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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목원을 포함한 대표적인 산림휴양지들 간의 비교를 통해, 수목원의 이미지 및 타시설과의 경쟁

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전략 설정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수목원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구·경북지역의 6개 산림휴양지 방문객 447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산림휴양지

에 대한 이미지 포지셔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목원은 자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체험 및 관

찰활동과 자연환경보전기능 수행에 적합하고, 산책 등을 통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며, 물가수준은 적당하며, 볼거리

와 즐길거리가 비교적 많은 곳으로 인식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

및 국립공원과는 여러 속성에서 심한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목원 조성·운영·관리 전략에는 수

목원만의 독특한 산림휴양·문화 설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o establish more effective and differential management strategy

of arboretum, through the analysis and comparison between arboretum and representative forest recreational

site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at the six fields of forest recreational site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447 people who visited these forest recreational sites took part in the questionnaire.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rboretum was positively evaluated by the six strengths from the participants; natural

area, experiences and observation activity,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promotion of health, reasonable

charge of use and a lot of things to see and do. But there is the need for arboretum to develop characteristic

rest culture and raise efficiency because arboretum is in keen competition with recreation forests and national

parks by sever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arboretum, MDS(multidimensional scale), positioning, properties

서 론

주 5일제 근무가 점차 보편화되고 레크리에이션 및 여

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여가와

휴양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중 하나는

산림을 국민의 정서순화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

다는 것이다(이진희, 한선아,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물서식 조건을 갖춘 수목원 및

식물원(이하 수목원)은 식물종의 보존과 함께 산림과 자

연에 대한 교육 및 정서순화의 잠재력을 갖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2001년 3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을 체계화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

처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수목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수목유전자

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국민의 여가활용

과 자연체험학습을 통한 정서함양에도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수목원은 식물을 키우는

기능과 함께 사람들을 모으고(as place to gathering area),

그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as place to grow people)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Stirt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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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목원은 1990년대 이래 국민의 큰 관심 속

에서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2007년 말 현

재 전국 14개소의 국·공립 수목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나 수적인 면에서 임업 선진국에 비하면 아

직 미흡한 수준이며, 조성 역사가 짧아 향후 수목원이 나

아가야할 지표는 물론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국

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목원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구체적

인 평가가 없어, 과연 수목원이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

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증가와 여가시간의 확

대, 교통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한 수목원 관람 수요가 증

가한 것을 통해 단순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수목원은 방문자가 수목원 이용을 통해 얼마나 만족했는

지, 국민들의 식물환경에 대한 지적욕구 충족과 여가선용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되

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

야 한다. 특히, 수목원의 임무(mission)를 확실히 하여 중

복투자 성격의 수목원 조성과 운영을 배제하고, 각 수목

원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자원배분과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수목원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휴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휴양지(수목원,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등)를

하나의 상품으로 가정하여, 대구·경북권역의 여가 및 산

림휴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미지 포지셔닝(positioning) 기법을 현지설문조사

를 통하여 적용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산

림휴양의 수요적 측면에서 수목원이 다른 산림휴양지와

는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강점과 약점

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수목원 관리정책

을 평가하고 미래의 관리 및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론적 배경

1. 포지셔닝

수목원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국민들의 정서함양과 경

제적 후생증대 및 산림휴양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

저,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수목원 방문 만족

을 달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 및 휴양 관련 산림휴양

지들과의 경쟁에 있어 방문객의 마음속에 부각될 수 있도

록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특정 대상지를 방문객의 마음속에 부각시키는 활동을 포

지셔닝이라고 한다.

이처럼 특정 연구대상지에 대한 잠재수요자들의 욕구

를 발견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케팅에서 사용하

는 방법이 시장분할과 포지셔닝이다. 시장분할은 잠재수

요자들을 이용성향이 비슷한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과정이며, 포지셔닝은 분할된 그룹 중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을 선정한 후, 특정 시설이 표적시장 내에서 다른

시설과 다르게 지각 될 수 있는 차별화 그룹을 강구하는

데 사용된다(Green 등, 1988; Howard와 Crompton, 1980).

따라서 포지셔닝 전략은 유사한 자원을 가지고 비슷한 표

적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재들 간의 의미 있는 차이점

을 개발하고 기술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Kotler,

1982).

2. 다차원 척도법

관광객의 지각을 규명하는데 이용되는 기법에는 요인

분석, 판별분석, 컨조인트분석, 다차원척도법 등 여러 다

변량통계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관적인 가정 없이 잠

재적인 속성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는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이용한

포지셔닝 분석이 선호되고 있다(Boyd와 Walker, 1990).

소비자 행동의 기본이 되는 지각과 선호를 측정하기 위

하여 심리측정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이 다차원척도

법이며 이후 마케팅 분야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Kruscal, 1964; Green와 Carmone, 1969; Green와 Rao,

1972; Lehmann, 1989). 다차원척도법은 대상(object)간의

복잡한 관계를 저차원(주로 2, 3차원)의 공간에서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해주는 기법으로, 소비자에게 관련된 속성

에 대하여 질문하는 대신에 대상간의 유사성을 질문하고,

그 유사성 자료를 분해하여 평가 대상간의 관계를 다차원

공간에 표시해 준다(임종원, 1997). 이러한 다차원척도법

은 시장과 경쟁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진단을 통하여 소비

자들의 지각, 선호,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세분화, 포지셔닝,

마케팅믹스 전략 수립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미희 등, 1999).

일반적으로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이용자는 인지능력에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중요한 몇 가지만의 속성에

의해 대상을 평가한다. 둘째, 이용자의 내면적인 사고에

의해 평가된 결과가 구체적인 형태로 표출이 되나, 평가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선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의

계산은 단지 이용자의 의식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용자가 수치로 나타낼 정도로 구체화되지는 않는다(Hair

등, 1979). 다차원척도법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종류는 KYST, INDISCAL,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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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PREF, PREFMAP 등이 있으며 자료의 특성과 연구목

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유동근, 1992).

본 연구에서 이용할 다차원척도법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KYST

KYST(Kruscal, Young, Shephard and Togerson)는 posi-

tioning map을 그릴 때 이용자의 인지상에 위치한 평가대

상의 각 세부집단이나 전체적인 지표를 나타낼 때 유용한

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각 자료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

해 평가대상을 쌍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KYST

는 대상들 간의 계량적 거리를 산출하기 위하여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 또는 상이성에 관한 서열자료를 이용해 좌

표를 산출하고 이를 평면(공간)으로 나타낸다. KYST는 점

-점모형(point-point model)을 사용하므로 두 점간의 거리

를 기준으로 경쟁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 PROFIT

PROFIT(property fitting)은 각 대상물이 갖고 있는 장단

점의 파악을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응답자들

이 대상물의 속성을 평가한 서열자료와 KYST에서 구한

좌표를 이용하여 맵상에 속성이나 응답자의 선호를 직선,

즉 벡터(vector)로 나타낸다. 

3) PREFMAP

PREFMAP은 유사성 자료를 이용해서 구한 대상물들의

좌표값을 기반으로 개별응답자의 대상물에 대한 선호자

료를 분석해서 개별응답자의 이상점이나 선호벡터를 구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각각의 응답자가 선호하는 대상물

가까이에 그 응답자의 이상점이 위치하도록, 즉 개별응답

자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대상물과 이상점의 거리가 맞추

어질 수 있도록 개별응답자의 이상점 좌표를 찾는 기법이

다. 또한 응답자의 선호자료를 이용해서 PREFMAP으로

분석하면 포지셔닝 맵상에 속성벡터를 그리듯이 응답자

개인별 선호벡터를 그릴 수 있다.

3.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한 포지셔닝 선행연구

홍성권(1994)은 서울대공원, 자연농원, 남산공원, 롯데

월드,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보라매공원 등 당일 여

가용 휴양시설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지를 공

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누고 공공시설이 서로 간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잠재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히 수용하지 못하

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엄서호와 정필용(1994)은 자연

농원, 롯데월드, 서울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장경쟁구

조 및 속성결합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농원은 보고 배

울 것이 있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롯데월드

는 접근하기 쉽고 최신시설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랜드는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진희(1996)는 용평리조트, 무주리조트, 알프스리

조트, 베어스리조트, 수안보온천리조트, 백암온천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시장세분화와 포지셔닝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자아 이미지 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시장을 세

분화하였고, 시장위치 및 규모를 분석한 결과 베어스리조

트 주변에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강미희 등(1999)은 자연휴양림을 국립공원, 놀이공

원, 도시공원, 유원지, 콘도/리조트, 관광농원 등의 휴양지

와 비교하여 포지셔닝 한 결과, 국민들은 자연휴양림을 바

가지요금이 없는,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혼잡하

지 않은 휴양 장소로 지각하였으며, 국립공원과는 심한 경

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이미지 개발 등의 효과적

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진생(2003)은 설

악산, 한라산,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계룡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관광지 이미지 포지셔닝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각 관광지별로 속성들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하며 향후 포

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산림휴양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시

설이나 서비스 등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연구가 소수 존재

하지만 수목원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수행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다차원척도법은 대부분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차원을 통해 분석 대상을 비교하게 되는데, 수목원의

기능 중 여가활용 및 교육적 산림휴양기능 부문에서 유사

하거나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곳을 고려해 대구·경북 권

역에 위치한 국립공원,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놀이공원, 펜

션/리조트를 연구 대상지로 선택하였다(표 1). 이 중 국립공

원,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은 설립목적 및 운영상 차이가 있

으나 산림을 대표적 자원으로 하고 국민들의 여가와 교육

적 휴양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놀이공원과

도시공원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 관광휴양지이므

로 선정하였으며, 펜션/리조트는 최근 주5일제 시행 및 자

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말에 가족단위 휴

양객들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 수목원의 주말

이용형태와 유사하여 비교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포지셔닝 분석을 위한 속성 결정

포지셔닝은 대상지의 이미지 관련 속성을 토대로 측



706 韓國林學會誌 제 98권 제 6호 (2009)

정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측정되고 있는 이미지

속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지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 대상지들의 속성(property)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혹은 상이하게 갖고 있는 관광휴양자

원의 중요 속성 관련 문헌 조사에 근거하여 자연성, 접근

성, 물가수준, 일상탈출 및 휴양, 체험학습 및 관찰, 건강

증진, 자연환경보전, 볼거리/즐길거리, 친목도모 등 9개의

속성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각 대상지는 매우 자연적이거나 인공시설 중

심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자원특성과 상관없이

쾌적함과 특성화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적일 수 있다. 또한 여가 및 교육적 휴양기회를 제공한다

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적활동 중심의 공간과 동적활동 중

심의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대상지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수목원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

지 기능들에 대한 외부 평가를 위해 체험학습 및 관찰, 자

연환경보전 등의 속성을 추가하였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휴양지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항목, 휴양지 이미지 속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 휴양지간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

한 항목,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한 항목 등 4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1) 휴양지 유사성에 관한 설문

6개의 대상지를 각각의 쌍(pair)으로 짝을 지었을 때

응답자가 서로 유사하게 지각하는 정도를 다차원척도

법의 KY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한 1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휴양지 이미지 속성지각에 관한 설문

6개 대상지에 대하여 응답자가 지각하는 휴양지 이

미지 속성의 지각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지의 자

연성, 접근성, 물가수준, 일상탈출 및 휴양, 체험학습

및 관찰, 산책 등을 통한 건강증진, 자연환경보전, 볼

거리/즐길거리, 가족간 친목도모 기능 등을 묻는 9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휴양지 이미지 선호도에 관한 설문

6개 대상지 이미지 속성별 선호도 순위와 전체적인 이

미지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기 9개 속성과 전체

적인 이미지에 관한 선호도를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관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으로 성별, 연

령, 거주지, 월평균소득, 교육정도, 수목원방문경험 등을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설문조사

현지 설문조사는 표 3과 같이 대구·경북권역의 연구

대상지(표 3)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2009년 5월2일

부터 7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였다. 특정대상지에

편중된 설문조사는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 1. 포지셔닝 연구대상지.

 대상지
구분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도시공원 놀이공원 펜션/리조트

정의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
는 시설

국민의 정서함
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

우리나라의 자
연생태계나 자
연 및 문화경관
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국가
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
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하여 조
성한 시설

유기시설을 갖
추고 이의 운영
에 필요한 직·간
접의 제반환경
(기본설비, 조경,
인테리어 등 )을
갖춘 유원지

자연·문화·체
험관광에 적합
한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관련법
수목원조성및
진흥에관한법률

산림문화·휴양
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표 2. 휴양지 포지셔닝 관련 선행연구에 제시된 속성.

연구자 휴양지 속성 항목

Goodrich(1980) 수상시설, 골프·테니스시설이용, 역사·문화, 자연경관, 주민친절, 휴식, 쇼핑, 요리, 오락, 안락한
숙박시설 (10개)

엄서호와 정필용(1994) 자연성, 오락성, 접근성, 신기성, 최신시설유무, 지명도, 교육성, 이용의 편리성 (8개)

강미희 등(1999)
자연체험, 깨끗함/쾌적함, 바가지 없음, 혼잡, 볼거리/즐길거리, 
가족과 함께 (6개)

정진생(2003)
기후조건,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숙박시설, 휴식공간 및 휴양시설, 오락시설, 식음료의
질 및 다양성, 야간관광환경, 쇼핑환경, 접근성, 물가수준, 지명도, 안전성, 친절성, 독특성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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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별 설문수량은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설문조사는

각 연구대상지의 자원을 충분히 경험한 후 방문활동을 종

료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

고 이해를 구한 후 조사대상자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을 활용

해 이루어졌다.

또한 본 조사는 수목원의 이미지를 포지셔닝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조사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을 철저히 시켰으며 가능한 한 기존에 설문조사 경험이

있는 수목원 직원들과 코디네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선발

하였다. 총 48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82부를 회수하였

으며 이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447부를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였다.1)

3)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초통계량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

(Frequency), 신뢰성검증(Cronbach-α)을 실시하였다. 또

한, 관광지 이미지를 포지셔닝하기 위하여 다차원 척도

법의 KYST를 이용하여 이미지 유사성을 평가했고,

KYST를 통한 지각공간 상의 출력좌표와 이미지 속성평

가 자료를 사용하여 PROFIT분석을 실시하여 이미지 속

성 공간도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목원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KYST 출력좌표와 대상지

선호도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치를 이용해 PREFMAP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조사대상

지가 대구·경북권역이라 대구·경북권 거주자가 83.4%

를 차지하고 있고, 수목원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은 79.0%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3. 포지셔닝 설문 대상지.

구 분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도시공원 놀이공원 펜션/리조트

설문장소
대구수목원, 
경상북도수목원

비슬산자연휴양림 ,
운문산자연휴양림

가야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경주황성공원

우방타워랜드
경주월드

펜션 휴(休)
보문관광단지

설문부수 80 76 72 73 76 70

표 4.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성별
남 221 49.4

여 226 50.6

학력

고졸이하 163 36.5

대졸(재학포함) 259 57.9

대학원졸 25 5.6

연령

20대 이하 148 33.1

30대 101 22.6

40대 108 24.2

50대 82 18.3

60대 이상 8 1.8

월평균
소 득

100만원 미만 55 12.3

100-199만원 97 21.7

200-299만원 141 31.5

300-399만원 65 14.5

400-499만원 45 10.1

500만원 이상 44 9.8

거주지
대구·경북 373 83.4

타 지역 74 16.6

수목원
방문경험

유 353 79.0

무 94 21.0

표 5. 속성 변수의 신뢰성 검증 결과. 

 변수 평균 S.D 항목제거 시
Cronbach's alpha

전체 신
뢰도

자연성 3.322 .520 .794

.816

접근성 3.059 .583 .815

물가수준 2.678 .724 .839

일상탈출 3.515 .561 .782

체험관찰 3.266 .555 .780

건강증진 3.424 .582 .785

자연보전 3.286 .551 .782

볼거리/즐길거리 3.339 .587 .792

친목도모 3.528 .560 .801

1)표본크기(n)의 신뢰수준은 식(1)과 같이 모집단 비율에 의한 표본크기에 의하여 신뢰수준 95%에 최대허용오차 ±0.05를 충

족시키고 있다. 여기서 Z는 95% 신뢰수준에서의 Z값(1.96), P는 최대표본 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0.5를 적용하였으며, E는 최

대허용오차이다.

  n
Z
2

P 1 P–( )⋅

E
2

---------------------------
1.96 0.5 0.5⋅ ⋅

0.046
2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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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척도의 신뢰성 분석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결과 속성지각에 대한

항목의 신뢰도 검증에서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816으로,

사회과학에서 신뢰성 인정기준이 되는 0.6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 제거 시 알파 값에서 물

가수준 속성변수는 제거 시 전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분석되어 전체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물가수준 속성은 휴양관련시설 방문에 있어

방문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자 중에 하나라고 판

단되어 본 연구의 속성변수로 사용하였다.

3. 이미지 유사성 및 속성분석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수목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

상지의 이미지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두개씩 짝지은 대

상지에 대해 유사하게 지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쌍대

비교(paired comparison)하여 평균 유사성행렬을 도출하였

다(표 6). KYST 분석 시 지각공간의 차원수(dimen-

sionality)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사전에 2개의 차원으

로 정하였고 스트레스(stress)값은 유사성 척도에 의해 평

면상에 위치표시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

로써 이 값이 0.1이하이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

스 값(stress value)은 스트레스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스케일 팩터(scale factor)는 0으로 하였고, 최대반복계산

횟수(maximum iteration)는 50회로 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대상지는 수목원, 국립공원, 자연휴양

림 그룹, 도시공원과 놀이공원 그룹, 펜션/리조트 등 3개

의 큰 그룹으로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고, 그룹 내에서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이 매우 유사하게 지각되고 있었

다(그림 1). 유사하게 지각된 대상지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목원은 국립공원 및 자연휴양림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

면, 1차원 축에 있어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과 유사한 속

성을 가지고 있고, 2차원 축에 있어서는 도시공원과 다소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의 해석을 위하여 유사성 척도분석(KYST)결과인

공간좌표들과 대상지의 속성자료들을 사용하여 속성적합

분석(PROFI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상지의 좌표점

과 9개의 속성등급들 간의 최대상관계수(RHO)와 표준화

된 공간에서 적합화된 속성벡터들의 방향코사인(directional

cosines)을 산출하였다(표 7). 

유사성 분석결과인 공간좌표에 9개의 속성들을 위치시

킨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포지셔닝 공간상에서 두 좌표

축(차원)이 의미하는 바는 1차원축의 경우 자연성, 자연보

전, 체험관찰 속성으로 2차원축의 경우 친목도모와 접근

성 속성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각 대상지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각 대상지에서 속성

벡터에 90도 각도로 투사하여 나타난 크기와 방향으로 파

표 6. 대상지간 평균 유사성 행렬과 2차원 좌표. 

대상지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도시공원 놀이공원 펜션/리조트
차 원 stress

value1 2

수목원 - -0.715 0.555

0.0921

자연휴양림 2.99 - -0.595 -0.237

국립공원 2.64 3.08 - -1.012 -0.228

도시공원 2.52 2.34 2.28 - 0.423 0.672

놀이공원 1.82 1.85 1.82 2.62 - 1.356 0.187

펜션/리조트 2.00 2.57 1.98 2.24 2.35 - 0.542 -0.947

그림 1. 전체 응답자의 유사성 지각도.

표 7. 속성벡터별 지각 공간에서의 방향코사인 값.

 속 성 RHO 1차원 2차원

자연성 0.9741 -0.9931 0.1169

접근성 0.9921 0.4258 0.9048

물가수준 0.9756 -0.6714 0.7411

일상탈출 0.9205 -0.8522 -0.5232

체험관찰 0.9524 -0.9428 0.3333

건강증진 0.9613 -0.8764 0.4817

자연보전 0.9726 -0.9554 0.2953

볼거리/즐길거리 0.2810 -0.5466 0.8374

친목도모 0.8826 -0.2573 -0.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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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다. 이때 벡터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경우는 그 속성

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반대인 경우는 부정

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및 국립공원은 자연

성, 체험관찰, 자연보전, 건강증진 등의 속성이 긍정적으

로 인식되고 있으나 접근성은 다소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도시공원과 놀이공원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펜

션/리조트는 가족간 친목도모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

되고 있었다. 또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및 국립공원 간

의 비교에서는 자연성, 체험관찰, 자연보전, 건강증진

등의 속성에서 심각한 경쟁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수준과 접근성에서는 수목원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가족간 친목도모와 일상탈출을 통한 휴

식과 휴양 부분에서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자연휴양림과 국립공원은 일상탈출을 통한 휴식

과 휴양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시

설 및 운영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해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목원이 식물종의 보존과 함께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대

국민 정서순화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운영하고, 식물 종 보존 및 각종 학술연구 활동

에 대한 대국민 참여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체험관찰

과 자연환경보전 등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강하고 긍정적

으로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 친목도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도입에는 여건상 한계가 있으

나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행사를 개

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운영 부분에서 변화

를 준다면 가족단위의 친목도모 속성에서도 긍정적인 평

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수목원이 방문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 사례가 거의 없으나 속성결합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

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방문객들은 교육적

여가시설로서 수목원 방문활동결과 동반되는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차원을 넘어 육체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활

동을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 할 수

있으며 이는 관리·운영방향 결정 시 참고해야할 사항

이다.

4. 수목원방문 경험 유무에 따른 선호도 분석

수목원 방문경험의 유무에 따라 각 대상지에 대한 선호

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KYST

출력좌표와 수목원 방문경험에 따른 대상지의 선호도에

대한 응답자 생각의 평균치를 구해 PREFMAP을 이용하

여 선호 이상점을 파악하였다.

선호자료는 전체 대상지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것을 1

위로 하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을 2위로 하는 방식으

로 평가하게 하여 선호자료 행렬을 작성하였다. 이상점의

파악은 PREFMAP의 이상점모델 분석 방식을 이용하였고

최대반복계산 회수는 15회로 하였으며, 대상지이미지와

이상점간의 유클리디안거리 제곱이 선호자료와 최적의 단

조적합(best monotone fit)이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전체적인 이상점은 자연휴양

림과 국립공원 사이에 있어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수목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목원 방문경

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에 비해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의 이상점은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및 국립공원의 중간지

점으로 다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목원 방문 전에 비해 방문활동을 통해 다양한 휴

그림 2. 전체응답자의 속성 공간도.

그림 3. 수목원 방문경험에 따른 선호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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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험을 한 후에 수목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

뀌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체적인 이상점은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추상적인 이미지

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들이 수목원의 어떤

부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향

후 수목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지의 포지셔닝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요약

하면 표 8과 같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양적인 확대에 치중된 수목원 관리

정책을 지양하고 수목원이 일반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

로 지각되고 있으며, 기존의 유사 휴양지들과는 어떤 경

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목원 관리·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대구·경북권역 휴양지 방문

객을 대상으로 수목원의 이미지를 포지셔닝 한 결과 응답

자들은 수목원을 자연성이 높고, 체험 및 관찰활동을 하

기에 적합하며, 자연환경보전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산책 등을 통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물가수준이 적당하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비교적 많이 있으며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과 국립공원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

한 산림휴양지들과는 차별화되지 못하고 자연성, 체험관

찰, 자연환경보전 부분 등에서 강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휴양지 성격을 지향하는 수

목원은 체험관찰과 자연환경보전 등의 속성 이미지를 강

하게 가진 기관으로 차별화 또는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산림청이 수목원, 생태숲, 자연

휴양림, 자생식물단지, 도시숲 등 시설의 다각화를 진행하

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산림휴양지별 이미지의 차별화를 통

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방문객들을 이용목

적별로 각 산림휴양지에 분산시킬 수 있어 특정 휴양지

편중으로 인한 훼손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

이다.

차별화된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

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목원의 가용자원인 식물을 활

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이라

는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계층별로 구분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홈페

이지를 세련되게 재구축하며, 각종 관광관련 매체에

수목원 정보 수록 및 효율적 예약시스템 개발 등 적

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산책 등을 통한 건강증진이라는 속성에서 수목원이 가

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 것은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다. 의도한 바는 없지만 수목원 방문객들

은 여가활용을 통한 정신건강증진과 간단한 물리적 활동

에 의한 육체적 건강증진 효과를 동시 만족시키기 위해

수목원을 찾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관리측면에서는

건강증진 목적의 방문객들을 어떻게 수용해 나가야 할지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상탈출을 통한 휴식과 휴양 및 가족간 친목도모

부분의 인식에 있어서는 도시공원이나 놀이공원에 비

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 및 국

립공원 보다는 약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목원이 자연해설사를 양성해 청소년 및 기관 등 단

체관람객들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등 교육적 여

가시설로 자리매김 해온 바와도 일치하는 측면이다.

휴식과 휴양, 친목도모를 위한 숙박·오락·휴게 시설

등 물리적 시설도입은 정적인 여가시설의 성격을 가진 수

목원의 조성·운영 취지와 상충되는 등 여건상 한계가 있

표 8. 대상지별 포지셔닝 분석 결과.

대상지 유사대상지 긍정적 속성 부정적 속성 전체선호도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볼거리, 물가수준, 건강증진
체험관찰, 자연보전

친목도모 중간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수목원

일상탈출, 자연성, 자연보전, 
체험관찰, 건강증진

접근성 높음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일상탈출, 자연성, 자연보전,
체험관찰, 건강증진

접근성 높음

도시공원 놀이공원 접근성
친목도모, 일상탈출, 체험관찰
자연보전, 자연성

낮음

놀이공원 도시공원 접근성
볼거리, 물가수준, 건강증진, 체험
관찰, 자연보전, 자연성, 일상탈출

낮음

펜션/리조트 친목도모
접근성, 볼거리, 물가수준, 건강
증진, 체험관찰, 자연보전, 자연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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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일부 수목원은 교육적 성격의 휴식과 휴양, 친목도

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및 단체를 위한 숙박시설

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수목원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식물

을 수집해 전시하는 것을 핵심기능으로 여겨 왔지만,

Maunder(2008)가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수목원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

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 방지 등)을 일반

대중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중요 기능으로 설정

하고 관리·운영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와 강한 연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이

끌어 내고, 예술과 조합을 통해 건축물과 조형물들의 완

성도를 높여 그 자체로 볼거리를 제공하며, 대중들의 관

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오락 및 예술작품 전시 등

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인식의 전환을 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목원의 관리와 운영방향에는 휴식과 휴

양, 친목도모 등을 위한 수목원만의 매력적인 시설을 설

치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전시 및 교육프로

그램을 강화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이미지를 보다 바람

직한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들과 연계한 각종 전시·교육 프로

그램과 시설들이 어느 수목원에서나 천편일률적으로 동

일하게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 각 수목원의 설립목적, 지

형학적 위치, 제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특성화된 모

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동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피드

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수목원간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다량의 정보교환을 통한 각

수목원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성화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세심한 설계

와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수목원 방문경험 유무에 따른 휴양대상지의 선호도 포

지셔닝에서는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이상점이 방

문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수목원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원에서의 휴양경험

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지

만, 향후 수목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어느 부분에 만

족도가 높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행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수목원 이미지 포지셔닝에 있어 조사

대상을 대구·경북권역의 휴양대상지로 한정했다는 점에

서 많은 한계를 갖는다. 또한 휴양대상지에 대한 이미지

는 시간의 변화와 새로운 시설의 추가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일정 기간마다 반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강미희, 김성일, 홍성권, 이태희. 1999.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포지셔닝. 한국임학회지 88(2): 133-

141.

2.법제처 종합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3.엄서호, 정필용. 1994. 주제공원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

구. 관광학연구 18(1): 23-42.

 4.유동근. 1992. SPSS, MDS, CONJOINT. 서울: 미래경영

연구소.

 5.이진희, 한선아. 2006. 지역산림자원을 이용한 수목원 계

획 방안. 관광농업연구 13(1): 189-230.

 6.이진희. 1996. 동계형 리조트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임종원. 1997. 현대 마케팅 관리론. 서울: 무역경영사.

 8.정진생. 2003. 관광지 이미지 포지셔닝 전략에 관한 연

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홍성권. 1994. 당일여가용 Recreation 시설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2): 13-24.

10. Boyd, H.W. Jr. and Walker, O.C. Jr. 1990. Marketing

management: A strategic approach, Home Wood, IL: Irwin.

11. Goodrich, J. 1980. Benefit Segmentation of U.S. International

Travelers. An Empirical Study With American Express. In

Tourism, Marketing, and Management Issues, D.E. Hawkins,

E.L. Shafer and J.M. Rovelstad des. pp. 133-148.

12. Green, P.E. and Carmone, F.J. 1969. Multidimensional

scaling. An introduction and comparison of nonmetric unfold-

ing techniqu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 330-341.

13. Green, P.E. and Rao, V.R. 1972. Applied Multidimen-

sional Scaling: A Comparison of Approaches and Algo-

rithm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4. Green, P.E., Tull, D.S. and Albaum, G. 1988. Research for

Marketing Decisions, Prentice Hall: Englo Wood Cliffs, NJ.

15. Hair, J.F., Rolph E.A., Ronald L.T. and Bermie J.G. 1979.

Multivariate Data Analysis. The Petroleum Company. pp.

288-290. 

16. Howard, D.R. and Crompton, J.L. 1980. Financing, Man-

aging and Marketing Recreation & Park Resources,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Dubuque, IA.

17. Kotler, P. 1986. Principles of Marketing. 3rd ed. New Jer-

sey: Prentice Hall.

18. Kruscal, J.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

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March): 1-27.

19. Lehmann, D.R. 1989. Market Research and Analysis. 3rd

ed. Boston: IRWIN.

20. Maunder, M. 2008. Beyond the Greenhouse. Nature 455.

pp. 596-597.

21. Stirton, C. 2000. Reinventing the Botanic Garden for the

21st Century Plant Talk. pp. 22-23.

(2009년 10월 1일 접수; 2009년 10월 14일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