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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패턴의 변화로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자 수목원과 식물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에 따라 기존 운영체계의 개선 및 자연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국토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특성, 삼림대별, 수집식물 특성별 또는 기능별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발

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목원마다 차별적인 전략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 획일적인 수목원 조성이 아니라 특색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공하고자 영남권

역에 위치한 대구수목원, 경북수목원, 경남수목원을 중심으로 수목원 이용자에 대한 수목원 이용행태, 수목원의 기능

별 지표의 중요도, 수목원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지표의 중요도 등을 파악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수목원 기능

별로 수집기능에서는 멸종위기종의 현지 외 보전을 위한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전시기능에서는 식물전시를 통한 자

연체험공간 활용, 연구기능에서는 식물분류학연구, 교육기능에서는 현장학습, 견학장소, 보전기능에서는 우수 향토자

원식물의 종보존, 휴양기능에서는 건전한 휴식공간제공 항목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서는 대중교육 프로그램운영(수목원 해설, 식물교육)의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목원 운영적인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 체계의 수립과 자료개발, 전문인력양성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대

상 수목원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구수목원의 경우 자연환경재생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육성

하고, 경북수목원의 경우 고산지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종의 보존과 전시, 장애자의 관람을 고려한 휴양위주

로, 경남수목원은 난대수종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주제원 중심으로 특성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수목원 조성에 따른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강화, 즉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

면서 이용자의 욕구와 다양한 여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적 측면에서의 차별

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수목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provide the basic direction to form the arboretum with the distinct features by

providing the basic data to help the differentiated strategy for each arboretum. For this purpose, the users'

pattern, importance of the indicator by the function, and the stimulation and specialization importance were

examined for Daegu Arboretum, Gyeongbuk Arboretum and Gyeongnam Arboretum in Gyeongsang Province.

The result says, looking into the functions of arboretum, the collection function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preservation of the endangered crisis species; the display function showed the highest in the use as the

nature experiencing spaces through the plant exhibition; the research function showed the highest in the study

on Plant Systematics; the education function showed the highest in the protection of the native plants; and the

recreational function showed the highest in the healthy recreational space. In the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arboretum showed the highest in the public education program operation such as the narration from arboretum

and education for plan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need the system setup such as the education program,

material development and specialist training in terms of the arboretum. For the specialization plan for arbore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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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t seem desirable to concentrate on the research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natural resources

renewal, for Daegu Arboretum; to concentrate on the resort site for the protection and display of the species

and the disabled visitors by utilizing the geographical traits in the mountains, for Gyeongbuk Arboretum; to

create the specialization plan mainly for the tree species suitable for the warm weather and for the children.

Key words : arboretum, indicator of arboretum, specialization of arboretum

서 론

국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산림환

경의 조성, 산림휴양·문화공간의 확충, 건강한 산림생태

계의 보전, 관리, 신품종 개발 및 유지관리, 역사적 사회적

교육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제공하는 수목원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 더욱 중요시 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적으

로 수목원과 식물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들은 이제까지의 관행적인 관리운영과 설계, 조성방법 등

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지역별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어딜가나 똑같은 유형의 수목원이 아닌 지

역마다 테마별로 각기 다른 기능과 유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획일적인 공간조성과

운영에서 벗어나 수목원마다 각각의 특화된 역할을 찾아

내고 기능을 전문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수목원 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수목원 조성

후 이용행태분석에 의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김병도, 2000; 김종표, 2001). 또 수목원의 교

육과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용식, 1995).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공

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특성, 삼림대별, 수집식물 특성

별 또는 기능별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

는 법적, 제도적 틀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적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최

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목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성화를 전제로 대학과 연계한 수목

원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목원마다 차

별적인 전략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 획일적인 수목원 조

성이 아니라 특색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고찰과 사례조사 및 결과를 분석

하여 수목원의 기능별 지표항목과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수목원의 기능별 지표의 중요도, 수목원 특성화를 위한 지

표의 중요도 등을 파악하였다. 수목원 기능별 지표의 중요

도는 일반적 중요도를 조사한 것이며 수목원 특성화를 위

한 지표의 중요도의 경우는 사례지인 수목원만을 조사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권역, 부산·경남

권역인 영남지방의 대구수목원, 경북수목원, 경남수목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2006년 7월

15일에서 7월 1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

는 2006년 8월 1일에서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용적 측면에서 수목원 특성화를 위한 지표

의 중요도 조사를 위해 수목원 관리자, 즉 공무원·연구

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표 항목의 경

우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이었으며 수목원의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된 사항

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부수는 조사 대상 수목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의 경

우 경남수목원 28부, 경북수목원 17부, 대구수목원 33부,

총 78부를 조사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2.0을 사용하

여 기술적 통계분석과 중요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

하였다. 설문구성은 이용자의 일반적 행태분석을 위한 문

항과 리커트 척도에 의한 기능별 지표의 중요도, 특성화

를 위한 항목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중요도 분석을 위한 지표항목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와 국립수목원과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별 중요

사항들을 기초로 관련 문헌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능별

주요 지표를 설정, 또한 연구자의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수목원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맞는 지표 항목

을 추가하였다. 조사 대상 수목원의 특성화를 위한 지표

항목의 경우 산림청의 특성화를 위한 지표항목을 중심으

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국토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특성, 특정식물분류군, 기능별 전문성 등으로 구분하

였다. 또한, 유형별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서 특성화 중요도의 유형별 평균값의 대, 소에 따라 순차

적으로 1~3점을 부여하여 그래프로 작성하였다. 

분석 및 고찰

1. 수목원 기능별 지표의 중요도

수목원의 역할은 조성목적 및 지리적 위치,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가고 있다. 수목원의 기능은

다양한 목적들이 결합되어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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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구별되는 점은 전시용이나 실험용 및 과학연구용으

로 많은 식물을 분류하여 표기하고 광범위하게 수집 및

재배하는 기능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수목원의 기능을 수집(collection), 전시

(display),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보전(conservation)

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휴양

(recreation) 기능을 추가하여 6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각

기능별 중요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1)

표 1. 수목원 기능별 중요도 분석. (유의수준 : 0.01%)

항목 지표 평균중요도 표준편차

수집기능

특산식물 확보 3.66 0.89

종자, 종자 표본 확보 3.89 0.77

멸종위기종의 현지외 보전을 위한 수집 3.94 0.88

천연기념식물(종자식물) 확보 3.85 0.86

식물표본(석엽표본) 수집 3.66 0.75

수목의 분류학적 수집 3.91 0.80

보전을 위한 수집 3.68 0.91

전시기능

식물생육특성과 지형별 전시 3.77 0.80

식물전시를 통한 자연체험 공간활용 4.15 0.74

정서함양과 여가휴양공간 3.85 0.85

경관적 아름다움 3.61 0.97

관광객 유치 3.39 1.03

지역홍보 3.63 0.94

각종전시회(사진, 그림, 분재, 야생화) 3.46 0.83

주제별 전시 3.76 0.82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전시 3.84 0.93

식물종의 장기보전 3.73 0.84

식물유전자원전시(표본관, 종자은행) 3.90 0.90

연구기능

수목산야초 연구 3.48 0.89

식물병해충 연구 3.48 0.97

정보교환(기술협력) 3.71 0.88

신품종개발(성질개량) 3.30 0.99

약용식물 등 자연식물학연구 3.80 0.90

희귀종 번식 등 개체증식 3.76 0.87

식물생리생태연구(식물유전,생장,개화, 결실) 4.04 0.82

식물분류학 연구(식물의품종, 계통체계확립) 4.16 0.76

교육기능

식물전문가 육성교육 3.95 0.96

현장실습 프로그램운영 3.99 0.91

자연체험 및 관찰학습 4.03 0.85

산림 및 생태에 관한 내용 3.70 0.81

식물과 환경의 중요성 교육 3.76 0.66

창의적인 능력향상 3.33 0.81

현장학습 견학장소 4.13 0.91

자연보전 및 보호교육 4.00 0.86

보전기능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관리와 번식 3.85 0.79

종자보전 및 관리 3.75 0.90

유전 다양성 3.66 0.92

우수향토 자원식물의 종보존 3.96 0.85

휴양기능

건강증진(피로회복) 3.86 0.86

취미활동(사진촬영, 관찰) 3.59 0.94

삼림욕(심리치료) 3.95 0.92

관광자원 3.70 0.79

건전한 휴식공간제공 4.19 0.77

1)산림청(2004) 운영지침서에 따라 수목원 기능을 수집, 전시, 연구, 교육, 보전으로 선정하였으며 백동렬(2003), 이근식(2004) 등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판단에 의해 휴양기능을 추가하였다. 



수목원 기능별 지표의 중요도와 특성화방안 − 대구, 경북, 경남 수목원을 대상으로 − 373

1) 수목원 기능의 중요도 분석2)

수집기능에서는 멸종위기종의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수

집이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균인 3.94로 나타났는

데 이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도 가능한 한 현지 외 보존

보다는 현지 내 보존을 원칙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

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한 서식지의 훼손, 퇴화, 외

래종의 침입 등은 자생지에서 식물종의 손실을 가속화 시

킨다. 또한 많은 서식지들이 인간의 활동으로 기인하는

기후, 환경 등의 변화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그 변

화는 식물종이 갖고 있는 적응능력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외 보존사업이 현실적인 대

안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전시기능 평가 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될 지표라고 사료된다. 특산식물 확보와 식물표본

(석엽표본)수집이 가장 낮은 중요도가 부여되었다. 표본

관은 식물의 이름을 확인하는 작업 즉 식별의 참고로써

활용되며 학술적 연구의 확증표본을 저장하여 후에 활용

하게 된다. 표본관은 식물학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서관

이며, 연구실, 실험실이다. 국내의 대학이나 기관의 표본

관 등 박물관처럼 학예관(Curator)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나, 국가별 분류학 분야의 수준은 학예

관이 능력과 일치된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앞으로 식물이

수집되면 오직 살아 있는 식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

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는 시설로 반드시 관리차

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시기능에서는 식물전시를 통한 자연체험 공간 활용

이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균 4.15로 높게 나타났

다. 체험위주의 교육은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되어 가면

갈수록 더욱 중요성과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 학교 교육

과 사회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과 체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만남으로서 자연

환경이 만들어 내는 갖가지 맛과 향기와 자연체험을 통

하여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연구기능에서는 식물분류학연구(식물의 품종, 계통체

계확립)과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균 4.16로 높게

나타났다. 분류학(Taxonomy)은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관

계가 있는 생물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성에서 출발 생물

의 정확한 명칭을 분류하는 동시에 계통진화상의 위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는 생물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확한

생물의 유연관계를 추정 식물의 진화와 분류계급별 전시,

교육과 연구를 위해 중요한 전시물이므로 연구기능 평가

항목 시 가장 높은 순위가 부여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기능에서는 현장학습 견학장소가 중요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4.1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수

목원을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전인적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서 학

습장소와 연계된 체험중심이 가능하고 교육내용을 직접

보고, 느끼며, 상호토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하다고 판

단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보전기능에서는 우수향토 자원식물의 종 보존이 중요

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3.9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

당 수목원이 식물 종을 확보함에 있어 어떠한 목적을 중

심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향토 식물 종을 수집하여 보전하는

것이 식물 유전자원 수집 특색이 될 수 있기에 보전기능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

된다. 유전 다양성이 가장 낮은 점수가 부여 되었는데 식

물 다양성에 관한 인식과 교육 활성화가 부족한 결과로

사료된다. 

휴양기능에서는 건전한 휴식 공간 제공이 중요도에 있

어서 4.19로 높게 나타났다. 수목원의 휴식공간 제공은 일

상생활에서 받는 압력,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탈피하여 자

연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을 찾아 정신적 건강을 증진함

과 아울러 육체적 건강의 편익으로 여가 문화를 활성화

시킴으로서 사회의 건전성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지표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목원의 정의와 목적과 비교하여 지표항목간의 가장

높은 중요도와는 큰 차이는 볼 수 없었다.

2) 기능항목별 특성화에 따른 유형분석3)

(1) 수집기능

중요도 분석을 통해 각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각 기능

항목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기능에서 제1요인은

4개의 지표로 유형화되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대로 인

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천연기념식물(종자식물)

확보, 종자·종자 표본 확보, 멸종위기종의 현지 외 보전,

특산식물확보의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를

모두는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1요인은 식물에 대한 위기상황에 대처 복원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현지 내 및

현지 외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저장고

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되므로 ‘식물자원요인’로 명명

하였다. 제2요인은 수목의 분류학적 수집, 보전을 위한 수

2)수목원 기능별 신뢰도분석을 통해 각 기능별 항목에 대한 크롭바 계수 α값이 일반적 기준인 0.6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평균값의 신뢰도에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자분석 모형적용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검정값인 KMO값이 6개 기능모두 0.6이상으로 변수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Baretlett 구상 검정치 값의 유의확률이 0.0000으로 요인분석을 통한 공통인자 추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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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식물표본(석엽표본)수집 순으로 3개의 변수가 부합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는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목의 생리생태적인 식물들

을 동일한 장소에서 관리하거나 또한 원래 집단의 장기

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저장수집(back up

collections)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이를 ‘저장수집요인’으로

명명하였다.

(2) 전시기능

전시기능 항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형화한 결과 제

1요인은 3개의 지표로 유형화 되었다. 인자부하량을 토대

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지리적 특성을 고

려한 전시, 주제별전시, 식물생육특성과 지형별 전시 순

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모두는 정(正)적

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1요인은 단

순히 종의 전시뿐만 아니라 관상적인 가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색채미 및 형식미도 갖추도록 계획하고 식재공간

을 조경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식물유전자원을 전시 배치

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공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

인은 추출된 3개의 지표를 인자 부하량의 크기순으로 나

열하면 관광객유치, 지역홍보, 각종 전시회(사진, 그림, 분

재, 야생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는 정(正)적인 관

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요인은 수목원 방

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각종 전시회를 통하여 즐거움과 아

름다움을 전해 줄 수 있고, 이용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귀

중한 장소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홍보를 겸한 관람지로서

의 역할로 찾아오는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관람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정서

함양과 여가 휴양 공간, 식물전시를 통한 자연 체험 공간

활용, 경관적인 아름다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모두

는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요인은 식물전시를 통한 자연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며,

정서함양과 여가 휴양 공간 및 수목을 중심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즐기면서 식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으

므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탈피하여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기에 ‘심리적 정서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식물종의 장기보전, 식물

유전자원전시(표본관, 종자은행)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제4요인은 장기간 집

단에서 점멸하지 않고 자연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종에 알맞은 생태적 조건(생활사 : 종자발아율, 생존율 등)

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유전적 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식물보존요인’으로

명명하였다.

(3) 연구기능

연구기능 항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형화한 결과 제

1요인은 5개의 지표로 유형화 되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

대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신품종개발(성질

개량), 식물병해충연구, 정보교환(기술협력), 희귀종 번식

등 개체증식, 수목산야초 연구 등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1요인은 연구 기술적인 부분으

로서 지금까지 수목원의 주요 업무가 전시, 수집 위주의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정

보교환을 통하여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 이용으로 방향

표 2. 수목원 기능 항목별 특성화를 위한 유형분류. (유의수준: 0.01%)

요인그룹

수목원 기능
1 요 인 2 요 인 3 요 인 4 요 인 비고

수 집
천연기념물, 종자, 
멸종위기종, 특산물

(식물자원요인)

분류학적 수집, 보전,
식물표본

(저장수집요인)

KMO 0.715

Bartlett의 형성검정치 
137.698

전 시
지리적 특성,  주제별
전시,   식물생육특성

(공간요인)

관광객, 지역홍보, 
각종전시회
(관람요인)

정서함양, 식물전시
, 경관

(심리정서요인)

장기보전, 
식물유전자원

(식물보전요인)

KMO 0.608

Bartlett의 형성검정치 
182.625

연 구

신품종개발, 희귀종번식,
식물병해충, 

수목 산야초, 정보교환
(정보교류요인)

분류학, 생리생태연구,
약용식물

(학문연구요인)

KMO 0.753

Bartlett의 형성검정치 
216.381

교 육

견학, 현장실습, 
자연체험, 식물전문가, 

자연보전
(체험요인)

환경의 중요성, 
창의적 능력, 산림

및 생태
(환경요인)

KMO 0.805

Bartlett의 형성검정치 
196.369

보 전
희귀 및 멸종, 종자보전

(자생지 보호요인)
우수향토, 유전다양성

(유전자원요인)

KMO 0.600

Bartlett의 형성검정치 
102.411

휴 양
건강증진, 산림욕, 
취미활동, 휴식공간

(여가요인)

관광자원
(관광요인)

KMO 0.720

Bartlett의 형성검정치 
6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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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요구된다. 식물유전자원의 조사, 개발, 연구를 위

해 이를 실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에 ‘정보교류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3개의 지

표로 유형화 되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대로 인자를 구

성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식물분류학연구(식물의 품종, 계

통 체계 확립), 식물생리생태연구(식물유전, 생장, 개화,

결실), 약용식물 등 자연식물학 연구, 등의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정(正)적인 관계성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2요인은 식물의 생리,

생태 연구 개발을 통해 얻어진 정보기술력과 자생하는 유

용한 약용식물자원을 기초로 유용식물유전자원의 조사,

보존 연구에 힘써 필요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여 개발된

연구결과를 실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

로 ‘학문연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4) 교육기능

교육기능 항목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유형화한 결과 제

1요인은 5개의 지표를 유형화 되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

대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현장학습견학장

소,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자연체험 및 관찰학습, 식물

전문가 육성교육, 자연보전 및 보호교육 등의 순으로 높

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정(正)적인 관계

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1요인은 숲의 이해

와 보호를 위하여 자연환경을 직접적으로 만남으로서 자

연의 이해와 자연의 넉넉함을 심어 인간이 온전하게 사

회생활을 영유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머리, 가슴, 손으로 하는 체험 교육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은 자연을 친근감 있게 받아 들 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체험요인’으로 명명

하였다. 제2요인은 3개의 지표로 유형화 되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대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식물

과 환경의 중요성교육, 창의적인 능력향상, 산림 및 생태

에 관한 내용 등의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제2요인은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연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숲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해설로 숲이 파괴

되면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부담을 가중 시켜 줄 수 있으

므로 산림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생태

적으로 건전한 숲을 만들어 쾌적성과 자연환경의 질을 추

구할 수 있다. 또 환경기능이 우리 생활에 기여하는 영향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환경요인’으로

명명하였다.

(5) 보전기능

보전기능에서 제1요인은 2개의 지표로 유형화 되었는

데 인자 부하량을 토대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

보면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관리와 번식, 종자보전 및 관

리 등의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모두

는 정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1요

인은 사회적으로 사라져가는 식물을 보전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식물조사를 하여 개체수가 많지

않은 식물들은 증식체계를 만드는 방법 연구 등 희귀식

물 및 종자보전을 위한 자생지를 조사 보전이 필요한 지

역은 천연보호림으로 지정 할 수 있기에 ‘자생지 보호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2개의 지표로 유형화 되

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대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

펴보면 우수향토 자원식물의 종보존, 유전다양성 등의 순

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정(正)적

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1요인은 인

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로 생육지 파괴에 의한 유전 다양

성 및 향토자원 식물의 소실은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

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전학적 차원에서 개체수의 보

전이 중요하게 사료 이러한 자료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 ‘유전자원요인’으로 명명하였다.

(6) 휴양기능

휴양기능 항목에서 제1요인은 2개의 지표로 유형화 되

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대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

펴보면 건강증진(피로회복), 삼림욕(심리치료), 취미활동

(사진촬영, 식물채집, 관찰), 삼림욕(심리치료), 건전한 휴

식공간제공 등의 순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

들 모두는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제1요인은 울창한 숲에서 신선한 공기와 접촉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은 녹색이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뿐만 아

니라 적정한 공간 이용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효과

를 제공하여 생활의 여유로움 및 안락함을 주고 일상생

활에서 받는 피로를 풀어서 건강한 삶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줄 수 있으므로 ‘여가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

인은 1개의 지표로 유형화 되었는데 인자 부하량을 토대

로 인자를 구성하는 변수를 살펴보면 관광자원으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正)적인 관계성을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2요인은 주변의 문화적 산

물과 숲의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이해하여 그 지역에 살

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공간을 이용 도시민의 건

전한 휴식 공간 제공과 함께 관광객을 위한 경유형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애림사상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관광요인’으로 명명하였다.

3) 회귀분석을 통한 수목원 기능별 평가모델 

수집기능의 회귀분석을 통한 평가모델을 제시하면 회

귀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연 기념 식물확보, 종

자, 종자 표본 확보, 멸종위종의 현지 외 보전을 위한 수

집, 특산식물 확보로 형성된 식물자원요인으로서 비표준

화 계수(B)가 0.384로 수집기능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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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류학적 수집,

보전을 위한 수집, 식물표본수집, 등으로 이루어진 저장

수집요인이며 수집기능 평가를 위한 모델이 식물자원 요

인과 저장 수집요인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에 대한 평가모델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전시, 주

제별 전시, 식물생육특성과 지형별 전시로 형성된 공간요

인으로서 비표준화 계수가 0.3이로 전시기능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식물종의 장기보전, 식물 유전자원전시(표본관, 종자은행)

등으로 이루어진 보전요인이며, 전시기능 평가를 위한 모

뎀이 공간요인과 보전요인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기능 항목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신품

종개발(성질개량), 식물병해충연구, 정보교환(기술협력),

희귀종 번식 등 개체증식, 수목산야초 연구로 유형화 된

정보교류요인이다. 다음으로 식물 분류학적 연구(식물의

품종, 계통 체계 확립), 식물생리생태연구(식물유전, 생장,

개화, 결실) 약용식물 등 자연식물학 연구 등으로 이루어

진 학문연구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기능 평가를 위한 모

델이 정보교류요인과 학문연구요인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기능 항목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현장학

습 견학장소, 현장실습프로그램운영, 자연체험 및 관찰학

습, 식물전문가 육성교육으로 유형화 된 체험요인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식물과 환경의 중요성교육, 창의적인 능

력향상, 산림 및 생태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

요인이며, 교육기능 평가를 위한 모델이 체험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전기능의 회귀분석을 통한 평가모델에서 희귀 및 멸

종위기식물 관리와 번식, 종자보전관리로 형성된 자생지

자원요인이 보전기능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수향토 자원식물의 종

보존, 유전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유전자원요인이다. 보전

기능 평가를 위한 모델이 자생지 자원요인과 유전자원요

인으로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휴양에 대한 평가모델

에서는 건강증진(피로회복), 삼림욕(심리치료), 취미활동

(사진촬영, 관찰)로 형성된 여가요인이 휴양기능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진 관광요인이며 휴양기능 평

표 3. 수목원 기능별 평가 모델. (유의수준: 0.01%)

수목원 기능 회 귀 식 모 형 R제곱값 Durbin-Watson 값

수집 0.384 * (식물자원요인) + 0.231 * (저장수집요인) + 3.759 0.310 2.233

전시 0.301 * (공간요인) + 0.246 * (식물보전요인) + 3.949 0.237 1.552

연구 0.456 * (정보교류요인) + 0.257 * (학문연구요인) + 3.886 0.360 1.721

교육 0.545 * (체험요인) + 0.160 * (환경요인) + 4.076 0.438 1.353

보전 0.356 * (자생지 보호요인) + 0.220 * (유전자원요인) + 3.975 0.438 1.353

휴양 0.495 * (여가요인) + 0.233 * (관광요인) + 4.051 0.391 2.101

그림 1. 대구수목원 특성화를 위한 유형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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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위한 모델이 여가요인과 관광요인으로서 가능하다

고 볼 수 있다.

2. 수목원별 특성화 중요도 분석

대구수목원은 그림 1의 (a)와 같이 기후대별 권역화에

서는 난대수종이 북부, 중부, 남부 수종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 식물 분류군에서는 상록

성과 종·속별이 색채별, 왜성 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

났다. 그림 2의 (c)와 같이 기능별 전문성에서는 연구기능,

교육기능이 전시, 수집, 어린이 중심, 휴양, 보전, 맹인 등

장애자 중심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구수목원은 쓰레기 매

립장을 이용한 수목원 조성으로 자연에 대한 살아있는 교

육장으로 활용한 전국 최초의 도시형 수목원이다. 체계적

이고 테마 있는 공간구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조건으

로 지나치게 많은 관람객의 유입으로 인한 전시물의 훼

손과 답압 피해로 인한 식물생육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

하고 있으나 외국 주요 식물원 (36개국 153기관)과 식물

종자 교류를 통한 식물 유전자원 교류를 통한 연구기능

과 현재 수목원 자체 자연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

영, 교육용 전시회 등의 개최로 수목원 교육의 항목을 중

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경북수목원의 경우 그림 2의 (a)와 같이 기후대별 권역

화에서는 북부, 중부 수종이 난대, 남부 수종보다 중요도

가 높게 나타났고, 그림 3(b)과 같이 특정식물 분류군에

서는 색채별, 왜성이 상록성과 종·속별 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그림 3(c)과 같이 기능별 전문성에서는 전시, 휴양, 보

전, 어린이 중심, 맹인 등 장애자 중심의 항목이 연구, 교

육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상북도 수목원은 확대

조성(2차)으로 동양최대의 수목원으로 확대되어 세계 최

대 프랑스 마실 수목원(6,070)에 이어 두 번째 크기이며 평

균 해발 650 m에 위치한 고산지대 수목원으로 자생식물

위주로 조성되어있다. 특성화를 위해서는 중부, 북부 수종

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채와 왜성을 가진 보전, 휴양, 맹인

등의 장애자를 고려한 기능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리적 위치(해발 600 m 이상)

로 중, 북부 수종의 중요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되어 고

산식물 명소로 조성하여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보전에

주력하고 더불어 맹인 등의 장애자 항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북수목원만의 특성화 전략으로 사료된다. 

그림 2의 (a)와 같이 기후대별 권역화에서는 남부수종

이 북부, 중부, 난대 수종보다 중요도가 높으며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식물 분류 건에서는 상록성, 종·속별, 색

채별이 다른 수목원보다 비교적 높게 고르게 나타났고 왜

성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2의 (c)와 같이 기능별 전문성

에서는 전시 기능의 중요도가 높고 특히 경남수목원은 남

부수종 중심의 종·속별 다양한 색채의 수목을 전시, 보

전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휴양기능을 특성화의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부수종

에는 난대 수종의 중요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

양한 수목의 수집기능을 추구하는 것이 특성화를 위해 중

요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그림 1에서 대구수목원은 특성

화 항목 중 종속별, 연구의 항목에서 경남수목원은 남부수

종, 수집항목에서 특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경북수목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중

그림 2. 경북수목원 특성화를 위한 유형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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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를 보이고 있어 특성화를 위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수목원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수목원 기능별로 수집기능에서는 멸종위

기종의 현지 외 보전을 위한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전시

기능에서는 식물전시를 통한 자연 체험 공간 활용, 연구

기능에서는 식물분류학연구, 교육기능에서는 현장학습,

견학장소, 보전기능에서는 우수 향토자원식물의 종 보존,

휴양기능에서는 건전한 휴식공간제공 항목이 높은 중요

도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 수목원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구수

목원의 경우 자연환경재생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을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 경북수목원의 경우 고산지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종의 보존과 전시, 장애자의 관람을 고

려한 휴양위주로, 경남수목원은 난대수종을 중심으로 어

린이를 위한 주제원 중심으로 특성화 방안을 구상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수

목원은 면적과 시설대비 1일 적정관람객의 입장수를 재

산정하여 예약제시행 및 교육목적의 입장객 별도관리 등

적정관람객의 유치가 필요하며 유료입장으로 전환하여

입장수입을 수목원의 보완사업 및 유지관리에 재투자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수목원은 식물전문가

배치로 생리,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수목식재 배치 및 희

귀종, 군락 형성 종 등 현지 내 보전구역의 사전조사와 보

호대책을 강구하고 경남수목원은 향후 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 기간 내의 목표설정을 분명히 하고 지역특성에 맞

는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기

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공립수목원의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인력의 확보를 유도하고 유전자원

관리수준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영남지역의 도립수목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

성을 갖기에 미흡함이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지표를 개발,

추가하여 평가하지 못한 점이 있어 차후 이러한 점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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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남수목원 특성화를 위한 유형별 중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