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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관광의 관계지속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분석

- 남성과 여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Factors Affecting the Relationship Continuity of Rural Experience Tour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Men and Wo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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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 influencing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revisit rural experience tourism. 181 men and women 

who had experienced rural experience tourism were surveyed in a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Some farming experience, life experience, cultural 

experience, and leisure experience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s representative programs of rural experience tourism, satisfaction and trust as 

mediated variables, and relationships as dependent variables. Here, the relationship is regarded as a variable representing the intention to revisit. When 

performing multi-group path analysis by separating men and women, both men and wom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in the 

Leisure experience→Satisfaction path and the Trust→Relation path. In addition, the path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wome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men were Farm experience→Satisfaction path, Farm experience→Relation path, and 

Leisure experience→Relation path. In addition, the paths tha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men,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women were 

Culture experience→Satisfaction and Trust→Satisfaction. According to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revisit, both men and women 

should consider leisure experience. And men should emphasize farming experience, while women should emphasize cultural experienc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further subdivide leisure experience, farming experience and cultural experience for the region.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only 181 people. More large-scale research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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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한국의 농촌은 소멸의 과정 속에 있다. 이농 및 고령

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노동력 부족, 

지역의 경제 성장 감소 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Park et al., 2016).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라는 농촌의 생명력

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om et 

al., 2016). 이러한 시도들 중 농촌체험관광은 농민의 경제적 

소득창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여가를 통해 힐

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 · 농 간 상생하는 방법

이 될 수 있다. 농촌체험관광에서 농촌은 도시에 대비되는 개

념으로 특징은 자연이라는 환경에 있다. 즉, 농촌체험관광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Hill et al., 1996). 국립공원, 

야생지역, 산, 호수, 문화적 장소 등은 대부분 농촌과 관련된 

지역이다 (Okech, Haghiri, & George, 2015).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세계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elfer (2014)는 점점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야외로 나가려 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농촌관광

의 숙박 베드수가 2000개 남짓하였지만, 2008년에는 1만1천

개가 넘어섰다 (Loureiro, 2012).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농촌

체험관광이 다수 시도되어 관광객 수는 2017년 1,050만 명에

서 2019년 1,307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RDA, 2016). 그러나 

농촌체험 마을의 방문 횟수는 1회가 79.9%로 절반을 넘고, 

2회 방문 13.4%, 3회 방문 6.7% 등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

다. 이것은 다시 찾고 싶은 농촌의 이미지 구축이 성공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RDA, 2017). 특히 최근 COVID-19 발발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농촌관광도 예외는 아니다. 농

촌체험관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찾고 싶은’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Jeong (2011)은 민속 · 전통체험과 농촌체험을 공유하는 농

촌마을을 대상으로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로 신기성을 제시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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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방문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속성을 주

목하고 있다 (Kim, 2015; Choi et al., 2014; Song, and Yoo, 

2020). Kim et al(2011)은 재방문 의사를 알기 위해서는 농촌

체험마을 방문객 선택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

다. 즉, 농촌체험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농촌체험 프로그

램에는 영농체험, 생활문화체험, 교육체험, 오락체험, 심미적 

체험 전통음식체험, 자연생태체험, 수확체험,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다 (Yoo, 2019; Mcgehee and kim, 2004; Seong and 

Lee 2014; Pine and Gilmore, 1998; Hwang, 2015; Becken et 

al., 2003; Kellier, 1993; Helliet et al., 2003; Kim, 2012).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라는 심리적 

특성이 ‘지속적인 관계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보고되

었던 선행연구들은 재방문 행동의도에 미치는 요인과 속성 

또는 심리적 영향이 각각 분리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재방

문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내용별 확인과 함께 개별프로그램들 그리고 이들 만족과 신

뢰라는 심리적인 특성이 재방문하는 핵심속성인 관계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체험관광을 

구성하는 개별프로그램들을 영농, 생활, 문화, 레저의 4개 하

위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개별프로그램이 방문객의 심리적 

특성인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만

족과 신뢰가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였다. 여기

서 관계성에 주목한 이유는 재방문 의도를 대신하는 속성으

로서 가능하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남

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남 · 녀 평등은 이

익의 분포나 책임과 같은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평등과 별개로 

성에 근거한 차이는 유전자, 호르몬, 해부학, 생리학과 같은 

생의학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성격특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영역 등에서 많은 보고가 있어왔다 (Kawachi, et al., 1999). 

예를 들어 성격 5요인에 근거한 성격 특성비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친화성과 신경증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성실성과 외향성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며 개방성은 차이가 

없었다 (Feingold, 1994).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농촌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체험관광을 경

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Mplus 통

계 프로그램으로 경로분석을 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농촌체험관광의 4개 프로그램: 영농체험, 문화체

험, 생활체험, 레저체험

농촌체험관광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환경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 보존하고, 농촌 주민과 도시민 간 교류 활동

을 연결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o, 2018). 이를 통해 도시

인들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소득창출이 가능하다 (Kang et al., 2020). 

Park et al. (2018)에 의하면 2017년에 도시민의 25%가 농촌체

험관광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로 해외관광이 제한되면서 관광객

들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농촌체험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요자들의 눈높이

와 관광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농촌체험관광의 내용들도 다변

화되고 있다 (Go, 2018). 이에 부응하여 농촌체험관광에는 다

양한 자원들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농촌체험프로그램들이 개

발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농촌관광 방문객들의 욕구

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 (McGehee and Kim, 

2004). Becken and Frampton (2003)은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자연 오락, 수상체험, 공중활동, 모험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리고 Kim (2012)은 농촌체험관광 요인을 생활체험, 자연생태

체험, 문화체험, 야외활동체험, 농촌생활체험 등으로 구성하

였다. Seong and Lee (2014)는 농촌체험관광의 체험유형을 영

농체험, 문화예술체험, 농촌생활체험, 건강육성체험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심미적 체험, 일탈 체험, 교육

체험, 오락체험, 자연생태체험, 문화체험, 생활체험, 영농체험 

등이 농촌체험관광의 중요 체험유형으로 분류된다. 연구자에 

따라 표현되는 용어는 다소 다르지만 보고된 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영농체험과 생활체험, 문

화체험, 레저체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ong 

and Lee (2014)의 연구에서 표현되는 영농체험, 문화예술체험

은 문화체험으로, 농촌 생활체험은 생활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Hwang, 2015). 그리고 Choi et al. (2014)의 오락적 체험

은 레저체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체험관광의 4가지 체험인 영농체험, 문화체험, 생활체

험, 레저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는다. 첫째, 영농체험

은 농사짓는 기법이나 농촌의 활동들과 연관된 체험들이다. 

둘째, 생활체험은 농촌 지역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상을 

주민과 고객이 연계하여 체험하는 활동이다 (Lee, 2015). 농촌

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은 농촌다움의 옛 향수를 느끼며 여가

를 즐길 수 있다. 생활체험은 농촌의 실생활에서 정신적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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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농촌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휴양 휴

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im, 2012). 셋째, 문화체험은 농촌

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해 지식

을 습득하고 고유한 옛 습관들을 체험하는 활동이다. 농촌과 

관련한 문화체험 활동에는 농촌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사체

험, 수확체험, 풍습 체험과 전통토속음식 체험, 전통한옥에서

의 숙박 체험, 농촌의 돌담길, 걷기 체험 등 농가 생활과 밀접

한 활동과 전통문화체험을 하는 문화유적탐방체험과 전통놀

이 체험 그 외 축제 및 이벤트행사 등이 있다 (Kim and Yoo, 

2010). 넷째, 레저체험은 활기차고 동적인 모험을 하는 스포츠

의 일종이며,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오락적 활동들이다 

(Kim and Yoo, 2010). 레포츠 체험은 농촌에서 관광객들이 

즐겁고 스릴 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짚라인이나 모터보트, 

번지점프 등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쾌한 경험으로 심적 육체

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체험이다 (Jeong, 2019). 이러한 농촌의 

4가지 체험 요소는 모두 방문객의 재방문이라는 지속성을 유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경제적 · 사회적 측면

에서 농업과 농촌을 모두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으

로 볼 수 있다 (Lee et al., 2009). 특히 최근에는 방문객의 즐거

움을 자극하여 재방문 의도를 높이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Hwang, 2015). 농촌이라는 공간을 방문한 도시민들은 영농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신선하고 친환경적 먹거리를 시음해

보고 농 · 특산물품 등을 구매하여 만족하고 신뢰한다면 (Lee, 

et al., 2009),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은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색적인 생활체험이 심

적 충족과 신체적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농촌체험관광의 고

객은 지속적 참여 의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Choi et al., 2014).

2. 농촌체험관광 고객의 신뢰와 만족

산업화 과정에서 상품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졌으며, 경제 

수준의 향상과 함께 보다 세분화되어 다양한 기호들을 충족

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

서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고객 만

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Oliver (1980)는 고객이 경험

한 상품의 결과에 대한 지각된 수준의 비교로 만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즉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긍정적 일치로 만족

도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기대보다 지각된 성과가 낮으면 

부정적 불일치로 만족감은 낮아지게 된다. Baek et al. (2017)

은 경험자의 기대 욕구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만족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분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족의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들에 의하면 만족의 개념과 이

론은 방문자, 소비자, 관광객 등 연구 대상마다 그리고 연구방

법마다 차이가 난다. Jo and Lee (2015)은 농촌체험관광에 참

여한 사람들의 만족은 차별화된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 Park et al. (2018)은 농촌체험관광의 만족은 

일상탈출 요인과 매력, 편의시설 및 관광상품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Nam (2020)은 소비자의 마음점유율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고객의 욕구 충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고객 만족 

접점 (customer interface)이라고 가정하였다. 고객 만족 접점

은 소비자가 상품과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고, 고객 관리의 

시작이자 종점이고, 고객 만족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고객 만

족 접점에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한다면 고객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Yoo, 2019). 고객 만족 과정에서 

신뢰라는 요소도 중요하다. 신뢰는 마케팅에서 정직하고 호

의적으로 자신의 거래 파트너를 믿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신

의 파트너가 약속을 잘 지키며,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파트너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Anderson and Narus, 1990; 

Robert et al., 1987; Mayer et al., 1995). 신뢰는 통제력의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거래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

로 상대를 기만하지 않으려는 긍정적 행동이다. 농촌 체험프

로그램은 농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무형의 상품이며, 생산

과 소비가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수요의 가변성이 높기에 농

촌체험관광에서 신뢰는 특히 중요한 개념이자 마케팅의 핵심

적 요소가 될 수 있다 (McCole, 2002).

3. 농촌체험관광 고객의 관계지속성

농촌체험관광에서 관계지속성은 소비자가 특정 지역과 관

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계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재방문에 결정

적 요소가 된다 (Seo, 2017). 이에 관계지속성은 고객이 서비

스 제공자와 처음 거래하고 고객이 만족한 후 나타나는 심리

적 상태이다. 즉, 고객이 운영자를 신뢰하고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Park et al., 2015). Jo and Dong 

(2019)은 운영자가 고객이 원하는 기대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면 고객은 운영자를 신뢰하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

이라고 하였다. 고객이 신뢰성과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관계지속성도 완성할 수 있다 (Feras, 2011). 

Whitener et al. (1998)은 관계지속성 유지에서 신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축적된 고객 신뢰는 농촌관광

의 기능을 강화하고 굳힘으로써 잠재 고객의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Buhal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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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을 하였다 (Table 1). 설문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는 농촌체험관

광의 핵심적 프로그램인 영농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레저

체험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는 만족과 신뢰를, 그리고 종속변

수는 관계지속성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관계 지속성은 재방

문 의도를 의미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류이다. 영농체험, 생활체험, 문화

체험, 여가와 레저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영농체험은 ‘농촌활동에서 수행되는 일반

적인 농업 활동을 통한 체험’을, 생활체험은 ‘농촌활동과 자연

환경을 통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농촌의 생활체험’을, 문

화체험은 ‘농촌활동이라는 특수성에 적합한 농촌 문화 활동의 

체험’을, 레저체험은 ‘농촌활동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산악, 오

락, 모험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의미한다.

만족은 ‘농촌체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과 기대에 대한 부응 

정도’로 정의하였고, 신뢰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자와 서비스에 대한 믿음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리

고 관계지속성은 ‘농촌체험 마을에 대한 재방문과 지속적 이

용과 추천과 홍보의 의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맞는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Pine and Gilmore 

(1998), Becken et al., (2003), Hwang, (2015)의 내용을 참고하

였다. 조작적 정의에 맞게 영농체험 5문항, 생활체험 5문항, 

문화체험 7문항, 레저체험 5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그리고 만족은 Kellier (1993), Helliet et al. (2003)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4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신뢰

는 Morgan and Hunt (1994), Palmatier et al. (2009)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관계지속

성은 Maleoha and Narayandas (1995)와 Park et al. (2015)의 

연구내용을 근거로 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의 측정은 Likert 7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1점의 ‘매우 아

니다’에서 4점의 ‘보통’, 7점이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

수록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

정도구의 총 문항 수는 37문항이며, 이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

도를 크론바하 알파로 확인하였을 때 모두 0.7 이상의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 측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농촌체

험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2020년 12월 01일부터 2021년 

01월 15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일부는 인터넷을 통

해 모집하여 인터넷의 구글 설문지로, 나머지 일부는 지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받았다. 200부 

중 불명확한 설문지 19개를 제외하고 181개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통계는 경로 분석 Mplus Ver. 8.1을 이용하였다. 이외에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등은 SPSS Ver. 23을 이용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

Variable Property Frequency (%) 　Variable Property Frequency (%)

Gender
Male 93 (51.3)

Occupation

Profession 16 (8.0)0

Female 88 (48.6) Office worker 48 (26.5)

Age

Under 25 9 (4.9)0 Service 46 (25.4)

26-30 years old 20 (11.0) Self-employMent 41 (22.7)

31-40 years old 41 (22.6) Housewife 24 (13.3)

41-50 years old 47 (25.9) Etc 6 (3.3)0

50 older 64 (35.3)

Area

Seoul 8 (4.4)0

Marriage
Married 132 (72.9) Gyeonggi-do 39 (21.5)

Single 49 (27.0) Gyeongsang-do 11 (6.1)0

Education

High school 60 (33.1) Jeonla-do 14 (7.7)0

College graduate 25 (13.8) Chungcheong-do 109 (60.2)

College graduation 84 (46.4)

Graduate graduation 8 (4.42)

Etc 4 (2.21)

　Total 181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status of surve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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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의 관계

를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들의 인과관계

와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 93명 (51.3%), 여성 88명 (48.6%)

으로 거의 같은 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51세 (35.3%) 이상

이 가장 많았고, 기혼자가 132명인 72.9%로 가장 많았다. 학력

은 대학 졸업자가 46.4%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Table 1).

2.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를 크

론바하 알파로 구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크론바하 알

파 값이 0.7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3.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요인들과 만족, 신뢰, 관계지속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3). 가장 높은 

평균 수치는 ‘신뢰’로서 5.171 (S.D=.727)였다. 그리고 가장 

낮은 평균은 레저체험으로 4.704 (S.D=.982)이었다. 그리고 

모든 변수들의 왜도는 절대값 1, 첨도는 절대값 1 미만으로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4. 요인들의 상관관계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요인들과 만족, 신뢰, 관계지속성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Pearson 적률상관 분석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5. 영농, 생활, 문화, 레저가 신뢰와 만족을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농촌체험관광의 내용인 영농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레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Farming 2.25 7 4.786 0.999 0.105 -0.344

Life 1.75 7 4.946 0.905 -0.328 0.332

Culture 2.25 7 4.717 0.879 -0.194 0.317

Leisure 1.00 7 4.704 0.982 -0.185 0.596

Satisfaction 2.25 7 4.921 0.923 -0.412 0.753

Trust 2.86 7 5.171 0.727 -0.362 0.935

Relationship 1.00 7 5.008 0.907 -0.900 1.819

Table 3 Mean and standard variation for program factors and satisfaction, trust, and relationship continuity

Variables Number Cronbachs’ a

Farming 5 0.770

Life 5 0.763

Culture 7 0.718

Leisure 5 0.719

Satisfaction 7 0.830

Trust 4 0.828

Relationship 6 0.748

Total 39

Table 2 Internal reliability of measuring instrument items

Variable 1 2 3 4 5 6 7

1. Farming 1

2. Life 0.460*** 1

3. Culture 0.544*** 0.474*** 1

4. Leisure 0.234*** 0.377*** 0.494*** 1

5. Satisfaction 0.403*** 0.461*** 0.520*** 0.622*** 1

6. Trust 0.463*** 0.444*** 0.440*** 0.474*** 0.647*** 1

7. Relationship 0.368*** 0.329*** 0.487*** 0.386*** 0.565*** 0.654*** 1

**p<.01, ***p<.001

Table 4 The calibrated HSPF model parameter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between program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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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험이 방문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 이때 남성과 여

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많은 영역에서 남

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우선 만족에 대한 체험

들의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영농체험이 만족에 미치는 경로 

(영농체험→만족)에서는 남성이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156± 

0.079, 유의확률 p=0.0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남성의 경우 영농체험이 1만큼 수

치가 증가하면 만족은 0.156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즉, 

여성은 농촌생활체험에서 영농이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가 만족에 미치는 경로 (문화 

→ 만족)에서는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

의 경우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445±0.126 (p<0.00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에 문화체험이 1만큼 증가하면 만족은 0.445만큼 증가한

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신뢰에 대한 체험들의 효과를 확인하

였을 때 비표준화 경로계수는 남성이 0.127±0.063인 반면 여

Dependent 

variables
ath Sex

No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ignificance 

probability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Significance 

probability

Satisfaction

Farm experience 

→Satisfaction

Male 0.156±0.079** 0.049 0.173±0.088 0.049

Female -0.100±0.095** 0.293 -0.092±0.088 0.294

Life experience→Satisfaction
Male 0.030±0.099** 0.762 0.026±0.087 0.762

Female 0.048±0.086** 0.576 0.046±0.083 0.576

Culture experience 

→Satisfaction

Male 0.000±0.114** 0.997 0.000±0.090 0.997

Female 0.445±0.126** 0.000 0.339±0.095 0.000

Leisure experience 

→Satisfaction

Male 0.632±0.105** 0.000 0.572±0.088 0.000

Female 0.261±0.083** 0.002 0.248±0.079 0.002

Trust

Farm experience→Trust
Male 0.127±0.063** 0.045 0.197±0.097 0.043

Female 0.230±0.102** 0.024 0.259±0.113 0.022

Life experience→Trust
Male -0.003±0.081** 0.968 -0.004±0.099 0.968

Female 0.175±0.093** 0.059 0.205±0.108 0.057

Culture experience→Trust
Male 0.161±0.091** 0.078 0.178±0.100 0.076

Female 0.031±0.139** 0.824 0.029±0.129 0.824

Leisure experience→Trust
Male 0.345±0.078** 0.000 0.437±0.093 0.000

Female 0.294±0.086** 0.001 0.341±0.097 0.000

Relationship

Farm experience→Relation
Male -0.124±0.055** 0.024 -0.227±0.100 0.024

Female 0.054±0.079** 0.496 0.072±0.106 0.496

Life experience→Relation
Male 0.194±0.068** 0.004 0.281±0.096 0.004

Female -0.137±0.071** 0.052 -0.193±0.099 0.052

Culture experience→Relation
Male 0.224±0.078** 0.004 0.293±0.100 0.003

Female 0.188±0.111** 0.089 0.209±0.123 0.088

Leisure experience→Relation
Male -0.184±0.084** 0.029 -0.276±0.125 0.028

Female 0.011±0.072** 0.878 0.015±0.100 0.878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Trust→Satisfaction
Male 0.190±0.127** 0.136 0.135±0.091 0.136

Female 0.530±0.097** 0.000 0.434±0.078 0.000

Satisfaction→Relation
Male 0.183±0.071** 0.009 0.304±0.115 0.008

Female 0.082±0.087** 0.347 0.120±0.128 0.346

Trust→Relation
Male 0.311±0.088** 0.000 0.368±0.101 0.000

Female 0.461±0.092** 0.000 0.553±0.104 0.000

**p<.01

Table 5 Paths and path coefficients of influences of farming, life, culture, and leisure on relationships mediated by trust and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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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0.230±0.102였고 유의확률은 p=0.022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레저에 대한 체험들의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비표준

화 경로계수는 남성이 0.345±0.078인 반면 여성은 0.345± 

0.078이었으며, 유의 확률은 p<0.001로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남

녀비교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관계에 대한 체험들의 효과

이다. 여성은 제외하고 남성에서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영농체험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영농체험→관계) (-0.124±0.055, p=0.024), 생활체험이 

관계에 미치는 경로 (0.194±0.068, p=0.004), 문화체험이 관계

에 미치는 경로 (0.224±0.078, p=0.003), 레저체험이 관계에 미

치는 경로 (-0.184±0.084, p=0.028)의 4개 경로 모두에서 남성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어서 신뢰가 

만족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여성만, 만족이 관계에 미치는 경

로에서는 남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신뢰가 관계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able 5).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인 R²은 만족의 경우 남

성이 0.553, 여성이 0.683이었으며, 신뢰는 남성이 0.418, 여성

이 0.433, 관계는 남성이 0.434, 여성이 0.546으로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6).

본 연구에서 만족과 신뢰는 매개변수로 설정이 되었으며, 

이들 매개변수를 통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인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7). 분석결과 남성의 경우 레저

가 만족을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경로 (레저→만족→관계) 

(비표준화 경로계수 0.116±0.049, p=0.017)와 레저가 신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경로 (레저→신뢰→관계) (0.107±0.039, 

p=0.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 (간접효과)를 보이

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은 영농이 신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

는 경로 (영농→신뢰→관계)와 레저가 신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경로 (레저→신뢰→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

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외의 경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Variable Sex R2

Satisfaction
Male 0.553

Female 0.683

Trust
Male 0.418

Female 0.433

Relationship
Male 0.434

Female 0.546

Table 6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dependent variables

Path Sex
Non-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Probability 

of 

significance

Farm→Satisfaction→

Relation

Male 0.029±0.018** 0.116

Female -0.008±0.012** 0.483

Life→Satisfaction→

Relation

Male 0.006±0.018** 0.764

Female 0.004±0.008** 0.631

Culture→Satisfaction

→Relation

Male 0.000±0.021** 0.997

Female 0.037±0.040** 0.363

Leisure→Satisfaction

→Relation

Male 0.116±0.049** 0.017

Female 0.021±0.024** 0.368

Farm→Trust→

Relation

Male 0.040±0.023** 0.080

Female 0.106±0.052** 0.039

Life→Trust→Relation
Male -0.001±0.025** 0.968

Female 0.081±0.046** 0.077

Culture→Trust→

Relation

Male 0.050±0.032** 0.114

Female 0.014±0.064** 0.824

Leisure→Trust→

Relation

Male 0.107±0.039** 0.006

Female 0.136±0.048** 0.005

Farm→Trust→

Satisfaction→Relation

Male 0.006±0.005** 0.297

Female 0.001±0.006** 0.829

Life→Trust→

Satisfaction→Relation

Male 0.000±0.003** 0.968

Female 0.008±0.009** 0.405

Culture→Trust→

Satisfaction→Relation

Male 0.006±0.005** 0.297

Female 0.001±0.006** 0.829

Leisure→Trust→

Satisfaction→Relation

Male 0.012±0.010** 0.215

Female 0.013±0.014** 0.371

**p<.01

Table 7 Results of indirect effects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Fig. 1 Result of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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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매개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Fig. 1).

Ⅴ.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방

문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분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60.2%는 충청도 거주인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가 21.5%

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도 거주인과 경기

도인의 의사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70% 정도가 

대학재학 이상이었으며, 50세 이상은 35.3%였다. 즉, 본 연구

는 향후 인구사회학적으로 보다 세분하여 분석, 비교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는 모두 0.7 이상 

0.9 이하로 양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척도가 반복하여 사용되고 다른 연구들 간에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측정된 요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치는 신뢰로 5.1을 나타내었는데 이어서 관계가 5.0으로 뒤

를 이었다. 만족은 4.9를 나타내었는데, 전반적으로 신뢰와 관

계, 만족이 유사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왜도

에서도 모두 절대값 0.5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서 평균값들의 

고른 분포를 알려주고 있어서 이들 값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

이고 있었다. 

넷째,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만족과 신뢰 

(상관계수 r=0.647), 만족과 관계 (r=0.565), 신뢰와 관계 

(r=0.654)로 이들 세 요인의 관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 (+)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이 세 요인이 상호 인과관계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영농, 생활, 레저, 문화 

사이의 관계에서 문화와 영농은 상관계수 0.544로 높은 수치

를 보였으나 문화와 레저는 0.234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문화와 영

농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반면 문화와 레저의 연결은 지

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남성 방문자의 경우 영농체험과 레저체험이 유의

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 방문자는 문화체험과 

레저체험이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즉, 남성 방문자는 영농체

험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여성 방문자는 영농

보다는 문화체험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 방문자나 여성 방문자 모두 레저체험이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표준화 경로계수가 

0.248±0.083인 반면 남성은 0.572±0.088로 여성에 비해 남성

이 2.3배 정도 만족도가 높았다. 레저체험의 중요성은 신뢰의 

경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신뢰는 남성과 

여성 모두 레저체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농촌체험관광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레저체험이 중요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체험

관광의 전략을 설계함에서 향후 레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

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농촌관광

을 경험한 방문객들이 원하는 레저의 종류와 수준, 그리고 관

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

정에서 보다 세분화된 레저체험마다의 특성들이 드러날 것으

로 사료된다.

여섯째, 남성은 생활체험과 문화체험, 레저체험이 관계 즉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여성 방문자는 관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즉, 남성은 

체험 자체가 재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여성은 체험 자체

만이 아닌 어떠한 매개요소를 통해서 재방문이 가능해진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간접 경로분석을 통해 설명이 되었다.

일곱째,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남성은 레저가 만족을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경로 (레저→만족→관계)와 레저가 신

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경로 (레저→신뢰→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성은 레저체험이 만족과 신뢰를 주

고 다시 만족과 신뢰는 재방문 의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

한다. 반면 여성은 영농이 신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경로 

(영농→신뢰→관계)와 레저가 신뢰를 매개로 관계에 미치는 

경로 (레저→신뢰→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여성은 영농체험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통해서 

재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과의 공통점은 레저체험

이 신뢰를 통해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남성 방문객과 여성 방문객을 재방문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저체험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남성은 영농체험을 여성은 

생활체험을 중심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방

문객들이 희망하는 레저체험의 종류를 보다 세분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레저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역적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바다나 강에 가까운 농촌과 산이나 들판의 

농촌에서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레저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농체험, 생활체험 들에서도 보다 다양한 

종류별로 수준별로의 세분화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문화체험은 재방문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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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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