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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지자체에 관광 콘텐츠 개발
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다수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된 경험
을 제공하는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지역 특색을 가꾸어 지역의 정체
성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징적 자
원 발굴이 어려운 부분의 소규모 지역은 상 적으로 적은 개발기회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차별화된 프로
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지역의 특징적 콘텐츠 발굴은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보유한 자산을 최 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안적 측면에서 지역 생태 자산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생태관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콘텍스트 맵 방법론을 개발하여 수통골 자연관찰로를 통해 검증하였다. 

■ 중심어 :∣서비스디자인∣생태관광∣디자인 방법론∣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지역 활성화∣
Abstract

The role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ecomes important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contents in local 
governments is actively being attempted. However, this is largely due to quantitative growth, and it 
does not offer tourist content that offers a different experience while utiliz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programs and contents that emphasize the identity of the 
region by cultivating local characteristics and build a different image. However, most of the small 
regions where characteristic resources are difficult to find have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develop 
different programs and contents due to relatively few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financial 
constraints.

In this study, it was considered that it is effective to analyz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region and 
utilize the possessed assets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we propose a service design process that 
effectively supports ecotourism, one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lan using local eco - assets. In the 
process, Venn Diagram Position and Context Map methodology was developed and verified through 
Sutonggol Observatio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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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지방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이 정책 기조가 되

면서 지역 활성화에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각 지자체의 관광 콘텐츠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수 질보다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거나 이벤트적 성향이 강한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단순히 축제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이
루어지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축제가 거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필모, 서종철(2014)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축제는 지역만의 콘텐츠 개발보다
는 타 지역의 성공 사례만을 따라 함으로써 그 지역만
의 특성을 발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이에 한 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하였다[1]. 서윤정, 한광식, 황종환(2003) 또한 관 주도
의 타율과 임의에 의한 획일적 콘텐츠 개발 방식으로 
인해, 지역의 특색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2]. 
결국,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은 지역 특색을 가꾸어 지
역 정체성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
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
과적 방법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우수한 관광자원이 존재하거나 
지역의 특산품과 같은 특징적인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부분의 소규모 지역에 있어서는 특징적 콘텐츠의 발
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안적 측면에
서 지역 생태 자산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다. 생태 관광이란 우수하거나 유명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나름 의미 있는 생태
계를 상으로 하는 개념[3]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콘텐츠 발굴의 방향으로 설정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지역을 효과적으로 활
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생태 자산의 발굴 및 개
발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생태관
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규모 개발 사업이나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적용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이면서 생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상으로 생태관광을 위
한 효과적인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구축과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 4단계의 연구 과정으로 진행되었
다. 첫 번째, 문헌을 통해 생태 관광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생태 관광에 있어서 서비스디자인의 가치와 새
로운 프로세스 도입의 필요성에 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 서비스 디자인의 전통적 프로세스와 각 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비교하고 분
석하여 생태관광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
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생태 관광에서의 서비스디자인
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생태관광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생태 관광을 위한 서비
스디자인 프로세스의 유효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해 계
룡산 국립공원 수통골지구 자연관찰로를 검증 장소로 
선정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Ⅱ. 이론적 고찰

1. 생태관광의 개념과 연구 현황
국토환경정보센터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자연 보전

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에게 환경 보
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
의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관광의 
한 형태로 풍물을 단순히 보고 즐기던 과거의 관광에서 
벗어나 날로 오염되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
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4].

‘풍물을 단순히 보고 즐기던 과거의 관광’과 ‘지구환
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은 

중관광과 안 관광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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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유형은 중관
광인데, 중관광은 활동의 형태를 불문하고 량의 사
람들이 참여하는 관광으로 주로 표준화되고 패키지화
되어 융통성이 제한된 관광을 말한다[5]. 이 유형의 관
광은 량의 사람들이 관광에 참여함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6]. 
이러한 중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한 부정적 지각과 비판으로 안 관광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더불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7]. 안 관광은 
전통적인 중관광에 한 더 나은 안을 제공하기 위
한 모든 유형의 관광 전략들, 예를 들면 “생태관광”, “연
성 관광(soft tourism)”, “책임 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 “통제된 관광(controlled tourism)”, “소규
모 관광(small-scale tourism)”, “녹색 관광(green 
tourism)”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8]. 결국, 생태
관광은 이러한 안 관광의 맥락에서 봤을 때 지속가능
한 관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태관광의 초기에는 자연 보전 및 보호지역의 개념 
확립과 양적 증가에 한 중요성 인식을 강조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보호지역의 관리 효율성 추구 및 
체계 정립을 통해 자연자원의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
는 형태로 변화하였다[9]. 이에 따라 최근 생태관광은 
보전과 보호 중심의 접근에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을 기반으로 환경교육, 생태체험 등 프로그램이 포함된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0]. 환경부에서는 
2008년 생태관광 활성화 책을 수립하며 생태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생태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분야로 강조하였다[11]. 실례로 ‘생태 
관광 성공모델’ 지역인 인제군 생태마을, 고창군 고인
돌·운곡습지, 제주 동백동산습지, 신안 영산도 명품마을
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이전인 2013년에 비해 2017년 
방문객과 소득이 평균적으로 각각 112%, 79% 로 증가
하였다[12]. 장기진, 이승주는 이러한 움직임에 해 생
태자원 탐방 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구축이 절 적으
로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13].

2. 생태관광에서 서비스디자인의 효용성
환경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14]. 첫 번째, 여행자의 질적 

경험을 최 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방문 상 
지역의 지속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을 표하는 큰 규
모의 생태관광지의 경우는 이와 같은 원칙에서 인근 부
지에 체험 및 교육 시설을 도입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판매 센터, 숙박시설 등의 하드웨어
적인 시설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의 
생태관광지는 상 적으로 적은 개발기회와 재정적 제
약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한 생태관광 프로
그램 개발 등의 안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적 방법으로 서비스디자인
을 적용하였다. 생태관광의 주목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은 앞으로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시에 경
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15]이므로 디자인적 관점뿐만 아니
라 행정적, 경제적 관점을 아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한 효과적 방법론으로써 서비스디자인이 적
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서비스
디자인 도입을 통해 방문객과 주민, 관리자 등 기타 이
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의 체계적 진행 및 관리를 도와 전문적
인 기획을 도울 수 있다. 

3.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비교
서비스디자인에서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상황과 특

성에 따라 변형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의 도입 및 발전을 통해 
기존 프로세스 모델의 제한점을 극복하거나, 분야의 특
수성에 따른 변형 발전 등의 이유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서

대규모 생태관광지 소규모 생태관광지

지구 수준의 계획 지역과 연계된 지구계획

지구 내 분산 개발 지구 내 한두 곳에 집중 개발

새로운 건물 건설 기존 건물 재사용

수요과다 정책 개발 규모 한정

표 1. 생태관광지의 규모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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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서비스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국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의 더
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4D Process)[16]를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비교 분석함으로써 강조되거나 변형된 
부분 프로세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상 프로세스 선정은 생태관광과 일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선정하였다. 생태관광
의 공공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 서
비스디자인[17], 지자체 공공 서비스디자인[18], 전통
시장 서비스디자인[19]을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특정 
전문 영역에서 개발된 의료 서비스디자인[20], 방재 서
비스디자인 프로세스[21]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가 분
야의 어떠한 특징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하
여 생태관광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수립의 기
준으로 사용하였다.

4. 프로세스 비교 분석 결과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다섯 개의 프
로세스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공공적 특
성에 따른 프로세스의 양상에서는 수요자에 한 정성
적 접근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한 특징적 양
상을 보였다. 따라서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의 수요자에 한 정성적 접
근과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프로세스의 양상에서
는 상 시장의 분명한 포지션과 방향성에 한 정의를 
통해 지역 특화에 한 지원이 두드러졌다.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자원과 환경의 특성, 수
요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과 자원의 특화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하다.

세 번째로, 특정 전문 영역에서 변형된 프로세스의 
양상은 특징적 상황에 따른 프로세스의 강조가 두드러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유형

Discover Define Develop Deliever

공공정책 
서비스

문제 발견 아이디어 수립 해결책 구체화 집행 평가

관찰, 고객경험지도, 터치포인트 맵핑, 
심층 인터뷰 이해관계자 맵, 시스템 맵, 서비스 블루프린트, 스토리보드, 경험 프로토타이핑

서비스 가이드라인, 서
비스 템플릿, 역할 대
본, 과업 분석표

지자체 공공 
서비스

서비스 준비 형성적 연구 전략 수립 서비스 실행
대안 모색

비즈니스 모델 캔버
스, 이해관계자 지
도, 퍼소나

서비스체험, 모바
일 민족지학, 사용
자 행동지도, 시스
템 지도, 사용자 
활동 분석, 서비스 
청사진

서비스 관찰, 아
이디어 워크샵, 
가정하기, 서비
스 역할극, 서비
스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현장 인터뷰, 아
이디어 워크샵, 
고객 여정 지도, 
서비스 기대 지
도, 사용자 니즈 
지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서비스 이용 주기 지도, 서비
스 리허설, 서비스 청사진 평가 및 사후관리

전통시장 
서비스

리서치 대상 시장 환경 
분석 전략 목표 컨셉 도출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 비즈니스 모델 프로토타이핑 실행 및 적용

서비스 사파리, 롤 
플레잉, 쉐도잉, 서
비스 블루프린트, 
고객 경험 지도

전통시장 포지션 맵, 유형별 방향성 
설정, 서비스 플라워

Mandal Art, 컨
셉 스케치

가중치 평가 
S c o r i n g 
Model(MADM), 
가중치 평가 포지션 
맵, 서비스 비용 추
정

B u s i n e s s 
Ope r a t i n g 
P l a n , 
B u s i n e s s 
M o d e l 
Canvas

M o c k - u p , 
User Test, 
유동인구 조사

Manual, Template

의료 
서비스(서비
스 공급자)

R.F.P./Pre
-Research Sign up Discover Define Develop Maintenance

서비스 사파리, 자문단 구
성, 프로젝트 제안서

리서치, 프
레 임 워 크 , 
고객 경험 
지도

서비스 블루프린트, 이해관계자 맵, 
서비스디자인 개발전략 기획서

UX Unmet Needs 분석, Touch Point 분석, 최종
안 프로토타입

서비스디자인 컨셉 최
종안, 서비스디자인 블
루프린트, 서비스디자
인 매뉴얼

방재 서비스
재난 종류 정의 문제 발견 유발 요인의 재난 지역 대입 해결책 구체화 해결책 적용

적용 환경에 고려
할 재난 유형 선택

유사 재난 사례 선
정 및 분석, 이해관
계자 도출 및 분석

방재 서비스디자인 서비스 과제 도
출 및 정의, 적용 환경과 서비스디
자인 과제 비교

세부과제 목표 설정(정부, 재난 당사자)
잠재 재난유발 요인에 
대한 서비스디자인 해
결책 적용

표 2.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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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도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효율적 자원 연계, 자원 보존 등에 따른 특수적 요인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단계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야 한다. 이러한 자원의 중요성에 따라 생태관광 서비
스디자인 프로세스는 자원 중심의 프로세스인 생태관
광자원 발굴 절차[22]를 보완하여 일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지역에 적합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관
광 자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자원 발굴 
절차는 생태관광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 예
산, 운영 및 관리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지 않는 한계
가 있고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자문과 같은 절차를 통
해 공급자 입장에서 자원 발굴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의 자원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
다.

그림 2. 생태관광 자원 발굴 절차

Ⅲ.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1.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개요 및 제작
기존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생태관광의 경우 서
비스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에 더해 환경 자원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서비스디자
인 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을 핵심 자원으로 
이용하는 관광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차별화 
전략의 중심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
규모 생태관광지에서는 예산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디자인 시, 관광지의 기존 
자원 및 시설물 등의 연계가 중요하다. 결국,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는 자원과 이해관계자를 중심으
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의 목적은 생태관광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관광객 등
의 수요자에게 생태관광 경험의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
고 자원과의 효율적 연계, 실질적 운영 및 관리에 한 
방안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이 프로세스는 생태관광지의 특징적 환경 자원 발굴 
및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발견 단계를 강조하
고, 아이디어 도출 및 적용 방안 모색 시 환경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 예산관리와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
는 측면에서 개발 단계를 강조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서비스 유형 연구자 및 
발행연도 목적 및 특징 특징적 단계 공통점 차이점

공공정책 
서비스

KIDP, 
2013

국민 참여와 공개, 소통 
확장을 위한 수요자 중
심 프로세스 설계

객관적 정책 평가 
단계

더블 다이아몬드 기반의 
범용적 모델. 각 단계의 
구체적 명칭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 유사한 단계
를 취함

소수의 정책 집행자가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과 평가 과정(전달 단계)에서 과업 분석표와 서비
스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정성적 접근 요구

지자체 공공 
서비스

김초롱, 
남기영, 
2013

지자체라는 서비스 개
발 주체의 특수성을 이
해하여 실현 가능한 대
안 제시

형성적 연구 단계
와 대안 모색 단계

전략 수립 이후 시범 사업의 형태로 서비스가 바로 시
행되기 때문에 형성적 연구 단계에서 대안 모색 단계
를 병행하여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형태의 대안 도
출

전통시장 
서비스

KIDP, 
2016

전통시장 고유가치 강
화, 실질적 시장 경제 
활성화 기여의 총체적 
전략 개발

전략 수립 및 평가 
단계

전통시장 지원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전략적 목표 설정(정의 단계) 및 운영을 감안한 비즈
니스 모델 수립 및 평가 부분(전달 단계)의 프로세스 
및 방법론 보완

의료 서비스 KIDP, 
2013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
의 이해관계자 잠재된 
요구 포착 및 실체화

의료 환경에 대한 
리서치 단계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 환경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 발견 단계 세분화

방재 서비스
하광수, 
반영환, 
2016

재난 전 단계에서 재난 
관련 유/무형 요소의 
가시화를 통한 해결책 
실체화

이해관계자 정의 
및 분석 단계

재난 이전에 디자인 대상이 불특정하므로 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중요함에 따라 발
견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파악이 중요

표 3.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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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단계에서는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행동
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의 자원
을 관광객의 활동 유형 중심으로 유형화함으로써, 관광
객의 행동 중심으로 자원의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
를 추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론인 벤 다이
어그램 포지션(Venn diagram Position)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컨셉 도출 단계에서 관광객의 활동 
맥락 안에서 자원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단계를 추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콘텍스트 맵
(Context Map)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2.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제안
2.1.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2.1.1.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개요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은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효율적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략 수립을 도울 수 있는 방법론
이다. 이는 서비스디자인 상 상황 및 공간에서 이미 
존재하는 자원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고, 데이터 
유형화를 통해 콘텐츠 개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유형 분류 툴로 사용되고 있는 
2x2 매트릭스가 있다. 그러나 2x2 매트릭스는 축이 한
정되어 있어 세부적인 분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이 어렵고, 한 가지 유형
으로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데이터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수집 데이터를 유형화하는 단계에서 모호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디자이너의 주관이 개입
될 확률이 크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벤 다이어그램
을 기반으로 하는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통한 분석 방

법을 제안하였다.
유형 분류를 위해 제안된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의 장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 다이어그램은 수집한 데이
터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표현하는 데 용이하다. 이는 
모호한 데이터의 포지션을 정의할 수 있음에 따라 데이
터를 구체적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준다. 둘째, 한 가지만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닌 여러 가
지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같이 모호한 데이터를 분류할 
때 용이하고 모호한 데이터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23].

2.1.2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사용 방법
방법론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분석 

상황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정하고 수립한
다. 이는 인적 요인, 환경 요인, 사물 등 사용하고자 하
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비교하고자 하는 데
이터 선정은 서비스디자인의 상 상황 및 공간에서 상
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데이터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데이터를 비교하기 전에 비교 기준을 선정
하여 다이어그램의 각 축을 3가지 이상 정의한다. 각 
축은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연관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셋째, 정의된 각 
축의 개수에 따라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원을 그리고 
원의 사이 관계와 데이터 성질의 강약을 표현할 수 있
는 척도를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 위에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성질의 강·약과 맞닿
은 원과의 관계에 따라 배치한다. 이 때,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의 비교 데이터는 한 영역으
로 묶어서 배치한다. 

그림 3.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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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론을 통한 분석은 서비스디자인 콘텐츠 개발 
전략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연계한다는 측면에
서 자원과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개
발 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데이터의 목적, 의미별 유사도에 따라 배치된 
데이터 양상에 따라 각 축의 영역별로 분석할 수 있으
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의 1번의 경우는 데
이터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데이터로,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이 적극적 혹은 간접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지에 해 확인하여 간접적인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2
번의 경우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데이터로, 다른 
콘텐츠를 지원하여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다. 3번의 경
우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며 상호작용 또한 일어나지 
않는 영역으로, 지원의 필요성에 해 검토하고 필요에 
따른 자원의 투입과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2.2. 콘텍스트 맵
2.2.1. 콘텍스트 맵 개요
콘텍스트 맵은 관광객의 활동 맥락 안에서 자원을 최
한 활용하기 위해 환경과 관광객의 접점을 찾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는 표현 과정에서 관광객의 행동, 관광객
의 행동을 지원하는 환경적 요소의 접점을 이동 경로에 
따른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콘텐
츠 개발의 기회를 찾고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서비스디자인 상지의 세부적 요소와 
관광객의 이동 경로를 지도를 통해 시각화하는 과정에
서 행동지도를 차용하였고, 그 위에 관광객의 행동 맥
락 안에서 외부 요소와의 접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AEIOU를 차용하였다. 기존의 행동 지도의 경우는 사
용자의 행동을 환경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계
가 있고, 맥락 몰입 분석 방법론 중 하나인 AEIOU는 
데이터를 다각화하여 행동, 환경, 상호작용, 사물, 사용
자 측면에서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수집한 사용자의 이
동 경로, 환경 및 사물의 위치와 데이터를 긴밀하게 연
결하여 시각화하여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어떤 맥락, 위치인지 정의하고 
관광지와 관광객의 어느 접점에서 해결하여 어디에 적
용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행동 지도와 AEIOU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콘텍스트 맵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표
현 과정에서 관광객의 행동, 관광객의 행동을 지원하는 
환경적 요소의 터치 포인트를 이동 경로에 따른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개발 기회를 구체화 
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의 행동과 환경 및 사물 데이
터의 접점을 중심으로 A(Action), I(Interaction), 
O(Object), U (User)로 분류하여 행동 지도 위 자원
(Environment)과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함으로써 개선
이 필요한 지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2.2.2 콘텍스트 맵 사용 방법
방법론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공간

적 특징, 시설물, 환경 요소를 반영한 평면도와 사용자
의 경로를 작성한다. 둘째, 사용자 경험이 일어나는 접
점을 A, I, O, U로 평면도 위에 작성한다. 이때, 아주 
단순한 상호작용이나 상호작용이 없는 접점은 배제한
다. 셋째, 사용자의 경험 접점에서 자원과 교류가 원활
한지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더욱 풍부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곳에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콘텐츠의 적용 위치를 도출한다.

이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은 경험이 이루어지는 접점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
째, 접점에서의 교류를 분석할 수 있다. 사용자 행동을 
사물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용자도 사물을 적극적

그림 4.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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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하는 경우(C, D Point)는 문제가 없는 접점
이다. 하지만 사용자 행동을 사물이 간접적으로 지원하
며, 사용자 행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A, B 
Point)는 개선 아이디어가 필요한 접점이다. 둘째, 개
선이 필요한 접점의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다. 상호작
용이 일어나고 있는 사물이 환경의 주요 자원이거나 많
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B, C 
Point와 같이 중요도에 따라 접점 크기에 차이를 두어 
중요도 순으로 표현할 수 있다.

Ⅳ. 검증

1.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연구자가 제안한 생태관광 서비스디자

인 프로세스의 검증과 함께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과 컨
텍스트 맵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은 소규모 생태관광지인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
골지구 자연관찰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봄부터 겨울
까지 두 계절에 걸쳐 방문객이 적은 주중과 방문객이 
많은 주말을 안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4]. 수통골 
자연관찰로는 자연경관이 유지된 소규모 외곽 지역으
로 생태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다. 최근 자연관
찰로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주변 상권의 활성
화와 함께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주
변 상권 활성화 및 즐거운 관광지 도모 등으로 지역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 기간 2018.02.~2018.05. (3개월)

조사 장소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지구 자연관찰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219-8)

조사 목적  - 방문객의 재방문율 증진을 위한 콘텐츠 설계
- 새로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검증

조사 대상 자연관찰로 방문객

조사 방법 현장 조사, 데스크 리서치

표 4. 수통골 자연관찰로 조사 개요

2.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

스는 발견 단계와 개발 단계가 강조된 형태로 제작되었
다. 따라서 검증은 발견-정의-개발 단계까지로 한정하
여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제안된 2가지 방법론을 중심
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림 6. 검증 단계

검증 단계는 [그림 6]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견 
단계에서는 수통골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였으며, 정의 단계에서는 분석을 토

로 서비스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개
발 단계에서는 전략을 토 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컨셉을 도출하였다.

2.1. 수통골 현장 조사
수통골 자연관찰로는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지구의 
표 탐방코스로 계룡산 자락의 도덕봉과 금수봉 숲 사

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계곡 유원지이다[24]. 자연관찰로
는 휴양지역 내 자연관찰을 목적으로 하는 길로, 수통
골 자연관찰로는 무장애 탐방로로 약 1km로 구성되어 
있어[25] 산책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방문객은 가
족 단위로 구성되어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가 많다. 

그림 5. 콘텍스트 맵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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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통골 현장 조사

2.2.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을 통한 생태 활동 유형 정
의 및 전략 목표 수립

이 단계는 앞에서 수집한 자료를 벤 다이어그램 포지
션을 이용해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전략 
수립에 앞서,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을 통한 수집 데이
터 분석 과정에서 분석 목적에 따른 비교 데이터 선정
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통골 자연관찰로는 방문객 증진에 따른 콘텐츠 확
장 측면에서 방문객의 관심 요소와 이미 마련된 시설물
과 콘텐츠의 연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관광객이 관광지
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데이터와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요소에 해 분석할 필요가 있
다. 이에 해 본 검증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의 
분석 기준을 생태관광 활동 유형으로 선정하여 각 축을 
생태 관람활동, 생태 학습활동, 생태 체험활동으로 정의
하였다[표 5].

활동 
유형 목적 특징 활동 내용

생태
관람
활동

자연경관 감상으로 
휴식, 건강 증진

가장 대중적 
형태

자연탐방, 야생동식물 
관찰 등

생태
학습
활동

자연 감상 및 경험으
로 학습 기회를 제공
하여 자연 호기심 충
족

학습형 환경교
육 프로그램 
중요

생태학습, 생태관광자
원 조사, 발굴 등

생태
체험
활동

자연환경을 직접적으
로 만져보고 경험하
여 자연 호기심 충족

하드웨어적 형
태의 활동, 자
원의 중요성 
강조

자연체험/사진촬영, 
사냥, 자연체험을 위
한 이벤트 개최, 소풍, 
캠핑, 등산, 하이킹, 
동굴 탐사 등

표 5. 생태관광 활동유형

이 생태관광 활동 유형은 환경부(ME, 2000)가 분류
한 유형[26]을 토 로 남유선, 하광수(Nam, Ha, 
2019)가 분석한 각 활동유형의 목적, 특징에 따른 분류

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 방법론은 각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상 적 비중에 

따라 시각화함으로써 각 유형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분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관광의 경우, 환
경부에서 분류한 생태관람, 생태학습, 생태체험, 생태모
험활동 총 4가지 유형 중 생태관람, 학습, 체험활동이 
행동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반면 생태체험활동
과 생태모험활동은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둘째, 자
연의 호기심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태
체험활동과 생태모험활동을 같은 활동으로 묶어 이를 
생태체험활동으로 통칭하였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맵핑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8]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수통골 자연관

찰로는 생태 관람활동과 생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상
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생태 체험활동은 직
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보다는 타 활동과 얽혀 일
어나고 있어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생태 체험활동의 간접적 상호작용
으로 봤을 때, 자연환경에 한 호기심 충족의 니즈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태 체험활동을 지원
하는 자원이 수통골 자연관찰로에 충분히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생태 체험

그림 8.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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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적극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생
태 관람활동과 학습활동은 접점에서 더 나은 경험을 지
원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표 6].

지원이 필요한 
활동 문제점 전략 목표 수립

생태 체험활동 자연환경에 대한 호기심 
충족의 니즈가 존재하지
만,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콘
텐츠 개발하여 적극적 상
호작용 지원

생태 관람-체험활동

생태 체험-학습활동

생태 학습활동
한정적이고 고정적 콘텐
츠로 접점 부족

현재 시설물의 문제를 파
악하고 지원이 부족한 측
면에서 콘텐츠를 지원하
여 경험의 질 향상

생태 학습-관람활동

생태 관람활동 특별한 관람 지점에 대
한 강조 부족

수통골 자연관찰로의 주
요 관람 지점을 강조하여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

표 6. 관광객과 관광지 접점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그림 9.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 분석

2.3. 콘텍스트 맵 검증
콘텍스트 맵을 통한 검증은 전략 목표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인 해
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콘텍스트 맵을 통해 수통골 자연관찰로의 시설물, 환
경적 요소를 평면도에 작성하고, 관광객의 행동과 행동
을 지원하는 환경적 요소를 분류하여 그 접점을 분석하
고 개선 방안을 [그림 9]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
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관광객이 관심을 가지지만 간
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과 관광지의 특
징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지점의 환경적 특
성, 시설물,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표 7]과 같이 구
체화하였다. 

표 7. 콘텍스트 맵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시도는 다수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고 있고 콘텐츠의 획일화,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콘텐츠 개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개선 필요 
접점 문제점 개선 전략 개선 아이디어

계곡 가까이 
내려가기 – 
얕은 계곡

계곡에 가까
이 내려가 
감상만 가능

계곡의 호기심 충족
시켜주는 콘텐츠 지
원하여 적극적 상호
작용 지원

계곡에서 벌어지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생태 체험활동 지원

물고기 구경
하기 – 수통
골 서식 물고
기

물고기에 대
해 호기심을 
갖지만 충족 
불가

수통골 서식 물고기
에 대한 호기심 충
족 지원하여 적극적 
상호작용 지원

AR을 통해 수통골 
서식 물고기 잡기 
활동을 통해 생태체
험활동 지원

숲속교실 가
기 – 숲속 교
실

콘텐츠가 없
음

숲속교실에 학습 콘
텐츠를 지원하여 경
험의 질 향상

AR 인식이 가능한 
학습 장소를 마련하
여 생태학습활동 지
원

학습용 안내
판 읽기 – 학
습용 안내판

항상 같은 
내용

다회성 학습 콘텐츠 
제공하여 경험의 질 
향상

계절, 분기별 수통
골 서식 식물 퀴즈
를 통해 생태학습활
동 지원

수통골 지도 
확인 – 계룡
산 국립공원 
지도

넓은 범위의 
지도, 수통
골 지도 없
음

수통골 자연관찰로 
정보 제공하여 경험
의 질 향상

모바일을 통해 위치 
정보 및 지도 제공
하여 생태관람활동 
지원

걷기 – 절벽 
아래 산책 로

수통골 자연
관찰로의 주
요 자원 중 
하나인 절벽
에 큰 관심
이 없음.

수통골 자연관찰로
의 주요 관람 지점
을 강조하여 차별화
된 관광지 조성

AR을 통해 절벽에 
낙서하고 기록 남기
기 생태관람활동 지
원

전경 감상 - 
회기점

회기점까지 
걸어갔지만 
콘텐츠가 없
음

수통골만의 사진 스
팟 지정 생태관람활
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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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색을 가꾸어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차별화된 이
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
고 이를 위한 효과적 방법 중 하나로 생태관광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는 생태관광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관광객 등의 수요
자에게 생태관광 경험의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자원
과의 효율적 연계, 실질적 운영 및 관리에 한 방안을 
제공하는 디자인적 방법을 의미한다. 특히, 생태관광의 
특성상 콘텐츠 개발에 있어 효율적으로 자원과 연계하
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인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과 
콘텍스트 맵을 고안하였고 프로세스 검증 과정에서 방
법론의 검증을 함께 시행하였다.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
세스는 전략을 수립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 
관광객의 흥미 유도, 관광지 환경 조건 및 시설의 효율
적 운영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가치가 있었다.

둘째,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은 유형을 범주화하여 유
형화된 판단 기준을 수립할 수 있어 자원과 콘텐츠의 
연계 전략 수립 시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적합하였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 성질 측
면에서만 비교가 가능하며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비교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원의 척도 기준 선
정에 있어, 서비스 수요자 및 상지에 더욱 유의미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척도 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활동 데이터를 예로, 행동 동기의 강·약에 따라 척도 기
준을 선정할 수 있다.

셋째, 콘텍스트 맵은 앞서 정립한 서비스디자인 전략
을 토 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접목 장소를 분석하는 
데에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각 접점의 중요도 
선정 기준이 본 방법론만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중요도 분별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앞에서 시행된 벤 다이어그램 포지션에서 
도출된 상지의 문제점과 전략을 비교하며 접점의 중
요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안된 방법론과 프로세스는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생태관광의 효율적 운영, 예산 관리 등에 있어 효과적
인 지원 방안으로 지역 활성화의 실현 가능한 안으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규모 지역을 효
과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한 후속 연구의 발
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의 검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다양한 상지를 통해 검증
되지 못한 점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
이다.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프로세스 전 단
계를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생태관광지에서 실제 활용
해봄으로써 생태관광의 속성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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