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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를 이용한 계절별 국립수목원 이용객의 서비스 질 만족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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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서비스 질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IPA를 활용하여 수목

원 운영시 고려해야 할 서비스항목을 도출하고 국립수목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실시하였다. 봄, 여름, 가을에 방문하는 수목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5개 부문의 24개 서비스 질 항목에 대해 방

문 전 중요도와 방문 후 만족도를 7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계절별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모든 계절에서 평균 5점 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여름에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만족도분석을 통해, 여름의 가시성 부문 항목들이 중점개선영

역에 주로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부문 간에 중요도-만족도에서 계절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service quality for seasonal visitors of

Korea National Arboretum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Data were obtained from visitors of Korea

National Arboretum on spring, summer, autumn.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all season visitor's satisfaction was

high. The IPA was undertaken with total 24 variables about service quality of arboretum. Results of IPA was

founded that summer visitors want to improve some services (information facilities, forest museum, conveniences,

etc). Autumn visitors, on the other hand, thought that some services (kindness, active responsiveness, variety of

plant, etc) are overinvested. As a results, there is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bout seasonal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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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은 양적으로 크게 증

가하였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활동의 형태와 내용도 한층 다양해

졌다. 한편 교통수단의 발달이 여가활동의 공간적 범위

를 확대시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야외활동

중심의 동적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이연희,

2008).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복잡해진 현대인의 삶에

서 여가생활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

리매김하였다. 생산·노동 활동에 있어 여가활동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요구되는 여가서비스의 질적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다(정규희, 2004). 특히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도시민들은 신선한 공기와 여유

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을 찾아 야외활동을 하려는 욕

구가 증가하였다(박지나, 2009). 이러한 욕구는 단순히

숲에서 휴양·휴식을 취하기보다는 학습 및 문화적 기

능까지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산림청,

2003; 산림청, 2010; Hawkes et al., 1992).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

는 수목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문창현, 2009).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광릉숲 보존기능을 하던 국립

수목원 일대를 자연휴양 및 다양한 산림 여가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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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1987년부터 일반인

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다(산림청, 2003; 송형섭 등,

1992).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라 국립수목원은 2008년

부터 개방일을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로 전환하였으며,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

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등 수목원

자연환경과 이용객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며 운영해나

가고 있다(국립수목원 예규 제48호「국립수목원 관람

에 관한 규정」; 임연진 등, 2005; 홍성권 등, 2010). 질

높은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에서는

2007년 중장기 전략수립을 통해 ‘산림생물자원 보존 및

자원화’와 ‘다양한 산림생물 및 환경자원 서비스 제공’

을 목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수목원 운

영에 대한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립수목원

, 2007; 국립수목원, 2008; 김재현 등, 2009; 김재현 등,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서비스 질은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으로써 이용

객들의 방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지표이다(양만규,

2008; 임연진, 2009). 이에 국립수목원의 방문 만족도를 높

이고 성공적인 운영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

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만족도는 객관

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생각들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Oliver, 1997;

Westbrook, 1987), 서비스질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이용

객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기온, 습도, 강수량, 흐린 정도, 낮의 길이, 가시성, 바람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계절적 조건은 이용객들의 만족

도, 특히 야외활동 이용객들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림여가활동 결정에도 영향을 미

친다(Bansal and Eiselt, 2004; James and Tom, 2002). 따

라서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계열 자료를 축적해야만 한

다(이주희와 배민기, 2006a). 수목원은 야외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계절에 따라 경관이 달라지는 산림자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용객들의 서비스질 만족도 관

리 역시 계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에 국

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평가 및 방문 만족도 조

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지만 계절에 따른 서

비스 질 분석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산림청,

2008). 수목원 관리운영의 모니터링 역시 연도별로 진행

되고 있지만(국립수목원, 2007; 국립수목원, 2008; 김재현,

2009; 김재현, 2010), 계절별 서비스 운영관리 방안을 모

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이용

객을 대상으로 계절별 서비스 질 만족도를 조사함으로

써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해 관리

가 필요한 서비스항목을 도출하고, 국립수목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1. 서비스질 만족도

서비스 질이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으로써(Parasuraman et al.,

1985), 과거 농업·제조업 중심의 1, 2차 산업구조가 서비

스업 중심의 3차 산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

해 수준 높은 서비스 질은 경쟁에서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이 밝혀졌고, 다른 기관들과의 차별화 전략요소로써

강조되었다(Lewis, 1989; Moore, 1987). 특히, 이용객의 불

만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지면서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

다. Horovitz. J.(1990)에 따르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고

객들은 최소 3명의 지인에게 불만사항을 알리며, Goodman.

J.A.(1995)는 서비스에 만족할 때보다 불만족했을 때 이용

자들이 주변에 전달하는 파급효과는 6배나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Abby et al., 1994; G. Hastings et al.,

2004).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잠재고객층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족수준은 이용객의 행동에도 큰 영

향을 미친다(사장진, 1995; Abby et al., 1994).

이렇게 서비스 질에 대한 이용자 인식수준이 서비스 제

공기관의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면

서, 경영학, 마케팅 분야에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연구

가 도입되었다(Buzzel and Gales, 1987; Zeithaml, 1981).

Smith & Houston(1982)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기대의

일치 혹은 불일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Lewis

& Booms(1983)는 서비스 질은 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고

객의 인식과 잘 매치되는지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에 따라 Gronroos(1978)는 서비스 질의 평가를 위해 고객

이 기대하는 것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하는 모델

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과 측정도구

(SERVQUAL)를 개발한 Parasuraman et al.(1985, 1988)

은 서비스 질의 평가를 ‘다섯 가지 서비스 부문(표 1)에 따

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표 1. Parasuraman 등의 5개 서비스부문.

대응성 :방문객을 도와주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준비성

확신성 :관람서비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기술과
지식의 보유여부 등

가시성 :관람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 장비 등

공감성 :기관이 방문객에 제공하는 배려와 관심 등

신뢰성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약속된 다양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자료 : Parasuraman et al.(1988), 이주희와 배민기(2006b)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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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객의 지각 간 차이를 측정하는 것(1985, p42.)’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질은 방문지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와 재

방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휴양, 야외활동과 같은 관

광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Baker and Crompton,

2000; Chien et al., 2010). 자연휴양 및 야외여가활동 분야

에서 국내 서비스 질 관련 연구로는, 먼저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 질을 평가한 이주희와 배민기(2006b)의 연구가 있

으며 국립공원의 유형별로 탐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

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수목원 서비스 질과 관

련해서 임연진(2009)은 SERVQUAL을 이용하여 각 서비

스 질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서

비스 질 수준에 대해 평가하였다. 국립수목원(2008)은 자

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목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5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립

수목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단순 만족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김상오,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국립수목원 서비스 질에 대한 사전 중요도 및 사후 만

족도 조사를 통해 방문객의 응답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IPA를 이용하고자 한다.

2. IPA(중요도-만족도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Matilla와 James

(1977)가 개발한 분석기법으로, 이용객이 각각의 속성에

대해 이용 전 중요도와 이용 후 성취도를 평가하게 하여

각 조사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Hammit and Francis, 199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각 조사속성의 강점과 약점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석하기 용이하며,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

요한 속성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응

용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

다(오상훈 등, 2005; 최기종과 박상현, 2001). 이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IPA를 이용하여, 관광지 매력성(오상훈

등, 2005; 임화순과 고계성, 2006), 관광지 시설 및 서비

스(김상오, 2005; Brett et al., 2002; 이주희 등, 2001;

Ann and Cho, 2002), 관광지 안내센터(조윤주 등, 2001;

Mengak et al., 1986), 관광지 관리방안 및 평가(김성일,

1991; 김정민, 2003; 최정우, 2008; 홍성권, 1995; 송형섭

과 박민우, 2003), 그리고 관광지 주변 지역주민 인식

(Song and Stubbles, 1998)을 연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방문객 만족도(신원섭, 1998; Brett et al., 2002;

Fuchs and Weiermair, 2003)와 서비스 질 평가(손대현과

김병삼, 1999; 최기종과 박상현, 2001; Hudson and

Shepherd, 1998; S. Hudson et al., 2004)에도 IPA를 활

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림휴양분야를 살펴보면,

O'Leary와 Adams(1982)는 도시지역 산림휴양을, Mengak

et al. (1986)은 국립공원의 환경개선 연구에 IPA를 이용하

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공원과 휴양림을 둘러싼 다양

한 IPA 연구들이 실행되었다. 먼저 국립공원을 둘러싼 연

구로, 국립공원의 경영평가(김성일, 1991), 국립공원 방문

객 만족도(신원섭, 1998), 국립공원의 시설평가(이주희 등,

2001), 국립공원의 안내센터 평가(조윤주 등, 2001), 그리

고 국립공원 서비스평가(Ann and Cho, 2002)가 있다. 휴

양림에 대한 연구에서는 휴양림 관리방안(송형섭과 박민

우, 2003)과 휴양림 방문객 만족도(서철현 등, 2003)를 분

석하기 위해 IPA를 활용하였다. 

IPA는 연구논문에 따라 중요도-실행도 혹은 중요도-성

취도(성과)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목원 서

비스 질에 대한 방문객 만족수준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

요도-만족도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IPA는 이용객이 중

요하게 여기는 항목(Y축)과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X축)

를 2차원 도면상에 표시하여 식별하는 방법으로, 위치한

영역에 따라 평가한다(그림 1: Martilla와 James(1977)에서

재인용). 1사분면인 ‘유지관리영역(Keep up the Good

Work)’에 위치한 항목은 이용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

성이며, 그에 따른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2사분면인 ‘중점개선영역

(Concentrate Here)’에 위치한 경우, 이용객은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는 것으로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나타낸다. 3사분

면 ‘개선대상영역(Low Priority)’에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전략을 세우는데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항목이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 ‘과잉투자영역

(Possible overkill)’에 위치한 항목은 이용객의 중요도가 낮

은 항목에 과잉 투자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

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향후 투자를

그림 1. IPA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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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IPA는 매트릭스 상에 쉽게 우선순위 항목을 나타

낼 수 있어(Duke and Persia, 1996), 계절별 서비스 질 항목

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봄(5월), 여

름(8월), 가을(10월)1)의 평일/주말 각 1회 150명씩 할당표

본추출법(quota sampling)2)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객 표본크기는 선행연구(국립수목원, 2008; 홍성권 등,

2010)에서 분산 0.623, 신뢰성 1.96, 정밀도 0.1로 계산한

수치를 토대로 적용한 것이며, 쿼터는 방문객 모니터링에

서 밝혀진 성별 및 연령 비율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홍

성권, 2009)(표 2). 수목원 관람을 마친 이용객들을 대상

으로 국립수목원 매표소 입구 습지원 앞에서 계절별로 300

부씩 총 900부를 설문조사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이용객 동반유형의 경우 ‘가

족’이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단체집단보다는 개인적

친분관계끼리의 방문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3). 이용

객은 46.2%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대졸이상’이 82.8%, 직업은 ‘회사원’이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해서 각 서

비스 부문(대응성, 확신성, 가시성, 공감성, 신뢰성)에 대

해 국립수목원의 계절별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문 전 중요

1)겨울을 제외하고 조사한 이유는 겨울철 방문객 수가 타 계절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할당표본추출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

했을 때 표본수의 차이가 커서 집단 간 분석의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최근 5년간('05~'09) 국립수목원의 계절별 평균 방문인

원은, 봄(3~5월) 109,208명, 여름(6~8월) 90,014명, 가을(9~11월) 104,458명, 겨울(12~2월) 7,864명이다(국립수목원 자료제공).

조사일자는 봄 5/14(금)·22(토), 여름 8/7(금)·21(토), 가을 10/14(목)·16(토) 이다.
2)수목원 관람을 마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응답자는 주로 3시 이후에 퇴장하는 방문객들이다. 이에 개장시간

이 짧은 국립수목원의 특성상(하절기, 9:00~18:00; 동절기, 9:00~17:00) 짧은 시간동안 확률표본추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 2. 쿼터별 봄/여름/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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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봄 여름 가을 종합

N % N % N % N %

동반유형

혼자 4 1.3 6 2.0 1 0.3 11 1.2

가족 147 49.0 190 63.3 114 38.0 451 50.1

친구/연인, 직장동료 94 31.3 76 25.3 126 42.0 296 32.9

초중고 견학 6 2.0 2 0.7 35 11.7 43 4.8

일반단체(대학생견학 포함) 32 10.7 13 4.3 20 6.7 65 7.2

결측 17 5.7 13 4.3 4 1.3 34 3.8

거주지역

서울 141 46.7 129 43.0 146 48.7 416 46.2

기타 159 53 170 56.6 154 51.3 483 53.7

결측 - - 1 0.3 - - 1 0.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 1.7 11 3.7 26 8.7 42 4.7

고등학교 졸업 35 11.7 30 10.0 43 14.3 108 12.0

대학교(재학)졸업 이상 258 86.0 256 85.3 231 77.0 745 82.8

결측 2 0.7 3 1.0 - 5 0.6

직업

회사원 111 37.0 108 36.0 93 31.0 312 34.7

사업가(자영업) 14 4.7 12 4.0 15 5.0 41 4.6

공무원(군인포함) 28 9.3 18 6.0 43 14.3 89 9.9

전문직 28 9.3 42 14.0 37 12.3 106 11.8

학생 43 14.3 50 16.7 35 11.7 128 14.2

주부 67 22.3 55 18.3 56 18.7 179 19.9

기타 9 3.0 15 5.0 21 7.0 45 5.0

합 계 300 100.0 300 100.0 300 100.0 9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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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방문 후 만족도를 모두 조사하였다. 서비스 질 조사

항목은 실제 실행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수목원(2008)에서

기존에 사용해왔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총 24개 서비스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24개 항목은 요인분석을 통해 5

가지 서비스부문3)으로 분류하였다(표 4). 분류된 요인들

은 각각 0.8 이상의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며, 약 67.5%의

설명력을 갖는다. 

각 항목의 리커트(likert)척도는 7점 척도를 이용하였

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

뢰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서

비스부문에 대한 계절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립수목원 서비스 질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가 필

요한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24개 서비스 항목에 대해

IPA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계절별 서비스질 만족도

계절에 따른 수목원 서비스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를 분석한 결과, 모든 계절에 대해서 각각 평균 5.47(중요

도), 5.59(만족도)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표 5). 중요도

는 ‘남녀노소 관람가능(6.10)’ > ‘저렴한 입장료(5.98)’ >

‘경관만족(5.86)’과 같은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표 6). 봄

의 경우에는 ‘교육적 가치(5.87)’에 대해서도 중요도 점수

가 높았다.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요도와 비슷한 항목이

높게 나타나 ‘저렴한 입장료(6.24)’ > ‘남녀노소 관람가능

(6.21)’ > ‘경관만족(6.09)’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

다. 봄과 가을은 전체 계절의 만족도 결과와 비슷한 항목

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여름의 경우에는 ‘울창한 숲

(6.08)’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수목원

이용객들은 각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으며, 계절적인 차이는 약간 보이지만 만족도 역

3)국립수목원에서 실시한 2005-2007년 요인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Parasuraman et al.(1988)의 정의(이주희와 배민기, 2006b)를

토대로 5가지 구성요소를 명명하였다. 방문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은

중요도 결과를 사용하였다.

표 4. 서비스질 항목의 요인분석.

A.대응성 B.확신성 C.신뢰성 D.공감성 E.가시성 h2

A1 방문객 이해도 0.838 0.169 0.218 0.146 0.209 0.842

A2 적극적인 도움대응 0.819 0.174 0.201 0.177 0.185 0.806

A3 직원 친절도 0.818 0.245 0.193 0.160 0.145 0.813

A4 직원의 도움/안내 0.805 0.110 0.215 0.187 0.185 0.776

A5 단정한 직원용모/복장 0.755 0.252 0.159 0.263 0.119 0.742

A6 신속한 민원대응 0.555 0.086 0.267 0.354 0.231 0.565

B1 경관만족 0.224 0.750 0.188 0.131 0.175 0.696

B2 남녀노소 관람가능 0.096 0.727 0.152 0.268 0.151 0.655

B3 울창한 숲 0.223 0.716 0.200 0.196 0.111 0.652

B4 안전성 0.170 0.607 0.108 -0.046 0.371 0.549

B5 교육적 가치 0.143 0.584 0.362 0.328 0.014 0.601

C1 산림박물관 0.206 0.208 0.733 0.234 0.197 0.716

C2 산림동물원 0.281 0.123 0.688 0.032 0.105 0.579

C3 수목원관리 0.233 0.373 0.669 0.112 0.127 0.670

C4 다양한 식물 0.195 0.363 0.572 0.306 0.196 0.630

C5 교육시설 0.224 0.111 0.559 0.204 0.512 0.679

D1 저렴한 입장료 0.266 0.328 0.027 0.681 0.026 0.643

D2 정보취득 용이 0.237 0.033 0.328 0.639 0.300 0.663

D3 예약입장제 0.141 0.178 0.106 0.636 0.317 0.568

D4 높은 방문가치 0.342 0.225 0.254 0.583 0.196 0.610

D5 정보일치 0.340 0.223 0.201 0.471 0.416 0.601

E1 편의시설 0.235 0.255 0.131 0.204 0.746 0.735

E2 정보제공/공개 0.208 0.158 0.159 0.408 0.655 0.689

E3 안내시설 0.286 0.263 0.324 0.194 0.646 0.710

고유치
전체%
누적%

4.547
18.948
18.948

3.255
13.563
32.510

2.978
12.407
44.918

2.833
11.805
56.722

2.576
10.732
67.454

Cronbach's α 0.931 0.836 0.842 0.8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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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중

요도, 만족도 모두에서 ‘산림동물원(5.02 | 5.03)’ 항목이 전

계절에 걸쳐 낮게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교육시설’ 및

‘안내시설’ 항목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수

목원을 방문하는 주요 방문동기가 자연 속에서 휴식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임연진 등, 2008).

각 서비스부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녀노소 관람가능’

및 ‘경관만족’ 항목을 포함한 확신성부문이 중요도와 만

족도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산림동물원’ 및

‘교육시설’ 항목을 포함한 신뢰성부문이 중요도,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 서비스부문 간 중요

도 및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계절에 따른 서비스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

계절에 따른 수목원 이용객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요도 및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7). 특히,

표 5. 서비스부문에 대한 계절별 중요도 및 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봄 여름 가을 전체

대응성
중요도 5.32(1.034) 5.53(1.129) 5.29(0.999) 5.38(1.060)

만족도 5.42(1.187) 5.63(1.117) 5.59(1.021) 5.55(1.113)

확신성
중요도 5.84(0.913) 5.95(0.924) 5.74(0.893) 5.84(0.913)

만족도 5.99(0.906) 5.96(0.875) 6.07(0.740) 6.01(0.844)

신뢰성
중요도 5.26(0.894) 5.38(1.086) 5.18(0.890) 5.27(0.964)

만족도 5.20(1.096) 5.38(1.049) 5.38(0.970) 5.32(1.042)

공감성
중요도 5.44(0.976) 5.71(0.950) 5.35(0.918) 5.50(0.960)

만족도 5.52(1.003) 5.72(0.877) 5.65(0.857) 5.63(0.917)

가시성
중요도 5.26(1.064) 5.54(1.023) 5.20(1.000) 5.33(1.039)

만족도 5.18(1.129) 5.49(1.046) 5.33(1.083) 5.33(1.092)

서비스질 중요도 5.43(0.791) 5.62(0.866) 5.36(0.784) 5.47(0.821)

서비스질 만족도 5.48(0.836) 5.65(0.795) 5.63(0.740) 5.59(0.794)

표 6. 서비스 질 항목에 대한 계절별 중요도 및 만족도.

항 목
봄 여름 가을 전체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대응성

A1 방문객 이해도 5.28 5.35 5.49 5.63 5.26 5.50 5.35 5.49 

A2 적극적인 도움대응 5.39 5.46 5.60 5.73 5.35 5.71 5.45 5.63 

A3 직원 친절도 5.52 5.55 5.72 5.86 5.43 5.82 5.56 5.74 

A4 직원의 도움/안내 5.18 5.28 5.53 5.54 5.24 5.46 5.32 5.43 

A5 단정한 직원용모/복장 5.53 5.76 5.64 5.88 5.42 5.81 5.53 5.82 

A6 신속한 민원대응 5.04 5.11 5.30 5.36 5.04 5.30 5.13 5.26 

확신성

B1 경관만족 5.84 6.07 5.96 5.98 5.77 6.23 5.86 6.09 

B2 남녀노소 관람가능 6.12 6.21 6.21 6.20 5.98 6.23 6.10 6.21 

B3 울창한 숲 5.81 6.01 5.93 6.08 5.65 6.04 5.80 6.04 

B4 안전성 5.59 5.68 5.95 5.90 5.68 5.89 5.74 5.82 

B5 교육적 가치 5.87 6.00 5.91 6.01 5.67 6.05 5.82 6.02 

신뢰성

C1 산림박물관 5.27 5.20 5.45 5.44 5.28 5.56 5.33 5.40 

C2 산림동물원 4.93 4.85 5.15 5.05 4.97 5.17 5.02 5.03 

C3 수목원관리 5.47 5.64 5.60 5.75 5.34 5.48 5.47 5.62 

C4 다양한 식물 5.52 5.63 5.65 5.70 5.33 5.63 5.50 5.65 

C5 교육시설 5.16 5.02 5.26 5.20 5.00 5.18 5.14 5.13 

공감성

D1 저렴한 입장료 5.89 6.15 6.19 6.35 5.87 6.21 5.98 6.24 

D2 정보취득 용이 5.13 5.14 5.40 5.33 5.07 5.27 5.20 5.25 

D3 예약입장제 5.33 5.51 5.79 5.92 5.16 5.61 5.43 5.68 

D4 높은 방문가치 5.52 5.60 5.70 5.72 5.38 5.74 5.53 5.68 

D5 정보일치 5.37 5.24 5.53 5.45 5.28 5.48 5.39 5.39 

가시성

E1 편의시설 5.30 5.12 5.53 5.44 5.20 5.33 5.34 5.30 

E2 정보제공/공개 5.25 5.29 5.59 5.65 5.25 5.49 5.36 5.48 

E3 안내시설 5.25 5.14 5.54 5.37 5.16 5.20 5.32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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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의 경우 5가지 서비스부문이 모두 계절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름의 이용객들이 봄과 가을의 이

용객들보다 서비스에 대한 중요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계절별 만족도 차이의 경우에는 신뢰성, 공감성, 가

시성 부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름의 만족도가

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 질 항목에 대해서 차

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객들의 방문 전 중요도는 여

름이 봄과 가을보다 높고, 방문 후 만족도는 봄이 여름과

가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가을의 경우 중요도

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3. 계절별 서비스질 IPA

국립수목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과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해 24개 서비스 항

목에 대해 IPA를 실시하였다.

우선 서비스 질에 대한 IPA는 전체 중요도-만족도와 각

각의 계절별 중요도-만족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2).

‘경관만족’, ‘남녀노소 관람가능’ 등과 같은 확신성부문에

속하는 항목들은 유지관리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전체적으로 시급한 관리가 요구되는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었지만, 관리가 요구되는 과잉

투자영역에 ‘예약입장제’, ‘적극적인 도움대응’, ‘수목원관

리’와 같은 항목이 나타나 추후 각 항목에 투자되는 비용

및 노력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편

의시설’, ‘안내시설’과 같은 가시성부문과 ‘수목원관리’ 및

‘교육시설’과 같은 항목은 낮은 의사결정 순위를 갖는 개

선대상영역에 위치했다. 결과적으로 중점개선영역에 해당

되는 서비스 항목은 없었으나 과반수 이상의 항목들이 개

선대상영역 및 과잉투자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국립수

목원 관리자는 파악해야 한다.

앞의 IPA 결과(그림 2)를 살펴보면, 약 5-6점의 좁은 범

위에 결과값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5

점에 척도나 7점 척도를 등간척도로 취급해서 평균을 계

산하였기 때문이다(원태연, 2010). 또한 평균은 최저·최

고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지수로서의 설

득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객 만족도

값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석하기 위해 대안으로 7점 척도

상에서 상위 3점, 즉, ‘5’, ‘6’, ‘7’에 응답한 비율(%)4)을 구

해 산출한 지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안

표 7. 서비스부문에 대한 계절별 중요도차이 및 만족도차이.

중요도
대응성 확신성 신뢰성 공감성 가시성

평균 Da
평균 Da

평균 Da
평균 Da

평균 Da

계절

봄 5.32 B 5.84 AB 5.26 AB 5.44 B 5.26 B

여름 5.53 A 5.95 A 5.38 A 5.71 A 5.54 A

가을 5.29 B 5.74 B 5.18 B 5.35 B 5.20 B

F비 4.752** 3.920* 3.284* 11.668*** 9.131***

만족도
대응성 확신성 신뢰성 공감성 가시성

평균 Da
평균 Da

평균 Da
평균 Da

평균 Da

계절

봄 5.42 5.99 5.20 B 5.52 B 5.18 B

여름 5.63 5.96 5.38 A 5.72 A 5.49 A

가을 5.59 6.07 5.38 A 5.65 AB 5.33 AB

F비 2.983 1.326 3.066* 3.342* 5.976**

전체 항목
전체 중요도 전체 만족도

평균 Da
평균 Da

계절

봄 5.43 B 5.48 B

여름 5.62 A 5.65 A

가을 5.36 B 5.63 A

F비 8.361*** 3.774*

D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5 **p <.01 ***p <.001

4)일반적으로 5점 척도 상에서는 Top2 system, 7점 척도 상에서는 Top3 system을 적용함(원태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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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IPA는 기관의 전략적인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원태연, 2010). 나아가 기준점

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에 따라 IPA 매트릭스 상에 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즉, 서비스항목을 계절별로 나누어 분석하느냐, 전

계절에 걸쳐 분석하느냐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져 IPA결

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결과해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범위를 설정

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계절에서의 서비스 질

을 분석하고자 봄, 여름, 가을의 서비스항목에 대한 IPA를

실시하였으며(그림 3), 서비스항목에 대한 계절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전 계절의 서비스항목에 대한 IPA를 실시하였

다(그림 4, 표 8).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절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봄에

는 관리가 필요한 중점개선영역과 과잉투자영역에 해당

하는 서비스 항목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하지만 과

반수의 서비스가 낮은 의사결정 순위를 갖는 개선대상영

역에 위치해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여름에 대한 분석결과, 중점개선영역에 위치한 서비스

항목은 없었으나 과잉투자영역에 ‘방문객 이해도’, ‘적극

적인 도움대응’, ‘단정한 직원용모/복장’과 같은 대응성부

문의 항목과 ‘정보제공/공개’ 항목이 나타났다(그림 3). 이

는 방문객들이 수목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직원들의 도움

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해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직원과 교류할 일이 많지 않아 다른 서비스항목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을의 경우, 중점개선영역에 ‘수목원관리’와 ‘정보일치’

그림 2. 서비스항목에 대한 IPA 결과.



658 韓國林學會誌 제100권 제4호 (2011)

항목이 나타났다(그림 3). 이는 조사당시 태풍에 의한 피

해로 수목원 내부에 공사 중인 곳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수목원 관리에 대해 불만을 나

타냈다는 점과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꼈다는 점은 시

급하게 개선해야 할 항목이다. 또한 과잉투자영역에는

‘적극적인 도움대응’과 ‘다양한 식물’ 항목이 나타났다.

‘적극적인 도움대응’의 경우 여름에도 나타난 항목으로 관

련 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조

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도-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각 서비스항목별 전체계절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남

녀노소 관람가능’, ‘경관만족’ 등과 같은 확신성부문의 항

목들이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그림 3). 하지만 신뢰

성부문의 ‘산림박물관’ 항목이 중점개선영역에 나타난 것

으로 볼 때, 국립수목원의 자연경관이 주는 만족도와 비

교하여 산림박물관은 실내 활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산림박물관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객 요구를 반영한 관리가 필요할 것

이다. 여름·가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도움대응’ 항

목이 과잉투자영역에 위치해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노

력을 ‘산림박물관’ 서비스로의 조절이 요구된다. 

24개 서비스 질 측정항목에 대한 계절별 차이를 살펴보

고자 봄, 여름, 가을, 전 계절의 서비스항목에 대한 IP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봄(●)이 개선대상영역에, 여름

그림 3. 서비스항목에 대한 IPA 결과(%, Top 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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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관리영역 및 중점개선영역에, 그리고 가을( ▲)

이 과잉투자영역에 위치해있었다(그림 4, 표 8). 특히, 중점

개선영역에 속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여름에는 ‘안내시설’,

‘산림박물관’, ‘정보일치’, ‘편의시설’, ‘직원의 도움/안내’와

같은 항목이, 봄에는 ‘높은 방문가치’와 ‘직원 친절도’와 같

은 항목이 나타났다. 과잉투자영역에는 주로 가을의 항목

들로, ‘직원 친절도’, ‘높은 방문가치’, ‘정보일치’ 등과 같

은 항목들이 속해있었다. 따라서 다른 계절과 비교해서 여

름이 중요도는 높은데 비해 만족도가 낮으며, 가을이 중요

도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

목원 방문객들의 주요 방문동기가 휴양·휴식이기 때문에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덥고 습한 날이 많은 여름보다 청명

한 기후를 보이는 가을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연진 등, 2008). IPA결과 전반적으로 전 계절에서 긍정

적인 대답(5점 이상)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으나, 서비스부문별·계절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계절에 따라 균형 있는 서비스 질의 관리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이상 국립수목원 서비스에 대한 계절별 이용객의 사전

중요도와 사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계절별 이용객

의 사전 중요도 및 사후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

을 때,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 중요도 및 만족도가 각각 높

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

해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ANOVA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대한 사전 중요도는 여름이 봄·가

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만족도는 봄이 여름·가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요도의 경우,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단체방문객보다 가족단위의 개인적 목적으로 방문

하는 방문객 수가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오순환과 김태성, 2005). 이용객의 의지 및 선택으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방문 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봄의 경우, 방문객 집단의 성격이

그림 4. 전체 서비스항목에 대한 IPA(%, Top 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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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낮은 만족도를 보인 원인을 규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방문객 집단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립수목원 관리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관리가 요

구되는 서비스 항목을 찾아내고자 IPA를 실시한 결과, 계

절별 서비스부문 간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계절에 따른

서비스부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별 중요

도-만족도 분석결과, 봄의 경우 남녀노소 관람가능, 직원

의 적극적인 도움대응, 경관만족 등 확신성부문의 서비스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항목이 개선대상영역에 위치

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관리가 요구된다. 여름의 경

우,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항목이 중점개선영역에 위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에서 이용객에게 기본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조사당시 편의시설을 신축 중에 있어 추후

해당 서비스 만족도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을은 높은 방문가치, 산림박물관, 정보

일치, 다양한 식물, 그리고 직원의 친철도 및 적극적인 도

움대응과 같은 항목이 과잉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서

비스와 다른 서비스 항목 간에 균형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수목원의 서비스 질

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모든 계절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위치한

항목들은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해당 서비스항목은

산림박물관, 산림동물원, 교육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과

같다. 이는 시설 유지관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드웨어적

인 개발 이외에도 국립수목원의 특징을 살리는 교육프로

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국립수목

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

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광릉숲을 보

유하고 있다. 국립수목원만의 특징인 광릉숲과 관련된 교

표 8. 전체 서비스항목에 대한 계절별 차이.

구분 유지관리항목 중점개선항목 개선대상항목 과잉투자항목

봄

단정한 직원용모/복장
경관만족
남녀노소 관람가능
울창한 숲
안전성
교육적 가치
수목원관리
다양한 식물
저렴한 입장료

직원 친절도
높은 방문가치

방문객 이해도
적극적인 도움대응
직원의 도움, 안내
신속한 민원대응
산림박물관
산림동물원
교육시설
정보취득 용이
예약입장제
정보일치
편의시설
정보제공, 공개
안내시설

−

여름

방문객 이해도
적극적인 도움대응
직원 친절도
단정한 직원용모/복장
경관만족
남녀노소 관람가능
울창한 숲
안전성
교육적 가치
수목원관리
다양한 식물
저렴한 입장료
예약입장제
높은 방문가치
정보제공, 공개

직원의 도움, 안내
산림박물관
정보취득 용이
정보일치
편의시설
안내시설

신속한 민원대응
산림동물원
교육시설

−

가을

단정한 직원용모/복장
경관만족
남녀노소 관람가능
울창한 숲
안전성
교육적 가치
저렴한 입장료

−

직원의 도움, 안내
신속한 민원대응
산림동물원
교육시설
정보취득 용이
예약입장제
편의시설
정보제공, 공개
안내시설

방문객 이해도
적극적인 도움대응
직원 친절도
산림박물관
수목원관리
다양한 식물
높은 방문가치
정보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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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설, 산림박물관 등과 연계

시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계절별로 특징을 살린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국립수목원은 ‘다양한 산림생물자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은 계절에 따라 시각적, 청각적, 후

각적인 면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미국 센트럴파크(Central

Park), 영국 하이드 파크(Hyde Park), 캐나다 하버프론트

센터(Harbourfront Center)에서는 다양한 계절프로그램, 계

절이벤트행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유지선, 2009). 국립수목원에

서도 전문해설 및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에 계절별 프로

그램을 매치시켜 운영한다면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수목원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과 같은 독자적

인 특징과 관련되어 모든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계절

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수목원들과 차별화된 강점

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계절에 따라 국립수목원의 서비스에 대한 사

전 중요도와 사후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관

리가 필요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항목을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추가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사전

중요도 조사와 사후 만족도 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의 제한에 따라 관람

을 마치고 퇴장하는 이용객들에 한해 관람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도와 관람 후에 만족한 정도를 동시에 조사하

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보다 정확한 중요도-만족

도 조사를 위해서는 이용객이 국립수목원을 관람하기 전

에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관람한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두 번째, 계절별 차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실제와

가까운 방문 집단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

구는 주로 3시 이후에 퇴장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동안 확률표본추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절별

로 300명씩 할당표본추출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계절별 이용객들을 비슷한 집단의 비율로 한정하는 한계

를 갖는다. 실질적인 계절별 방문객 집단을 구성하고, 방

문 집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데 의미를 갖기 위해 추

후 연구에서는 확률표본추출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계절에 따라 평일 및 토요일

로 2회 실시하였으나 3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조사대상과 시기를 명확

하게 한다면 실제와 가까운 계절별 국립수목원 이용집단

과 이용객 중요도 및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국립

수목원만의 특색 있는 계절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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