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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을 적용하여 한밭수목원 내 산책로에 대한 이

용객의 기대정도와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서원은 평균점으로 볼 때 중요도가 3.85, 만족도가 3.67로 나타

났으며 동원은 중요도가 3.99, 만족도가 3.7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 후 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들의 대부분이 중요도가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은 산책로의 안전시설, 산책

로의 배수시설,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 항목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원은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과 산책로의 안전시설 항목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가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용객의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Abstract: A study surveyed to visitor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about trail in the Hanbat Arboretum by

using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mean of importance was 3.85

and the mean of satisfaction was 3.67 in West Garden. Also the mean of importance was 3.99 and the mean

of satisfaction was 3.78 in East Garden. Also appeared the evaluation factors of questionnaire the mostly

importance that were higher than satisfaction. West Garden appeared necessary for items of safety features, drain

facilities and board for risk area. Also East Garden appeared necessary for items of easy move for the

wheelchair and carriage and safety features of trail. The research result are expected to provide clear path

towards more effective adminstration and management tactics. Also expects with the research result that will be

the possibility of raising the qualitative satisfaction of the visitor. 

Key words : arboretum, importance, satisfaction, trail, urban forset

 서 론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이었

다면, 산업화가 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자연과

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도시민들의 경

제적 여건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과 환

경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

라 도시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점차 늘리고, 도

심내 공원이나 수변지역 활용도를 높임으로 자연을 가까

이 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도시 내 공원과 도시숲을 비롯하여 도시와 가

까운 수목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목원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의 성향과 만족도를 살

펴보기 위해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연

진 등(2008)은 국립수목원에서 최초 방문객과 재방문객의

동기요인의 차이와 만족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노용호

등(2005)은 국립수목원 방문객을 생태관광자로 판단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를 하였지만, 세부시설물

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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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목원은 아니지만 도시공원이나 휴양림과 같이 실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대상지의 전체적인 만족

도를 판단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서철현 등, 2003;

한승엽 등, 2006; 김철원 등, 2007). 

현재까지 수목원에 대한 만족도 연구는 일반적이고 전

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지만, 세부시설물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조사는 부족하였으며, 그 중 수목원을 이

루고 있는 세부시설물 중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산책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올레길, 둘레산길 등 길에 대한 사람들의 관

심이 높아지면서 국립공원과 도시숲 등의 보행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조우 등(2009)은 유니

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숲길에 대해 16개의 이용객의 만족

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유기준 등(2007와 2008), 조우와

유기준(2007)은 국립공원의 탐방로의 보행시설에 대한 탐

방객 평가를 실시하였다. 김상오(2005)는 무등산도립공원

내 등산로의 관리상태를 총 26개의 항목으로 중요도-성취

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서응철 등(2002)는 가야산국립

공원의 시설물의 중요도-성취도 연구를 하면서 평가항목

에 자연탐방로에 대한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등산로와 국립공원 내 탐방로에 대한 연

구로 평가항목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대상지인 한밭수목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밭수목원은 도심 내에 조성된 수목원으로써 이용객

의 이용 빈도가 높지만 이용객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밭수목원 내 산책로의 중요도-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

용객이 중요시하는 산책로 평가항목과 만족한 평가항목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객이 실제 이용한 후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이용객과 관리자 모두 편리하게 산책로를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앞서 서술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중요도-성취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이용하였는데

1977년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해 고안된 이래 마케

팅 분야를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

다. 이 방법은 실제 실무담당자들이 관리에 있어서 담당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중요도와 성

취도의 2차원 도표를 통해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영역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가는 중요

도와 만족도가 교차되는 중심점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한 방법으

로는 척도의 중앙값을 이용하는 방법(Mengak, Dottavio and

O'Leary. 1986), 표준편차에 의한 계산(김병삼, 1998), 평균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앙값을 이용한 방법(Duke and

Persia, 1996; Vaske, Beaman, Stanley and Grenier, 1996),

임의적인 방법(Hudson and Sephard, 1998; Guadagnalo,

1985)이 있다. 이 방법들 중 척도의 중앙값을 교차점으로

하는 방법은 평가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항목들이 어떤 부

분에 밀집되어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항목이 불명확해져

서 효과가 없다. 표준편차에 의한 방법은 5점 척도에서 표

준편차가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중앙값 또는 평균값

을 교차점으로 결정하는데, 분포의 형태를 수치로 판단하

고 교차점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평균값의 최소값과 최대

값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각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IPA 도표에 설정

하고 교차점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앙값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한 부분에 밀집되어 있으면 효과가 없는

단점이 있다. 임의적인 방법은 연구자나 관리자의 주관에

따라 임의적으로 범위와 교차점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전

체적인 분포가 파악하고 난 후에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이를 토대로 다단계 범위 설정 방법(박상현, 2001)이 나왔

는데 이는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본 후 확대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범위로 설

정하고 그 범위의 중앙값을 교차점으로 설정하는 방법으

로 한 부분에 밀집되어 있는 항목들을 확대하고, 여러 단

계에 걸쳐 중심점, 최대값, 최소값을 조절하여 실무담당자

가 판단 하에 유동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 개선 항목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Tonge와 Moore(2006)에 의하면 IPA의 실행도

(Performance)는 관리의 질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객 경험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만족도를 측정변수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ISA(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SA 기

법을 활용한 박상현 등(2008)과 조의영(2008) 등의 연구

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의 기법은 측정항목의 속성이 관리

그림 1. 중요도-만족도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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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인가 경험의 질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IPA와 ISA 모

두 방법론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용객이 실제 산책로를 이용한 뒤

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책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리

의 질이 아닌 경험의 질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지 및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현황

대상지인 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둔산

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부터 2008년 11

월까지 3단계로 구분 연차별 서원과 남문광장, 동원 총

387,000 m2가 조성되었다. 한밭수목원은 대전정부청사와

과학공원의 녹지축을 연계하고 종다양성과 희귀식물의 종

보존 및 증식으로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며, 도심 속 수

목원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의 장 및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현재 남문광장을 중심으로 먼저 개원한 서원과 3단계

사업으로 후에 개원한 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다

른 특색을 가지고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서원의 경

우 비교적 수고가 높은 나무들과 수변공간이 조성되었으

며, 조성 후 숲을 이루는 형태로 자리잡아 자연스럽고 조

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공간이 되었다. 동원은 시각적으

로 이용객의 눈길을 잡을 수 있는 장미원, 향기원, 꽃담 등

과 같은 테마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가운데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한밭수목원은 개원 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이용객들이 있으나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

다. 한밭수목원의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객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및 설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들은 선행연구와 현지조사

를 통하여 항목을 선정하고 산책로의 접근성, 이용의 편

리함, 안전성 및 주변경관과의 어울림 등 4개로 그룹화하

여 중요도 및 만족도 각각 총 20개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표 1).

응답형태는 리커트 5점 척도상에 중요도(1=매우 중요

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와 만족도(1=매우 불만족스

럽다, 5=매우 만족스럽다)를 사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

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남문광장

을 제외한 서원과 동원의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곳의 주 출입구가 다르고 조성된 현황이 확연하게 구

분되기에 서원과 동원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객 수가 많

은 주말을 중심으로 서원과 동원 각각의 주출입구에서 실

시하였으며 서원과 동원의 관람을 마친 이용객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미응답 항목이 많거나 연구목적과 맞지 않

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47부(동원 228부, 서원 219부)

를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선정된 유효 표본은 SPS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및

MS Excel를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기법은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및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와 만족도 항목의 내용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차이검증을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s t-test), 중요도와 만

족도의 시각적 표현을 위하여 산점도(scatter graph) 등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1) 인구통계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은 서원의 경우 남성이 54.8%(120명), 여성이

45.2%(99명)이었으며 동원의 경우 남성이 47.8%(109명),

여성이 52.2%(119명)으로 나타났다. 서원은 주로 산책과

표 1. 만족도-중요도 설문 항목.

항 목 내 용

접근성 출입구의 개수, 수목원 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보조산책로의 개수

편리성
보행 시 편안함, 바닥 포장 재료와 상태, 산책로의 폭과 경사도, 안내판이나 이정표, 이동의 용이성, 경
관감상 시 조망권 확보의 용이성, 쉼터

안정성 산책로 주변 훼손방지시설, 안전시설, 배수시설, 위험지

어울림 소재, 질감, 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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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위한 이용객들이 많아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데

비해, 동원의 경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이용객이 많아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는 동·

서원 모두 20대~40대에서 20~30%의 분포를 보였으며, 50

대 이상에서는 10% 내외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는 서원과 동원 각각 서구 59.4%(129명), 39.5%

(90명)와 유성구 11.5%(11명), 30.2%(69명)으로 두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수목원 인근지

역 거주자들의 방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 대학교 이상 학력자들이 서원과 동원 각각 78.5%(171

명), 89.0%(202명)으로 높은 학력을 가진 이용객들이 주

를 이루었다. 

평균소득분포에서는 서원과 동원 모두 비교적 고른 분

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으로는 서원은

회사원이 26.3%(57명), 학생 19.8%(43명), 주부 12.4%(27

명), 공무원 12.0%(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원은

학생 22.8%(52명), 회사원 18.4%(42명), 주부 14.1%(32명),

전문직 14.9%(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방문형태 특성

방문형태에 따른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방문횟수에 따

른 분포를 살펴보면 서원의 경우 처음 방문한 이용객은

32.4%(71명)이며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방문하는 이용객이

27.9%(61명), 동원은 처음 방문한 이용객이 45.2%(103명)

이며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방문하는 이용객이 21.1%(48명)

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음 방문했다고 답변한 이용객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재방문객으로 조사되어 재방문율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원에 비해 동원의 처음 방문율

이 높은 이유는 먼저 서원이 동원보다 먼저 조성되어 이

미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재방

문율이 높은 이유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객들이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사료된다. 

표 2. 이용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서원 동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N=219)

남성 120 54.8 109 47.8

여성 99 45.2 119 52.2

연령
(N=219)

20대 68 31.1 84 36.8

30대 58 26.5 68 29.8

40대 52 23.7 52 22.8

50대 28 12.8 20 8.8

60대이상 13 5.9 4 1.8

지역
(N=217)

대덕구 14 6.5 23 10.1

동구 18 8.3 18 7.9

서구 129 59.4 90 39.5

유성구 25 11.5 69 30.2

중구 18 8.3 17 7.5

기타지역 13 6.0 11 4.8

학력
(N=218)

중학교 이하 7 3.2 - -

고등학교 40 18.3 25 11.0

대학교 146 67.0 163 71.8

대학원 이상 25 11.5 39 17.2

소득
(N=202)

100만원 이하 38 18.7 54 25.5

101~200 만원 49 24.3 59 27.8

201~300 만원 48 23.8 54 25.5

301만원 이상 67 33.2 45 21.2

직업
(N=217)

회사원 57 26.3 42 18.4

공무원 26 12.0 18 7.9

사업가(자영업) 20 9.2 23 10.1

농어업 - - 1 0.4

기술자 5 2.3 10 4.4

전문직 16 7.4 34 14.9

학생 43 19.8 52 22.8

주부 27 12.4 32 14.1

기타 23 10.6 1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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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서원과 동원이

모두 한 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서구와 유성구 등

수목원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객이 많으며 차량을 이용하

여 수목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수목원을 방문하여 머문 시간은 2시간 이내의 경우가 서

원 90.0%(197명), 동원93%(212명)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

한 동반형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방문하

는 경우가 서원과 동원 각각 50.2%(110명), 54.8%(125명)으

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친구나 연인, 직장동료와 같이

방문한 경우도 각각 39.7%(87명), 37.3%(8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원과 서원 모두 처음 방문하고 소요시간이 1시간 이

내이며 체류시간은 주로 1~2시간 정도의 가족이나 가까

운 지인들과의 방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2. 산책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이용객들의 산책로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실질적인 관리기법인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전

통적인 IPA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그림

의 중심점은 위에 항목들의 분포가 각 영역에 비교적 고

르게 분포하였던 중요도와 만족도 평균값의 교차점을 중

심점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항목간

의 신뢰도를 분석을 하였으며, 전체적인 Cronbach'α는 중

요도와 만족도가 서원이 각각 0.947와 0.960, 동원이 각각

0.955, 0.956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

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α는 서원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각각 0.947과 0.961, 동원은 중요도와 만족도 각각

0.956과 0.956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인 항목의 α값보다 낮

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이 동일 개념을 측정하

고 있으며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1) 서원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서원의 산책로 이용 시 각 평가항목별로 중요도와 만족

도를 정리한 표 4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요도

가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항목들

이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항

목들의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림 2와 표 4로 나타냈다.

(1) 제1사분면 유지(Keep UP the Good Work)

제1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평

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보행시 편안함, 바

닥포장재료, 바닥포장상태, 산책로 경사도, 산책로 주변의

쉼터, 산책로에는 자연스러운 소재가 사용, 산책로에 사용

된 소재의 질감이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산책로에 사

용된 소재의 색채가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이 분포한다.

이 항목들은 관리자에게는 적절한 업무수행을 지속하여

표 3. 이용객의 방문형태 특성.

구분
서원 동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방문횟수
(N=219)

처음방문 71 32.4 103 45.2

거의매일이용 6 2.7 6 2.6

일주일에 1~2번 33 15.1 21 9.2

한달에 1~2번 61 27.9 48 21.1

계절에 한번씩 35 16 45 19.7

기타 13 5.9 5 2.2

소요시간
(N=219)

30분미만 128 58.5 128 56.1

30분~1시간정도 64 29.2 64 28.1

1시간~1시간 30분정도 20 9.1 32 14.0

2시간이상 7 3.2 4 1.8

체류시간
(N=219)

30분이내 16 7.3 15 6.6

30분~1시간 정도 98 44.8 100 43.9

1~2시간정도 83 37.9 97 42.5

2~3시간 정도 20 9.1 14 6.1

3시간이상 2 0.9 2 0.9

동반형태
(N=219)

혼자 20 9.2 10 4.4

가족과 함께 110 50.2 125 54.8

친구/연인/직장동료 87 39.7 85 37.3

유치원/학교단체 - - 6 2.6

기타 2 0.9 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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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들

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2) 제2사분면 집중(Concentrate Here)

제2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산책로 이용시 중요도는

높지만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으로 다른 항목에 앞서

관리해 주어야 하는 영역이다. 산책로의 안전시설, 산책로

의 배수시설,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이 포함된다. 서원

의 경우 비교적 자연스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시설

이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인위적 시설들이 눈에 띄게 설

치되어 있지 않지만, 습지원 주변이나 감각정원 등과 같

이 자칫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 테마원에는 많은 관리

와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제3사분면 저순위(Low Priority)

출입구의 개수,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보조산책로

(지름길)의 개수, 산책로 이용을 위한 안내판이나 이정표,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 주

요지점의 경관감상시 조망권 확보의 용이성, 산책로 주변

훼손방지시설의 항목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중요도와 만

족도가 모두 평균값보다 낮게 분석되었으며, 이 중 출입

구의 개수는 서원의 경우 주출입구가 3군데로 이용객들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원에 비해 비교적

숲이 우거져 주요지점에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제4사분면 과잉(Possible Overkill)

수목원 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과 산책로의 폭은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자

표 4. 서원 산책로 측정항목의 중요도-만족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만족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출입구의 갯수 3.71 1.017 3.53 .971 .219 1.350 2.402**

2 수목원 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 3.76 .898 3.67 .820 .133 1.019 1.928*

3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3.81 .932 3.53 .877 .276 1.125 3.620***

4 보조산책로(지름길)의 갯수 3.58 .963 3.62 .875 -.023 1.167 -.291

5 보행시 편안함 3.98 .916 3.82 .856 .147 .929 2.333**

6 바닥 포장 재료 3.88 1.012 3.76 .916 .120 1.065 1.658*

7 바닥 포장 상태 3.88 .963 3.69 .942 .151 1.090 2.050**

8 산책로의 폭 3.83 .881 3.87 .815 -.032 .938 -.506

9 산책로의 경사도 3.85 .948 3.90 .840 -.046 .992 -.683

10 산책로 이용을 위한 안내판이나 이정표 3.81 .953 3.54 .951 .281 1.101 3.761***

11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

3.82 1.027 3.32 1.045 .488 1.360 5.266***

12 주요지점의 경관 감상시 조망권 확보의
용이성

3.83 .917 3.66 .880 .152 1.014 2.210**

13 산책로 주변 쉼터 3.93 .864 3.83 .812 .128 1.001 1.890*

14 산책로 주변 훼손방지시설 3.83 .938 3.56 .859 .288 1.055 4.008***

15 산책로의 안전시설 3.97 .952 3.66 .841 .330 .970 5.027***

16 산책로의 배수시설 3.87 .970 3.65 .876 .223 .975 3.359***

17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 3.89 .941 3.47 .951 .419 1.219 5.069***

18 산책로에는 자연스런 소재가 사용 3.96 .959 3.79 .879 .153 .986 2.283**

19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질감이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3.98 .886 3.77 .897 .209 .936 3.278***

20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색채가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3.92 .869 3.84 .851 .088 .910 1.424

중요도 평균값=3.85, 만족도 평균값=3.67

주) *P<0.1, **P<0.05, ***P<0.01에서 유의함.

그림 2. 서원 산책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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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노력이 과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

로 관리자는 과도한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타

났다. 서원의 산책로는 비교적 넓은 폭의 주 산책로로 구

성되어 있고, 시설물과 접근성이 이용객이 충분히 만족하

고 있기에 이 영역에 분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동원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동원의 경우 산책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살펴

보면 표 6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가 만족도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객에 맞는 적절한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1) 제1사분면(Keep UP the Good Work)

제1사분면에 위치한 변수들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평

균값보다 높게 나타으며 보행시 편안함, 바닥포장재료, 바

닥포장상태, 산책로 경사도, 주요지점의 경관 감상시 조망

권 확보의 용이성, 산책로 주변의 쉼터, 산책로에는 자연

스러운 소재가 사용,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질감이 주

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색채가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이 이 영역에 분포한다. 이 변수

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항목으

로 모든 항목들이 중요도가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자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목들

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2) 제2사분면 집중(Concentrate Here)

제2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산책로 이용시 중요도는

높지만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으로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 산책로의 안전시설이

포함된다.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주로 어린

이와 동반한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보행약자에 속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배

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항목들

은 이용객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하여

많은 관리와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제3사분면 저순위(Low Priority)

출입구의 개수,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보조산책로

(지름길)의 개수, 산책로 이용을 위한 안내판이나 이정표,

산책로 주변 훼손방지시설,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의 항

목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

값보다 낮게 분석된 항목들이다. 이중 출입구의 개수는 동

원의 경우 주출입구가 1군데로 이용객들이 출입하는데 있

어 불편함을 주었으며 안내판 및 이정표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항목들은 관리시 가

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전체적인 시설

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는 영역에 분포하고 있

는 항목 역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제4사분면 과잉(Possible Overkill)

수목원 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 산책로의 폭, 산책로의

배수시설은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 항목들은 이용객들이 관리자의 과도한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느껴지는 항목들로,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

목들에 투입될 자원이나 노력들을 다른 항목들로 분산시

킴으로 향후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서원 산책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구분 평가항목

1사분면/유지
(Keep UP the
Good Work)

5 보행시 편안함

6 바닥 포장 재료

7 바닥 포장 상태

9 산책로의 경사도

13 산책로 주변 쉼터

18 산책로에는 자연스런 소재가 사용

19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질감이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20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색채가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2사분면/집중
(Concentrate Here)

15 산책로의 안전시설

16 산책로의 배수시설

17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

3사분면/저순위
(Low Priority)

1 출입구의 갯수

3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4 보조산책로의 갯수

10 산책로 이용을 위한 안내판이나 이정표

11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

12 주요지점의 경관 감상시 조망권 확보의 용이성

14 산책로 주변 훼손방지시설

4사분면/과잉
(Possible Overkill)

2 수목원 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

8 산책로의 폭



한밭수목원 산책로에 대한 이용객 평가: 중요도-만족도 분석(ISA)을 중심으로 411

결 론

본 조사는 이용객이 실제 체험하여 느낀 산책로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측정하여 실제 관리하는데 이용객 입장을

고려하고, 관리자 산책로의 관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평가항목을 통해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

하고자 했다.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밭수목

원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총 447부(동원 228부, 서원 219부)를 유효 표본으로 선

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원은 3,40대 서구 거주의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

들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과 월 평균소득 200만원 이상의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의 비율이 높았다. 동원은

2,30대의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도 대학교 이상의

학력과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

고 있는 회사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특히 서원에 비해

동원의 경우 학생의 방문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동원이 시

각적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테마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서원과 동원의 재방문한 이용객이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목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

시간 이내이고 도착 후 30분~2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방문한 경우가 대부

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원과 동원의 산책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평가를 비

교하여 정리해 보면 보행 시 편안함, 바닥포장재료, 바닥

포장상태, 산책로 경사도, 산책로 주변의 쉼터, 산책로에

는 자연스러운 소재가 사용,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질

감이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표 6. 동원 산책로 측정항목의 중요도-만족도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만족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출입구의 갯수 3.73 .947 3.47 .910 .276 1.172 3.561***

2 수목원 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 3.90 .834 3.78 .850 .142 .948 2.250**

3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3.97 .877 3.56 .933 .425 1.145 5.575***

4 보조산책로(지름길)의 갯수 3.76 .874 3.76 .868 .035 .999 .531

5 보행시 편안함 4.14 .835 3.95 .831 .202 .826 3.690***

6 바닥 포장 재료 4.04 .953 3.88 .928 .158 1.079 2.209**

7 바닥 포장 상태 4.09 .931 3.89 .894 .193 .992 2.937***

8 산책로의 폭 3.94 .888 3.84 .929 .128 1.063 1.811*

9 산책로의 경사도 4.04 .850 3.95 .847 .101 1.001 1.524

10 산책로 이용을 위한 안내판이나 이정표 3.97 .932 3.70 .877 .285 1.016 4.236***

11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
동의 용이성

4.10 .946 3.67 1.019 .445 1.164 5.760***

12 주요지점의 경관 감상시 조망권 확보의 용
이성

4.09 .885 3.85 .855 .265 .957 4.170***

13 산책로 주변 쉼터 4.09 .827 3.91 .871 .212 .956 3.338***

14 산책로 주변 훼손방지시설 3.94 .878 3.65 .818 .303 .989 4.620***

15 산책로의 안전시설 4.00 .930 3.74 .846 .303 .998 4.579***

16 산책로의 배수시설 3.91 .910 3.78 .839 .159 .996 2.398**

17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 3.90 .967 3.61 .938 .317 1.162 4.113***

18 산책로에는 자연스런 소재가 사용 4.07 .867 3.80 .837 .298 .875 5.148***

19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질감이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4.08 .866 3.94 .805 .163 .890 2.760**

20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색채가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4.09 .835 3.90 .891 .206 .894 3.483***

중요도 평균값=3.99, 만족도 평균값=3.78 

주) *P<0.1, **P<0.05, ***P<0.01에서 유의함.

그림 3. 동원 산책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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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가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의 항목은 공통으로 제1

사분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요지점의 경관 감상 시 조망

권 확보의 용이성 항목에서 동원은 포함되지만 서원에서

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원이 동원에 비해

조성 후 기간이 길어 비교적 수고가 높은 수목이 분포하

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2사분면은 산책로의 안전시설이 공통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서원의 경우 산책로의 배수시설과 위험지 등에 대

한 안내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원의 경우 산책로를 이

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이 분포하고 있

다. 서원의 산책로는 배수시설이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

지 않고 수변공간 주변 등의 위험지에 안내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관

리자는 이점을 유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동원의 경우는 서원에 비해 볼거리가 많고

개원이 늦어 서원에 비해 이용객이 많았고 그중 가족단위

의 방문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 자녀와 동반

한 이용객이 유모차 사용을 다소 불편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위한 배

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사분면에 분포한 항목으로는 출입구의 개수,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보조산책로의 개수, 산책로 이용을

위한 안내판이나 이정표,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이 공

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서원의 경우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과 주요지점의 경관 감

상 시 조망권 확보의 용이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동원의 경우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이 포함되어 있다.

서원의 경우는 주로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며 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객이 많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경관

감상보다는 주로 산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두 항목 모두 중요도와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원의 경우 서원에 비해 사방이

트여 있어 위험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 영역에

포함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사분면은 수목원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과 산책로

의 폭이 공통된 항목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원은 산책로의

배수시설이 이 영역에 포함되었다. 동원의 가운데에 위치

한 연못이 이용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배수시설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원과 동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보조산책로의 개

수와 산책로의 경사도는 한밭수목원이 인위적으로 조성

되어 이용객들이 이용 시 전혀 문제시 삼거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서원에서 나타난 산책

로의 폭과 소재의 색채가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 항목 역

시 이용객이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밭수목원은 도심 내에 조성된 수목원으로 수목원 인

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

표 7. 동원 산책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구분 평가항목

1사분면/유지
(Keep UP the Good Work)

5 보행시 편안함

6 바닥 포장 재료

7 바닥 포장 상태

9 산책로의 경사도

12 주요지점의 경관 감상시 조망권 확보의 용이성

13 산책로 주변 쉼터

18 산책로에는 자연스런 소재가 사용

19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질감이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20 산책로에 사용된 소재의 색채가 주변 경관 등과의 어울림

2사분면/집중
(Concentrate Here)

11 산책로를 이용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 이동의 용이성

15 산책로의 안전시설

3사분면/저순위
(Low Priority)

1 출입구의 갯수

3 수목원 접근을 위한 안내판

4 보조산책로의 갯수

10 산책로 이용을 위한 안내판이나 이정표

14 산책로 주변 훼손방지시설

17 위험지 등에 대한 안내판

4사분면/과잉
(Possible Overkill)

2 수목원 내의 시설물과의 접근성

8 산책로의 폭

16 산책로의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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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서원과 동원

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이용객들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

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산책

로는 수목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산책로에 대한 평가항목들이 많

은 부분 일치하는 항목은 수목원의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

주요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원과 동원이 서로 일

치하지 않은 항목들은 각각의 공간에 알맞게 적용하여 활

용한다면 관리에 있어 편리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 또한

보다 만족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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