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In the Case of the Songnisan National Park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김 수 진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In the Case of the Songnisan National Park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김 수 진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성 균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김 수 진

김수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속리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 김성균

서울대학교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김수진

  산업화가 자원고갈, 환경오염, 인간관계의 파편화 등을 야기함에 따라, 산업화 반작용

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소득 증대, 자동차 보급 증대, 근로시간 단축, 국민의 야외 

휴양 활동의 변화는 국립공원 등 관광지 개발로 이어져, 자연환경의 훼손, 환경오염 유

발, 역사유적의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국립공원을 보전·보호해야 한다는 동

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는 보전적 측면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큰 패러다임 아

래 환경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문제에서 환경과 사

회, 경제적 측면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는 희생되기 쉬운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전 중심의 환경 관리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재 세대의 필

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으로써,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

는 4가지의 가치를 묶는 개념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해서는 환경·사회·경제적 세 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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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포괄할 때 성공적인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는 현 세대와 다음 세

대를 위해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국

립공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은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범위를 고찰한 후, 유사 지표 개발 연구 사례

를 통해 관리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에서 시행중인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선진 사례의 관리방안들은 

관리 요소에 따라 유형화 한 후, 전문가 설문을 통해 관리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

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관리방안을 속리

산 국립공원에 적용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렇게 도출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은 환경·사회·경제 측면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국립공원의 지속가

능한 관리,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발전,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자료 등 국립공원 관리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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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산업화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자원고갈, 인간관계의 파편화 등의 문제들을 야기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업화 반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

력을 저해하지 않고, 동시에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성

(Sustanability)”의 개념이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1972년 서유럽 로마클럽1)의 책자 ‘성장의 한계’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화와 자원의 소비 증가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소비를 증가시켜 고갈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인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다는 논의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으로써,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

지의 가치를 묶는 개념2)으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

다. 이는 대부분의 환경문제에서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충관계(Trade off)를 

보이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선택이 요구되고, 이러한 양립할 수 없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병욱, 2006).

  한편, 국립공원도 산업화의 도시화, 소득 증대, 자동차 보급 증대, 근로시간 단축, 국

민의 야외 휴양 활동의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환경의 훼손, 환경오염 유발, 역사유

적의 파괴 등 산업화 부작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고 국립공원을 보전·보호해야 한

다는 동기가 부여되었다. 이로써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는 보전적인 차원내지, 지속가능

한 개발의 큰 패러다임 아래 환경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대부분

의 환경문제에서 환경과 사회, 경제적 측면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는 희생

되기 쉬운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전 중심의 환경 관리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측면에서가 아닌 환경, 사

1) 로마클럽 : 서유럽 정계·재계·학계 인사들의 모임 
2)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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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를 모두 포괄한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범지구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개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라 각 분야마

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국립공원은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는 희생되기 쉬운 환경적 자원

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립공원 관리 시 보전과 이용 중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국립공

원 관리 체계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에 착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속가능 

개발 지표 연구 사례와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목표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사례

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개념 아래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 관

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출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적용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발전, 국립공

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자료 등 국립공원 관리 방향을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

제2장 연구사

제1절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1.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기원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인해 70년대에 이르러 자원고갈, 

환경오염, 인간관계의 파편화 등 산업화의 부작용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72년 처음 서유럽 로마클럽의 책자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화와 자원의 소비 증가가 재생 불가능한 자원

의 소비를 증가시켜 자원의 고갈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인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정립된 것은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노르웨이 수상 그

로 할렘 브런트런드(Gro Harlem Brundtland)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안하면서부터 시

작되었다. 브런트런드는 서구 합리주의 기계론의 영향 아래 대립적이던 ‘자연’과 ‘개

발’의 개념이 후손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현재의 복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브런트런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로 정의하였다. 

이후 영국의 데이비드 몬로(David Munro)는 1995년에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용

량을 고려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

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하였고, 이듬해인 1996년에 미국의 스콧 켐벨(Scott Campbell)

이 “Green Cities, Growing Cities, Just Cities?”에서 진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사

회정의 실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목표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개발이라고 

지속가능성을 논의하였다(강승연, 2009). 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으로써, 환경보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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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가치를 묶는 개념3)으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환경문제에서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충관계(Trade off)를 보이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와 선택이 요구되고, 이러한 양립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적 관점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이병욱, 2006).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은 환경·사회·경제적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할 때 성공적인 

지속가능성을 이룰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만이 고려의 대상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

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인 지속가능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김귀곤, 2004).

2. 지속가능성의 역사적 고찰

  지속가능성은 처음 개념이 정립된 이후, 산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라 범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한편, 국제기구, 각 국가 및 기관 등

에서 지속가능성을 시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2년 서유럽 로마클럽 책자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로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후, UN은 이 때의 논의를 기반으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룸에서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를 개최하고 환경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4)을 채택하였다. 인간환경

회의는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국제회의로, 이후 협의된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각종 국제적 협약의 초석이 되었다. 리우선언, 지역의제 21, 기후변화

협약 등이 이에 해당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3)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4) 최초의 국제적 환경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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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주요내용

원칙1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인간이며,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다.

원칙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보호는 개발과정 속에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와 
고립되어 취급될 수 없다.

원칙5
모든 국가와 인류는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전인구 대다수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건인 빈곤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원칙7
국가는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범지구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각 국가별로 지구생태계에 끼친 영향과 각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공통적이면서도 차등적인 책임을 인식한다.

원칙10
환경문제는 관련된 모든 시민의 참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유해물질, 
공동체 내의 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기회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의 자각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원칙22

토착민과 지역공동체는 그들의 지역에 대한 지식과 전통적 관행으로 인해 환경관리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국가는 그들의 정체성 문화 및 이익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있어 그들의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 1> 리우선언의 주요 내용 

발전시킨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해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5)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표1], 리우선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1 세기 지구 환경 실천 강령(Agenda 21)

6)'이 채택 되었다. ‘지역의제 21’은 유엔 환경 개발회의7)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

출처: 강승연(2009)을 참고로 재정리

5)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6)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명제 아래, 지구의 각종 환경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179개국의 국가정상들과 NGO들이 모인 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를 

개최하여 리우선언 의제21(Agenda 21),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

택된 의제21(Agenda21)은 "21세기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하

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국가의21'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채

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지역주민과 지

방정부와 기업 등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

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 강령은 국제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 스스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전체의 환경 보존을 위해 기본 원칙인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

21’을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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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서 문

경제 사회 분야

2장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삶

Ÿ 농업 및 농촌 개발

Ÿ 인구변화와 지속성

3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Ÿ 소비 및 생산 패턴

Ÿ 지속가능한 에너지

5장 세계화와 지속가능 발전

환경 자원의 보전 및 

관리

4장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및 보호

Ÿ 산림자원

Ÿ 대기보전

Ÿ 사막화

Ÿ 생물다양성

Ÿ 해양수산자원

Ÿ 담수자원

6장 보건과 지속가능 발전

이행수단·제도 정비

7장 소도서개도국

8장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 자원

9장 이행수단

Ÿ 의사결정 과정

Ÿ 재원조달

Ÿ 기술이전

Ÿ 능력형성

10장 관리체계

<표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논의된 지속가능성의 이행 계획

을 제시한 행동 지침으로, 국가나 각 지자체별로 수준에 맞는 실천계획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국가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환경·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을 목표로 하는 지침 및 지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6년 UN 사무국 

내 정책총괄 및 지속개발국(UNDOCSD)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목록

(methodology sheet)을 작성하여 사회·경제·환경·기관 지표로 크게 분류하고, 각 

지표를 ‘의제 21’의 40개 장과 연계시킨 후,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상태, 환경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8) 이후, 2002년에 개

최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실행에 옮기기

출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주요 논의 안건, (유성, 2002)

8) 출처: 외교통상부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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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소 속 동 향

1972년 서유럽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 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화와 자원의 소비 

증가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소비를 증가시켜 고갈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인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을 주장 

1972년 UN
스웨덴 스톡홀룸에서 인간환경회의(UNCHE)를 

소집하고 ‘인간환경선언’ 채택

1987년 

우리의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

서구 합리주의 기계론의 영향 아래 대립적이던 자연과 개발의 

개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

1992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인식 이후로 

구체적 행동 전략의 모색 시도

1993년
UN 지속가능 

개발위원회 이사국회의
1차 회의를 통해 지구환경보전 노력이 보다 가속화 됨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개최, 지속가능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 주장

<표 3> 지속가능성에 관한 역사적 동향 

위한 이행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이 채택되었는데, 이행계획은 [표 2]9)와 같다. 

  이처럼 1987년 유엔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10)이 정립된 이후, 

그간의 급속한 성장과 개발 따른 부작용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라 세계는 범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한편, 국제기구 및 각 국가에서 지속가능성을 평

가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

을 지속해오고 있다[표3].

9)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의 주요 논의 내용 (유성, 2002)

10)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공식적으로 정립된 것은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노르웨이 수상 브런트런드(Brundtland)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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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모

국가 지역·도시 단지 및 개발 건물 규모

단계

1
개념의 
이해 및 

도입
전용, 김용범(1996) 이동근, 전성우(1997)

대한주택공사, 
서울대학교(1997)
황은경 외(1999)

양병이, 이관규 외(1999)2 지표 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1995)

환경부(1996)
곽일천 외(1999)

문태훈(1996)
진원형, 이재하(1998)

황정환(1998)
이동근, 운소원(1998)

박종화 외(1999)
조현길 외(2001)

3
지표의 
연구적 
적용

환경부(2000)

홍영록 외(1999)
윤소원 외(1999)

민병설, 우용준(2000)
박종화 외(2000)
조현길 외(2001)

이동근, 운소원(2002)

대한주택공사(1998)
박원규, 안건용(1998)
염붕훈, 우형택(1999)

양병이, 이관규 외(2000)
황은경 외(2000)

양병이, 이관규(2002)

4
지표 실천 
방안 제시

박종화 외(2001)
조현길 외(2001)

한국 토지공사(2004)
강동진 외(2005)

대한주택공사(2000)
양병이 외(2001)
황은경 외(2001)

5
지표 

실용화

환경친화형 경기도 신도시 
개발 계획기준(2004)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2005)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2001)

6 지표 개선

이승민(2006)
신동규(2007)
김동희(2008)
김명신(2008)

<표 4> 지속가능성 지표 관련 연구

3.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지표(Indicator)’란 방향이나 목적, 기준을 나타내는 표지의 하나로써, ‘지속가능

성 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서 전반적인 경제·사회 환경현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각국의 지속가능성을 비교·평가하고, 정책결정자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료한 

출처: 양병이(2000)과 이관규(2002), 강승연(2009)를 참고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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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나 기준이다.

  세계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후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

해 ‘의제21(Agenda21)’을 국제적 지침으로 채택하는 등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연구

를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가능성 지표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표4]

와 같이 적용 규모에 따라 6가지로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속

가능성 지표와 관련된 연구 첫째, 지속가능서의 개념과 이해에 관한 연구, 둘째, 지표 

개발, 셋째, 지표의 연구적 적용, 넷째, 지표의 시철방안 제시, 다섯째, 지표의 실용화, 

여섯째, 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각의 연구는 국가, 지역·도시, 단

지·건물 등 적용규모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게 된다.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평가 및 실행 척도로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의사결정시 인간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실태를 파악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녹색 도시 부산21 추진 협외회, 2004). 그러나 지속가능

성 지표는 단순히 강제적인 규제를 위한 평가 도구를 넘어서,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기 위

해 만들어졌으며, 사회적 인식제고와 제도적 활용을 위한 유도적 도구로써도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강승연, 2009).

제2절 국립공원에 관한 연구

1. 국립공원의 개념 및 기원

  우리 사회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관광으로, 특히 여

가 선용의 공간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립공원이다(손민호, 2006). 국립공원의 통계자료

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지속

적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문가들은 곧 국립공원 탐방객 

5천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국립공원은 1860년대 미국서부로 가서 금을 

캐던 사람들에 의해 우수한 경관이 알려지면서 조직된 탐험대가 옐로스톤 계곡의 장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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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관을 보고 감동하여 ‘아름다운 자연풍경의 보호와 만인에 의한 공유’라는 이념

에 착안하여 국립공원 설치운동을 벌리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이덕재 2007).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1872년 세계최초의 국립공원이 미국의 Wyoming, Idaho주의 옐로스톤

에 설치되었다.

  국립공원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전 세계에 보급되었으며 그 후 

1967년에 이르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자연보존연맹(ICUN) 총회에서 국립공원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5년 뒤인 1972년 국립공원 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은 개념

을 정립하였다(이덕재, 2007). IUCN11)에서 정의한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이어

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수개(1~7개)

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의 동ᆞ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국가 최고 관계당국이 전 지역에서 가능한 빨리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

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지정당시의 생태적, 지형학적 또는 미학적 

특성유지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영감적ᆞ교육적ᆞ문화적 그

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탐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 대한 개념은 자연공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풍

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서 그 자연경관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박장근 외, 2002).

  오늘날 국립공원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넓은 자연경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구로 인정되며, 환경위기 시대에 생태교육, 환경윤리의 실험장으로 사회전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윤영일, 1996). 또한 자연자원 및 생태계의 보호 기능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나 자연보존협회 등에서 지정한 희귀 동·식물 

약 70%의 서식지이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의 상당수가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로서 자연환경 보전가치를 지닌 곳이다(환경

11) 세계의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아 194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세계의 자원과 자연

을 관리하고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제외교 업무는 물론, 야생동식물

의 서식지와 환경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조사도 병행한다. 현재 IUCN은 각국의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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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외, 2002). 따라서 국립공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소멸되어 가는 자연서식지와 야생동

물, 경관을 보전하고 증대되는 공공의 관심에 부흥하기 위해서고(이덕재, 2007),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립공원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해야 

필요가 있다.

  Dilsaver(1994)12)는 국립공원을 논할 때 1872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지정법을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국토개발이란 명분으로 미국 동부지

역에서 산림을 비롯한 자연파괴가 자행되어 그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지

역을 중심으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되었다. 이 때 미국은‘국가

가 직접 관리해야 할 만큼 경관이 뛰어난 야생상태의 넓은 지역으로 국민 복리에 도움

이 되는 곳’을 국립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 하고자 하

였다. 국립공원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전 세계에 보급되었으며 그 후 

1967년에 이르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자연보존연맹(ICUN) 총회에서 국립공원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5년 뒤인 1972년 국립공원 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은 개념

을 정립하였다(이덕재, 2007). 

  

2. 국립공원의 역사적 고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도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국립공원 도입이 검토되었다. 일

제 통치하에 있던 1940년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등이 국립공원의 지정을 위한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일본인에 의하여 금강산 국립공원 기초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중단되었다(최운규, 1993). 그 후 1967년 12월 29일, 최

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총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되었다. 1970년대 국립

공원의 관리업무는 공원진입도로 확장과 포장공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980년대에 자연공원법이 재정되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

립공원으로 세분화되고 공원의 지정절차, 공원계획수립, 자연공원 내 토지이용의 제한 

등 관리체계가 정비되었으나, 국립공원 관리 업무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

12) Dilsaver L. M., America's National Park System,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INC, pl-470,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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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국립공원제도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지는 못하였고(국립공원관

리공단, 1995), 국립공원 운영 시 공원의 수용력의 초과로 자연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하여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

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공원관리

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공원 입장료 및 주차

장 사용료, 청소원인자 출연금 등을 현실화 하였으며 공원 내 무질서한 행락질서에 대해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홍보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 국민교육을 실시하고 공원안내

소를 설치하여 공원이용의 교육과 계몽에 노력하다는 목적 하에서 건설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정의선, 1997).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취사지

역과 야영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자연휴식년제와 야간등산을 금지하였다. 1991년에는 국

립공원의 담당부서를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였고 이 시기에는 엄격한 규제로 인하

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1998년 이후에는 국립공원 담당부서가 다시 내무부에

서 환경부로 이전하였으며 자연생태계의 복원과 보존에 정책 목표를 둠으로써 개발보다

는 보전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동안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산악형, 해안형, 도시형

의 3가지 유형으로, 산악형 국립공원은 15개(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 해안

형 국립공원 4개(한려해상, 태안해상, 다도해상, 변산반도), 도시형 국립공원 1개(경주)

으로 분류될 수 있다(박장근 외 2002). 이러한 20개 국립공원의 면적은 육지 3824.6

㎢와 해면 2648.5㎢로 전체 면적 6473.1㎢로 전국토의 6.5%에 해당하며, 특별히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면적의 1.9%인 122.2㎢로 당대의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후손

에게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 관리가 모색되고 있다(정의선, 1997).

  2007년 입장료 폐지 이후로 탐방객수는 이전 보다 더 증가하고 있고, 탐방객 5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다.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당대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3.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시작한 1967년 이후로 70년대 국립공원의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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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내용 특징

오구균 
외

1992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와 

주변의 환경훼손

한라산국립공원에 이용객에 의한 
등산로 및 등산로주변 환경 훼손 

실태 조사

훼손 원인과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보전계획
의 근거 자료 

제시

김상훈 1998 국립공원, 보전이 우선되어야
국립공원의 보전 중점의 관리 

당위성에 대한 연구

Yuko 
Aoki

2002
Utilization of GIS on Visitor 

Use Management in 
National Parks

GIS를 이용하여 방문자 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국립공원의 자연 환경 훼손 예방

Leszek 
Litwin 

외
2004

Database Model of National 
Park GIS as an Element of 
Spatial Data Infra Structure

GIS를 활용하여 공원관리업무에서 
필요한 공간 데이터를 확보하여

국립공원 보전 계획에 필요한 자료 
제시

<표 5>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연구

공원 진입도로 확장과 포장공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에 공원의 지정절차, 공원계획수립, 자연공원 내 토지이용의 제한 등 관

리체계가 정비되었으나(국립공원관리공단, 1995), 국립공원 운영 시 다양한 환경 문제

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선행 연구는 크게 훼손 원인과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보전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시

한 연구와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 현황 조사에 관한 연구, 관리·보전계획을 위한 방안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훼손 원인과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보전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시한 연구에는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와 주변의 환경훼손(오구균 외, 1992) 

등이 있고, 자연 자원 현황 조사 연구에는 덕유산 국립공원 내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실태(임경빈 외, 1994),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현황조사(김영

규, 1994), 관리·보전계획을 위한 방안 연구에는 GIS를 이용한 국립공원 용도지구 관

리방안(김현교, 2004), 한국 국립공원 생태계 자원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박

민경, 2010),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이관

규, 2011) 등 국립공원을 보호·보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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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내용 특징

John L 
외 

1978
 Vegetation Changes in 
Sequoia National Park, 

California
세콰이아 국립공원의 식생 조사

 자연 자원 
현황 조사를 

통해 
국립공원의 

관리·보전계획
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

김준선 
외

1992
지리산 자연생태계보전구역의 

식생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보전지구의 식생 조사

Robin.
W

1992

Alien Flora in Grasslands 
Adjacent to Road and Trail 
Corridors in Glacier National 

Park, Montana 

자연 보호 구역의 외래종 현황 조사 

임경빈 
외

1994
덕유산국립공원 내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실태

덕유산국립공원의 회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처 생육 현황 

조사

김영규 1994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현황조사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관리실태 파악

이규완 
외

1994
내장산국립공원 식생경관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 

내장산국립공원의 식생 환경과, 
식생군집 층위구조분석 등 

식생경관의 현황 조사  

Elisabe
th

2001

The US National Park 
Service's partnership parks:
collaborative responses to 

middle landscapes

국립공원국과 농촌 지역 사회 
사이의 협력 관계를 통한 국립공원 

관리 제안

관리·보전계획
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연구

이종화 2004
파트너쉽에 의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국립공원의 이용을 둘러싸고 다양하 
이해집단간 보전과 개발의 갈등 
간에 파트너십을 통한 관리 제안

김현교 2004
GIS를 이용한 국립공원

 용도지구 관리방안 

 공원관리업무에서의 GIS를 
활용하여

용도지구 관리·보전계획 제안

나공주 2007
국립공원 사유지 현황과 관리 

정책
국립공원 트러스트 운동의 

필요성과 방향 제안 

오흥진 2009
북한산 국립공원의 가치보전에 

관한 탐색적 고찰
국립공원 관리 실태에 대해 

선진외국 사례로 개선 방안 제시

박민경 2010
한국 국립공원 생태계 자원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국립공원 관리 실태에 대해 
선진외국 사례로 개선 방안 제시

이관규 2011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경관관리를 
위한 층고 규제 방안 제시

<표 5>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연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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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연구

  자원고갈별 환경오염, 인간관계의 파편화 등 산업화의 반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전 세

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이슈화되면서 국립공원에서도 198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 의제 에서“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원”의 원칙

을 처음 채택하면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연구와 환경적 수용력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의 이용을 제

안한 연구, 환경, 사회, 경제 범위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연구에는 WTO의 

지속가능관광지표를 적용한 설악산국립공원 관리 모니터링 연구(강미희, 2002), 보호구

역으로서의 연안습지의 현황 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조계중, 2010), 환경적 수

용력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의 이용을 제안한 연구는 국립공원 자연탐방로 관리를 위한 

사회적 수용능력 산정에 관한 연구(허학영, 2000),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의 관리체계 개

선방안 : 환경용량 기반의 u-Park 체계 수립을 중심으로(손민호 외, 2006), 환경, 사

회, 경제 범위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에 관한 연구에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지

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David E 외, 2000), 노인인구의 

감소에 따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A Marshall 

외, 2008)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이 자연을 보호자는 개념이 

아니라, 자원에 대해서 현세대 사람들의 이용을 넘어 미래 세대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

자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의미가 모호하게 사용되었고, 

국내 연구는 주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한 현황 조사 혹은 기초 자료를 제

시하고 있어서 지표 연구 등 구체적인 관리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는 연결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진 사례 연구와 기존 관련 지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

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환경, 사회, 경제의 종합적인 체계로서의 관리방안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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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제목 내용 특징

강미희 
외

2002
WTO의 지속가능관광지표를 

적용한 설악산국립공원 
관리 모니터링 

WTO의 지속가능관광지표를 
이용하여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리 

현황 평가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연구

조계중 2010

보호구역으로서의 연안습지의 
현황 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태안해안국립공원 및 

순천만 지역의 주민의식을 
기초로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및 주민의식 조사

이성우 2011

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인식과 
탐방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치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탐방객의 환경인식 수준에 따른 
탐방행동의 관계 조사 

허학영 2000
국립공원 자연탐방로 관리를 
위한 사회적 수용능력 산정에 

관한 연구

사회적 수용 능력 산정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탐방행태 유도

환경적 수용력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의 
이용 제안

손민호 
외

2006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 환경용량 
기반의 u-Park 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GIS를 활용한 환경용량 산정을 
통해 국립공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여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안 제시

이성민 2011
지속가능한 신경세포형의 

관광지 개발전략 : 
설악국립공원사례를 중심으로

생태계의 환경 수용력 내에서 
경제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거점 

도시 및 연계지역 개발 방안

David 
E 외

2000
Demonstration of Decision

Support Too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사 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분야) 

환경, 사회, 
경제 범위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에 관한 

연구

Hiwasa
ki L.

2005

Towar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in Japan: securing 

local community and 
stakeholder participation

지역 사회의 참여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를 위한 이해 

당사자 합의 구축을 위한 일본의 
국립공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

Shann
on K

2006

National Park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Of Doing 
Business In A Protected 

Environment

밴프국립공원 내에 비즈니스의 
역할을 연구하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의해 생성 된 상업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관한 
연구

R 
Sharple

y
외

2007

Tourism, market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nglish National Parks: 
The role of national park 

authorities

마케팅 이용을 검토
  국립공원 당국의 태도, 역할 및 
활동 등 지속 관광에 대한 대안 

연구

A 
Marsha
ll 외

2008
Sustainable Rural 

Communities: The case of 
two UK National Park areas

노인인구의 감소에 따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표 6>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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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대상지인 속리산 국립공원에 적

용하고자 하는 연구로 향후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의 관리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유사 지표 개발 연구 사례를 통해 관리 요소

를 도출한다.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화된 도구로써13)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속가능 관리 체계의 상위 

항목에 해당하는 관리 요소와 의미가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립공

원의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지표 연

구 사례 가운데, 환경·사회·경제 세 영역을 포함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생태적 환경을 

다루는 지표에서, 주민들의 생활영역인 마을 단위의 범위를 포함하는 지표 사례 3가지

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2)선진 사례 연구를 통하여 현재 선진 사례에서 시행중인 지

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사례 연구는 유럽 및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아시아 대륙 등 총 4개의 대륙별로 성공했거나 비교적 잘 운영

되고 있는 1개 국가씩 선정하였으며,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총 4개 국가를 조사·분석

하였다. 3)지표 개발 연구 사례와 선진 사례를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속

리산 국립공원에 적용한다.

2.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는 세계의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국제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카테고리 Ⅱ등급14)으로 인정받은 국립공원이 2005

13) Farrow & Winograd, 2001; DoE, 1996

14) IUCN 카테고리 체계는 2004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세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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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위치 면적(㎢) 인증년도 유형

설악산 국립공원 강원 398.237 2005. 12 육상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북, 경남 483.022 2007. 7 육상

소백산 국립공원 충북, 경북 322.011 2007. 7 육상

오대산 국립공원 강원 326.348 2007. 7 육상

월악산 국립공원 충북, 경북 287.571 2007. 7 육상

속리산 국립공원 충북, 경북 273.766 2009. 11 육상

다도해상 국립공원 전남 2,266.221 2009. 11 육상, 해상

월출산 국립공원 전남 56.220 2009. 11 육상

주왕산 국립공원 경북 105.595 2009. 11 육상

내장산 국립공원 전남·북 80.708 2010. 11 육상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북 153.934 2010. 11 육상, 해상

치악산 국립공원 강원 175.668 2010. 11 육상

가야산 국립공원 경남·북 76.256 2010. 11 육상 

한라산 국립공원 제주 153.332 2010. 11 육상

한려해상 국립공원 전남, 경남 535.676 2011. 11 육상, 해상

<표 7> 국내 국립공원 IUCN 카테고리 Ⅱ등급 승급 현황

년 설악산 국립공원과, 2007년 지리산, 소백산, 오대산, 월악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2009년 속리산, 다도해상, 월출산, 주왕산 국립공원, 2010년 내장산, 변산반도, 치악산, 

가야산, 한라산 국립공원, 2011년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국내 IUCN

의 카테고리 Ⅱ등급 국립공원은 총 15곳이 지정되었다[표7].

  본 연구의 대상지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IUCN의 카테고리 Ⅱ등급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IUCN의 카테고리 Ⅱ등급 국립공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자연 생태 가치를 인정받은 국립공원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이

다. 2)1차적으로 도출된 예비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

여, IUCN 카테고리 Ⅱ등급에 지정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각 국립공원별로 적용이 가

능한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여 적용 가능 여건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실질적으

로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택하기 위해, 적용 가능 여건이 높은 대상지

를 선택하였다. 단, IUCN 카테고리 Ⅱ등급에 지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한려해상 

연보호지역 분류를 위한 국제 기준으로 공식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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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지 위치도 (출처:김수진)

개요 내용

공원명 속리산 국립공원

위치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일대

면적 273.766(㎢)

생태자원
수많은 암봉, 험준한 협곡, 

맑은 계곡, 백두대간 생태축 등

역사·
문화자원

법주사,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 

구곡경관(화양구곡,선유동구곡) 등

기타 전국 어디선 1일 탐방 가능

<표 8> 대상지 기본 현황

국립공원은 본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3)육상형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육상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

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육상형 국립공원을 대상지로 선택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적용할 대상지는 경상북도 문경

시, 상주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일대의 속리산 국립공원(274.541㎢)으로 선정하

였다[표8].

  본 연구의 대상지인 속리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산림 생태축의 핵심인 백두대간권역

에 속한 7개 국립공원 중 한 가운데 위치한 산악지형 국립공원으로, 수많은 암봉, 험준

한 협곡, 맑은 계곡이 조화를 이루는 등 생태적 자원이 풍부하며, 2009년에는 IUCN 카

테고리 Ⅱ로 등급이 변경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생태적 자

원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요람 법주사,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 화양구곡, 선유동구곡 

등 구곡경관을 보유한 역사·문화적으로도 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본 대상지는 비교적 

풍부한 생물·역사·문화 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유지 및 관리방안이 요구되

는 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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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및 관리방안 도출 방법

 ⇩
1. 상위 항목

지표 개발 연구 사례 고찰
관리 요소 도출

 ⇩
2. 하위 항목 선진 사례 고찰

관리방안 도출 전문가 검증

 ⇩
최종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체계

<그림 2>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도출 방법

제2절 연구방법 및 과정

1.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도출 방법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엄밀하게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연구는 아니지만. ‘지표(Indicator)’가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

는 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리 방향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Maclaren(1996)의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Maclaren(1996)의 지표설정 방법에는 1)문헌 검토 및 연구 동향의 종합과, 2)전문

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경험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선

정된 지표 사례들을 종합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표항목을 폭넓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합

의된 정설이 없는 상황에서 편향된 지표항목이 설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사항목 도출시 의사결정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왜곡이 발

생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의사 결정 집단을 선정하고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통해 전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정이 있으

나, 외향적·공격적 성향의 참석자에 의한 발언의 독점, 공개적인 반대의 어려움 등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민수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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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일시 대상 조사 장소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검증

2012.11.9~20

IUCN 카테고리 Ⅱ등급

각 국립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국립공원사무소 직원

한라산 국립공원 E-mail 교신

한라산 외 13개 

국립공원
우편 교신

<표 9> 전문가 검증 개요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기존 관련 지표 사례와 

선진 사례를 종합하여 관리요소와 관리방안을 각각 도출하였다, 그러나 유사항목 도출시 

의사결정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립공

원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수

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문가를 통해 항목의 적절성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012년 11월 9일~20일까지 국립공원 전문가 14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표9]. 이 때 전문가 그룹은 IUCN 카테고리 Ⅱ등급 국립공원

을 대표할 수 있는 국립공원사무소 직원으로 한정하였으며, 각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사

무소 직원은 해당 국립공원의 자원보전과, 탐방시설과, 행정과 직원들과 협의하여 설문

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관리 영역, 관리방안, 세부 관리 

방안의 수정 및 제거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2. 대상지 현황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대상지에 적용하기 위해, 대상

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지 현황조사는 크게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는 현황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문헌 고찰을 통해 대상지의 일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였고, 현황조사는 대상지로 선전된 속리산 국립공원 방문을 통해 일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앞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항목에 따른 속리산 국립공원의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조사는 크게 사진촬영과 인터뷰 및 설문을 중심으로 2012년 9

월 26~28일. 11월 29~30일, 2013년 1월 17~18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표

10]. 마을 주민 30인, 탐방객 30인과의 인터뷰, 국립공원 관계자와의 설문과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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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시 대상

2012.9.26~28 마을주민 법주사지구, 화북지구, 화양동지구, 쌍곡지구 등 (30인)

2012 9.26~28 탐방객 법주사지구, 화북지구, 화양동지구, 쌍곡지구 등 (30인)

2012.11.29~30 국립공원 관계자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장 (1인)

자원보전과 직원 (1인)

탐방시설과 직원 (1인)

행정과 직원 (1인)

<표 11> 설문 및 인터뷰 개요

조사 일시 방법 내용

2012.9.10~21
사전
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대상지 일반 현황과 특징 파악

2012.9.26~28

현장
조사

사진촬영 대상지 전경 및 대상지 현황 촬영

2012.11.29~30
주민·탐방객 

면담
대상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현황과 만족도 면담

대상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면담 등

2013.1.17.~18
국립공원 관계자 

설문·인터뷰
대상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관리 현황 조사

<표 10> 대상지 현황 조사

통해 속리산 국립공원의 특징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현황조사를 종합

하여 속리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은 다

음과 같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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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계 연구 과정 연구 방법

서론

연구 목적

문헌연구

↓

연구사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요소 도출
이론고찰 및 문헌연구

지표 개발 연구 사례 분석

↓

관리 요소 도출

⇩ ↓ ↓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도출

선진 사례 분석

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검증

설문 및 면담
↓

관리방안 도출

⇩ ↓ ↓

제5장 대상지 적용 
속리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

현

황

조

사

문헌조사

사진촬영

주민·탐방객 면담

국립공원 관계자 
설문·인터뷰

<그림 3>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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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체계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방안 항목들은 보편적으로 통용

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연구자의 판단 착오 및 오류를 가급적 줄이는 방안으로 구성하

였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연구 사례들을 통해 상위 항목

인 관리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선진 국립공원의 관리방안 사례를 통해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한편, 국내 국립공원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검증하는 단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표 개발 연구 사례

를 통해 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관리방안을 도출한 후, 도출된 

관리방안을 전문가 검증을 통해 검토 및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확

정하였다.

제1절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요소 도출

  지속가능성 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량화된 

도구로써15)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속가능 관리 체계의 상위 항목에 

해당하는 관리 요소와 의미가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사 지속가능성 지표 사

례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에 해당하는 관리 요소를 도출

하고자, 지표 개발 연구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1. 지표 개발 연구 사례

  선행 연구를 통해 그동안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해 국가, 도시·지구, 단지 등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필

요한 국립공원 의 지속가능성 지표 연구는 WTO의 지속가능관광지표 중 핵심지표를 이

용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광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사례 외에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15) Farrow & Winograd, 2001; Do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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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환

경

적

지

속

가

능

성

생물종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확보

생물

서식지

친수환경 조성

생태

환경

종다양성 확보

서식처 보존 및 

복원
생물 서식지 보존

생태적 환경 조성

생물종 보존 생물 이동통로

자연의 

보전 

및 

복원

자연자원 다양성 

확보

토지

이용

접근성

토지

이용

기개발지 및

오염된 토지 이용

자연자원 보전

주민들의 보전 

의식 함양
적정인구, 밀도

주민들의 복원 및 

보전 활동

교통 거리 최소화

경관

자연경관 보존

자연경관 훼손 

방지

보행친화
물 수질 관리

토지

녹지 자원 보존

녹지자원 보존

보행 환경 쾌적성

<표 12> 지속가능성 지표 사례 

지표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의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지표 연구 사례 가운데, 유사한 지표 개

발 사례를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1)환경·사회·경제 16) 세 영역을 포함하고, 2)국립

공원과 같은 생태적 환경을 다루는 지표에서, 주민들의 생활영역인 마을 단위의 범위를 

포함하는 지표 사례 3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표12].   

16)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주는 1995년 먼로(Munro)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논의한 이후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의 전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 연구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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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환

경

적

지

속

가

능

성

교통

차량이용의 편의

교통 

및 

통신

환경 친화적 주차

교통 

및 

통신

교통 수요 저감

대중교통 활성화교통수단의 자원성 우수 지하 침투

공동 사용 활성화

주택

주택 보급 정보화
주차시설 환경부하 

감소대체 교통수단 

체계
건축 재료의 

친환경성
친환경 교통수단

대중교통 수단 

접근성 제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보행 활성화

마을 정체성과 

연계
정보 통신 설비 

보급

재생산 

에너지

재생산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시설 

접근성

주거

환경

쾌적한 빛 환경

쾌적한 음 환경

에너지 보전과 

효율성

매력적인 도시 

경관

효율적 관리 체계

폐기물

관리

폐기물 감소

에너지

와 기후

에너지 효율 제고

도시 열섬 완화
재활용 시스템

청정에너지 활성화

폐기물 관리 교육 재료 및 

자원
건설 폐기물 감축

사

회

적

지

속

가

능

성

커뮤니

케이션
정보 교환 시스템

사회

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적

개발

커뮤니티 강화

인구
마을 인구 증가

사회적

혼합

연령층, 

소득계층의 혼합

사회적 혼합
마을 계층별 구성

보건 의료 서비스

범죄 예방
정신적 

지속성

커뮤니티 통합

주민 유대감

주민 참여의 

활성화
안전성

범죄율 감소

마을 안정을 위한 

주민참여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
교육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

환경교육, 

자연학습

<표 12> 지속가능성 지표 사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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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예술과 

레저

예술 활동, 이벤트, 

축제 등 활성화

문화

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역사

보존

역사, 문화자원 

보존 및 재이용

여가 및 문화생활 

활성화
지역 특성 반영

마을 주민 참여

문화적 

지속성

문화유산 보전

한국적 아이덴티티
문화 프로그램 개방

경

제

적

지

속

가

능

성

소득 마을 소득 증대

경제의

개선

경제활동시설의 

유지

경제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가능 산업 유치

주민취업 증대

식품의 지역생산
시장성

마을 자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미래 개발 공간

농업

경제

유지

농업 지역 보존
인프라시설 조성

생산과 

분배
식료품 자가 공급

재해

예방
재해지역 관리

재해 

예방 및 

대비

홍수대비 안전 

확보

고용 및 

인력
일자리 창출

우수 부하 저감

<표 12> 지속가능성 지표 사례 (계속)

지표 개발 사례: 1. 김재현 외(2010) 농촌 마을 단위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2. 이규인(2000) 
지속가능한 정주지 실현을 위한 환경 친화 주거단지 평가 및 인증방안 주택연구, 김묘정(2008) 지속가능성의 

합의를 고려한 주거지 계획 특성 연구17), 3. 강승연(2009) 그린커뮤니티 인증지표에 관한 연구

검토 결과 첫째, 환경·사회·경제의 각 지속가능성의 범주에 다양한 관점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생물종 다양성, 자연의 보전 

및 복원, 경관, 물, 토지, 교통, 주택, 재생산 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은 가장 적극

적인 관점에서부터 생물 서식지, 토지이용, 교통 및 통신, 에너지 및 자원 등의 가장 소

17) 강승연(2009) 그린커뮤니티 인증지표에 관한 연구 내용을 참고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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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관점이 있으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커뮤니케이션, 인구, 보건, 정신적 지속성, 

안정성, 교육, 예술과 레저, 문화적 지속성 등과 같은 가장 적극적인 관점에서부터 사회

적 개발, 역사 보존 등의 소극적 관점의 요소가 있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소득, 시장

성, 생산과 분배, 고용 및 인력 등과 같은 적극적 관점에서, 경제의 개선과 재해 예방 

및 대비 등의 관점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용어의 차이가 있거나, 요소가 더 구

체적으로 세분화 되었을 뿐 그 의미와 성격은 유사하다. 예를 들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에서 사례1의 생물종다양성과 자연의 보전 및 복원, 경관, 물, 사례2의 생물 서식지, 사

례3의 생태환경은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생태 환경과 관련된 지표들로 그 의미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요소들은 각 사례별로 환경, 사회, 경제의 범주들

을 넘나들기도 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토지 이용의 인구밀도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인구와 중첩이 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지역 행사에 마을 주민의 참여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서 마을의 인적 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상 

중첩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요소와 방안, 즉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요소 간에 위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2.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요소

  지속가능한 관리 요소 도출은 앞서 선정된 지표 개발 연구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이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할 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사례를 통해 도출된 

96가지 요소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위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총 3가지 상위 항

목으로 나누고,  의미가 중첩되는 요소들은 통합하였고, 혼란을 주는 용어는 쉽고 간결

한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종합·요약하면 다음 [표13]과 같다. 환경적 지속가

능성은 크게 생태환경, 경관, 교통, 건물, 에너지, 폐기물, 토지 이용이, 사회적 지속가능

성은 커뮤니티, 인구, 정신적 지속성, 역사·문화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소득, 재해 예

방이 관리 요소로 도출되었다.

  [표13]의 도출된 관리 요소는 국립공원 관리의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한 관리 방안 도

출 후, 국립공원의 관리방안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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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환

경

생태 

환경

생물종 다양성

사

회

커뮤니티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수질 관리 인구 인구증가

경관
자연경관 보존

정신적

지속성

주민참여 활성화
자연경관 훼손 방지

교육교통 친환경 교통: 환경부하 감소

사회적 혼합
건물

건축 재료의 친환경성

역사·문

화

역사·문화 보존 및 재이용마을 정체성

에너지
에너지 생산 지역 및 국립공원의 특성 반영

에너지 효율 제고

경

제

소득
지역 및 국립공원의 자원 이용

폐기물 폐기물 감소

지원

토지이용
재활용 시스템

재해예방 재해지역 관리기개발지 및 오염된 토지 이용

<표 13> 관리 요소

제2절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도출

  산업화 이후 국립공원 수요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는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따로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은 영국, 미국, 호주, 일본의 선진 국립

공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안들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이

후 1차적으로 도출된 관리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 공단의 

전문가 14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전문가 검증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선진 사례

  산업화 부작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자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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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야기했다. 따라서 범지구적으로 저탄소 녹색 에너지 이용이 권장되고 있고, 선진 

국립공원에서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친환경 에너

지의 이용량을 증가하는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간관계의 파편화에 

따라 주민 참여, 커뮤니티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지

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관리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밖에도 환경, 사

회, 경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해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각 나라

의 국립공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가) 영국의 국립공원

  영국은 1949년에 존 다우어18)(John Dower)가 국립공원관리청 설립을 제안하고, 이

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국립공원 이용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51년에서

부터 1957년에 걸쳐 북부 호수지방의 레이크 디스트릭트(Lake District National 

Park)를 비롯하여 15개 국립공원을 설치하였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국립공원이 지정

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지만, 1974년 단기간 내에 국립공원제

도의 틀을 확립하였다. 현재 영국 국립공원의 연간 이용객 수는 피크 디스트릭트 국립공

원(Peak District National Park)이 연간 2천만 명으로 가장 많고, 펨브로크셔 해안 국

립공원(Pembrokeshire Coast National Park), 레이크 디스트릭트(Lake District 

National Park), 노스요크무어스 국립공원(North York Moors National Park)도 연간 

천만 명이 넘는다. 오늘날 영국의 국립공원은 자연과 문화경관자원의 보고이자, 국민들

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영국의 환경식품농무부인 DEFRA(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2010년 자국 국립공원의 비전(2010년~2030년)과 5년 단위의 단

기 계획 및 실행 강령(2010~2015년)에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한 목표 및 강령을 

18) 이경재, "영국 국립공원의 관리 실태(上)",「국립공원」, 한국자연공원협회, 1990: 46(5),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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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국 국립공원에 대한 비전 (2010년~2030년)

자연미와 문화적 유산으로 주목받고, 번성하고 생생한 풍경을 갖는 국립공원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야생동물들이 번성하고 서식처가 보존 및 복원 되는 국립공원

번영과 행복의 핵심으로 인식되는 국립공원

<그림 4> 영국 국립공원의 비전 (2010~2030년)

따로 포함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였다. 2030년 영

국의 국립공원은 저탄소 사회와 지속 가능한 삶의 변화의 중심이 되며, 재생 가능한 에

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저탄소 수송과 건강하고 번창한 지역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0, DEFRA).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 2010년~2015년 단기 계획

을 세우면서 영국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낡고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이용하며, 공원 내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으로,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자전거 하이킹 관광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주요 경관 자원인 목초지의 양떼 경관을 보호를 위해 영농업자들의 경제적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근처에 새로운 가축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마을 경관을 유지

하도록 하는 관리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의회문화가 발달한 영국은 지역 주민들 간에도, 국립공원 당국과도, 지역 외부 기관과

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 비교적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국립공원은 사

회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인구의 

손실을 막고, 공원의 미래 경관을 유지하고자 지역대학과 연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

원 관리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후에는 자격증을 부여하며, 국립공원 내에 지역 청

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해당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전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지역대학과 연합하여 교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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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Ÿ 낡고 오래된 건물을 공원·공무원 사무실, 아트 갤러리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개방 

Ÿ 공원 내 건물에 재생 에너지 도입 

Ÿ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및 기반 마련

Ÿ 지역 경관 형성의 주요 요소인 지역 농업(영농업 등) 지원

Ÿ 그린 네트워크 연결

Ÿ 청년들에게 공원 관리 및 경영 기술 교육 제공

Ÿ 교육받은 지역 청년들을 국립공원 및 관련 업종에 고용지원

Ÿ 마을회관 설립

Ÿ 마을 안팎으로 교류를 통한 정보 공유

Ÿ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회관 설립

Ÿ 전과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을 수 있는 계층들에게 기술 교육 후 국립공원 및 관련 업종에 일자리 

기회 제공

Ÿ 지역주민의 보조금 신청 및 승인에 상담 제공

Ÿ 종자 펀드 제공

Ÿ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 시 무료 홍보 제공 

<표 14> 영국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공하고, 계단 만들기, 울타리 수리, 가지치기, 동물의 서식처 만들기 등 국립공원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영국의 국립공원은 이미 형성된 생활 터전 위에 국립공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거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기반인 농업 등을 존중하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국 국립공원의 경제적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은 환경적, 사회적인 부분과 분리되어 독립

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상호 연관성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오래되거나 낡

은 건축물을 사무실이나 아트갤러리로 재사용한 다트무어 국립공원(Dartmoor National 

Park)의 경우, 환경적 측면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성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목초지의 양떼 경관이라는 특수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가축 

시장을 마련해준 익스무어 국립공원(Exmoor National Park)도 경관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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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가) 미국의 국립공원

  딜세이버(Dilsaver)19)는 미국의 국립공원을 논할 때 1872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지

정법을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세기 중반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국토개발이 진행

되면서,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었다. 이를 우려하여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일환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을 지정

했던 미국은‘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할 만큼 경관이 뛰어난 야생상태의 넓은 지역으로 

국민 복리에 도움이 되는 곳’을 국립공원이라고 규정하였고, 1916년 국립공원국

(National Park Service)이 탄생함으로서 연방차원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

정과 관리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옐로우스톤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이 지정된 이후, 2009년 기준 전체 국립공원 관리 지역 394개, 그 가운데 58개

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 되고 있다. 2010년 연간 총 탐방객 수는 약 281백만 명이

며, 58개의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약 62백만 명이다.20)

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2012년 4월, 미국의 국립공원은 지속 가능한 운영, 디자인, 결정, 관리를 통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으로써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즐거움이 손상되지 않도록 공원 자

원을 보존하는 것을 비전으로 그린 파크 플랜(GPP)을 세웠다. 그린 파크 플랜(GPP)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국립공원 관리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 비전과 미국 

국립공원 운영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 및 계획을 세우며 지속가능한 국

립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 파크 플랜(GPP) 구현의 중요한 구

성 요소는 공원직원, 방문자, 그리고 지역 사회 파트너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과 국립공

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고, 동참시키는 것을 기대하며 관리

를 수행하고 있다. 그린 파크 플랜은 환경적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기후변화에 대한 대

응,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공원 내 시설에서 효율적인 물 사용, 친환경 교

19) Dilsaver L. M., America's National Park System,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INC, pl-470, 

1994

20) http://www.nps.gov/news/loader.cfm?csModule=security/getfile&PageID=38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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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원 내 건물에 태양열 에너지 도입 

Ÿ 물이 필요 없는 변기, 이중 수세식 화장실, 등 물 절약 시설 도입

Ÿ 태양열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발전기 도입을 통한 공원 운영

Ÿ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마련

Ÿ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퇴비화 및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Ÿ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관리 교육 캠페인

Ÿ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안내판을 개선하고, 재활용 통을 통일화 함

Ÿ 방문객의 지도(Map) 재사용 장려를 위해 드롭 박스(Drop Box) 마련

Ÿ 종이봉투 의무화 등 공원 내 모든 자료에 대한 재활용 콘텐츠 마련

Ÿ 자전거, 카풀,(Car Pooling),오토바이, 걷기 장려 운동

Ÿ 재생 연료 사용

Ÿ 고효율 타이어 기술을 도입 

Ÿ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

Ÿ 조명 시설 정비로 빛 공해 감소를 유도하여 밤하늘 경관 보호

Ÿ 인턴십, 신문, 웹사이트, 연례 보고서, 팟캐스트, 브로셔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교육 

Ÿ 교육 후 방문자와 일반인들 가운데 국립공원을 위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지기 리더 양성 

Ÿ 퇴비화 및 재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주민 참여

Ÿ 퇴비화 및 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Ÿ 방문객의 봉사 활동 등 방문자 참여 유도를 통해 이용행태 변화 시도

Ÿ 대체 에너지를 통해 절약

Ÿ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절약

Ÿ 에코 백 등 녹색 구매(Green Purchasing) 장려

Ÿ 지역 사회 사업 물품 구매

<표 15> 미국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통 이용, 친환경 제품 사용과 재활용 및 재사용, 공원 내 자연환경에 시설의 영향을 최

소화 하는 것, 각 공원의 우수 관리방안 채택, 지속가능성에 대해 탐방객들의 관심과 참

여를 유도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서 환경적으로는 저탄소, 온난화 대비, 에너

지 절약 예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빅벤드 국립공원(Big 

Bend National Park), 칼라우파파 국립역사공원(Kalaupapa National Historical 

Park), 매머드동굴 국립공원(Mammoth Cave National Park), 요세미티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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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emitie National Park),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Grand Canyon National Park) 

등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시설과 건물에 대해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고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에 대해서 재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퇴비화 및 재활용 프로그램 

등이 기술지원, 교육을 통해 더 발전되도록 돕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방문객들을 교육

하여 탐방객의 지속가능한 이용행태 유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에

너지를 절약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체 에너지와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절약을 유도하는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그 밖에 에코 백 등 녹색 구매(Green Purchasing) 장려 및 운동을 통

해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사업 물품을 구매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3) 호주

가) 호주의 국립공원

  호주는 1863년에 이미 태즈메이니아(Tasmania)주에서 보호구역 법을 수립하면서,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을 건설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 후 자연문화유산 보호의 요

청에 따라 국립공원제도가 설립되었다. 호주의 경우 1879년 시드니 남쪽 왕실 토지를 

국립공원으로 건설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 국립공원이다(Liu Yingfei, 2008). 현재 호주 자연보호국

의 통계에 의하면 호주의 국립공원은 총 576개다. 그 외에 호주는 세계자연유산지 13

곳, 국제보호습지 49곳, 생물 보호구역 12곳이 있다. 법률적으로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지역의 지정은 자연그대로의 생태 숲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호주의 경우 이를 활

용하여 생태관광산업을 발전시켜왔다.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지역은 생태관광에서 가장 중

요한 핵심지역으로 관광객들의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기에 공원 관리원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관광객을 관리하는 것이다(Huang Yunma, 2007). 연방제도 국가인 호

주의 연방정부는 각 주의 토지에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보호국을 설립

해서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를 주관하여,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여 자연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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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제협의 및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호주내의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를 처리하며, 각 주 및 지역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고, 세계적인 유산지, 국

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생물종다양성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지역 등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주 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Zhuge Ren, 

2001).

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특성

  호주는 ‘2011-2016년, 지속 관광 개요(Sustainable tourism overview)’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목표를 제안 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호주는 5년간 지속가능한 국

립공원을 이루기 위해서 원주민, 지역 사회, 정부 기관 및 방문자 모든 이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환경, 사회 및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다.

  호주는 본래 토착 원주민들이 살던 곳에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

에 토착 원주민들의 토지와 문화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실될 위험에 놓여왔다. 따라서 호

주의 국립공원에서는 토착 원주민들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 관리방안이 

제언되었다. 환경적으로는 자원의 수용력 내에서 관광을 유도하고, 탐방객에게 생물 다

양성을 보존하는 보존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경관적인 측면에서 자연경관과 

함께 토착 원주민들의 문화·예술 경관을 보호하여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여 지속가능하

도록 관리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토착 원주민, 지역 주민, 공원당국, 관광 에이전시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트너십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관광 관

련 비즈니스에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파트너십을 

통해 방문객들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국립공원은 관광객을 통한 이윤 창출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지

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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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토착 원주민들의 문화·예술 보호를 통한 국립공원 내 문화·예술 경관 자원(춤, 그림 등) 보호를 

통해 경관 유지

Ÿ 토착관광을 통한 차별성

Ÿ 방문객 이용행태와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자연 및 문화 자원의 수용력 내에서 관광 유도 

Ÿ 생물 다양성 및 보존 금액 지불

Ÿ 원주민 사람들에게 관광 관련 비즈니스와 고용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사회 결속력 도모

Ÿ 원주민과 지역사회, 국립공원 당국 간 파트너십

Ÿ 원주민, 지역 주민 등에 교육

Ÿ 파트너십, 상업 계약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 개발 장려

Ÿ 원주민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Ÿ 토착 원주민들에게 상담, 교육 등을 통해 개발 지원

Ÿ 토착 원주민들의 문화·예술 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

Ÿ 공원국과 민간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 공원 내 자연 및 문화 자원의 개발 및 이익 창출

<표 16> 호주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4) 일본 

가) 일본의 국립공원

  일본의 국립공원제도는 비교적 빠르게 시작되었다. 1929년 일본 국립공원협회가 창설

되었고, 1931년 국립공원법이 제정된 후, 1934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제도가 

설립 되었다. 국립공원법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실

시되었고, 1934년 3월 16일에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운젠(雲仙), 키리시마(霧島屋

久) 3개소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49년에는 국립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보호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특별보호지구]가 제도화되었으며 1957년 국립공원법

을 폐지하고 새롭게 자연공원법을 제정하였다. 국립공원법을 폐지한 원인은 194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의 국토개발과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립공원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국민의 자연풍경지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원이용에 관한 법적 정비가 요청되었기 때문이

다(조태동, 2004). 일본의 국립공원은 1973년까지 공원관광도로의 건설이나 골프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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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환경 용량 내에서 이용자 관리 

Ÿ 녹지축 연결

Ÿ 모니터링 실시 관리

Ÿ 관찰회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Ÿ 지역 주민 교육

Ÿ 지역 주민의 공원 관리 참여로 관리 비용 절감 유도

<표 17> 일본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설, 국유림 생산력 증강계획 등 한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상이 되었거나, 부서간

의 이권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었지만 자연공원법은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지

속적으로 개정되었다(조태동, 2004). 자연공원법이 몇 번의 개정 끝에 일본 내의 자연

공원의 총 수는 392개에 도달했고 면적으로는 일본 영토의 14.2%를 차지하게 되었

다. 일본에서 자연공원은 자연보호, 국민의 휴양 그리고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위치

에 있다.

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특성

  현재 일본의 자연공원은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해 

각 공원에서 자연공원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관리계획은 공원별 담당지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공원을 복수지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으며 관리계획 시 주로 취급해야 하는 내용은 경관관리, 지역개발 및 정비, 투자 및 사

업시설의 관리, 이용자 지도, 그 외 공원의 적정한 보호와 이용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

한 사항 등으로 각 지역에 특성에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신익순 외, 2000). 주로 

보존 위주의 관리를 해왔으나, 일본 국립공원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공원 확보 지역 사

회 참여 및 이해 당사자 합의에 대해 잠재력이 있다(Hiwasaki, 2005).

  일본은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주로 환경 용량 내에서 이용자를 

관리하는 것, 녹지축 연결, 자동차 제한 등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중심으로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 지역 사회의 참여로 국립공원

의 관리 비용 절감을 유도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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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역사적 건축물이나,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재사용
자동차 제한 구역 시행

친환경 건축 재료의 사용 교통과 관련된 교육 및 캠페인 시행

신·재생 에너지 활용 (태양열, 풍력 등)
국립공원 및 해당 지역경관 형성의 주요 요소인 지역 

농업(영농업) 등에 지원을 통한 경관 유지 유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제품 이용
국립공원 및 해당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 보호를 

통한 경관 유지 유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시행
빛 공해 등 경관에 해가 되는 요소 관리를 통한 

경관의 고유한 특성 유지 유도

퇴비화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행 녹지축 연결 등 단절된 그린 네트워크 연결

종이봉투, 종이 가방 등 공원 내 모든 자료에 대한 

재활용 콘텐츠 마련

방문객 이용 행태와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자연 

·문화 자원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관광 유도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관리 교육 및 캠페인 생물 다양성 등 생물 보호를 위한 비용 지불

하이브리드 차량, 자전거, 카풀(Car Pooling), 

오토바이 등 장려 및 시행
마을 내·외부 교류 등을 통한 정보 교류 

청년인구 감소에 따라 공원 관리 기술 쇠퇴를 

막기위해 청년들을 위한 공원관리 및 경영 기술 교육 

제공

원주민에게 관광 관련 비즈니스와 고용 기회 제공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결속력 도모

지역 청년들의 국립공원 및 관련 업종에 고용지원 원주민과 지역사회, 국립공원 당국간 파트너십

토착 원주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토착 원주민과 

연계한 고용 지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회관 설립

인턴십, 신문, 웹사이트, 연례 보고서, 팟캐스트, 

브로셔 등 정보공유 및 교육을 통해 청지기 리더 

양성

전과자 등 소외 받을 수 있는 계층에 기술 교육 후 

국립공원 및 관련 업종에 일자리 기회 제공

마을회관 설립 원주민, 지역주민 등에 교육

지역주민 대상 관찰회 실시
원주민에게 관광 비즈니스와 고용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결속력 도모

공원당국이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퇴비화 및 재활용 프로그램 개발
원주민과 지역주민의 자원 봉사

국립공원 관리 차량에 고효율 타이어 이용
방문자의 봉사 활동 등 방문자 참여 유도를 통한 

이용행태 변화 시도

<표 18>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종합

6) 소결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60여 가지 하위 항목에서 의미가 중첩되는 항목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방안을 종합하여 총 36가지로 항목이 정리하였다[표14]. 다음 단

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상위 항목의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의 유형화 작업을 실시한 후, 

전문가 검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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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검증

1) 유형화 작업

  본 연구는 지표 개발 연구 사례와 선진 사례를 통해 관리요소와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지금까지 1)지표 개발 연구 사례를 통해 관리 요소를 도출하고, 2)선진 사례를 

통해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전문가 검증을 통해 관리방안을 수정 및 보완하

는 과정을 갖는다. 본 단계는 전문가 검증을 위한 설문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상위 

항목의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의 유형화 작업으로써, 도출된 관리 요소에 따른 관리방안

의 유형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유형화 작업은 상위 항목인 관리요소에 따라,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60여개의 관리방안을 분류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포

함하기 어렵거나, 도출된 관리방안과 유사성 정도가 떨어지는 관리 요소들이 제외되거

나, 하위 항목인 관리방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되었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자원을 후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

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이라는 자원을 후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방편으로 친환경 제품 이용, 재활용 활성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의 자연 자원을 후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형화 작업 후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표19].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은 전반저적으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건물과 폐기물, 교

통, 경관에 대하여는 환경적 부하를 줄여서 후대에도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며,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은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에너지 부하를 저감

하는 관리방안이 제언되었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질을 유지하

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는 평등하고, 다양하고, 서로 연결되며, 민주

적이며, 훌륭한 생활의 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

한 국립공원은 국가의 것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고, 함께 공유한다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제언된 관리방안은 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을 통해 삶의 질

이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며,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인구, 커뮤니티, 정신적 지속성 측면에서 관리를 진행해고자 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생산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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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1.

건

물

1.1 기존 건물 재사용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 

1.2 건축 재료의 친환경성 친환경 건축 재료 사용 

1.3 건축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우수관리 등 건축물 내 에너지 절약 시설 도입 

건축물 내 신재생 에너지 도입

2.

에

너

지

2.1 에너지 생산 공원 운영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이용

2.2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폐

기

물

3.1 폐기물 감소

퇴비화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행 

방문자의 쓰레기 처리 용이를 위한 표지판 개선 및 

재활용 통의 통일화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처리 교육 및 캠페인 실시

3.2 재활용 시스템 종이봉투, 종이가방 등 재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도입

4.

교

통

4.1 친환경 교통: 환경부하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자동차 제한 구역 

보행 활성화

카풀(Car-Pooling) 시행

순찰 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이용

국립공원 내 순찰 차량에 고효율 타이어 도입

5.

경

관

5.1 경관유지
지역 농업 등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문화·예술 경관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5.2 경관 훼손 방지
시설정비를 통해 위해요소 감소 

위해 요소 제거

6.

생

태

적

환

경

6.1 생물종 다양성 확보

단절된 녹지축 연결 

방문객 이용 행태와 생태 환경 모니터링 실시

환경 수용력 범위 내에서 탐방 유도 

탐방객의 생물 보호 비용 지불

<표 19> 관리 요소에 따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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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사

회

1.

인

구

1.1 인구 증가

공원 관련 업종에 지역 청년 할당제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공원 관리 기술 쇠퇴를 막기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공원관리 및 

경영 기술 교육 제공

2.

커

뮤

니

티

2.1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다른 국립공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등으로 정보 

공유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공원관리유도

탐방객과의 인터넷 가상 커뮤니티 구축

2.2 커뮤니티 시설 계획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센터 및 공간 조성

3.

정

신

적

지

속

성

3.1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의 다양한 기회 제공

3.2 사회적 혼합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기술 교육 후 국립공원 관련 업종에 

일자리 기회 제공  

방문자의 봉사활동 등  방문자 참여 기회 제공

경

제

1.

소

득

1.1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의 

인력, 기술, 산업 이용

종자 등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에 대해 펀드 시행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의 공원 관리 참여

자연· 문화·예술 자원 관광 자원의 상품화

1.2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및 승인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무료 상담을 통한 지원

지역주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시 무료 홍보

일자리 창출

2.

절

약

2.1 자원 절약을 통한 비용 

절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절약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절약

고효율 제품 이용 장려

<표 19> 관리 요소에 따른 관리방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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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경우 경관의 조성과 관리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생산적인 국립공원이 되

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 유형화 작업을 통해 지역 내 국립공원의 다

양한 자원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거나,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전문가 검증

  도출된 관리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전문가 14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전문가 그룹은 IUCN 카테고리 Ⅱ등급 국립공원을 대

표할 수 있는 국립공원사무소 직원 14명으로 한정하였으며 관리방안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관리방안의 수정 및 제거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보완하였다.

가) 환경적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수정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의 검토 및 보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표20]. 항목을 살펴보면 상위 항목과의 중첩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하

였고,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용어는 이해가 용이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녹지축’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지 않고 ‘생태축’을 사용하고 있어서, 항목에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였다. 관

리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제거하였는데, 방문자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표지판 개선’ 및 ‘재활용 통’의 통일화 항목의 경우 국립공원 관리 정책 방

향 상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 하였고, 생물종 다

양성 확보를 위해 탐방객에게 탐방 시 생물 보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은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는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거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탐방객 이용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

편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 오염원 관리를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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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수정 사항

1.

건

물

1.1 기존 건물 

재사용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 

상위 항목과 중첩, 

용어 수정

1.2 건축 재료의 

친환경성
친환경 건축 재료 사용

상위 항목과 중첩, 

용어 수정

1.3 건축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우수관리 등 건축물 내 에너지 절약 시설 도입 수정 및 제거: 중첩

건축물 내 신재생 에너지 도입 수정 및 제거: 중첩

2.

에

너

지

2.1 에너지 생산 공원 운영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이용

2.2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폐

기

물

3.1 폐기물 감소

퇴비화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행 
용어수정

방문자의 쓰레기 처리 용이를 위한 표지판 

개선 및 재활용 통의 통일화

제거: 국립공원 관리 정책상 

부합하지 않음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처리 교육 및 

캠페인 실시

3.2 재활용 시스템
종이봉투, 종이가방 등 재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도입

4.

교

통

4.1 친환경 교통: 

환경부하 감소

자전거 도로,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 편의시설 마련
추가

대중교통 활성화 

자동차 제한 구역 

보행 활성화

카풀(Car-Pooling) 시행

순찰 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이용

국립공원 내 순찰 차량에 고효율 타이어 도입

5.

경

관

5.1 경관보호

지역 농업 등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문화·예술 경관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시설정비를 통해 위해요소 감소 

위해요소 제거 

<표 20> 환경적 관리방안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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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 방안 수정 사항

1.

인

구

1.1 인구증가

공원 관련 업종에 지역 청년 할당제 용어 수정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공원 관리 기술 

쇠퇴를 막기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공원관리 및 경영 기술 

교육 제공

용어 수정

2.

커

뮤

니

티

2.1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다른 국립공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등으로 정보 공유
용어 수정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공원관리유도

2.2 커뮤니티 시설 

계획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센터 및 공간 조성

<표 21> 사회적 관리 방안 수정 내용 

관리 요소 관리방안 수정 사항

6.

생

태

적

환

경

6.1 생물종 다양성 

확보

단절된 녹지축 연결 용어수정: 녹지축

방문객 이용 행태와 생태 환경 모니터링 실시

환경 수용력 범위 내에서 탐방 유도 

탐방객의 생물 보호 비용 지불
제거: 국립공원 관리 정책상 

부합하지 않음

오염원 관리 추가

<표 20> 환경적 관리방안 수정 사항 (계속)

나) 사회적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수정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의 검토 및 보완은 다음과 같이 요구

되었다[표21]. 수정 사항 이유를 살펴보면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용어는 이해가 용이한 용어로 수정될 필요가 있고, 최근 국립공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탐방약자를 비롯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

원 내 탐방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

산부 등 약자에 대한 배려 항목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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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 방안 수정 사항

1.

소

득

1.1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의 인력, 

기술, 산업 이용

종자 등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에 

대해 펀드 시행

제거: 국립공원의 주요 자원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의 공원 관리 참여

자연· 문화·예술 자원 관광 자원의 상품화

<표 22> 경제적 관리 방안 수정 내용 

관리 요소 관리방안 수정 사항

3.

정

신

적

지

속

성

3.1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의 다양한 기회 제공

3.2 사회적 혼합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기술 교육 후 

국립공원 관련 업종에 일자리 기회 제공  

방문자의 봉사활동 등  방문자 참여 기회 

제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약자에 대한 배려 추가

<표 21> 사회적 관리방안 수정 내용 (계속) 

다) 경제적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수정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의 검토 및 보완은 다음과 같이 수정

되었다[표22]. 항목을 살펴보면 상위 항목과의 중첩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하였고, 의미

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용어는 이해가 용이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 절약을 통한 비용 절감 항목은 대부분이 환경적 측면의 관리방안과 중첩되는 항목

이 많아서 유사항목을 제거하고 통합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공원의 관리방안을 도출

하는 만큼 국립공원이 추구하는 목적과 상이한 항목은 제거하였다. 종자 등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에 대한 펀드 항목은 국립공원의 경우 종자 등이 국립공원의 주요 자원이며, 현

재 자원 밀반출이 성행하여 단속을 시행중이므로 복원 목적이 아닌 종자 활용을 통한 

소득 증대는 국립공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행하더라도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항목에서 

제거하였다.



- 47 -

관리 요소 관리방안 수정 사항

1.2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및 승인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무료 상담을 통한 지원

지역주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시 무료 홍보

일자리 창출

2.

절

약

2.1 자원 절약을 

통한 비용 절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절약
유사항목 제거, 환경적 

지속가능 관리 건물로 이동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절약
유사항목 제거, 환경적 지속가능 

관리 폐기물로 이동

고효율 제품 이용 장려
유사항목 제거, 환경적 

지속가능 에너지로 이동

<표 22> 경제적 관리방안 수정 내용 (계속)

3.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국립공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자연 자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 시 환경

적 지속가능한 측면이 중요하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이 불가분의 관계이

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도 함께 고려한 관리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1)상위 항목과 중첩되거나 적합하지 않은 관리방

안의 제거 또는 수정, 2)혼란을 주는 용어는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로 수정, 3)

필요한 관리방안의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

가 검증 반영 결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상위10개, 하위18개의 관리요

소, 41개의 관리방안이 제언되었다[표23]. 상위 10개 항목은 환경적 측면에서 건

물, 에너지, 폐기물, 교통, 경관, 생태적 환경이,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구, 커뮤니티, 사회

적 혼합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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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1. 건물

1.1 기존 건물 재사용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재사용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재이용

1.2 건물의 친환경성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건물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 

녹지확보, 일조권 침해·소음 유의

2. 에너지

2.1 에너지 생산 공원 운영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이용

2.2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우수관리 등 건축물 내 에너지 절약 시설 도입

3. 폐기물 3.1 폐기물 감소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처리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종이봉투, 종이가방 등 재활용 가능한 콘텐츠 도입

4. 교통

4.1 탐방객 이용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자동차 의존도 줄이기

자전거 도로, 표지판, 보관소 등 자전거 편의시설 마련

대중교통 활성화

자동차 제한 구역

보행 활성화

4.2 국립공원 관리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카풀(Car-Pooling) 시행

순찰 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등 이용

국립공원 내 순찰 차량에 고효율 타이어 도입

환

경

5. 경관 5.1 경관보호

지역 농업 등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문화·예술 경관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시설정비를 통해 위해요소 감소 

위해 요소 제거

6. 생태적

환경
6.1 생태환경 보호

단절된 생태축 연결

방문객 이용 행태와 생태 환경 모니터링 실시

환경 수용력 범위 내에서 탐방 유도 

오염원 관리

<표 23>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최종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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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사

회

1. 인구

1.1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공원 관련 일자리 채용 공고 시 지역 청년 할당제

1.2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유지

지역 교육 기관 등을 통해 공원 관리 기술교육 제공, 

수료증·자격증 부여

2. 

커뮤니티

2.1 커뮤니티 조직 구축

다른 국립공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공원관리유도

탐방객과의 인터넷 가상 커뮤니티 구축

2.2 커뮤니티 시설 계획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센터 및 공간 조성

3. 사회적

통합

3.1 국립공원 관리에 

주민들의 공동 참여   
주민 참여의 다양한 기회 제공

3.2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기술 교육 후 국립공원 관련 

업종에 일자리 기회 제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탐방 

배려 

3.3 방문객과의 일체감 방문자의 봉사활동 등 방문자 참여 기회 제공

경

제

1.

소득

1.1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의 

인력, 기술, 산업 이용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의 공원 관리 참여

자연· 문화·예술 자원 관광 자원의 상품화

1.2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및 승인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무료 상담을 통한 지원

지역주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시 무료 홍보

일자리 창출

<표 23>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최종 관리방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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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일 내   용 면 적(㎢)

1964.06.24 사적 및 명승 제 4호로 지정 -

1966.06.24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19.22㎢

1969.01.21  관광지 지정 -

1970.03.24 건설부 고시 제 283호에 의해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60㎢

1971.11.17 보은군 외속리면 상주시 화북면 일부를 포함 105㎢

1983.03.11 주변 지역 편입으로 국립공원 구역변경 106.18㎢

1984.12.27 화양동 도립공원, 쌍곡 등의 편입으로 국립공원 구역 확장 283.4㎢

2001.10.08 구적 오차 정정 275.109㎢

<표 24> 속리산 국립공원 연혁

제5장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의 적용: 

속리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제1절 속리산 국립공원

  도출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연구 대상지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속리산 국립공원을 대상으

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방안을 적용하였다.

  속리산은 일찍이 해동팔경의 하나로‘작은 금강산’으로 불렸으며, 백두대간에 위치하

고 있는 산이다. 속리산은 1964년 6월 24일 사적 및 명승 제 5호로 지정이 되었고, 

1969년 1월 21일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0년 3월 24일 건설부 고시 제 283

호에 의해 6번째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 면적은 60㎢로 국립공원은 속리

산 일대 주변 지역에 그쳤으나, 1971년 보은군 외속리면 상주시 화북면 일부를 포함하

게 되면서 105㎢로 국립공원의 면적이 확대 되었고,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주변 지역과 화양동 도립공원을 편입하게 되면서 경상북도 문경시, 상주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일대를 포함하는 오늘날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을 갖추게 되었다21). 현

재 속리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274.766㎢22)이다[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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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속리산 국립공원 위치도 (출처: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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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국립공원은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권역에 속한 7개 

국립공원(조우, 2012) 중 한 가운데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수많은 산봉, 맑은 계곡, 

기암, 폭포가 조화를 이루고, 생태적 자원이 풍부하며, 2009년 IUCN 카테고리 Ⅱ로 등

급이 변경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국립공원이다. 또한 법주사23)를 비

롯한 속리산 국립공원 곳곳에 흩어진 사찰,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24), 화양구곡, 선유동

구곡과 같은 구곡경관을 보유하는 등 역사·문화적으로도 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본 

대상지는 비교적 풍부한 생물과 역사·문화 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국립공원의 지속가능

한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국립공원이다.

제2절 속리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도출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연구 대상지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황

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속리산 국립공원의 구체적인 현황 

조사가 요구되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현황 조사를 위해서 크게 문헌조사로 사전조사가 

시행되었고, 현장조사는 대상지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주민·탐방객과의 면담, 국립공원 

관계자와의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 속리산 국립공원의 현황을 고려하여, 도

출된 지속가능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적용하였다.

1. 환경부문 

1) 건물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25]. 속리산 국립공원은 4개 지구

에 각각 4개 사무소가 있는데, 이중 2개소는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을 임

21) 속리산 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2003) 11p 내용 재편집

22) www.knps.or.kr 국립공원 통계자료(2012) 참고 

23) 속리산 국립공원의 법주사는 목조탑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팔상전을 비롯하여 국보와 보물을 가장 많이 보

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지이다(http://beopjusa.org).

24)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 역사 문화와 더불어 청렴, 인내, 절개, 의지 등을 상징하며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의 건축 재료 및 주요한 경관요소로서 고유한 문화경관을 형성해왔다(이경재,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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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치년도 위    치 형식 비고

사무소

사무소 1997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9-1 철근콘크리트 -

화양분소 1981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277 라멘 임대

쌍곡분소 1995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85-9 목조 -

화북분소 1980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33 라멘 임대

<표 26>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건물 임대 현황

관리 요소 현황

환

경

1. 

건

물

1.1 기존 건물 재사용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재사용: 

화양분소, 화북분소 사무소 임대

1.2 건물의 친환경성 기존 건물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하지 않음

<표 25>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건물

대형식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화양분소 관리사무소, 경상북도의 화북분

소 관리사무소가 이에 해당된다[표26]. 역사적 건축물의 경우 법주사에서 보존하여 재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역사적 건축물을 재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속리산 법주사 탐방지원센터에서 15분 거리의 사내리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폐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7]. 폐가의 토지 소유권은 법주사에 있는 상황이다25).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사용하는 건물들의 경우, 지어진지 15년 이상 된 건물로, 

건축 당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여 지어진 건축물은 없지만, 향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표25]. 건물의 쾌적한 환경 현황은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사용하는 건물 중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쌍곡분소 사무소, 쌍

곡·화양 탐방지원센터, 법주 화장실과, 만수리 화장실을 대상으로 건물 앞 녹지 공간,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 건물 내 소음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표27], 화양탐방

지원센터 건물 앞에 녹지 공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구 진행 중 화양

탐방지원센터에 벽면 녹화 사업이 진행되어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출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국유, 도유, 군유재산 임대현황(2012,), 재정리

25) 마을 주민 인터뷰, 동아일보 (2011년 9월 21일자 기사)



- 54 -

구 분 문 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

건물 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속리산국립공원

쌍곡분소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

건물 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쌍곡

탐방지원센터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

건물 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화양

탐방지원센터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

건물 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법주화장실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

건물 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만수리화장실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

건물 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표 27>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사용 건물 현황 (관계자 설문)

<그림 6>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출처:김수진) <그림 7> 사내리 폐가 (출처:김수진)

나) 관리방안  

  현황에 따른 속리산 국립공원 건물의 관리방안 적용 안은 다음과 같다[표28]. 화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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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1. 

건

물

1.1 기존 건물 재사용

지자체와 화양분소, 화북분소 사무소 건물의 임대 협의 및 건물 

임대 확대

사내리 지역의 폐가, 리모델링 후 개방: 지역 특산품 매장, 아트 

갤러리 등

1.2 건물의 친환경성

신축, 증축, 개축 시 도료, 단열재, 방수재, 마감재 등에 

친한경 인증품 사용(FSC, PEFC 등 인증 받은 자재 이용)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화양동 탐방지원센터),

다른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비롯한 건물 내 소음에 

유의

<표 28>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건물

소와 화북분소의 관리 사무소는 이미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임대하여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잘 협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속리산 법주사 탐방지원에서 15분 거리의 사내리 

지역에 위치한 폐가의 경우,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을 증축, 개축하여 지역 특산품 

매장, 아트 갤러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

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각각의 방안은 지자체와 법주사와의 협의를 전제한다.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에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이용한 건축물은 없지만,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할 경우 도료, 단열재, 방수재, 마감재 등에 친환경 인증품을 사용

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권면하고 있는 FSC26), PEFC27) 등 친환경

인증 및 인공조림벌채가공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건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건물 

앞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른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건물 내 소음에 유의하도록 한다.

26)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NGO 단체이며, 그 단체의 

이름을 따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 마크가 붙은 제품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재료로 만든 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27)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을 중

심으로 하는 국제 NGO 단체로, 나무와 종이 제품의 구매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산림을 관리하도록 

보장해주는 기구다. 나무 한그루가 제조에 사용이 되어 지면 다시 한그루를 심어야하는 제도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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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환

경

2. 

에

너

지

2.1 에너지 생산 태양광 에너지 2개소 사용 :법주사, 화양동 탐방지원센터

2.2 에너지 효율 제고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정책 하에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한 

교육 시행, 녹화사업 교육 캠페인

조명기기 LED로 교체, 목재펠릿난방 2개소,

우수관리 시설 도입 없음

<표 29>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에너지

구분 설치 일자
신재생에너지 

종류
설치비용(천원)

발전 

용량(kw)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2009. 

06. 29
태양광 발전 20,239(천원) 3kw

4kw
화양동 

탐방지원센터

2012. 

11. 15
태양광 발전

없음

(기존 문장대 기상관측장비 재활용)
1kw

<표 30> 속리산 국립공원 신재생 에너지 이용 현황   출처: 속리산국립공원 에너지 도입실적(2012)을 표로 재정리

2) 에너지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에너지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29]. 신재생 에너지 

도입으로는 공원 내에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화양동 탐방지원센터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

용한 종합게시대를 설치하였다[표30]. 종합게시대는 LED 문자 전광판, 홍보용 PDP 

TV,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 교체가 불필요하여 추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화양동에 있는 종합게시대의 경우는 기존에 문장대에서 사용하던 기상

관측장비를 재활용하였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31]과 

[표32]의 다른 국립공원에서 도입된 신재생 에너지의 범위와 발전 용량과 비교하였을 

때, 속리산 국립공원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용량은 종합게시대에서 발생하는 4kw에 그

치고 있어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휴게소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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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용량 태양광 풍력 소수력 비고

지리산 34.2 22 7.2 5 -

설악산 33.9 24 2.4 7.5 -

덕유산 11.4 9 2.4 - -

태안해안 26 25 1 - -

<표 31>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2010년)                             (단위:kw)

사무소명 대피소
사무소

탐방안내소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기타

지리산 ● ● ●

설악산 ●

덕유산 ●

태안해안 ● ●

<표 32> 시설별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2010년)                               

출처: 국립공원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계획,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디자인부(2011) 

구 분 문 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

속리산국립공원

쌍곡분소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

쌍곡

탐방지원센터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

화양

탐방지원센터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

<표 33>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사용 에너지 현황 (관계자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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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

법주화장실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

만수리화장실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

<그림 8> 법주사지구 종합게시대 (출처:김수진) <그림 9> 법주화장실 LED (출처:김수진)

<그림 10> 화양동 탐방지원센터 (출처:김수진) <그림 11> 휴게소 에너지 사용 (출처: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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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2. 

에

너

지

2.1 에너지 생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범위와 용량 확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휴게소

2.2 에너지 효율 제고

고효율 친환경 기자재 이용: 사무소 목재펠릿 속리산 사무소, 

쌍곡분소, 화북분소 등 도입 확대

신축·개보수 시 투수성 포장, 우수활용시설, 중수시설, 절수형 

기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절수형 대변기와 세면기) 도입: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휴게소

<표 34>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에너지

또한 에너지 효율 제고 면에서 국립공원 내에 조명을 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하는 작

업을 통해, 현재는 모든 조명기구가 28) LED로 교체되었고, 전기 온풍기와 같은 기존 

난방에 비해 예산 절감, CO₂절감, 높은 실내 쾌적성의 효과를 지닌 친환경 에너지 목

재펠릿난로를 화양분소사무소와 쌍곡탐방지원센터에서 도입하였다. 한편 우수관리 현황

을 살펴보기 위해 속리산국립공원의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와 쌍곡분소 사무소, 쌍곡·

화양 탐방지원센터, 법주 화장실과, 만수리 화장실을 대상으로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 현황을 조사하였다[표33]. 그 

결과 미흡이 90% 이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통해 속리산 국립공원 내 기존 시설물에 대

해서는 우수관련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라 때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으나,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화양동지구의 지붕·벽면 녹화사업과 에

너지 효율성과의 관계를 탐방해설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다[그림10].

나) 관리방안  

  속리산 국립공원의 신재생 에너지 도입은 탐방안내소(종합게시대)에서만 소량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휴게소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발

전 용량을 늘려나가도록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해 친환경적인 동시에 에너지 절감

에도 뛰어난 목재펠릿난방을 기존의 화양분소사무소과 쌍곡탐방지원센터(2개소)에서 속

리산 사무소, 쌍곡분소, 화북분소 사무소 등으로 확대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축·

28)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조명기기의 

30%를 2012년까지 LED로 교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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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환

경

3. 

폐

기

물

3.1 폐기물 감소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그린포인트 제도 시행 

후 쓰레기 감축되었으나, 일부 구간에 쓰레기 투기 흔적 있음

공원 내 휴게소, 상가 등 음식물쓰레기 관리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기타 재활용 가능한 콘텐츠 도입 필요

<표 35>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폐기물   

개보수 시에 투수성 포장, 우수활용시설, 중수시설, 절수형 기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

변기, 절수형 대변기와 세면기 등)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

3) 폐기물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35]. 2010년 8월

부터 속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그

린포인트제29)를 시행하고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에는 그린포인트제를 알리는 현

수막과 종량제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그림12], 탐방지원센터에서는 탐방객들이 되가

져온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었다. 누적된 포인트는 전국 19개 

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면제, 등산용품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탐방객 스스로가 쓰레

기를 줄이고 환경오염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부 근처의 탐방로

에서는 버려진 쓰레기를 종종 볼 수 있었다[그림13].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취사행

위, 오물투기 등 탐방객의 불법, 무질서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관리에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표36], 이에 따라 탐방객의 의식과 탐방 행태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요구된다.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의 휴게소는 법주사 소유로, 법주사가 개인에게 세

를 주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의 쓰레기 처리는 개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과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표36], 휴게소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휴게소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 그린포인트 제도는 탐방객 스스로 국립공원 내 쓰레기 수거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자신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여 누적된 포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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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그린포인트제도 (출처:김수진) <그림 13> 쓰레기 (출처:김수진)

<그림 14> 속리산 중턱 휴게소 (출처:김수진)

구  분 내  용 세부 조사항목 결과

1.

환

경

오

염 

실

태

조

사 

1) 탐방객의 불법, 

무질서 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만약 일어나고 있다면 불법, 

무질서 행위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취사행위, 오물투기, 흡연행위

②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 오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과거 휴게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 

탐방객 취사, 흡연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2) 환경오염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각종 매체와 현수막 등을 통한 연중 홍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정화활동(년4회 이상)

매월 2회 이상 수거 작업

② 환경오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물투기: 무심코 습관적으로 버리는 행위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식 부재

③ 환경오염 관리를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처리량 대비 처리능력(인원)의 한계

<표 36>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환경오염 실태조사 (관계자 인터뷰)

공원시설을 무료이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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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3. 

폐

기

물

3.1 폐기물 감소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그린포인트제도 홍보 강화: 

숙박업소, 식당에 홍보 책자 구비 등

속리산 내 휴게소 및 산장(8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탐방 안내지도의 재활용: 입구에 드롭박스(DROP BOX) 

마련

<표 37>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폐기물

나) 관리방안

  그린포인트제는 탐방객 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한

다는 점에서, 제도의 홍보 강화를 통해 탐방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속리산 내의 산장을 포함한 휴게소(8개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도록 하여, 

쓰레기 매립을 예방하고,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입구에 드롭박스

(DROP BOX)를 마련하여 사용한 탐방지도를 다른 탐방객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을 감소하도록 한다. 

4) 교통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의 교통과 관련된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38]. 속리산 국립공원은 

탐방객의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법주사 탐방로와 화양동·선유동 탐방로에 차량

통제소를 운영하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그림15], 방문객들의 보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속리산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자전거도로가 

백현리 마을에서 달천 하판교(3.8km)까지만 개설되었고, 법주사 지구 입구인 사내리 지

역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그림19]. 또한 자전거도로 표지판,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 

편의시설이 부재하였다.

  그리고 속리산 국립공원은 공원관리 시 교통의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청주에서 속

리산까지 사무소 차량으로 카풀(Car-Pooling)을 운영하고, 국립공원 순찰 시 전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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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환

경

4.

교

통

4.1 탐방객 이용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자동차 의존도 

줄이기

자전거 도로는 있지만,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까지 연결되지 

않았으며, 자전거 편의시설 부재

법주사 탐방로(차량통제소 운영)

화양동·선유동 계곡 탐방로(차량통제소 운영)

4.2 국립공원 관리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카풀(Car-Pooling) 시행: 청주-속리산, 사무소 차량 스타렉스(1)

법주사지구: 전기자동차 저속(2), 고속(1)

법주, 화양지구: 전기자전거(7)

국립공원 내 순찰 차량, 고효율 타이어 미사용

<표 38>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교통

<그림 15> 차량통제 (출처:김수진) <그림 16> 주차장 (출처:김수진)

<그림 17> 자전거도로 (출처:김수진) <그림 18> 자전거도로 현황 (출처:김수진)

차(3대)와 전기자전거(7대)를 사용하고 있다[그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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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4.

교

통

4.1 탐방객 이용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자동차 의존도 

줄이기

하판교~ 사내리까지 자전거 도로 연결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표지판 설치

각 지구별로 주차장(내지 국립공원 입구)에 자전거 보관소 마련,   

법주사 탐방로(차량통제소 운영)

화양동·선유동 계곡 탐방로(차량통제소 운영)

4.2 국립공원 관리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카풀(Car-Pooling) 시행

순찰 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이용

국립공원 내 순찰 차량에 고효율 타이어 도입

<표 39>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교통

<그림 19> 전기자동차 현황 (출처:김수진) <그림 20> 국립공원 순찰차 (출처:김수진)

나) 관리방안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의 교통 관리방안은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백현리에서 하판교까지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속리산 입구 

사내리까지 연장하고, 자전거 표지판, 자전거 보관소 등 자전거 편의시설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립공원 관리 차량의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의 사용을 권고하고,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차량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

소 절감에 도움이 되는 고효율 타이어의 도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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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환

경

5. 

경

관

5.1 경관보호

보호가치가 있거나 특색 있는 농촌 경관 없음

철탑, 미사용 인공보 철거 일부 시행

공원 내 휴게소 및 건물 낙후, 구곡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상가 

건물

인근 마을 거리에 건축 폐자재 등 적재

법주사,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 화양구곡·선유동구곡 등 

역사·문화 경관 자원 보유 

<표 40>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경관

<그림 21> 문장대 
(출처:김수진)

<그림 22> 문장대 정상
(출처:김수진)

<그림 23> 문장대 전경
(출처:김수진)

5) 경관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원의 경관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40]. 본 연구의 대상지인 

속리산 국립공원의 속리산은 문장대, 입석대, 신선대, 경업대, 학소대 등 기암괴석

으로 이루어진 산이다[그림21],[그림22],[그림23]. 그러나 문장대의 철탑, 시설

관리소 등은 본래 경관 고유의 아름다움과 괴리감이 있고[그림24], 낙후되거나 

경관과는 거리감 있는 휴게소, 화장실 등의 건물들도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림25]. 또한 공원 내에 화양동계곡, 선유동계속, 쌍곡계곡 등의 계곡 경관에는 

인공보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도 있으며[그림26], 구곡 경관과 괴리감이 있는 상

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그림29].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의 인근 마을은 건물들이 

협소하고 오래되었으며, 거리에는 건축 폐자재, 나무 등이 적재되어 있다[그림34]. 

그밖에 공원 안내판은 디자인이 일체감이 있게 정비되어 있다[그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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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문장대에서 바라본 백두대간(마루금) (출처:김수진)

<그림 25> 속리산 내 건물 (출처:김수진)

<그림 26> 화양계곡
(출처:김수진) 

<그림 27> 운영담
(출처:김수진)

<그림 28> 인공보
(출처:김수진)

<그림 29> 구곡 근처 상가
(출처:김수진)

<그림 30> 정이품송
(출처:김수진)

<그림 31> 법주사
(출처:김수진)

<그림 31> 팔상전
(출처:김수진)

<그림 33> 법주사 주변
(출처:김수진)

<그림 34> 마을경관 (출처:김수진)

<그림 35> 공원 안내 표지판 (출처: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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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5. 

경

관

5.1 경관보호

속리산 국립공원 내 역사·문화 경관 보호:

(법주사,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 화양구곡·선유동구곡 등)

낙후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휴게소, 화장실, 상가 

재정비

(속리산 고지대 화장실, 속리산 중턱 휴게소, 화양계곡 상가) 

마을 경관개선: 주택 외관 정비, 거리 정비 

(적재된 폐자재 관리) 등

문장대 고지대 철탑, 시설관리소 등 경관 위해 요소 제거

<표 41>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경관

나) 관리방안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를 위해 법주사,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 화양구곡, 선유동구곡 

등 역사 문화 경관을 보호하는 한편, 속리산 고지대의 철탑, 시설관리소 등 경관에 위해

가 되는 시설들은 제거하도록 하고, 낙후되거나 주변 경관과는 거리감 있는 휴게소, 화

장실 등을 재정비한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인근 마을을 문화자원으로 삼아, 관광 활성

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외관 , 거리 정비 등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유

지·관리한다.

6) 생태적 환경

가) 현황

  속리산은 우리나라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중앙부에 위치하였다[그림36]. 속리

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줄기 백두대간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백두

대간 야생 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자 위해 육교형 생태통로(2005년)와 지하터널형 

생태통로(2012년)를 조성하였고, 훼손된 곳의 식생을 복원하고자 

했다[그림38]. 속리산 국립공원은 메인구간에 한하여 이용행태 및 수용력 연구를 진행

하고 있지만, 공원의 면적 자체가 넓고 은 탐방로가 산재해 있어 많은 이용에 따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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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환

경

6. 

생

태

적

환

경

6.1 생태 환경 보호

육교형 생태통로 조성 2005년 1개소(상주시)

지하터널형 생태통로 2012년 1개소(환경부)

메인구간에 한하여 이용행태 및 수용력 연구

개방 탐방로 수용범위 제한 없음

(비개방 구간은 전면 금지) 

산간지역: 동물의 배설물, 사체 등에 의해 

수질 관리의 어려움

하천 상류지역: 농경지 퇴비, 화학비료, 휴게소 등 수질 관리의 

어려움

<표 42>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생태적 환경

<그림 39> 탐방이용에 따른 서식 범위 축소: 자동차, 야영장 등으로 소나무림 훼손 (출처:김수진)

<그림 36> 백두대간
(출처:김수진)

<그림 37> 속리산 관통하는 도로
(출처:김수진)

<그림 38> 생태통로
(출처:김수진)

으로 서식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법주사 소나무림 등 일부 탐방로 주변 식물들

은 야영장 이용. 차량진입 등으로인해 서식지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그림39].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 산간지역은 동물의 배설물, 사체 등에 의해 수질 관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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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세부 조사항목 결과

1.

환

경

오

염

실

태

조

사

2) 환경오염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질오염원 관리: 지자체 지침에 의거 

수질 측정 망 운영

(계곡·하천수, 먹는물, 오수처리방류수 대상)

② 환경오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③ 환경오염 관리를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비점오염원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 

동물 배설물, 사체, 농경지 퇴비 등

<표 43>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환경오염 실태조사 (관계자 인터뷰)

구 분 문 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

속리산국립공원

쌍곡분소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

쌍곡

탐방지원센터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

화양

탐방지원센터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

법주화장실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

만수리화장실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

<표 44>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생태환경 관리 현황 (관계자 설문)

이 있고, 하천 상류지역은 농경지 퇴비, 화학비료, 휴게소 등으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표44]. 

나) 관리방안

   속리산의 생물자원은 식물 1,055종, 포유류 20종, 조류 87종 등을 포함하여 약 

3,000여종의 생물자원이 서식하고 있는데, 해발 600m를 경계로 위쪽은 서어나무, 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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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환

경

6. 

생

태

적

환

경

6.1 생태 환경 보호

백두대간 권역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식생지 복원 등을 통해 

생태축 연결(과거 문장대 휴게소가 철거지 등)

이용행태와 수용력 산정 연구 구간을 훼손지역, 보호지역으로 

확대  → 탐방행태 유도, 서식지별 적절한 보호시설 설치

(매표소~세심정, 오리숲 등 소나무림과 법주사 등 사찰주변지역 

소나무림)

수질측정망을 통해 수질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혜택 

제공

<표 45>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생태적 환경

나무, 졸참나무를 주축으로 한 활엽수림이 발달하였고, 아래쪽은 소나무림이 주축을 이

루고 있으며, 주요 식물로는 꼬리겨우살이, 회리바람꽃, 자주꿩이다리, 백작약, 돌단풍, 

생열귀나무, 산오이풀, 노랑갈퀴, 깽갱이풀, 대팻집나무, 털노박덩굴, 회양목, 망개나무, 

금강제비꽃, 등대시호, 애가참반디, 산앵도나무, 큰앵초, 미선나무, 두메닥나무, 노각나무, 

당개지치, 가는잎향유, 자란초, 참배암차즈기, 산토끼꽃, 소경불알, 털댕강나무, 벌개미취, 

솔나리 등이 자생하고 있고, 주요 동물로는 담비, 삵, 하늘다람쥐, 수달 등 멸종위기야생

동물 12종이 서식하고 있다(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2003).

  이렇듯 속리산 국립공원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전관

리계획 수립 아래,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며, 백두대간 권역 생태축 

단절에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식생지 복원 등을 통해 생태축을 연결하도록 한다. 특히 

백두대간 권역 중 과거 문장대 휴게소가 철거된 곳에 식생을 복원하도록 하며, 마찬가지

로 추후에 철탑과 관리시설물이 제거될 경우, 제거된 지역의 식생을 복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메인 구간에 한하여 이루어지던 이용행태와 수용력 산정 연구는 탐방로 주변 훼

손지역에 적절한 탐방행태를 유도하고, 서식지별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을 매표소~세심정, 오리숲 등 소나무림과 법주사 등 사찰주변지역 소나무림과 

같은 훼손지역과 보호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질

측정망을 통해 수질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시에 농경지 퇴비와 농약 사용

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

술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여, 오염원을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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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사

회

1. 

인

구

1.1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전국대상모집(정규직):　지역거주자 가점 부여

지역대상모집(비정규직): 지역 주민, 충북·경북 소재지 학교 

졸업자 우대

1.2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유지
시민대학을 통해 지역 리더 양성

<표 46>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인구

2. 사회부문

1) 인구

가) 현황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인구의 노령화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있고, 경제 활동 인구 감

소는 모든 농촌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속리산 국립공원도 예외는 아

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인구에 대한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46]. 본 연구의 대상

지인 속리산 국립공원은 지역대상 일자리 채용 모집 시 주민등록상 실 거주민 또는 해

당사무소 권역(충청북도, 경상북도)학교 졸업자와 국립공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를 우대

하고 있으나[그림40], 전국대상모집 의 경우에는 지역 거주자 우대는 불가능하고, 가산

점 혜택이 있다.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관리방향을 알

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이끄는 주민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대

학을 운영하고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시민대학은 2010년부터 운영되었고, 2010년 1

기 22명, 2011년 2기 28명에 이어 2012년 3기 졸업생 21명이 총 11강좌를 마치고 

졸업했다. 속리산국립공원 시민대학은 환경, 건강, 교양강좌와 명사특강 등 다양한 강좌

로 운영되고 있다. 

나) 관리방안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기존의 지역 주민과, 속리산 국립공원 권역 학

교 졸업자 우대 등을 지속할 수 있겠고, 다른 측면으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는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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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사

회

1. 

인

구

1.1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지역대상모집(비정규직): 지역 주민, 충북·경북 소재지 학교 

졸업자 우대

노인층 인구의 활동 확대: 전통 문화 전승자 및 해설자

1.2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유지

시민대학 교육 과정에 국립공원 관리 기술 등 기술 교육 추가

미래세대 환경 리더 양성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체험활동 시행

<표 47>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인구

<그림 40> 속리산 국립공원 채용 정보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

층이 지역 마을에 관광 사업으로 야기되는 마을 내 갈등 문제에서 해결사로서, 지역의 

전통 문화 전승자 및 해설자로서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층에게도 교육을 통해 역할을 부여하는 차선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기존에 운영되던 시민대학교의 경우 환경, 건강, 교양강좌, 명사특강에 기술 교육을 

추가하여, 시민대학이 국립공원과 지역발전에 실질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미

래 세대의 환경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도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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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사

회

2.

커

뮤

니

티

2.1 커뮤니티 조직 구축

다른 국립공원과의 정보 교환: 담당자별 인맥을 통한 관리.

공원관리협의회, 지역 이장단 회의 등: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체계 

및 운영 미흡

페이스북 등 가상 커뮤니티 운영

<표 48>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커뮤니티

<그림 41> 속리산국립공원 페이스북, 트위터 
(출처: http://www.facebook.com/songninationalpark/, http://twitter.com/songnisan)

2) 커뮤니티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원의 커뮤니티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48]. 속리산 국립공원과 다

른 국립공원 간 정보 교류는 담당자 개인의 인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이나 분야는 공원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지원 사업, 

시설정비가 있지만, 공원관리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단속, 규제)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표49]. 탐방객과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가상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날씨, 뉴스레터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41].



- 74 -

관리 요소 관리방안

사

회

2.

커

뮤

니

티

2.1 커뮤니티 활성화

다른 국립공원과 네트워크 구축, 워크샵을 통해 정보 교류

시민대학을 통해 양성된 인적 자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가상 커뮤니티 공간에

이벤트, 의견교환 등 탐방객 참여로 쌍방 소통 활성화

<표 50> 지속가능한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생태적 환경

구  분 내  용 세부 조사항목 결과

7.협력

1)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지역주민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이나 분야는 무엇입니까?

공원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및 지원 

사업, 시설정비 등 세 가지 분야

② 지역주민 협력과 관련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공원 관리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단속, 

규제)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타부처 소관 

용도지역지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관리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지자체 공원 내 사업추진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규제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찰 발생

<표 49>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협력: 커뮤니티 실태조사 (관계자 인터뷰) 

나) 관리방안

   담당자의 인맥에 의한 교류에서 다른 국립공원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국립공원 간 

네트워크를 체계를 형성하고,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워크샵, 가상모임 등 지속적인 교

류를 진행하여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시민대학을 통해 양성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국립공원의 가치와 관리 방향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

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단속과 규제로 인한 공원관리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립공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속리산 국립공

원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탐방객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방적 정보제공

을 넘어서 의견 교환, 이벤트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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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사

회

3.

사

회

적

통

합

3.1 국립공원 관리에 

주민들의 공동 참여   
전반적으로 주민 참여 저조

3.2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소외계층(노인,어린이 등) 바우처제도를 통한  

탐방프로그램 운영 

문장대 철계단 미끄러움과 건물 램프 등 약자를 배려한 

시설 보수 요구됨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탐방교육 제공(초대)

교육 통한 일자리 제공 계획은 없음

3.3 방문객과의 일체감 방문 봉사단체를 활용 외래식물 제거활동 전개

<표 51>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사회적 통합

3) 사회적 통합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원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51]. 속리산 국립

공원은 지역은 지역 소외계층(노인,어린이 등)에 바우처제도를 통한 탐방프로그램 운영

하고 있다. 국립공원 바우처 제도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유료인 국립공원 생태관광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자연환경안내원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사무소의 접근로는 대부분은 [그림44]와 [그림

47]처럼 램프로 연결되어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두었지만, 

[그림42]과의 법주사 탐방지원센터와 [그림43]와 같은 간이 재래식 화장실에는 램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

면 수세식화장실의 연결 파이프가 얼어 터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 늦가을~겨울철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폐쇄하고, 근처에 있는 간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장

애인이나 노약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속리산 국립공원 문장대의 

높이는 1054(m)로, 험준한 기암 위에 난간과 철재 계단을 이용해 전망대를 마련하였는

데[그림45], 문장대 정상은 바람이 거세고, 철재 계단이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왔을 때

에는 미끄러움에 의한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그림46]. 

  또한 속리산 국립공원은 속리산을 방문하는 봉사단체를 통해서 외래식물 제거활동 등

을 시행하고 있어, 탐방객이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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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 백두대간 지킴이

• 장소: 갈목재/버리미기재

• 시간: 1일 5시간

• 주요활동:

①백두대간 입구 및 샛길출

입금지 캠페인

②샛길출입자 계도

‣인간과 말, 유쾌한 만남

• 장소: 공원 내 원형마장

• 시간: 1일 3시간

• 주요활동

①탐방객 승마체험 및 기마

순찰 운영지원

②마필․마사관리 

‣국립공원을 청결하게

• 장소: 탐방로

• 시간: 1일 3시간

• 주요활동

① 탐방로 변 쓰레기 수거

②각종 쓰레기 방출행위 계도

‣소중한자연! 우리가지킨다.

• 장소: 공원 내 생태계 교

란식물 분포지역 (정이품송 

하천 변, 구병리)

• 시간 : 1일 3시간

• 주요활동

①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돼지풀 등) 

<표 52> 속리산 국립공원 자원 봉사 현황 (출처: 국립공원 관리 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그림 42>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출처:김수진)

<그림 43> 간이 화장실
(출처:김수진)

<그림 44> 법주화장실
(출처:김수진)

<그림 45> 문장대 정상
(출처:김수진)

<그림 46> 문장대 철계단
(출처:김수진)

<그림 47> 화양동 탐방지원센터
(출처:김수진)

주고 있다. 

그 밖의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원 봉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표52]. 그러나 주민들의 경

우, 대부분은 농민, 상인들로 생업활동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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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사

회

3.

사

회

적

통

합

3.2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소외계층(노인,어린이 등) 바우처제도를 통한  탐방프로그램 

운영 

전망대의 난간 및 계단 등 위험 구역에 안전성 확보: 

문장대 철제 계단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정비

(출입문 폭 조정, 진입로 램프 설치: 법주사 탐방지원센터, 간이 

재래식 화장실) 

3.3 방문객과의 일체감 방문자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활성화

<표 53>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사회적 통합

나) 관리방안

  속리산 국립공원 내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장대의 철제 

계단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새로 설치되는 탐방로 데크, 계단 바

닥 등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 마찰력 있는 마감재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 노약

자 등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데, 특히 늦가을과 겨울철 동파의 우려로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간이 화

장실에도 램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경제부문

1) 소득

가) 현황

  속리산 국립공원의 소득 관련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54]. 속리산 국립공원은 해

당 구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동물 피해울타리 설치를 지원(금액의 80%)하고 

있으며, 소규모이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국립공원 특산품 직거래 장터

에서 국립공원 마을지구농산물을 대신 거래해주고 있다. 현재 길가에 상점들은 개별적으

로 운영이기 때문에, 농산품 원산지 등에 대해 확실한 보장이 어렵다[그림48]. 일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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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 (출처:김수진)

관리 요소 현황

경

제

1.

소

득

1.1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의 인력, 기술, 

산업 이용

대추축제, 단풍가요제 등 행사 있으나 공원에서 직접 주관하여 

기여하는 소득창출 사업은 없음

1.2 지원

현 지역사회 요구사항은 단발적인 물리적 지원만을 요청

(일손 돕기, 땔감지원, 행사 후원금 등) 

야생동물 피해울타리 설치 지원(80%)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북한산 국립공원 직거래 장터로)

산불감시원, 수시인부(청소, 식물원 관리) 단기채용

국립공원 지킴이(1년 재계약-순찰, 재난) 채용

<표 54>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소득

관련되어서는 산불감시원, 수시인부(청소,식물원관리) 단기채용이 운영되고 있고, 순찰,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공원 지킴이를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방안으로 채용하고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대추축제, 단풍가요제 등 행사가 있지만, 공원에서 직접 

주관하여 기여하는 소득창출 사업은 없으며, 지역사회와 국립공원이 상호 협력이 아닌 

일손 돕기, 땔감지원, 행사 후원금 등 지역사회는 단발적인 물리적 지원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관리방안

  속리산 국립공원의 경제적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속리산 국립공원 권역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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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현황

경

제

1.

소

득

1.1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의 인력, 기술, 

산업 이용

사찰, 마을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화 개발 

(힐링 여행, 문화체험 등)

봉사활동을 통한 국립공원 관리: 인센티브 제공

활동 우수자 수상 및 소정 물품 제공 등 혜택 마련

속리산 국립공원 지정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지역 특산물 

장터 운영

속리산 국립공원 브랜드를 상품화 하여 판매: 기념품 제작

1.2 지원

지역주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시 홈페이지, SNS, 안내 지도를 통해 배포 등 무료홍보

지역주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및 승인 등 경제적 영역에서 무료 

상담 지원 제공(SNS 상담, 상담지원센터 등)

<표 55>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방안: 소득

자연·문화 등의 자원을 상품화 하도록 한다. 사찰과 연계한 힐링여행, 사찰체험, 지역 

특산품을 상품화한 대추 마을 체험, 구곡 문화체험 등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상품화 한

다. 또한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인정한 지역 특산물 장터를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근처

에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특산물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창출을 도모한다. 기념품 제작 등 속리산 국립공원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

여 판매하고, 봉사활동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봉사활동 참여 증대로 국립공원 관

리를 유도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한편, 지역주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경

우, 국립공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안내지도에 무료 홍보를 제공하여, 지속가능

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영역에서 무료 상담을 지원

하도록 하는 등 단발적인 물리적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하

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 관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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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세계는 1987년 노르웨이 수상 브런트런드가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rture)"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안하면서부터 그간의 산업화를 통한 급속

한 성장과 개발 따른 부작용에 대한 위기의식을 직면하게 되었고, 범지구적으로 지속가

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지속해왔다.

  한편 국립공원도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소득증대, 자동차 보급 증대,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국민의 사고방식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

면서,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활동이 이어졌으나, 개발과 이용 중심의 관리 

및 운영은 자연환경의 훼손, 환경오염 유발, 역사유적의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전·보호해야 한다는 동기가 부여되면서 국립공

원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큰 

패러다임 아래 환경적 측면 그리고 보전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환경문제에서 환경과 사회, 경제적 측면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는 희

생되기 쉬운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전 중심의 환경 관리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과 공평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가치를 

묶는 개념으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의 관리는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로, 기존 관련 지표 사례와 

선진 사례를 종합하여 관리요소와 관리방안을 각각 도출하였다, 그러나 유사항목 도출시 

의사결정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립공

원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수

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리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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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해서 현 세대의 자연 자원을 후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건물

Ÿ 낡고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리모델링하여 개방하는 등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 건축물의 경우는 보존하거나 재

이용하도록 한다.

Ÿ 건물의 친환경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 받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

고, 녹지 공간, 일조권·조망권, 소음 등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에너지

Ÿ 공원 운영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도록 하고,

Ÿ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 

우수활용 시설, 중수시설, 절수형 기기 등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

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한다.

(3) 폐기물

Ÿ 폐기물 감축에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통해 퇴비화를 시행하고, 직원과 방문자

를 위한 폐기물 처리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도입하도록 한다.

(4) 교통

Ÿ 탐방객의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교통 관광을 유도하도록 하는

데, 자전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편의시설 등 기반을 마련하며, 대

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보행을 활성화 하도록 한

다.

Ÿ 국립공원 관리 시 교통의 환경 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카풀을 시행하고, 

순찰시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 자동차 등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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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립공원 순찰 차량에는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 경관

Ÿ 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 문화, 예술 경관 등의 자원을 지원

하고, 

Ÿ 시설 정비와 경관 위해요소 제거를 통해 경관을 보호하도록 한다. 

(6) 생태적 환경

Ÿ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며, 방문객 이용행태와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환경 수용력 내에 탐방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오염원

의 경우 오염원을 감축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시행

한다.

2.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고, 국립공원을 통

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삶의 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 인구

Ÿ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공원 관련 일자리 채용 시 지역 청년 할당

제 등을 시행하거나, 노년층이 청년 인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Ÿ 지역교육기관 등을 통해 공원 관리 기술교육제공 수료증 자격증 부여한다.

(2) 커뮤니티

Ÿ 다른 국립공원과의 교류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간, 탐

방객과 국립공원과의 커뮤니티 조직을 구축하고, 

Ÿ 시설 계획으로는 커뮤니티 센터 및 공간을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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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통합

Ÿ 주민 참여의 다양한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립공원 관리에 주민들

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고

Ÿ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기술교육 후 국립공원 관련 업종에 

일자리 제공,

Ÿ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탐방 배려를 하도록 한다.

Ÿ 방문객과의 일체감 위해 방문자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의식을 

고취시킨다.

3.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해서는 경관의 조성과 관리에 거의 비용이 들

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소득

Ÿ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자연 문화 예술 관광자원을 상품화 하고,

Ÿ 지역주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및 승인 등 경제적 영역에서 무료 상담 제공하는 

한편, 

Ÿ 국립공원 권역에서,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무료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단발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

도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고찰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후, 지속가능성의 

개념 아래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연구 

사례와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목표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통해 지속가

능성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립공원 관리 시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의 개념과 범위를 고찰하여,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연구 사례에서 지

표 사례들을 종합하여 각 지표의 주제별로 영역을 분류하고, 각 영역에 따라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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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관리방안의 선진 사례들을 유형화 하였다. 기존 국립공원 연구의 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나아가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립공원은 자연자원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개념이 다루어져야 하

는 분야이지만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중 국립공원과 관계된 지

표 개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

된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사례들을 선진 국립공원 사례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관리 차원

에서 정리 종합하였다.

  셋째, 도출된 관리방안을 우리나라 속리산 국립공원에 적용함으로써, 관리방안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은 환경·사회·경제 측면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국립공원의 지

속가능한 관리,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발전,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자료 등 국립공원 관리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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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환

경

생물종

다양성

생물

서식지

생태환

경

생태

환경

생물종 다양성 확보

친수환경 조성
종다양성 확보 생물종 다양성

서식처 보존 및 복원

생물종 보존자연의 

보전

및 복원
생물 서식지 보존

자연자원 다양성

수질 관리생태적 환경 조성

자연자원 보전

물
주민들의 보전 의식 

함양

생물 이동통로주민들의 복원 및 보전 

활동

경관

수질관리

경관

자연경관 보존

- -

자연경관 보존

자연경관 훼손 방지
자연경관 훼손 

방지

<부록 1> 기존 연구를 대상으로 관리 요소 도출과정

부록

‘부록 1’

기존 연구를 대상으로 관리 요소를 도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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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환

경

토지
토지이

용

토지이

용

토지

이용

녹지 자원 보존

접근성

기개발지 및

오염된 토지 이용

기개발지 및

오염된 토지 이용

적정인구, 밀도

교통 거리 최소화

보행 환경 쾌적성
보행친화

녹지자원 보존

교통
교통 및 

통신

교통 및 

통신
교통

차량이용의 편의
환경 친화적 주차 교통 수요 저감

친환경 교통: 

환경부하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우수 지하 침투 공동 사용 활성화

교통수단의 자원성

대체 교통수단 체계 주차시설 환경부하 감소

친환경 교통수단
대중교통 수단 접근성 

제고 보행 활성화

주택 -
주거환

경
건물

주택 보급

-

쾌적한 빛 환경 건축 재료의 

친환경성건축 재료의 친환경성
쾌적한 음 환경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마을 정체성효율적 관리 체계
마을 정체성과 연계

재생산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

에너지

와 기후

에너

지

재생산 에너지
-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생산

에너지 보전과 효율성 청정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효율 제고

폐기물 

관리

에너지 

및 자원

재료 및 

자원

폐기

물

폐기물 감소

재활용 시설 접근성 건설 폐기물 감축

폐기물 감소
재활용 시스템

재활용 시스템폐기물 관리 교육

<부록 1> 기존 연구를 대상으로 관리 요소 도출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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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사

회

커뮤니

케이션

사회적 

개발

사회 

개발

커뮤

니티
정보 교환 시스템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강화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인구

인구 -

마을 인구 증가

- 인구증가보건

사회적 

혼합

마을 계층별 구성

정신적 

지속성
정신

적 

지속

성

커뮤니티 통합

- -

주민참여 활성화

안전성
주민 유대감 사회적 혼합

교육 교육 - 교육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환경교육, 자연학습 - 교육

예술과 

레저
문화유

산

역사 

보존

역사

문화

문화유산 보전
문화유산의 보존

역사, 문화자원 

보존 및 재이용

역사·문화 보존 

및 재이용
지역 특성 반영

문화적 

지속성
문화 프로그램 개방

지역 및 

국립공원의 특성 

반영
한국적 아이덴티티

<부록 1> 기존 연구를 대상으로 관리 요소 도출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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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사례1 사례2 사례3 결과

경

제

소득
경제의

개선

경제의 

개선
소득

마을 소득 증대 경제활동시설의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및 

국립공원의 자원 

이용
재생가능 산업 유치

시장성 식료품 자가 공급

식품의 지역생산미래 개발 공간
생산과 

분배
농업 

경제 

유지

마을 자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지원

주민취업 증대

인프라시설 조성고용 및 

인력
일자리 창출 미래 개발 공간

-
재해예

방

재해 

예방 및 

대비

재해

예방
- 재해지역 관리

홍수대비 안전 확보
재해지역 관리

우수 부하 저감

<부록 1> 기존 연구를 대상으로 관리 요소 도출과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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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김수진입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항목에 대하여 실무에 

계시는 전문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전문가 설문은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항목이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개괄적인 설명과 도출된 국립공원 관리방안 항목을 

참조하시면서 다음의 관리방안이 실무에 계시는 전문 관계자 분들께서는 관리방안

이 국립공원 관리방안으로 적합한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설문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정확하고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해주신 설문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e-mail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김수진

C.P: 010-8611-4257

E-mail: owho_ne@naver.com

‘부록 2’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준거의 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검증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전문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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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관리방안 실천 수정 제거 이유

1.

건

물

1.1 기존 건물 

재사용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 

1.2 건축 재료의 

친환경성
친환경 건축 재료 사용 

1.3 건축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우수관리 등 건축물 내 

에너지 절약 시설 도입 

건축물 내 신재생 

에너지 도입

2.

에

너

지

2.1 에너지 생산
공원 운영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이용

2.2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폐

기

물

3.1 폐기물 감소

퇴비화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행 

방문자의 쓰레기 처리 

용이를 위한 표지판 

개선 및 재활용 통의 

통일화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처리 교육 및 

캠페인

3.2 재활용 

시스템

종이봉투, 종이가방 등 

재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도입

<설문-1> 

<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 국립공원의 환경적 지속가능한 관리요소는 크게 건물, 에너지, 폐기물, 교통, 경관, 생태적 환경

으로 나뉘며 세부 관리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 관리방안 중 제거(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및 수정해야 할 요소에 체크하여 주시고 

간단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빈칸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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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관리방안 실천 수정 제거 이유

4.

교

통

4.1 친환경 

교통: 

환경부하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자동차 제한 구역 

보행 활성화

카풀(Car-Pooling) 

시행

순찰 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이용

국립공원 내 순찰 

차량에 고효율 타이어 

도입

5.

경

관

5.1 경관보호

지역 농업 등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문화·예술 경관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시설정비를 통해 

위해요소 감소 

위해 요소 제거

6.

생

태

적

환

경

6.1 생물종 

다양성 확보

단절된 녹지축 연결 

방문객 이용 행태와 

생태 환경 모니터링 

실시

환경 수용력 범위 

내에서 탐방 유도 

탐방객의 생물 보호 

비용 지불

<설문-1> 계속 

내용 이유

[추가: 추가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적고 그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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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관리방안 실천 수정 제거 이유

1.

인

구

1.1 인구 증가

공원 관련 업종에 지역 

청년 할당제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공원 관리 기술 쇠퇴를 

막기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게 

공원관리 및 경영 기술 

교육 제공

2.

커

뮤

니

티

2.1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다른 국립공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등으로 정보 공유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공원관리유도

탐방객과의 인터넷 가상 

커뮤니티 구축

2.2 커뮤니티 

시설 계획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센터 및 공간 조성

3.

정

신

적

지

속

성

3.1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의 다양한 

기회 제공

3.2 사회적 혼합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기술 교육 후 국립공원 

관련 업종에 일자리 

기회 제공  

방문자의 봉사활동 등  

방문자 참여 기회 제공

<설문-2> 

2.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 국립공원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관리요소는 크게 인구, 커뮤니티, 정신적 지속성으로 나뉘며 세

부 관리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 관리방안 중 제거(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및 수정해야 할 요소에 체크하여 주시고 

간단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빈칸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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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유

[추가: 추가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적고 그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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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유

[추가: 추가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적고 그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관리요소 관리방안 실천 수정 제거 이유

1.

소

득

1.1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의

인력, 기술, 

산업 이용

종자 등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에 대해 펀드 

시행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의 

공원 관리 참여

자연· 문화·예술 자원 

관광 자원의 상품화

1.2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및 승인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무료 상담을 통한 지원

지역주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시 무료 홍보

일자리 창출

2.

절

약

2.1 자원 절약을 

통한 비용 

절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절약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절약

고효율 제품 이용 장려

<설문-3>  

3.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 

- 국립공원의 경제적 지속가능한 관리요소는 크게 소득, 절약으로 나뉘며 세부 관리방안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세부 관리방안 중 제거(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및 수정해야 할 요소에 체크하여 주시고 

간단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빈칸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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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소 관리방안 실천 현황

환

경

1. 

건

물

1.1 기존 건물 

재사용

사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재사용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재이용

1.2 건물의 

친환경성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쾌적한 환경

2. 

에

너

지

2.1 에너지 생산
공원 운영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이용

2.2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우수관리 등 건축물 내 에너지 

절약 시설 도입

3. 

폐

기

물

3.1 폐기물 감소

퇴비화 시행

직원과 방문자를 위한 폐기물 

처리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종이봉투, 종이가방 등 재활용 

가능한 콘텐츠 도입

4. 

교

통

4.1 탐방객 이용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자동차 

의존도 줄이기

자전거 도로, 표지판, 보관소 

등 자전거 편의시설 마련

대중교통 활성화

자동차 제한 구역

보행 활성화

<설문-4>

‘부록 3’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조사: 관계자 설문 (1)

1. 다음은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의 관리 현황 조사를 위한 표입니다. 해당 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리방안에 V표시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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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립공원 관리 

시 교통의 

환경부하 저감

카풀(Car-Pooling) 시행

순찰 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등 이용

국립공원 내 순찰 차량에 

고효율 타이어 도입

환

경

5. 

경

관

5.1 경관보호

지역 농업 등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문화·예술 경관에 지원을 통한 

경관 보호

시설정비를 통해 위해요소 감소 

위해 요소 제거

6. 

생

태

적

환

경

6.1 생물종 다양성 

확보

단절된 생태축 연결

방문객 이용 행태와 생태 환경 

모니터링 실시

환경 수용력 범위 내에서 탐방 

유도 

오염원 관리

사

회

1. 

인

구

1.1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공원 관련 일자리 채용 공고 시 

지역 청년 할당제

1.2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유지

지역 교육 기관 등을 통해 공원 

관리 기술교육 제공, 

수료증·자격증 부여

2. 

커

뮤

니

티

2.1 커뮤니티 조직 

구축

다른 국립공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국립공원과 지역사회 간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공유· 

공원관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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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객과의 인터넷 가상 

커뮤니티 구축

2.2 커뮤니티 시설 

계획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 센터 및 

공간 조성

3. 

사

회

적

통

합

3.1 국립공원 

관리에 

주민들의 공동 

참여   

주민 참여의 다양한 기회 제공

3.2 주민 간 

일체감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기술 

교육 후 국립공원 관련 업종에 

일자리 기회 제공  

3.3 방문객과의 

일체감

방문자의 봉사활동 등 방문자 

참여 기회 제공

경

제

1.

소

득

1.1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의

인력, 기술, 

산업 이용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의 공원 

관리 참여

자연· 문화·예술 자원 관광 

자원의 상품화

1.2 지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및 승인 등 경제적인 영역에서 

무료 상담을 통한 지원

지역주민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시 무료 홍보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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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관리 및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조사계획

일정 2012. 9. 26 ~ 28, 2012. 11.29 ~ 30

답사장소 속리산 법주사본소

‘부록 4’ 속리산 국립공원 현황 조사: 관계자 설문 및 인터뷰 (2)

▍인터뷰

구  분 내  용 세부 조사항목 인터뷰 결과

1.환경오염 

실태조사 

1) 탐방객의 불법, 

무질서 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만약 일어나고 있다면 불법, 

무질서 행위 종류는 어떠한 

것입니까?

②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 오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2) 환경오염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② 환경오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③ 환경오염 관리를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사전

예약제 

1)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만약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② 사전예약제 운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③ 만약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공원 내 

사유지 매수

 1) 현재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계획) 

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매수(계획)하고 있다면 사유지 

매수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②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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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세부 조사항목 인터뷰 결과

4.입장료 

징수제도

 

1)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면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② 만약 입장료 징수를 

폐지했다면 그로 인한 

예산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③ 국립공원입장료 징수폐지 

이후의 민원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사찰/ 

국민들 사이의 갈등문제)

5.자연공원 

1) 생태계 특성

2) 문제점

6.탐방객

관리

1) 공원 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만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7.협력

1) 지역주민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지역주민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안이나 분야는 무엇입니까?

② 지역주민 협력과 관련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2) 타부처 소관 

용도지역지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① 관리상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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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

주요시설

규모 및 시설 

개소수, 

단위표기,

조성년도

(㎡, 평, m, 

년도)

자연친화성 평가

(5, 4, 3, 2,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래 범례 번호 

표기 혹은 간략 

서술)

자연친

화적 

입지

자연친

화적 

설계 

및 

설치

자연친

화적 

운영 

및 

관리

공공
시설

공원(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기타(              )

휴양·
편익
시설

야영장

공중화장실

전망대

물놀이 시설(수영장)

청소년시설

휴게소

기타(              )

교통·
운수
시설

탐방로

주차장

도로

로프웨이, 삭도

기타(              )

문화
시설

자연학습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동물원

식물원

기타(              )

보호·
안전
시설

훼손지복원,사방공사

수변 호안

기타(              )

부대
시설

옥외광고물, 간판

오수/오물처리장

기타(              )

기타

번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2 계곡 등 환경오염의 위험 및 산사태나 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대책 고려
3 외관 색상의 주변경관과의 조화 고려가 필요
4 외관형태(구조포함)의 주변 경관과의 조화필요
5 목재, 돌 등 천연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6 유해물질 저함유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7 노약자 및 장애인, 임신부에 대해 배려하는 설계를 하여야 함
8 지형, 식생 등 자연훼손이 없어야 함
9 건물주변에 식재 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함
10 오폐수 처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 설비를 갖춰야 함
11 자연친화적 복원이 필요함

▍공원 내 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 항목

※ 자연친화성평가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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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외벽에 빛의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경표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숙박시설, 설비유지/운영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가

건물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건물명: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권고 사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외벽에 빛의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경표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숙박시설, 설비유지/운영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가

건물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건물명:  속리산국립공원쌍곡분소 )

< 다음은 자연공원 건물(시설)의 친환경성에 대한 전반적이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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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외벽에 빛의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경표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숙박시설, 설비유지/운영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가

건물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건물명: 쌍곡탐방지원센터 )

권고 사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외벽에 빛의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경표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숙박시설, 설비유지/운영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가

건물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건물명:  화양탐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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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외벽에 빛의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경표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숙박시설, 설비유지/운영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가

건물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건물명:  법주화장실 )

권고 사항
평가

미흡 보통 우수

건물 앞 녹지 공간 확보가 충분한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가

외벽에 빛의 반사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경표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을 하는가

우수활용시설이나 중수시설을 설치하는가

옥상 및 벽면녹화를 하는가

화장실의 물절약 설비를 설치하는가

태양열,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가

도로변에 동물이동통로, 습지 등 생태서식공간은 조성 
하였는가

친환경 탐방문화 홍보 자료를 비치하였는가

숙박시설, 설비유지/운영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가

건물내 소음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건물명: 만수리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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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In the Case of the Songnisan National Park

KIM, SUJ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Kim, Sungkyun

  

  As the industrialization cause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natural resource 

depletion, and fragmentation of human relationship,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which is an alternative for the industrialized reaction that doesn't hinder the 

ability to satisfy the necessity of future generation and satisfy the necessity of 

current generation at the same time, is rising as a big issue at each discipline. 

Meanwhile, urbanization, increase of the income, supply enlargement of 

automobiles, reduction of working time, variation of outdoor recreation 

according to the industrialization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the sights such 

as national park and the negative effects which are the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the induc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he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and so on.  As such, it motivates the national park to be 

preserved and protected.

  The researches were performed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on the 

base of big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it doesn't seem that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focused on preservation can entirely cover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because there is relative relationship, which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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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ne factor would be sacrificed if the other factor should be accomplished 

amo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the development that satisfies the 

necessity of the current generation without losing the ability to satisfy the 

necessity of future generation, and entirely includes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sides as the concept that knits environment protection, supply for 

the future, quality of life, and justice of lif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achieve 

successful sustainability only when it includes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sides for the sustainable national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ystematic, synthetic, sustainable national park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sides for the 

current and next generations.

  For the study, the management elements were created through case study 

for the similar development of index after investiga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sustainability, and a plan for sustainable national park management, 

which is in force in England, USA, Australia, and Japan, was created through 

the study for the advanced cases. The plan for the sustainable national park 

management was provided by d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plan through the 

survey for experts after stereotyping the management plan for the advanced 

cases according to the management elements. Finally, the applicability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the plan created to the Sokli mountain national park.

  

  As such, the sustainable management plan for national park created has 

significance in respect of deduc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by 

seeking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sides at the same tim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lan can be utilized as the base line data for the 

management plan such as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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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and development of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ark, and the 

data for making the evaluation index for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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