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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ed to the traditional format, the revised IPA is an effective method for selecting a management strategy a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IPA. Comparison between the traditional IPA and revised IPA with a management strategy

has been, however, limited.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IPA and revised IPA was compared to select

an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in the Suncheon Bay Wetland Reserve. First of all, related papers were reviewed to

select an appropriate revised IPA. It was found that Deng (2007)’s revised IPA was appropriate for quantifying service

quality and a management strategy that affects the measurable satisfaction of visitors in the space. Second, the results

of the traditional IPA were compared with the revised IPA in the Suncheon Bay Wetland Reserve and the management

strategy of the revised IPA and the changes of management factors were discussed. It was found that some management

factors deviated from the order of the quadrant “low priority for managers”, “Concentrate management here”, “Keep up

the good work” were moved to the order of the quadrants “Concentrate management here”, “low priority for managers”

and “Possible overkill” in the revised IPA grid. The complexity as a management factor resulted in higher demand management

than the traditional IPA, which moved from “low priority for managers” to “Concentrate management here”. Management

factors resulted in lower demand management than the traditional IPA moved from “Concentrate management here” to

“low priority for managers”; these consisted of shade trees, exhibition exteriors, programs, and a guided tour. Also,

management factors moved from “Keep up the good work” to “Possible overkill” consisted of relaxation facilities, glow

of the setting sun, a hedge, and an exhibition interior. Over all, the revised IPA responded properly to changes in the

measurable satisfaction of visitors to the Suncheon Bay Wetland Reserve. Therefore, a revised IPA should be provided

for accurate and reliable guidelines when decision makers establish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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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정된 IPA는 전통적 IPA와 비교시 실제 방문객 만족도가 반영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의 비교연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 습지 내 효과적인 관리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수정된 IPA를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공간 내 방문객의 실제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관리전략과 서비스 질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Deng(2007)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둘째, 순천만 습지 내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수정된

IPA의 관리전략과 변화된 관리요소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IPA 결과보다 관리요구도가 더 높게 도출된

관리요소로 혼잡도가 나타났고, 관리요구도가 더 낮게 도출된 관리요소 중 집중관리에서 저우선순위로 관리전략이 변화

하는 관리요소의 경우, 그늘목, 전시시설 내부, 프로그램, 가이드투어가 분석됐으며, 현 상태 유지에서 과잉노력지양으로

분석된 관리요소의 경우, 휴게시설, 낙조, 생울타리, 전시시설 외부로 도출되었다. 이는 현재 순천만 습지 내 관리전략과

비교시 전통적 IPA 결과값보다 수정된 IPA의 결과값에 더 부합된 결과로 실제 방문객들의 만족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의 관리전략 구축시 수정된 IPA가 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IPA(중요도-만족도 분석), 재방문, 관리전략, 서비스 질, Deng(2007)

Ⅰ. 서론

전통적 IPA는 공간 내 관리요소에 대하여 X축의 만족도와

Y축의 중요도를 이용하여 IPA grid에 표시해줌으로써 관리자

가 공간 내 관리요소들의 집중, 공급과잉, 유지, 개선 등의 관리

전략 수립시 이용되는 유용한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 IPA는 간

단한 통계, 명확한 시사점, 시각적인 우수함 등의 장점(Jung

and Seo, 2010)을 가지고 있어, Martilla and James (1977)의

연구이래 공간 내 관리요소에 따른 방문객의 만족도가 중요한

조경(Kim et al., 2015; Lee and Kim, 2010), 산림(Kang and

Jung, 2014; Lee et al., 2014), 관광분야(Oh and Rue, 2016;

Lee and Kang, 2013)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IPA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도의 우선순위나 연구자에 의해 설정 가능

한 축척의 중심값의 비고정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 IPA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와의 상관성에 있어 방문

객들에게 기본적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중요도

는 높게 평가되고(Pyu, 2008), 방문객들은 관리요소에 대해 중

요하다고 여길수록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Oh, 2001). 반대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방문객의 재방문시 만

족도가 그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낮아졌을 경우, 더 이상 관리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Pyu, 2008). 이러한 결과는 IPA grid 내 관리요

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특정 사분면 내 선형적인 형상으

로(Lee and Kim, 2010; Kim et al., 2010; Oh and Rue, 2016)

군집되어나타난다. 또한이들좌표의 중심값은중앙값(Martilla

and James, 1977)이나 도출된 값의 평균값(Yoon, et al., 2015;

Lee, 2015, Beon, et al., 2013)을 적용하게 되는데, O'Neill and

Palmer(2004)의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중심값이

(0,0) 근처에 위치하게 될 경우, 중심값으로 평균값보다 중앙값

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고, 중앙값을 선택할 시 천

장효과(ceiling effect)가 발생하여 중요 요소의 변별력이 낮아

질 수 있음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Boley et al., 2017; Oh,

2001). 이렇게 연구자 의도 혹은 비의도적으로 선택되어진 중

심값은 중심축의 이동을 야기하여 서로 다른 결과값이 도출됨

에 따라 IPA 연구결과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잘못된 관리전략 수립으로 유도될 수 있지만(Pyu, 2008), 방법

론이 쉽고 단순하다는 이유로 조경이나 관광분야에서 지속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Oh and Rue, 2016; Jung and Seo, 2010;

Pyu, 2009; Oh, 2001).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IPA 방법론의 문제점을 인식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수정된 IPA의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Kano et al., 1984; Vavra. 1997; Oh, 2001; Matzler et al,

2004; Deng, 2007). 중요도와 만족도 각각 독립변수이어야 한

다는 점과 다양한 수식관계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

여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값의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 연구비교시 다르게 도출되는 관리

요소의 경우, 결과 제시수준에서 연구가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방법론에 따른 결과값 차이에 대한 관리전략의 신뢰성이나 적

합성 부분은 미흡하다. 그러므로 과거 및 현재시기에 맞는 자

료를 수집하여 관리전략과의 비교검토로 보완이 가능(O’Neill

and Palmer, 2004)하지만 관련연구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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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aditional IPA

Sources: Lee and Kim(2010) 수정 후 보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고

찰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가 중요하게작용하는 공간 내 적합

한 수정된 IPA를 선정하고, (2) 순천만 습지 방문객을 대상으

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 결과값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3) 제안된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의 관리전략과 실제 공간 내 관리요

소 변화(6년간)를 비교검토해봄으로써, 수정된 IPA 방법론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순천만 습

지와 같이 재방문이 기대되는 공간 내 관리전략 구축시 정확하

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적 IPA

중요도․만족도 분석은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중요도, 만족

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도 평가는 대상지에 있어서

꼭필요한 자원이나 가치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만족도

평가는 실제 대상물을 이용하고 난 후 느낀 감정의 정도를 평

가하는 것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

는 평가기법이다(Lee and Kim, 2010; Figure 1. 참조).

Ⅰ사분면은 대상물에 대해 방문객들은 중요도를 인식하고,

체험 후의 만족도 또한 충족된 상태로 현 상태의 지속적인 유

지가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Ⅱ사분면은 방문객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의 기준보다 만족도

는 낮게 평가된 대상물로 집중적 관리전략이필요하다. Ⅲ사분

면은 방문객들이 중요도, 만족도가모두낮게 평가됨으로써 관

리전략 수립시 관리자들에게 있어 저우선순위로 고려되는 요

소들이다. Ⅳ사분면은 방문객들의 중요도는 낮지만 실제 만족

도는 기대이상으로 향후 관리전략 구축시 과잉노력을 지양해

야 하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추후도입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도․만족도 분석은 IPA grid 내에 요소

들을 표시함으로써 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하고, 선정된 순위에

따라 제한된 시간, 인력, 예산편성 내에서 관리전략 구축시 유

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전통적 IPA의 문제점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 속성별 만족도가 전체만족도에 비해 선형적이며,

대칭적(Deng, 2007; Matzler et al., 2004)이고, Ⅰ사분면(만족

도↑, 중요도↑)과 Ⅲ사분면(만족도↓, 중요도↓)에 분석인자

들이 치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만족도에 따라 중요도가 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만족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

타나는 중요도 값을 보정하기 위해 회귀계수나 편상관계수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여 예측타당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Kano et al., 1984; Vavra, 1997; Oh, 2001; Deng,

2007; Pyu, 2009).

2. 수정된 IPA

전통적 IPA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수정된 IPA

방법론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

적합한 수정된 IPA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수정된 IPA 분석

이 적용된 국내외 18개 논문을 선정하였다(Table 1 참조).

대표적으로적용된수정된 IPA로는Kano et al.(1984), Vavra

(1997), Deng(2007)의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었다(Figure 2 참

조). Kano et al.(1984) 방법론의 경우, 절대적 중요도(absolute

importance) 개념내에서 기본요인, 매력요인, 실행요인으로 구

성된 three factor model을 구축하였다. 특히, 중요도와 만족도

가 각각독립적이며, 선형적, 대칭적 관계라는 IPA의오류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카노이론(Kano et al., 1984)을바탕으로

개발된 Vavra(1997)의 방법론은 카노이론의 절대적 중요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접 측정한 명시적 중요도(explicit

importance)보다 통계적으로 도출된 내재적 중요도(implicit

importance)가 더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적용의 용이함

이 장점인 전통적 IPA의 긍정적 측면이카노이론의복잡한 통

계과정으로 상쇄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회귀계수

를 적용하였다. Deng(2007) 방법론은 three factor model, 자

연로그값(natural logarithm), 편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이전

Vavra(1997) 방법론의 경우, 회귀분석과정 중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나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고안된 방법론이다. 따라서 절대적

중요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문객의 만족변화를 더잘설명할

수 있게 되고(Jung and Seo, 2010), 특정 사분면에 관리요소들

이몰리는 경향을줄여주어 기존방법론보다 변수간발생할 수

있는 통계학적오차범위를줄여줄수 있다(Oh and Rue, 2016;

Deng, 2007).

선행연구 고찰결과, 운영요소(Kim et al., 2015; 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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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vised methodology history

Subject of analysis Revised - IPA
Reference

Target Valuables Kano Vavra Deng

1. Artificial plastic sightseeing Destination attribute - √ Lee(2015)

2. Arboretum Development plan - - √ Kang and Jeong(2014)

3. Arboretum Management plan √ - - Lee et al.(2014)

4. Automotive industry Satisfaction - √ - Matzler et al.(2004)

5. Festival scape Satisfaction - - √ Kim et al.(2010)

6. Franchise Decision factor √ - - Yoo et al.(2013)

7. Hypermarket Store operating factor √ - - Ting and Chen(2002)

8. Hotel Decision factor - √ - Albayrak et al.(2016)

9. Hot spring hotel Satisfaction - - √ Deng et al.(2008)

10. Incentive tourist Improvement plan - - √ Kim et al.(2015)

11. Incheon Chinatown Attractiveness √ √ √ Oh and Rue(2016)

12. International game show Service quality - - √ Ahn et al.(2015)

13. Korean equestrian clubs Service quality - - √ Lee(2015)

14. Korean restaurants Service quality - √ - Beon et al.(2013)

15. Sports event Operating factor √ - - Kim et al.(2015)

16. Tourism Background knowledge √ - - Pyu(2008)

17. University basketball league Decision factor √ - - Kim(2013)

18. Xi’an in China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 - - Yin et al.(2016)
* Note: Typical revised-IPA methodology is sub-divided into Kano et al.(1984), Vavra(1997), Deng(2007).

Table 1. Application of revised-IPA in previous studies

Chen, 2012)나 결정요인(Albayrak et al., 2016; Kim, 2013;

Yoo, et al., 2013)과 관련된 연구일 경우, Kano et al.(1984)이

나 Vavra(1997) 방법론이 주로 이용되었고, 공간 내 방문객의

실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질(Ahn et al., 2015; Lee,

2015; Kim et al, 2015; Deng et al., 2008)이나 관리전략(Kim

et al., 2015; Kang and Jeong, 2014)과 관련된 연구일 경우,

Deng(2007)방법론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순천만 습지(구 순천만 조류생태공원)는 우수한 자연생태계

를 보유하고, 국제적 희귀조류 월동지로서 람사르협약에 등록

된 우리나라 최초 연안습지이자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2003년갯벌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람사르

에 등록되었으며, 2008년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제 41호로 지

정․관리되고 있다(Lee and Kim; 2010). 하지만 전국적인 관

광명승지화와 순천만 정원박람회, 여수엑스포의 중간기착지로

써 자리매김하면서 매년관광객의 방문이증가되고 있다. 이는

순천만 습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장소

로서 방문객의 만족도는 공간의 서비스질이나 관리전략 수립

시 주요 고려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방문이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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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로서 관광객의 만족도가 반영된 서로 상이한 방법론의

적용으로 관리요소를 도출하는데 적합한 대상지역으로 선정되

어졌다.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에게 설문조사방법을숙지시킨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전달을 위해 설문지의 충분

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설명하였다. 기본적인 설문방식은 준

비된 설문지에 맞춰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자기기입방식으

로 이루어졌으나, 간혹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어려운경우 설문

조사원이 설문내용을 읽어준 후 응답자의 대답에 따라 조사원

이 직접 작성하는 직접기입방식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실증조

사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약 2주간 평일과 주말에 관람이 종

료된 순천만 습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성별이나 연

령이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편의표본추출방식에 의해 선정되

어졌다. 총 313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69부를 제외한 최종 244

부(주중 77부, 주말 16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순천만 습지 내 관광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요소의

선정은 실제 순천만 습지에 방문하여 직접 관리행태가 이루

어지고 있는 30개 요소를 도출하였고, 각 관리요소들의 신뢰성

과 타당성 검사를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5점 리커드 척도(5 point

Liker't scal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요도의 경우, 매우 중

요, 중요, 보통, 보통 이하,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불만족의 범주로 구성하

였다. 또한 순천만 습지 방문객의 특성을알수 있도록 표본의

기술통계량을 위한 12문항(성별, 연령, 방문계기, 방문목적, 거

주지역, 동반형태, 방문경험, 체류시간, 선호계절, 연상이미지,

방문시 주된 활동, 향후 강조항목)을 범주형 명목척도로 구성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Martilla and James(1977)의 전

통적 IPA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이용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Deng(2007)의 수정된 IPA 방

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만족도를 자연로그값으로환산한후, 전

체방문객의 만족도와 편상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를 IPA

grid 상에 도출하였다. 순천만 습지의 관리전략 신뢰도의 타당

성은 2010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입

찰자료, 뉴스기사, 담당관리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

를 구축하였고, IPA 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2, SPSS 21.0(SPSS Inc, 2013)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표본특징

순천만 습지 방문객의 표본특징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주

중에는 남자(53.2%), 주말에는 여자(53.6%)가 많이 방문하며,

연령에서는 20∼29세가 주중은 대다수(63.6%)이고, 주말에는

20∼29세가 52.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

대에서도 비율이 골고루 분포한다. 이는 동반형태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주중에는 친구(48.1%), 주말에는 가족/친

지(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계기는 가족/친지(36.5%,

54.2%), 인터넷(10.4%, 12.7%), TV(10.4%, 12.0%), 라디오

(10.4%, 12.7%)순으로 나타나, 기관이나 지자체의홍보보다입

소문을 통한 방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

목적은 관광(28.6%, 45.8%), 산책(28.6%, 25.3%)이 높게 나타

나고, 거주지역은주중의경우호남권(28.6%)과수도권(22.1%),

영남권(15.6%) 순으로나타났지만, 주말의경우호남권(76.5%),

영남권(9.0%), 수도권(8.4%)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횟수는 첫방

문(39.0%, 37.3%), 2회(29.9%, 30.7%), 4회이상(22.1%, 28.3%)

순으로 나타났지만, 비율차이가크지 않아 순천만 습지의 경우,

첫 방문에 이어 재방문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알 수 있

다. 체류시간은 2∼3시간대(61%, 54.8%)가 선호계절은갈대밭

축제가 열리는 가을(63.6%, 64.5%)이 높게 나왔고, 이와 연관

하여 순천만 습지 연상이미지는갈대밭(74.0%, 77.7%)이 주중,

주말 모두 압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시 주된 활동

은 주중, 주말 모두 데크로 산책(25.2%, 27.7%), 등산로와 전

망대 관람(23.1%, 21.2%), 경관감상(13.0%, 13.4%) 순으로 나

타났고, 향후강조항목에서는 생태환경의 보전(75.3%, 61.4%)

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신뢰성 검증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6이

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 그리고 중요한 결

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이상이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No, 2006). 순천만 습지 내 30개의 관리요소에 따른

Cronbach's Alpha 계수는주중0.909, 주말 0.905 값이도출되어졌

고, 규격화된항목(standardized item)을 기준으로 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주중 0.915, 주말 0.908 값이 나타나, 주중, 주말

모두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 비교분석

순천만 습지 재방문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전략 제시를 위해

Martilla and James(1977)의 전통적 IPA 방법론과 Deng(2007)

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주중, 주말 방문객을 고려한 전통적

IPA의 경우, X축의 만족도와 Y축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수정

된 IPA의 경우, X축의 만족도와 Y축의 상대적 중요도를 기준

으로 자료값은 Table 3과 같고, IPA grid 상에 표시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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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ing Weekday Weekend Sorting Weekday Weekend

Gender
Male 41(53.2) 77(46.4)

Staying

hours

Less than 1 hours 11(14.3) 32(19.3)

Female 36(46.8) 89(53.6) 2~3 hours 47(61.0) 91(54.8)

Age

10~19 2( 2.6) 6( 3.6) 3~4 hours 13(16.9) 29(17.5)

20~29 49(63.6) 87(52.4) Over 4 hours 6( 7.8) 14( 8.4)

30~39 9(11.7) 36(21.7)

Preferred

season

Spring 14(18.2) 36(21.7)

40~49 9(11.7) 25(15.1) Summer 5( 6.5) 8( 4.8)

Older than 50 8(10.4) 12( 7.2) Autumn 49(63.6) 107(65.4)

Information

source

Family/ relative 28(36.4) 90(54.2) Winter 3( 3.9) 9( 5.4)

Newspaper/ magazine 3( 3.9) 4( 2.4) Others 6( 7.8) 6( 3.6)

TV/ radio 8(10.4) 20(12.0)

Suggestive

image

Reed beds 57(74.0) 129(77.7)

Internet 8(10.4) 21(12.7) Birds 7( 9.1) 8( 4.8)

Pamphlet 0( 0.0) 4( 2.4) Mud flat 9(11.7) 21(12.7)

Travel agency 7( 9.1) 3( 1.8) Halophyte 3( 3.9) 6( 3.6)

Others 23(29.8) 24(14.5) Others 1( 1.3) 2( 1.2)

Visit

purpose

Walk 22(28.6) 42(25.3)

Visit

activity

Cycling a bicycle 14 (9.5) 24( 7.8)

Education 9(11.7) 21(12.7) Riding a reed train 10 (6.8) 20( 6.5)

Eco experience 15(19.5) 24(14.5) Trail and observatory 34(23.1) 65(21.2)

Tour 22(28.6) 76(45.8) Walking deck 37(25.2) 85(27.7)

Others 9(11.6) 3( 1.8) Boarding a ship 5( 3.4) 17( 5.5)

Residential

area

Metropolitan 17(22.1) 14( 8.4) Exhibition experience 5( 3.4) 17( 5.5)

Chung-cheong 3( 3.9) 6( 3.6) Food experience 6( 4.1) 11( 3.6)

Yeong-nam 12(15.6) 15( 9.0) Ecological research 10(6.8) 21( 6.8)

Ho-nam 42(54.6) 127(76.5) Enjoying landscape 19(13.0) 41(13.4)

Others 3( 3.8) 4( 2.4) Guide tour 1( 0.7) 1( 0.3)

Travel

partners

Family/Relative 14(18.2) 83(50.0) Others 6( 4.0) 5( 1.6)

Friend 37(48.1) 58(34.9)

Future

emphasis

factor

Conservation 58(75.3) 102(61.4)

Lover 12(15.6) 17(10.2) Education 3( 3.9) 13( 7.8)

Colleague 6( 7.8) 3( 1.8) Activity 9(11.7) 28(16.9)

Others 8(10.3) 5( 3.0) Tourism 6( 7.8) 20(12.0)

Visit

count

First 30(39.0) 62(37.3) Others 1( 1.3) 3( 1.8)

Second 23(29.9) 51(30.7)

4th or more 17(22.1) 47(28.3)

Others 7( 9.0) 6( 3.6) Total 244(100.0) 77(32.0) 167(68.0)

* Unit : frequency(rate)

Table 2. Respondent's characteristics

Figure 3과 같다. 관리요소 중낚시의 경우, p값이 유의하지 않

아 제거한 후, 총 29개의 관리요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

통적 IPA의 경우, 수정된 IPA의 결과보다 Ⅰ사분면과 Ⅲ사분

면에 관리요소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

중요도 또한 높게 판단되어 Ⅰ사분면에 몰려있어 기존 연구들

의 결과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났다. 반면, 수정된 IPA의 경우,

다소 Ⅰ사분면과 Ⅲ사분면에 인자들이 분포하긴 하지만, 만족

도의범위에 따라 다양한 중요도값이 제시됨에 따라 각 사분면

에 관리요소들이 분포되어 나타났다.

전통적 IPA(Figure 3. a 참조)의 경우, 집중관리가 필요한

Ⅰ사분면의 경우 프로그램(7), 전시시설 외관(13), 그늘목(15),

가이드투어(23), 전선지중화(30)로 5개항목이 나타났고, 현 상

태의 지속적인 유지인 Ⅱ사분면의 경우, 접근성(1), 외부동선

(2), 데크관찰로(3), 주차공간(5), 편익시설(10), 휴식시설(11),

전시시설 내부(12), 용산전망대(14), 생울타리(16), 낙조(17),

갈대밭(19), 조류출현(20), 갯벌소동물 출현(21), 홍보(22), 해

설판(24), 청결도(28), 지역특산물(29)과 같은 17개 항목으로

가장 많이 분석되었다. 관리개선이 필요한 저우선순위 관리전

략의Ⅲ사분면은갈대열차(4), 상가외관(6), 먹을거리(8), 기념

품점(9), 천문대관찰(18), 혼잡(25), 투어보트(27)로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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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measurement

(Weekday․Weekend)

Traditional IPA Revised IPA

Importance Satisfaction
t-value

Implicitly derived

importance

M SD M SD ln PCC

Move-

ment

1 Accessibility 4.00 1.06 3.43 1.12 4.197*** 1.23 0.09

2 Outside circulation 3.98 1.07 3.40 1.22 4.914*** 1.22 0.15

3 Deck observation trail 3.98 1.04 3.51 1.10 3.600** 1.26 0.18

4 Reed train 3.40 1.36 3.03 1.40 4.136** 1.11 —0.15

5 Parking space 4.07 0.96 3.48 0.99 6.482*** 1.25 0.03

Space

and

program

6 Store exterior 3.62 1.10 2.94 1.09 5.695*** 1.08 —0.04

7 Program 3.98 1.49 2.97 1.16 7.194*** 1.09 —0.33

8 Food court 3.74 1.11 2.71 1.07 7.846*** 1.00 —0.06

9 Gift shop 3.42 1.17 2.69 1.06 6.308*** 0.99 —0.15

10 Beneficial facility 4.18 1.04 3.53 1.12 5.671*** 1.26 0.02

Planting

11 Relaxation facility 4.13 0.96 3.36 1.04 6.886*** 1.21 —0.04

12 Exhibition exterior 4.00 1.01 3.28 0.95 6.576*** 1.19 —0.08

13 Exhibition interior 3.94 1.14 3.21 1.09 6.147*** 1.17 —0.12

14 Observation platform 4.22 1.27 3.54 1.34 5.932*** 1.26 —0.02

15 Shade tree 4.05 1.05 3.14 1.00 7.550*** 1.15 —0.13

Landscape

and

organism

16 Hedge 3.93 1.00 3.37 1.01 5.348*** 1.21 —0.14

17 Glow of setting the sun 4.04 1.24 3.59 1.22 4.187*** 1.28 —0.10

18 Astronomical observatory 3.78 1.37 3.13 1.31 5.934*** 1.14 —0.17

19 Field of reeds 4.29 1.01 3.83 1.11 4.485*** 1.34 0.11

20 Bird appearance 4.34 1.21 3.46 1.23 7.223*** 1.24 0.03

Infor-

mation

and

messa-

ging

21 Macroinvertebrate appearance 4.31 1.21 3.37 1.28 7.220*** 1.21 —0.02

22 Public relations 4.28 1.05 3.34 1.05 7.948*** 1.21 0.10

23 Guide tour 4.16 1.29 2.98 1.22 8.133*** 1.09 —0.03

24 Explanation board 4.09 1.14 3.25 1.09 6.597*** 1.18 —0.06

25 Complexity 3.74 1.15 3.25 1.08 4.686** 1.18 0.09

The

others

26 Fishing 2.60 1.34 2.70 1.38 (0.266) 0.99 —0.22

27 Tour boat 3.39 1.30 2.97 1.30 4.169** 1.09 -0.05

28 Cleanliness 4.30 1.00 3.43 1.12 8.010*** 1.23 0.16

29 Local specialities 4.02 1.17 3.40 1.15 6.025*** 1.22 0.12

30 Wire underground work 4.00 1.22 3.23 1.25 5.937*** 1.17 0.01

* Note : M mean, S standard deviation, ln natural logarithmic, PCC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p<.05, **p<.01, ***p<.001

Table 3 . Overall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IPA and revised IPA

이 도출되었고, 과잉노력 지양으로 관리전략의 최소화 항목은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수정된 IPA(Figure 3. b 참조)의 경우, 집중관리가 필

요한Ⅰ사분면의 경우, 혼잡(25)과 전선지중화(30) 2항목이 나

타났고, 현 상태 지속적인 유지인 Ⅱ사분면의 경우 접근성(1),

외부동선(2), 데크관찰로(3), 주차공간(5), 편익시설(10), 용산

전망대(14), 갈대밭(19), 조류출현(20), 갯벌소동물 출현(21),

홍보(22), 청결도(28), 지역특산물(29)과 같은 12개 항목이 도

출되었다. 관리개선이필요한 저우선순위 관리전략의Ⅲ사분면

은 갈대열차(4), 상가외관(6), 프로그램(7), 먹을거리(8), 기념

품점(9), 전시시설 내부(13), 그늘목(15), 천문대관찰(18), 가

이드투어(23), 투어보트(27)로 10개 항목이 나타났고, 과잉노

력지양으로 관리전략의 최소화 항목의 Ⅳ사분면의 경우, 휴게

시설(11), 전시시설 외관(12), 생울타리(16), 낙조(17), 해설판

(24)과 같은 5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IPA와 수

정된 IPA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Ⅰ사분면의 1개 항목(30), Ⅱ

사분면 12개 항목(1, 2, 3, 5, 10, 14, 19, 20, 21, 22, 28, 29), Ⅲ

사분면 6개 항목(4, 6, 8, 9, 18, 27)이 동일한 분류결과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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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ditional IPA

(b) Revised IPA

Figure 3. IPA results
* Note The number of in the figure.

1. Accessibility, 2. Outside circulation, 3. Deck observation trail, 4. Reed

train, 5. Parking space, 6. Store exterior, 7. Program, 8. Food court, 9. Gift

shop, 10. Beneficial facility, 11. Relaxation facility, 12. Exhibition exterior,

13. Exhibition interior, 14. Observation platform, 15. Shade tree, 16 Hedge,

17. Glow of setting the sun, 18. Astronomical observatory, 19. Field of

reeds, 20. Bird appearance, 21. Macroinvertebrate appearance, 22. Public

relations, 23. Guide tour, 24. Explanation board, 25. Complexity, 27. Tour

boat, 28. Cleanliness, 29. Local specialities, 30. Wire underground work

고 있으나, 다른 10개 항목의 경우,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

결과값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4. 순천만 습지 내 IPA 전․후 관리전략 비교검토

본 연구에서는 IPA 방법론차이에 따라 다르게 도출되는 결

과값의 신뢰성이나 적합성 부분을 보완하고자 2010년부터 2016

년기간 내 순천만 습지의 관리전략과 비교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주목할 점은 전통적 IPA 분석시 “저우선순위, 집중관리,

현 상태 유지” 순의 관리요소들의 일부가 수정된 IPA 내에서

“집중관리,” 저우선순위, 과잉노력지양“ 사분면 순으로 이동하

여 분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관리요구도가 전통적 IPA 결과보다 더 높게 도출된, 즉, 저

우선순위에서 관리전략의 집중이 필요한(Ⅲ→Ⅰ) 혼잡도(25)

의 경우, 순천만 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혼

잡도가 가중됨에 따라 2015년 4월부터일일 방문객수를 10,000

명으로 제한하였고, 국가정책차원의 습지보전면적 확보를 위한

주차면수 축소와맞물리면서 2016년 4월부터 1일 1,500대로 제

한하여 주차예약제를 실시함에 따라 주차시설 이용시 차량혼

잡과 관련된 불편이 가중되었다(www.suncheonbay.go.kr). 이

에 따라 순천시는 방문자나차량혼잡을 대비하여예약방문제나

순천만 주변 주차장에서 셔틀을 운행하는 대응책을 마련했고

(Kyunghyang news, 16년 03월 29일자), 교통혼잡을 보완하고

자 2014년 소형무인궤도차인 스카이큐브를 설치했으며(www.

skycube.co.kr), 접근성(1)과 연계하여 급증하는 방문객의 불편

을 최소화하고자 진입도로 확장과 개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아(Suncheonsi, public bidding data), 혼잡도의 경우, 관

리전략 수립에 있어 저우선순위의 전통적 IPA 결과보다는 우

선적으로 예산과 인력배치 등의 집중관리형 계획이 수반되어

야 하는 수정된 IPA 결과와 더 부합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관리요구도가 전통적 IPA 결과보다 더 낮게 도출된 관리요

소의 경우, 집중관리에서 저우선순위로 관리전략이 변화하게

되는데(Ⅰ→Ⅲ), 그 중 그늘목(15)은 관리전략이 전무하였고,

전시시설 내부(13)는 2011년 정원박람회 홍보관 용으로 다목

적실을 리모델링한 바 있다(Suncheonsi, public bidding data).

프로그램(7)의 경우, 천문대와 생태관, 외부공간 내 프로그램으

로 상시프로그램(www.suncheonbay.go.kr)과 특정기간 내 맞

춤형 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 있었다. 특히순천만 습지의 공간

특성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늘체험(매해 1∼8월), 갈대축제

(매해), 철새관찰(2015∼현재; NSP news, 2015년 12월 8일자)

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1박 2일 체험코스(2013∼현재;

www.suncheonbay.go.kr), 전라남도 연계 스탬프투어(2015∼

현재; www.namdokorea.com) 등이 주목할 만하다. 가이드투

어(25)의 경우, 2005년 2명으로 시작된 자연생태해설사가 2016

년현재 36명으로 인원이 보강되었다(www.suncheonbay.go.kr).

선정된 항목의 관리요소의 경우, 방문객의 만족도가 반영되었

다기보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리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시대

적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서 해당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

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있어 천문대나 생태관, 자연해설 등의

추가적인 공간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갈대밭 산책이나 용

산전망대의 경관감상 등 자연경관이 제공해주는 만족감 자체

가 높기 때문에, 관리요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순위로 도

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선 기술통계량 분석시 방문 주

된 활동에서 데크로 산책, 등산로와 전망대 관람, 경관감상 순

으로 도출된 결과와 부합되며, 의도적인 노력없이 자연환경 내

에서의 인간회복력에 대해 논한 Park and Lee(2016)의 연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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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measurement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Suncheon-si①)
Public bidding① The others

Move-

ment

Accessibility

- Always-on operation in two

bus route

- Crosswalk 1 place(2016)

- Repairing, extending a bridge(2010)

- Improving of road line(2010)

- “Dadaddl” farm road expansion(2011)

- Connection route construction to literary house(2012)

- Detour pavement in ramsar road(2013)

- Eco trail maintenance(2014)

- Shuttle bus within garden①

- Exhibition temporary service②

- Reed train service to literary house(2015)③

- Barrier-free road reorganization

in tour course(2015)④

Outside circulation

(bicycle lane)
- -

- Public bike(2009)⑧

- Installation of manless rent house

(eco country)(2015)⑧

Deck

observation trail
- Small scale repair works(daily)

- Painting(2013)

- Observation deck reorganization(2014)

- Entrance deck installation(2015)

-

Reed train - Repair(2015) -
- Interrupting train service(2014)③

- Reopening train service(2015)③

Parking space - Parking reduction(2016) - -

Space

and program

Program -

- Sound experience center(2012)

- Excavation of storytelling resources(2009∼2010)

- Theme program operating system and manual

development(2013)

- Overnight experience program(2013)②

- Stamp tour: Regions linkage(2015)⑨

- Birdwatching program in winter(2015)⑪

- Astronomical observatory(Jan∼Aug)②

- Eco center: Monthly program②

- Reed festival(annually Nov)②

Food court - Change of location (2015) - Remodeling (2015) -

Gift shop - - Repair, reinforcement (2015) -

Beneficial facility -

- Extension of the outside toilet(2010)

- New toilet 3 places(2011)

- New toilet (2012), festival place(2012)

- Repair,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center, ticket

office(2015)

-

Planting

Relaxation facility
- Replacing old bench(annually)

- New benches 15 places(2015)
- -

Exhibition interior - - Remodeling(2011) -

Observation platform - Painting(2015) - Painting(2013) -

Landscape

and

organism

Glow of

setting the sun

- Managing the observatory,

the second observatory
- Painting(2013) -

Astronomical

observatory
- Dome maintenance(annually)

- Installing telescope(2010)

- Installing telescope for view(2011)

- Digital planetarium purchase(2013)

-

Field of reeds - Reed removal(annually) - -

Bird appearance

- Installing telescope in sound

experience center roof(2015)

- Reinstalling reed fence(2015)

- Installing telescope for birdwatching(2010)

- Cover planting for bird’s conservation(2012)

- New birdwatching place(2015)

- Closing: Period of AI virus occurrence

(2014)⑤

Infor-

mation

and

messa- ging

Public relations - Making pamphlet(annually)

- Making eco guide books(2010)

- Making foreign guide books(2011)

- Character product development(2009∼2010)

- Making culture-ecology experience books(2013)

-

Guide tour - Natural commentator 36 persons - - Natural commentator service(2016)②

Explanation board - Replacement(2015) - Painting(2013) -

Complexity - -

- Skycube service(2014)⑦

- Visiting reservation(2015)②

- Shuttle bus from nearby parking lot

to Suncheon bay(2016)⑥

- Parking reservation(2016)⑥

The

others

Tour boat - Purchasing a boat(2014) - New administrative office(2014) - Boat; Wheelchair access⑩

Cleanliness - Cleaning(daily) - Marine garbage purification project(2013) -

Local specialities - -
- Holding market event(2015)②

- Changing the name(2012)①

Wire underground

work

- Underground work and demolition

282 points(2009∼2010)
-

- Removing electric wires 12,000m

(2009∼2010)②

* Source: ① www.suncheon.go.kr, ② www.suncheonbay.go.kr ③ Nocut news(2015.09.17.) ④ Kyunghyang newspaper(2015.12.13.) ⑤ Nocut news(2014.02.26.)
⑥ Kyunghyang newspaper(2016.03.29.) ⑦ www.skycube.co.kr ⑧ Citizen daily newspaper(2016.11.28.) ⑨ Aju economy newspaper(2015.07.13.)
⑩ Korean economy newspaper(2016.02.01.) ⑪ NSP communication newspaper(2015.12.08.)

Table 4 . Management strategy examination of Pre-Pro IPA(20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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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 상태의 지속적 유지에서 과잉노력 지양(Ⅱ→

Ⅳ)으로분석된휴게시설(11)의 경우, 매년노후화된의자를수

리, 2015년 15개를 교체및 신규설치하였고(Suncheonsi, 2016),

낙조(17)와 관련된 전망대나 보조전망대, 해설판(24)의 경우,

색 바랜 목재시설물을 대상으로 도색작업(2013)을 실시하였으

며(Suncheonsi, public bidding data), 명칭변경으로 인한 교체

작업(2015)이 있었다(Suncheonsi, 2016). 생울타리(16)와 전시

시설 외부(12)의 경우 관리전략이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항목

에서 도출된 관리요소의 경우, 일부 교체 및 신규설치가 이루

어졌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방문객수를 반영하여 추가 예산이

나 인력을 편성해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현상태의 지속적

유지의 전통적 IPA 결과보다 노후화된 시설보수나 보강 수준

의 과잉노력지양형 관리전략으로 도출된 수정된 IPA의 결과

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잉노력 지양형 사분

면의 관리요소에 관해 해당서비스를줄이거나, 불필요한 자원

으로 여겨아무런조치를취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문제제기한

Oh(2001)와 Jung and Seo(2010)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

다. 그러므로 수정된 IPA 결과를종합해볼때, 전통적 IPA 결

과보다 순천만 습지 내 실제 방문객들의 만족변화와 관리전략

에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결과가 도출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Oh and Rue, 2016; Deng, 2007).

Ⅴ. 결론

본 연구는 조경이나 관광분야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IPA모델에 관한 것으로, 순천만 습지와 같이 방문객의 만족도

에 따라 재방문이 달라질 수 있는 공간 내 관리전략 구축시활

용 가능한 IPA 방법론 선정을 위해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

를 비교연구하였다.

첫째, 방문객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 내 적합한 수

정된 IPA 방법론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

한 결과, 공간 내 방문객의 실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

스 질이나 관리전략과 관련된 연구일 경우, Deng(2007)방법론

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둘째, 순천만 습지 방문

객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한후, 그 자료를활용하

여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목할 점은 전통적 IPA 분석시 “저우선순위, 집중관리, 현 상

태 유지” 순의 관리요소들의일부가 수정된 IPA 내에서 “집중

관리,” 저우선순위, 과잉노력지양“ 사분면 순으로 이동하여 분

포함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값 분석을 위해 셋째, 수정

된 IPA의 관리전략과 실제 공간 내 관리요소 변화(6년간)를

비교분석하였고, 과거 및 현재시기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O’Neill and Palmer, 2004) 순천시 정보공개청구자료, 공개입

찰자료, 뉴스기사, 담당관리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피드백

(feed back)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관리요구도가 전통적 IPA

결과보다 더 높게 도출된 혼잡도의 경우, 매년급증하는 방문객

들의 혼잡우려를 대비하여예약방문제나 주차예약제, 스카이큐

브와 같은 대응책을마련하고, 진입도로 확장과 개보수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아 현 상태 유지인 전통적 IPA보다 수정된

IPA의 결과값이 현재 순천만 습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

리전략과 더 부합된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반면, 관리요구도가

전통적 IPA 결과보다 더 낮게 도출된 관리요소로는두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집중관리에서 저우선순위로 관리전략이 변

화하는 관리요소의 경우, 그늘목, 전시시설 내부, 프로그램, 가

이드투어가 있고, 현 상태의 지속적 유지에서 과잉노력 지양으

로 분석된 관리요소의 경우, 휴게시설, 낙조, 생울타리, 전시시

설 외부, 해설판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순천만 습지 내 관

리전략과 비교시 수정된 IPA 도출된 결과와 다르게 관리전략

에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진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방문객의 만족도가 반영된 관리전략이기보다 관광활성화를 위

한 관리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결과물로서

해당사업이추진된 것으로 분석되며, 전시시설 내부, 프로그램,

가이드투어와 같은 추가적인 공간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연경관이 제공해주는 만족감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관리요소

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순위로 분석된 것으로판단된다. 후

자의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는 방문객수를 반영하여 추가 예산

이나 인력을 편성해 관리전략을 수립하기보다 노후화된 시설

의 보수나 보강 수준의 과잉노력지양형 관리전략으로 수정된

IPA의 결과값과 유사한 값으로 분석되어졌다.

본 연구는 전통적 IPA의 단점을 보완한 수정된 IPA를 소개

하고, 방법론을 비교함으로써 수정된 IPA의 장점인 절대적 중

요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문객의 만족변화를 반영하고, 특정

사분면에 관리요소들이 몰리는 경향을 저감시켜 변수간의 통

계학적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된 IPA의 결과값에 대한 신뢰성과 적합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순천만 습지 내 실제 관리전략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피드백과정을 거쳤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시기성과 순천만 습지 내 계절별 만족도 차이, 현재 방문객의

만족도 등을 반영하지못한 한계점이 있어 향후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에서

의 관리전략 구축은 연구자의 방법론 선정차이에 따라 긍정적

관리전략을 제시해줄수도 있지만, 방법론적오류로 인한 시간

과 예산, 인력낭비뿐 아니라, 관리전략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상지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

선정과 더불어 관리전략 수립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수정된 IPA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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