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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설사 양성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설사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 서비

스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 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의 자연유산 해설사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구성은 ‘교육과정 및 수업’, ‘해설사 지도’, ‘교육 환경’, ‘행정지원 

서비스’, ‘해설사 지원’, ‘해설사 생활’ 등 6개 요인 22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분석 결과 6개 영역 22개 문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요도 인식(M=4.10, SD=.20)에 비해 만족도(M=3.37, SD=.08)는 낮게 나타났다. 중요도-만족도 분

석(ISA)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행정 서비스’, ‘해설사 지원’, ‘교과과정 및 수업’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항목으로 ‘강의 내용(주제)’, ‘수업 진행 방법(교수법)’, ‘직원의 서비스 태도’, ‘해설사에 대한 직원의 관심’이 제시되었다. 

이들 결과 및 해설사의 서술형 답변을 중심으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태형·공달용·임종덕·조운연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중요도

-만족도 분석 및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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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

유산(natural heritage)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조사

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6년 4월 자연문화재연구실

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민들에게 자연유산의 가치와 중요

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4월 자연문화재연구실 내에 천연

기념물센터(Natural Heritage Center)를 개관開館하여 천연

기념물 표본 전시展示와 관람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알 화석, 공룡의 뼈와 공룡 발자국화석, 새 발자국화석, 구

상화강암 등 다양한 지질유산 표본들과 동물의 박제·표본, 

식물 표본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승과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연유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으로, 천연기념물센터를 찾는 관람

객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

지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유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

며, 대학생들과 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들도 자연유산과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

유산과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김태형 외, 2014a; 조경신·엄서호, 2013). 자

연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으로 자연유산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직·

간접적인 경험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박물관 또는 과학관에

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처럼, 박물관과 과학관 

같은 학교 밖 교육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태형 외, 2014a).

박물관과 과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단순히 전시물

을 둘러보는 관람의 형태가 아닌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이런 관람객의 요

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근 

많은 전시관과 과학관들은 단순히 전시물을 전시하는 과거

의 전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관람객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시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람객의 요구를 만

족시키고 전시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돕는 가장 중추적이고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해설

사일 것이다. 이처럼, 해설사는 관람객과의 의사소통을 통

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전시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

달하는 역할과 흥미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정혜성·황지

영, 2004; 한혜정, 2008; Ryan·Dewar, 1995). 이런 이유에서 

해설사는 전시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해설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체계적인 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김태형 외, 2014b).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과 과학관에서는 우

수한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설사 양성 교육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센터에서도 자연유산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연유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

를 관람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해설사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센터의 해설사는 자원 봉사제

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희망자를 신청 받은 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해설사를 선발하고 있다. 선

발된 해설사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자연유산 전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매년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자연

유산 교육에 관한 이론학습(16시간)과 현장 체험학습(2회)

등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효과적인 해설사 양성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인 교육과정에 따라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야 하며, 이때 해설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 환경과 해설

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

램에 대한 해설사들의 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이

유는 해설사들의 교육 만족도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

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미경, 2010; 박영신·이정

화, 2011). 해설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 환경과 서

비스가 기대만큼 제공되지 못했을 때, 해설사들은 전시관

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자칫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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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형식적인 전시 해설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인 전시 해설을 듣게 되는 관람객들은 만족스

럽지 못한 전시 해설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다

시는 전시관을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해설사

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환경

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수용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

기 위해, 해설사들에게 제공되는 양성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완과 개선책을 마련

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설사들의 양성 교육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유산 해설 교육의 질을 높이는 토

대이며, 자연유산 해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

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

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박물관과 과학관에 대한 이

용자 만족도 조사이었으며(김성원·최고운, 1999; 박혜정·이

석희, 2013; 최지은, 2004), 자연유산 해설사들의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다만, 문화유산 해설사를 대상으로 해설사 양성 교육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졌다(전인순, 2003; 최

정자, 2009; 박경연 외, 2010; 김남조, 2005).

해설사들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해설사 양성 교육을 주관하고 운영하는 관리자 입

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해설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영역이 도출될 경우,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노력을 기울어야 할 부분이 파악됨으

로서 효율적인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해설사 양성 교

육프로그램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영역을 정확히 찾아내어 그에 상응

하는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양성 교육프로

그램에 대한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효율성이 

증대된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이는 

곧 우수한 전시 해설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

로그램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4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자연유산 해설

을 하고 있는 30명의 해설사를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조

표 1.  응답자 분포 (n=30)

특성

빈도수 (%)

성별
계

남성 여성

연령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

1 (3.3)
6 (20.0)
1 (3.3)
2 (6.7)

2 (6.7)
6 (20.0)
6 (20.0) 
6 (20.0)
-

2 (6.7)
7 (23.3)

12 (40.0)
7 (23.3)
2 (6.7)

경력

1년이하
1년~3년
4년~6년
7년~9년
9년이상

-

2 (6.7)
5 (16.7)
3 (10.0)
-

2 (6.7)
4 (13.3)
5 (16.7)
9 (30.0)
-

2 (6.7)
6 (20.0)

10 (33.3)
12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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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였다(표 1).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대는 

60세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50~70세의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60세의 연령대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았다. 응답자들의 자연유산 해설

사 경력은 7년에서 9년의 경력을 가진 해설사들이 가장 많

았다.

2. 연구 방법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이하 ISA)은 Martilla·James(1997)가 처음으로 

마케팅 분야에 도입한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에서 응용한 기법이다. IPA

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중요도와 그것이 얼마나 잘 실

행되었는지, 제품 이용 전에 이용자 스스로에게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고, 제품 이용 후에 성취도를 평가하

는 방법이다. IPA는 각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분

석함으로써 관리 항목을 개선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다(김영미 

외, 2008). 이와 같은 결과 중심적인 중요도와 실행도를 측

정 지표로 사용하는 IPA와 다르게, 이용자의 경험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실행도 대신 만족도를 측정 지표로 사용한 

ISA방법이 제안되었다(Tonge·Moore, 2006). 이 ISA는 관

광, 마케팅 등 서비스와 경영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나(백은희·허정옥, 2011; Baker·Crompton, 2000),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는 최근 수요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중요하

게 인식하는 항목에 대한 불만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학

생들의 만족도가 교육의 질과 학습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초 요인인 것을 밝혔다(권대봉 외, 2002; 한은숙, 

2003; Athiyaman, 2001; Archambault, 2008; Jiewanto et 

al., 2012; Sumaedi et al., 2011; Aldridge·Rowley, 1998). 또

한, 보다 정확하고 영향력을 가진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el Levitz, 2002). 교육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조사

는 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 수준과 이

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신소영·권성연, 2012; 임연욱·강윤정, 

2004), 교육의 본질적 기능인 수업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시

설, 행정 서비스 등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반인 교육 

환경에 대한 구성 요소에도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Astin, 1993; Douglaset al., 2006; Letcher·Neves, 2010; 

Yu·Kim, 2008; Roszkowski·Ricci, 2004~2005).

해설사들이 자연유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들 중에서 신뢰

도가 높고 타당도가 검증된 신소영·권선영(2010)이 개발한 

ISA설문지를 추가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육

과정 및 수업’, ‘해설사 지도’, ‘교육 환경’, ‘행정 서비스’, ‘해설

사 지원’, ‘해설사 생활’ 등 6개 영역으로 설정하여 전체 22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설

사의 요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유

롭게 서술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도 포함하였다. 설문 조사

는 각 문항별로 해설사들이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실제로 해설사들이 만족한 정도

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2). 

ISA에 대한 해석은 X축에 만족도의 평균값이나 중앙

값을 Y축에 중요도의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2차원 평면상

에 좌표로 각 요소를 표시하며, 4사분면으로 나누어진 영

역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그림 1, 표 3).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자연유산 

해설사 총 30명을 대상으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

로그램 실시 이전에 중요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종료 된 후 

만족도 설문 조사를 받았다. 회수된 설문의 응답 내용은 

SPSS20.0을 이용하여, 설문 문항별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

에 대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중요도와 만족도 점

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항목별 



8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1

표 2.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중요도 - 만족도 설문문항

영역 인식

중요한 정도 만족한 정도

매우 
중요 
하다

5점

중요 
하다

4점

보통 
이다

3점

중요 
하지 
않다

2점

매우 
중요 
하지 
않다

1점

매우

만족

한다

5점

만족 
한다

4점

보통 
이다

3점

만족 
하지 
않는다

2점

매우 
만족

하지

않는다

1점

1. 교육과정 및 수업 

1. 개설된 과목 

2. 강의 내용 (주제)

3. 수업 진행 방법 (교수법)

4. 교육 시간의 적절성

5. 수강생 수의 적절성

2. 해설사 지도

6. 해설사 개개인에 대한 강사의 관심

7. 강사와 해설사와의 관계 (친밀감, 편안함 등)

8. 강사와의 충분한 면담이나 지도

3. 교육 환경

9. 강의 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10. 편의 및 복지 시설 (식당, 휴식 공간 등)

11. 강의 환경 (조경 및 조명 시설 등)

12. 도서관 및 학습공간

4. 행정 서비스

13. 업무처리 신속성 

14.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

15. 직원의 서비스 태도 (친절, 존중 등)

16. 해설사에 대한 직원의 관심

5. 해설사 지원

17.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18. 해설사에 대한 기회와 수혜 배분의 공정성

19. 해설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

20. 해설사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

6. 해설사 생활
21. 동료 해설사와의 관계

22. 해설사 활동 (친교활동,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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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SA 매트릭스의 특징

영역 상태 중요도 - 만족도 특징

1사분면 지속 유지가 필요한 영역 중요도 상, 만족도 상
해설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그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높은 상태로 
관리자는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

2사분면 중점 개선이 필요한 영역 중요도 상, 만족도 하
해설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

3사분면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 중요도 하, 만족도 하
해설사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비중을 두고 있어, 
다른 사항에 비해 우선순위는 낮으나 효율적 교육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

4사분면 과잉노력 지양 영역 중요도 하, 만족도 상
해설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과잉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가 필요한 상태

중
요
도

만족도

extremely

slightly

excellentfair

중점개선

Concentrate here

지속유지

Keep up the good work

우선순위 낮음

Low priority

과잉노력 지향

Possible overkill

그림 1.   ISA 매트릭스 (신소영·권성연, 2012)

중요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

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였다.

ISA를 실시하여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해설사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 개선

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ISA는 전체 항목에 대한 중

요도와 만족도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개별 항목의 중요도, 

만족도 점수를 4사분면에 위치시켜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자연유산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구에 대

해 개방형 설문에 답한 해설사의 의견, 그리고 ISA의 결과

를 중심으로 자연유산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1.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분석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

도에 대한 영역별 분석결과, 해설사들은 ‘해설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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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28, SD=.07), ‘행정 서비스’(M=4.24, SD=.12), ‘해설사 

지원’(M=4.20, SD=.11), ‘교육과정 및 수업’(M=4.15, SD=.34), 

‘교육 환경’(M=3.95, SD=.12), ‘해설사 지도’(M=3.78, SD=.22)

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전반적으로 자연유산 교육의 본질적인 ‘교수학습’ 영

역보다 해설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설사 생활’과 ‘행

정 서비스’, ‘해설사 지원’ 등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 결과는 해설사들의 요구 수준

이 교육 외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피교육자

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인식으로 선행 연구 조사 결과인 

신소영·권선영(2010)의 설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세부 영역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은 ‘강의 내용

표 4.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중요도 - 만족도 설문문항

영역 항목 중요도(M) 만족도(M) 중요도-만족도 t p 순위

1. 교과과정 및 수업

 1. 개설된 과목 4.33 4.13 .02 11.50 .00 12

 2. 강의 내용(주제) 4.50 3.60 .90 7.52 .00 1

 3. 수업 진행 방법(교수법) 4.30 3.80 .50 10.02 .00 4

 4. 교육 시간의 적절성 4.00 4.17 -.17 17.61 .00 13

 5. 수강생 수의 적절성 3.63 3.87 -.24 10.66 .00 10

교과과정 및 수업 영역 4.15 3.91 .24 12.03 .00

2. 해설사 지도

 6. 해설사 개개인에 대한 강사의 관심 3.80 3.93 -.13 10.45 .00 15

 7. 강사와 해설사와의 관계 4.00 3.83 .17 9.39 .00 13

 8. 강사와의 충분한 면담이나 지도 3.53 3.67 -.14 10.75 .00 14

해설사 지도 영역 3.78 3.81 -.03 32.94 .00

3. 교육 환경

 9. 강의 시설 4.03 4.17 -.14 15.13 .00 14

10. 편의 및 복지 시설 3.83 3.90 -.07 11.21 .00 16

11. 강의 환경 4.07 4.00 .07 10.87 .00 16

12. 도서관 및 학습공간 3.87 3.70 .17 8.99 .00 13

교육 환경 영역 3.95 3.94 .01 24.65 .00

4. 행정 서비스

13. 업무처리 신속성 4.23 3.90 .33 12.12 .00 7

14.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 4.40 4.00 .40 12.77 .00 6

15. 직원의 서비스 태도 4.23 3.57 .66 7.48 .00 3

16. 해설사에 대한 직원의 관심 4.10 3.83 .27 8.13 .00 9

행정 서비스 영역 4.24 3.83 .41 20.43 .00

5. 해설사 지원

17.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4.27 3.60 .67 6.21 .00 2

18. 해설사에 대한 기회와 수혜 배분의 공정성 4.07 3.67 .40 7.07 .00 6

19. 해설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 4.30 3.87 .43 8.23 .00 5

20. 해설사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 4.13 3.90 .23 9.46 .00 11

해설사 지원 영역 4.20 3.76 .44 21.36 .00

6. 해설사 생활

21. 동료 해설사와의 관계 4.33 3.90 .43 9.96 .00 5

22. 해설사 활동 4.23 4.03 .20 11.65 .00 12

해설사 생활 영역 4.28 3.97 .31 20.28 .03 8

전체 영역 4.10 3.8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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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M=4.50, SD=.51),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M=4.40, 

SD=.67), ‘개설된 과목’(M=4.33, SD=.48), ‘동료 해설사와의 

관계’(M=4.33, SD=.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설사 교육에 

관한 세부 항목별 중요도는 교육의 본질인 ‘강의 내용(주

제)’과 ‘개설된 과목’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업무 처리 결과의 신뢰성’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직원

의 서비스 태도’ 등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항목들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사 교육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는 ‘해설사 생활’ 

(M=3.97, SD=.24), ‘교육 환경’(M=3.94, SD=.20), ‘교육과정 및 

수업’(M=3.91, SD=.24), ‘행정 서비스’(M=3.83, SD=.19), ‘해설

사 지도’(M=3..81, SD=.13), ‘해설사 지원’(M=3.76, SD=.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항목에 대한 만족은 ‘교육 시간의 

적절성’(M=4.17, SD=.65), ‘강의 시설’(M=4.17, SD=.75), ‘개설

된 과목’(M=4.13, SD=.86), ‘해설사 활동’(M=4.03, SD=.81), ‘강

의 환경’(M=4.00, SD=.87),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M=4.00, 

SD=.74) 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원의 서비

스 태도’(M=3.57, SD=1.01), ‘강의 내용(주제)’(M=3.60, SD=.97),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M=3.60, SD=1.13), ‘강

사와의 충분한 면담이나 지도’(M=3.67, SD=1.09), ‘해설사에 

대한 기회와 수혜 배분의 공정성’(M=43.67, SD=1.18) 등의 세

부 항목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해설사 지원’, ‘행정 서비스’, ‘해설사 생활’, ‘교과과정 및 수

업’, ‘해설사 지도’, ‘교육 환경’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ISA결과

교육 만족도를 측정하는 22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 평균 4.10(SD=.20)과 만족도 전체 평균 3.87(SD=.08)

을 기준으로 교육 만족도의 영역 및 항목별로 중요도와 만

족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4사분면으로 구성된 매트

릭스에 표현하였다(그림 2).

교육 만족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교

적 높은 만족을 하고 있어, 향후에도 현재의 수준을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영역(Keep Up the 

Good Work, 1사분면)은 ‘교육과정 및 수업’과 ‘해설사 생

활’ 영역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

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Concentrate Here, 2사분면)은 ‘행

정 서비스’와 ‘해설사 지원’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해설사들

이 교육 만족도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항목으로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나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

은 영역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영역(Low Priority, 3사분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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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중요도 - 만족도 분석(ISA) 매트릭스 (Ⓐ : 영역별, Ⓑ :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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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지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설사들이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

역으로 과잉노력을 지양하고 현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

는 영역(Possible Overkill, 4사분면)은 ‘교육 환경’ 영역으

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세부 항목별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항목(1사분면)은 4개의 영역

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항목으로 ‘개설된 과목’, ‘업무처리 

신속성’, ‘업무처리 결과의 신뢰성’, ‘해설사를 위한 프로그

램 및 사업 수행’, ‘해설사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 ‘동료 해설

사와의 관계’, ‘해설사 활동’으로 나타났다.

중점적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2사분면)은 3개

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항목으로 ‘강의 내용(주제)’, 

‘수업 진행 방법(교수법)’, ‘직원의 서비스 태도’,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해설사를 위

한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항목 19번)’에 대해서 해설사들

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만족도는 보통(평균값)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설사에 대한 직원의 

관심(항목 16)’은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우선 순위가 낮은 영역(3사분면)은 3개의 영역에 

포함된 4개의 항목으로 ‘강사와 해설사와의 관계’, ‘강사와

의 충분한 면담이나 지도’, ‘도서관 및 학습 공간’, ‘해설사에 

대한 기회와 수혜 배분의 공정성’으로 나타났다.

해설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높은 만

족도를 나타낸 항목으로 과잉 노력을 지양하고 현재의 운

영 상태가 유질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영역(4사분면)

은 3개의 영역에 포함된 5개의 항목들로 ‘교육 시간의 적절

성’, ‘강의 시설’, ‘편의 및 복지 시설’, ‘강의 환경’으로 나타났

다. 또한 ‘수강생 수의 적절성(항목 5)’ 역시 현재의 운영 상

태를 유지하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3.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설사의 제안

설문 조사에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 사항

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응답자 중 

16명이 개방형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해설사의 의견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모두 45건이었다.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설사들의 

영역별 응답 결과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교육과정 및 수

업’ 영역이 18건으로 가장 다양한 요구 내용이 나타났으며, 

‘해설사 지원’ 7건, ‘교육 환경’ 영역 7건, ‘해설사 지도’ 6건, 

‘행정 서비스’와 ‘해설사 생할’이 각각 3건의 순으로 도출되

었다(그림 3).

해설사의 요구가 가장 많은 ‘교과과정 및 수업’ 영역은 

총 18건으로 “전시 해설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7

3

8

3

18

교과과정 및 수업

6

해설사 지도 교육환경 행정서비스 해설사 지원 해설사 생활

그림 3.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설사들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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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설사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 내

용이었으면 좋겠다”, “전시 해설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수업

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전시 해설 방법 및 관람객 응대에 

대한 기술적 스킬에 관한 강의 내용이 필요하다”, “천연기념

물에 대한 유래와 관련 설화 및 민화 등 비 학술적인 내용

도 강의 내용에 추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등 강의 내용

(주제)과 관련한 요구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수업 진행 방

법(교수법)과 관련하여 “해설사들의 수준과 교육 목적에 맞

는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관람 이동경로에 따른 전시물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문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료가 더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법(강사의 소리, 태

도, 판서)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문답식 교육이 이

루어졌으면 좋겠다”등 개선 요구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반

면, 교육 시간과 수강생 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

다고 인식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설사 지원’ 영역에 대한 요구는 ‘해설사의 요구를 

고려한 지원’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해설 

교보재 제작 요구 시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유니폼 질 

개선과 교체 주기가 빨랐으면 좋겠다”, “해설사의 요구를 수

용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해설사에 대한 기회와 수

혜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주니어 도슨트와 차별성

을 느낀다”, “해설사에 대한 호칭과 상벌에 대한 기회가 공

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해설사들은 수혜 배

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 영역은 대부

분 현장 학습과 관련된 요구 사항으로 “현장 학습 기회가 

증가되었으면 좋겠다”, “분야별로 현장 체험 학습 기회가 제

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 환경’ 영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의 환경’ 영역에서 “강의실 조명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

겠다”, “칠판을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선 요구 사항

이 있었으며, ‘도서관 및 학습 공간’에 대해서는 “해설과 관

련된 도서를 대여 할 수 있거나 도서관이 필요하다”,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 등 학습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

다. ‘편의 및 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식단 및 질 향상이 이

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해설사 지도’ 영역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강사들은 

교육 실시 이전에 해설사의 수준과 상황을 파악하고 왔으

면 좋겠다”, “천연기념물센터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해설사 개개인에 대한 강사들의 관심이 부

족해 보인다”등 ‘해설사 개개인에 대한 강사의 관심 부족’ 

항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강사와의 충분한 면담이나 지도’ 영역에 대해 “외

부 강사와의 충분한 면담 또는 지도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내부 직원(연구사, 연구원)들이 강의를 하는 방안

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사와의 면담과 지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요구 사항이 도출되었다. ‘강사와 해설사

와의 관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요구는 “강사와 해설사와의 

친밀감을 느낄 시간과 여건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였다.

‘행정 서비스’영역의 ‘업무처리 신속성’과 ‘업무처리 결

과의 신뢰성’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사항이 없었다. 하

지만, ‘직원의 서비스 태도’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이 부족하다”, “직원과 해설사들은 상하 관

계가 아닌 협조적이고 유기적이며 동반자적인 관계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응답에 참여한 해설자 대부분이 요구하였

다. ‘해설사에 대한 직원의 관심’에 대해서는 “해설사에 대

한 관심보다 관리 및 감시의 느낌을 받는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할 것 같다”라는 개선 요구 사항

을 제시하였다.

‘해설사 생활’ 영역과 관련된 ‘동료 해설사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해설사간의 배려심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설사

간의 신뢰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해설사 활

동’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활발한 친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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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단해 보

고,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해설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6개 영역 22개 항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교

육 만족도 분석결과 교육만족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

도가 다르게 나타나 해설사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와 관련된 영역들 가운데 해설사들이 가

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은 ‘해설사 생활’이었고, 그 

다음으로 ‘행정 서비스’ 영역과 ‘해설사 지원’ 영역으로 나

타났다. 큰 점수 차이는 아니지만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

그램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과과정 및 수업’ 영역과 ‘해설

사 지도’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해설

사 집단이 자기실현을 위한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강한 조

직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해설사들은 

양성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장’으

로 생각하여, 이를 통해 원만하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 내 소

속감과 자아 존중감,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인정 등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유용성과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경향으로 보인

다. 이런 이유에서 해설사들은 해설사 생활과 직·간접적으

로 연관이 있는 행정 서비스와 해설사 지원에 관한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일 것

이다. 반면,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하고 교

육의 근본 목적인 ‘교육과정 및 수업’과 ‘해설사 지도’영역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

그램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지도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인 점을 해설사들에게 인지시켜 줄 수 있도록 인식 변

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해설사들이 인식하는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

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

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ISA한 결과, 교

육 만족도의 4개 영역, 6개 항목인 ‘강의 내용(주제)’, ‘수업 

진행 방법(교수법)’, ‘직원의 서비스 태도’, ‘해설사에 대한 직

원의 관심’,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해설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수행’ 항목이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ISA결과에서 도출

된 집중 개선 노력이 필요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수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양성 교

육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따라 강의 주제 및 내용이 선정되고 운영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초기 단계부터 해설사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육 및 각 분야

의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설사 수준에 맞는 강의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설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강의 내용과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해설사로부터 적

극적인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켜 보다 효과적

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업 진행 방법(교수법)은 교육 목적에 효율적으로 도

달하기 위한 모든 제반 활동으로, 학습 내용이나 주제에 맞

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단 

수업에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교수자가 주도

적으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여주는 

강의법은 가장 친숙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교수 방법이다. 

하지만, 강의법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으며, 다면화된 학습에 대해서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적인 교

수법이 아닌 강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교육 상황에 적합한 

교수법을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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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에 대한 서비스나 지원은 과거와 비교해서 다

양한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되

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사들의 다양하고 개

성적인 요구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해

설사들은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해설사들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제

공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해설사에 대한 지원 정책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해설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해설

사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리자와 해설사, 해설사와 해설사의 상호관계에서 서

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로 인해 서로에 대

한 오해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며, 해설사들의 태도, 가

치관, 감정 등의 불안감과 직무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된다. 

이런 해설사의 사회·심리적 불안감은 곧 전시 해설과 해설

사 조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의

사소통을 통하여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은 대

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설사들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교육 담당자에게 상기시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원활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해설사들이 우수

한 전시 해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계발이다. 자기 계발을 통해 잠재 능력을 발현시킴으

로써 전시 해설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긍정적인 인간성과 사회성 형성 등 해설사 생활에

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설사들에게 자기 계발은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조사는 해설사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사들의 

불만족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과 개선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은 효과적인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전략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 중요도-만족도 조사는 반

드시 필요하며,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이 증대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더 나아가 

우수한 전시 해설에 따른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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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satisfaction analysis for improving 
satisfaction in natural heritage docent training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duce the drop out rat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docent training 

education program in the Nature Heritage Center by providing educational services appropriate to the docents' 

needs based on the docents satisfaction survey.

In this research, we conducted the survey to analyze the importance-satisfaction of natural heritage docent 

satisfaction in natural heritage docent training programs.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30 docent in Natural 

Heritage Center. To develop a questionnaire,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6 factors and 22 

questions were presented. They are ‘curriculum and instruction’, ‘advice for docent’, ‘educational environments’, 

‘administrative services’, ‘support for docents’, ‘docent life’. The results of t-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every 22 questions, the mean score of satisfaction(M=3.87, SD=.08) 

was lower than that of importance(M=4.10, SD=.20). According to ISA, the items located in “concentrate here” 

were deduced. They are 3 items from administrative services, device for docent, curriculum and instructions. 

To put in concretely, They were ‘lecture content(subject)’, ‘teaching method’, ‘service attitude of personnel’, 

‘interest in a docent' Based on these results and descriptive responses from the docents, the strategies for docent 

satisfaction in natural heritage docents training program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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