력이나 선호도는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서의 다양한 체험 등의 적극적인 개입에 관

여하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고 하여 농촌관광과 음식

선호도는 중요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가설검증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의 관계에 대한

요인 간의 가설 채택여부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 번째 가설인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요리건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농촌관광 내재적동기 요인과 음식선호의 ‘요리건

강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여가지향’과 ‘건강지향’

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음식선호의 ‘요리건강성’은 저염식, 저지방, 천

연조미료, 친환경유기농, 재료자체 맛이 포함되어 있

고, 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여가지

향’은 스트레스 해소, 나를 돌보는 시간, 일상 해방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지향’은 건강 증진, 면역력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의 해방과 새로운 활력

및 건강 증진을 희망하는 농촌 관광객 대상의 음식은

저염식, 저지방식 및 천연조미료와 친환경 재료가 사

용된 음식 상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인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재료기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농촌관광 내재적동기 요인과 음식선호의 ‘재료기

능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관계지향’과 ‘건강지향’

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

었다. 음식선호의 ‘재료기능성’에는 한방약초, 식물성식

단, 기능성식품, 전통발효식품이 포함되었고, 이와 유

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된 ‘관계지향’은 새로운 사

람, 비슷한 취향 사람과의 만남이 포함되었으며, ‘건강

지향’은 건강 증진, 면역력 증진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

증진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관광객 대상으로는 한방약초와 식물성식단, 기능성식

품, 전통발효식품 등의 식재료가 사용된 음식 상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가설인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지역자원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의 요인과 음식선호의 ‘지역

자원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여가지향’, ‘가족지향’

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계

지향’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음식선호의 ‘지역자원성’에는 지역 요리법, 지

역 특산물, 전통요리, 제철 농산물이 포함되었고, 이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여가지향’은 스

트레스 해소, 나를 돌보는 시간, 일상의 해방감이 포함

되었으며, ‘가족지향’은 가족과 여가 시간, 낭만적인 경

험이 포함되었고, ‘관계지향’은 새로운 사람, 비슷한 사

람과의 만남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에서의 해방과 새

로운 활력을 위해, 가족과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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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 관광객 대상으로는 지역 농산물과 제철 농산

물을 사용하여 지역의 요리법으로 만든 음식 상품이

필요하며,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 관광객 대상으

로는 지역특산물로 만든 음식보다 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상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가설인 ‘농촌관광 내재적동기는 음식선호의

소비체험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농촌관광 내재적동기의 요인과 음식선호의 ‘소비

체험성’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관계지향’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음식

선호의 ‘소비체험성’에는 전문요리사, 고급요리, 다이어

트가 포함되었고, ‘관계지향’은 새로운 사람, 비슷한 취

향의 사람과의 만남이 포함되어 만남을 목적으로 한

농촌관광은 고급스러운 요리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음

식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농촌관광에 있어 휴식과 힐링, 건강증진

을 지향하는 관광객의 경우 건강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요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9]의 연

구에서 음식문화의 경험과 건강 지향이 방문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농촌에서 정신

적ž신체적 건강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 대상의 건강한

먹거리 중심 음식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관광

객은 지역의 향토요리나 제철 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

용한 요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8]의 연구에

서도 음식관광 자원 중 향토음식은 지역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부각시키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의 지

역 향토음식 상품은 농촌 관광 만족도 및 재방문의 효

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농촌관광 소비자는 기능성식품이나 한방약초

가 사용되는 요리나 체험적인 특별한 요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은 농촌관광 체험활동은 관광객들

에게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지

역의 고급음식, 친숙한 음식이 재방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28], 농촌관광 운영 시 이벤

트나 체험적 요소를 반영하고, 지역 식재료가 사용된

고급요리를 제공한다면 농촌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음식 상품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자원으로서[5], 그 지역만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음식 상품으로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그곳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향토음식으로 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 음식관광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12], 음식 관광 자체가 농촌관광의 직접적인 동기

가 되고 있으므로[25], 소비자의 심리적 욕구에 맞추어

농촌관광 상품과 함께 지역의 음식상품을 기획함으로

써, 농촌관광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

도한다면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의 지속

발전과 연계될 수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와 음식선호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표 6. 세부요인가설검증결과
Table 6. Detailed factor hypothesis test result

Hypothesis Result

(H1)
Cooking
health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oking health. Proportion

Leisure factors may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oking health. Accept

Family orientation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oking health. Reject

Relationship oriented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oking health. Reject

Health orientation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oking health. Accept

(H2)
Material
functionality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terial functionality. Proportion

Leisure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terial functionality Reject

Family oriented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terial functionality. Reject

Relationship oriented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terial functionality. Accept

Health oriented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material functionality. Accept

(H3)
Local
resources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cal resources. Proportion

Leisure direction factor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cal resources. Accept

Family orientation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cal resources. Accept

Relationship-oriented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cal resources. Accept

Health orientation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ocal resources. Reject

(H4)
Consumptio
n

experienc
e

Intrinsic motiv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nsumption experience. Proportion

Leisure direction factor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nsumption experience. Reject

Family oriented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nsumption experience. Reject

Relationship oriented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nsumption experience. Accept

Health orientation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onsumption experience. Re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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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의 방향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는 일상의 해방감이나 여

가시간 확보,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 증진 등의 심리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음식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제철 농산물 사용 등 지역의 특화된 음식

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촌관광의 지속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와 음

식선호 형태를 반영한 음식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관광 내재적동기 세부요인과 음식선호 세부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농촌관광

내재적동기 중 ‘여가지향’과 ‘건강지향’ 요인이 음식선

호의 ‘요리건강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고, ‘관계지향’

과 ‘건강지향’ 요인은 음식선호의 ‘재료기능성’과 유의

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가지향’, ‘가족지

향’ 요인은 음식선호의 ‘지역자원성’과 유의한 관련성

이 있고, ‘관계지향’과는 부(-)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관계지향’은 음식선호의 ‘소비체험성’과 유의한 관련성

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촌관광의 내재적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농촌

음식관광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의 내재적동기로 일상의 해방감과 여

가시간 확보 및 스트레스 해소, 활력 증진 등의 심리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농촌관광 프로

그램 및 음식 상품은 관광객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농

촌관광을 선호하는 대상은 일상에 지친 도시민인 경우

가 많으며, 도시민들의 여유를 즐기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농촌다운 환경과 먹거리 개선 및 대표 음식상

품이 발굴되어야 하며, 농촌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음식체험상품도 다양하게 기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특산물 및 제철 농산물 등 지역 특화 음

식을 선호하고 있고, 농촌의 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음

식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므로, 지역의 농‧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상품의 개

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관광

의 내재적동기 요인이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 지역

요리법 등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

역 음식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농촌관광은 일상을 벗어나고픈 도시 소비자에

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와 지역성, 전통성 등의 기반 자원

은 도시 소비자가 농촌에서 느끼고자 하는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도시 소비

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일을 꾸준히 진행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본연의 이미지를 구축

하고 알리는 일을 민ž관이 함께 협력하여 수행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은 농촌관광에 직접 참여하

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

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농촌

관광의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 유형과 음식선

호 유형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음식

상품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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