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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휴양림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 자연과 가장 가까이에서 휴식과 심신의 안정, 주변인들과 친목 도모를

위한 좋은 시설 중의 하나다. 국내 자연휴양림은 1988년을 시작으로 2006년 말 현재 123개소가 지정 고시될 정도로

급격한 증가가 있어 왔다. 이처럼 양적인 증가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만족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양

적인 팽창에 비례하여 질적인 이용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본 연구는 2007년 11월에 신설 개

장한 구미 옥성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여러 속성들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설문 분석은 물리적 분야, 심리적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통하여 만족도 모

형을 구축하였다. 물리적 분야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큰 만족도를, 심리적 분야에서는 내적휴양요인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용자 만족도 모형을 통하여 향후 있을 자연휴양림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작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절하고 수준 높은 휴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user satisfaction model using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urvey on various factors which decide users' satisfaction index of OK-SUNG Recreation Forest

located in Gumi-city, Kyungbuk (newly opened on Dec, 26, 2007) and to suggest the right operation plans

referring to the studies on existing recreation forest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using behavior of

recreation forests reported similar pattern to existing researches such as companion pattern, duration of status,

ages and costs. The result of construction regression model after dividing of using behavior of recreation forests

into two sections, which are physical sector and mental sector, showed that recreation environmental factor and

inner recreation factor influenced more highly on satisfaction index. This result showed that the recreation factor,

which is for obtaining mental satisfaction and friendship among companions, nature friendly factor and

environmental factor more highly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index and the existing studies also support this

result. Therefore, in order to offer higher standard recreation opportunities to the users, there needs consideration

not only concerning experience facilities, walks and paths up a mountain, but also concerning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facil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offer comfort and stableness in body and mind to users,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train the staff to offer better service and to maintain the facilities of recreation

forest peaceful and 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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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대, 중세, 근, 현대까지 최상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가와 휴식의 개념은 다음 생산 활동

을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는 다음 노동을 위한 준비의 개념보다는 자기 자신의 발

전과 심신의 안정 및 휴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질적, 정신적 차원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오염과 주 5일제 근

무 등 여가시간 증대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만끽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불

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림의 주 기능 중 공

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산림의 공익적 기

능 중 산림 휴양수요를 충족시키는 부문이 산림 서비스

부문이라 할 것이다(산림청, 2007).

이처럼 사회적 공익의 차원에서 제공 되어지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특히 자연과 가장 친밀히 휴식과 심신의

안정, 주위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 등 관광 레저를 즐

길 수 있는 좋은 시설 중의 하나가 자연 휴양림이다. 국

내 자연휴양림은 1988년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시작으

로 2006년 말 현재 123개소가 조성, 운영될 정도로 국

유, 공유, 민간 휴양림의 설립개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의 조성이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

자 중심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 휴양림의 양

적인 증가에 비해 질적인 변화는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

다. 또한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은 그 휴양림

이 가진 지리적,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

도 자연휴양림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

림 설계기준에 의거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의 접근,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의 접근, 하드

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접근 등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송은주, 2003).

본 연구는 2007년 11월 26일 신설 개장한 경북 구미

시 소재 옥성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이용자에 대한 만

족도를 결정하는 여러 속성들을 알아보고, 요인, 회귀 분

석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모형을 구축하여, 기존의 설립,

운영되고 있는 휴양림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향후 바람

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휴

양림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모형식 구축으로 신설 휴

양림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작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을 제시하고,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가장 적절하고

수준 높은 휴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은 1988년 유명산 자연휴양림의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후 임학, 조

경학, 관광학을 중심으로 이용 동기, 이용행태, 시설물 배

치방법, 이용자 만족도 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

다. 초기의 단편적, 기술적 연구에서 최근에는 시설배치모

형, 만족도 모형, 가격차별화 전략 등 여러 학문과 교류되

어 휴양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은주(2003)는 자연휴양림의 이용특성과 여가행태 분

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김통일(2002)은 인터넷

설문을 통한 자연휴양림 수요예측 연구에서 Box-Jenkins

법과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2007년에는 자연휴양림의 수

요가 자연휴양림의 수용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최동성(2003)은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해서 인터넷을 통

한 자연휴양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태도가 구매의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서주한(2003)

은 도시근교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 및 만족도 연구에서

그림 1. 옥성자연휴양림위치(구글어스자료). 

그림 2.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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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시설물, 관리 및 이

용체계, 자연환경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김문성(2002)은 산림휴양정책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를

하여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은 자연휴양림 시설을 용량

이 부족하게 설계하였거나 시설의 노후화라고 정의 하였

다. 전경수 등(2002)은 자연휴양림 마케팅 전략수립에 관

한 연구에서 방문객의 이용만족을 돕고 재방문을 유도하

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우

선하고 다양한 이용객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 수집하

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전략을 도입 운영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인 구미 옥성 휴양림은 경북 구미시 옥

성면 주아리 산 145-1번지 일대 형제봉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53이다(표 1). 구미와 직선거리로 약 7 km

정도 거리이며 인근의 대구광역시와는 약 40 km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주요 시설로는 숲

속의 집 10동, 야영데크장 65동, 등산로, 산책로, 야외 화

장실, 취사장, 음수대등의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07년 11월 26일에 개장하였다. 주변 관광지로는 낙산리

고분군, 안계 하위지선생 위허비, 금오서원, 도리사, 동락

공원, 금오산 등이 있다. 대구 및 구미 인근에 위치하고 있

어 많은 배후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설 자연휴양림

이어서 시설도 깨끗하고 양호한 편이다. 위치는 산간에 위

치하지 않고 국도변 인근에 위치하고 해발 또한 높지 않

아서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의 동반이용에도 편리한 점이

있다. 

옥성 자연휴양림의 운영주체는 구미시이며 계절별 시

설로는 사방댐을 이용한 겨울철 얼음동산이 있으며, 야생

초화류 동산과 치료의 숲길을 조성 중에 있다. 구미공단

인근의 가족용 휴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어서 타 지

역으로 이동하여서 휴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휴양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신설 자연휴양림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은 2차

에 걸쳐 진행 하였으며, 개장 이후 휴양림이 운영되기 시

작한 3-4개월 후인 2008년도 2월에서부터 3월 초까지 1차

로 80부를 설문하였고, 성수기인 7, 8월에 2차 설문하여

178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의 순서는 옥성자연휴양림 설문

을 위한 사전답사와 예비설문, 본 설문 등의 순서로 진행

하였다.

예비설문은 조경학과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예비설문의 변수로는 강기래(2007)의 자연 휴

양림숙박시설 만족도 모형연구, 전형석(2003)의 도시근교

형 자연휴양림의 이용특성분석, 송은주(2003)의 자연휴양

림의 이용특성과 여가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등을 참조하

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조사사항으로는 휴양림의 위치, 시설 현

황, 주변 관광지 등을 문헌, 인터넷, 전화를 통하여 정리하

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전 미리 답사하여 시설 및 등산로

등을 살펴보고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용객 성향 및 설

문 일정 등을 조정하였다. 설문 대상은 주말, 주중에 옥성

그림 3. 수변데크 및 산책로. 

그림 4. 숲속의 집.

표 1. 조사대상지현황. 

개장년도 위 치 면 적 보유시설 근무 인원

2007. 11. 26  경북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산145-1번지

153 ha  숲속의 집 10동, 야영데크 65동
 등산로 산책로, 저수지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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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을 방문하거나 숙박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무작위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58부 중 불완전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24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변수의 종류는 휴양림이용객의 인문 사회적

항목과 이용 행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성별, 연령, 가

족 구성원 수, 근무형태, 자연휴양림 이용횟수, 이용인원,

자연휴양림 체류기간, 희망 체류기간, 경비, 비용 부담정

도, 동반자 유형, 휴양림 정보 습득경로 등 12개 항목과 휴

양림 방문 동기와 선택기준 등의 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

를 이용한 휴양림의 물리적, 심리적 만족도를 측정하여 회

귀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은 개별 대면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 작성 방

법 등을 설명하고 개인 신상질문을 철저히 배제하여 작성

해서 설문에 진실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설될 예정에 있거나 개설된 휴

양림의 시설 및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설문 분석의 순서는 이용객의 일반적 특성을 알 수 있

는 이용행태적 고찰과 방문동기, 휴양림 선택기준의 순서

로 진행하였다. 설문의 신뢰도 측정은 문항 상호간에 어

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척도

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내적 일관성지수인 크론바하 알파

(ch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다. 검정된 신뢰도를 바

탕으로 한 요인 추출 방법은 변수들을 요인들의 선형결합

으로 가정하는 주성분 분석법이며 요인회전 방법은 직각

회전 방식 중 요인, 행열의 열(column)의 분산의 합계를

최대화함으로써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는 베리맥스법

(verimax)을 적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도구는 SPSS 10.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이용행태적 특성

2007년 11월 27일에 개장한 옥성 자연 휴양림의 이용권

역은 주로 구미, 선산, 김천, 대구 등 인근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구미 공단지역에 거주하

는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

성 자연 휴양림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 체류 기간은 1박

표 2. 이용행태적 특성.

항 목 구분 빈도 비율(%)

성 별
여성 103 42.6

남성 139 57.4

연 령

20대 51 21.1

30대 102 42.1

40대 52 21.5

50대 26 10.8

60대 11 4.5

구성원 수

2명이하 23 9.5

3명 41 16.9

4명 105 43.4

5명 51 21.1

6명이상 22 9.1

근무 형태

주5일 127 52.5

주6일 27 11.2

자유직 56 23.1

기타 32 13.2

이용 횟수

처음 81 33.4

1-2회 43 17.8

3-4회 42 17.4

5-6회 29 12.0

7회이상 47 19.4

이용 인원

2명이하 9 3.7

3명 75 31.0

4명 81 33.5

5명 31 12.8

6명이상 46 19.0

항 목 구분 빈도 비율(%)

체류 기간

 하루 이내 26 10.7

 1박 2일 187 77.3

 2박3일 29 12.0

희망 체류기간

 하루이내 5 2.1

 1박2일 115 47.5

 2박3일 102 42.1

 3박4일 20 8.3

경 비

 10만원이하 39 16.1

10 - 20만원 151 62.4

20 - 30만원 52 21.5

비용부담

전혀부담안됨 18 7.4

 부담 안됨 21 8.7

 적당 하다 143 59.1

 약간 부담 60 24.8

동반 자유형

가족, 친지 128 52.9

 친 구 89 36.8

 직장 동료 10 4.1

 연 인 13 5.4

 기 타 2 0.8

휴양림 정보 
습등경로

 인 터 넷 120 49.6

 관 보 3 1.2

 언론 매체 21 8.7

 주위 사람들 96 39.7

 기 타 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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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77.3%, 2박3일 12.0%이며 이기철과 강기래(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의 연령

은 서주환 등(2003)의 연구와 비슷하나 20대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근 구미 지역의

인구분포(2005년 기준 평균연령 31.4세, 구미시 통계자료)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대 구성원 수, 이용횟

수, 이용인원, 체류기간 등 기타의 이용행태는 장병문과

서정희(1999), 이창헌 등(2004), 김범수 등(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동반자 유형에 있어서 인근 구미 공단의 영향으로 직장

동료와의 방문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특이점을 가지

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용기간이 주로 주말이고 개인 사

생활을 중요시 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휴양

림 습득정보는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터넷

이나 구전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휴양림의 방문 동기는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관

광과 레저 등 다른 여러 휴양시설 중에서 자연 휴양림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동행인들과의 친목도모(24.0%), 조용

하고 한적해서(20.5%), 좋은 경관(12.8%), 생활공간과 가

까워서(12.5%)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로 비추어

보아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은 조용하고 한적

한 곳에서 주위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자연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조용함, 맑은

공기, 산책 및 등산로, 우거진 숲길 등에서 동행인들과 마

음의 휴식을 취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휴양요소들은 다른 휴

양시설들에서 보다 자연휴양림에서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휴양림의 선택기준에 대한 선정은 8항목 중 2개 항목을

복수선택 하도록 하였다. 여러 휴양림들 중에서 어떤 휴

양림을 선택하고자 하는지의 선택기준에 대한 선정은 청

결성(26.7%)의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휴양, 휴식을 위한

조용, 한적한 곳(21.9%), 등산, 산책 및 부대시설의 이용

(16.1%)순으로 나타났다(표 4). 이 또한 자연휴양림 이용

자들의 선택 기준은 청결하고 조용하며, 부대시설이 잘 갖

추어 진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정주 시설을 떠나 다른 시설에 적응하고 즐거움을 얻고자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 거부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자

신의 주변 공간이 깨끗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구성은 전형석(2003)의 연

구에서 이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운영체계에 대한

만족도,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이용만족

도를 측정한 선례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도 내, 외부 시설

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분야와 휴식, 친절, 어울

림 등 소프트웨어적인 심리적 분야로 구분하여 설문, 분

석 하였다. 설문의 변수에 대한 선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논문의 변수들을 참조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

한 예비설문, 본설문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판단하는 크로바하 알파계수가 0.5

이하이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0.6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분야에서는 0.8, 응용분야에서는 0.9 이상이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노형진, 2001).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물리적 분야 0.8081, 심리적 분야 0.8623으로

나타나 설문 분석을 위한 좋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물리적 분야에 속한 변수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산책 및

등산로, 주위환경과 시설물관의 조화, 시설물의 청결, 견

표 3. 휴양림 방문동기(3개 항목 중복선택). 

항 목 빈도 비율(%) 항 목 빈도 비율(%)

 조용, 한적해서 149 20.5  생활공간과 가까워서 91 12.5

 심신의 휴양을 위해서 80 11.1  비용이 저렴해서 28 3.9

 친목도모 174 24.0  청결하기 때문에 49 6.7

 좋은 경관이 있어서 93 12.8  부대시설이 많아서 25 3.4

 가까운 곳의 예약이 안되서 24 3.3  주위관광자원과 연계 13 1.8

계 726/ 100%

표 4. 휴양림 선택기준(2항목 복수선택). 

항 목 빈 도 비율(%) 항 목 빈 도 비율(%)

 청결성 129 26.7  조용, 한적한 곳 109 21.9

 접근성 41 8.5  어울릴 공간 57 11.8

 부대 시설 78 16.1  직원의 친절성 15 3.1

 예약의 용이성 8 1.6  주위 공간 50 10.3

계 4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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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등이 4.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

유는 옥성 휴양림이 설립된 지 3,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시설물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휴양림

내 저수지 주변으로 약 2구간을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조

용히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인 변수들은 운

동 및 체험시설, 통신시설, 휴양림의 특징성 등이다. 이들

이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옥성자연휴양림은 족구나 배구

를 할 수 있는 간이 운동장이 부족하고, 인터넷이 연결되

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메일 등을 확인하려면 관리사무

소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정주

시설들이 주로 차로와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은 좋으나 차

량의 소음이 문제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신설 휴양림

이라 타 휴양림과의 차별화된 아이템이나 체험 프로그램

이 부족하여 특징성의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적 분야에 속한 변수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주위의

조용함, 조용한 휴식, 피로회복 등이 4점대의 높은 만족도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자연휴양림과 마

찬가지로 옥성 자연휴양림도 산간 계곡에 위치하기 때문

에 주위가 조용하여 휴식을 취하기 좋은 조건이고, 따라

서 그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낮은

점수를 보인 변수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놀이 또는 오

락, 교육 및 체험성, 방문 비용의 적절함 등이다. 그 이유

는 휴양림의 이용행태로 보면 동행인들과의 친목과 휴식

을 위해서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교류에 적극

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문비용도 10-20만

원 사이가 62%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3. 만족요인의 유형화 분석

옥성 자연 휴양림 이용만족도 모형식 구축을 위한 설문

은 물리적 분야 10개, 심리적 분야 10개 항목으로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요인의 고유값은 그 요인

의 설명력과 중요도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표 6).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물리적 분야의 2개 공통인자

는 총 분산량의 약 51.6%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①번 요

인은 총 분산량의 약 30.1%, ②번 요인은 약 21.5%를 설

명해 주고 있다. 한편, 심리적 분야의 2개 공통인자는 총

분산량의 약 57.8%를 설명하고 있으며 ①번 요인은 총 분

산량의 26.9%, ②번 요인은 30.9%를 설명하고 있다.

각 요인에 대한 명명은 물리적 분야의 ①번 요인에 속

한 변수의 속성들이 운동 및 체험시설, 휴양림의 특징성,

산책 및 등산로,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 휴양림의 특징성,

주위 환경과 시설물과의 조화, 안내판 등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한 외부환경과 관련된 항목이 많아 “휴양환

경적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물리적 분야의 ②번 요인에

속한 변수의 속성들은 내부시설, 시설물의 청결 및 견고

표 5. 신뢰도 분석.

항 목 변 수 Mean Corrected Item - 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물리적
분야

 내부시설 3.9050 0.4125 0.7944

 통신시설 3.5248 0.2718 0.8129

 시설물의 청결,견고성 4.1322 0.5086 0.7839

 접근의 용이성 3.8554 0.4923 0.7860

 주위 환경과시설물과의 조화 4.0000 0.5485 0.7796

 산책 및 등산로 4.0165 0.5888 0.7745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 3.7810 0.438 0.7917

 운동 및 체험시설 3.6777 0.5328 0.7827

 안내판 3.8182 0.5416 0.7803

 휴양림의 특징성 3.5661 0.5097 0.7846

Chronbach's Alpha = 0.8081

심리적
분야

 조용한 휴식 4.0372 0.4454 0.8558

 방문비용의 적절함 3.4628 0.5655 0.8466

 직원의 친절성 3.8017 0.6039 0.8437

 놀이 또는 오락 3.4174 0.5892 0.8446

 주위의 조용함 4.0868 0.5830 0.8459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3.1033 0.5500 0.8494

 예약 및 입 퇴실절차 3.5785 0.7321 0.8332

 직원과의 연락 및 문제해결 3.8388 0.6214 0.8422

 교육 및 체험성 3.5455 0.5445 0.8484

 심신의 휴양 및 피로회복 4.0289 0.4892 0.8525

Chronbach's Alpha = 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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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통신시설, 접근성 등 시설적 항목이 많아 “휴양시설적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자연 휴양림의 이용 중 심리적 분야의 ①번 요인에 속

한 변수의 속성들은 직원의 친절성, 조용한 휴식, 주위의

조용함, 심신의 피로회복, 직원과의 연락 및 문제해결 등

이용객들이 심신의 안정을 느끼고 휴양할 수 있도록 직원

들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내부심리적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심리적 분야의 ②번

요인에 속한 변수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놀이 또는 오

락, 방문비용의 적절함, 예양 및 입퇴실 절차, 교육 및 체

험성 등 이용객들이 자연휴양림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친

목도모와 간단한 놀이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등

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휴양활동적요인”이라 명명하

였다.

4. 물리적, 심리적 분야에 대한 모형식 구축

1) 물리적 분야

회귀식에 있어서 대체로 설명변수가 목적변수 Y의 예

측에 도움이 되는지는 F값을 이용하고, 이 F값(t값)에 대

해서 유의성을 판정하여 유의하면 유효한 변수로 판정하

고, 유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변수로 판정한다.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의 판정에는 p값이 자주 이용되지만 대체

로 F값이 2 이상이면 유효한 변수, 2 미만이면 불필요한

변수로 선택하면 좋은 회귀식이 얻어진다고 일컬어지고

있다(노형진, 2001).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통한

자연휴양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값을 구하기 위

해 물리적 분야의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요인 분석

을 통한 환경적요인과 시설적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단

계적 투입방법(Stepwise)에 의한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회귀식을 추출하여 표 7에 정리 하였다.

옥성 자연휴양림의 이용자에 대한 물리적 분야의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증감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알

수 있는 비표준화계수(B)의 값은 이 모형에서 다른 조건

이 불변일 때, 휴양환경적요인이 0.243, 휴양시설적요인이

0.112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이 속한 변수의 만족도가 증

가할수록 전체 만족도의 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각 독

립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는 휴양시설적요인보다 휴

양환경적요인이 이용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물리적 분야의

만족도 모형은 식 1과 같다.

표 6. 이용만족도 결정요인분석(회귀분석).  

물 리 적 요 인 심 리 적 요 인

항 목
요 인

항 목
요 인

 ① ②  ① ②

 운동 및 체험시설 0.849 0.004  직원의 친절성 0.808 0.205

 산책 및 등산로 0.636 0.198  조용한 휴식 0.514 0.054

 시설물의 적절한배치 0.733 0.208  주위의 조용함 0.382 0.258

 휴양림의 특징성 0.686 0.001  심신의 휴양 및 피로회복 0.370 0.153

 주위환경과시설물의 조화 0.615 0.306  직원과의연락 및 문제해결 0.409 0.330

 안 내 판 0.515 0.435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0.062 0.865

 내 부 시 설 0.005 0.799  놀이 또는 오락 0.190 0.681

 시설물의청결및 견고성 0.295 0.667  방문비용의 적절함 0.334 0.477

 통 신 시 설 0.002 0.652  예약 및 입퇴실 절차 0.409 0.448

 접 근 성 0.381 0.525  교육 및 체험성 0.262 0.365

전 체 3.014 2.151 전 체 1.755 2.018

 % 분 산 30.140 21.506  % 분 산 26.872 30.895

 % 누 적 30.140 51.646  % 누 적 26.872 57.767

K M O 0.797 K M O 0.887

근사카이 제곱 664.611 근사카이 제곱 839.462

유 의 확 률 0.000 유 의 확 률 0.000

표 7. 물리적 분야의 회귀분석. 

구분 항 목
비표준화계수

t 유 의
확 률

F 유 의
확 률

R2  Durbin - Watson
B

물리적
분야

(상수) 3.975 110.676 0.00

27.605 0.00 0.188 0.687휴양환경적요인 0.243 6.745 0.00

휴양시설적요인 0.112 3.11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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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3.975 + 0.243X
1
 + 0.112X

2 
(식1)

여기서,

Y = 물리적 분야의 만족도,

X
1

= 휴양환경적 요인,

X
2

= 휴양시설적 요인.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물리적 분야는

F=27.605(p>0.00)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인 2를 넘겨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알 수

있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0.687로 나타나 자기 상관

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성 자연 휴양림의 물리적 분야의 만족도의 회귀식에

서 알 수 있듯이 환경적요인이 시설적요인보다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휴양림 이용객

들의 이용성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한상열, 2006; 전경

수 등, 2002)에서 밝힌 것처럼 휴양림의 방문동기 우선순

위 및 평점이 높은 요소들, 즉, 자연경관감상, 삼림욕, 스

트레스 해소, 휴식, 명상, 자연접촉기회, 시원한 녹음 등

휴양림이 위치한 자연환경에 대한 속성들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자연휴양림

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인 휴식, 휴양, 친목도모를 위한 필

요 요소인 운동 및 체험시설, 휴양림의 특징성, 산책 및 등

산로,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 휴양림의 특징성, 주위 환경

과 시설물과의 조화, 안내판 등에 대한 항목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회귀식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휴양시설적요인에 속한 변수들보다

는 휴양환경적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운동 및 체험시설, 휴

양림의 특징성, 산책 및 등산로, 시설물의 적절한 배치, 휴

양림의 특징성, 주위 환경과 시설물과의 조화, 안내판)등

의 관리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심리적 분야

본 연구에서는 옥성자연휴양림의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

문은 자연휴양림의 외부적 항목인 물리적 분야와 자연휴

양림 이용에 대한 효용을 측정하기 위한 심리적 분야로

구분하여 모형식을 구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분야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분야의 회귀식도 심

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식을 구하기 위해 심리

적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고, 내부심리적요인과 휴양활

동적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적 투입방법(Stepwise)

에 의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8에 정리 하였다.

심리적 분야의 회귀식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증감에 따

른 종속변수의 값을 알 수 있는 비표준화계수(B)의 값은

이 모형이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내부심리적요인은 0.212,

휴양활동적요인은 0.222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이 속한 변수의 만족도가 증가할수

록 전체 만족도의 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추정된 모

형은 식2와 같다.

Y = 3.975 + 0.222X
2
 + 0.212X

1 
(식2)

여기서,

Y = 심리적 분야의만족도, 

X
1

= 내부심리적요인, 

X
2

= 휴양활동적요인 

각 독립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는 휴양활동적요

인이 내부심리적요인보다 더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으며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F =

39.288(p>0.00)으로 나타나 회귀식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

로 판명되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알 수 있는 Durbin-

Watson 통계량은 0.632로 나타나 자기 상관성이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분야에서 휴양활동적요인이 내부심리적요인보

다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전술한 이용 행

태적 고찰항목의 자연휴양림 방문 동기와 선택 기준에서

그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여러 휴양시설 중 자연휴양림

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용하고, 한적해서의 빈도가 가장 높

았으며 휴양림을 선택할 때도 청결한 곳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은 혼잡한 도시를 떠나 자

연과 가까이에서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주위 사람

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연휴양림의 본래 이용목적에 부

합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자연휴양림 관리자들은 이용

객들의 조용한 휴양을 취할 수 있도록 주위 시설을 청결

히 하고, 탐방객이나 타 이용객들의 소란스러움으로 주위

사람들의 휴양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이용지도가 필요

표 8. 심리적 분야의 회귀분석.

구분 항 목
비표준화계수

t 유 의
확 률

F 유 의
확 률

R2  Durbin -
 WatsonB

심리적
분야

(상수) 3.975 114.987 0.00

39.288 0.00 0.247 0.632내부심리적요인 0.212 6.130 0.00

휴양활동적요인 0.222 6.40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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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친절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용객들에게 수준 높은 휴양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체험시설, 산책 및 등산로, 자연과 시설물들과의 조

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신의 안정과 휴양을 제공하

기 위해 이용자들의 소란스러움이나 음주 가무 행위 등을

직원들이 계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198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자연휴양림은 친

자연적 국민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휴양림들은 산림휴양수요의 증대에 따른 다

양한 시설들을 갖추어 이용자들에게 깊이 있고 편안한 휴

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방안이나 관리방안의 효율

화를 통해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이용자들의 휴양림 이용행태적 특성은 동반자유형,

체류기간, 연령, 비용 등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휴양림습득 정보는 인터넷과 주위 사

람들로부터 얻는 비중이 90%정도로 나타났다.

2. 여러 휴양시설 중 특히 자연휴양림을 선택하는 이유

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

하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3. 복수의 휴양림이 있을 경우에 어떤 휴양림을 선택 하

느냐의 질문에서는 청결하고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4. 자연휴양림 이용만족도의 물리적 분야에서 회귀 모

형식을 구축한 결과 휴양시설적요인보다 휴양환경적요인

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연휴양림 이용만족도의 심리적 분야에서의 만족도

모형에서는 휴양활동적요인보다 내부심리적요인이 만족

도에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객들에게 수준 높은 휴양기회를 제공해 주

기 위해 체험시설, 산책 및 등산로, 자연과 시설물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신의 안정과 휴양을 제공하

기 위해 이용자들의 소란스러움이나 음주 가무 행위 등을

직원들이 계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수요

자를 중심으로 한 휴양기회 제공을 위한 기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휴양림 운영은 이용

기간 다변화와 계절 편중현상 해소 및 휴양림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 체재 휴양시설 및 운영관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2박 이상인 경우 무료함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

이 있으므로 우리나무, 야생초화류 해설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휴양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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