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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mplic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leisure space of the national garde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restorativeness, 
eco-friendly attitude, and revisit intention of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visitors.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314 surveys were collected from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visito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and AMO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restorativeness had positive effect on eco-friendly attitude. Second, perceived restorativeness had positive 
effect on rivisit intention. Third, eco-friendly attitude had positive effect on eco-friendly attitude. In 
conclus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showed that perceived restorativeness is one of significant variable for 
sustainable utilization of Suncheon bay nation garden, and that manager and practitioner can consider 
restorative quality to improve sustainable utilization of Suncheon bay nation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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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환경의 변화와 제약

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많은 피로감과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

로나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대인

과 접촉이 적은 자연환경에 방문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다(정산

설, 김경배, 이훈, 2021). 사혜지와 한지훈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이
후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으로 자연적 활

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관광 트렌드를 분

석한 결과에서는 캠핑, 오름, 차박과 같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을 주제로 한 키워드 

검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관광공사, 
2020). 코로나19 이후 현대인들의 자연친화적 

공간과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연에서 즐기는 아웃도어 활동

의 참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김민규, 김승환,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연, 아웃도어 레

저 활동의 참여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김경식, 2021).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

이 자연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즐기고 시간을 

소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여가공

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 공간 및 여가시설

은 도시 외곽에 편중되어 있어 도심 속 생활권 

녹지공간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이덕안, 
2005). 이러한 가운데 현대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자연 여가공간으로 정원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원 공간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실제 도심 속 정원을 방문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경

험하고 행복감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상정, 2020). 또한, 정원에서

의 걷기와 신체적 활동들은 신체적 건강과 더

불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위한 정원의 

역할과 기능에 확인할 수 있다(박미옥, 2015).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정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표적

인 도심 속 정원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친환

경 여가공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서
정길, 2020). 순천만국가정원은 정원을 기반으

로 한 친환경 여가공간으로서 많은 도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

적 안정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강
희엽, 서광봉, 2020). 코로나19 이후 자연공간

에 대한 수요와 자연친화적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여가공간으로써 순천만국가정

원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다(전명숙, 이시내, 2020).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친환경 여가공간으로써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발전방안을 마

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의회복이론의(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의 회복환경지각 개

념을 바탕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의 긍정적인 역

할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해 규명해 볼 

수 있다. 주의회복이론은 인간은 자연이라는 

회복환경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긍정적인 경험

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Kaplan & 
Kaplan, 1989). 이승훈과 현명호(2004)는 자연 

기반의 회복환경이 사람들의 기분이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여가공간

에서 회복환경지각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순천만국가정원 방문

객의 회복환경지각과 친환경 태도를 분석하고 



국가정원 여가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29

나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규명하

고자 한다. 여가공간에서 회복환경이 주는 긍

정적 가치와 혜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 여가공간의 지속적

인 활용 방안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현대

인들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도움

이 될 것이며 여가산업 측면에서 친환경 여가

공간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순천만국가

정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 친환경 태도 및 

재방문 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가정원 여가

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용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모형을 위한 이론적 근거

주의회복이론에서 회복환경은 인간이 지향

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일상의 피로와 스

트레스를 해소하고 회복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

명하고 있다(Kaplan & Kaplan, 1989). 여기서 

회복환경은 주의회복이론을 설명하는 핵심개

념으로 회복환경에서 인간이 별다른 노력과 집

중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심리적 회복과 

긍정적 경험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해준다(이승훈, 현명호, 2004; Kaplan & 
Kaplan, 1989; Kaplan, 1995). 이에 자연에서 

지각하는 회복환경지각은 현대인들이 스트레

스를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주란, 김병국, 
2021;  문상정, 2020). 나아가 자연환경으로부

터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을 지각한 여가활동 

참여자는 친환경 태도 형성 정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박정연, 2020). 자연환경

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회복환경지각과 

방문객의 친환경 태도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윤동환과 한승훈(2020)은 자연기반의 관

광지 방문을 통해 경험하는 자연공간의 매력성

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박정연(2020)의 연구에서는 국

립공원 탐방객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 수준이 

친환경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자연으로부

터 충족되는 치유의 체험과 만족은 재방문 의

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미

라, 2020), 회복환경지각은 특정장소에 대한 애

착이나 재방문 의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다. 윤지인과 김지혜(2020)는 한강공원

을 회복환경으로 인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한

강공원에 대한 애착이 촉진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김진옥과 김도영(2015)의 연구에서도 

힐링을 목적으로 자연기반 관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회복경험이 방문 장소에 대한 구전효

과나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회복환경지각은 친환경 태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회복환경지각은 재방문 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친화적 공간, 자연기반 여가활

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환경을 어떻

게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강효민, 2009). 이
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의 자연친

화적 태도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Lee & 
Jeong(2018)은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관점에서 

친환경 행동은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 태도는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연환경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Steg & Vlek, 2009). Cheung & To(2019)의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친환경 제품

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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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방문

객의 친환경 태도는 재방문 의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친환경 태도는 재방문 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표집하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에 방문한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 참여자

를 표집하기 위한 표집방법으로 비확률표본추출

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중 유의추

출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설문조

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4개
월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설문조사 과정에

서 설문 참여자들에게 연구내용과 목적을 충분

히 설명하고 설문작성에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

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작성은 자기

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활용

하였다. 설문지는 총 35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

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률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 36부를 

제외한 최종 314부의 설문자료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은 총 1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회복환경지각, 친환경 태도, 재방문 의도

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회복환경지

각 척도는 이승훈(2011)의 연구에서 회복환경지

각 척도(Perceived Restorativeness Scale: PRS)를 

바탕으로 사용한 단축형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친환경 태도 척도는 

Song et al. (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재방문 

의도 척도는 변상우(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문항을 제외한 모든 설문 문항은 리

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최종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와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

구분 N %

성별
남성 184 58.6

여성 130 41.4

연령

20대 30 9.6

30대 42 13.4

40대 50 15.9

50대 110 35.0

60대 이상 82 26.1

참여 동반자

가족 193 61.5

친구/연인 78 24.8

동료 26 8.3

혼자 7 2.2

기타 10 3.2

합계 314 100

표 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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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계처리과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

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의 신뢰도를 분

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하여 문

항을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문항들의 타당

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타
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모형

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확

보하기 위한 통계처리과정으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문항의 타당도는 측

정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하고 구성 요인의 집중

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활용한 지수

는 상대적 적합도지수로는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한 지수 기

준은 TLI와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로 

설정하였다(Hu & Bentler, 1999). 이러한 기준들

을 바탕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171.571, df=61, TLI=.963, CFI=.971, 
RMSEA=.073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문항

의 집중타당도는 구성 요인의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고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분석결

과, 모든 구성요인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

출지수 값이 .7과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들의 요인부하량도 모두 .5를 넘는 것으로 나

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판

별타당도는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자승치와 평

균분산추출지수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요
인 간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는 회복환경지각과 

재방문의도의 .741로 확인되었으며, 회복환경

지각과 재방문의도의 평균분산추출지수(.758, 
.954)가 상관계수의 제곱 값(.549)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구성요인들의 판별타당도를 확

문항 추정치 S.E. CR AVE ɑ

회복환경지

각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흥미로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곳 .875

.935 .758 .919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매혹적인 곳 .898

구성요소(산책로, 표지판)들이 잘 정돈되어 있음 .789

충분히 넓어서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음 .773

방향을 찾고 돌아다니기가 쉬워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 .822

친환경 태도

나는 가능하다면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노력 .784

.894 .679 .898
나는 관광객들의 행동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 .833

나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나의 행동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794

나는 자연에 기반을 둔 관광이나 활동을 선호 .772

재방문

의도

기회가 되면 빠른 시간 내 재방문할 것 .844

.840 .954 .955
순천 방문 시 순천만국가정원을 재방문 하고 싶음 .887

여행지 선택 시 우선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고려 .947

순천만국가정원 재방문 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음 .957

χ2=171.571, df=61, TLI=.963, CFI=.971, RMSEA=.076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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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였다(Fornell & Larcker,1981).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지수

(AVE)의 비교는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표

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설문문항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하여 

문항의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

과 모든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가 .7 이
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1 2 3

1. 회복환경지각 .758

2. 친환경 태도 .734(.538)*** .679

3. 재방문 의도 .741(.549)*** .677(.458)** .954

***p<.001, 괄호안의 수치는 상관계수 제곱 값, 음영부분은 AVE값을 

나타냄

표 3. 상관관계분석 결과

Ⅲ. 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 검증

에 앞서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

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

었으며 모든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80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Gunst & Mason, 1980). 상
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연구모형

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

타났다. 연구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4>와 같다.

χ
2

df TLI CFI RMSEA

적합지수 171.571 61 .963 .971 .076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3.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
로분석 검증 결과는 <표 5>, <그림 2>와 같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은 친환경 태도(β=.826, t=13.078)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다음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회

복환경지각은 재방문 의도(β=.592, t=6.76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친환경 태

도는 재방문 의도(β=.244, t=2.88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경로 경로계수 S.E. t

H1 회복환경지각→ 친환경 태도 .826 .068 13.078***

H2 회복환경지각 → 재방문 의도 .592 .090 6.763***

H3 친환경 태도 → 재방문 의도 .244 .081 2.883**

**p<.01, ***p<.001

표 5. 가설검증 결과

그림 2.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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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순천만국가정원은 1호 국가정원으로써 2023
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로 인한 여가활동의 제약을 극복

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현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녹지 공

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

점이다. 이에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자연

기반 여가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 주목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심층적으

로 규명하였다.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

각은 친환경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천만국가정

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정원을 휴식과 심리적 

회복이 가능한 회복환경으로 인지하게 될 경우 

자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친환경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진과 

고동완(2011)은 생태관광활동 참여가 친환경 

관광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진철웅(2019)은 친환경 생태공원

의 매력성은 방문객의 친환경 행동문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정연(2020)은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객의 경

우 지각된 가치와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친환

경 태도와 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웃도어 활동과 자연공

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 환경을 보호

하고 지속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보존하는 노력

은 자연 여가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많은 현대

인들이 정원과 같은 녹지공간을 회복을 위한 공

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환경을 아

끼고 보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형성하게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원을 지속가능한 

여가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환경지

각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이 

더욱 많은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복환

경가치와 의미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

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의 

회복환경가치는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순천만국가정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

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흥미로운 활

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도시의 구별되

는 자연의 공간으로써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여가시설로서 순천만국가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순천만

국가정원만의 회복환경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각

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여가공간에서의 회복

경험과 만족이 장소 애착을 형성하거나 재방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선행연구

와 일관된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윤지인과 김지혜(2020)는 한강공원 방문객의 회

복환경지각은 장소애착심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진옥과 김도

영(2015)은 힐링관광 참여자들의 회복경험이 치

유프로그램 감정을 통해 구전효과나 재방문 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임세윤(2016)은 자연휴양림에서 자

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 의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이 정원

을 심리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방문객의 재

방문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재방문 의도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속적인 활

용도 제고방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

해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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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속가

능한 활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

의 관심과 방문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복환경으로써 순천만국가정원의 가치를 발전

시키고 활용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사

람들의 재방문을 높아질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

들이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나아가 

자연기반의 여가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현대인

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환경의 조건을 발전시키고 회복환경의 가치

와 의미를 제공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위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순천만국

가정원만의 회복환경가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 심리적 회복의 치유가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서 순천만국가정원의 긍정적 가치를 생산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만국가정원만

이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

로 산책로나 다양한 둘레길을 만들어 제공한다

면 순천만국가정원만의 특별한 회복환경가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방문객들이 순천

만국가정원에서 회복환경가치를 발견하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친환경 태도

는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기반 여가시설에서 방문

객의 친환경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재방문이 높

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결

과이다. 방문객들의 친환경 태도는 자연기반 여

가시설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중요한 부분

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자연

의 가치를 인정하고 친환경 태도를 촉진하는 노

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친환경 태

도나 행동이 친환경 제품구매나 자연관광에 대

한 의지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

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Cheung & 
To(2019)의 연구를 살펴보면, 환경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

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이어진

다고 하였다. Song,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자연에서 머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친환경 

관광행동이 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친환경 행

동이 친환경 관광 상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고 하였다. 정승훈(2018)은 세계자연유산을 방

문한 관광객 중 친환경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

연보호에 관심이 많고 지속적으로 자연시설에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은 정원에서 느끼

는 긍정적인 경험이 친환경 태도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관광지를 방문하고

자 하는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방
문객이 친환경 여가공간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가치와 경험은 지속적으로 재방문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재방문의 높이기 위

해서는 방문객 스스로 자연의 가치를 인지하고 

친환경 여가공간의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방문객이 정원

은 즐기고 사용하면서 동시에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원이 가지의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

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순천

만국가정원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방문객들의 친환경태도를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SNS나 여러 홍

보수단을 활용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의 자연경관

을 적극 홍보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지는 친

환경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를 알리고 친환경 여가관관시설

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의 재방

문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

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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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회복

환경지각, 친환경 태도 및 재방문 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의 회복환경지

각은 친환경 태도와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들의 친

환경 태도는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회복환경으로 인지하고 체험

하는 것은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친

화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환경지각의 가치와 의

미를 규명해볼 수 있다. 나아가 회복환경지각을 

통해 재방문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은 회복환경

지각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하고 여가공간의 가

치를 발전시키는데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이는 자연공간에

서 회복환경지각이 친환경 여가시설의 지속가능

한 활용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자연 기반

의 여가활동과 여가공간을 규명하는 후속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

는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포스트 코로

나 시대 아웃도어 활동과 자연친화적 여가활동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복

환경지각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여가공간의 

조건과 가치를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이

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회복환경의 가치와 조건

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많은 현대인들이 녹지공간에서 회복환경을 지

각하고 심리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

간을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자연기

반 여가공간으로써 회복환경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친환경 태도와 재방

문까지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는 여가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

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 방문객을 

중심으로 회복환경지각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여가공간과 자연

공간을 중심으로 회복환경지가의 가치와 의미

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회복환경지각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

를 통해 현대인들의 회복환경의 가치를 심층적

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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