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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cological learning center is defined as a place which can establish the correct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Human can learn ecosystem and importance of environment throughout observation of nature and participation 

in program of ecological learning center.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ecological learning center planning are to reflect on 

user's demand and preservation of ecosystem.  

The prime goal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user's characteristics in the Young Wheol Mulmurigol Ecological Learning 

Center. The second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atisfaction model based on user's perceived performance of each 

program and facility in the center. For this study, questionnaire survey with 204 individuals was completed. The data from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statistical method by SPSS.  There are several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study as following

First, this ecological learning center as a newly operating facility is used not for educational purpose but for resting and 

relaxation purpose. It is due to that the most of users in this center are package tourists with historic scenes.

Second, user's perceived performance evaluated by 23 attributions of programs and facilities, and these attributions could 

be classified by 5 factors such as environment friendly design, educational function, preservation of environment , provision 

of various bio-top and provision of resting area.

Third, the user satisfaction model indicates that user satisfaction is depended on various factors such as preservation of 

environment , provision of various bio-top, provision of resting area. Among these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provision 

of various bio-top is the most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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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 환경을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도

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다양

한 여가활동의 행태로 표출되고 있다. 여가활동 행태

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적 여가자원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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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함과 함께 변화되어, 과거의 위락위주의 단순한 

여가가 아닌, 문화의 체험, 건강 증진, 자연체험 등의 

생산적 여가활동의 참여로 여가문화의 질을 높여 가

고 있다. 특히 자연생태 체험 형태의 여가는 참여자의 

휴양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이해를 통한 교육

적 기능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연체험형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형태인 생태학습원

은 자연과 접촉을 통한 생태체계의 이해 증진으로서 

환경보전과 인간의 내면적 성장을 제공하는 여가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영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은 

역사도시인 영월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이 

결합한 복합적인 시설로서 여가의 수용체이면서 영월

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완충요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 개장한 물무리골 생태학습

장은 매년 관람객이 증가하여, 현재는 다양하고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요구

되는 시점에 있다. 이는 생태학습장 조성 후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리모델

링과 프로그램개발 및 향후 유사한 조성지에 활용하

여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평가연구

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학습장의 계획은 과

거의 공급자 중심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의 계획을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생태학습장의 관리

와 이용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기 시행된 생태학습장

을 대상으로 전문적 영역의 평가를 통하여 기존생태

학습장의 계획의도의 달성여부, 설계, 관리의 개선안

을 도출하여 향후 계획 관리에 반영하는 실무적인 유

용한 방법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평가모형이론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이용특성 등의 향후 연구

의 근거이론 구축에 일익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생태학습장의 이용자(수요자) 특성과 성

향에 부응하는 생태학습장의 프로그램과 도입시설의 

합리적인 계획에 대한 학문적 연구자료 구축에 기본

적 목적을 둔다. 계획/설계적 측면에서의 이용자 만족

에 근거한 생태학습장 계획모색이라는 이론구축의 중

심으로 한 순수과학적 측면과 이를 근거로 한 물리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관리운영계획이 실제로 적용되

는 응용과학적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 중

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여가행태의 이론적 측면을 

탐색하여 응용과학으로서의 적용방안 연구에 목표를 

설정하며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서 이용자가 지각하는 

성취도와 전체적인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미래 

계획에 대한 대안 설정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생태학습장의 개념

과거에 생태학습장을 처음 도입하였던 주무 부서

인 내무부(1980)에서 “생태학습장(원)은 자연과 인간

과의 기본적 관계구조를 보여줌으로서 자연과 인간과

의 조화와 신비스러운 균형의 짜임새를 배워 스스로 

바람직한 인간생활상을 정립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토록 하는 자연과 인간의 대화의 광장”이라 정의

하였다. 학문적 연구에서 전(1984)은 “자연과의 근접 

접촉하며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관계를 이해하며 자연

을 소중히 하는 심성을 함양하는 곳”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교류로서 자연보전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이용하는 인간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교

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향상시키는 시설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 내 친자연공간과 도시근교의 

자연성이 뛰어난 지역에 자연학습 및 환경교육을 위

한 다양한 자연체험시설을 조성하여 환경에 대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생태학습

원이 8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민, 1998), 

각 자원의 특성별로 생태학습원의 계획기준 연구들은

(고, 1984; 권, 1986; 김 등, 2004; 이와 김, 2005; 장, 

1997; 최와 정, 2008) 산림형, 내륙형, 담수형, 해안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태학습장은 어원적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생태체

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얻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태학습장의 기능에 대한 연구들

에서 생태학습장은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자연환경의 

다양한 요소들과 그들의 관계로 이루어진 (소)생태계

를 관찰 또는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장

소이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장은 ‘이해

하기 쉬운 자연생태계의 체계와 환경문제를 접하고, 

인식하며, 나아가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습까

지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교육기능을 의미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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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2008) 은자연생태의 과학적 지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

고 있다. 생태학습장의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김과 김, 

1998; 안과 김, 1999) 생태학습장이 포괄적으로 환경

교육의 장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소생태계, 또는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 환경인 비오

톱(biotop)으로 간주하고 있다(조, 1999). 생태학습장

의 유형 중에서 최근 선호되고 쉽게 조성될 수 있는 생

태연못은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사라진 

자연적인 습지를 대신하여 다양한 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이와 장, 2000). 연못은 생물

들의 서식에 필요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

를 중심으로 집약적인 소생태계의 기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학습장으로 선호된다(이, 2001).

2.2. 만족도 연구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만족도에 대한 연구

를 시작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여가에 대한 만

족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만족

도 연구에서 유용하게 인용되는 요인들은 기대의 개

념과 지각된 성과들로서의 기대의 개념은 “기대가 거

래나 교환에 직면하는 때에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을 의미”(김과 이, 2000)로 정의된다. 

박(2010)은 이 기대의 개념은 지각된 성과와의 비교

로 평가될 수 있다고 치환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러한 기본적 개념에서 이용대상지의 이용 전 사전기

대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들이(김, 1995;

박, 1988; 박, 1996; 정과 엄, 1994; 허, 1990)수행되었

다. 위의 선행된 연구들은 사전기대도가 충족되지 않

을 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상관 관계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대불일치로서 설명될 수 있는 바 

성과와 기대와의 차이다. 성과가 기대보다 좋으면 이

용객들은 긍정적 기대불일치를 인지하게 되며, 성과

가 기대와 같으면 기대일치, 성과가 기대보다 못하면 

부정적 기대불일치를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 또한 지각된 성과가 이용객의 만족평가에 있어 직

접적인 결정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선행된 연구들

에서 입증되어져 왔다. 특히 대상지를 이용한 후 지각

되는 성과가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에 직접적 결정변

수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박, 2001; 안, 

2008; 장 등, 2009; ; Konecnik와 Garner, 2007; 

Oliver, 1993; Tse와 Wilson, 1988)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대일치도에 따른 만족도의 일부 연구들은

(박, 2001; 한과 설, 2008; 한, 1998) 변인간의 상관관

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각된 성과와 이용객

의 만족의 종속적인 관계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지각된 

성과가 만족도 모형에 결정변수로 포함되는데 부정적

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와 선, 2006; Kuentzel과 

Heberlein, 1992; Manning, 1986; Shelby와 Heberlein). 

이는 이용자의 기대를 축소, 부정적 경험의 축소, 자기

합리화, 대체 등의 대응과정이 내재된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즉, 나쁜 방문성과 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경험 전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공원 및 옥외공간에서의 이용자특성 및 만족도의 

연구는 환경적, 행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 환경

조건과 이미지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이용행태와 이

용만족도 연구로 대별된다. 박(2005)은 공원이 가지는 

잠재력 및 가치를 조정하고, 공원의 재해석 및 재분류

기준을 설정하는데 편리성, 이용성, 환경보존성, 심미

성, 문화성 등의 평가항목을 적용하였으며, 허(1990)

는 이용행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한 형

태 패턴의 수용’, ‘쾌적성과 친숙감 등 공간 분위기’, 

등이 공원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

하였다. 김과 황(1989)은 공원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자 집단에서는 ‘공간구성 

및 시설’이었고, 비이용자 집단에서는 ‘미적측면’등으

로 파악하였다. 현과 박(1992)은 수림시설 이용으로

부터 만족인자에 유의한 변수로서는 숲과 휴식시설, 

등산로, 산책로 정상 등이, 운동 및 오픈스페이스 시설

의 이용으로부터 오는 만족인자의 내재적 변수로서는 

광장, 운동 및 수경시설, 넓은 잔디밭, 그리고 주차장

이 높은 유의성을 찾아내었다. 또한 편익, 관리시설 이

용만족은 수림 이용만족과 오픈스페이스 이용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적 만족도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쳤으며, 편익, 관리시설 이용 만족은 수림

시설 이용의 만족보다 운동 및 오픈스페이스 이용만

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과 김

(1989)은 공원이용의 만족도를 잘 나타내주는 인자는 

‘공원의 자연적 인자’, ‘정서적 인자’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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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인은 공원이 공공 공간으로 인한 사회 심리

적 개념으로서 프라이버시와 영역성에서 기인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 신(1982)은 “도시공원의 이용행태”에

서 이용자의 의식 및 실태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없으며, 한적하고 조

용한 정적인 장소인 것을 밝혔으며, 공원에서의 주된 

이용행위는 대화, 산책 등임을 밝혔으며, 또 공원이용

의 문제점으로 ‘정적공간의 부족’, ‘공원내부의 협소’, 

‘활동적 공간과 정적인 공간의 비분리’ 등을 지적하였

다. 김(1994)은 만족도는 접근성 부족이나 시설미비, 

매력도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임을  파악하였다. 봉(1997)은 이용자들은 공원의 위

치 및 크기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요소보다는 이용

편리와 안전성 같은 심리적인 환경요소를 더욱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공원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공원 및 옥외공간

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대상지의 물리

적 환경에서 이용자 활동 시 지각되는 자극을 통하여 

대상지의 활동의 속성을 인지하고 이용자의 과거경

험, 가치관, 지식 등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의 효용성 및 이용만족도

를 총체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 이용적 특성, 심리학적 속성 등 다변량적인 

접근에서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연구방법론

3.1. 연구의 개념적 틀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이용객이 지각한 성과와 만

족도의 관계설정으로 구축된다. 이용자들이 생태학습

장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 어

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과정으로서 지각, 인

지, 태도라고 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 즉 

이용자의 심리적 반응의 결과인 동기, 선호도, 과거의 

경험, 만족도의 측정이 평가의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

될 수 있다. 이는 생태학습장 이용자들에 대한 환경의 

자극과 관련한 탐방 활동에 대하여 기본적 욕구를 어

떻게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 생태학습장의 

목표임을 감안하면 이용자 만족도 측정이 가장 적합

한 접근방법이다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만족도의 측정

은 생태학습장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생태

학습장의 각 단위시설 및 공간에 대한 개별 지각된 성

취도와의 다변량적인 관계를 설정함으로서 만족도의 

모형을 설정한다.

3.2. 연구변인의 설정 및 측정

설문의 구성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택형의 명목변수로 측정되었다. 응답자의 이용행태

는 방문경위, 체류시간, 동반형태, 방문목적, 주 이용

시설 등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성과는 이용자가 생

태학습장을 이용한 후 기대속성에 대한 평가로서 측

정하였다. 이는 기대불일치도의 이론에서 여가시설의 

이용 혹은 여가활동 참여 전에 이용자가 예상하고 있

는 경험의 기대와 이용 후 지각된 성과의 차이로 정의

되지만, 관념적인 개념의 측정으로서 객관화하기 어

려움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용전의 기대도와 이용 

후 결과의 비교에 따른 차이를 측정함으로서 구체적

인 개념화를 도출하였다.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의 각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각된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23개의 항목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1점 기대보

다 매우 못하다, 2점 기대보다 못하다, 3점 보통이다, 

4점 기대보다 좋았다, 5점 기대보다 매우 좋았다)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만족도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고객이 어느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인지되

는 만족의 정도로 정의되나, 여가행태에서의 만족도

는 각 여가시설의 이용에 따른 만족의 정도로서, 전체

적인 의미로서의 느낀 만족이 어느 정도 높은가 하는 

것으로 정의31)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로

서의 만족도는 물무리골 생태학습원을 이용하였을 때

의 전체적인 ‘만족도(over all satisfaction)’를 측정하

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

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를 사용하였다.

3.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설문의 기입방법은 자기기입식 현장설문조사로서 

응답자의 성실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5분 이내에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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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은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지에서 요일별 동일한 표본

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할당추출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5월 주중, 주말 10일간에 걸쳐 4회 걸쳐 실시하여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4부를 coding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Ver17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술적 통계분석을 위

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최빈도,  평균 등의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각 항목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입증하

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test)과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요인을 대상으

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만족도 모형을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이용자 특성

Table 1과 같이 전체의 응답자 중 유효 응답자 204

명중 97명인 47.5%가 여성 응답자였으며, 나머지 

52.5%가 남성 응답자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공원 및 여가대상지와의 성별 구성의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생

태학습장의 주 교육 대상인 20대 미만이 8.3%를 차지

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20대의 이용자가 2.9%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이용연령대를 나타냈으며 반대로 

50대 이상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이 아직 전국

적인 인지도가 낮아 생태학습을 위한 목적 방문이 아

니라 영월 역사관광지를 방문하는 중년, 노년층이 패

키지여행으로서 생태학습장을 방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사 응답자의 직업별 분표를 살펴보면, 전체 응

답자의 9.3%가 학생으로서 생태학습원의 주 교육대

상자이지만,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무직이 31.9%로 나타나 연령분포와 비교하여 노인

층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연령분포의 분석과 같이 주 이용자가 장릉 및 영

월 역사문화관광을 참여하는 장년 및 노년층이 주 이

용객임을 시사한다.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의 이용 동반 형태는 가족과 

같이 방문하는 비율이 4.9%로 가장 낮은 집단이었으

며, 친구와 같이 방문하는 비율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체 이용객이 1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및 직업군의 분포와 같

이 노년층의 단체관광 및 친구들과의 관광행태로서 

생태학습장이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사항으

로서 혼자 이용하는 사람이 15.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이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07 52.5

female 97 47.5

Type of 

Accompany

alone 32 15.7

friend 129 63.2

family 10 4.9

group tour 33 16.2

Source of visit

 education program 21 10.3

package tour 105 51.5

tourism information 28 13.7

sign board 50 24.5

Purpose of visit

field trip 20 9.8

rest and relaxation 150 73.5

physical exercise 28 13.7

others 6 3.0

Age

under 20's 71 8.3

20's 6 2.9

30's 35 17.2

40's 43 21.1

over 50's 103 50.5

Occupation

student 19 9.3

housewife 27 13.2

office worker 40 19.6

professionals 33 16.1

others 20 9.9

unemployed 65 31.9

Length of stay

within half hour 19 9.3

half hour - one hour 121 59.3

one hour - 2 hours 38 18.6

2 hours - 3 three hours 18 8.8

over 3 hours 8 4.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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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의 방문 경로는 학습프로그램

의 일정에 의해서가 10.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 장릉관광과 연계하여서가 51.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안내표시, 관광종합안내 등의 비목적 방

문경로가 13.7%, 24.5%로 나타나 생태학습장이 아직 

개장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방문목적은 현장학습의 목적이 

9.8%로서 생태학습장의 취지와 부합하는 방문목적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휴식을 위한 방문이 

7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용인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13.7%로, 동

반유형에서 볼 때 혼자 방문하는 이용객과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학습장에서의 체류시간

은 30분 이내가 9.3%로 나타났으며, 30분에서 1시간

의 체류가 59.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

자의 87.2%가 2시간이내에서 생태학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생태교육을 위한 목적 방문이 아

니라 장릉과 연계된 관광행위로서 심층적인 탐방보다

는 휴게를 위한 비목적성 이용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4.2. 지각된 성과 측정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지각된 

성과속성을 23개로 분류하여 1점 기대보다 매우 못하

다, 2점 기대보다 못하다, 3점 보통이다, 4점 기대보다 

좋았다, 5점 기대보다 매우 좋았다 등의 5점 리커트척

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로서 주변 환경

이 고요하다는 항목이 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속성들은 휴식하기 

좋은 장소(4.07), 산책하기 좋은 장소(4.01), 시설이용

이 편리함(4.02), 자연스러운 지형이 보전됨(4.13), 단

지 내 수질상태가 좋음(4.08)등 6개 속성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지역특성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3.33), 

생태환경 특성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3.40), 체계적인 

해설 설명(3.34)등은 낮은 평가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특성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분석되어 이에 대한 안내 및 해설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결론적으로 생태, 지역특성, 문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Attributions Mean
Standard

deviation

to see natural landscape in the site 3.76 .884

to use natural material 3.62 .978

to provide smooth access system 3.72 .918

to provide natural spacial zoning 3.45 1.133

to use natural design factor in facility 3.78 .918

to plant various woody trees 3.54 1.061

to set various wetland 3.76 .960

to find various insects 3.72 .886

to observe various bird 3.92 .969

to see abundant wild flower 3.87 .933

to find vernacular plant 3.91 .955

to provide relaxation area 4.07 .929

to provide strolling and hiking 4.01 .947

to secure privacy 3.91 1.001

to provide crowding(reverse scale) 3.75 1.003

to provide convenience  4.02 .890

to feel clam atmosphere 4.30 .985

to preserve topography 4.13 1.014

to preserve water quality 4.08 .864

to preserve adjacent forest 3.97 1.019

to understand vernacular characteristics 3.33 1.090

to understand ecosystem 3.40 1.201

to provide systemic interpretation 3.34 1.228

Table 2. Evaluation of perceived performance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의 지각된 성과를 평가하는 

23개의 속성을 축약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배리맥스 회전 후 아이겐 값이 1이 넘는 요인들을 

추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5개의 요인들로 축약되었

으며, 설명력을 나타내는 누적 분산율은 66.347%로 

나타났다. FACT 1은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명명하

였으며 ‘단지조경의 자연스러움’, ‘시설재료의 자연스

러움’, ‘동선 이동의 자연스러움’, ‘공간구성의 자연스

러움’ ‘시설물 디자인의 자연스러움’ 등 5개의 속성으

로 구성되었다. 5개의 속성의 신뢰도 검증에서 α

=0.87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FACT 2는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하는 속성들의 집합으

로 ‘다양한 수종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수변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곤충들을 볼 수 있다’, ‘조류

관찰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다

양한 지역토종식물을 볼 수 있다’ 등의 6개의 속성으

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을 의미하는 6개

의 속성의 신뢰도 검증 결과 α=0.857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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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s
Factors

Cronbach's alpha Attribution mean
F1 F2 F3 F5 F5

 natural landscape .773 .096 .147 .216 .049

0.876 3.67

 natural material .767 .106 .215 .070 .175

access system .765 .269 .153 .115 .095

spacial zoning .738 .138 .185 .039 .150

 facility design .704 .296 .241 .294 .099

 woody plants -.019 .740 .170 .108 .089

0.857 3.79

 various wetland .277 .689 .063 .164 .121

various insects .209 .655 .269 .251 .096

  bird watching .349 .653 .215 .197 .110

wild flower .098 .648 .351 .168 .153

vernacular plant .418 .611 .112 .319 .035

relaxation area .132 .192 .803 .217 .050

0.850 3.95

strolling and hiking .172 .197 .774 .165 .107

secure privacy .272 .099 .770 .193 -.011

crowding .165 .267 .566 .098 .226

convenience  .309 .306 .554 .272 .033

 clam atmosphere .123 .227 .197 .836 .096

0.853 4.12
 facility topography .120 .193 .151 .832 .053

water quality .274 .318 .357 .625 .028

preserve adjacent forest .233 .243 .334 .582 .142

 vernacular characteristics .052 .154 -.006 .032 .853

0.746 3.36ecosystem .130 .098 .212 .034 .778

systemic interpretation .194 .082 .045 .133 .733

Table 4. Rotated component matrix of factor analysis

FACT 3은 “휴게편의”를 의미하는 속성들로서 ‘휴식

하기 좋은 장소’, ‘산책하기 좋은 장소’, ‘프라이버시

가 보장된다’, ‘혼잡하지 않다’, ‘시설이용이 편리하

다’ 등 5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속성의 신

뢰도 검증에서 α=0.850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

였다. FACT 4는 “환경보전”을 의미하는 속성들의 집

합으로 ‘고요한 환경이다’, ‘자연스러운 지형이 보존

되었다’, ‘단지내 수질이 좋다’, ‘주변의 산림이 보전

이 잘 되어 있다’ 등의 4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환

경보전을 의미하는 4개의 속성의 신뢰도 검증 결과 α

=0.853으로 분석되었다.

FACT 5는 “교육기능”을 의미하는 속성들의 집합으

로 ‘지역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익하였다’, ‘생태환경을 

이해하는데 유익하였다’, ‘체계적인 해설이 유익하였

다’,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기능을 의미하는 3

개의 속성의 신뢰도 검증 결과 α=0.746으로 분석되었다.

위 5개 속성의 집합의 요인 평균은 친환경계획요인

이 3.67, 다양한생물서식요인이 3.79, 휴게편의요인이 

3.95, 환경보존요인이 4.12, 교육기능요인이 3.36으로 

나타났다(1점 기대보다 매우 못하다, 2점 기대보다 못

하다, 3점 보통이다, 4점 기대보다 좋았다, 5점 기대보

다 매우 좋았다). 이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이 일반적

인 생태학습장의 개념에서의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생태학습장의 조성기법이 친환

경적으로 주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이 생태학습장의 기능을 발

휘하기 위하여서 교육적 기능을 포함하여 지역특성 

및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설 및 안

내, 활동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Component
Cumulative

% 

Rotation sums of square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40.157 3.698 16.077 16.077

2 48.231 3.409 14.821 30.898

3 55.368 3.282 14.271 45.169

4 61.363 2.759 11.998 57.167

5 66.347 2.111 9.180 66.347

Table 3. Total variance explained of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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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만족도 모형의 검증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의 이용객이 시설 및 프로그

램의 지각된 성과가 전체적인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5

개의 요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친환경설계요인과 교육적기능요인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양한생물서식요인, 환

경보존요인, 휴게편의요인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이 통계적으로 유의(p<0.05)하여 만족도 모형의 결정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회귀식의 R2 는 0.236

으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F=29.45, 

p=0.000으로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

으며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 = 3.877 + 0.288(다양한생물서식) +0.187(환경보존) 

     + 0.178(휴게편의)

다양한생물서식요인, 환경보존요인, 휴게편의요인

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도는 모든 변인이 5

점 리커트척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을 나타내는 베타계수의 비

교에서 생물서식요인이 가장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3.877 .042 92.693 .000

Bio-top .185 .042 .288 4.418 .000

Preservation .120 .042 .187 2.864 .005

Resting and 

Convenience
.114 .042 .178 2.723 .007

Table 5. Coefficients of regression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생태학습장 이용객이 지각한 성과와 만족도의 관

계를 고찰하고자 생태학습장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생태학습장의 프로그램 및 공간에 대한 개

별 지각된 성취도와의 다변량적인 관계를 설정함으로

서 만족도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영월 물무리골 생태

학습장을 대상으로 204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용자의 성별비율은 거의 남녀 같은 비율로서 일

반적인 공원 및 관광대상지와의 성별 구성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생태

학습장의 주 교육 대상인 20대 미만이 낮은 비율을 나

타냈으며, 반대로 50대 이상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

며, 이용 동반 형태는 가족과 같이 방문하는 비율이 가

장 낮고, 친구와 같이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목적성 방문인 학습프로그램의 일정에 의

한 방문비율이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일반관

광지와 같은 경유형, 패키지형 방문의 분포가 높게 조

사되었다. 이는 방문목적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는바, 

생태학습장의 취지와 부합하는 방문목적이 비교적 낮

게 나타나고, 반면 휴식을 위한 방문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용특

성은 연구대상지가 아직 개장초기로서 생태학습장으

로서의 자리 매김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가 영월장릉지역인 관계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방문형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생태학습의 전문성과 교육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통과

형, 프로그램의 비전문적 체험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

은 결과의 맥락에서 이용자의 지각된 성과도 평가 결

과도 주변 환경이 고요하다, 휴식하기 좋은 장소, 산책

하기 좋은 장소, 시설이용이 편리하다, 자연스러운 지

형이 보전되었다 등의 생태학습장의 본연의 기능인 교

육적 측면보다 휴양적 측면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의 이용에 따른 지각된 성과

들은 친환경적인 계획, 다양한생물서식공간, 휴게편

의, 환경보전, 교육기능 등 5개 요인으로 축약되었고, 

축약된 요인이 이용후 전체적인 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요인 5개를 투입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생물서식요인, 

환경보존요인, 휴게편의요인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만족도 모형의 결정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3개의 결정변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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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생물서식요인이 가장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5.2. 연구의 시사점

생태학습장은 자연과 인간과의 기본적 관계구조를 

보여줌으로서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와 신비스러운 균

형의 짜임새를 배워 스스로 바람직한 인간생활상을 

정립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토록 하는 자연과 

인간의 대화의 광장”이라 정의될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소통으로 자연의 보전과 인간에게 정신적, 육

체적,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향상시키는 시설

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의의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영월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명이 높은 

장릉에 인접하여 장릉지역의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통

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되었다. 장릉지역의 자

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가치개념에서의 

계획으로 시행되어 개장 2년차를 맞고 있어 실제의 이

용이 계획개념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실무적 적용과 이용후 

평가의 이론적 자료구축이라는 학문적 연구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의 실무적 해석은 아직 조성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로서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인지도는 떨

어지고, 장릉이라는 역사문화관광지의 인식이 강하여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생태체험 및 학습이라는 목적성 방

분보다는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비목적성, 통

과형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생태학습장으로

서의 기능을 위하여, 안내, 홍보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

로 인지도를 높여 생태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

으로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접근은 생태

학습장의 이용만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친환경적인 

설계와 교육적 기능보다는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제공

요인, 휴게편의요인, 환경보전이라는 요인이 더 중요

하다고 밝혀졌다. 이는 수동적인 기능보다는 이용자

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교육

(self-administrated education)이 가능한 시설과 이용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 그리고 주변자원의 적극적 보

전이 생태학습장의 평가에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시

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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