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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음성군은 산이 많아 역사 유적지인 산성이나, 사찰이 많이

존재하며 또한 넓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연 속

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저수지, 공원이 많이 생성되어 있

으며 휴양림과 산림욕장도 발달해 있다. 이와 더불어 음성품

바축제, 음성고추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큰 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음성군

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관관전략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전국의 잠재적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2021.06.21.∼2021.06.25.동안 웹기반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분

석하였다.

3. 연구내용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51.2%, 여성

48.8%였으며연령은 20대 19.6%, 30대 17.8%, 40대 21.4%, 50

대 22.8%, 60대이상 18.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미

혼은 31.2%, 기혼은 67.6%였다. 이중음성군을관광한경험이

있냐는질문에 34.4%만이 관광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음성군이 관광지로서의 인식이 크지 않으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음성군에서관광을했던경험자를대상으로무슨활동을하

였는지복수응답을받은결과자연자원에대한탐방이 54.7%

로 가장높았고, 다음으로식사및카페탐방이 49.4%로높았

다. 역사문화지탐방외에캠핑과농촌체험을많이하는것으

로 응답하였다. 성지순례를 했다는 응답도 있어 음성군이 가

진 다양한 특징의 관광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 관광 시 체류시간은 1일 이상이

29.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2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26.7%로 많아 관광으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앞서 설문결과와 같이 음성군이 가진 종교유적

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하다. 음성군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했을 때의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71.5%로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음성군에대한 관

광지로서의 인식은 낮지만 방문했을 때는 관광자원에 대해

높은만족도를보인다는의미로관광지로서의홍보의중요성

을시사한다. 향후관광을목적으로음성을방문할계획이있

냐는질문에 59.0%는 계획이있다고응답하였고계획이없다

는 응답도 41.0%로 높은 비율이었다.

음성군을방문하고싶지않은이유로는 ‘방문하고싶은관광

시설이없다’가 48.3%로 가장높았다. 또한 ‘방문해서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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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음성군의관광활성화를위해잠재적관광객 5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 결과음성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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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가 향후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관광자원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광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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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이 없다’도 32.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4. 시사점
음성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앞서 연구내용에서도 밝혔듯이

농업자원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음성군만의 개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