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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해설품질과 만족의 관계

전주형1, 임연우1*

1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Interpretation Quality and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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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생태 에서 해설자 역할, 해설 시스템, 해설품질과 생태 자 만족의 계 이외 해설품질의 매개역할

을 밝히는 것이 연구목 이다. 연구결과 생태 에서 해설자 역할은 해설품질에 향을 미쳤으나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생태  해설 약과 로그램과 같은 해설 시스템은 해설품질과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생태 의 해설 품질은 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생태  해설품질은 생태  해설자 역할

과 생태  해설 시스템이 만족의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생태  해설사 역할만으

로는 자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물리  증거가 생태  활성화를 해 요하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 결론 으로 

생태  해설은 해설자가 객에게 어느 정도의 해설 내용과 로그램으로 해설 품질을 제공하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

려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Interpreter's Role, Interpretation System, Interpretation Quality,
and Tourist Satisfaction in ecotourism.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Interpreter's Role affects the Interpretation Quality, but does not affect the Tourist Satisfaction in ecotourism. Second,
the Interpretation System affects Interpretation Quality and Tourist Satisfaction. Third, Interpretation Quality influences
the Tourist Satisfaction. Finally, the Interpretation Quality plays a mediated effect between relationship Interpreter's 
Role, Interpretation System and Tourist Satisfaction. Nevertheless, the key to success in ecotourism is how to explain
the interpretation to the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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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는 경제발 , 개인의 부 증가, 
수명연장, 여가시간증가, 교통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기회는 증가하 고 많은 사람

이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 형태도 더 빨

리, 더 멀리, 더 편안한 이 가능해 졌다. 이를 배경으
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개발은 당연한 

패러다임이 되었었다.
 발 은 역기능도 동반하 다. 특히 자연환경과 

마찰되는 문제가 표 이다. 환경문제는 무분별한 개발
과 량 이 원인으로 주목된다. 게다가 개발이익이 
지에 돌아가지 않는 상태와 자본의 역외유출 이라는 

경제 문제도 발생하 다.
량 과 환경 괴에 한 회의를 바탕으로 인류는 

다음 세 를 한 ‘지속 가능한 ’과  시 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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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추구하는 ‘ 안 ’ 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2]. 생태 도 안 의 하나로 심이 집 되고 있

는 분야이다. 특히 생태 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의 본질을 진정성 

있게 근하는 이다[3].
최근 국내 형태는 선진국형 성향을 보여주고 있

다[4]. 단체여행이 개별여행 심으로 변화하 고 해외

여행과 함께 국내여행도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5]. 생
태 은 안 의 새로운 형태이다. 생태 은 학

습, 감상, 경 과 야생동식물을 람할 목 으로 비교  

훼손되지 않은 지역으로 여행이다[6]. 에서 친환경

을 지향하고, 자연보호에 한 의식 제고를 보여주는 ‘참
살이 ’, ‘생태체험 ’, ‘가족 심 교육 ’ 등이 
활성화되는 것도 이를 반 한다[7].
생태 은 연구 상과 범 가 확 되고 있다. 수용

자에서 사용자 심으로 개념 변화와 생태보존과 이용이

라는 이 생태 상을 자에게 달하는 문제로 

심이 옮겨지고 있다[8].
생태 은 안  차원과 환경보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용된 으로 다른 장르에 에 비하여 

최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도 생태  용이 정

이라는 연구이다. 이를 증명하듯 활성화 방안과 생태
 객 행동에 한 연구에 심이 많았다. 앞으로 생
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련 개념간의 인과

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생태 이 안 , 친환경
, 지역기반 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생태 의 

주요 요소로 평가되는 생태  해설을 심으로 생태

 품질과 만족 등 구성요소 간 인과 계를 밝히고자 한

다. 생태  해설은 자에게 교육 으로 정  

향을 미치며[8], 자 태도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9]. 
연구목 은 생태  해설자 역할과 시스템, 해설품

질 그리고 자 만족간의 계를 연구하고, 해설자 역
할ㆍ시스템과 자 만족과 계에서 해설품질의 역할

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  해설

의 역할에 한 시사 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태관광 해설과 해설사 역할

희곡과 시나리오에서 해설은 거리ㆍ장면정보ㆍ등

장인물 등을 설명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10]. 뉴스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 정보를 수집ㆍ
분석하여 문가 해설을 한다[11]. 해설은 주제에 한 
의미와 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분야 해설도 이해를 한 설명으로 근하고 있

다[12]. 단순한 설명을 넘어 자원이 지니고 있는 의

미를 풀어 과 동시에 교육 인 활동으로 의미가 확 되

기도 한다[13],[14],[15]. 따라서 해설의 의미를 생태
에 용했을 때 생태  해설이란 생태  자원의 의

미를 자에게 달하고[8], 참가자는 생태 에 

한 지식수  향상이라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

동이다. 
생태  해설을 진행하는 해설사는 생태 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가이드(guide)와 해설사
(interpreter)는 구별이 불분명하다. 가이드와 해설사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16], 가이드와 해설사 구별은 
분야에 뚜렷하지 않다. 가이드는 방문자에게 지

에 하여 역사, 문화, 통 등을 해설을 하면서 설명하

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진흥법). 반면 해설사는 
‘숲 해설사’와 ‘문화 해설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만 다를 뿐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17]. 생태  해

설사 역할은 자원에 한 방문객의 흥미와 이해를 

돕는 교육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14],[17]. 
생태  해설사도 생태  가이드로서 자원을 해설

하고, 지역사회에 한 부정 인 향을 최소화는 동시

에 객이 자연과 지역을 인식하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역할을 하는 자다[8],[17].
생태 자원 해설이 요한 것은 생태 의 핵심

[18] 활동이기 때문이다. 생태 을 통한 방문객 만족

과 지 환경보 의 문제를 해설을 통해서 해결 가능

하다. 이와 같은 에서 생태 의 발 은 생태  

문가이드 육성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2],[7]. 생태  해설사는 효과 인 환경교육ㆍ지역사

회 발 ㆍ양질의 생태  서비스 제공 등을 한 핵심

요소이다.  지속 인 생태  활성화를 해서는 자

연자원  련 문화자원을 해설하는 문 생태  해

설사가 필요하다. 해설품질과 련 연구에서 해설사의 
해설태도, 달력, 문지식 등이 객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되었다[19]. 그외 해설사 역량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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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고객서비스 응 방법, 의 

리더십, 해설에 한 사명감과 책임감, 해설의 문지식, 
해설 달능력 등도 요하게 평가되었다[20]. 해설사의 
문지식, 달력, 서비스 태도도 객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
로 생태 에서 해설사의 역할은 자의 태도와 만족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2.2 생태관광 해설 시스템

생태  해설 시스템은 서비스기업의 물리  증거

(physical evidence)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물리  증

거는 건물외 , 간 , 주차장, 주변환경, 내부장식, 가구, 
공기의 질, 온도 등과 같은 물리  환경과 직원의 유니

폼, 고지 등의 유형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2]. 생태
 해설에서는 해설 시스템은 해설을 원활하게 달할 

수 있는 유형  도구이다. 안내 편리성, 약 편의성, 정
보취득 용이성 등 해설의 이해를 돕는 도구와 지원체계

를 포함한다[8]. 
생태 의 해설 시스템과 련해서 생태 의 물리

 환경은 오 라인[22]과, 온라인[23],[24]으로부터 
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태 에서 안내 표

지 과 물리  시설은 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5]. 그 외 탐방로 편의, 안내 표지 , 시
간 편의 등과 같은 이용편의사항도 만족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반면 이정표, 주차시설, 도로
이용, 교통수단 등과 같은 근성 요인은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 도 있다[26]. 따라서 선행연구와 
같이 생태  해설 시스템이 자 만족에 향을 미

칠 것으로 측된다. 
 

2.3 생태관광 해설품질

생태  해설품질은 생태  해설사가 제공하는 해

설 서비스를 말하며 해설품질은 과정품질과 결과품질로 

구분 할 수 있다. 결과품질 차원에서 보면 비된 해설을 
해설자가 어떻게 달하느냐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27],[28].
생태  해설품질은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소멸

성 등 특징이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되며[29] 주  평

가다[30]. 한 자에게는 생태 의 교육  효과에

게도 향을 미친다[8]. 그러므로 해설사가 얼마나 흥미
있게 생태자원을 설명하여 자와 소통하느냐가 건

이다. 
농  품질연구에서 품질은 만족, 재방문, 추

천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지 

품질의 연구에서도 품질이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32],[33]. 문화재에 한 해설 연구에서
도 해설품질이 만족과 추천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34]. 그 외 서비스 기업의 품질과 재구매와 계에
서 계품질은 매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  해

설품질이 자의 만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2.4 생태관광 만족

만족은 기  불일치 패러다임에 의하면 고객은 구매 

 성과를 상하고 기 를 갖고 서비스를 구매한다. 구
매  기 와 구매 후 성과를 비교한 후 기 와 성과가 

같으면 만족을 느끼고, 차이가 생기면 불일치가 발생한
다. 기 와 성과가 부정  불일치 할 때 불만족이 발생하

지만 정  불일치가 발생하면 기 보다 성과가 높게 

평가되어 고객은 만족이 발생한다[36]. 고객만족에서 기
는 고객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 자신이 정의한 

정 ㆍ부정  상의 발생 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고객만

족에서의 기 는 발생확률이다. 결국 서비스가 발생하는 
순간에 한 인지 ㆍ정서  반응도 고객만족이다[37]. 
고객만족은 고객의 실질  반응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으

로 정 이거나 부정 인 감정  반응과 인지  불일치

라는 두 가지 요소에 향을 미친다[38]. 더불어 만족은 
재구매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평가되어 연구에 많

이 이용되고 있다[39], [40].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이 연구는 생태 을 구성하는 해설을 심으로 구

성요소 간 인과 계를 밝히고자 연구되었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구성요소 간 인과 계를 문헌연구를 통해

서 검토하 다. 기존 문헌 연구는 생태 의 련 개념 

간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생태 과 같이 안 으로 

평가되는 농 , 문화  해설 등 련된 주제를 참

조하 다. 연구모형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론  배경에 

기술하 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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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Reliability) Variable

Interpreter’s
Role(.924)

Suitable place for Interpretation
Suitable time for Interpretation
Friendly and comfortable
Use easy to understand words
Easily explain difficult contents

Interpretation
System(.933)

Easy and convenient accessibility
Easy booking accessibility
Easy to interpret exhibits

[가설1] 생태  해설자 역할은 해설품질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생태  해설자 역할은 자 만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생태  해설 시스템은 해설품질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생태  해설 시스템은 자 만족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생태  해설품질은 생태  만족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생태  해설자 역할과 자 만족의 계

에서 해설품질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 생태  해설 시스템과 자 만족의 계

에서 해설품질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Fig. 1. Model

3.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기법을 

이용하 다. 설문내용은 인구통계학  질문 4문항, 생태
 참여특징 3문항을 명목척도로 측정하 다. 해설자 

역할 5문항, 해설시스템 5문항, 해설품질 4문항, 생태
 만족 2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요인 간 인과 계를 조사하기 한 설문의 구체  항

목은 해설자의 역할[8],[13] 해설 시스템[8],[13], 해설품
질[8],[13], 만족[41]등을 참고하 다.

3.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15년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주말을 
이용하여 생태  해설 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 상지역은 경기도 물향기 수목

원, 충남 강 수목원, 천리포 수목원, 고운 식물원 등이
다. 장조사는 교육을 받은 학생이 생태해설을 마친 

자에게 설문지를 제시하여 일 일로 조사하 다.
조사결과 350부를 목표로 설문조사 기간 동안 설문을 

진행하여 22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유효설문지는 
221부를 활용하 다.

3.4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SPSS 20.0, AMOS 20.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인구통계학  특징과 일반

 특징에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신뢰도 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이용하

여 측정 변수 간 내 일 성을 평가하 다. 상 계 분

석의 제곱을 이용하여 별타당성을 검증하 고 가설검

증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

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특성

응답자는 남자 113명(51.1%), 여자 108명(48.9%)로 
나타났다. 학력은 졸 137명(61.9%), 나이는 30  68명
(30.7%), 40  63명(28.5%)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
무직 73명(33.0%), 기타 48명(21.7%), 업직 32명
(14.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동반자는 가족/친지 92
명(41.6%),  동호회 81명(36.6%) 등으로 나타났고, 생태
 지 정보취득은 인터넷 64명(28.9%)으로 나타

났으나, 응답을 하지 않은 기타가 72명(32.5%)로 더 많
았다. 방문횟수는 처음이 141명(63.8%)로 가장 많았다.

4.2 내적일관성 평가와 와 확인적 요인분석

내  일 성 평가는 신뢰도(Cronbach's α)계수를 이
용하여 평가하 다. 평가결과 신뢰도는 결과가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 Internal consisten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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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walking line and Good facility layout
Location signs And easy explanation

Interpretation
Quality(.926)

Providing expertise you can trust
An interesting Interpretation
Resolving questions
Use appropriate word

Satisfaction
(.947)

This Interpretation was satisfied.
This Interpretation was worth.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st. weight* T P AVE
CR

Interpretation
Quality

0.873
0.779
0.856
0.857

　

17.695
19.784
20.536

　

.0

.0

.0

0.709
0.868 

Interpreter’s
Role

0.737
0.717
0.914
0.934
1.019

　

13.091
16.11

15.844
12.864

　

.0

.0

.0

.0

0.761 
0.895 

Interpretation
 System

0.845
0.902
0.943
0.902
0.799

　

20.764
21.929
20.496
17.347

　

.0

.0

.0

.0

0.774 
0.884 

Satisfaction 0.972
0.926

　

32.933
　

.0
0.901 
0.931 

Fitness: x²=259.611, df=164, p=.000, q=1.583, RMR= .090, GFI= .904, 
AGFI= .877, CFI= .951, RMSEA= .049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Table 3. Table title

Factor A B C D

AVE 0.709 0.761 0.774 0.901 

Interpretation 
Quality(A) 1 r²

.634 
r²

.526 
r²

.828 

Interpreter’s 
Role(B)

r
.796 1 r²

.387 
r²

.680

Interpretation
System(C)

r
.725

r
.622 1 r²

.487

Satisfaction(D) r
.910

r
.780

r
.698 1

집 타당성은 평균분산 추출값(AVE, 기 치.50이상)
과 잠재요인신뢰도(CR, 기 치 .70이상)를 이용하여 검
증하 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서 기 치 이상으로 나

타나 집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별타당성은 잠재요인 각각 AVE값이 상 계의 

제곱(r²)보다 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한다. 검증 
결과 모든 요인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별타

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3 가설검증

[가설1]은 채택되었다. 생태  해설자 역할을  요

하게 평가한 응답자는 해설품질을 요하게 여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설2]는 기각되었다. 생태  해설자 역

할은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선행연구[19],[20],[21] 등과 차이가 있다. 

Table 4. Hypothesis Test 1

Path Estimate* S.E. C.R. P

[H1]Interpreter’s Role
-Quality .943 .09 11.0 .0

[H2]Interpreter’s Role
-Satisfaction -.024 .13 -.19 .0

[H3]Interpretation System
-Quality .217 .04 6.1 .0

[H4]Interpretation System
-Satisfaction .116 .05 2.6 .01

[H5]Interpretation Quality
-Satisfaction .966 .11 8.7 .0

합도: x²=250.43, df=69, p=.000 q=3.629, RMR=.065, GFI=.911, 
AGFI=.825, NFI=.954, CFI=.966, RMSEA=.047

[가설3]와 [가설4]는 채택되었다. 생태  해설 시스

템은 해설품질과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25]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설5]은 채택되었다. 해설품질은 만족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31],[34]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5. Hypothesis Test 2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H6]Interpreter’s Role
-Satisfaction .550 -.015 .564

[H7]Interpretation System
-Satisfaction .358 .128 .230

 Mediated factors: Interpretation Quality

[가설6]은 채택되었다. 해설자 역할이 만족에 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해설물질은 매개로 간 효과를 미치

는 것을 나타났다. [가설7]은 채택되었다. [가설5]와 같
이 해설 시스템은 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 효과보다 매개요인인 해설품질

을 통한 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해설 시스템과 만족

의 계에서 해설품질이 매개요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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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최근 자연환경은 인류 체에 혹은 경 반에 요

한 외부환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서도 같은 상

이 개되고 있다. 다음 세 를 한 지속 가능성이 새롭

게 두 되었으며 그 결과 자연에 기반을 둔 생태 이 

많이 언 되고 있다. 생태 은 지역기반, 친환경을 바
탕으로 하는 활동이다. 특히 생태 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  측면을 바탕으로 생태  해설의 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생태 에 참

여한 자를 상으로 생태  해설품질과 자 만

족의 계를 연구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생태  해설자 역할은 해설품질에 향을 미

쳤으나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생태  해

설 시스템은 해설품질과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생태  해설품질은 자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  

해설자 역할ㆍ해설 시스템과 자 만족의 계에서 해

설품질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시 을 도출하 다.
첫째, 생태  해설사 역할 만으로는 생태 의 효

과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생태  해설사는 '
한 장소에서 설명', '설명시간 배분', '친 한 한내', '

자신감 있는 설명'과 같은 개인  역 보다 체 로그

램의 에서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태
지에서 생태  해설사를 한 로그램 개발에 이와 

같은 시사 을 참고해야 한다.  
둘째, 생태  해설 시스템은 생태  만족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설시스템의 '방문의 편
리함', '해설 약의 편리성', ' 시물 설명 이해의 편의성
', '시설배치와 동선', '안내 의 치' 등이  만족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 의 효과를 극 화

하기 해서는 물리  증거가 생태  활성화를 해 

요한 요인이라고 평가된다.  
셋째, 생태  해설 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해설품

질에 달려있다. 생태  해설자 역할과 해설 시스템을 

요하게 평가하는 자는 해설품질을 요하게 평가

하 다. 한 생태  해설품질이 자 만족에 미치

는 향에서도 직  향보다 간  향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같은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 해설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설
정보의 문성’, ‘흥미로운 해설’, ‘궁 증 해소’, ‘
한 언어사용’ 등과 같은 항목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실증조사에서 생태  해설에 참가한 객이 수가 

많지 않다는 에 조사의 한계가 있다. 특히 생태 의 

해설과 같은 로그램이 실행되는 곳이 다양하지 않으며 

해설에 참여한 객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조사된 자료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앞
으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 다양하고 포 인 실증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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