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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관람객의 지각된 가치, 만족과 재방문의도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300명의 수목원 관람객을 할당표본추출하였으며, 변수들은 마케팅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측정척도를 수목원

상황에 맞도록 변형시켜 측정하였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정산한 결과, 가치는 만족에 영향

을 주었으며, 만족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감성적 가치’, ‘돈에 비한 가치’, ‘새로움에 대한 가

치’의 순서로 만족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적 가치’는 영향력이 없었다. 효과적인 수목원 관리를 위해 가치의 구

성개념, 만족, 재방문의도 별로 실행 가능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목원에서는 이런 종류의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어 추후연구에서는 가치 측정척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변수인 자아일치성과 구전의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야 하며 시장세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value,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for visitors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Three hundred respondents were selected by

quota sampling, and well-known measurement scales utilized in marketing field were adopted in order to

measure three variables with some modification to apply for arboretum visitors.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perceived value affected visitors' satisfaction, which in turn influenced revisit intention.

Specifically, “emotional value”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satisfaction, followed by “value for money”

and “novelty value”; however, “social value” was not an influential construct. Based on calibration result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uthors advised that (a)improvement of measurement

scale of value, (b)inclusion of self-congruity as antecedent variable to satisfaction, (c)changing revisit intention

to word-of-mouth communication as a post-purchase behavioral intention, and (d)implementation of market

segment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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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다원화, 여가

문화의 변화로 인해 숲은 더 이상 임업활동만을 하는 곳

이 아니라 다양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되

고 있다. 특히 자연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

연체험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중시되면서(岩谷 祐子 등,

2008) 수목원은 이용객들의 지적욕구 및 자연휴양에 대한

욕구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박

지나 등, 2009).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되어, 국내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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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목원인 국립수목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도 식물종

의 보존 이외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교육 및 대국민 계도

가 포함되었다(http://www.kna.go.kr). 관람객들의 방문목

적 역시 과거에는 ‘식물·수목관람’ 위주이었지만 현재는

‘휴식/휴양, 삼림욕/산책’으로 변하였으며(국립수목원, 2008)

관람객수도 급증하였다. 국립수목원은 1987년 개장 이후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해 1995~1996년에 120만명을 넘어

서자(국립수목원, 2010), 광릉숲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

부터는 5일전 예약제와 공휴일 휴무제를 도입해 하루 입

장객을 5천명으로 제한하였다. 2008년에는 시대변화에 따

라 개방일을 화요일~토요일로 변경하였고, 사전예약제에

따라 평일과 토요일의 입장객을 각각 5천명과 3천명으로

제한하였다. 늘어나는 수목원 방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산림청은 국립수목원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며 2008

년 40개이었던 수목원을 2017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산림청, 2007; 산림청, 2009).

수목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노력도 병행되어

왔다. 국립수목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개선에 필요한 정책들을 피드백 받

고 있으며(김재현 등, 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다수의 수목원들은 관람객들의 방문목적, 동기,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관리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국립

수목원, 2008; 김신원 등, 1999; 백동렬 등, 2003). 최근에

는 수목원의 서비스 질과 만족에 관련된 연구도 일부 수

행되었다(김신원 등, 1999; 임연진, 2009). 왜냐하면 수목

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여가공간이 아닌 공공시설

이어서 관람객들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 성공적 관리 여부

를 평가하는 수단의 하나이며(고동우, 1998), 서비스 질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

이다(Cronin et al., 2000). 그러나 국내 수목원 관련 연구

는 수목원의 전통적 설립목적인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증식·보존과 같은 자연과학적 연구에 치중해 왔으며 사

회과학적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마케팅 분야에서는 특정 상품이

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고

객유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 생각하여 기업들은 만족

도 조사에 열중하였다(Mittal and Kamakura, 2001). 그러

나 브랜드를 전환한 고객들의 60~80%가 전환직전 조사

에서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만족’ 내지 ‘매우 만족’으로

평가하여(Reicheld, 1996) 만족도와 시장점유율 간에는 상

관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쟁사 보다 뛰어

난 가치(value)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Jones and Sasser,

1995). 이와 함께 연구자나 실무자들은 재구매의 중요성

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관광분야에서의 연구결과, 재방

문자들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방문자들을 유치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고(Oppermann, 1998), 안정적인 수입을 보

장하며 특정 관광지를 잠재적 방문자들에게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Reid and Reid, 1993; Pritchard

2003), 만족한 방문자들이 그곳을 다시 재방문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Oppermann, 2000). 이렇게

변수들 간의 관계와 역할이 부분적으로 알려지면서 관광

을 포함한 많은 마케팅 학자들은 가치→만족→구매 후 행

동의도(post-purchase behavioral intention)의 선후관계에

동의하고 있지만(Cronin et al., 2000), 국내외를 통해 수목

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

한 연구는 아직 없다. 유사한 연구로는 Lee et al.(2004)가

미국의 국립산림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질→만

족→구매 후 행동의도의 관계를 실증하였으며, 국내에서

는 몇몇 연구만이 수목원이나 국립공원 방문자들이 인식

한 서비스의 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정도이다

(임연진, 2009; 이주희와 배민기, 2006).

수목원은 식물에 관한 연구기능 외에 교육 및 휴양서비

스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최명섭, 1997), 다양한 여가소

비 패턴을 고려해 관람객들의 가치를 구성개념별로 심층

파악할 필요가 있다(박종구와 공자원, 2006). 또한 관람객

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지진호, 2008). 특히 지각된 가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목원 관리자가 관람객들의 가치와 만족, 재

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Chen and Chen, 2010).

국제적 명성을 지닌 영국왕립식물원인 큐가든이나 에딘

버러식물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애

뉴얼 리포트로 발간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수목원 운영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2008; Royal Botanic Garden Kew, 2009). 국

립수목원 역시 최근에는 전략적인 경영을 위해 사업운영

에 필요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관람객들의 만족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김재현 등, 2009;

홍성권, 2009). 국내 수목원을 선도하는 국립수목원에서

수행된 운영관리 연구들은 국내 다른 수목원에 그 결과를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이하 가치로 칭함)의 구성개념(construct)들이 만족과 재방

문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모형으로 확인함

으로써, 고객지향적 운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1. 서비스 질, 가치와 만족

초기 만족연구들은 기대-불일치(expectancy discon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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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패러다임에 기초했기 때문에 만족의 인지적

(cognitive) 측면을 강조하여 왔다(Oliver, 1980). 그러나 만

족에는 소비할 때 발생하는 감정(emotion)이 포함되어 있

다는 Westbrook(1987)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는

만족이란 부분적으로 인지적이며 부분적으로 감정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Oliver(1997)는 만족을

“소비자들이 성취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상품이나 서비

스 자체 또는 특징들이 소비할 때 얼마나 즐거움을 주었

는지에 대한 판단이다”(p.13)로 정의해 감정적 측면을 강

조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지각된 서비스 질을 구매자가 평가

하는 서비스의 전체적 우월성 또는 탁월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Zeithaml, 1988), 만족과 다른 개념이지만 관련이

있고 기대와 실제성과를 비교해 느끼게 된다(Parasuraman

et al., 1988). 서비스 질과 만족은 모두 기대-불일치 이론

에 근거하고 있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비스 질은 구체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화장실

청결상태에 대한 평가이지만, 만족은 보다 넓은 범위, 예

를 들어 제공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이다

(Oliver, 1997). 이로 인해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는 만족

을 서비스 속성들의 질로 정의하기도 한다(Crompton and

MacKay, 1989). 또한 서비스 질은 방문자가 설정한 이상

적 수준과의 차이인 반면 만족은 과거경험을 통해 방문자

가 갖고 있는 수준과의 차이이다(Crompton and Love,

1995).

가치의 정의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지만, “소비자들이

무엇을 주고(what is given) 무엇을 받았는지(what is

received)에 기초해 평가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제적 효

용”이란 Zeithaml(1988)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가치와 지

각된 질과의 관계 역시 명확치 않다. 지각된 질은 구매 전

기대와 구매 후 실제 결과와의 비교라면 가치는 소위 “준

것”과 “받은 것”의 비교이므로(Sánchez et al., 2006), 연구

자들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개념이란 점에는 대부분 동의

하고 있다(Bolton and Drew, 1991).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들은 지각된 질을 가치의 독립된 선행변수로 취급하

고 있지만(Zeithaml, 1988; Chen and Chen, 2010), 일부

에서는 지각된 질을 가치의 하위 구성개념의 하나로 간주

하고 있다(Sweeney and Soutar, 2001; Petrick, 2002). 가

치가 기존에 사용해 오던 만족보다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a)만족이란 기존고객들이 특정 회사가 자신의 일을 얼마

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고객이

아닌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변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b)만족도 평가에는 특정 상

품/브랜드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Eggert

and Ulaga, 2002). 

이상과 같이 (a)만족의 인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인 특징,

(b)서비스 질과 만족간의 유사성, (c)지각된 질을 가치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d)인지와 감성(affect)간 선

행관계에 대한 오랜 논쟁이 서로 얽혀 서비스 질, 가치, 만

족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상충된 모델들이 다수 제시되

었다. Cronin et al.(2000)은 가장 큰 이유로 분야마다 연구

의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

어 만족(가치)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라면 만족(가

치)과 후속 결과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보통

이다. 그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한 결과 인지가 감성에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일부 예외가 있지만(Duman and Mattila, 2005) 후속

연구에서도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과 관광분야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척도

인 PERVAL(Sweeney and Soutar, 2001)과 SERV-PERVAL

(Petrick, 2002)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가치의 구

성개념의 하나로 보고 있다.

2. 수목원과 관련된 연구

국내에서 수목원 관람객의 가치, 만족,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없으며, 소수의 연

구만이 일부 변수들의 선행관계를 검토하였다. 임연진

(2009)은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

스 질 측정척도인 SERVQUAL(Parasuraman et al., 1988)

을 사용해, 각각의 서비스 질 구성개념들이 수목원 방문

만족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추

후연구에서는 서비스 질이 재방문의도와 구전(word-of-

mouth)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노융호 등(2005)은 수목원을 생태관광시설로 간

주해, 생태관광객들의 만족이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정도이다. 대상지가 자연자원지

역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도, 국립공원 방문객들의 느끼

는 서비스 질과 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주희와 배민기

(2006)의 연구, DMZ 관광객들과 녹차 밭 방문객들의 가

치, 만족과 추천의도 또는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

한 Lee et al.(2007a)와 여호근과 박경태(2007)의 연구 정

도가 있을 뿐이다. 반면, 관광분야에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신동식

(2008)은 여행사의 서비스 품질, 가치, 고객충성도(loyalty)

의 관계를, 이혜련(2006)은 컨벤션의 품질, 가치, 만족, 재

구매와 구전의도의 관계를, 이상건과 윤유식(2007)은 외

식고객의 가치, 만족, 재방문과 추천의도간의 관계를 검증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연구들이 가치, 만족, 구매 후 행

동의도 간 인과관계를 일부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만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대상지가 수

목원인 경우에는 가치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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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더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Lee et al., 2007a) 가

치를 소위 “준 것”과 “받은 것”에 기초해 단일차원의 개

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한 Sheth et al.(1991)의 연구에 의하면,

가치는 5개의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차원이며 각

각의 구성개념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시된 대부분의 가치척도들, 예를

들어 PSV(Babin et al., 1994), SERV-PERVAL(Petrick,

2002), HEU/UT(Voss et al., 2003)도 모두 가치의 다차원

성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서

비스 질을 독립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

성 여부에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Sweeney and

Soutar(2001)은 Sheth et al.(1991)이 제시한 기능적 가치가

‘서비스 질(performance/quality)’과 ‘돈에 비한 가치(value

for money)’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케팅 분

야의 대표적 가치척도인 PERVAL을 제시하였다. 관광분야

에서의 대표적 가치척도인 SERV-PERVAL(Petrick, 2002)

역시 Zeithaml(1988)의 정의를 확장하여 서비스 질을 가

치의 하위 구성개념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세 번째, 구

매 후 행동의도란 구매자가 그 회사의 고객으로 남아 있

을 것인지 아니면 이탈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표

로써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이

변수를 만족의 후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목적에 따

라 다양한 구매 후 행동의도, 예를 들어 재방문의도, 구전

의도, 추천의도, 충성도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구매 후 행동의도를 상이한 변수인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추천의도를 혼합해 측정하고 있어 각각의 효과

가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이혜련, 2006; 신동식, 2008; Lee

et al., 2007a).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와 표본추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수목원 관람객을 대상

으로 가치→만족→재방문의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였으며 설

문 응답자들을 선택하였다.

표본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분산은 2005~2006년

도 국립수목원 모니터링으로 알려진 만족도의 최대 분산

인 0.623을 적용하였다(국립수목원, 2008). 신뢰성은 사회

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값인 1.96을 사용하

였으며 정밀도는 0.1로 하였다. 2009년의 경우 주중과 토

요일의 입장객수는 평균 1,208명과 1,467명이었지만(국립

수목원, 2010), 표본크기를 증가시켜 분석결과의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해 모집단의 크기는 요일별 인원상한인 평일

5,000과 토요일은 3,000명으로 하였다. 요일별로 필요한

표본크기는 서로 비슷해 각각 150명씩 총 300명으로 결정

하였다.

·토요일:

 명

·평일:

명

Z: 신뢰성, S: 분산, d: 정밀도, N: 하루 입장객수

수목원 사전방문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3시 이후에

퇴장하는 것이 관찰되어, 짧은 시간동안 수목원 관람을 마

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확률표본추출을 한다는 것이 쉽

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으로 설문응답자들을 결정하였다. 쿼터는 방문

객 모니터링에서 밝혀진 방문객의 성별과 연령별 비율을

적용하였다(국립수목원, 2008). 그러나 10~20대, 40~60대

의 비율이 낮아 이 계층은 통합하였다(표 1).

2009년 10월 23일(금)과 11월 7일(토)에 300매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들은 수목원 관람을 마친 방문자에

한정하였으며, 훈련된 조사자들이 국립수목원 매표소 입

구 습지원 앞에서 계산된 쿼터를 최대한 맞추면서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30분까지 수집하였다(표 1, 표 2). 

2. 변수의 측정

가치는 Williams and Soutar(2009)가 모험여행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ERVAL(Sweeney

and Soutar, 2001)를 관광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한 것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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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쿼터별 최종 응답자 수.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남 32명 45명 30명 107명

여 58명 81명 54명 193명

계 90명 126명 84명 300명

표 2. 응답자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월 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70 25.5

200-300만원 미만 60 21.8

300-400만원 미만 46 16.7

400-500만원 미만 41 14.9

500만원 이상 58 21.1

결혼여부
기혼 170 57.2

미혼 127 42.8

재방문여부
처음방문 167 55.7

재방문 133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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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래 척도의 구성개념인 ‘감정적 가치(emotional

value)’,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기능적 가치(functional

value)’에 ‘새로움에 대한 가치(novelty value)’를 추가한 것

이다. PERVAL에서는 ‘기능적 가치’를 ‘돈에 비한 가치

(value for money)’와 ‘질/수행정도(quality/performance)’로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가 사용한 척도의 구성개념은 총 5

개이며, 각 구성개념은 4개씩의 측정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Williams and Soutar(2009)의 연구에서는 구성개념

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크론바흐 α값이 0.84~0.94이었다. 그러나 ‘돈에

비한 가치’와 ‘질/수행정도’ 간의 상관성이 높아 저자들은

추후연구에서는 ‘질/수행정도’의 측정항목들을 조정할 필

요가 있다고 권고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은 ‘질/수행

정도’에 해당하는 측정항목들을 국립수목원에 맞도록 새

로 작성하였다(표 3).

만족은 Oliver(1997)가 제시한 통합 만족척도(Univers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2개 항목으

로 이루어진 척도로써(α=0.9) 만족의 인지적 측면과 감성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기본항목(anchor item)이 포함된다면 연구목적에 따라 일

부 항목들을 제외 또는 추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척도

가 제시된 이후 마케팅과 관광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이

척도의 일부 항목들을 취사선택해 사용하고 있다(Bigné et

al., 2005; Lee et al., 2007b). 본 연구도 수목원 관람객의

만족과 관련된 일부 항목들을 선택해 사용하였다(표 4).

전통적으로 구매 후 행동의도는 재방문의도, 구전의도,

추천의도, 충성도 등으로 측정해 왔다. Zeithaml et al.

(1996)은 이러한 행동의도 변수들을 정리해 ‘충성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 ‘다른 상품의 구매’, ‘외적반응’ 및 ‘내

적반응’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을 측정할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이중에서도 ‘충성도’의 크론바흐 α값은 0.9이

상으로 양호해 많은 후속연구들이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충성도’ 항목 중에서 일부를 연구목적에 따라 선택

적으로 사용해 왔다(Duman and Mattila, 2005; Bigné et

al., 2005). 그러나 ‘충성도’는 재구매의도와 긍정적인 구

전의도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Söderlund

표 3. 가치의 요인분석과 크론바흐 α값.

가치 항목 (변수 명)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α값

돈에 비한
가치

−쓴 돈에 비해 괜찮은 곳이다 (VM1)  0.9947 -0.0253  0.0178 -0.1416

0.89
−쓴 돈에 비해서 얻은 것이 많다 (VM2)  0.7541  0.0770  0.0505  0.0906

−이곳 방문에 들인 비용은 적당하다 (VM3)  0.6995  0.0072 -0.0618  0.2397

−여기는 쓴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VM4)  0.6691 -0.0060 0.1005 0.2356

사회적
가치

−이곳 방문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SV1)

 0.0655  0.7950  0.0007  0.0683

0.88
−이곳 방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할 것이다 (SV2)

-0.0324  0.9347  0.0405 -0.0024

−수목원 방문으로 인해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좋아질
것이다 (SV3)

 0.0073  0.8956  0.0165 -0.0303

새로움에
대한 가치

−모험심을 느꼈다 (NV1) -0.1120  0.0870  0.8150  0.0339

0.80−진기한 경험을 했다 (NV2)  0.0716 -0.0947  0.8846 -0.0185

−여기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NV3)  0.1475  0.1211  0.7289 -0.0248

감성적 
가치

−정신적 풍요로움(웰빙)을 주었다 (EV1)  0.1579  0.0929 -0.1288  0.7317

0.82−행복함을 느꼈다 (EV2)  0.1590  0.0147 -0.0931  0.8217

−기분좋게 마음을 들뜨게 하였다 (EV3) -0.1094 -0.0678  0.2950  0.8328

분산 비율a 20.02% 18.15% 16.22% 15.79%

a다른 요인을 무시하였을 때의 분산 비율

표 4. 만족의 요인분석과 크론바흐 α값.

만족 항목 (변수 명) 요인 1 특성 α 값

이곳은 내가 가본 수목원 중 최고의 수목원 중 하나이다 (S1) 0.8164 전반적인 성과평과와 질a

0.92

이 수목원은 내가 바라던 수목원이었다 (S2) 0.8380 욕구충족a

이곳을 방문하기로 한 내 결정에 만족한다 (S3) 0.8811 기본 항목a

이곳에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4) 0.8408 긍정적 감정a

이곳을 방문하기로 한 내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다 (S5) 0.8574 성공적 귀인a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확신한다 (S6) 0.7963 성공적 귀인a

분산 비율a 70.35%

a인지적 항목, 감정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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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는 서로 다른 두 변수를 하나로 통합해 측정하는 것

은 원래의 충성도 의미와 달라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Zeithaml et al.(1996)이 제시한 ‘충

성도’ 항목 중 재구매의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수목원에

적합하도록 수정해 사용하였다(표 5).

연구결과

1. 측정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Williams and Soutar(2009)의 가치척도가 수목원 관람객

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의 개수를

5개로 지정하여 주성분 요인분석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성

을 고려해 프로맥스로 회전시켰다. 20개 항목들의 Kaiser's

MSA는 0.87~0.96이어서 요인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Hair

et al., 1995). 그러나 전체분산의 21.4%를 차지하는 첫 번

째 요인에서 요인적재량이 0.5이상인 항목들은 ‘돈에 비

한 가치’가 4개이었으며 ‘질/수행정도’가 2개로 나타나 두

구성개념은 분리되지 못하였다. Williams and Soutar

(2009)의 권고에 따라 ‘질/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

로운 항목들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였다. ‘질/수

행정도’를 제거한 후, 나머지 ‘돈에 비한 가치’, ‘감정적 가

치’, ‘사회적 가치’와 ‘새로움에 대한 가치’에서 항목을 제

거할 경우 α값이 증가하는 항목을 삭제한 후 동일한 요령

으로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고유값과 scree plot으로 검토

한 결과 요인의 개수는 4개가 적절하였으며 예상한 구성

개념들이 확인되었다. 각 구성개념들의 크론바흐의 α값

은 0.82~0.89로써 Nunnally(1978)가 제시한 기준인 0.7을

모두 초과하였다(표 3). 

Oliver(1997)의 통합 만족척도에서 선발한 6개 항목을

요인분석한 결과 Kaiser's MSA는 0.81~0.93으로 양호하였

으며(Hair et al., 1995), 고유값과 scree plot을 해석한 결

과 1개 요인이 적절하였다. 만족도 항목들의 크론바흐 α

값은 0.92로 매우 양호해 이 척도는 수목원 관람객들의 만

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또한

만족은 인지적 특징과 감정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기존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Zeithaml et al.(1996)이 제시한 충성도 척도 중에서 재

방문의도 항목 2개를 요인분석한 결과, 단일차원이었으며

α값은 0.82로 양호하였다(표 5).

2. 가치, 만족, 재방문의도의 인과관계

본 연구의 목적인 가치, 만족, 재방문의도 간의 인과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 AMOS을 사용해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으로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정산하였

다. 전술하였듯이, 탐색적(exploratory) 요인분석에서 가치

는 4개, 만족은 1개, 재방문의도는 1개의 구성개념으로 구

성되었으므로 수집한 자료가 모델검증에 적합한지를 확

인적(confirmatory)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예상 밖으

로 일부 적합도 지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표

6). 가치 중 ‘질/수행정도’가 누락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일부 중요변수들이 모델에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정한 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정산한 결과, 예상

대로 가치는 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영향력의 순서는 ‘감

성적 가치(β=0.349)’, ‘돈에 비한 가치(β=0.331)’, ‘새로움

에 대한 가치(β=0.191)’이었다. 만족 역시 재방문의도에

강한 영향력을 주어(β=1.042) 설정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

계가 검증되었다(그림 1). 그러나 ‘사회적 가치’는 유의성

이 없었다. 유의성이 있는 세 종류의 가치는 모두 개인적

인 가치이지만 ‘사회적 가치’는 수목원을 다녀왔기 때문

에 남들로부터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가치이다.

응답자들은 수목원을 다녀왔다고 해서 남들이 자신을 좋

게 평가한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 만족에 영향이

없었다. ‘감성적 가치’가 만족에 큰 영향을 준 이유는 이

곳이 대도시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써 우리 사회의 화두인

소위 웰빙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

다. ‘돈에 비한 가치’가 ‘감성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만

족에 주는 영향력이 낮은 이유는 응답자들이 국립수목원

표 5. 재방문의도의 요인분석과 크론바흐 α값. 

만족 항목 (변수 명) 요인 1 α 값

다음에도 수목원을 방문한다면 이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I1)

0.9198
0.82

다음에 이곳을 다시 방문할 것이다 (I2) 0.9198

분산 비율 84.60%

a인지적 항목, b감정적 항목

표 6.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 

지수 GFIa AGFIa RMSRc DELTA2 NFId CFIe RMSEAf

계산치 0.895 0.862 0.071 0.956 0.92 0.956 0.061

기준 0.9이상 0.9이상 0.05이하 0.95이상 0.9이상 0.9이상 0.08이하
aGFI(goodness of fit), b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c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dNIF(normed fit index),
eCFI(comparative fit index), f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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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가치

는 “준 것”과 “받은 것”의 비교라 할 수 있는데(Zeithaml,

1988), “준 것”에 해당하는 전형적 예가 소요비용과 소요

시간이다. 도시 내 공공시설은 명목적 비용만을 부과하지

만 서울에서 승용차로 국립수목원에 온다면 입장료와 주

차료를 포함해 성인은 4,000원이 필요하며 소요시간은 1

시간 이상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릴 뿐 아니라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

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돈에 비한 가치’가 ‘감성적 가치’

보다 만족에 주는 영향력이 낮은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움에 대한 가치’가 만족에 주는 영향력이 낮은 이유

는 국립수목원의 주요시설인 전시원, 산림박물관 또는 동

물원이 이곳만의 유일한 시설이 아니어서 신기함이 낮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주요 시설들의 내용은 다른 곳

보다 우수하지만 다른 곳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아니며, 광릉숲도 ‘새로움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

소이지만 숲이나 나무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결론 및 제언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

가로 국내 수목원 관람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한국

갤럽조사연구소, 2006).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는 수목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윤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과 달리 수목원은 공

공기관이고 만족은 기관의 성취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한 대표적인 지표이므로(Lee et al., 2004), 국내의 몇몇

수목원 관련 기존연구들은 서비스 질과 만족의 관계를 규

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질은 구체적인 개개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 반면 만족은 인지와 감성이 종합된

개념이어서 둘 간의 선행관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서비스 질은 가치의 선행변수 또는 가치의 구성개념 중

일부라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마케팅과 관광분야에서는

서비스 질 보다는 가치와 만족 간의 관계 규명에 주력하

고 있다. 이 같은 연구흐름에 맞추어, 본 연구는 (a)국립수

목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가치, 만족, 재방문의도의 인과

관계가 수목원 관람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와 (b)개

개의 가치 구성개념이 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

함으로써 효과적인 수목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예상한 대로 가치만족재방문의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

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가치의 구성개념인 ‘질/수행정

도’가 ‘돈에 비한 가치’와 분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Williams and Soutar(2009)의 언급에 따라 ‘질/수행정도’의

항목들을 수목원 상황에 맞도록 보완해 새로 작성하였지

만 이 둘을 분리하지 못하였다. 두 구성개념들이 실제로

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측정항목

들이 적절하지 못해 이론적인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그림 1. 수목원의 구조방정식모형 정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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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 이것은 수목원의 경우 방문에 따른 개인적인 가치

충족이 만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 가치 충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가치 중에서 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

은 ‘감성적 가치’이었다. ‘감성적 가치’는 수목원 방문에

대한 정서적 의미인 행복감, 정신적인 풍요로움, 즐거운

마음 등을 뜻한다. 국립수목원의 경우 대부분의 방문객들

은 과도하게 도시화된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복잡한 생활환경과 다

른 자연 휴양시설인 수목원의 방문에 커다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정적 가치 다음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돈에 비한 가치’로 소위 “준 것”에 비한 “받은 것”

의 가치이다. 수목원의 경우 명목적인 입장료는 성인기준

1,000원이지만 응답자들은 입장료 외에 이동에 따른 비용,

주차비,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해 “준 것”로 평가하기 때

문에 전체적인 “준 것”은 금전적 비용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목원은 명목적인 입장료보다 훨씬 큰

가치를 제공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방문객들은 불만

족하며 불평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감정적인 가치보다

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간 적지만 나머지 개인적 가

치인 ‘사회적 가치’와 ‘새로움에 대한 가치’는 만족에 미

치는 역할이 크므로 수목원 관리자들은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수목원에

가려면 광릉내에서 30분마다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서울시내에서 광릉내로 가는 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곳은 5곳뿐이다.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 대기시간

과 추가 교통비용은 “준 것”이 많다고 느끼게 하는 요인

이므로 주요지점, 예를 들어 지하철 환승역 근처에서 국

립수목원으로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접근성을 향

상시킨다면 이 가치가 증가해 수목원 방문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수목원 사전예약 시 셔틀버스의 출발

장소와 시간을 함께 공지한다면 이 서비스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만족에 주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은 ‘새로움에 대한

가치’이었다. 광릉숲을 포함해 주요 시설들은 국립수목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어서 나타난 현상이

기 때문에, 이 가치의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립수목

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연구결과

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신설될 국립수목원에 ‘해외 희귀

식물을 수집한 대규모 온실’보다 ‘다양한 습지식물이 서

식하는 습지식물원’을 도입할 경우 약 1,330원의 입장료

를 더 낼 용의가 있었다(홍성권 등, 2010). 습지식물원이

전혀 새로운 수목원 시설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응답자들은

기존 수목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시설 이외 새로운

시설들을 바라고 있다는 한 예이다. 수목원 관람객들이 어

떤 새로운 시설을 바라고 있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컨조인트 선택모델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홍성권 등, 2007). 단, 만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성적 가치’는 수목원의 자연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역시 자연성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만족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성도를 가지

고 재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수목원에 대단히 만족한

사람들만이 충성스러운 관람객이며(Jones and Sasser,

1995), 재방문은 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최근 연

구결과, 재방문의도와 재방문행동 간에는 괴리가 있으며,

목적지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결정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목원에 대단히 만족한다 하더라

도 재방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Hong et al.,

2009). 그러나 만족은 공공시설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

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일 뿐 아니라, 동반자 중

에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자신의 후기고려세트(late

consideration set)에 특정 목적지가 포함되어야 그곳은 최

종목적지로 선택될 확률이 있다. 만족이 재방문의 충분조

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이며(Oppermann, 2000) 불만족

한 방문자들은 재방문하지 않기 때문에(Dube et al., 1994),

수목원 관리자들은 특히 처음방문자들이 기대하는 사항

들을 파악하고 충족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기적

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람객들의 욕구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목원 관람객들의 가치가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및 후속변수들을 심도 있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사항들이 추후연구에 반영

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본 연구가 사용한 가치 측정

척도인 PERVAL의 구성개념 중 하나인 ‘질/수행정도’는

‘돈에 비한 가치’와 분리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

였다. 두 구성개념은 모두 기능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항목을 새로운 작성해 사용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

다. 두 번째, 본 연구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만족과 재

방문의도간의 선행관계를 연구하였지만, 그 외에 다른 가

능한 선행변수들의 영향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가능성 있

는 변수의 하나는 만족과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자아일치성(self-congruity)이다. 자아일

치성이란 소비자 자신의 자아개념(self-concept)과 특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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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브랜드의 이용자들의 이미지가 부합하는 정도를 뜻하

는 것으로, 상징적 단서를 평가하는 인지적 기준(referent)

이다(Sirgy et al., 2000).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부합

되는 상품/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

이 핵심내용이다. 자아일치성과 가치가 만족에 주는 영향

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적이 없지만, 이 둘을 결합한

다면 수목원 방문자들의 만족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는 만족의 후속변수로 재방

문의도를 사용했지만 대신 구전의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는 대표적인 구매 후 행동의도이

다. 수목원과 같은 서비스 시설은 무형성이며 경험이 중

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보다 구전에

더욱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rray, 1991). 국립수

목원은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어 많은 재방문자들을 유

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

방문의도 대신 구전의도를 사용해 모델을 정산한다면 가

치와 만족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어

특히 처음 방문자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시장세분의 효과와 당위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이지만(강미희 등, 1999), 본 연구는 시장세분 개념을 적

용하지 못하였다. 처음방문자와 재방문자들을 세분변수로

사용한다면 집단별로 가치들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재

방문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수목원의 효

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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