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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책건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 최근 들어 환경오염의 폐해와 자연․문화자원 보존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 인   

개발방식, 자연생태보존  자연체험 개발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람형에서 시간소비형 여가패턴으로 바 고 있는 추세임. 

한  당일여행보다는 1박 2일 이상의 숙박여행에 한 수요가 늘어나고, 야외 휴양활동에 한 심이 

증 되어 체험/모험형 여행과 생태  등 특수화된 여행이 늘어나고 있음. 이미 자녀들의 자연학습

과 장체험 활동에 한 수요가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년층에서는 주말농장 등을 이용한 농

사체험이나 농 을 통한 야외 휴양수요 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는 환아시아의 국제  거 도시로서 600년의 역사유물, 백제문화의 역사  경 뿐만 아니

라 도시의 활발함과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도심형 자연생태자원이 공존하고 있음. 한 한

강과 선유도, 서울월드컵공원, 뚝섬 숲 등과 인근 습지자원, 양재천 등의 34개 지천과 새로 복원될 청

계천 등 녹지축과 수경축을 심으로 자연생태 자원이 풍부함 

❍ 그러나 생태 의 수익모델이 없고 자연생태자원의 상품화가 미흡하여 자연생태자원의 가치와 잠재

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미진한 

이유는 시장규모의 소, 수도권  강원 일부 지역과의 자연자원 랜드 가치열세 등에서도 기인하

지만 서울의 ‘친환경 인 아름다운 생태도시’로서 도시이미지 마 의 미흡에서도 문제 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  활성화는 방문객의 생태  특성과 수요조사를 통

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과 마  략의 수립이 긴요함. 동아시아 거  도시(역사문화와 자연환

경의 결합)로서 도시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당일생활권내에 렴한 여가 로그램 개발은 시민의 여

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인 라의 확충과 국제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함

2. 연구의 목

❍ 본 연구의 목 은 서울시 생태 자원의 황 악과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생태 상품

을 선정/개발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마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구체 으로는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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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생태 자원의 분포 황  특성 악 

   - 주요 조사 상 생태지역에 한 생태 활동 수요조사  

   - 경쟁력 있는 생태 상품 발굴  활성화 방안 수립

   - 서울시민  국내․외 객을 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가능한 도심형 생태  로그램 제시  

 

3. 연구의 범   방법 

❍ 문헌  련 자료 분석
   - 생태 의 이론  검토

   - 생태 자원 황의 악

   - 해외 주요 도시의 생태  운  사례 조사 

❍ 장 조사/탐방  계자 면담․설문조사

   - 생태 상품 발굴을 한 장 탐방  조사 

   - 생태해설 로그램 모니터링  생태해설사 심층 면담   

   - 환경해설 련 회 계자 면담

   - 생태탐방객(청소년/성인) 상의 생태 활동에 한 인식과 수요조사

❍ 자료화  지도화
   - 서울시 생태 자원 분포도  생태 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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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흐름도 

•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작성

문화관광, 생태관광 수요 증가

도시생태자원의 가치 증대

생태관광자원 수요 조사

•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현황

• 생태관광자원 시장 선호도

홍보 및 정보제공 서비스방문객 기반시설

생태관광자원 현황 조사

• 생태관광자원 유형분류

• 생태관광자원 분포현황

생태관광 이론 해외사례검토

이론적 논의

생태관광 시장 조사

생태관광상품 개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자원 유형별 관광상품화
지역별 관광상품화

• 권역구분

• 권역별 체험테마 설정

• 인접지역 연계 관광상품화

(환경)해설프로그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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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울시 생태 자원의 분포  활용 황

1. 분포 황 

❍ 도시생태 황도(비오톱유형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개발지역은 체 면 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림, 경작지 등 미개발지역임. 수치로 볼 때 녹지가 차지하는 면

이 넓지만 이들의 부분은 도시 외곽에 치한 자연공원임  

❍ 생태 자원의 유형 분류 

   - 생태 자원의 분류체계는 분류 기 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함. 본 연구의 상은 서울시라는 특

정 도시지역내에서 행해지는 생태 이므로 도시환경임을 감안한 자원분류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비오톱유형으로 작성한 도시생태 황도를 기본으로 하여 생태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합한 생태 로그램을 개발, 상품화 하고자 함. 따라서 비오톱의 유형  

생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되는 산림지 비오톱(24.46%), 하천  습지 비오톱

(8.29%), 경작지 비오톱(4.94%), 조경녹지 비오톱(2.79%) 등으로 생태자원을 분류함

   - 즉 산림자원, 하천자원, 습지자원, 경작지 자원, 조경녹지자원으로 구분하여 근함

❍ 도시화된 지역으로서의 서울시 자연환경을 2000년에 발간된 도시생태 황도를 기본도면으로 하여 살

펴보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개발규제 상이 되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태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

역, 서울시지정보호수, 생태계보 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활용 황 

❍ 서울시의 자연생태자원의 이용형태가 경 의 감상, 등산과 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한 생

태공원 탐방객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이 등학생과 주부로, 부모가 동반한 등학생의 

자연학습이 심을 이루고 있음

❍ 북한산국립공원의 방문객 황은 여름이나 가을, 주말에 집 으로 몰리는 경향으로 보아 주로 등산

객임을 알 수 있음. 이용객의 집 으로 산림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며, 다양한 생태탐방 로그램과 

교육 로그램으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자연보 을 한 행동지침을 인식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 재 마련되어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시설을 보면,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뚝섬이나 

반포한강시민공원 등 일부에 불과하며, 부분의 한강시민공원이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단조로

운 체육시설만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이용률 마 도 조함. 한 한강공원 이용시 휴게

시설이 부족하고, 나무와 잔디가 부족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이 제 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교통이 

불편하다고 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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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시 생태지역 자원화의 문제 과 평가

1. 기존 자연생태지역의 자원화 가능성 부족 

❍ 서울의 비오톱 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조경녹지, 경

작지, 하천  습지, 산림지 등의 넓이는 서울시 총면 의 약 40.48%에 해당하는 245㎢에 이르고 있

음. 그러나 이  약 60% 이상이 북한산국립공원 등 시 외곽의 산악으로 일반시민이 등산할 수 있는 

수 이며, 경작지의 경우도 마곡지역이나 문정/장지와 같은 논밭지역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개

발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곧 소실될 지역이어서 자연생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 으로 낮음 

❍ 서울시의 조경녹지지역은 조경수 식재지가 체의 70%수 으로 인공으로 조성된 도시공원, 도로변 

완충녹지, 도로 교차로 녹지 등이 부분이며, 그 외에는 묘지, 묘포장 등으로 이 한 생태 자원

으로는 부 합한 지역임

❍ 서울시 하천  습지지역에서 생태 으로 양호한 진성 습지지역은 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면, 인

공호안, 건천 등 이어서 자연생태 지역으로 개발하기는 한계가 있음

❍ 재 자연생태자원의 보 에 가장 요한 기제는 개발을 제한하거나 삼림, 조수, 천연기념물 등을 법

으로 보호하는 방법임. 이를 해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원, 생태계보 지역, 자연환경보

지역, 문화재보호지역(천연기념물보호구역), 공익임지, 천연산림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등의 형태로 하여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리하고 있음

❍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자연생태지역의 보 을 한 법 (法的) 지정부서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

부, 산림청 등으로 다원화 되어 통합  리와 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이 같이 지방정부  

서울시 각 자치구 차원에서 자율 으로 지정/ 리할 수 없어, 자연생태가 양호하거나 지속가능한 생

태 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도 이를 지방차원에서 자원이나 상품화 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음

❍ 서울과 인근지역의 논․밭을 포함한 과수원과 자연 녹지 등 경작지로 개발가능한 지역은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여가시간의 확 로 텃밭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주로 가족

이나 직장단 의 소일거리나 농사/농 체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간 체류하는 국․내외 

객에게 매력있는 자연생태 자원으로 기능할 소지는 크지 않음

2. 자연생태자원의 생태  상품화에 문제  노정 

❍ 생태자원의 상품화는 환경에 한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행

동규범에 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함. 더불어 생태 에 한 개념과 지속가능한 을 한 보존

윤리의 확립도 요구됨  



vi

❍ 서울시의 생태 은 생태  상품의 개발, 운 , 홍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 을 찾아볼 수 있

음

   - 개발 : 생태 자원의 황 악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극 인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생

태 은 지역의 경제  발 은 물론이거니와 친환경 인 미래 의 형태이므로 자연보존

의 측면에서도 상품개발에 극 으로 나서야 함. 한 서울시의 기존 도보  혹은 문화

 로그램과 연계하면 상품의 다양화와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홍보 :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도 생태 로그램이 나름 로 다양하게 운 되고 있지

만, 이에 한 홍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움. 생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생태 에 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생태 에 한 개념과 보존윤리를 

이용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 우선 으로 생태  자체에 한 홍보가 필요하

기 때문임. 한 생태 지도를 작성하면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악할 수 있으며 개인

객이 코스를 구성할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운  : 아직은 생태 이 기단계라 각 해설 로그램의 운 에 있어서 미비한 이 많음. 이는 

담 부서나 직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한 생태 의 핵심

은 해설 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 생태해설이 자원 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지속 인 지원에 의하여 문 인 생태해설사의 양성, 수  높고 다양한 해설 컨텐츠

와 교재개발을 한 체계 인 운 이 필요함  

3. 생태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평가

❍ 서울방문 객은 부분 서울의 문화상품이나 쇼핑을 해 방문하며, 수려한 자연경 이나 진

귀한 생태자원을 보기 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수도권이나 지방의 호소나 늪, 그

리고 특히 DMZ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객은 자연생태의 찰이나 학술을 목 으로 하는 특별지

역 심 의 형태로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서울의 자연생태계 보 상태가 외국이

나 지방 도시에 비해 상 으로 열 에 있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도 미흡하여 한강 주

변의 습지나 생태계보 지역, 북한산과 같은 산림자원이나 숲속여행 로그램조차도 크게 알려져 있

지 못하기 때문임  

❍ 한강과 그 지천을 심으로 만들어진 자연습지와 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생태계는 수생식물

이 규모로 군집해 있거나, 철새의 주기 인 도래가 이루어지거나, 수서곤충과 조류가 서식하는 등

의 자연형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국내․외 객은 물론 어린

이 교육용 자원으로서의 활용성도 상당하다고 단됨. 더불어 인공 으로 조성되었지만, 길동자연생

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우면산자연생태공원, 아차산생태공원, 수목학습원, 월드컵공원, 용산공원 

등도 훌륭한 운 체제와 해설 로그램을 도입하면 잠재력 있는 생태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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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시 생태  상품개발

1. 서울시 생태 의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대도시 경관이 공존
∙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하여 경쟁력 높음
∙ 기존 문화관광상품이 풍부하여 연계 가능성 높음
∙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 연구 인력 
∙ 다양하고 수준높은 해설프로그램 제공
∙ 생태공원과 자연학습장 시설이 풍부

∙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 생태관광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전달 불가능
∙ 효과적인 홍보 부족 
∙ 전담 부서가 없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움
∙ 해외 및 국내 생태관광 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작음 

기회(O) 위협(T)
∙ 청계천과 난지도와 같은 친환경적 복원 사례
∙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자연자원임
∙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목표 중 하나가
   ‘생태도시’ 추진 
∙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데이터가 풍부하여 신규 생태
   관광 상품 개발의 기초가 됨 

∙ 이미 개발된 생태관광지들과 경쟁해야함
∙ 잠재적인 관광객(외국인, 내국인)들이 서울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 생태관광상품의 수익성이 낮음 

2. 생태 시장 세분화  표 화

❍ 생태 상품  하나인 생태해설 로그램의 참가자 황을 살펴보면 등학생과 주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생태해설 로그램이 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주로 주부나 가족동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수요특성을 충족하기 

해서는 가족단  참가자를 한 로그램이 필요함. 한편 시장 세분화에 따른 서울시 당일 여가생활

권내 자연생태체험  학습 그리고 역사문화체험이 복합된 표 시장을 활동 심으로 분류하면 아래

와 같음 

   - 1집단: 수상 크리에이션 활동 추구형( 드서핑, 스킨스쿠버, 스쿠버다이빙 등)

   - 2집단: 모험  활동 추구형(산악오리엔티어링, 산악자 거(MTB)트 킹 등)

   - 3집단: 자연 찰학습 활동 추구형(야생동식물 찰, 조류  철새 찰, 습지 찰 등)

   - 4집단: 산악활동 추구형(산악등반, 야 , 산악트 킹 등)

❍ 20 의 은 층의 방문율이 가장 낮은데,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로그램, 이벤

트 로그램 심의 생태  추진 략 수립이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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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 상품에 한 수요  선호도 조사    

순 * 제안 생태 상품 가 치합

1
 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내려가며 주요 생태지역을 찰  체험)
223

2

 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자원과 역사 경  해설 로그램

 (서울시 자연자원  지형지세를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조선과 백제의 

도읍지로서 역사경 을 답사)

181

3
 자 거타고 떠나는 한강 생태체험

 (자 거나 인라인을 타고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한강변의 생태체험)
175

4
 카약타고 한강 생태탐험

 (2-3인승의 카약을 타고 인솔자 지도하에 한강의 주요 생태지역을 탐험)
134

5
 북악에서 악까지 생태육교 탐방

 (서울을 종주 는 횡단으로 연결된 녹지축을 걸으면서 자연을 체험)
134

6
 달빛 아래의 서울

 (음력 보름에 생태해설과 달맞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로그램)
125

7
 농사 체험과 습지 찰 로그램

 (서울시 주변농경지에서 작물재배를 체험하고 놀이를 통하여 습지생태계를 찰)
115

8

 강변 물 축제

 (선유도 공원 등에서 수상 포츠 동호회에 의한 시범과 체험, 물놀이 등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  체험이벤트)

113

9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야경 산책 

 ( 존하는 서울 성곽과 야경을 심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경 을 답사)
50

10

 마운틴 바이크(MTB) 타고 생태체험

 (최  10명 3개조가 순차 으로 출발하는 산악체험코스로 산악자 거를 타고 진행되는  

 생태해설로 학습과 재미를 겸함)

2

  * 상품에 한 수요조사결과의 순  (가 치 합은 참여정도에 한 함목의 빈도수에 상  가 치를 

합산한 것으로, 극참여*3 + 참여*2 + 보통*1 - 참여안함*2 -  참여 안함*3을 통해 산정됨)

4. 서울시 체험테마별 개발방향 설정 

❍ 서울시의 도심권역( 화문 거 )은 주공략 상층인 외국인 객 상으로 4 문 안 문화 벨트를 

활용하는 ‘북 문화체험투어’,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고궁코스’, ‘고 답사  성곽야간체험코스’를 

통해 고 경험을 제공하며 서울을 방문한 가족단  지방 객에게 궁궐, 문화, 술, 민 문화를 

결합한 ‘풍수로 보는 역사탐방 로그램’을 제공함. 기타 서울시 멋진 야경과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산

책 코스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야경산책’ 등 다양한 역사  문화자연과 4 문 역사문화 체험을 

으로 개발함

❍ 북부권역(북한산, 도 산, 불암산 포함)은 도시 산악오리엔티어링, 도시산림욕, 숲속명상 로그램 등 

이용단  20인 이내로 인원  이용시간이 제한된 자연  로그램을 도입하되 단순 산악휴양객은 

북한산→ 불암산, 도 산 등 복합 산악체험지구로 이용 유도함. 특히 북한산 지구는 엄격한 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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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산림지역탐방로(forest trail), 산책․등산 탐방로(walking or hiking trail), 정규학습탐방로

(formal teaching trail)를 도입하며, 도 산지구는 자연생태 찰체험지구내 5㎞구간의 산악자 거장, 

산림욕을 겸한 10㎞의 생태트래킹 등산로를 조성하며 불암산에는  산림복합휴양  1개동과 가족단

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 포츠 공간 등을 설치해 웰빙 건강휴양지로 조성함  

❍ 한강생태문화벨트를 따라 ‘워터 론트 포츠 체험’형, ‘생태크루즈여행’형, ‘카약이용 한강생태탐험’형 

지구를 설정하여 작은 규모의 선박을 이용하여 뚝섬에서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문가 혹은 생태

해설사의 자연해설  경 설명을 듣고 철새들을 생생하게 찰할 수 있으며, 생태환경에 한 선상 

강의와 찰, 사진 촬 , 녁에는 도시의 야경 감상 등이 가능함. 한 자 거타고 한강생태기행은 

한강본류에서의 생태 상품을 지천과 연계하여 본류에서의 수상활동과 지천의 자 거도로를 따라 

육상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음. 기타 조깅은 물론 카 , 보트, 페달보트 등의 여를 통해 가족피크

닉장소로 활용함 

❍ 동부권역은 선사유 지(암사동 선사유 지)에서부터 백제의 역사(석 동 고분군, 몽  토성), 조선시

 왕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유 과 자연학습(길동생태공원), 습지체험(암사동), 밭농사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연계하여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 구체 으로 용마산과 아차산

을 심으로 청소년심신수련 체험벨트(용마산-아차산) 조성, 자 거도로의 교육   활용을 통해 하천

생태축 탄천, 랑천 내 작은 어류서식 환경조성  작은 연못 조성 야외학습장을 활용함  

❍ 서남권역은 여의도와 밤섬을 심으로 하는 ‘여의도 생태체험’,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거 으로 ‘생태습

지 체험’, 강서지구부터 서부 하천생태축과 연계한 ‘도심철새도래지 탐조’(난지한강공원-하늘공원-홍

제천 면-선유도공원-한강공원(양화)을 활용하여 난지특화구역과 선유도 자연생태공원의 크리에

이션 행락객을 구분하여 충돌을 방지함. 특히 ‘청소년 생태캠 ’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유일하게 취사가 

가능한 곳으로 체제형 자연체험 로그램을 운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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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권역의 체험테마  생태 상품 제안

권
역 체험테마  거점지역 개 발 방 향

북
부
권
역

소극적 자연탐방 북한산
∙산악형 탐방안내소 탐승산책로 등 trail 활용한 자연보 형 개발

∙자연탐방로 외 최소 자연생태 편의시설 도입(국립공원 반경)

∙야간산행  숲속명상 로그램

도시형 산악생태 
레크리에이션 도봉산

∙생태 찰학습장 외에 숙박시설(야 장)과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

∙5㎞구간 산악자 거(MTB)코스  산악트 킹 도입 

∙산림욕을 겸한 10㎞의 등산로 조성

모험형 산악 
복합체험 불암산

∙북한산-도 산-수락산-불암산 종주 산악교류거 으로 활용

∙복합형 오리엔티어링  야간산행 코스 개발  

∙모험상품  심신단련형 시설개발

도
심
권
역

풍수역사 순례체험 내4산, 북촌 ∙풍수지리에 입각한 풍수  지형지세에 한 해설 로그램 개발

∙도보체험 로그램과 연계

서울성곽 트레킹 서울성곽 ∙4 문 내외곽 복합테마형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고궁코스 개발

∙실외 박물  람, 문화/ 술활동, 모임활동 도입 

한
강
권
역

워터프론트 
레포츠 체험 뚝섬, 양화

∙수상스키, 요트 등 극  수변 락형 스포츠 시설제공

∙카 , 보트, 페달보트 등의 여를 통해 가족피크닉장소로 활용, 하계집

 이용 유도

∙자 거 도로의 연결  반환시설 구비 

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잠실→강서 ∙ 문가 혹은 생태해설사의 경 설명․ 생태환경에 한 선상 강의와 

찰․ 사진 촬  가능. 주이용계층은 가족동반객 

카약이용 
한강생태탐험 선유도→밤섬 ∙2～3m, 선폭 50cm, 속도는 빠른 소형 무동력 선박을 활용 

∙카약 통한 근과 망원경으로 탐조, 사진촬 , 조류서식처 찰

서울풍경여행 한강변 정자 ∙서울의 도시 경   한강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드라

마, 화 등에 나왔던 지역과 연계하여 20～30 층의 심을 유도 

동
부
권
역

청소년심신수련 용마산, 아차산
∙심신수련형과 인근 역사체험( 져형 역사경 ) 제공

∙산악심신수련 활동가능한 다목  장조성 후 피크닉장  산책로 구비 

4계 형 개발유도

선사유적․
수변생태체험 암사, 고덕, 방이 ∙암사선사주거지 역사테마자 거도로 교육  활용 

∙하천생태축 탄천, 랑천내 어류서식 환경조성  작은 연못 조성

농사체험 강동구, 서초구 ∙가족단  휴양시설도입, 운 형태는 ‘텃밭재배형’, ‘자연학습형’, ‘농지임

형’ 등으로 구분, 운 주체도 개인, 단체, 공서로 구분

서
부
권
역

여의도 생태체험 여의도→밤섬
∙여의도 순환생태자 거 체험도로 정비 

∙‘No horn 100m’ (서강 교) 와 ‘No 20 km speed’ (선상 카   유람선) 

zone 설정하며  꽃 람-여름 샛강-가을 자연변이-겨울 철새 연계함

생태웅덩이체험 강서습지생태공원
∙행주산성 역사테마자 거도로 교육  활용 

∙하천생태축 홍제천-안양천 내 작은 연못 조성 야외학습장 활용 

∙강서습지 나비류 서식환경 조성

∙서울권역 외곽 한강하류(고양시) 역 연계 로그램 개발

도심 철새도래지 
탐조

선유도공원-난지
-홍제천

∙난지특화구역과 선유도공원의 크리에이션 행락객 충돌방지 

∙홍제천 한강 수부내 소규모 연못  식물생태해설  조성   

주 :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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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울시 생태 의 활성화 방안 

1. 자연생태자원 마  방향  략 

◦ 수요 제한 필요

   - 자연생태지역 마  활동은 수용한계치(carrying capacity) 설정과 편의시설의 최소 지원

   - 일반행락객의 과도한 방문 제한, 목 지 수요 히 제한 필요

◦ 자연자원 상품 마  략

   - 리  수익을 한 상업홍보 치 은 지양하고, 상품자체 홍보보다 자연보 을 한 사 교육 철

 실시

   - 자연에 미치는 악 향의 최소화를 해 생태 의 방법, 경험, 탐방객 규범에 한 홍보 필요

◦ 객 유형에 따른 상품의 차별화 

   - 가족단 , 직장  청소년 단체, 외국인 객, 소외계층(노년층, 주부, 장애인, 빈곤층 등)을 한 

차별화된 해설 로그램의 내용 구성, 체험시간, 가격 책정 긴요

   - 소외계층을 한 할인 로그램이나 (특정일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

   - 문화격차 해소  복지  차원 고려

◦ 생태  체험컨텐츠 개발

   - 기존의 탐방객 안내소나 시시설의 체험 컨텐츠 개발에 우선순 를 두도록 함

2. 방문객 기반시설  정보제공 시스템의 개선

◦ 생태 지로의 교통망 확충/연장

   - 자연생태지역은 특성상 근성이 좋지 않고, 특히 북한산국립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의 경우 교

통으로 근하기에 상당히 불편

   - 북한산국립공원, 강서자연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근이 용이하지 않은 생태지역을 도심의 

지와 연결하게 하는 교통망 확충/연장이 필요

   - 셔틀버스나 시티투어버스 코스 경유 는 신설

◦ 자연생태방문객센터 설치

   - 자연생태 은 방문자 안내시설이 가장 핵심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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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자연생태 거 에 자연생태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 하고, 자연자원과 환경해설 로그

램에 한 정보를 제공

   - 시 소재 자연생태 지 탐방객안내소의 리소 기능을 지양하고, 탐방객에 한 정보제공 장소 

 체험 시 로그램 기능을 추가

◦ 도시경  안내표지  구비

   -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  도시경 을 조망할 수 있는 지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 에서 

보이는 경 에 한 설명용 안내표지 을 확충/설치하도록 함( 꽃길, 가을길, 경 조망장소 참조)

◦ 자연해설 로그램 안내표지  설치

   - 자연해설 로그램 홍보를 한 안내표지 을 탐방객 이동이 잦은 지역에 경 설명 안내 과 함께 

설치함

   - 산을 찾는 탐방객에 비해 숲해설 로그램 인지도가 낮으므로, 주요 산에 한 숲해설 로그램을 

각 산의 주요 지 에 안내표지 을 설치하여 홍보

◦ 서울시 정보시스템 구축

   - 재의 정보 제공창구 분산  미연계 문제를 해소하기 해, 안내정보의 표 화를 통하

여 기존 D/B와 연동한 체계 인 정보제공  생태 상품 리 필요

   - 기존의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의 한 카테고리로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함

◦ 생태  포털사이트 구축

   - 서울시 정보시스템의 D/B를 활용한 서울시 내의 모든 생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태

 포털사이트 구축

   - 최신 정보로 신속하게 갱신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고 간편하게 구성하며 자원별, 지역별, 주제

별 생태 안내지도를 제공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함 

3. 해설 로그램의 강화 

◦ 해설가 교육  리제도 개선

   - 해설 로그램의 부분은 교육받은 자원 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로그램 리와 운 주체가 다르고, 자원 사에 의존함으로 해설을 한 인 자원 리미흡

   - 산림법, 자연공원법, 평생교육법 등 련 법령에 근거, ‘자연생태지역에서의 해설가 고용  리에 

한 법령’  련 조례 제정으로 직업해설가가 업(業)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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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식(據點式) 해설 로그램 필요

   - 해설가 동행 해설 로그램은 시간 제약이 있어 그 보완책으로 탐방객이 많은 지 과 시간 에 해

설가가 상주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식 자원해설 로그램 도입 필요

   - 밤섬, 남산,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등 주요 방문장소에 상주해설가가 탐방객에게 해설  체험이 

가능하도록 함

◦ 자기해설(自己解說) 방법의 극 도입

   - 해설 로그램은 운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시간에 이용자가 PDA나 MP3와 같은 정보통

신기기를 활용하여 스스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기해설 로그램을 도입함 

   - 주요 공원이나 수목원 등에서 휴 폰과 PDA를 통하여 탐방정보를 제공받고, MP3를 여받아 표

시된 지 에서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요지역으로 모바일 기기 활용 정보와 해

설컨텐츠 제공 확충

◦ 해설 로그램 담 부서 지정  민간 참여

   - 생태해설은 리부서(국립공원 리공단, 시 공원과, 공원녹지 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구청 

공원녹지과 등)와 해설가의 소속(숲해설가 회, 생태보 시민모임, 그린캠 환경교육연합, 자원 사

자 등) 측면에서 매우 다양

   - 해설 로그램 계획, 리, 운  등의 다기화는 공 측면의 비효율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정보획득이

나 약 등도 불편해 짐

   - 담부서 지정이나, 련 부서  민간과의 의체 구성과 정보공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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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연구의 배경  목

1. 연구의 배경 

최근 환경오염의 폐해와 자연․문화자원 보존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

인 개발방식, 자연생태보존  자연체험 개발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제연합(UN)은 2002년을 ‘세계 생태 의 해’로 지정하

으며, 세계 기구(WTO) 한 2002년의 주요 국제행사의 하나로 ‘세계 생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1세기 들어 자연환경에 향을 최소화하는 생태 이 여가여행의 주요 목 이 되고 

있으며, 수많은 객들이 생태 을 즐기고 있다(조용기, 1999). 이 듯 산업을 

환경친화 으로 이끌기 한 연구와 노력이 한창이며, 자연환경 보 을 근간으로 하

는 테마 으로서 ‘자연추구’와 ‘모험추구’ 심의 생태 은 세계 의 연평균 성

장률이 4.0%수 인데 반해 매년 10～30%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Reingold, 

1993). 산업화와 도시화에 든 인들이 혼잡한 일상의 주거환경을 떠나 손상되

지 않은 자연환경을 그리워하고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망이

다. 

국내 한 외가 아니어서 주40시간 근무제의 본격 인 시행에 따라 여가 심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람형 이 , 스포츠, 문화, 생태, 모험 심의 

체류  시간소비형 여가패턴으로 변화되면서 야외 휴양활동에 한 심이 증 되고 

생태  등 특수화된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 유행하고 있는 

류타기, 번지  등 모험과 자연체험 심의 극  참여형 여행소비 행태가 계속

될 것으로 상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가족단  자녀동반형 자연학습과 장체험 활동 수요가 증하고 있

으며, 장년층을 심으로 주말농장 등을 이용한 농사체험이나 농 을 통한 야외 

휴양수요 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한국휴양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도

시인들이 여행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여유롭게 쉬기’ 이외에 ‘자연 찰, 문화․

역사체험 여행’ 활동이 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연생태 에 

한 선호와 함께 여행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행동양태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

다.1) 

한편 공 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도시지역보다 높은 여행경험률

을 지닌 송출시장이라는 이다. 서울시민의 당일 여행수요 목 지는 수도권 근교

에 집 되어 있는데, 서울의 풍부한 인 라를 기반으로 한 자연탐방형 주말자연체

험 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수도권 인근의 강원도, 경기북부  남부해안으로 이동하는 

1) 한국 공사의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01년)에 의하면, 당일  경험자들은 ‘산에서의 활동이나 자연풍경 감상’이 가장 

많으며, ‘각종 유원지/놀이동산/종합 시설 방문’, ‘드라이 ’, ‘해안 주변에서의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의 당일 여행 목 지

로는 경기(48.8%), 서울(34.2%), 강원(6.6%)의 순으로 수도권 인근지역이 거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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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분의 방문자들을 서울 생활권에 머물게 하는 체효과가 있을 것이다.2) 

서울은 도시의 활발함과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도심형 자연환경이 공존하고 

있다. 내․외4산을 포함한 수많은 산과 남산골한옥마을, 삼청각 등 인근 역사문화자

원, 도시 류 하천  세계최 규모인 한강(한강시민공원, 유람선, 교량)과 선유

도, 서울월드컵공원, 뚝섬 숲 등과 인근 습지 자원, 양재천 등의 34개 지천과 새로 

복원될 청계천 등 녹지축과 수경축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생태자원의 상품화가 미흡하고 그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실제로 외래 객이 찾는 산은 도심의 남산 정

도에 불과하며, 외국인 방문객에게 서울의 이미지는 소음이 매우 심하고, 공기오염이 

심한 환경 으로 우수하지 못한 도시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정도시 이미지로 재 랜딩 하기 한 구체  방안으로 생태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민을 상으로 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컨 , 북한산의 자연학습 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역할에 머물러 

객이 체험가능한 생태  상품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산악트 킹, 산

악자 거(MTB), 자연 찰학습을 겸한 숲속명상 로그램 등 체험지향  활동뿐만 아

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 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 한 한강을 활용

한 수변 크리에이션 활동은 수상스키나 스쿠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변의 경

 한 단조로워 동아시아 거 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2. 연구의 목

최근 변하는 동북아 지역 의 선도 인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아름다운 자

연자원의 보존, 활용이 매우 요하다. 선진국 외래 객의 수 에 합한 자연자원

을 활용한 생태상품화는 서울의 도시 랜드 가치향상과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 변화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으로 생태  수요는 증하는데 반해 

이를 충족하기 한 서울의 자연생태자원 발굴  시장조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

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문객의 생태  특성과 수요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태  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 으로는 민간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익모델의 제시와 이에 따른 마  략수립

이 시 한 과제이다. 환경․생태 자원의 발굴과 련 문화  로그램의 개발

은 휴식과 재충 을 갈망하는 시민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요한 안

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태  로그램은 자연생태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별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하고, 환경교육을 고려한 로그램(교육, 체험, 이벤트 로그램)

2) 서울은 수도권의 자연생태 경합지와 비교해 시계내에서의 주말이나 휴일을 활용한 당일(當日)형 자연탐방이나 생태  로그램(체험 , 

해설 로그램)이 다양하며, 생태공원이나 자연학습장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생태 과 환경교육이 비교  쉽다. 나아가 서울의 외래

객은 2010년에 7백8십만, 서울의 국내  총량은 2011년 3천4백만으로 측되고 있어(이종규, 2001) 시장 총량에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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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객과 시민의 환경보존의식 고취는 물론 자

연자원의 보존과 경제  수익의 증가,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생태  상품화 자원을 선정하고 생태  상품  코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도심형 자연환경(산악 녹지축과 한강 수변축)을 활용한 수

상 크리에이션 활동, 모험 추구, 자연 찰 학습, 자 거를 활용한 자연체험 등 체험

지향  활동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당일 는 1박 2일 여가 로그램을 

포함한다. 한편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풍요로운 여가생활의 향유와 도심 생

활권에서의 자연생태 인 라를 구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주 연구 상

으로 한다.

1) 서울시 생태 자원 분포 황  특성 악

2) 주요 조사 상 생태지역에 한 생태 활동 수요조사  

3) 경쟁력 있는 생태 상품 발굴  활성화 방안 수립

4) 서울시민과 국내․외 객을 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가능한 도심형 생태   

   로그램 제시  

제 2  연구의 범 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시간  범 는 2001년 이후부터 재까지를 주 상으로 한다. 이는 지난 

2001년 서울권역에 한 개발기본계획(5개년 법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수립/시행되었고, 제3기 민선시장 이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반 하기 함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의 단기  미래 상황을 측하여 반 함으로

써 제시하는 안과 로그램들에 한 향후의 채택과 실한 시행을 도모하 다. 

연구의 공간  범 는 기본 으로 서울시계 내부지역(면  605.52km
2
)을 상으로 

한다. 자연생태 자원에 한 분포상황,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생태  활동 수요

조사를 한 표본지역 한 시 내부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해외사례에 한 분석이나 

자연생태 자원의 지역 인 연계화 방안 수립, 그리고 역  측면에서 생태  

활성화 략 마련을 해서는 서울시에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서울의 자연생

태자원이 시계외(승용차로 평균 1시간～1시간 30분 거리) 수도권의 경기, 인천  

강원도 등에 산재해 있는 산지, 해안지, 도서, 하천부지, 수지 등과 연계되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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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들 지역도 포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련 자료 분석을 근간으로 하되, 행 자원의 평가  상품

개발을 해서는 장조사  탐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 문가 상의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그리고 생태자원의 분포특성을 시각 으로 시 하고 생

태 지도를 작성하기 해서는 GIS기법에 기반을 둔 지도화(地圖化) 작업을 실시

한다.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 생태 의 이론  검토

  - 생태 자원 황의 악

  - 해외 주요 도시의 생태  운  사례 조사 

2) 현장 조사/탐방 및 관계자 면담․설문조사

  - 생태 상품 발굴을 한 장 탐방  조사 

  - 생태해설 로그램 모니터링  생태해설사 심층 면담   

  - 환경해설 련 회 계자 면담

  - 생태탐방객(청소년/성인) 상의 생태 활동에 한 인식과 수요조사

3) 자료화 및 지도화

  - 서울시 생태 자원 분포도  생태 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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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 내용

서론에 해당하는 본 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생태 에 한 이론  논의와 함께 국

내․외의 추세와 해외의 생태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 사례는 생태  운 제도 

 담당 부서의 역할, 재원조달 등을 심으로 검토한 후 서울의 생태  활성화를 

한 시사 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 자연자원의 스톡과 그 특성을 비오톱 유형을 통하여 살펴보고, 생

태 자원의 분포와 활용 황을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서울시 생

태 의 문제 을 진단하고 이를 생태  상품개발과 목표 설정에 반 하고자 한

다. 

  - 도시생태 황도 분석을 통하여 생태 자원 발굴

  - 생태 자원의 유형별 황 악

  - 생태 을 한 로그램  시설 악 

  - 자연생태 자원 분포도 작성

제4장에서는 생태 객과 련 문가를 상으로 생태 의 동기와 동반자 형태, 

그리고 시설구비사항  선호활동을 조사한다. 객을 상으로 한 생태 에 한 

인식과 수요, 여행의 특성과 동기 등에 한 조사를 활용하여 생태  상품화와 코스

개발에 참조한다. 이를 통하여 장의 고객수요를 반 하는 상품  로그램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 객 상 생태  인식  수요조사 

  - 생태  문가 상 심층면담

  - 생태자원 활용 황 조사를 통한 시장세분화

  - 서울시 생태 의 표 시장 선정

제5장에서는 서울시의 생태 을 활성화하고 발굴한 새로운 생태  상품을 리 

알리기 해 생태 의 운  제도와 홍보체계 정립을 한 실행 략을 수립한다. 

  - 민간참여 방안 마련

  - 운  제도 검  개선 방안 모색

  - 홍보 방안 수립

이상의 연구내용과 수행과정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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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작성

문화관광, 생태관광 수요 증가

도시생태자원의 가치 증대

생태관광자원 수요 조사

•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현황

• 생태관광자원 시장 선호도

홍보 및 정보제공 서비스방문객 기반시설

생태관광자원 현황 조사

• 생태관광자원 유형분류

• 생태관광자원 분포현황

생태관광 이론 해외사례검토

이론적 논의

생태관광 시장 조사

생태관광상품 개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자원 유형별 관광상품화
지역별 관광상품화

• 권역구분

• 권역별 체험테마 설정

• 인접지역 연계 관광상품화

(환경)해설프로그램 개선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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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생태 의 이론  논의

1. 안 으로서의 생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은 자연자원의 극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의 생물학  정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을 과하지 않으면서 환

경 으로 향이 은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연보 을 고려한 한 개발을 

통해 자연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명한 

이용을 꾀하는 안  (alternative tourism)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안  

은 (mass tourism)이 야기한 사회 , 경제 , 그리고 환경  문제들을 지각

하고 부정 인 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질 인 경험을 제공하기 한 다양한 노력

의 결과물이다. 녹색 (green tourism), 자연 (nature tourism), 농장 (farm 

tourism), 연성 (soft tourism), 모험 (adventure tourism) 등이 안 의 일례

이다. 생태 은 안  의 한 형태로, 지속가능한 을 실 할 수 있는 최

의 실행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성일, 2001).1)

생태 은 1965년 헤츠(Hetzer)가 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향을 비평하는 

에서 생태  (ecological tourism)을 제안한데서 출발하 고, 1983년 Hector 

Ceballos-Lascurain이 생태 (ecotourism)이라고 명칭한 이래 리 사용되었다. 생태

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생태 은 ‘자연체험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자연에 기반을 둔 으로서 참여 이고 환경해설 로그램인 인터

리젠테이션에 의해 체험가치가 크게 향을 받는 환경과 문화에 한 순수경험을 

제로 한다. 의와 의의 정의로 별하여 살펴보면, 의의 생태 은 자연상태

가 우수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고, 의의 생태 은 기존의 을 탈피하여 

새롭게 추구해야할 방향이나 원칙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지 까지는 주로 의의 개념

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의의 생태 에도 역 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양

병이, 2000).2) 생태 은 필수장비만 갖춘 여행에 환경교육을 병행하여 환경의식을 

함양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경제  이득을 제공하며, 지의 

안내자와 물품을 이용함으로써 지경제의 성장을 유발하기도 한다(이태희, 2004). 

생태 은 기존 의 폐해와 환경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과 경제뿐만 아

니라 교육과 문화․역사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차세  형태의 하나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태 에 

한 개념이 아직 으로 리 수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어로 인한 개념

 혼란을 가져와 생태 을 단순히 생태지역으로의 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1)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된 “생태 이란 무엇인가?(1)”(김성일) 참조 

2) 의의 생태 은 자연 (nature tourism)으로 볼 수 있음. 자연 은 자연지역을 즐기고 자연을 찰하는 으로 정의내릴 수 있고

(Place, 1991), 한 비교  평온한 자연 상에서의 직 인 즐거움과 련된 것으로 육체  도 이나 교육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활동을 

추구하는 교육, 크리에이션, 모험이 조합된 형태로 정의되기도 한다(김문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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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으로서 생태관광

       (Strasdas, 2001 drawn by M.Meier)  

자료 : 김성진, 2002, p.9 재작성 

(최재우, 2001). 따라서 생태계 보호라는 기본개

념을 도외시하고 이용자의 기호에만 맞춘 곳들이 

많고, 생태 의 기본 목   하나인 지역주민

의 경제  이익과 객에 한 환경교육  효

과를 기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등 여러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  개념의 에서 보면 생태

은 지속가능한 의 한 유형으로, 자연 의 

지속가능한 버 이며, 농 과 문화 을 일

부 포함함을 시사한다(<그림 2-1> 참고). 시

장의 에서 보면, 생태 은 작지만 특이한 

자연경 지역, 야생동물서식지, 식생군락지, 습

지, 갯벌 등 자연생태계 유형을 이용하여 성장

하는 틈새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2>는 

체 시장에서 생태 이 차지하는 상을 

보여주며, 자연 은 모험 과 생태 으로 

구성되고, 생태 은 농   문화 과도 

련성이 깊음을 알 수 있다(김성진, 2002). 

<그림 2-2> 관광시장에서 생태관광의 위치

자료: www.uneptie.org (김성진, 2002 재작성)

시장

문화 농 자연 해변 비즈니스 헬스

생태 모험

생태  개념에 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자연지향 , 경험

, 교육  활동이며, 둘째, 양보다는 질을, 규모보다는 소규모를 시한다. 셋

째, 책임질 수 있는 을 통하여 환경  인식을 갖게 하며 자연보 에도 효과가 크

다. 넷째, 매력을 지속 으로 유지시키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를 존 하고 주민에게 복지와 고용과 재정  이익을 제공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최재우, 2001). 

즉, 생태 의 개념은 생태 인 자연에 한 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환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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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생태관광의 개념 

자료: 김성일, 2002, P.3 

자연보전활동

자연성 확보 특화서비스 제공

환경교육

경제편익 제공

지역참여

개발보전

지속가능성

방법

목적

생태관광

결과

목표

지역경제 , 문화․역사 , 교육 인 부분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생태 은 자

연자원을 상으로 경제 인 면에서 생태

지 주민의 수익을 고려하고, 단순 향락

과 휴식만의 이 아니라 환경보 과 교

육 인 효과도 생각하는 이라는 면에

서 기존의  개념에서 매우 진보된 개

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성일, 2002, <그

림 2-3> 참조). 보  활동을 통해 생태

의 주요 매력물인 자원의 자연성이 

확보되며, 환경교육 로그램으로 타 상

품과 차별되는 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

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  하며, 한 지

역주민은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서 경제  

편익을 보장받게 된다. 

이 듯 생태 은 새로운 의 형태로

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의 철학과 

구체 인 실행 략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는 

요한 지역사회개발의 방법이다(환경부, 

2000). 

2. 생태 의 원칙3)

새들러(Sadler, 1990)는 생태 이 지속가능한 이 되기 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

와 원칙으로 환경  목표는 물론 사회 , 경제  목표 달성을 통합 으로 추구하며 생

태  공 자나 수요자 모두의 책임 있는 윤리  행동과 책임감을 들고 있다(강미희, 

2002). 일부 학자들(Valentine, 1993; Western, 1993; Wight, 1993)은 자연

 혹은 모험  등과 생태 을 구별하는 것은 문화(specialization) 정도나 경험

형태의 경․연성 정도가 아니라 ‘윤리  가치와 원칙’(ethical values and principles)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생태 이 추구하는 환경보 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태 학회(The Ecotourism Society)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객과 업체 그리고 지역주민과 리자/정부가 수해야 하는 

생태  윤리강령과 지침을 개발하 다.

3) ‘세계 생태 의 해(IYE)'를 맞이하여 개최된 18차례의 지역회의와 ’세계 생태  총회(WES)'는 생태 의 네 가지 주제(정책과 계획, 규

제, 상품개발  마 , 비용과 편익의 모니터링)에 하여 주로 논의하 는데, 지역회의와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김성진(2002)을 참

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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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생태관광객 여행 윤리 및 지침

∙ 방문하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한다
∙ 방문하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방문하는 지역을 사전에 학습하도록 노력한다
∙ 여행 경험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생각한다
∙ 자연과의 만남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배운다
∙ 단체여행의 경우 인원은 20명 이하를 기본으로 한다
∙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숙지하고 있는 지역가이드를 선택한다
∙ 방문지 주민과의 접촉을 통하여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환경교육 활동을 양성화한다
∙ 관광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한다
∙ 재생 가능한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 관광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동식물 서식지와 자연지역 및 문화자원의 보전에 공헌한다
∙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한다
∙ 방문지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이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한다
∙ 지구의 연약함을 존중한다
∙ 발자국만 남기고 방문지역을 훼손하는 기념품을 가져오지 않는다
∙ 방문지 주민의 사생활과 명예를 존중한다
∙ 희귀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다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보전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 지원한다
∙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동방법을 선택한다
∙ 방문지의 교통, 숙박, 가이드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 지역사회와 대상 국가의 재정적인 편익을 극대화한다
자료: The Ecotourism Society(1991), 유네스코한국 원회․환경부․강화도시민연 (1998)

Wallace와 Pierce(1996)는 생태  원칙 하에 일련의 지표(indicator)를 선정하

여 라질 아마존 주 보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태 이 이상 인(ideal) 생태

인가를 평가하 다. 6개 원칙과 지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강미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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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Wallace와 Pierce(1996)의 생태관광 평가 원칙과 지표

원칙 지표

1. 여행대상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 유형 도입

∙ 여행집단 규모
∙ 여행교통수단
∙ 현지방문전후에 제공되는 정보유형
∙ 해설 수단과 활동의 문화적 민감도
∙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 단지확장, 식생구조변화, 침식, 수질변화, 야생동물 행동변화 등과 
   같은 생물학적 변화 측정

2.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방문자의 참여 유도

∙ 지역프로젝트나 비정부단체에 대한 기부
∙ 지역주민과 방문자의 지속적인 교류
∙ 보전과 개발 프로젝트 후원
∙ 방문자에 대한 교육적이며 해설적인 경험 제공

3. 법정 보호지역이나 기타 자연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

∙ 민간 자원의 관리 개선
∙ 입장료나 추가적인 기부금 지불
∙ 법규 준수

4. 관광 유형과 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극대화

∙ 지역관리계획수립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 생태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 지역 생태관광 벤처사업 개발

5. 전통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
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
적 편익과 기타 다른 유형의 편익 제공

∙ 경제 활동의 다양성
∙ 지역주민의 관광 관련 종사자 수와 수준
∙ 지역 기업 개발을 교육하고 후원하는 프로그램 수
∙ 적정 입장료

6. 지역주민과 자연관광 종사자들이 자연 지역을 이용
하고 방문하며 방문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기회 제공

∙ 공원이나 보호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수와 퍼센트
∙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한, 지역 학교의 지역 이용
∙ 일상적으로 관광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지 관광 안내 기회 수

자료 : 강미희, 2002

3. 생태 자원의 유형 분류  

다른 활동에 비해 생태 은 자원 심으로 이루어진다. 생태 의 상품화는 

상이 되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합한 최소한의 시설과 활동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자원 특성별로 유형을 악해야 한다. 생태 의 유형분류는 연구자들마

다 다양하며 각각의 유형분류는 다음 <표 2-3>,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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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생태관광자원의 유형 분류(Ⅰ) 

구분 생태관광자원의 유형 
자연경관지역 계곡, 기암, 삼림

야생동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어류서식지, 곤충서식지
식생 군락지 희귀식물 자생지, 고산지대 식생

해양 및 수자원 습지, 갯벌, 해양생태자원
지질자원 동굴, 화석지, 화산, 단층지역
문화자원 문화유적, 주거지, 주민 생활상, 민속

            자료: 강신겸, "생태  시설  활동 로그램", 「환경과 조경」,1998, p.140 

<표 2-4> 생태관광자원 유형 분류(Ⅱ)

구분 유형 내용

관광
대상별

야생동물생태관광 곤충, 양서류, 파충류, 야생조류, 포유류, 수서(水棲)동물 등을 관찰, 촬영, 
채집하는 관광

야생식물생태관광 야생초류, 인공조림지, 식물군락, 습지식물, 고산식물 등을 관찰, 촬영, 
채집하는 관광

경관관람생태관광 기암절벽, 산림경관, 암석 및 토양 등을 관찰, 촬영, 만져보는 관광

자연지역체험생태관광 오리엔티어링, 별자리관찰, 계곡․능선트레킹, 삼림욕, 숲속 명상 등의 
활동을 통한 체험형 관광

체험농업생태관광 농작물의 경작 및 수확과정에 참여하거나 견학하는 관광
체험임업생태관광 임산물의 재배, 수확, 제재과정에 참여하거나 견학하는 관광
체험어업생태관광 수산물의 양식 및 채취과정에 참여하거나 견학하는 관광

체험목축업생태관광 축산물의 사육과정에 참여하거나 견학하는 관광

상품
기준별

볼거리생태관광 수족관, 야생동식물 전시관 등의 볼거리를 판매 대상으로 하는 관광
놀거리생태관광 조개잡이, 갯벌에 뒹굴기 등의 놀이를 판매대상으로 한 관광
먹거리생태관광 조개구이, 재첩국 등 먹거리를 상품화 한 관광
쇼핑생태관광 조개껍질 목걸이 등 생태계의 소재를 기념품화 하여 이를 판매하는 관광
숙박생태관광 숲속이나 바닷가 등 생태계 속에서 숙박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관광
휴식생태관광 숲길을 산책하거나 삼림욕을 하는 등 쉬는 그 자체를 판매하는 관광

            자료 : 박석희, “생태 의 필요성과 유형”,「환경과조경」,1998, pp.130～131 참조

재 문화 부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04년 5월부터 홈페이지

(http://www.tour.go.kr/)를 통해서 자원, 통계, 법령, 개발투자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자원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분류 체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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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자연  생태환경은 다음 <표 2-5>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재 국내종합 정

보센터에 등록된 자연  생태 자원은 총 447건으로 희귀 동․식물부터 생태계보

지역, 습지보호지역, 숲․수림뿐만 아니라 연못, 호수․ 과 갯벌 등에 한 자세한 

황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2-5> 종합관광정보시스템의 자연 및 생태환경 분류체계

분류 유형 
B1 동․식물 (6개)  기타, 희귀․보호 식물, 희귀․보호 동물, 식물자생지, 조류서식지, 어류서식지
B2 보호구역 (4개)  기타, 천연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B3 산악 및 평지 자원 (12개)  기타, 산, 봉, 고개(언덕), 약수터, 계곡, 동굴 및 광물, 숲․수림,
 절벽, 화석지, 오솔길․등산․산책로, 분화구․오름

B4 수변 및 해양자원 (9개)  기타, 강, 천, 섬, 폭포, 연못, 호수․댐, 늪지, 갯벌
B5 경승지 (6개)  기타, 대, 전망대 및 조망시설, 5경․8경․10경․12경, 일출․낙조, 경관도로

            자료 : 문화 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2003.5.

그러나 자연  생태환경을 포함한 자연생태자원들은 국에 분포하는 국립공원, 자

연생태계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과 복되어져 있다. 특히 국립공원

은 기암, 계곡, 동굴 등 경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  가치를 지닌 곳으로 생태 지로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동안 자

연환경의 보존에 을 둠에 따라 생태 과 목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생태

로그램으로 활용하는데 미흡하 다.  

환경부(2000) 한 생태 자원의 유형분류 기 을 각 지역별 법정보호지역으로 지

정유무, 지역사회 연계여부 특성에 따라 <표 2-6>처럼 다양하게 제시하 다. 주로 법

정보호지역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보 지역 등으로 특정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   

생태  추진과정에서 신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주로 생태 람, 생태체험 

주로 활용된다. 한  지역사회가 연계되면 지역주민단체나 NGO 등이 앙정부나 

지방정부와 함께 력하여 <표 2-7>과 같은 생태  추진 략을 수립할 수 있다. 

<표 2-6> 생태관광자원 유형 구분 기준

법정보호지역 지정 지역사회 연계 유형 구분 
지정됨 연계 A형

비연계 B형
비지정 연계 C형

비연계 D형
                      자료: 환경부, 2000, 자원유형별 생태  추진 략 수립 연구,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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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환경부의 생태관광자원 유형 분류와 추진전략 

대
분
류

중
분
류

법정보호
지역

지역사회
연계 생태계 유형 관광참여 

종류 관리주체 개발규모 사례

A
A1 지정 연계 육상생태계 생태관람관광 국립공원관리

공단 신규관광개발제한 설악산, 변산반도국립공원
A2 지정 연계 습지, 해양생태계 생태학습관광 지역주민단체, 

NGO 최소시설개발 허용 우포늪, 강화장화리갯벌
A3 지정 연계 육상생태계 생태관람관광 국립공원관리

공단
신규대규모개발 

제한 월출산, 오대산 국립공원

B
B1 지정 비연계 육상생태계 생태체험관광 중앙정부, 

지방정부 최소시설개발 허용 점봉산, 백운산
B2 지정 비연계 습지생태계 생태모험관광 중앙정부, 

지방정부 최소시설개발 허용 용늪, 무제치늪

C

C1 비지정 연계 육상, 습지생태계 생태체험관광 중앙정부, 
지방정부 최소시설개발 허용 영월동강, 정선 아우라지

C2 비지정 연계 해양생태계 생태모험관광 중앙정부, 
지방정부 최소시설개발 허용 함평 돌머리 갯벌

C3 비지정 연계 해양, 습지생태계 생태학습관광 지역주민대표, 
NGO 최소시설개발 허용 순천만, 주남저수지

C4 비지정 연계 육상, 습지생태계 생태학습관광 지방정부 최소시설개발 허용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D D1 비지정 비연계 육상, 습지생태계 생태학습관광 중앙정부 시설개발없이 

프로그램 중심
비무장지대, 서남해 

무인도
자료: 환경부, 2000, 자원유형별 생태  추진 략 수립 연구, p.38-49 참고 

이 듯 생태 자원의 분류체계  자연생태 이 가능한 유형은 C1～C4지역( 월 

동강, 함평 돌머리 갯벌, 주남 주지,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등)으로 법  제약이 

비교  없고, 배후의 지역사회와 연계해 최소시설 개발허용 내에서 생태체험 , 생

태모험 , 생태학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야생 동․식물 보호를 해 

법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진 곳(A1～A3와 B1～B2지역)은 엄격한 이용이 제됨으

로써 향후 생태  추진시 제약을 받을 것이다.       

4. 교육  기능으로서의 자연환경해설

자연환경해설은 사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 탐방객에게 실제로  

찰가능한 야생조류, 동식물, 자연습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Tilden, 1977; 이종수, 1999). 한 환경해설은 정보서비스, 안내서비스, 

교육서비스, 여흥서비스, 선 서비스 그리고 감  서비스 등이 조합된 것이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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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해설을 통하여 탐방객에게 새로운 환경에 한 기 , 그리고 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Edwards, 1976), 동시에 방문자에게 그가 있는 곳을 설명해 주는 기술이

면서 방문자로 하여  환경의 상호 련성의 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환경보 에 

한 당 성을 일깨워주며(Juvenville, 1978),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

술이라고 볼 수 있다(이종수, 1999). 

환경해설은 1970년  ,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발생이 환경에 한 이

해부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자연환경 변화에 의한 환경문제의 경우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심각성이 있어, 해설분야에서

도 ‘환경해설’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조계 , 2003). 

환경해설가는 1972년 맥하피(Mahaffy)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직업으로, 그는 “환경 

해설가는 상 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지난 수십년간 사용되어 온 '공원 자연주의자' 

는 '자연과학 해설가'에 한 체 용어이다. 특히 환경해설은 다양한 정부의 행정

력이 미치는 범 의 크리에이션 지역과 공원지역의 방문객 교육을 해 새로 생겨

난 특별한 직업이다."라고 설명하 다. 이번(Reyburn, 1974)은 환경해설의 정의

를, "환경해설은 문명화된 사람이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

종의 교육이다"라고 했으며, 햄(1992)은 "환경해설은 자연과학 는 련분야의 기술

인 언어를 과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번

역하는 일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재 부분의 국립공원과 국립산림지역 등 보호

구역에서 ‘자연해설’이라는 용어가 ‘환경해설’로 이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문

가들이 PLT, Project WET, Project WILD, Nature Watch 등 수많은 참고 교재

를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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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생태 의 황과 성장 망 

1. 생태 의 수요 증가

1990년 반 생태 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컨퍼런스  심포지엄이 개최되었

고, 정부기 과 세계의 많은 민간 투자가 한 생태 에 하여 심을 가지게 되

었다(Ceballos-Lascurain, 1993). 이런 생태 의 움직임은 1996년 세계여행

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와 세계 기구(WTO), 지구 의회

(Earth Council) 등의 3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하에 지속가능한 

을 실 하기 한 계획안으로 ‘여행과  산업에 한 의제 21’(Agenda 21 for 

the Travel & Tourism Industry)을 공동으로 채택하여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0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생태 의 해’(IYE: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로서 생태 에 한 국내․외의 심이 어느 해보다 높았고 세계  

기구(WTO)와 UNEP의 주 하에  세계 여러 국가  륙에서 지속가능한 생태

에 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2002년 2월에는 ‘지속가능한 생태  개발에 

한 아시아태평양 장 회의’, 4월에는 UNESCO 한국 원회가 개최한 ‘제주 생태

포럼’, 5월에는 ‘세계 생태  총회’(WES), 8월에는 UNEP 한국 원회가 개최한  

‘생태 포럼’이 개최되었다.

오늘날 캐나다, 오스트 일리아, 남미, 아 리카,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많은 국가

에서 환경을 보 하고 지역의 경제  개발 측면에서 생태 으로 많은 객을 유

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한국 공사, 1996). 그 이유는 생태 객들은 하루 지

출경비가 264달러로 다른 형태의 객보다 약 1.5배 정도 더 소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94년 한해에만 략 7천 6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야생동물 찰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State Task Force on Texas Nature Tourism, 1994). 한 

3천 5백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3년 이내에 생태 을 하고 싶다는 조사결과

(Ecosource, 1999)가 나왔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혼잡하고 일률 인 경험이 아

닌 자연 그 로의 모습을 갖춘 원시환경에서 모험을 즐기고 정신 인 재충  기회를 

가지며 보다 의미 있고 교육 인 경험을 얻고자 하는 사회  가치 의 변화에 기인한

다(Theophile, 1995). 생태 은 21세기 반에 국제  여가 여행을 한 주요한 목

이 될 것이다(강미희, 1999; 조용기, 1999).

World Resources Institute에 따르면 일반  형태의 산업은 연평균 약 4%의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생태 은 매년 약 10%에서 30% 정도 증가하고 있다

(Reingold, 1993). 이런 속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Lew(1997)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투어 오퍼 이터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생태 은 연간 10%에

서 25%로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용기, 1999). 루자르 등(Luza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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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의 연구에서도 생태 은 세계 으로 수십억 달러의 여행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매년 10～1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휠리온(Filllion, 1994)은 생태 을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하며 이

와 련된 트 킹, 하이킹, 철새 찰, 자연환경 사진찰 , 야생동물 사 리, 산악 등반, 

식물학습, 곤충수집, 류타기 등을 통해 국제 객의 약 40～60%는 자연 객

이고 나머지 20～40%는 야생생물 객임을 밝 내었다. 즉 선진국의 여행객에게 

타국의 이국 인 자연환경은 주요 동기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실증 으로 입증하

다. 

하지만 생태 은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상품시장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방문자

의 수 한 환경  수용력 내에서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는 정규모를 유지하여야 한

다. 한 비즈니스 이나 패키지 에 비해 높은 비용 때문에 생태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져 문 여행사 차원에서 자연생태 자체만 특화되게 상품

화 할 수 없는 문제 을 안고 있다.  

2. 국내 생태 의 황 수    

국내 생태 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자연생태 수요는 최근 격하게 증가하여 기존 

휴식·수면·TV 시청 등 실내 여가생활 신 가족단  등산, 스포츠, 문화· 활동, 

자연·문화유산 탐방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갯벌 생태

지( : 강화도 서남단), 탐조생태 지( : 창녕 우포늪, 주남 수지, 순천만 일 , 

새만 , 강하구, 철원 일  등), 동굴 지( : 울진군, 단양군), 반딧불( : 무주 

조종천) 등 자연 그 로의 모습을 체험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측

된다.   

이런 실에 맞춰 문화 부는 2003년 「 동향에 한 연차보고서」에서 생태

 지역의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구체  방안으로 자연성이 뛰어난 지

역을 선정하여 생태 을 통하여 자연환경보 과 지역주민 수입증 의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는 환경친화 인 개발을 통해 생태 을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4)

국내에도 최근 생태  개념에 충실하여 자연환경의 보 과 지역주민의 경제  향상

4) 문화 부는 2003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여 문화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생태․녹색  활성화를 해서 14개 사업에 55억원

의 국고보조 을 지원하 다. 한 제2차 개발기본계획(2002-2011)에서 제시한 7  개발 략  하나로 ‘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리 강화’를 한 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문화 부, 「2003년도 동향에 한 연차보고서」, 2003.8.)

   ∙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 생태 지역의 조성 : 생태 시범지역 조성, 생태공원의 조성 확

     -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지 조성지침 개발, 환경모범 지 지정제도 도입, 개발의 사 환경성 검

토 제도 정착

   ∙ 자원의 지속가능한 리 강화

     -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 자원의 휴식년제  약제 도입, 보 가치가 뛰어난 자원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

자원화

     - 자원의 이용․ 리체계 구축 : 생태 객 행동지침 개발, 자원의 환경교육  해설 로그램 개발, 생태체험  기행 로그

램 개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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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생태 만으로는 수입증 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의 루트와 연계시킨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UNEP 외, 

2000). 이러한 생태 의 도입배경으로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에 다른 개발행  

제한으로 지역경제의 축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 로 우수한 자연지역을 생태계 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태 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합한 분

야로 여기며 생태 을 육성하기 해 자연환경보 법 제46조5)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태 이 생소하여 잘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UNESCO의 세계 생

물권 보 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받은 설악산국립공원은 천연 동굴, 늪

지, 철새 도래지,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 등 생태  상품 개발을 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생태 을 통한 지역주민 수입증 의 모범 인 사례는 충남 보령시이다. 보령시는 

연 4회(5월, 6월, 9월, 10월) 갯벌학습을 통해 갯벌 속의 다양한 생물 찰에 

을 둔 생태  로그램을 운 이다. 강화도 역시 생태 을 하여 해안갯벌에 

탐방로·철새 탐조 ·자 거 도로를 설치하고, 생태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생태 객을 극 유치하고 있다. 

경남 남해 설천면 진목리는 폐교를 활용하여 갯벌생태학교를 만들어 활용 이며, 강

원도 양군 수비면 수하리 한 39만4천㎡에 45억원으로 생태공원과 생태학교를  

조성하여 시 , 체험 , 사육실 등과 생태 객을 한 방갈로 등을 조성해 생태

학교로 운 이다. 학습공간에는 생태 시 을 으로 나비, 잠자리, 반딧불이 사

육과 찰장, 야생식물원, 오수 자연정화연못, 야외생태 교육장 등을 조성하 고 생태

공원에는 생태연못, 잠자리공원, 수변식물 찰장, 수서곤충 찰장 등 생태공간을 조

성하 다. 수비산  마을에서도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새로 구축된 마을 홈페이지

를 통해 인터넷으로 산 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사이버 산  박물 ’화 

하는 등, 오염되지 않은 환경 친화 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농가수입을 올리고 있다. 

표 인 생태 지인 함평군은 에는 나비축제, 여름에는 갯벌생태학습장, 가을에

는 솟 ·장승·허수아비 한마당, 겨울에는 나비생태온실 등 사계 형 생태학습 지를 

통해 생태학습과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생태  여행상품으로 철새도래지 , 야생  사진찰 , 지리산 원추리 , 

설악산 공룡능선 에델바이스 , 동굴탐사, 오동도 동백꽃 , 진도의 기 구경 

등이 여행사를 통해 상품화 되었으나 정기 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2003

년도 문화 부가 선정한 국내 여행상품 에 생태 과 련 깊은 테마여행은 ‘남

도문화와 신나는 농 체험’(솔항공여행사), ‘보길도 문화유산 탐방’(솔항공여행사), ‘청

학동 가족캠 ’(컬처투어), ‘서해안 생태여행’(솔항공여행사) 등이 있다, 이 밖에 ‘섬진

강 황토 염색체험’(다음 ), ‘곰배령 야생화탐방’(여행자클럽) 등이 있으나 아직 우

5) 제46조 (생태 의 육성)  ① 환경부장 은 생태 으로 건 한 (이하 ‘생태 ’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하여 문화 부장 과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자연환경의 보 을 한 민간단체에 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 환경부장 은 문화 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하여 생태 에 필요한 교육, 생태 자원의 조사, 발굴  국민의 건   

    한 이용을 한 시설의 설치, 리를 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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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는 생태 이 일천하며 자연생태에 문화된 여행사가 아닌 일반 모임을 

통하여 생태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8> 국내 생태관광 현황

구분 장소 특징 

해양생태 
관광지역

순천만 
습지

∙ 순천시 대대면에 있는 갈대밭과 습지
∙ 대대면에 있는 갈대밭 및 습지지역이 개발로 인해 위협받아 파괴되는 것에 대한 회의 :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및 연구에 기초, 생태관광 및 생태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보전운동에도 착수할 계획임

경상남도 
거제도

∙ 대상자원 : 희귀한 동식물, 독특한 낙엽수림,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거제도에 있는 문화유산지역에 
   방문
∙ 인근의 해금강, 해변과 같은 유명한 관광지역과 연계함 

강원도 
고성군 ∙ 민통지역, 해변가의 섬 등과 같은 풍부한 자연자원지역 

산림생태 
관광지역

강원도 
인제군 

∙ 민통지역의 경우 농사를 짓고 사는 주민들과 군사행위간에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관광사무소는 또한 생태관광 리조트의 경험을 기존의 레저리조트와 차별시킴
∙ 위협에 처한 희귀종, 우이령 보전협회 등에 의해 조직됨 

자료: UNDP․서울 학교․과학기술부․한국토지공사,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을 한 조사․연구」, 2000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24

제 3  해외 사례 연구 

생태 은 자연자원과 역사  자원들의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실행방안이다.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은 1970년  이후 들어오

면서 생태 에 하여 심을 가지고 육성․지원을 시작하 다. 이들 국가들이 생

태 의 활성화를 하여 어떠한 략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서울

에 용가능한 정책 , 제도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호주 

호주는 산호 , 열  우림과 같은 범 한 자연, 야생지역과 함께 독특한 식물군락

과 야생동물을 보유하여 해외 생태 객에게 매력 인 여행목 지이다. 호주에는 

2001년 자연   생태 업체는 약 2,935개사, 연간 산업규모는 약 10억달러에 

육박하며 생태 산업은 지역경제 발 과 환경보 기  조성, 외환 수익,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 , 사회  이익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를 방문하

는 동기는 국가별로 볼 때 거의 동일한 편이다. 즉 일본 객은 자연환경을, 한국

객은 야생지역에서 자연경험을,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객은 환경 으로 오

염되지 않은 풍경을 들고 있다. 자연생태 지를 방문한 약 150만명의 외래 객은 

1994년 년 비 24.8%의 연간증가율을 보여, 10명  5명(50%)에 가까운 객이 각

종 국립․주립공원  그 외 생태자연 지를 방문하 다. 

이처럼 호주에서 생태 이 성공  발 이 가능한 이유는 호주 정부가 1994년 수립

한 생태 국가 략(National Ecotourism Strategy)을 토 로 다양한 정책과 

로그램을 실행해 왔고, 이에 응하여 퀸즈랜드주, 타즈마니주 등의 여러 주정부들이 

생태 계획  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해 노력했기 때문이다(이원

희, 2002; 서인원․최정수, 2002 재인용).  

1) 호주생태관광협회(EAA)의 활동 

호주의 생태 회는 1991년 발족되어 1993년에 재의 생태 인증 로그램

(NEAP)의 모체가 된 ‘국가  생태  인증제도’을 마련하 다. 호주생태 회는 

총 집행원장과 2명의 보조임원을 심으로 자발 인 4명의 집행 원과 11명의 원

회(총15명)로 구성되었다. 2002년 IYE 2002 로그램을 진행할 당시 490개의 회원

업체로 구성되었는데, 이  280개의 기 은 생태  법인단체 고 120개 업체는 인

증(NEAP)를 획득하 던 상태 다. 그 외 210명은 컨설턴트, 학계, 정부 계획

가, 가이드, 보호지역 리자, 학생, 일반 개인으로 구성되었다. 

호주 산업 내 생태 을 표하는 최고의 국가  단체로 주요 업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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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결정자를 상으로 생태 의 홍보과 생태 의 실 을 하여 인증 로그

램, 가이드인증 등의 기 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실 으로는 호주 자연  생태  

인증 로그램(NEAP)  에코가이드 로그램 운 , 인 자원 계발, 호주 생태

가이드를 마련하며, 업체  정부와 공동 마  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수립

에 여하고 있다.

□ 홍보 활동 
2002년 세계 생태 의 해를 맞이하여 호주 체에 생태 에 한 인식을 확산시

키기 하여 다양한 홍보 로그램을 실행하 다. 생태 의 마 을 하여 개별 

추진체를 발족하여 호주 원회(ATC)와 리스트 로그램 활동을 하 다.   

호주의 나인 네트워크 채 의 ‘GETAWAY’ 여행 로그램을 통해 생태 을 부각 

하고 웹사이트를 개발하 으며, 7개 주(states) 내  단체들과 력하고 교육을 

한 텔 비  로그램 방 을 통해 교육과 홍보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노렸다. 이

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에게 생태 에 한 인식확 에 많은 기여를 하 다. 

□ 생태관광 인증제도(NEAP) 6) 개발 
생태  인증제도는 환경보호 략의 하나이다. 이미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인

증제도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1993년에 인증의 필요성에 응하기 

한 로그램 계획을 구상하여, 1996년 11월 세계 최 로 생태  인증계획을 세웠

다. 한 최근에는 국제 으로 생태 을 인증하기 한 기 으로 자국의 기 을 

용시키기 한 노력을 극 으로 기울이고 있다. 국가생태 인증 로그램인 

NEAP(National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는 자연   생태  사업자 

등의 산업체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었고(환경부, 2000), 산업체가 주정부

(Commonwealth Government)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 다. 

2000～02년은 NEAP 추진 제2기로써, 생태 범 를 자연 까지 확 하여, 국가 

생태  인증 로그램이라는 기존의 명칭을 자연생태 인증 로그램(Nature and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으로 수정하 다. 인증제도의 설계 기 은 합성 

 실용성 원칙, 자산확보원칙, 기술지원, 인증마크의 범 한 신뢰성 확보, 작권보

호문제와 인증기 의 포 성/배타성 지향까지 10개의 수행원칙을 제시하 다. 

NEAP 조직은 호주생태 회(Ecotourism of Australian Association, EAA)와 호주

사업자네트워크(Australian Tourism Operator Network, ATON)가 공동 연구하여 

설립한 연합조직체이다. 한번 인증된 상품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상품은 매

년 추가 인증 비용을 부과하고 기 합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3년경과 후에는 

새로운 지원양식을 제출해서 NEAP 기 의 용에 따른 평가를 받는다. 

6) 강미희, "생태  인증제도", 「2002 세계 생태 의 해 기념 포럼 “한국의 생태  발  략 모색”(2002.4.17-19) 발표논문집」, 2002, 

pp.158-177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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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NEAP 인증평가기준

구 분
자연관광
(Nature 
tourism)

생태관광
(Ecotourism)

우수 생태관광
(Advanced 
Ecotourism)

1. 폭넓은 이해와 감상기회를 주는 자연경험 제공 필요 필요 필요
2. 자연이해 기회가 경험으로 통합 선택 경험 필요요소 경험 중요요소
3.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최적 실행 필요 필요 필요
4. 자연환경 보전에 긍정적 기여 필요 필요
5. 원주민 사회 등의 지역사회에 민감하고 이들의 참여 보장 필요 필요
6.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기여 제공 필요 필요
7. 지속적으로 방문객 기대 충족 필요 필요 필요
8. 정확히 시장 점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여부 필요 필요 필요
출처 : Font and Buckley, 2001 (강미희, 2002 재인용)

□ 에코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에코가이드 로그램은 생태  가이드에 한 인증 로그램으로 일정 기 을 갖춘 

가이드에게 자격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1년 1월부터 실시된 이 로그램은 

문가 패 단, 장 평가자 네트워크, 로그램 리자의 력하에 재 호주생태 

회(EAA)가 리․운 한다. 

에코가이드 로그램은 가이드 양성을 한 것 보다는 가이드가 지닌 기술과 지식, 

태도, 활동을 인증하기 한 것이다. 에코가이드 지원 자격은 최소 12개월 이상의 투

어가이드 경력을 지닌 자이거나 공인 가이드 자격 는 련 분야 학 를 지닌 자로

서 최소 3개월 이상의 투어가이드 경력을 갖춘 자이다. 재 NEAP는 에코가이드  

로그램을 통해 인증 받은 가이드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수 생태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보 스 수를 부여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에코가이드 인증을 

받은 가이드의 고용 여부가 필수 인 평가 기 이 되었다. 

2)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와 만족도 조사

호주 연구원(BTR)에서는 생태 객의 여행동기와 만족도에 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호주 부(ONT)는 「생태  황-최근의 마켓 연구」(1997)를   

발간하 다. 생태 객들은 일반 으로 ① 자연미가 뛰어난 지역이나 상물, ② 소

규모의 그룹, 군 에서 벗어남, ③ 비슷한 심과 사고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④ 일정 수 의 환경과의 일체 인 체험, ⑤ 일정 수 의 지식과 교육, ⑥ 재미와 즐

거움을 추구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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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태 객을 충동 , 능동 , 개인 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장세분화 략을 

수립하 다. 우선, 충동 인 생태 객은 주된 목 지에서 벗어나 자연 심의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객에 의해 주로 방문지역에서 약이 이

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능동 인 생태 객은 보다 거나 년 연령층의 문직

업인으로서 부분 미리 약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즉, 국제 인 마 , 기반

시설  상품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으나 주로 국내 객이 이 부

류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생태 객은 체로 나이가 많은 혹은 은퇴한 문

인들로서 업자로부터 좋은 우를 기 하며, 호주에 도착하기  숙박형 생태

 투어를 약하는 외국인 객이 이 부류에 주로 속한다고 하 다. 

한 호주를 방문한 생태 객은 친 한 서비스와 양질의 자연자원에 요한 우선순

를 두는 경향이 있다. 한 투어를 선택하며, 생태상품을 선택할 때 자연해설의 내

용을 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며 주로 주변사람을 통한 추천이나 지인의 지역정보가 

생태상품 선택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태 객에 한 주요 연구를 시행하

다. 

2. 일본 

일본의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은 환경친화 이며 보 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일본 환경청은 1980년 람사 약 가입

이후 구시로 습지 7)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구시로(釧路) 간석지는 1971년 구시

로 습지의 미래에 한 시민심포지엄 이후 시민들간에 요성 인식이 확산되어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재 시민이 심이 되어 생태 로그램을 운 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의 환경에 한 인식과 참여에 의해 생태 이 이루어지고 있다(환경부, 

2000 참조). 

일본은 생태 에 한 수요가 증 됨에 따라 철새도래지를 상으로 한 탐조 이 

생태 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탐조 은 일본야생조류회와 문여행

사가 주로 알선하여 우도나이호(湖)일 , 규슈 이즈미(出水)일 , 북해도 구시로(釧

路)습지 등이 그 주요 상지가 되고 있다(김진선, 1998).

1) 생태관광 추진 과정  

일본은 1964년 처음으로 닛꼬(日本)국립공원 내에 방문객센터를 설립하 으며, 1978

년에는 일본자연보호 회를 통해 자연 찰지도원 양성사업이 추진되었다. 1986년에

는 요꼬하마 자연 찰의 숲이 첫 개 을 하 다. 1988년에는 ‘Forest Club’이 조직

7) 구시로 습지 는 북해도 동남부 지 에 면  56㎢로 일본의 천연기념물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최 의 물새 서식지로 국제 으로 

요하다고 인정되는 습지에 한 조약인 람사 약에 따라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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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람들에게 산림지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추진하 다. 1992년에는 임

야청에서 양성하는 산림 인스트럭터(Forest Instructor) 제도를 마련하여, 1997년 

670명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숲을 찾는 사람이 자연 찰, 체험임업, 삼림욕 등의 야

외활동을 하는 경우, 산림․야생동식물 등에 한 설명과 지안내, 산림휴양 등을 

지도하는 문인력이다(김상윤, 1998; 이종수, 1999 재인용). 

1998년 4월 1일에 일본생태 회(Japan Ecotourism Society, JES)가 설립되어 생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세계 생태 의 해’(IYE)를 기념하여 산악생태 축제 기념 회를 

개최하고, 일본생태 회를 심으로 생태 인증제도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2) 야쿠시마(Yakusima)의 시민참여

야쿠시마(Yakusima)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규슈 남단의 섬

으로 기후 가 아열 부터 한 기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야쿠시마는 섬의 상당부

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993년 12월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에 의해 세계문화조약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국립공원면

의 80%, 섬 체면 의 20%인 10,747ha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양한 생태계와 산

맥, 특이식물, 천년 이상의 거목, 바다거북의 서식지 등이 세계 인 자연유산으로 가

치를 인정받고 있다. 체 면  500㎢에 야쿠시마 인구는 약 13,500명 정도로 연간 

방문객 수는 20～25만명 정도이고 1일 방문객 수는 약 1,000명 정도이며, 평균 체류

기간은 2～3일 정도이다(신동일, 2002). 

□ 환경문화재단 설립 
야쿠시마 생태 은 생태 의 심  추진조직을 갖추고 뛰어난 자연을 보 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새로운 지역을 만들기 해 민, 이 참여하여 환경문화재단을 설립

하 고, 이 재단이 주축이 되어 자연보호 로그램과 자연환경 학습시스템, 생태체험 

로그램이 활발하게 운 이다(환경부, 2000). 환경문화재단은 문화사업으로 재단

회보인 ‘야쿠시마통신’을 연 3회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야쿠시마 자연생태에 한 식

물가이드를 발행한다. 세계자연유산등록기념사업으로 련 자료 , 가고시마시에서 

야쿠시마물산 , 야쿠시마이야기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며, 음악회, 화제, 강연회 

등도 개최한다. 야쿠시마 지역가꾸기 지원 사업으로 야쿠시마 청소년을 지역가꾸기 

선진지에 시찰 연수 보내고, 야쿠시마 에코페스타 2000, 신산마츠리 등 지역활성화를 

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 자연환경 학습시스템 
야쿠시마는 다양한 환경학습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환경학습시설로는 환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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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환경문화연수센터가 있으며, 이외에도 박물 , 환경학습네트워크가 있다. 한, 

연구시설로는 야생보호센터, 연구자 네트워크, 환경문화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다. 특

히, 환경문화연수센터에서는 야쿠시마의 자연과 생태에 심을 갖는 지역주민과 

객을 해 자연체험 세미나, 단기 로그램, 1일 연수, 환경학습 수익사업, 환경학습 

특별기획 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신동일, 2002).

3.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기구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

토와 자연자원의 효율 인 이용과 균형  개발을 해서 환경정책상 일 성을 유지하

고 있다. 미국은 1950년  이후 국립공원 이용객의 폭발 인 증가로 동식물이 피해를 

입게되자 국립공원에 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야 장 제한, 

소음규제 등 야생동물에 한 새로운 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립공원 방문시 먼  

찾게 되는 방문객안내센터의 건물은 지산 자재로 짓고 지역의 자연과 역사에 한 

자료를 시하고 있으며 자원 사자나 문가가 상주, 방문객에게 자원의 해설과 안내

를 담당하고 있다(김진선, 1998).

그랜드캐년의 방문객센터의 경우 사실에서 지역소개 슬라이드가 상 되고, 시실에

서는 곡에서 발견된 역사  유물과 물자원 등이 소개되며 그랜드캐년을 소개하는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매를 하고 있다. 하와이 하나우마만의 자연공원은 재원조

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객들로 하여  환경교육 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듯 미국 생태 에서는 환경 교육과 해설, 윤리강령 로그램을 강조

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환경해설 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1) 자연환경해설을 위한 부서 신설 

미국은 1916년에 국립공원청을 설치하면서 방문객의 경험을 충족시켜주고 자연환경

도 보호하고 리하기 해 해설 로그램을 공원업무의 하나로 도입하 다. 1917년

에는 록키마운틴 국립공원에서 훈련받고 자격을 획득한 최 의 여성들이 지역 호텔에 

의해 자연해설가로 고용되었고, 1919년에 미국의 국립공원 회는 국립공원과 국가기

념물의 경  는 천연 동․식물상 등을 책이나 상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달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다루었다. 1920년에는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에서 하이킹

과 자연 련 화상  등 무료 자연안내 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했고, 엘로스톤

(Yellowstone) 국립공원에서는 자연 해설가의 안내로 장 탐방과 주제별 강연 등 

미국 국립공원에서 가장먼  공식 인 자연해설 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시작하 으

며, 1930년 에는 역사와 문화 분야까지 자연해설의 범 가 확 되었다.

8) 조계 , 2003, “세계의 숲해설”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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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미국은 국립공원 리청의 재편성 계획 안(案)으로써 해설의 활동을 강화할 

목 으로 새로운 부서 즉, 역사 분야와 자연사 그리고 정보와 박물 의 일을 지시하며 

력하도록 하는 해설 부서가 워싱턴 사무소에 신설되었으며, 한 5개의 지방 사무소

에는 자연주의자나 역사가와 생물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를 포함하는 해설 감독기 이 

신설되었다. 

2) 자연환경 해설을 위한 정책 

효과 인 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의 자원 리를 해서는 가장 요한 것이 바로 공원

의 자원에 향을 끼치는 이용자 리라는 인식이 정립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국립공

원청은 이용자 리를 해 문화된 리자들을 선발하고 그 문화된 리자들이 

각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공원에서 그 공원의 특성에 맞는 이용자 활동 로그램 개

발 등을 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이 세우는 목표는 부분 장기 으로 국립공원의 리를 한 문인

력을 양성하기 해 문 분야별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직원채용은 필요에 따라 

각 공원별로 수시 모집하며 정규직(permanent job)인 경우든 계 직(seasonal job)이

나 한가지 분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있다. 

일례로 각 공원마다 이용자 리만을 해 해설과가 있다. 해설과 직원들은 이용객을 

상으로 공원의 ‘자연환경’에 해 해설하고 공원에서 이용객들이 다양한 환경을 체

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객에게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의 역사와 자연, 지형 조건을 통해 살아있는 자연환경에 해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해설과(課)는 공원에 따라 보통 4～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설과장을 

포함한  해설과 직원들은 해설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해설과장은 보통 행정 인 일

을 맡지만 1주일에 최소한 1～2회 직  방문객을 상 로 자연해설을 해야 하고 그 

이외 직원들은 성수기때는 하루 종일 방문객을 상 로 해설을 한다. 여름 성수기때는 

거의 매일 별자리 찰, 야간 산행, 슬라이드 는 비디오 상  등 해설 로그램이 

야간에도 실시되고 있으며, 몇몇 공원을 제외하고는 겨울 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한 직원들은 국립공원의 해설기능을 더욱 범 하게 연구하며 알기 쉬

운 시청각 도구나 책자, 표지 , 팜 렛 등을 개발하며, 자연학습이나 환경체험학습, 

생태연구 활동 등의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이 효과 으로 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원마다 매일의 해설 로그램 계획표를 만들어 공원 탐방객 안내소 입구 는 팜

렛에 표기하고, 시간에 따라 안내 방송을 통해 흥미있는 탐방객들을 모아서 인도하거

나, 주변의 학교로부터 연락이 오면 공해설가가 맡아서 인도하고 있다. 탐방객 안

내소는 자연해설을 해 최소한 1명의 해설가는 항상 탐방객 안내소에 상주하여 탐방

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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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때는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계 직(seasonal job)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보통 

지역주변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 ․고등학교에서 공원과 련 있는 

과목을 공한 교사들을 선호하고, 비슷한 공의 학생 는 학원생들도 그 주요 

상이 되고 있다. 부분의 계 직(seasonal job) 해설가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다음해에 다시 채용되며 보통 5～10년간 근무하다가 정규직(permanent job)으

로 확정 채용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의 직원채용은 실무경험 주로 채용 임명되고 

있다. 한 성수기때는 많은 지역주민과 인근 학계, NGO, 일반 자원 사자들의 해설 

업무 지원을 받고 있다. 

탐방 로그램 운 의 필수시설인 탐방안내소는 공원별로 최소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탐방안내소에는 오디오 는 비디오 시설이 있으며, 자연학습원이 부분 설치되어 있

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돕고 있다. 각 공원의 특색에 맞는 주니어 인 (해설 로

그램) 로그램도 운 되고 있다. 

 

3) 국립공원 내 자연해설 프로그램의 특징

재 미국의 국립공원청과 국립공원재단에서는 387개의 국립공원에 자연환경을 공부

할 수 있는 장교육 로그램으로 'Parks as Classrooms'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

․고교 교사들에게 이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국립공원을 방문한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교사나 국립공원 해설가(Park Ranger)들로부터 공원

의 역사와 자연, 환경 그리고 생태계 등을 직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운 되고 

있는 로그램이다. 주입식이나 강의식 교육의 형태보다는 참가자들의 자발 인 참여

를 통한 자연학습과 장체험 활동이 자연해설 로그램의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스스로 해설하면서 탐방할 수 있는 자기학습식 해설 로그램과 자연환경 해설가가 

직  안내하는 해설 로그램을 함께 운 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한 해설 로그램도 

운 하고 있다. 

그 외 특징으로는 탐방객의 수 에 따라 산책․등산로의 코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을 들 수 있는데, 각 공원의 생태 ․문화 ․사회  특성에 맞는 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한 주변 지역의 NGO 는 환경 련 단체들과 유기 인 조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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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9)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산업에 생태 의 개념을 도입하 고, 캐나다 

회는 생태 에 객 윤리강령을 포함하여 채택하 다. 그래서 캐나다 생태

은 자연해설 로그램이 심이 되고 있으며 생태해설을 통하여 리주체에 한 정

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1) 자연해설을 통한 관리주체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자연해설은 일반 으로 방문객들과 해설가의 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  

리의 PR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연해설은 리주체의 외 홍보와 리

의 수단으로 매우 유익하며, 외 홍보를 통해 리주체가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에 

한 가치를 방문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리당국에 한 정 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캐나다 국립공원의 해설서비스는 선진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설을 통해서 효율 으로 자연자원을 리하고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의 리

주체의 이미지를 진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해설은 국립공원과 같

은 보호지역과 보존지역의 좋은 이미지와 뛰어난 시각 인 자연경 을 다음 세 들을 

해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리주체의 목표를 달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방문

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자연해설에 의한  다른 진효과는 정치 인 부분에 상당한 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는 자연해설을 통해 각 이익단체들간의 갈등을 조 하고 통제하기 한 정치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한 자연공원 단체에

서는 지 자연사에 한 해설세미나를 개최할 때에 산림보호와 자연환경에 한 이

미지를 이용하기 하여 해설가들에게 유니폼을 입고 세미나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참

석자들이 리주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든 바 있다. 이처럼 보호지역과 보존

지역의 보존 당국이 시각매체를 이용하여 해설의 요한 목 과 메시지를 달할 때 

방문객들과 지 주민들은 흥미로워하고 그 해설의 내용이 쉽고 간결하게 디자인되었

다면 사람들은 그 지역 는 주변 장소를 보호하고 리하는 리주체에 해 신속하

게 평가할 수 있는 매개를  수 있는 것이다. 시각 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보호 

는 보존기 의 주요 목 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방문객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친지나 동료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사회  마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 지역의 경제에까지도 향을 미칠 수 있다.

9) http://www.foresto.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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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해설프로그램 

일반 으로 캐나다의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구역에서의 자연환경에 한 해설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 방문객센터의 해설도구 전시 
일반 으로 방문객센터의 시와 진열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원이나 보호

구역에 자생하는 동․식물과 는 특징 인 상에 해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해설과 함께 그 내용물들을 시해 놓고 있다. 시는 벽에 걸은 사진, 

패 시, 지도모형, 시될 종자 혹은 표 등이 포함되며, 방문객센터는 형사진을 

시해 놓고 있어 아주 유용하다. 한 로 백인들이 들어오기 에 인디언들이 살아왔던 

과정이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생활사에 해 재 하는 것으로서 자연해설가가 해설 

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문객센터에는 흔히 오디토리엄을 만들어서 슬라이드나 비디오 테잎을 이용한 시청

각 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찾았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

라서 자연환경 체험센터로 탄력있게 변화되거나 확장되기도 한다.

해설에 필요한 도구들로는 축소모형, 척도모델, 살아있는 동․식물 시, 해설 , 도

표, 사진들이 표 인 해설 도구이다. 진열과 시는 비교  비용 감 이고 실

내․실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작된 것이 많다. 가장 효과 인 시는 

특수 객을 상으로 설계하는 것이며 가장 효과 인 진열은 해설을 좀더 활성화시키

고 생명을 불어넣기 해 자연해설가를 그 곳에 배치하여 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 체험교육센터
이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돕기 해서 설계되었고 필요한 시설과 다양한 체험에 필

요한 도구들과 모형들을 보유하고 있다. 체험교육센터는 주로 체험 로그램 참가자들

이 체험활동을 하거나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로 참가자들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자체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정규직 해설가가 상주

하게 된다.

□ 프린트 유인물 이용 
린트 유인물은 많은 방문객들을 할 수 있는 비용 감  방법인데, 주로 소책자, 

리 릿, 노트시트, 지도, 책, 포스터, 엽서, 달력, 스티커와 같은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다. 이러한 유인물은 해설가없이 자기 스스로 해설하는 자기학습식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일례로 어느 공원이나 보호구역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해설가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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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고 느낄 때 그 장소에 한 기본 정보라 할 수 있는 린트 유인물을 가지고 

그 장소를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린트 유인물은 방문객들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이미지를 스스로 그릴 수 있도록 다분히 함축 이고 

정교하게 꾸며져 있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각각 다른 방문객들의 욕구에 응하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 배포하고 리하기가 비싸다는 , 빨리 낙후되어 업그 이드

가 필요한 등이 린트 유인물의 단 이라고 할 수 있다.

□ 자기 스스로 해설하는 자기학습식 트레일
자기 스스로 해설하는 자기학습식 트 일은 방문객이 어떤 공원이나 보호구역에서 놓

여진 일련의 코스를 따라 가면서 스스로 는 동료나 가족간에 해설하는 방법이다. 코

스는 도로, 산책로, 강 혹은 철도일 수 있으며, 자기학습식 트 일 시작지 에는 책자, 

안내 , 숫자팻말, 라벨, 표지  등이 비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라디오나 카세

트와 같은 오디오 시설이 비된 곳도 있다. 일반 으로 스스로 해설하는 자기학습식 

트 일은 방문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그 장소를 답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스스로 해설하는 자기학습식 트 일을 따라 하는 답

사는 린트 유인물과 같은 문제 이 있지만 체 인 비용 약 인 면에서 상당히 

효과 인 방법으로서 많은 공원이나 보호구역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해설가가 유도하는 답사 
해설가가 직  로그램 참가자들을 면하면서 해설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 이고 값

진 해설기법이다. 이는 해설 로그램 참가자들의 유형에 탄력 으로 맞추어 그 장소

에 해 토의하고 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나라의 국립공원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설 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특히 해설 로그램 참가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통제하고 자연에 한 소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해설가

는 미리 정해진 루트를 따라 그 장소의 특징을 해설하고 참가자들의 반응과 심에 

따라 세부사항이나 망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요한 은 해설가가 각 그

룹의 특별한 심에 하여 해설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참가자들을 설득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 인 매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해설의 약

은 방문객당 비용이 높고 방문객들의 방문 경험이 해설가에 의존 으로 된다는 것이

다.

5.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북미와 남미 륙에 걸쳐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종이 다양하고 생태학 으로 요한 지역이다. 재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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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동식물의 소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공원 20

개소, 동식물보호구 10개소, 생물학  보호구 13개소, 산림보호구 15개소, 원주민보호

구 22개소, 보 구역 2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소유의 보호구도 있

어  국토의 25%가 환경보 지역이다. 1993년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약 70만명이며, 

이  40만명이 외국인이다. 코스타리카는 정부의 환경보 정책으로 인해 생태 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김선희, 1995; 서인원․최정수, 2002 재인용). 

코스타리카는 환경해설을 통한 사회  마 (Social Marketing)으로 생태공원의 이용

을 높이고 있다. 공원측은 국민에 한 홍보작업을 통해 국립공원안에 자생하는 공원

자원을 엄격히 보존하기 해 사회  마 을 이용한다. 

경제분야의 마 에서 용된 개념이 공원이나 보호구역에서 상품을 사는 고객 신 

국립공원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상으로 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개념이 바로 

사회  마 이다. 즉, 국립공원에서의 사회  마 은 이용객들의 탐방욕구를 악

하고 이러한 이용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해 해설가나 리자들이 각각 노력을 해

야 한다. 특히, 늘어가는 공원 이용자들을 해서는 지속 으로 노력하여 이용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빨리 악하여 이용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새로운 해설 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원 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 장기 인 계획을 세워 계속 으로 방문객들을 상 로 모니터

링과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악할 수 있는 시스템 한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 으로 가격(Price), 상품(Product), 분배(Place), 매 진

(Promotion)의 4P와 최근에 정치 인 향(Political Power)과 여론(Public Opinion) 등 

두 개가 포함되어 6P's 10)로 불린다.  

코스타리카는 공원자체 인 개발 노력과 더불어 국립공원이 안고 있는 지역사회에 

한 여러가지 부정 인 향을 해결하기 해 사회  마  등을 받아들이는 등 지속

으로 노력한 결과에 의해 지역주민의 자발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공원의 

보 리 략이 성공한 경우이다.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의 존재가 자기 

지역사회에 사회, 경제, 문화 으로 가치가 있으며 최소한 심리 인 보상이 주어졌다

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궁극 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 심으로 연결되었으

며, 방문객, 공원 리자와 해설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스타리카는 많은 나라로부터 생태 객을 받아들이면서 원시 

열  다우림지역을 해설을 통해 보호하고 리하고 있으며 생태 객으로부터 얻는 

수입의 그 나라의 GNP에 없어서는 안될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 ① 가격 (Price): 이용자가 지불 (탐방 는 휴양 활동에 필요한 시간, 노력, 계획 등) 해야 하는 요소이다.

   ② 상품(Product): 상품(이용/탐방기회)은 소비자(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  산물로서 해설 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분배(Place): 상품에 해 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느냐와 련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이용객 입장에서 편리하게 시스템화되어야 한

다. 

   ④ 매 진(Promotion): 이용객과 교류하는 과정으로 기사화, 고, 개인 인  등 특별 매 진을 해 필요한 사항이다.

   ⑤ 정치  향(Political Power): 공원정책과 보호지역의 정책 인 방향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사  는 사후에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⑥ 여론(Public Opinion): 사회  마 의 모든 내용은 궁극 으로 국립공원 는 보호지역을 리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리자들은 

명하게 단하여 여론을 정 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한 리자들은 이용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객들의 명한 

단을 돕고, 이용객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인 모니터링으로 경향을 주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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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   

이상의 해외사례를 통하여 생태 의 활성화를 해서는 각 주체가 참여하는 회 

조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호주와 일본의 경우 이러한 회가 심이 되어 인증제

도의 구축, 홍보활동, 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 생태 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생태 에 있어서 환경해설 로그램이 아주 요하며, 생태 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환경해설 지원을 한 기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와 같이 생태 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며,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규모가 우리와는 다른 경우, 그 나라의 조직이나 제도를 그 로 수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의 생태 은 야생 환경을 탐방하기보다 다양하고 수

높은 환경해설 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해서는 에코 

가이드 제도와 산림 인스트럭터 제도와 같은 해설사 인증 로그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다양한 방법으로 운 되고 있는 해외의 환경해설 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해설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생태 에 한 사회  인식이 낮아 생태 의 홍보를 하여 TV 로그램을 활용

하여 홍보와 동시에 환경교육  효과를 얻은 사례와 웹사이트를 개발한 사례 한 

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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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서울시 생태 자원의 분포 황 

1. 서울시 자연환경의 특성  유형 분류 

서울은 남북방향으로 북한산, 남산, 악산을 잇는 산악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고, 동

서로는 한강이 폭넓은 수경축을 이루고 있다. 외곽으로는 북한산, 아차산, 악산,  

덕양산 등에 둘러 싸인 ‘원십자축’의 자연경 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의 북쪽 경계는 

해발 600m 이상의 북한산(837m)과 도 산(740m)이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고, 동북방

향으로는 수락산(638m), 불암산(508m)이 솟아있고, 동쪽에는 용마산(384.5m), 아차산

(297m)이 있으며, 남쪽에는 인릉산(327m), 청계산(427m), 악산(629m)이 있어 자연

인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겸재 정선의 「장안도」는 북악에서 장안을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으로 그림속에는 온

통 산과 숲만이 화폭에 가득하다. 이는 서울의 자연환경이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

도 손색이 없는 생태도시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김재일, 

2001). 이 듯 서울의 도심부는 옛 조선조 한양의 4 문을 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에 낙산(111m), 인왕산(338m), 남산(262m), 북악산(342m)이 풍수지리  경 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계내의 북서부와 서남부 지역에는 고도 150～200m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들 산지 사이를 한강의 지류인 랑천, 청계천, 홍제천, 불 천, 탄천, 양

재천, 안양천 등이 흘러 주요 수계를 이루고 있다. 

한강처럼 큰 강을 수도 심부에 끼고 있는 나라는 세계 으로 드물다. 수질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뚝섬, 여의도, 난지도, 선유도, 밤섬 등의 하 도가 발달되어 있어 하 도

와 수변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풍부한 자연자원은 서울시의 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문

화, 생태, 환경 등 도시 리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간과되고  

부분의 시민들이 고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녹지를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 서울시에서는 생태 인 도시 리의 토 를 마련하고 보존  복원 

주로 도시 리 방향을 환하고자 도시의 생태 인 특성 분석, 보 책 수립, 도시

계획 등의 기 가 되는 자료를 획득하기 하여 서울시 역에 한 도시생태 황을 

조사하고 평가,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 이며, 우수한 생태계는 자연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   리를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4～5년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는 서울시 비오톱에 한 연구 내용과 생태자원의 보 을 해 지정하는 

자연환경보호구역에 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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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 비오톱1) 현황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시 도시생태계를 보 하기 하여 도시생태계 

반에 걸친 분야별 특성 악  보 ․복원 책 수립에 필요한 기 조사로 1999년

과 2000년에 걸쳐 서울시 역에 한 세 가지 기 조사(토지이용 황, 토양피복,  

존식생)를 토 로 비오톱 황을 조사하 고, 2000년과 2001년에 도시생태 황도를 작

성하 다.2)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2002년 생태 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유

형을 평가하여 보호구역의 황과 계획도면을 작성하 다(<그림 3-1> 참고).3) 

<그림 3-1> 비오톱 유형으로 본 서울시 보호구역의 현황과 계획도면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비오톱유형별 생태계복원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연구(1단계)」, 서울

특별시, 2002.5., p.415  

비오톱 유형화의 기 자료로는 장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토지이용, 토지피복, 존

식생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도시공간의 특성상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이 비오톱 유형 

구분의 주축이 되어 서울시 체 비오톱은 다음과 같이 크게 9개 비오톱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4)  

1) 생물군집은 비오톱(Biotop)이라는 당한 서식장소를 필요로 하며, 비오톱은 생물군집과 함께 생태계를 구성한다. 즉, “공간  경계를 가지

는 특정생물군집의 서식지”를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비오톱은 고유한 환경속성을 가지며 이것으로 다른 환경과 구분될 수 있다.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조성지침 수립」, 서울특별시, 2000, 2001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비오톱유형별 생태계복원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연구(1단계)」, 서울특별시,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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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서울시 비오톱 유형 분류

분류 비오톱 유형 특성

도시형비오톱
 주거지비오톱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비오톱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교통시설비오톱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도시화가 진행

근자연형비오톱
 조경녹지비오톱
 경작지비오톱
 유휴지비오톱

 인간의 간섭을 받고 있으나 자연성 회복 가능

자연형비오톱  하천 및 습지비오톱
 산림비오톱  자연적인 상태이거나 자연성이 높음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비오톱유형별 생태계복원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연구

(1단계)」, 서울특별시, 2002.5 

이러한 비오톱 유형  생태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유형은 조경녹지 

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하천  습지 비오톱, 산림지 비오톱 등 4종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서울시 총면 의 40.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비오톱의 면 비율과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3-2> 비오톱 유형별 면적비

비오톱 유형 면적 비율(%)
주거지비오톱 26.91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5.82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비오톱 7.35

교통시설비오톱 10.15
조경녹지비오톱 2.79

하천 및 습지비오톱 8.29
경작지비오톱 4.94
산림지비오톱 24.46
유휴지비오톱 0.03

기타 및 혼합지 비오톱 9.27
계 100.00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서울특

별시, 2000.2.   

4) 서울특별시, 「서울시 비오톱유형별 생태계복원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연구(1단계)」, 2002, P.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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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녹지 비오톱은 서울시 체면 의 2.97%를 차지하며, 7개 유형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조경수 식재지가 이  70%로 가장 넓고, 묘지가 11%, 묘포장이 9%, 고궁이 

5%의 면 비를 보인다. 조경수식재지는 인 으로 조성된 도시공원, 도로변 완충녹

지, 도로 교차로 녹지 등이 부분이다.

경작지 비오톱은 경작특성에 따라 논, 밭, 방목지, 과수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경작지로 구분되며, 서울시 체 면 의 4.94%에 해당된다. 이  밭이 47%로  

가장 넓은 면 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경작지가 26%, 논이 23%에 해당된다.  

하천  습지 비오톱은 생태  특성에 따라 수면, 호안, 건천, 습지로 구분되었고,  

서울시 체 면 의 8.29%를 유하고 있다. 이  수역이 66%로 가장 넓으며, 자연

형 호안 19%, 인공호안 8%, 습지 7%를 유하고 있다.  

산림 비오톱은 자연성  생태  구조에 따라 인공림, 자연림, 본식생지, 벌채지  

나지, 암석 노출지로 분류되고, 인공림은 다시 자생성  성상에 따라, 자연림은 생

태  특성  우 종에 따라, 본식생지는 자생여부에 따라 소분류된다. 산림 비오톱

은 서울시 체 면 의 24.46%이고, 이  자연림이 52%, 인공림이 44%, 본식생지

가 2%이다. 인공림은 모두 외래종이었으며, 본 식생지도 외래종 본식생이 부분

을 차지한다. 자연림 에서는 참나무류가 가장 넓은 면 에 걸쳐 분포하고 소나무도 

비교  넓게 분포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2)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지정 관리 현황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자연자원 리를 담당하고 있는 앙기 과 해당 지방

정부들은 최근에 들어 생태자원의 보 과 활용에 해 특히 심이 높다. 거주공간이

외에도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 함으로써 국가의 귀 한 자산인 생물자원을 보

해야하기 때문이다.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연  

공원, 생태계보 지역, 자연환경보 지역, 문화재보호지역(천연기념물보호구역), 공익

임지, 천연산림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형태로 지정/ 리하고 

있다(<표 3-3> 참조). 

한편, 도시화된 지역으로서의 서울시의 자연환경보호구역을 2000년에 발간된 도시생

태 황도(비오톱유형도)를 기본도면으로 하여 작성해 보면 <표 3-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근거법과 할 부서에 의해 리되고 있지만,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개발규제 상이 되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태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서울시지정보호수, 생태계보 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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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연환경보호구역 지정 근거와 현황

보호구역 법적근거
(관리부서) 지정목적 지정현황

면적(㎢) 비고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환경부) 경관보전과 적정이용

6,473
730
307

20개 국립공원
20개 도립공원
29개 군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시․도) 자연생태계 보전 99.78 환경부 64㎢

시․도 35.78㎢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법

(건설교통부)
자연경관,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보전 8,695 2,302㎢
해양 포함

문화재보호지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문화관광부)

문화유산보호를 통한 
국가문화의 창달 694 282개 장소

공익임지 산림법(산림청) 보호 15,030 전체 산림의 23%
천연산림보호구역 산림법(산림청) 천연림과 대표산림 

생태계 보존 110 133개 장소

조수보호구역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산림청) 야생조수 보호 1,473 717개 장소

개발제한구역 국토계획법
(건설교통부)

과도한 도시팽창의 방지, 
자연환경 보전 5,397 35개 시와 35개 군

     자료: 환경부, 2000 (서인원․최정수, 2002.12., p.46 재인용)

<그림 3-2>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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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환경보호구역 및 오픈 스페이스 

분류 면적(ha)* 위치개요 관할부서 근거법
1. 자연공원 4608.02 도봉구 도봉동 산29-1 외 서울시 공원녹지과 자연공원법

2.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 중구 신당동 282-102 외

서울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법

근린공원 3330.91 종로구 명륜동 4가 1-1 외
도시자연공원 6636.86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외
체육공원 - 중구 만릴동 2가 6-1
묘지공원 345.84 동작구 동작동 산434-1 외
기타(관련부서에 
따라 관리) 873.51 중구 필동2가 84-1 외

3. 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 6.07 강동구 길동 3 외 서울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법
여의도샛강 42.95 영등포구 여의도동 39 외 한강시민공원 사업소

4.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 용산구 원효로4가 87-2 외 서울시 문화재보호과 문화재보호법
5. 서울시 지정보호수 - 종로구 궁정동 55 외 서울시 조경과 산림법
6. 조수보호구 2187.90 관악구 신림동 산5 외 서울시 조경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7. 생태계
  보전지역

한강밤섬 19.64 영등포구 여의도동84-7 외
서울시 환경기획과 자연환경보전법

둔촌동습지 0.49 강동구 둔촌동 212전 외

8. 개발제한구역 6312.56 강서구 오곡동 1 외 서울시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제34조에 

근거한 지정)

9.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7.28 용산구 이태원2동 259-15 외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시행령자연녹지지역 4240.00 마포구 상암동 481-72 외
생산녹지지역 526.05 구로구 개봉동 407-11 외

*    이 자료상의 면적은 도시생태현황도(1:3,000, 2000년) 및 기타 서울시가 보유한 종이도면으로부터 ArcView를 이용하여 
GIS 데이터 작성 후 계산된 자료이며, 서울시 행정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태공원은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 세분류(제3조)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향후 공원시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서 별도로 분류하였음. 길동생태공원은 도시자연공원에, 여의도샛강공원은 기타공원에 속함

***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천연기념물 및 서울시 지정보호수 등은 point로 위치를 표시하였으므로 면적을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2001. 2., 서울특별시, p.170



제 III 장  서울시 생태관광자원의 분포 및 활용 현황

45

2. 서울시 생태 자원의 유형별 분포와 특성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 자원은 그 분류기 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

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이 도시  환경인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생태

이므로 이에 따라 자원을 분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서울시의 비오톱 유

형으로 작성한 도시생태 황도에 근거하여 산림자원, 하천자원, 습지자원, 경작지 자

원, 조경녹지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 황과 생물상, 운  로그램과 특성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포 인 생태 자원 에서 자원의 매력성

(특이성, 회귀성, 표성), 찰가능성, 그리고 자원의 수용능력 등 생태자원에 한 평

가항목과 기 에 따라 상품화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합한 로그램을 개발

할 것이다.

1) 산림자원

서울은 26개의 내산과 외산이 두 겹으로서 시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서울시 지형의 

골격인 내외8산의 황은 <표 3-5>와 같다. 이러한 풍부한 산악자원은 수려한 경 을 

제공해 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한 자원이지만, 산악자원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이 주요한 생태 자원이며, 이에 한 해설과 함께 찰하고 체험하면서 배우는 

해설 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악산 등 서울시내 주요 산림 8개산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산림지역 내에는 환경부 

지정 법  보호식물인 고란 , 끈끈이주걱, 땅귀개, 이삭귀개, , 강제비꽃,    

산개나리, 삼지구엽 , 층층둥 , 통발 등 총 10종이 계곡부 주변  암반틈 등에

서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 동물상 조사에서도 특정야생동물 살모사, 무자

치, 두꺼비, 도룡뇽, 산개구리, 황조롱이 등을 포함하여 총 531종의 생물종이 발견되

었다. 5) 

그러나 서울의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  외래 객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원은 

도심에 치해 있는 남산 정도에 불과하며, 서울의 산림자원은 인공  요소와 자연  

요소가 잘 어우러져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에 한   

여가자원으로 활용이 미약한 편이다.  

한편, 북한산은 악산, 모산과 함께 서울시 개별 비오톱 평가에 의해 1등 지역으

로 최고 수로 평가받았다. 보 가치 1등  지역은 생태계보 지역 지정이 가능한 지

역으로 세 지역의 분포 지역과 특성은 <그림 3-3>과 <표 3-6>과 같다.  

5) 서울특별시, 「서울의 도시생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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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서울의 내4산과 외4산 

구분 위치
(관할)

높이
(m)

특징 비고자연적 요소 문화적 요소

내
4
산

남산 서울중심
(중구, 용산구) 265

◦지형: 2봉과 3지맥
◦생태: 191종
 -활엽수:55%
 -침엽수:45%(소나무 20%)
 -야생동물:61종(조류 59, 수류 2)

동․식물원, 
안의사 기념관, 
도서관, 팔각정, 
동상 등 15종

도시
자연공원
(2.97㎢)

낙산 서울 내동측
(종로구) 120

◦낙타의 등과 같은 모양
◦수목: 47종 107,603주
◦지피식물: 11종 43,075본

정도의 좌청룡, 흥인지문, 
서울성곽, 비우당, 이화장, 

동학당터 
도시

자연공원
(0.15㎢)

인왕산 서울 내서측
(종로, 서대문구) 338 -

정도의 우백호, 서울성곽, 
인왕스카이웨이, 국사당, 

환이사, 청련사

북악산 서울 내북측
(종로구, 성북구) 342 -

정도의 진산, 서울성터, 
청와대, 북악스카이웨이, 
삼청공원, 자하문, 팔각정

외
4
산

관악산
서울남방외벽

(관악구, 안양시,
시흥시)

629 연주대(주봉), 
영주대(세조의 기우제)

낙성대, 연주암, 자운암, 
성불암, 약수사, 관음사

도시
자연공원
(12.4㎢)

용마산
서울동방외벽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385.5 용마봉(주봉)
아차산(297m)

아차산성, 영화사, 화양사, 
대순진리회, 용암사

도시
자연공원
(5.1㎢)

덕양산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124 - 행주산성, 행주대첩비

행주
근린공원
(0.61㎢)

북한산 서울북방외벽
(서울시, 고양시) 836

백운대(주봉)
인수봉, 노적봉

도봉산(717m)-만장봉

북한산성, 대남문, 대성문, 
보국문, 용암문, 북한이궁지, 

문수암, 태고사, 원효암, 
상운사, 도선사

국립공원
(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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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서울시 산림자원 분포 현황  

 

<표 3-6> 비오톱 보 가치 1등 지역의 속성 요약

산 면적
(ha) 우점종 현존

식생
비오톱
범주

식피율
(%)

특별종 출현현황 관리현황 해당 구

북
한
산 

1747.98 신갈
나무

참나무
류림 자연형  

52.09

굴참나무, 당단풍, 오동, 
졸참나무, 물푸레나무, 국수나무, 
병꽃나무, 애기나리, 태백제비꽃, 
알록제비꽃, 도롱뇽, 산개구리, 

두꺼비, 살모사, 쇠살모사
국립공원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관
악
산

173.09 신갈
나무

참나무
류림 자연형 53.94

굴참나무, 당단풍, 오동, 
졸참나무, 국수나무, 애기나리, 

갯버들, 도롱뇽, 산개구리, 
두꺼비, 살모사, 쇠살모사

도시공원, 
조수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일부)
 관악구

대
모
산

282.91 신갈
나무

참나무
류림 자연형 52.96 굴참나무, 졸참나무, 국수나무, 

애기나리, 산개구리, 살모사 도시공원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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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비오톱 개별평가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전가치지도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2001.2, p.194

   (1) 숲속여행프로그램 운영 6)

서울시는 산림, 하천, 습지 등 자연생태계에 한 나름 로의 다양한 해설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이  숲속여행 로그램은 시내 11개 산을 상으로 2000년부터 운

되고 있는 로그램으로 연  4월부터 11월말까지 일요일마다 산별로 탐방코스에  따

라 이루어진다. 이 로그램은 숲 해설가와 함께 숲속 탐방코스를 등산하면서 자연 생

태에 한 설명을 듣고 직  찰하는 로그램이다. 해당구청 공원녹지과  남산공

원 리사무소에서 인터넷 는 화로 약을 받아 무료로 운 하고 있는데, 로그램

별 내용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6) 자료 : http://s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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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서울시의 숲속여행프로그램 운영 실태

산별 운영기관 코스 운영시기
남산 공원녹지사업소(남산) 식물원, 숲속길, 봉수대, 남산성곽, 소나무숲 1․3 주

관악산(1) 관악구(공원녹지과)
1. 낙성대공원, 강감찬장군동산, 연못, 버드나무길, 안국사, 자작나무조림

지, 소나무군락지, 참나무, 아카시나무숲, 사시나무군락지, 전나무길, 
버즘나무숲

2. 벚나무․참나무동산, 호수공원, 숲속오솔길, 자연관찰로, 수생식물과 동
물 관찰

1․3 주

아차산 광진구(공원녹지과) 만남의광장, 생태공원, 아차산성 1․3 주

청계산 서초구(공원녹지과) 개울돌다리, 수서곤충관찰, 참나무숲, 소나무숲, 경작지(밭), 잣나무숲, 개
울, 수생식물관찰 쉼터 1․3 주

대모산 강남구(공원녹지과)
1. 자연학습 공원, 야생화, 암석원, 오동나무 군락지, 잣나무 군락지, 실로

암 약수터, 자연놀이, 리기다소나무 군락지
2. 수피․잎눈․꽃눈 관찰, 경작지(밭), 야생화 군락지, 리기다소나무 숲 

1․3 주

관악산(2) 금천구(공원녹지과)
1. 감로천 생태공원, 수생식물․수서곤충 관찰, 금천정, 음지식물관찰, 야생

화 관찰, 맨발체험 
2. 시흥계곡, 은행 약수터, 딱따구리서석처 관찰, 생태통로, 칼바위, 한우

물, 신라성곽 유적, 갈대밭, 호압사, 소나무숲
2․4 주

인왕산 종로구(공원녹지과) 사직공원, 단군성전, 황학정, 산립욕장, 인왕천약수터 2․4 주

수락산 노원구(공원녹지과) 냇가, 수서생물관찰, 향토꽃전시장, 명상의숲, 밤나무숲, 물오리나무숲, 아
카시아나무숲, 바위밑샘터 2․4 주

서오능
(앵봉산) 은평구(공원녹지과) 탑골 약수터, 소나무군락지, 진달래길, 아카시나무숲, 서어나무 군락지, 국

수나무 길, 맨발 걷기  2․4 주

안산 서대문구(공원녹지과)
1. 연홍약수터, 메타세퀘이아숲, 방크스소나무숲, 단풍나무길, 벚나무길, 

자작나무숲, 옥천약수터, 무악정
2. 돌탑, 산수유숲, 물푸레나무, 모감주나무숲, 무궁화, 석천약수터, 대추

나무, 병꽃길
2․4 주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1. 소나무 코스, 봄(4.15~6.10)과 겨울(11.11~3.15) 운영
2. 참나무 코스, 여름(6.11~9.10) 운영
3. 단풍나무 코스, 가을(9.11~11.10) 운영
4. 삼림욕장, 생태관찰로, 습지, 식물원 및 표본실  

매주 
화,목,토,일

자료: http://san.seoul.go.kr

숲속여행 로그램에서 자연 찰 활동을 해서 구비하고 있는 기자재는 <표 3-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확 경, 미경, 청진기, 안경, 그리고 필드스코  등과 같이 다

양하여 꽃, 조류, 나무, 곤충, 망 등을 심층 으로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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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구비된 자연관찰용 기자재

품명 기능 품명 기능
쌍안경 전망보기 현미경 작은꽃 관찰 
확대경 곤충 및 꽃관찰 필드스코프 조류관찰

토양동물측정기 낙엽속의 곤충 살피기 청진기 나무에 물오름
직경측정테이프 나무의 굵기측정 기타 18종 

    자료: http://san.seoul.go.kr

<그림 3-5> 숲속여행프로그램 운영 장소 현황 

   (2) 국립수목원 운영 프로그램

국립수목원은 자연을 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하여 체험학습 로그

램을 운 하고 있다. ‘녹색수업’은 수도권 등학교 5-6학년생을 상으로 국립수목원

에서 자연 찰  장체험 교육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로그램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요일에서 요일까지 운 하고 있으며 연간 15,000명 정도가 교육

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의 지도는 국립수목원 산림환경교육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연 찰학습(학습교재 활용, 수목원  산림박물  견학), 장체험학습(숲속 보물찾

기, 숲 설계도, 내나무 찾기, 그린벨 퀴즈, 목공교실)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일반인을 상으로 “산림문화체험강좌”를 운 하고 있다. 산림문화체험강좌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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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서 11월까지 매주 운 되며, 하루 2회(10:30-12:00, 13:30-15:00) 운 된다. 세부

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3-9>와 같다. 

국립수목원 방문자를 상으로 숲의 기능, 식물의 생장  형태  특성, 용도, 기능, 

찰 상 유래  설에 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해설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습

지원→만목원→ 상수원→수생식물원→맹인식물원→온실까지 1시간코스로 구성되어있

다. 해설사에게 설명을 직  듣는 방법 외에 자동안내해설기를 이용하여 자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자동안내해설기는 방문자센터에서 무료로 여하고 있다. 국립수목

원은 자동안내해설기 100 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가능한 시간은 9:00-15:00까지이

다. 해설코스는 정문→습지원→만목원→수생식물원→맹인식물원→화목원→ 목원→난

식물원→향기식물원→ 상수원→생태도로→침엽수원으로 99개소에 한 해설이 2시

간동안 진행된다.  

<표 3-9> 산림문화체험강좌 내용(국립수목원 운영)

요일 명칭 장소 강좌 내용 

월요일
우리 나무, 풀이름 알기 교실 시청각실 

∙우리나라 희귀나무와 풀(꽃) 영상소개
∙수목원의 나무와 풀 직접 관찰 해설 
∙원예치료 사례소개

한지그림공예 체험교실 야외휴게소 ∙한지그림 작품 제작과정, 한지그림 실연 
∙한지 염색 방법 소개

화요일
천연염색 체험교실 야외휴게소 ∙천연염료 추출법, 천에 물들이는 방법, 매염 방법 

전통목공예 체험교실 야외휴게소 ∙목공예 작품 제작방법, 실용적인 목공예 실연 
∙소도구 사용법 

수요일 우리꽃만들기 체험교실 야외휴게소 ∙우리꽃 만들기 방법, 희귀 야생화 제작 기술
∙헝겊 염색 기술 

야생화 사진촬영 기술교실 야외휴게소 ∙사진의 원리, 야생화 사진 촬영기법, 촬영실연 

목요일 꽃누르미(압화) 체험교실 야외휴게소 ∙야생화 꽃누르미 제작법, 작품 제작 실연
∙소품 만들기 실연

식물세밀화 교실 야외휴게소 ∙세밀화의 기초, 세밀화 그림 작법, 실연 

금요일
화분, 분재관리 교실 야외휴게소 ∙화분 가꾸기 요령, 물주기, 비료주기 방법 

∙분재 관리 기술
종이접기 체험교실 야외휴게소 ∙종이접기의 기초, 기술, 실연 

자료 : 국립수목원 (http://www.koreaplants.go.kr/)

2) 하천자원

한강은 서울의 표 인 하천으로,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역시를 유역으

로 포함하고 있다. 이  서울시 할에 속하는 한강은 한강본류와 34개의 지변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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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데(<그림 3-6>), 제1지류가 8개, 제2지류가 15개, 제3지류가 10개, 제4지류가 

1개로 단히 복잡한 수지상(樹枝狀)을 이루고 있다. 한강의 각 지천과 본류의 수계

황을 살펴보면(<그림 3-7>와 <표 3-10> 참조), 서울의 하천자원은 매우 풍부하고  

도시 류하천  세계 최 규모라 볼 수 있다.7)

<그림 3-6> 서울시 하천 및 습지비오톱 분포

<표 3-10> 서울시 하천자원 현황

지류
단계 하천명 구간 연장

(m)
하폭
(m)

유로면적
(㎡) 비 고시점 종점

본류 한강 경기도 광주시계 경기도 김포군시계 41,510 1,100 41,098,900
제1지류 중랑천 경기도 의정부시계 한강 합류점 19,300 150 3,941,500 비복개
제1지류 홍제천 종로구 평창동 한강 합류점 11,950 50 597,500 상류복개
제1지류 봉원천 마포구 노고산동 한강 합류점 1,250 25 31,250 복개
제1지류 안양천 경기도 안양시계 한강 합류점 14,340 220 3,662,600 비복개
제1지류 반포천 서초구 서초동 안양천 합류점 3,770 30 113,100 상류복개
제1지류 성내천 강동구 마천동 한강 합류점 8,220 70 575,400 상류복개
제1지류 고덕천 강동구 상일동 한강 합류점 4,580 55 251,900 비복개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권역별 개발계획 연구」, 2001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권역별 개발계획 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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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 지도 

<그림 3-7> 서울시계내 한강 수계 현황도 

                        

생태 자원으로서 한강의 이용 잠재

력은 매우 크다. 서울의 다양한 수면

자원이 내륙자원인 고수부지로 변하게 

되어 수면자원만의 독특한 경 을 제

로 재 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

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망원, 이 , 난지, 강서, 선유도 

12개 한강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시민

들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표 

3-11> 참조). 

최근에는 한강변의 자 거 도로를 따

라 자 거, 조깅, 인라인스 이트 등을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8>은 자 거 도로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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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한강공원별 시설 현황

명칭 위치 면적/연장 주요시설
광나루 

한강공원 강동구 암사동 882,000㎡
/ 11.6㎞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야구장 등

잠실
한강공원 송파구 잠실동 589,800㎡

/ 5.4㎞ 잠실선착장, 자연학습장, 수영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뚝섬 

한강공원 광진구 자양동 825,000㎡
/ 9.6㎞

유람선선착장, 자연학습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체력단련장 등

잠원
한강공원 서초구 잠원동 290,400㎡

/ 5.2㎞ 자연학습장, 수영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체력단련장 등
반포

한강공원 서초구 반포동 567,600㎡
/ 6.4㎞ 인공섬, 수상스키장, 보트장, 축구장, 농구장 등

이촌
한강공원 용산구 이촌동 495,000㎡

/ 8.0㎞
거북선나루터, 청소년 전용광장, 자연학습장, 보트장,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롤러스케이트장(국제규격)
여의도 

한강공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706,200㎡
/ 3.8㎞

샛강, 생태공원, 여의나루, 유람선선착장, 자연학습장,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배구장 등

양화
한강공원 영등포구 당산동 963,600㎡

/ 11.7㎞ 유람선 선착장, 수상시설(서울시 요트협회, 해양소년단), 축구장, 농구장 등
선유도 

한강공원 양화대교 중간 110,407㎡ 한강전시관, 방문자안내소, 온실, 환경물놀이터,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녹색기둥의 정원, 시간의 정원, 월드컵분수대, 선유교, 전방데크, 안개분수 등 

망원
한강공원 마포구 망원동 1,610,400㎡

/ 8.8㎞ 수영장, 축구장, 농구, 보트장 등
강서

한강공원 방화대교 남단 559,000㎡
/ 3.1㎞ 운동시설, 습지생태공원(자연관찰 학습장), 자전거도로 등

난지
한강공원

가양대교 북단, 
성산대교 북단

776,870㎡
/13.2㎞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놀이터, 캠핑장, 선착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국궁장, 족구장 

자료 : 한강시민공원사업소(http://hangang.seoul.go.kr)

한편, 198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한강의 생태계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  

어들었던 생물종이 체로 증가세에 있어 개발로 인해 피폐해진 한강의 생태계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고니, 원앙, 흰꼬리수리, 쟃빛개구리매, 새매,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고  

있는 밤섬은 재 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

까지 3개월 간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여의도순복음교회 앞 한강변)에 철새조망

가 개장되어 운 되고 있다. 철새조망 에는 40배율 이상의 망원경 6 , 안내소, 안

내 , 의자, 투명 조망창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림 3-9>는 서울시가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2002)에서 작성한 한강의 생태지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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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한강생태지도2002 (종합도)

자료: 서울특별시,「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2002.7., p.514

한강시민공원은 시민들이 직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로그램을 운 에 있으며, 

자연생태를 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유채꽃 축제, 추억의 서리 체험, 

치어방류행사 등이 있다(<표 3-12> 참조).

2004년 5월 15일(토)과 16일(일)에는 제1회 강변 까페 페스티벌이 2일간 선유도 공원

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온/오 라인 각 분야 동호회가 참여하는 축제로 동호회들의 상

호 문화 컨텐츠 시연과 람객들의 다양한 취미문화생활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축

제의 장이 되었다(<그림 3-10>, <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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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한강 이벤트 프로그램 현황

대상 프로그램명 장소(운영기관) 운영일시 비고

초․중학생 전통 연만들기 교실
(연날리기 풍속에 대한 강의 및 만들기 체험)

선유도공원, 양화지구
(운영기획과) 1월경

매회 100명, 
재료비 3000원 

참가자부담
일반 유채꽃 축제 이촌지구 거북선나루터, 

반포지구 서래섬
4월말

～5월초

일반 추억의 밀서리 체험
(밀서리축제, 밀밭그리기, 글짓기 등)

반포지구 반포대교 상류 우리밀밭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 주관, 

환경녹지과)
6월중

일반 치어방류행사
(황복, 토종붕어, 은어 방류)

반포지구, 잠실지구
(환경녹지과) 7～8월경

일반 한여름밤 좋은 영화 감상회
(한국단편영화, 한국장편영화)

뚝섬지구
(서울시 문화과, 서울영상위원회) 7～8월경

가족단위 
3인이상 온가족이 퀴즈로 돌아보는 선유도공원 탐방퀴즈 선유도공원

(선유도공원 담당부서) 9월경

일반 한강사진공모전 (한강에 대한 풍경화, 이미지, 
생물사진 등 출품, 1인 3점이내)

시청역지하전시장, 선유동공원
(운영기획과) 10월경

서울시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한강그림그리기 대회
(한강 소재 풍경화 및 상상화 그리기)

여의도지구
(운영기획과) 10월경 선유도공원 전시

자료 : 한강시민공원사업소(http://hangang.seoul.go.kr/recess/event.html)

<그림 3-10> 한강 까페페스티벌

     

<그림 3-11> 수서동물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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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지자원 
겨를 심어 기르던 논에서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고마리, 애기부들과 같은 풀과 갯버

들, 버드나무와 같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묵은 논 형태의 습지는 주변 환경과 

묵은 햇수에 따라 다양한 습지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묵은 논 형태의 습지는 습지로서

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다양한 습지 식물들이 자라면서 인공습지인 논에서 

차 자연 습지의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다.8) 

이러한 습지는 생태계 기능을 높이 평가받아 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습지를 포함하여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주요 생태계를 생태계보 지

역9)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국에 걸쳐 24개 지역(환경부 지정 8개소, 해양

수산부 지정 4개소, 시도지사 지정 12개소), 248.014㎢ 면 이 해당된다(환경부, 2004년 

10월 기 ).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자연습지, 리야생동식물 집단 서식지 등을 인

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건 한 생태계를 보 하기 하여 1999년에 한강 밤섬

을 첫 생태계보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 다음 <표 3-13>과 같이 8 지역을 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 고덕동 한강 습지와 서 구 청계산 원

터골 낙엽활엽수숲은 2004년 10월 20일 최종 고시되었다. 

<그림 3-12> 서울시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현황(2004년 11월 4일 기준)

8) http://www.eco.or.kr/wetland/wetland1.html 참고 

9) 생태계보 지역이란 자연환경조사결과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나 생태계를 특별히 보 할 필요

가 있는 지역으로, 정기  수시 감시를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생태계 변화 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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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이식·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등산로나 자전거도로를 따라 들어

갈 수 있고, 주변 산책길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최근에 지정된 북한산성 습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지역에 치해 있는데

다가 서울시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소유주와의 재산권문제로 인한 마찰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 , 법 인 문제와 소유주와의 마찰 문제, 갈  등 자원의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역주민에게 경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생태 을 한 자연학습장  여가 로그램으로 농

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표 3-13> 서울시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현황(2004년 11월 4일 기준)

지역명 위 치 면적
(㎢) 특 징 지정일자

한강 밤섬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및 마포구 당인동 314 0.241 도심속 철새도래지, 퇴적물에 의하여 매년 

면적 증가 1999. 8.10
둔촌동 

자연습지 강동구 둔촌동 211 0.025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0. 3. 6
2002.12. 5

방이동 
습지 송파구 방이동 439-2 0.056 수생식물 대규모 군락, 수서곤충과 조류 서식, 

도시지역의 인공 습지 2002. 4.15

탄천 송파구 가락동 및 강남구 수서동 1.405 자연형 하천, 모래톱과 수변 습지, 도심속의 
철새도래지 2002. 4.15

진관내동
(북한산성) 습지 은평구 진관내동 78번지 일대 0.017 습지생태계 생물 다양성 풍부,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2.12.30
암사동 습지 강동구 624-1 일대 0.103 도시지역의 하천습지, 학술적 연구가치가 큼 2002.12.30

고덕동 
한강고수부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96일대 0.106 수변초지 및 하반림 발달 2004.10.20
청계산 원터골 

낙엽활엽수 군집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산4-38일대 0.146 우수한 낙엽활엽수 분포 2004.10.20
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4) 경작지 자원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서울시 총면 의 4.94%로 매우 미미하며, 부분 시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3-13>, <그림 3-14> 참조). 서울의 경작지는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논밭과 비닐하우스, 방목지, 과수원 등 인데, 거의 부분이 향후 

십수년 이내에 도시형 용도로 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모 미개발지로 개발 

압력이 가 되고 있는 문정/장지 지구, 마곡지역 일 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진행 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소실될 것이다. 



제 III 장  서울시 생태관광자원의 분포 및 활용 현황

59

<그림 3-13> 서울시 논 분포현황 

<그림 3-14> 서울시 기타 경작지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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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연학습장이나 주말농장, 텃밭으로 조성한 형태의 경작지는 서울시 농업기술센

터, 공원녹지 리사업소, 개별 자치구, 농업 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계 내외

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친환경  방법으로 운 하고 있다. 컨 , 서울시민을 한 

하이서울친환경농장은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 한다는 취지하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도록 운 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11개소인 남양주

시의 진 리, 송 리, 삼 리, 배골(삼 리), 주시의 귀여리, 삼성리, 도마리, 양평

군의 문호리, 두물머리, 도곡리, 운심리에 소재하고 있다.10) 

이하에서는 서울시와 그 인 지역에서 조성/운 되고 있는 표 인 텃밭, 주말농장 

등의 농경지를 시민을 해서 운 하고 있는 로그램 심으로 살펴본다. 

   (1) 텃밭 가꾸기 11)

표 으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 하는 텃밭 가꾸기가 유명하다. 이 로그램

은 해당 농장주에 회비12)를 납부하여 1구좌당 35평 정도를 분양받아 시민이 직  작

물을 재배하는 체험 로그램이다. 4월 1일부터 11월 30일동안 운 되며, 농장주가 밭

갈이  이랑만들기, 거름주기, 종자, 비료, 모종 비 등의 역할을 해주고, 회원은 씨

뿌리기, 모종심기, 솎아주기, 웃거름, 김매기, 물주기, 수확을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작

물별 연  재배기술상담, 주요 작업기 연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텃밭가꾸기를 돕는다. 

다음의 <표 3-14>, <표 3-15>, <표 3-16>,<표 3-17>은 운 되는 농장의 유형별 

황이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서 구 내곡동 1-982번지 일 에 시민자연학습장으로 농사체

험장, 유 자원 시포, 자연학습장, 삼림욕 녹지쉼터를 조성하여 매년 3월에서 11월까

지 운 하고 있다. 아동실습농원 무료제공, 모종, 비료, 기술 무상지원, 작물재배, 찰

에 한 농기술지도, 농기구, 농용 종자 제공, 우수화훼, 채소농가 지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다.

10) 자료 : http://econo1.seoul.go.kr/econo/nongsusan/ns/ns.jsp

11) 자료 : http://agro.seoul.go.kr/

12) 한 구좌당 60,000원～80,000원, 배나무 임 형은 주당 90,000원～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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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텃밭재배형(개인) 

구분 농장 명칭 주소지 규모 비고 
1 도봉산 주말농장 도봉구 도봉1동 384-1 1,400평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
2 청산 주말농장 도봉구 도봉동 708 850평 도봉산 주말농장과 인접
3 신정 주말농장 양천구 신정3동 166-2 1,200평
4 대원 주말농장 서초구 원지동 254-21 5,000평 http://www.daewonland.net
5 원지 주말농장 서초구 원지동 238-36 1,000평 화훼를 전문적으로 재배
6 홍씨마을 주말농장 서초구 내곡동 92-12 2,000평 자연학습장도 함께 운영 
7 해성 농장 서초구 내곡동 1-1387 300평 서울에서 유일하게 면양을 사육
8 서초 주말농장 서초구 신원동 192-15 2000평
9 청계 주말농장 서초구 원지동 384 1,500평 청계산 기슭에 위치, 자연학습장 운영
10 진주 주말농장 서초구 방배2동 433-4 800평 청계산 등산로에 위치
11 상일 주말농장 강동구 상일동 468 2,500평 자연학습장도 함께 운영 
12 고덕 주말농장 강동구 고덕동 325 3,000평
13 대모산 주말농장 강남구 자곡동 515 1,200평
14 동양사 주말농장 강동구 상일동 468-2 300평 상일 주말농장과 인접
15 형제 주말농장 강동구 상일동 1,100평 상일 주말농장과 인접
16 무수골 주말농장 도봉구 도봉1동 469번지 5,000평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 위치, 서울시 사적(이인 

신도비, 영해군능 등)위치, 자연학습장 운영 
17 못골 주말농장 강남구 자곡동 475-11 1,000평
18 못골약수터 주말농장 강남구 자곡동 540-2 600평
19 자곡 주말농장 강남구 자곡동 440-73 2,500평 http://www.jagok.net 
20 청계산마루 주말농장 서초구 원지동 372-7 300평 청계산 등산로 입구 
21 둔촌1동 주말농장 강동구 둔촌2동 51-3 1,200평
22 초군농원 주말농장 강동구 상일동 35 3,000평
23 정의공주 주말농장 도봉구 방학 4동 541-1 2,000평
24 옛골 주말농장 서초구 신원동 44-2 400평 청계산 자락에 위치 
25 미래농원 주말농장 서초구 원지동 342-2 700평
26 삼하사 주말농장 양천구 신정3동 166-2 8,000평
27 옥천 주말농장 강서구 가양동 193 3,000평 논농사  
자료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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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텃밭재배형(단체)

농장 명칭 주소지 규모 비고
1 초록텃밭 주말농장 강동구 하일동 87 4,500평
2 은별이가족 주말농장 은로초등학교 (동작구 흑석동 245번지)   300평 학교 자연학습장
3 서대문구청 주말농장 서대문구청 환경산업과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241, 424-1) 1,000평 서대문구 구민 대상,
어르신주말농장 무료 

4 청매실농원 주말농장 서초구 원지동 347-1 300평 청계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
5 은평구청 주말농장 은평구청 (은평구 진관외동 144) 500평 은평구청 지역경제과 운영

은평구 구민 대상 
6 종로구청 주말농장 종로구청 (종로구 인사동) 700평 종로구청 운영

종로구 구민 대상 
7 강서구청 주말농장 강서구청 (강서구 외발산동 198-3번지) 800평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운영

강서구 구민 대상 
8 구로구청 주말농장 구로구청 (구로구 천왕동 25외) 1.900평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운영

구로구 구민 대상 
9 서초중앙교회주말농장 도봉구 도봉1동 384-1 1,400평 도봉산 국립공원 입구 위치 
10 남서울중앙교회 주말농장 남서울중앙교회 (강남구 자곡동 370) 1,500평 남서울중앙교회 교우
11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5-6) 2,714평
 자료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

<표 3-16> 자연학습장형 

농장 명칭 주소지 규모 비고
1 청계 주말농장 서초구 원지동 384 500평 청계산 기슭에 위치
2 홍씨 주말농장 서초구 내곡동 92-12 2,000평 자연학습장운동장과 자전거 100여대를 확보

3 무수골 주말농장 도봉구 도봉1동 469번지 5,000평
http://musoogol.jinbo.net

북한산 국립공원(도봉산)내 전면에 계곡과 후면의 밤나무골이 위치, 
서울시 사적으로 지정된 이인 신도비, 영해군능 등 소재

4 상일 주말농장 강동구 상일동 468 2,500평 
 자료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

<표 3-17> 배나무 임대형 

농장 명칭 주소지 규모 비고
1 능말 주말농장 중랑구 신내동 156 200주 배나무 수령이 15년 내외
2 햇님 주말농장 중랑구 신내동 산34  200주 
 자료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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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서울과 수도권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주체별로 보

면, 서울시 공원녹지 리사업소나 개별 자치구별로 운 하는 곳도 있고, 농 에서 운

하는 곳 등 여러 가지이다. 표 으로 농 이 운 하는 서울시 소재 주말농장은 

다음의 <표 3-18>과 같다. 농 은 도시민들에게 농토를 임 하는 주말농장 로그램

에서 상추, 배추, 무, 인삼, 고구마, 감자, 고추 등의 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표 3-18> 서울시 소재 주말농장 (농협운영)

지역 농장명 규모 인근 관광지 비고
1 영동 약수터주말농장 1,000평 헌인릉, 대모산 
2  송파 자곡주말농장 2,500평 헌인릉, 대모산 http://www.jagok.net 
3 송파  못골주말농장 1,000평 헌인릉, 대모산
4 송파  못골약수터주말농장 1,000평 헌인릉, 대모산
5 강동  상일주말농장 4,500평 암사선사유적지
6 강동  형제주말농장 1,100평 암사선사유적지
7 강동  혜진주말농장 1,600평 암사선사유적지
8 강동  초록텃밭주말농장 3,000평 암사선사유적지
9 강동 초군농원주말농장 1,500평 암사선사유적지
10 강동 고덕주말농장 2,500평 암사선사유적지
11 동부  능말 주말농장 400평
12  남부  대원농장 3,000평 청계산 http://www.daewonland.net 
13 남부  청계농장 2,400평 청계산 
14 남부 원지농장 1,200평 청계산 
15 남부  원터농장 1,500평 청계산
16 남부   칠성농장 300평 청계산 
17 관악  관악농협 1,000평 
18 서부  은평주말농장 1,500평 북한산 

 

     자료 : http://nature.nonghyup.com/city/weektrip/weektrip0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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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녹지자원

(1) 서울시의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자연자원과 유 , 휴양자원 등 공원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경 지를 

보 함과 동시에 합리  이용을 도모하고 후세 에게 구히 계승시키기 하여 지정

한 일정구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된다. 국 으로 보면, 국

립공원 20개소, 도립공원 22개소, 군립공원 31개소 등 총 73개소, 7,644k㎡가 지정

되어 있으며, 이  육지가 4,786k㎡로 국토면  비 4.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3-19>와 <그림 3-15>는 서울시 소재 공원 총  황이다. 

<표 3-19> 서울시 소재 공원 총괄 현황

구분 시설현황 면적(㎡) 이용자수
(단위:천명)

단위면적당
이용자수 (천명/ha) 비고 (개소)

도시자연공원
시설 43,961,118 26,463 56.8 8

미시설 24,471,914.9 4,197 41.4 13
소계 68,433,032.9 30,660 98.2 21

근린공원
시설 10,867,855.2 33,015 6,529.5 149

미시설 15,374,002.1 4,578 468.9 68
소계 26,241,857.3 37,593 6,998.4 217

묘지공원 계 3,156,690 7,390 67.2 4
국립공원 계 40,809,110 3,618 0.9 1

총계 138,640,690.2 79,261 7,145.6 243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권역별 개발계획 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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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서울의 자연공원 현황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2001.2,  p.173

서울시 소재 국립공원은 북한산국립공원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산림지역으로 분류되

었는 바,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생태 자원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공원에서는 공원별로 다양한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표 인 로그램으

로는 1997년부터 시작된 시민환경교실로서 재 총 19개가 운 이다. 문 환경교육

강사의 인솔로 진행되며, 생생한 장 견학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견학하는 주요 공원

으로는 길동․월드컵․선유도 생태공원, 양재천․탄천 생태하천 등이다.  

특히 월드컵공원의 환경교실은 죽음의 땅 쓰 기매립지가 환경생태 으로 복원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환경교육 장으로서 유럽, 국, 일본 등 외

국뿐 아니라 환경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민환경교실

에 참여한 인원은 2만4천여명에 이른다. 2003년도에는 150회에 걸쳐 총 6천명이 참여

하 으며, 2004년에는 200회가 운 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서울시 공원에서 운 되고 있는 환경교육  체험 로그램과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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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서울시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원명 프로그램 내용 
낙산공원 낙산복원역사탐방, 낙산전시관(낙산도성의 시기별 축조방법 등) 

남산공원
남산자연학교(4철), 식물교실(4철), 숲속여행(4철), 야생초화류관찰교실(봄), 시민녹화교실(봄, 가을), 반딧불이교
실(여름), 선인장접목교실(여름), 자연예술체험교실(가을), 겨울식물교실(겨울),  희망트리만들기(겨울), 남산전시
관(제1전시실, 제2전시실) 

보라매 공원 봄꽃관찰교실(봄), 시민대금교실(여름제외), 시민녹화교실(겨울제외),  오감체험교실(가을), 겨울수목나기(가을), 
민속놀이체험(겨울)

시민의 숲 공원장애체험(봄),  버섯교실(여름), 곤충교실(가을)
수목 학습원 나무가꾸기교실(봄), 앵두 따기(봄), 향토작물관찰․봉숭아 물들이기(여름), 농촌체험(가을), 자연관찰교실(가을) 

월드컵 공원
하늘교실(4철), 야생조류탐사대(4철), 어린이자연관찰회(4철), 자연동화(시)쓰기교실(4철), 시민녹화교실(봄, 여
름), 환경교실(봄제외), 디지털영상체험(여름), 공원체험교실(여름), 조류탐사교실(겨울), 썰매타기(겨울), 재활용
미술교실(겨울) 월드컵공원전시관(난지도 생태관련 동영상 등) 

용산공원 동물체험교실(봄), 개구리관찰교실(봄), 공원놀이(여름), 공원미술교실(가을), 얼음썰매타기(겨울) 
여의도 공원 생태교실(4철), 당신도 예술가(겨울제외), 봄꽃관찰교실(봄), 허수아비만들기(가을), 겨울식물교실(겨울)
영등포 공원 목각놀이(여름), 나뭇잎탁본교실(가을), 공원달력만들기(겨울)
천호동 공원 자연염색(여름), 한지공예카드만들기(겨울),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www.jaggy.org)

독립공원 태극기만들기(봄)
 자료: 서울특별시공원녹지 리사업소(http://www.parks.seoul.kr)

(2) 자연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13)은 도시생태계를 회복하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

도록 자연친화 인 상태로 조성하여 자연에 한 이해와 환경에 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1997년 9월에 개장한 국내 최 의 생태공원으로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의 55,000여

평(182,000㎡)의 공간에 풀밭․숲․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지하철 배

출용수를 이용한 계류시설과 생태연못이 있는데 이는 주변경   하천 생태계의 기

반환경을 조성하 고, 버드나무 하반림은 덤불해오라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건색

13) 2004년 4월 자연환경보 법 개정안 입법 고에 따르면, 생태계보 지역을 자연생태공원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제2조 15. “자연생태공원ꡓ이라 함은 국민들의 건 한 자연환경이용  정서생활의 함양 등을 해 자연 찰 는 생태탐방 등에 합한 

지역을 환경부장 과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18조 (생태탐방지 활용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보 지역  완충구역  이구역과 일정주변지역을 국민들의 보건휴양 

 정성함양 등에 이바지하기 하여 생태탐방, 생태휴양, 생태공원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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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이루어진 낮은 둔덕은 야생화가 만발하여 나비와 곤충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습지와 수 수로는 생물종의 자연발생과 다양성이 높은 환경으로 수  변동에 따라 

종의 이입과 이동이 이루어지고, 찰마루와 마루다리는 청소년을 심으로한 방문객

들의 자연학습을 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3-21>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활동) 장소 대상/ 시기

생태공원의 중요성
생태공원의 생태계
생태공원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수서생물의 역할 및 중요성

수족관의 베스, 붉은귀거북이, 붕어 등 관찰
부레옥잠의 공기주머니 및 뿌리 관찰
달맞이꽃, 개망초, 닭의장풀 관찰
생태공원의 버드나무 관찰
미국 쑥부쟁이 씨앗 관찰 

방문자 센터 자료실

제한없음/
계절별로 대상 
동식물 조정

생태공원의 생태계 비디오 시청
수질 테스트(에코테스트사용) 시청각실

생태공원의 식물들
버드나무
조류관찰
놀이
나무의사
수질 오염 측정

달맞이꽃, 개망초, 닭의장풀 관찰
생태공원의 버드나무 관찰
망원경으로 흰검둥오리, 왜가리 관찰
청진기로 나무수액 소리듣기
양버즘나무잎으로 왕관만들기
버드나무 (잎 사용) 피리 불기

생태공원 일대

 자료 : 여의도생태공원 생태학교 운 일지

□ 길동자연생태공원 14)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면  80,683㎡(24,449평) 규모로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1999년 5

월 20일에 지정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탐방객안내소, 개울, 찰데크, 수지, 조류 찰

, 가집, 계류, 자연탐방로, 주차장, 야외 찰 , 야외강의장, 고라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수목 64종 31,846주, 야생 화류 등이 있다. 인터넷과 화로 사  약을 받

으며, 1주일에 1일은 휴장하고, 1일 입장객수는 아침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15명씩

으로 제한하여 하루에 모두 200여명만 입장하도록 조 하고 있다. 

찰내용은 학교 교과과정을 토 로 구성하고 찰공간과 생활보호공간으로 구분하여 

생물서식활동에 교란을  수 있는 이용객의 근을 최소화하고 찰시 간의 간격

을 충분히 주어 생물의 이동시간과 활동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주변에 암사동 선사 주거지, 풍납토성, 길동 벌 잡이 식물 농장15) 등이 있어서 생태

과 함께 역사문화 도 가능하다. 

14) 자료 : http://www.parks.seoul.kr/kildong

15) 자료 : http://www.kcp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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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길동자연생태공원의 도입 기능 및 시설

도입 기능 내       용 중심 시설

생물서식
∙ 다양한 비오톱을 조성
∙ 지속가능하고 자체순환적인 공간조성
∙ 탐방객 이용공간과 생물서식을 위한 절대 보호공간을 구분

∙저수지  ∙습지
∙초지    ∙산림

관찰․학습 ∙ 생물서식처의 관찰․학습
∙ 관찰 공간 접근로 

∙탐방로, ∙관찰데크
∙간이학습장

연구․실험 ∙ 생태공원내 생물요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생태적 기작에 대한 연구․실험

∙비지터센터
∙생물서식처

정보․안내
∙ 자연생태공원의 안내
∙ 관련정보의 제공
∙ 외부공간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기능 및 학습내용 제공

∙비지터센터
∙안내판․해설판

서비스기능 ∙ 차량접근 탐방객 이용공간
∙ 진입공간․만남의 공간

∙주차장
∙가로변 광장

   자료 : 신동일, 2002, p.259

<표 3-23> 길동생태공원 운영 프로그램 

구분 계절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대상

찰 

 &

체험

교실

봄
오감체험교실

야생화관찰교실
나비관찰교실

개구리관찰교실

6세이상
성인

초교이상
6세이상

천연염색
자연예술체험교실

나무관찰교실
농사체험교실

엄마와 함께
초교이상
초교이상
가족대상

여름
오감체험교실

잠자리관찰교실
벌관찰교실

물속곤충관찰교실

6세이상
6세이상

3학년이상
6세이상

거미관찰교실
버섯관찰교실
나비관찰교실

초교이상
초교이상
초교이상

가을
오감체험교실
조류관찰교실
숲속보물찾기

잠자리관찰교실
풀벌레관찰교실

6세이상
초교이상
6세이상
6세이상
초교이상

거미관찰교실
나비관찰교실
버섯관찰교실
농사체험교실

천연염색

초교이상
초교이상
초교이상
가족대상

엄마와 함께

겨울 오감체험교실
조류관찰교실

6세이상
초교이상

자연예술체험교실 6세이상

생태학교 연중
계절별 생태학교

(봄,여름,가을,겨울)
유아생태학교

방과후생태학교

제한없음
7세미만
초등학생

주부생태학교
장애우생태학교

신나는길동생태학교
성인

장애우
초교4~5학년

   자료 : 서울특별시공원녹지 리사업소(2004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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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은 서 구가 우면동 산34번지일  318.644㎡(92,423평)에 총사업비 

20억5천만원을 들여 2002년 11월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 2004년 5월말 개장하 다. 길

동․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이 습지에 조성된 것과 달리 이곳은 산속에 마련된 첫번째 

생태공원이다. 

우면산은 총면  5,125,654㎡ (약155만평)에 표고 293m의 낮은 산으로 우면산 도시자

연공원으로 1971년 8월 6일 지정되었다. 규모는 작지만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노랑턱

멧새, 가재, 흰 표범나비 등 약 112종의 동물과 병꽃나무, 신갈나무, 노루오 , 물

선 등 5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로서 공원입구 700여평의 

수지에는 우면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이 모아져 말조개, 우 쉥이, 

민물새우와 각종 물고기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습지생태 찰원, 나비 찰원, 수서

생물 찰원, 풀꽃 찰원, 식이식물 찰원, 염료식물 찰원 등을 돌아보는데 한시간 정

도가 소요된다.16)   

기존 등산로와 자연생태계를 그 로 활용하여 자연 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것

이 가장 큰 특징인데, 계 별로 생태 문가와 자원 사자들이 함께 하는 꽃․식물․조

류 찰 로그램, 엄마와 아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자연학교 로그램 등이 다양

하게 진행될 정이다.  

<표 3-24> 우면산생태공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기 횟수 비고
여름생태학교 7월 주 1회

대상자: 제한없음
나비관찰교실 8월 주 1회

야생화관찰교실 9월 주 1회
거미관찰교실 10월 주 1회

동식물 겨울나기 학습교실 11월 주 1회
     자료 : 서 구 공원녹지과 생태공원 탐방객 안내소(http://seocho.seoul.go.kr/umyeon)

□ 아차산 생태공원
진구 장동 370번지 일 에 치해 있으며, 23,450㎡(7,000평) 면 에 자생식물원, 

나비공원, 습지원, 만남의 장, 생태자료실, 황톳길, 지압보도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큰키나무 22종 455주, 작은키나무 25종 6,589주, 자생 화류 89종 38,280본의 식

생이 있으며, 경작지로 이용되던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 다. 개장시간

은 10:00～16:30이며 목요일은 휴무한다. 

16) 자료 : http://www.seocho.go.kr/woom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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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아차산생태공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기 횟수 대상
생태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3월~12월 주 5일, 1일 2회 6세 이상

계절생태학교 봄,여름,가을,겨울 주 3회 6세 이상
장애우를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3월~12월 주 2회 정신지체 1급~3급

  자료 : 진구 공원녹지과, 2004

□ 고덕수변생태공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92번지 일  강동구 암사동 정수장 부근에 치한다. 면  

168,300㎡(약 51,910평)의 지역에 2003년 7월 4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강 상류지역인 고덕지구 하천변 유휴지에 수목, 본류를 심어 생태를 복원하고 생

물종 다양성 증 와 생태계 보 에 기여하며,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를 찰할 수 

있도록 조류 찰소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생태체험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계 내 한강 구간 에서 유일하게 콘크리트 블럭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자연형 

호안이다. 도루박이, 골풀, 참나리 등 다양한 자생식물이 풍부하며, 말똥가리, 왜가리, 

꼬마물떼새 등 각종 물새가 서식해 한강 밤섬과 함께 자연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태계보존지역 내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고덕수변생태공원 산책길

을 통해 가까이 근할 수 있다.

최근까지 한국퇴직교원 의회가 생태체험교육, 생태학습탐방, 생태모니터링, 홍보 리

렛 제작 등 생태 로그램을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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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서울시 생태 자원의 이용 실태

1. 서울방문 외래객의 특성

1) 방문 지역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2년 월드컵 기간  실시한 서울방문 외국인 상의 설문조

사에 의하면, 외래객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는 남 문시장, 월드컵경기장, 동 문시장, 

명동, 이태원 등의 순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하고는 부분 쇼핑장소인 것으로 나

타났다(자세한 내용은 「2002FIFA월드컵
TM

기간  서울방문외국인 상 설문조사결과

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참조). 한편, 한국의 자연생태를 경험할 수 있는 

한강 주변의 습지나 생태계보 지역, 남산 는 북한산과 같은 산림자원과 숲속 로

그램에 참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월드컵기간 외래객의 주요 방문 지역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남대문시장 506 12.8 압구정동/청담동 83 2.1
동대문시장 394 10.0 월드컵경기장 399 10.1

명동 390 9.9 한강변 150 3.8
고궁 351 8.9 연희/연남동 16 0.4

인사동 284 7.2 홍대주변 78 2.0
롯데월드 216 5.5 대학로 72 1.8
코엑스 190 4.8 시청앞광장 85 2.2
이태원 390 9.9 기타 202 5.1
남산 139 3.5 합계 3945 100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FIFA월드컵TM기간  서울방문외국인 상 설문조사결과보고서」, 2002, p.47

한편, 지난 2003년 서울시가 실시한 외래객 상의 설문조사(‘외국인 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유효 설문응답자 374명)에서는 외국인 객이 가장 기억에 남는 

명소로 주간에는 통문화유산인 경복궁, 야간에는 한강공원을 선택하 다. 이러한 한

강에 한 정  이미지를 극 으로 활용하여 야간에 한강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 상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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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추천할만한 관광명소 

1 2 3 4 5 6 7 8

주간 경복궁 명동 인사동 동대문 남산 한강공원 서울타워 이태원
15.0 5.3 5.1 4.5 3.5 3.5 2.7 2.4

야간 한강공원 서울타워 명동 동대문 남산 남대문 63빌딩 이태원
15.2 5.9 5.6 5.3 4.3 2.7 2.4 2.1

자료: 서울특별시, 「외국인 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03

2) 방문의 동기와 정보 입수

의 서울시가 실시한 외래객 상의 설문조사에서 서울 방문의 동기를 물어본 결과, 

‘여행사나 주변인사의 추천’이 약 59%에 이르는 반면, ‘서울을 알고 싶어서’라는 자발

인 동기는 23.9%에 불과했다. 서울에 한 정보나 지식 입수의 경로 한 여행

사가 34.0%, 주변의 소개가 23.0%, 공항, 호텔, 시내의 안내소가 20.1%, 고 는 

보도가 11.2%로 서울 방문의 동기 부여와 정보 달에 여행사와 주변 인사의 소개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개별여행이 차지하는 비 은 62.3%, 패키지 여행과 Air-Tel 패키지 여행이 3.2%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행사의 역할 비 이 크다는 것은 상외의 결과

이다. 이는 외국 객을 유치하기 해서는 인바운드 여행사에 한 극 인 홍보와 

마  략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행사뿐만 아니라 주변인과 

안내소를 통한 정보 달 역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8> 서울 방문의 동기(n=180, 복수 응답)와 정보입수 경로(n=374)

방문 동기 비율(%) 관광정보 입수경로 비율(%)
여행사의 추천 32.8 여행사 34.0

친지, 친구, 동료의 추천 26.1 친척 및 친구 소개 23.0
서울에 대해 알고 싶어서 23.9 공항, 호텔, 시내의 관광안내소 20.1
과거 방문 경험이 있어서 11.1 광고 또는 보도 11.2

거리가 가까워서 10.0 관광안내서적 5.1
TV, 라디오, 신문 등을 보고 7.8 인터넷 3.7

여행 비용이 저렴해서 6.7 비지니스 0.8
기타 1.7 살던 곳 또는 일한 경험 0.5

무응답 0.6 무응답 0.6
자료: 서울특별시, 「외국인 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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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의 주요 요인 및 필요 정보

외래객의 방문요인  필요 정보에 해서는 한국 공사가 실시한 「한국 인지

도에 한 세계여론조사」(2001)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을 방문

한 외래 객은 해외여행 계획 수립과 여행국 결정시 가장 요한 요인으로 ‘자연경

’(33.8%), ‘색다른 문화’(18.7%), ‘역사유 ’(15.7%), ‘가격’(14.4%), ‘ 시설

(인 라)’(10.4%)을 들고 있다. 이는 매력 요인으로 자연경 이 차지하는 비 이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한국여행 계획시 얻고 싶은 정보로 ‘자연경 ’(30.4%), ‘역사/문화’(27.0%), ‘

시설’(21.1%), ‘놀이/휴양시설’(12.1%), ‘음식’(11.3%), ‘쇼핑’(11.2%), ‘사회 안

정’(7.3%), ‘언어’(5.8%)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고유의 자연경   문화에 한 정

보에 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한국을 방문할 때 자연경 과 

역사문화자원에 높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은 주로 쇼핑 심의 을 하며, 역사와 자연에 

한 경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외래객에 한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이 긴요하며, 이에 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한 극 인 마

 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4) 국민 국내관광의 실태와 전망

한국 공사는 국민여행실태조사를 주기 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 실시한 

「2001 국민여행실태조사」(2002.6.)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동안 만 13세 이상 국민 

에서 85.9%가 당일 여행을 1회 이상 경험하 으며, 이는 1999년의 77.4%에 비

해 8.5%가 증가한 것이다. 당일 여행 경험자들은 ‘산에서의 활동이나 자연풍경 감

상’(30.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종 유원지/놀이동산/종합 시설 방

문’(17.0%), ‘드라이 ’(15.7%), ‘해안/수변에서의 활동’(13.4%), ‘온천휴양’(8.1%), ‘낚

시’(6.0%), ‘문화유 지 방문’(5.8%), ‘스키, 골 , 자 거하이킹 등 스포츠활동 참가나 

람’(3.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체 자연생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인구

비 13.3%에 달하고 직  구매력이 있는 20세 이상 인구를 상으로 하면 19.6%이

며, 2020년에는 각각 27.2%, 35.0%로 거의  시장의 1/3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이 시장을 잘 공략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자연생태 경쟁력을 상실

할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에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듯 국내 에서 당일

여행이 차지하는 비 이 높고 자연풍경 감상이나 와 같은 야외활동이 주를 이루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생태 에 한 심이 증가

하고 목 지로서 서울의 자연생태자원에 한 수요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다양

한 당일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한 극 인 마  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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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 한 심증 로 생태 은 물론 농 도 증가할 것으

로 상된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간  여유가 늘어난 도시민들을 

심으로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농 지역이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부각되면서 

도시민들의 패턴이 체험형, 가족 심형으로 변모함에 따라 한 인 라를 구축

한 농 이 훌륭한 여가공간이 될 것이다. 향후 은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개발과 농․산․어  자연  생활문화 체험 상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의 생태 자원 이용 실태 검토

서울의 자연생태계를 이용하여 여가나 를 즐기는 생태자원의 활용실태나 그 이용

객 수를 정확히 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선 방문객의 드나듬을 알기 어렵고 자연

생태지역의 정의와 분포, 그리고 그 경계(boundary)에 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다. 북한산과 같은 국립공원지역이나 길동 자연생태공원과 같은 한정된 지역은 나름

의 이용 실태를 알 수 있고 이용객 추정이 상 으로 쉬우나, 열려진 자연생태 공간

의 이용실태 분석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실이다. 이하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과 한강시민공원, 그리고 길동자연생태공원의 이용실태와 숲속여행 로그램에 

한 만족도 조사를 심으로 살펴본다.

1) 북한산 방문 및 이용 현황

북한산국립공원은 국 개발종합계획상 5  권  부 권내의 서울근교권

에 속하며 도시권의 1일 휴식을 주기능으로 하므로 다른 지, 권역과의 세력

권 연계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 으로 드문 도시내부의 자연생태지역으로 서울의 북쪽에 치

하고 있어, 주 이용세력권인 서울, 의정부, 고양시  상지를 심으로 반경 30km내

에 치하고 있는 인천, 수원, 의정부 등 도시를 심으로 한 수도권 외곽지역의 부 

탐방세력권에서 근하기가 용이하다. 

최근에는 건강이나 휴식 등의 이유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여 이용객

수가 꾸 히 증가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의 총 이용자수는 1989년 2,967천명에서 2003년 

3,718천명으로 약 1.3배 증가하 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입장료 미징수 국립공원인 경주

를 제외하고 19개 국립공원  제일 많은 입장객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산국립공원의 연도별 이용자수 황을 보면 수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분 고정 인 이용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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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북한산국립공원의 연도별 이용자수 현황 (단위 : 천명)

년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용자수 3,732 3,926 3,932 3,708 3,490 3,321 3,146 3,718

자료: 국립공원기본통계자료 

월별 이용자수 황은 휴가철인 8월과 단풍이 한창때인 10월의 이용객이 많으며, 겨울

에는 상 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요일별 이용자수를 보아 주로 일요일을 

이용하여 탐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0> 북한산국립공원 월별 이용자수 현황 (단위 : 천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이용자수 190 178 335 382 397 390 368 414 300 508 295 168 3,925
자료: 국립공원기본통계자료 

<표 3-31> 북한산국립공원 요일별 이용자수 현황 (단위 : 천명)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합계
이용자수 655 250 254 316 360 307 1,784 3,926

자료: 국립공원기본통계자료 

여름이나 가을, 일요일에 집 으로 방문객이 몰리는 경향으로 보아 북한산국립공원

의 이용객은 주로 등산객임을 알 수 있다. 이용객이 분산되지 않고 집 하는 것은 산

림생태계의 훼손이 염려되며, 다양한 생태탐방 로그램과 교육 로그램으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자연보 을 한 행동지침을 인식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한강 이용 현황 

한강의 표 인 이용시설은 한강시민공원으로, 2003년 한해 동안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한 시민은 모두 44,017천명에 달한다(<표 3-32> 참조). 이는 2002년 말 난지, 

강서, 선유도 공원이 개설되면서 공원 이용객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2003년에 이용

객이 가장 많이 몰린 시민공원은 여의도 지구로 14,256천명이 방문하 으며, 이어 

뚝섬 지구 5,245천명, 잠실 지구 4,100천명, 이  지구 3,942천명, 난지 지구 

3,300천명 순서로 이용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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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연도별 한강시민공원 이용객수 (단위: 천명)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용객수 17,463 19,222 17,328 25,434 44,017  

자료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4

이용 목 은 오후 7시 이후 시간 에 피서를 비롯한 ‘휴식과 산책’이 체 이용의 

30.7%로 가장 많았으며, 행사참석 14.6%, 아침운동 5.3%, 수상시설 이용 3.9%, 체육시

설 이용 2.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자 거, 인라인스 이트, 낚시, 공원주차

장 이용 등 ‘기타’로 분류된 이용자가 체의 42.1%를 차지하 다. 이처럼 한강시민

공원 이용객이 증한 것은 주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여가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

나고 있는데다 최근 마라톤과 자 거, 인라인 스 이트 등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7)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재 마련되어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시

설을 보면, 수상스키, 수상스쿠터 등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반포 한강공

원 등지에 불과하며, 부분의 한강시민공원이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단조로운 

체육시설만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분 체육시설의 이용률 마 도 조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33> 18)참조). 

한 한강공원 이용시 휴게시설이 부족하고, 나무와 잔디가 모자라 쉴 수 있는 공간이 

제 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 19)

17) 하이서울뉴스 2004년 1월 10일자 

18) 2000년도에 발간된 보고서이므로, 2002년에 조성된 선유도공원, 강서 지구, 난지 지구에 한 내용은 빠져있음

19) 서울특별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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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한강공원별 시설 이용률

지구 이용률

체육시설 기타시설

특  성농
구․
축
구

베
드
민
턴

게
이
트
볼

수
영
장

윈
드
서
핑

요 
트

빙
상
장

어
린
이
놀
이
터

자
연
학
습
장

풍
경
단
지

연
날
리
기
장

선
착
장

뚝섬 17.5% ○ ○ ○ ○ ○ ○ ○ ○ ○ 수상활동 활발, 청담대교 건설에 의한 공간단절
잠실 15.2% ○ ○ ○ ○ ○ ○ ○ ○ ○ ○ 타지구에 비해 접근성 양호, 근린이용 활발

광나루 3.3% ○ ○ ○ ○ ○ ○ 양호한 경관․생태자원 보유, 상수원 보호구역
잠원 6.2% ○ ○ ○ ○ ○ 가족단위 이용률 높음
반포 3.4% ○ ○ ○ ○ 인공섬 주변의 낚시터, 잠수교에 의한 공간 단절
이촌 5.0% ○ ○ ○ ○ ○ ○ ○ 청소년 이용이 가장 활발

여의도 37.4% ○ ○ ○ ○ ○ ○ ○ ○ ○ 전국규모의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
양화 6.9% ○ ○ ○ ○ ○ 접근성 양호, 요트장 이용 활발
망원 5.0% ○ ○ ○ 잔디밭으로 조성된 개활지, 시설 설치율 낮음

자료 : 서울특별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 2000, p.19

다음 <표 3-34>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여론조사로 실시한 한강시민공원 이용 

 명칭변경에 한 의견조사의 문항  일부로서, 응답자는 154명이며, 남녀구성은 

남성이 108명, 여성이 46명, 연령별 구성은  10  16%, 20  25%, 30  31%, 40  

17%, 50 이상이 9%이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발 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이므로 결과에 

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응답자의 75%가 월 12회 이상 한강을 이용하는 이용객

이므로, 한강시민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의 의견으로서 청취할 만하다. 한강시

민공원에서 가장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근시설  안내시설, 각종 편의시설의 개선

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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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한강시민공원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강시민공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매 일 (24/154명)  15% 가족나들이 (62/154명)  40% 

주 12회 정도 (32/154명)  20% 산책 (42/154명)  27% 
월 12회 정도 (60/154명)  38% 운동 (40/154명)  25%

거의 이용하지 않음 (38/154명)  25% 공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참가 (10/154명)  6% 
 한강시민공원중 주로 이용하는 공원은 어디입니까? 

잠실 (45/221명)   20% 반포 (11/221명)  4% 
광나루 (8/221명)  3% 이촌 (12/221명)  5% 
뚝섬 (25/221명)  11% 여의도 (64/221명)  28% 
잠원 (4/221명)  1% 선유도 (18/221명)  8% 
양화 (8/221명) 3% 난지 (14/221명)  6% 
망원 (9/221명) 4% 강서 (3/221명) 1%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시면서 특히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느 분야입니까? 

접근시설 및 안내시설(접근로, 안내간판 등) (52/154명) 33% 
각종 편의시설(주차시설, 매점, 음수대, 그늘막 등) (45/154명)  29% 

각종 시민이용시설(체육시설, 수상시설 등) (9/154명) 5% 
청소관리 상태(화장실, 쓰레기통 등) (28/154명)  18% 

생태환경 관리상태(자연녹지, 생태공원 등) (14/154명)  9% 
직원 친절상태 (6/154명)  3%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3) 숲속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서울시는 산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 생태공원 등에서 생태해설 로그램을 운 하

고 있고, 2003년 4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동안 홈페이지(http://san.seoul.go.kr)

를 통하여 운 기 인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리사업소에서 자체 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다.

숲속여행 로그램에 한 정보를 획득한 매체는 언론매체(신문,방송)의 홍보 49%, 

인터넷 22%로 언론매체의 홍보 못지 않게 인터넷의 홍보효과 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인터넷에 의한 홍보효

과가 일반 인 조사에 비해서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숲속여행 로그램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은 52%, ‘만족’은 46%로 체 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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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이후 다시 홈페이지를 재방문

하여 자발 으로 설문조사에 임한 응답자이므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3-35> 숲속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되었습니까? 5.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언론매체(신문, 방송) 49% ① 1시간-1시간30분 9%
② 인터넷 22% ② 2시간이내 36%
③ 친구, 가족 소개 14% ③ 2시간-3시간 48%
④ 기타 15% ④ 3시간 이상 6%
2. 숲속여행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6. 탐방코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① 자연학습 및 체험 86% ① 역사, 문화자원 8%
② 역사, 문화 탐방 5% ② 자연상태 86%
③ 기타 9% ③ 기타 6%
3. 숲속여행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느낌은? 7. 숲 해설가의 설명은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52% ① 매우 그렇다 45%
② 만족한다 46% ② 그렇다 49%
③ 보통이다 1% ③ 보통이다 6%
④ 불만족스럽다 0% ④ 그렇지 않다 0%
4.프로그램이 불만족스럽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앞으로도 숲속여행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해설가의 설명이 다양하지 않다 33% ① 자주하고 싶다 83%
② 질문시간이 적어 충분한 학습이 안되었다 17% ② 시간이 되면 하겠다 16%
③ 코스가 걷기에 힘들었다 13% ③ 1-2번정도로 만족한다 0%
④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38% ④ 기타 1%
자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리사업소(http://san.seoul.go.kr/) 

로그램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는 해설가의 설명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이 33%, 기타 운 상의 문제가 38%로 집계되어 해설 내용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

며, 운 상의 효율성을 높힐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로그램 진행시간이 

부족하 다는 의견이 있었고, 2～3시간 정도가 당하다는 응답이 48%, 3시간 이상은 

6%로 2시간 코스는 시간이 조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로그램 운 에 한 건의사항으로는 우선 홍보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집결장

소가 불명확하고 집결장소까지 가는 방법에 한 안내가 부족한 , 로그램 자체에 

한 홍보의 부족, 우천시 취소될 경우 참가신청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한 문제가 제

기되었다.  해설사의 친 하고 자상한 서비스 정신에 한 요청과 각 산에 한 기

인 설명이 부족한  등 해설사의 훈련  교육에 한 이 지 되었다. 운

인 측면에서 에 한 인원수 배정, 일요일에만 로그램이 운 되어 참여에 있어

서 제약이 많으므로 다른 요일에도 운 해  것과 가족단 로 참가할 경우 각 연령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80

 수 에 맞는 해설 로그램을 제공해  것, 어린이의 경우 놀이 체험학습과 같은 학

습 로그램을 제공해  것 등이 건의되었다. 

4) 길동자연생태공원 이용 실태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는 매주 18시간에서 30시간까지 생태공원의 각종 로그램이 운

된다. 공원 이용자의 50% 이상이 자원활동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생태교육을 받았으

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용객이라 할지라도 생태해설 과 학습자료 등으로 생태교육이 

체된다. 이들을 상으로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태공원의 방문자를 상으로 무작 로 선택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이므

로 표본집단의 신뢰도를 으로 믿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경향을 악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생태공원 탐방객은 주로 10 (43.2%)와 30 (22.5%)이며, 등학생(28.5%)과 주부

(37.3%)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자연생태의 찰  학습(63.2%)을 하여 등

학생이 부모와 동행하여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36>, <표 

3-37>, <표 3-38>, <표 3-39>). 

<표 3-36> 응답자의 구성(연령별)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324 75 169 125 50 743 7 750
구성비 43.2 0.1 22.5 16.7 0.7 99.1 0.9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표 3-37> 응답자의 구성(성별)

구분 남자 여자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232 513 745 5 750
구성비 30.9 68.4 99.3 0.7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표 3-38> 응답자의 구성(직업별)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주부 교사 무직 기타 계
표본수 214 47 32 19 93 280 27 13 25 750
구성비 28.5 6.3 4.3 2.6 12.4 37.3 3.6 1.7 3.3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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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탐방목적

구분 관찰 및 학습 학교과제해결 자연에 대한 관심 산책 및 휴식 기타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474 134 78 26 29 741 9 750
구성비 63.2 17.8 10.4 3.5 3.9 98.8 1.2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생태공원 방문시 동행자가 가족(43.8%)이나 학교  단체(36.3%)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보아, 주말에는 가족단 로 평일에는 학교나 단체에서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추측

해볼 수 있다. 

<표 3-40> 응답자의 동행자

구분 가족 학교, 단체 친구 기타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329 272 111 32 744 6 750
구성비 43.8 36.3 14.8 4.3 99.2 0.8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방문객의 거주지 황은 강동구 거주자가 39.9%로 강동구가 아닌 서울시민이 33.7%인 

과 비교해보았을 때 특수한 목 의 공원이지만 인근지역 주민이 주로 방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태 교육을 한 시설(자연학습장) 혹은 로그램의 표

시장은 인근 지역주민을 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1> 응답자의 거주지

구분 강동구 서울시 경기도(1시간이내) 경기도(1시간이상)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299 253 137 55 744 6 750
구성비 39.9 33.7 18.3 7.3 99.2 0.8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길동생태공원에 처음 방문한 사람(38.7%)과 두 번째 방문한 사람(35.2%)의 비율이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42>). 타 생태공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0.3%(<표 3-43>), 생태교육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은 70.7%(<표 3-44>)로 자연

의 변화에 한 흥미와 심이 깊어지면서 다른 생태공원을 방문하거나 재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 별 변화에 따라 생태공원을 재방문하는 탐방객

을 한 해설 로그램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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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방문횟수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표본수 290 264 116 58 22 750
구성비 38.7 35.2 15.5 7.7 2.9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표 3-43> 타 생태공원 방문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602 140 742 8 750
구성비 80.3 18.6 98.9 1.1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표 3-44> 생태교육 경험 

구분 교육경험없음 교육 1회 교육 2회 교육 3회 교육 4회 교육 5회 이상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220 382 73 41 19 7 742 8 750
구성비 29.3 50.9 9.7 5.5 2.5 0.9 98.9 1.1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길동생태공원에 한 정보는 인터넷과 신문에서 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3-45>).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효과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주된 인터넷 이용계층인 20 의 방문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홈페이지를 통

한 소극 인 정보제공보다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45> 공원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

구분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학교 기타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220 49 98 8 232 76 59 742 8 750
구성비 29.3 6.5 13.1 1.1 30.9 10.1 7.9 98.9 1.1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탐방객들은 생태공원을 자연생태계를 해 보 해야하는 지역이라는 인식보다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인식하는 비율(73.7%)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46>). 그래서 필요한 물품도 찰과 학습에 한 물품이 차지하는 비 이 높다(<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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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6> 생태공원의 운영방향

구분 표본수 구성비 
자연을 체험하며 학습하는 공간 553 73.7

자연생태계를 위해 보전해야할 지역 146 19.5
산책, 휴식 등 여가를 보내는 공간 23 3.1

기타 16 2.1
소계 738 98.4

무응답 12 1.6
계 750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표 3-47> 공원에서 필요한 물품 

구분 휴게실, 물품 
보관소

관찰도구, 
장비

학습자료, 
안내자료

실내
자료실 공원홍보 기타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26 484 171 32 16 12 741 9 750
구성비 3.5 64.5 22.8 4.3 2.1 1.6 98.8 1.2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길동생태공원이 사  약과 1일 최  200명 이하로 방문인원을 제한하는 총정원제

로 운 하고 있는 것에 하여 공원이용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한 조사(<표 

3-48>)에서 부분의 탐방객들은 매우잘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먹이를 이용하여 새나 곤충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 약이나 정원제 없이 아무 때나 와서 찰할 수 있었으면”과 같은 건

의사항은 생태공원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인식하에 나온 의견임을 알 수 

있다. 

<표 3-48> 공원운영 방법(사전예약과 방문인원 제한)에 대한 인지도

구분 매우 잘 안다 잘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소계 무응답 계
표본수 502 180 48 9 739 11 750
구성비 66.9 24.0 6.4 1.2 98.5 1.5 100.0

자료: 길동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kildong)

그 외 ‘공원의 한 곳 정도는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었으면’, ‘휴게실이나 

매 이 있어야 함’,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학습외 휴식 등의 기회가 제공’, ‘휴식공간과 

보 소, 자료실이 있었으면 함’이라는 의견은 휴식의 기능이 미비하며 휴식기능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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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 한다. 

‘나무에 이름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음’, ‘식물이나 나무의 이름 에 개화시기 등 

그 식물의 특성이 함께 있으면 좋겠음’, ‘토종식물을 더 보고 싶음’, ‘식물과 곤충 

등을 설명해놓은 컬러  안내 책자가 매우 필요함’, ‘돋보기 등 찰도구를 많이 비치

해야 함’, ‘ 체 지도를 만들었으면 함’ 등의 건의사항은 자연생태에 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내실있고 효과 인 안내표지 , 자료집, 지도 작성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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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서울시 생태지역 자원화의 문제 과 평가

앞의 두 을 통해 서울시에서 생태  공 가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오톱 

유형과 특성을 으로 생태 자원으로 비교  자연성을 지닌 산림, 하천, 습지 

자원, 경작지 자원, 자연공원  자연생태공원 등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종

합 으로 볼때 서울시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이 분포․활용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  한 지니고 있다.

1. 기존 자연생태지역의 자원화 가능성 부족 

먼  술한 서울 비오톱 분류처럼 생태 으로 활용 가능한 조경녹지, 경작지,   

하천  습지, 산림지 등은 서울시 총면 의 약 40.48%에 해당하는 24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약 60% 이상이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치우쳐 있고, 이용형태

도 일반시민이 등산할 수 있는 수 에 불과하다. 경작지의 경우도 마곡지역이나 문

정․장지와 같이 논밭지역이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도시확산에 따라 장기 으로 소실될 지역이어서 생태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상

으로 낮다. 

추가 으로 조경녹지지역도 조경수 식재지가 체의 70% 수 으로 인공으로 조성된 

도시공원, 도로변 완충녹지, 도로 교차로 녹지 등이 부분이며, 그 외에는 묘지,   

묘포장 등으로 생태 자원으로는 부 합한 편이다. 서울시 하천  습지지역 체 

면 에서 생태 으로 양호한 진성 습지지역은 7%를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면, 인공

호안, 건천 등 이어서 자연생태 지역으로 개발하기는 한계가 있다.

장기 으로 정부차원에서 자연생태자원의 보 에 가장 요한 삼림, 조수, 천연기념

물 등을 법 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원, 생태계보 지

역, 자연환경보 지역, 문화재보호지역(천연기념물보호구역), 공익임지, 천연산림보호

구역, 조수보호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등의 형태로 하여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자연생태지역의 보 을 한 법 (法的) 지정부서가 환

경부, 건설교통부, 문화 부, 산림청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통합  리와 조정이 어

려울 수 밖에 없다. 이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율 으로 지정/ 리할 수 없어, 자

연생태가 양호하거나 지속가능한 생태 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도 이를 지방차원에

서 자원이나 상품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서울과 인근지역의 논․밭을 포함한 과수원과 자연 녹지 등 경작지로 개발가능한 지

역은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와 여가시간의 확 로 텃밭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될 가

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로 가족이나 직장단 의 소일거리나 농사/농 체험의 형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간 체류하는 국․내외 객에게 매력있는 자연생태

자원으로 매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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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생태자원의 생태  상품화에 문제  노정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자연생태자원의 활용 황을 살펴보면 그 이용 형

태가 경 의 감상, 등산과 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생태공

원 탐방객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이 등학생과 주부로, 부모가 동반한 

등학생의 자연학습이 심을 이루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 환경보호단체와 일부 문가  사업자 등을 

심으로 생태 에 한 연구와 상품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순 주유

형식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서울  이미지 제고에도 정  효과

를 기 할 수 없는 것이 실이다. 이에 서울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을 효과 으로 보존

함과 동시에 객의 다양한 체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심형 생태  로그램의 개발이 시 하게 요구된다. 생

태자원의 상품화는 환경에 한 부정 인 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행동규범에 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태 에 한 개념과 

지속가능한 을 한 보존윤리의 확립도 요구된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생태 은 생태  상품의 개발, 운 , 홍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 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생태 상품 개발의 측면에서는 생태 자원의 황 악과 시장성을 고려

하여 극 인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태 은 지역의 경제  발

은 물론이거니와 친환경 인 미래 의 형태이므로 자연보존의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에 극 으로 나서야 한다. 한 서울시의 기존 도보  혹은 문화  로그램과 

연계하면 상품의 다양화와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홍보의 측면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도 생태 로그램이 

나름 로 다양하게 운 되고 있지만, 이에 한 홍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생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생태 에 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

과 동시에 생태 에 한 개념과 보존윤리를 이용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야 한다. 우선 으로 생태  자체에 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생태

지도를 작성하면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악할 수 있으며 개인 객이 코스를 구

성할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 의 측면에서 아직은 생태 이 기단계라 각 해설 로그램의 운

에 있어서 미비한 이 많다. 이는 담 부서나 직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한 생태 의 핵심은 해설 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 

생태해설이 자원 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속 인 지원에 의하여 문

인 생태해설사의 양성, 수  높고 다양한 해설 컨텐츠와 교재개발을 한 체계 인 

운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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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자원의 상품화 가능성 평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방문 국내외 객은 부분 서울의 문화상품이나 

쇼핑을 해 방문하며, 수려한 자연경 이나 진귀한 생태자원을 보기 해서 오는 경

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호소나 늪, 그리고 특히 DMZ 주변

지역을 방문하는 객은 자연생태의 찰이나 학술을 목 으로 하는 특별지역 심

의 형태로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는 서울의 자연생태계 보

상태가 외국이나 지방 도시에 비해 상 으로 열 에 있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도 미흡하여 한강 주변의 습지나 생태계보 지역, 북한산과 같은 산림자원

이나 숲속 로그램 조차도 크게 알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말의 원거리 여행은 피로도를 높여 생산성 하를 유발하기도 한다. 서울지역의 생

태자원과 녹지공간은 반나  여가활동에 합하며, 자연생태상품을 도시형 여가문화 

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외래 객들이 서울을 산업화되고 오염된 

도시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은 바, 수도 서울의 국제  상제고를 해 인사동, 남산, 

한강, 여의도, 삼성동, 이태원 등 통문화와 도시여가형 매력 외에도 국제회의, 국제

교류, 수변산책  자연탐방 등을 상품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산과 악산을 연결하는 녹지축과 한강 수경축을 복원하고 주요산의 경 을 

회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살려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시민들에게 여가  생태

체험 학습장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강과 그 지천을 심으로 

만들어진 자연습지와 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생태계는 수생식물이 규모로 

군집해 있거나, 철새의 주기 인 도래가 이루어지거나, 수서곤충과 조류가 서식하는 

등의 자연형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국내외 

객은 물론 어린이 교육용 자원으로서의 활용성도 상당하다고 단된다. 더불어 인공

으로 조성되었지만, 길동자연생태공원,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아차산 생태공원, 수목학습원, 월드컵공원, 용산공원 등도 훌륭한 운 체제와 해설 

로그램을 도입하면 잠재력 있는 생태  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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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생태관광상품 개발의 순서도

생태관광자원 현황 조사

시장 세분화 및 표적화

생태관광 목표 설정

생태관광상품 대상 선정

마케팅 전략 수립

생태관광의 SWOT 분석

생태관광 수요 조사

제 1  생태  여건조사 

국내의 생태  여건은 열 우림이나 해안생태계 그리고 야생 림지 를 활용한 생

태 투어와는 그 규모나 성격이 매우 다르다.1) 

Wight(1993)는 뉴질랜드의 Auckland 같은 도시(총면  16,140㎢에 거주민 약 

1,175,000명)의 경우 생태 을 통해 도시확산을 막는 한 장치뿐만 아니라 도시

민의 증가하는 크리에이션 수요를 히 수용하는 도심형 생태 의 필요성을 역

설하여 서울의 생태 에 합한 모델을 제시하 다. 

서울시와 같은 도시형 생태 은 지방의 산림휴양형( : 축령산 산림욕장, 유명산 

산림욕장), 탐조 찰형 생태 지( :창원 주남 주지, 강화도 남안, 낙동안 연안,  횡

성 압곡리), 식물군락형( :남설악 진동계곡, 지리산 세석평 , 변산반도), 는 농 체

험형(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매 1리의 고로쇠 수액 채취, 산나물 채취, 곤충채집, 물

고기 잡기, 반딧불 체험, 다슬기 기, 야생밤 따기)과는 다른 도시형 생태․문화을 활

용한 도시형 어메니트 략이 필요하다. 국내의 1980년 도시화율(79%)은 2000년  들

어 88%로 갈수록 증가하며, 세계 주요도시들에 비해 도시환경은 열악해 서울의 경우 

인구 도는 베를린의 4.5배, 뉴욕의 1.8배에 달해 혼잡이 극심하다. 1인당 공원면  

한 뉴욕, 베를린의 1/3～1/5 수 이며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

다.

서울시의 자연생태 의 방향이나 목표시장 설정에 있어 도시의 녹

지공간 부족에 한 자연녹지(green-gate)로서 IMF 이후 비용, 교

육  의 하나로 자연환경에  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친화  

는 여가체험 방향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서울의 생태 , 문화

, 그리고 체험 은 극 인 참여과정을 통해 문화, 역사,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탈일감과 성취감,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되는 선

진국형 여가형태로 상품화 되어져야 한다. 한 서울을 방문하는 해

외 객들에게 서울의 역사/ 통문화, 창조문화, 생활문화를 서울시

에서 체험가능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여 목

지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추진되어져야 한다. 

국내 으로는, 서울시의 생태  활성화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나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시간 으로 여유가 많아지고 도시거주민의 

농 에 한 향수(nostalgia)와 원에 한 그리움으로 여가활동의 

욕구가 두드러진다는 과, 당일 혹은 1박 2일 가족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표  시장을 설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생태 이 다른 지역의 생태 지나 생태상품( : 함평군 

나비축제, 곰배령 야생화 탐방, 제주 조랑말 투어, 경북 송이버섯 채

1) 탄자니아는 7박 이상의 소규모그룹 생태 투어(eco-trips)를 통해 야생동물 사 리 투어상품( :Serengeti와 Ngorongoro Crater)을 제공한

다. 한편 싱가포르 북서부 순게이 롭 자연공원(Sungei Bulob Nature Park)은 87ha로서 규모면에서 격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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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투어)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장 은 풍부한 인 라와 결합된 인 자원으로 다양

한 해설 로그램을 제공해  수 있다는 과 기존에 인간의 간섭을 받고 있으나 자연

성 회복이 가능한 도시 , 역사  경 과 연계하면 다양한 환경체험, 농사체험, 자연경

체험상품  문화유 답사와 체험학습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동안의 국내 생태 연구2)에서 생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략을 

요약하면, 기존 계획과의 연계 방안 확보, 민간참여를 한 의회 구성, 그리고 

생태  가이드 육성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련 문헌과 자료 검토를 거

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태 상품 개발과정을 황조사, SWOT분석, 시장의 세

분화와 표 화를 통한 각 목표집단별 정 포지셔닝 략의 수립, 그리고 수요조사와 

목표설정을 통하여 생태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서울시 생태 의 SWOT 분석

1) 강점과 약점 
   (1) 강점 

서울은 거 도시로서의 역동성과 함께 자연자원, 정도 600년의 역사유물, 2천년  하

남 례성에 도읍을 정한 백제의 역사  경 을 모두 보유하여, 상 으로 풍부한 

 인 라를 구비하고 있어 목 지로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외국인 객

의 방문과 국내 시장에서의 수용력 한 높아서 생태자원과 기존의 역사유물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생태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품

의 제시는 서울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혹은 비 리단체, 민간 기업 등에서 운 하는 생태  로그램(체험 , 

해설 로그램)이 다양하며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태공원이나 자연학습장 시설

이 잘 조성되어 있어 생태 과 환경교육이 비교  용이하다. 한 학과 연구시설

이 집 되어 있어 생태  연구 인력과 생태해설을 한 인  자원이 풍부하다. 이

는 국내의 다른 생태 지보다 다양한 내용과 수 의 해설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재 여러 기 (민간기업, 농 , 회 등)에서 생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가 많다.  

   (2) 약점 
생태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비자나 공 자의 생태 에 한 인식

과 용어에 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생태 을 자연 이나 다른 

2) 김성진, 「생태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 정책연구원, 2002

   서인원․최정수, 「 구․경북의 생태 자원 개발방향」, 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제주발 연구원, 「제주형 생태 개발의 방향 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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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형태의 과 혼동하고 있다. 이는 생태 의 정의에 한 보편 인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효과 인 달이 어려운 까닭이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생태

을 홍보하기 한 략  방안이 필요하다.  

재 서울시 혹은 민간에서는 이미 생태 상품으로서 자원유형별로 다양한 해설

로그램과 체험 로그램이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는 생태자원 리와 생태 을 담하여 추진하는 기구나 부서 없이 산발 으로 

운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며, 이런 에서 통합 운 을 하여 체계 인 

리가 필요하다. 한 기존 자연생태  표 시장의 내․외국인의 구분, 연령계층  

소득계층의 구분 등 표 시장(target market)이 불분명하다. 

상품개발  상품화 미흡 외에도 서울시는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 생태 지에 비해

서 질 으로나 규모면에서 열세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의미 그 로의 생태

보다는 유사 개념의 , 문화 , 역사  등과 연계하여 도입하면 생태  도

입의 기단계인 국내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상품성이 높을 것으로 상된다. 

2) 기회와 위협 
   (1) 기회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 이고, 2002 월드컵의 캐치 이즈  하나가 

「환경월드컵」으로 쓰 기산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복원하여 내․외에 알

렸다. 그 외에도 표 인 국립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 서울시의 표 인 랜드마크

로서의 남산과 한강으로 서울을 친환경 이며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로 이미지 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 「서울시 2004 환경백서」의 ‘서울시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차 훼손되고 있는 

지역에 숲을 조성하여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생활권 주변 공원조성으로서 구로구 

항동에 183,800㎡ 규모의 수목원 조성기본계획을 완료, 200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

획이다. 

한 도심에 치한 용산미군기지가 이 하게 되면 이 지 81만평에 미국의 센트랄

크와 같은 심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활주변에서 시민들이 여가․휴식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다. 자연학습․ 찰을 한 생태탐방로 한 용산구 

매 산, 성동구 응 근린공원, 은평구 신사근린공원, 악구 악산 등 4개소에 총 

2.35km의 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서울

공원에도 2004-2005년도까지 410억원으로 야생 화원, 허 원, 백합원, 상수목원, 

로즈센터, 포토랜드, 노천카페, 이벤트 장 등이 조성되며 뚝섬의 서울숲 조성기본계

획은 ‘숲을 테마’로 숲속호수와 한강, 랑천이 한데 어우러지는 서울을 표하는 도

심속의 숲으로 조성된다. 자 거와 인라인스 이트를 통해 한강변을 달릴 수 있고 

랑천과 청계천을 이용 화문까지 쉼 없이 갈 수 있는 하이킹 코스와 도보코스도 개

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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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 는데, 계획기조  하나가 자연이 되살

아나는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단 된 녹지 네트워크의 연결, 청

계천 복원을 포함한 지류하천의 인 자연화 등이 계획되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친환경 인 도시계획이 생태 추진의 기회 요인이 된다. 한 자연자원에 한 기

조사 데이터가 풍부하여 새로운 생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구축되

어 있다. 

   (2) 위협 
해외  국내 생태 지와의 경쟁에서 서울은 해외의 원시림이나 미개발지의 활한 

자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국내 생태 지에 비해서도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자연자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서울의 이미지는 지나친 도시화로 친환경 이

지 못하다. 이러한 여건은 생태 을 홍보하기에 어려운 요인이 된다.  

기존 생태공원과 생태해설 로그램의 경우 객의 수요가 작아 실패한 사례가 많

으며, 생태 상품 자체의 수익성도 낮은 편이어서 앙정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표 4-1> 서울시 생태관광의 SWOT 분석  

강점(S) 약점(W)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대도시 경관이 공존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하여 경쟁력 높음
∙기존 문화관광상품이 풍부하여 연계 가능성 높음
∙세계적 수준의 생태관광 연구 인력 
∙다양하고 수준높은 해설프로그램 제공
∙생태공원과 자연학습장 시설이 풍부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과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생태관광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

비자에게 효과적인 전달 어려움
∙효과적인 홍보 부족 
∙전담 부서가 없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
∙해외 및 국내 생태관광 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작음

기회(O) 위협(T)
∙청계천과 난지도와 같은 친환경적 복원 사례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자연자원임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목표 중 하나가 ‘생태도시’

추진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데이터가 풍부하여 신규 생태관광 

상품 개발의 기초가 됨 

∙이미 개발된 생태관광지들과 경쟁해야함
∙잠재적인 관광객(외국인, 내국인)들이 서울을 친환경적인 도

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
∙생태관광상품의 수익성이 낮음 

2. 생태 시장 세분화  표 화 

서울시 생태 자원의 분포  활용, 생태  SWOT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생태

의 재 상황을 악하고 이용자 지향 인 생태 상품화 략을 수립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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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이 자원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시 자연지

역을 방문하는 재  잠재 자연체험 객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탐방동기에 한 

명확한 시장조사를 해 선행연구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추가로 자연체험의 생

태 이 목 인 객뿐만 아니라 역사유물  문화 을 하여 방문한 객까

지 흡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한 노력도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행행동을 유발하는 근본 요인을 규명하고 여행행동을 설명, 

측하기 해서는 동기와 태도에 한 정보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즉, 여행동기를 

이해하면 그에 부합하는 여행 환경과 서비스를 달할 수 있을 것이며, 여행태도를 

악하면 이용자 행동을 리자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여행 상지와 서비스에 한 효과 인 마  략을 수립하기 해서

는 여행을 결정하고 소비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이해하고 의사결정과 행동 패턴에 

향을 미치는 태도를 우선 으로 악하여야 한다. 이는 동기와 태도가 행동의 선행

인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Mayo & Jarvis, 1981; Eagly & Chaiken, 1993; 강미

희, 1999:4 재인용). 

Kretchman과 Eagles(1980)에 따르면 캐나다 생태 객들의 동기는 야생, 국립공

원과 호수, 시내와 산, 동․식물 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

험하기 등이다. 이는 친구와 친척방문, 쇼핑, 엔터테인먼트, 주제공원 등의 통 인 

객들의 동기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 객은 선호활동에 따라 연령층이 차 확 되고 있으며, 단체활동보다는 소수

를 선호하며, 이들의  동기는 야생환경 하기, 야생생물 보기, 하이킹/트 킹, 

경 /자연 즐기기, 새로운 경험/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생태 자원의 마 효율화를 하여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

와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해 성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

고, 세분된 그룹 에서 표 시장(target market)을 선정한 후 자연생태 지가 

표 시장 내에서 타 휴양 지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차별화 방안을 강구한다.  

서울시 자연생태 지는 재 다른 시설(롯데 월드, 63 씨월드, 코엑스 아쿠아

리움, 에버랜드 등)  엔터테인먼트복합시설과 차별  특성을 갖추며, 나아가 수도

권 인근의 자연생태 지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포지셔닝(positioning) 략은 수려

한 자연경 을 활용한 1박 2일 이상의 단기체류 형태인 산악  심형( : 강원도 

유명산 산림욕장)이나 해안활용형( : 변산반도)보다는 일상생활권내에서 당일형 문

화․ 술과 연계한 도시형 생태, 문화, 역사를 활용한 도시형 생태어메니트 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명산, 미산, 조령산, 청태산 등 국 생태시장을 상으

로 한 자연휴양림과의 경쟁은 지역균형 발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한 경기 감악산, 북 무주, 경북 청옥산 등의 산림욕장 등이 생태산림 이용객

의 표 시장으로 1박 이상의 숙박 이 주를 이루다면 서울시의 생태  상품  

로그램은 당일형 이동거리가 1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휴식  가족단  체험

주(산악  강변)로 이용되어 질 수 있도록 복합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형 

시설 주 보다는 환경 로그램 주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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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세분화 한 표 시장에 합한 상품화 략을 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 까

지 수행되어온 생태 시장의 세분화에 한 연구들  비교  기의 연구들은 자

연생태시장을 단일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연생태시장을 여러 개의 세분시장으

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990년  

반 일부 조사자들은 생태  소비자시장은 동질집단이 아니라 세분화된 시장으로  

시장세분화를 한 계획을 제공하고 있다(Rivers, 1973; Shores, 1992). 생태

객은 다양한 세분집단으로 범주화 되어질 수 있으며, 그 각각은 상이하다는 것이었다. 

한 Green과 Hunter(1992)는 ‘자연생태’ 시장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취 하는 

것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 시장의 잠재력을 따라잡기 해서는 반드시 시장을 세분

할 것을 강조하 다. 

한편 정숙희(1992)에 따르면, 생태 객을 활동특성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

다. 제1집단은 드서핑, 서핑, 스킨스쿠버, 스쿠버다이빙, 요트타기, 스키, 수 생태

계 찰 등 주로 수상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에 심을 보이는 ‘수상 크리에이션 활동추

구 집단’(water-based recreational group)이다. 개인  특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

령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많을 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이, 사무직보다는 문종사자가 

높은 심을 보이고 있다. 제2집단은 동굴탐험, 뗏목타기, 오지탐험, 오리엔티어링 등 

주로 모험성이 강한 활동에 심을 보이는 ‘모험추구형 집단’(adventurous recreational 

group)이다. 주로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이 더 높은 

심을 보인다. 제3집단은 야생동식물 찰, 조류 찰(철새보기), 사 리, 산림욕 등 생태

계의 찰이나 학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 찰학습추구 집단’(nature-viewing group 

for education)이다. 마찬가지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월수입이 높을수록, 기혼보다는 미

혼이 더 높은 심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등산이나 야 , 명산트 킹 등 산악을 심

으로 한 활동에 높은 심을 보이는 ‘산악활동 추구집단’(mountain activity group)으

로 별하 다. 

서울시 자연생태 시장의 주 표 시장은 수도권 거주 당일 객으로 생태 시

장의 유효규모와 구매력을 측정하고 목표로 하는 수요층에 신속 처하여 충분한 매

출액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한 다른 경합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사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시 자연생태체험 상품의 소비를 주도할 만한 표 시장을 어떻게 설정하는냐 하는 

것은 상품개발의 요한 요소이다. 1차 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객수는 2010

년에 7백8십만, 서울 국내  총량은 2011년 3천4백만으로 측(서울시정개발연구

원, 2002)되고 있어, 서울시는 배출 총량시장에서 유리함이 있다. 만약 생태

이 서울에서 활성화 된다면 수도권(강원도, 경기북부  남부해안)으로 이동하는 자

연탐방 주의 주말 객  주말자연체험 로그램에 한 체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은 수도권 인구를 기반으로 하여 권역자체의 시장능력으로 볼때 국에서 최 의 

발생지라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 에서 자연생태 객에 한 연구를 

심으로 정리해 보면, 생태체험을 원하는 시장은 생태체험의 요구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첫째는 생태체험에 가장 극 인 생태교육 집단,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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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 단계인 자연체험 집단, 셋째는 가장 소극 인 자연속의 친교/휴양 집단이다. 

이러한 세 가지 생태체험 가능 방문객 유형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이 간

단계의 자연체험 집단이며 이들은 주로 가족 심의 동반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족나

들이, 자연경  감상과 체험을 목 으로 생태 지를 방문하며, 자연생태에 심을 

가지고 있어 생태교육시설과 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지만, 부분의 생태교육시설

과 로그램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싫증을 낼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자연 속에서의 다양한 체험 주 활동이며 이들

의 수요를 시간을 가지고 잘 리한다면 생태교육형 수요로 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규모차원에서 두 번째로 큰 집단이 자연 속에서의 친교/휴양 집단이다. 이 집

단의 특성은 일상을 벗어나 친교와 휴양을 주목 으로 자연을 찾는 것이지(친교, 휴

양활동의 배경으로 자연환경을 선택한 것이지)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목 은 미약

한 집단이다. 이들의 부분은 은이들이며, 교육수 과 소득수 이 자연체험 집단 

보다 낮은 가족단  방문객들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 생태교육 집단은 , 고생 등 학생집단이 부분이며, 자연생태계를 배우고 

이해하기 해 생태 지를 방문하게 된다. 이들은 재의 생태교육시설과 로그램

이 지루하기는 하지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재미없는 생태교육을 개

인 으로 거부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이 게 일반 인 생태체험 수요를 그 요구정도에 따라 세분화 해볼 때 서울시 자연생

태체험 상품은 가족 심의 자연체험형 집단을 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차별화된 자연

생태체험 마 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생태  수요층은 가족단 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자연환경에 한 욕구(needs)가 높아 목장, 체험농장, 산림

찰코스 등 농사체험에 심 있는 그룹이다. 특히 30 , 40 의 경우는 성장하는 자녀

들을 동반하여 여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생태, 교육  활동에 한 참여가 높은 

계층이다. 서울시 자연생태 로그램 한 가족단 의 수요 계층을 주목표시장으

로 하되, 부분 으로 자 거나 인라인스 이트를 타거나, 배를 타고 생태크루즈 여행

을 할 수 있는 20 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앞의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생태 상품 해설 로그램의 주 이용계층은 등학생

과 주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태해설 로그램이 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주부나 가족동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특성을 충족하기 해서는 가족단  참가자를 

한 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20 의 은 층의 방문율이 가장 낮은데,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로그램, 이벤트 로그램을 심으로 생태  추

진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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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  상품개발을 한 방향 

1) 지역사회 중심형 생태관광 추진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생태 을 한 경제 , 시간  부담을 

덜어 주고 각 자치구 지역에 한 이해와 더불어 먼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주로 많이 이용되는 장소가 서울 공원과 같이 서울 시민 체가 타겟이 되는 장소

로 한다. 

- 장거리 이동, 혼잡 등의 단 을 보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 자치구의 자원을 

발굴한다는 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야외학습장으로 활용
- 자연생태공원 혹은 해설 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등학생이다. , 

, 고등학생의 경우 매 학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야외학습활동(소풍) 장소로 지역사

회의 생태 자원을 활용할 경우 얻는 효과가 매우 크도록 한다. 

- 야외 학습과 환경 데이터 수집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해설프로그램 중심 
-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해 다양하고 수 높은 로그램을 구성한다.  

- 생태  상 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객에 한 분석을 통하여 탐

방로를 계획하여 자원훼손을 최소화하고 탐방객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용계층별 탐방활동 로그램을 계획한다.  

- 야생동물은 인간의 향에 가장 민감하면서 탐방객이 가장 선호하는 자원이므

로 향을 최소화하면서 객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어

야 한다. 

- 그러나 교육에 치 하다보면 자칫 흥미를 잃을 수 있고 탐방 상이 되는 야생동물

은 계 , 날씨, 하루  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탐방객에게 다양

한 경험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해서는 야생동물의 행태에 한 기 자료가 지속

으로 축 되어 있어야 야생동물의 행태를 잘 찰할 수 있는 활동 로그램을 계획

해야 한다. 

- 이러한 로그램은 수동 이므로 객의 흥미를 유발하기 하여 보다 극 이

고 흥미로운 이벤트 로그램 개발이 생태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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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 기존의 문화 상품과 연계하여 운 함으로써 기존 객에게 생태 을 홍보하

는 효과와 상품의 다양성으로 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실시 
- 생태 을 해서 기본 인 수칙을 제정하거나, 생태 상품을 인증하는 제도는 

극 인 홍보의 일환으로서 필요하다.

- 국내 생태 은 우선 으로 생태 에 한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태  수칙을 홍보한다. 

- 생태  인증 로그램 실시를 통한 홍보를 시행한다. 

- 생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생태 지도를 작성․배부한다. 

- 서울의 생태 에 한 책자를 제작하여 안내소에 배포한다. 

6) 생태자원의 수용능력 측정
- 서울시  자치구는 생태자원의 수용력을 과학 으로 설정하고 스스로 수함과 동

시에 최 수용인원 수를 설정하고 과다이용을 방지하며 수용능력의 측정과 이용과

다에 한 규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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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생태  수요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목적
서울시  자치구의 자연생태에 한 지 한 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를 

원하는 객의 욕구와 필요를 알아내기 한 고객 심마 (customer-oriented 

marketing)이 시장조사에 히 반 되지 않았다. 즉 기존까지 서울시에서 운

인 자연생태 로그램과 시설개발이  공 자 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용자층의 

세분화  잠재수요 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이용자 그

룹을 상으로 생태  시장수요와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폭 넓게 반

하기 한 상품화작업이 필요하다. 자연생태 수요조사는 최종 으로 생태 상품 

개발을 하여 가장 기 인 생태 객의 특성을 악하는 것에 을 둔다. 따라

서 본 조사목 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생태 지 상품을 개발’ 하기 한 기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2) 조사내용
서울시 자연생태 지를 방문한 일반 방문객 상으로 조사한 문항은 크게 세 부분

으로 구분되어, 첫째, 자연생태 지의 방문실태(동반자 유형, 방문동기, 방문빈도 

등), 둘째, 자연생태 상품 개발방향에 한 의견(선호하는 산악, 호수  지천, 활

성화방안 등), 셋째, 인구통계학  변수(성별, 연령, 직업, 가구원 월평균 소득, 결혼

유무 등)로 구성된다. 일반방문객(생태 로그램에 참여한 객 상)을 상으로 

자연생태 참여의 여행동기와 여행형태, 선호활동  생태 에 한 인식과 수요, 

자연생태여행의 제약요건  필수시설 등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생태  상품화 

개발에 참조한다. 

구체  조사내용은 방문횟수, 주된 교통/숙박수단, 생태 지에서의 주된 활동, 이용 

후 소감, 여행정보입수경로, 생태계 보존 한 인원규제의 찬반여부 등 방문실태조사

와 생태 여건평가를 해 참여한 로그램, 필수구비시설  상품  가장 하

고 싶은 활동 등의 조사이고, 이러한 탐방객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4장에서 잠정 으

로 제시하고 있는 생태 상품화 상 자원을 최종 선별하여 생태 상품과 코스 

개발에 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3) 조사방법
   (1) 조사기간

2004년 9월 20일(월) ～ 2004년 10월 10일(일)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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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지역
북한산, 서울 공원, 아차산, 월드컵공원, 난지도 생태공원, 낙산, 길동생태공원, 우

면산생태공원, 강서, 고덕  선유도 공원, 양재천 등

   (3) 조사형식
표본설계(sample design)는 서울시 소재 자연생태 지를 방문한 객이 조사 

모집단이 되며, 유의  추출법을 통해 조사원이 지를 방문하여 자연생태 지 이

용객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장서베이(field survey)를 통해 자

료수집 하 다. 추가로 서울시 자연생태와 련 있는 문가(학계, 정부 련부처, 연

구기 , 업체 등) 그룹에게 별도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상품개발에 한 반  

의견을 조사하 다. 일반방문객들은 도시공원  수목원 67명(20.9%), 산악자원 44

명(13.8%) 생태공원 27명(8.4%), 한강 21명(6.6%) 주말농원 16명(5.0%) 등에서 

무작  랜덤샘 링을 통해 추출되었다. 문가 그룹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교수, 연

구직 47명(14.7%), 련학과 학원생 24명(7.5%), 담당공무원  근무자 38명

(11.9%), 해설가 36명(11.3%)으로 구성되었다. 

   (4) 분석방법
통계패키지 SPSS를 통하여 각 항목에 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

통계를 활용하 으며, 부분의 경우 일반방문객과 문가그룹을 별도로 분석하여 상

호 비교하 다.    

2.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체 조사 상자는 총320명으로 일반방문객 175명(54.6%), 문가그룹 145명(45.3%)으

로 구성된다. 성별비는 방문객의 경우 175명  ‘남성’ 106명(60.6%), ‘여성’ 69명(39.4%)

이며, 문가그룹에서는 ‘남성’ 71명(49.0%), ‘여성’ 74명(51.0%)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자에 한 체 인 성별 분포를 살펴 보면 ‘남성’ 55.3%, ‘여성’ 44.7%로 남성이 여성

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야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비교해 여성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것은 숲속여행 로그램의 부분 참여자가 주부이기 때문이

다. 

연령별 응답자 분포는 ‘30～40세 미만’이 체 10명  3명 정도인 33.3%, ‘20～30세 

미만’ 32.6%, ‘40～50세 미만’ 16.6% 순이다. 문가그룹( 체평균나이 35.5세로 추정

됨)에 비해 서울시 자연생태 실제 방문자의 평균 연령(평균나이는 32.0세로 추정)이 

낮게 나온 것은 이들  학생  청소년의 비율(16.0%)이 상 으로 높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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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사대상자의 성별․연령․직업별 분포

구 분 방문객 전문가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성별
남 106 60.6 71 49
녀 69 39.4 74 51

합계 175 100 145 100

연령별

12～14세 8 4.6
15～19세 20 11.4
20～29세 67 38.3 39 26.9
30～39세 43 24.6 61 42.1
40～49세 22 12.6 30 20.7
50～59세 4 2.3 8 5.5
60세이상 11 6.3 7 4.8

합계 175 100 145 100

직업별

전문직 19 10.9
경영관리직 4 2.3

사무직 23 13.1 9 6.2
자영업 6 3.4

판매서비스업 2 1.1
주부 20 11.4 17 11.7
학생 72 41.1 25 17.2

환경관련공무원 3 1.7 19 13.1
환경해설종사자 7 4.8

환경단체 3 2.1
문화예술가 2 1.1 3 2.1

교수 2 1.1 4 2.8
교사 3 1.7 5 3.4

연구직 3 1.7 41 28.3
기타 11 6.3 9 6.2

무응답 5 2.9 3 2.1
합계 175 100 145 100



제 IV 장  서울시 생태관광 상품개발

103

<표 4-3> 조사대상자의 학력․소득 

구 분 방문객 전문가
빈도수(명) 구성비(%) 빈도수(명) 구성비(%)

학력별

중학생 22 12.6
고등학생 4 2.3
대학생 47 26.9 4 2.8

중졸이하 1 0.6 1 0.7
고졸 10 5.7 14 9.7
대졸 73 41.7 62 42.8

대학원졸 이상 12 6.9 61 42.1
무응답 6 3.4 3 2.1
합계 175 100 145 100

가구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 5.1 16 11.0
100 ～ 149만원 10 5.7 5 3.4
150 ～ 199만원 18 10.3 18 12.4
200 ～ 249만원 27 15.4 13 9.0
250 ～ 299만원 20 11.4 15 10.3
300 ～ 349만원 22 12.6 18 12.4
350 ～ 399만원 13 7.4 12 8.3
400 ～ 449만원 14 8.0 16 11.0
450 ～ 499만원 3 1.7 8 5.5
500만원 이상 25 14.3 19 13.1

무응답 14 8.0 5 3.4
합계 175 100 145 100

결혼
여부

미혼 112 64.0 56 38.6
기혼 61 34.9 89 61.4

무응답 2 1.1 0 0
합계 175 100.0 145 100

자가용

소유 73 41.7
미소유 98 56.0
무응답 4 2.3
합계 1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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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생태지역 방문객의 동반자 유형 

친구/연인
40.6%

가족/친척
16.0%

동호인모임
13.1%

학교단체
12.0%

직장동료
9.1%

혼자
7.4%

기타
1.7%

한편, 학력별 분포는 ‘ 졸이상’이 42.3%, ‘ 학원 이상’이 25.0%, ‘ 학생’이 13.8%

로 나타났다. 문가그룹은 42.1%가 ‘ 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이었다. 직업별 

분포는 ‘학생’이 29.2%, ‘주부’ 11.6%, ‘사무직’ 9.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직’(28.3%)이 문가집단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총 수입은 ‘300-349만원’

이 12.6%로서 학생층을 제외한다면 부분이 산층이다. 결혼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문객의 경우 112명(64%)은 ‘미혼’, 61명(34.9%)은 ‘기혼자’ 다. 특히 기혼자만 

상으로 가족 구성원을 조사한 결과 ‘자녀와 거주’ 46명(26.3%), ’부부만 거주’가 8

명(4.6%), ‘부모님과 자녀와 거주’ 4명(2.3%), 그리고 ‘부모님과 거주’ 3명(1.7%) 

순으로 나타났다. 문가의 경우 56명(38.6%)이 미혼이었고 결혼한 61.4%의 기혼

자  ‘자녀와 거주’ 57명(39.3%), ‘부부만 거주’ 15명(10.3%), ‘부모님과 자녀와 거

주’ 13명(9.0%), ‘부모님과 거주’ 2명(1.4%)이었다. 자녀를 가진 조사 상자를 상

으로 제일 큰 아이의 나이를 물어 본 결과 평균 5.9세 (표 편차 9.50)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미취학자녀를 가진 기혼가정은 체 10.9%, 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 

9.4%, 그리고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 8.2%를 차지했다. 거주지 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8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 체의 83%(265명)이며, 경

기 17%(55명),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 경북, 인천 등이 있었다.

2) 동반형태   

서울시 자연생태  지역을 방문한 이용객(175명)을 상으로 ‘이곳에 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라는 동반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친구 혹은 연인’이 40.6%, ‘가족/친척’

이 16.0%, ‘동호인 모임’ 13.1%, ‘학교단체’ 12.0% 순이며,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

은 7.48%이다. 따라서 방문객(78.8%)들은 2～5명 단 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아 개

별방문보다는 여러 명이 단체로 방문하는 편이다. 한편, ‘가족 심’ 형태의 동반자 유

형이 ‘친구 혹은 연인’ 보다 상 으로 낮게 나온 것은 설문조사가 평일  자연체험 

로그램 운 인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구통계학  변수와 련시켜 살펴 보면, ‘가

족/친척’인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족․친

척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친구/연인’ 

동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휠씬 높게 나타났

다. 그리고 개별여행인 경우는 남자가 여성보

다, 30～39세, 문직 특성을 가진 방문객에게

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체여행’

의 경우 여자, 60세 이상 주부  방문객에서 높

게 나타났다. 특히 동호회 회원과 함께 생태

지에 방문한 경우는 부분 남성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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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생태지역 방문객의 동반자 유형 

구분 친구/연인 가족/친척 동호인모임 학교단체 직장동료 혼자 기타 합계
빈도수(명) 71 28 23 21 16 13 3 175
구성비(%) 40.6 16.0 13.1 12.0 9.1 7.4 1.7 100.0

            주 :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방문객은 없음

3) 방문동기 

자연생태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2개 복응답) 라는 질문에 

하여 체 10명  3명가량이 ‘자연과의 ’(31.2%)이라고 응답하 다. 다른 

요한 방문동기로 ‘친목도모’(17.8%), ‘휴식과 자아성찰’(14.2%), ‘도시의 혼잡탈출’ 

(12.3%), 그리고 ‘성취감과 육체  운동’(10.7%) 순이었다. 따라서 주 방문동기는 

혼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자연과의 ’이 본질  동기로 악된다.  ‘친목도모’와 

‘가족단합’ 등 집단간 결속을 한 모임은 체 10명  2명이 응답하 다. ‘휴식과 자

아성취’(14.2%) 한 생태  외에 다른 자연휴양지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활동

이기에 서울시 자연생태 지역의 방문동기는 자연체험이나 환경교육 외에도 다양한 동

기가 혼재되어 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자연과의 ’을 주목 으로 방문한 방문객들은 ‘친구/연인’

과 함께 온 경우에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50세 이상’, ‘가정주부’에서 상 으

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생태지역 방문객의 방문동기 

구분 자연과의 
접촉

친목
도모

휴식과 
자아성찰

도시의 
혼잡탈출

성취감과 
육체운동

새롭고 
낮선 경험 가족단합 기타 합계

빈도수
(명) 79 45 36 31 27 16 5 14 253

(복수응답)
퍼센트
(%) 31.2 17.8 14.2 12.3 10.7 6.3 2.0 5.5 100.0

             주 : 무응답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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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생태지역 방문객의 방문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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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생태지역 방문객의 방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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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빈도  

‘이곳에는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하는 질문에 체 

10명  5명 정도가 비정기 으로 이용하며, 특히 1

명은 첫 방문자로 나타났다. 재방문객(74.9%)  ‘2～

3번째’(28.0%)는 비정기 으로 이곳을 방문하 다. 

한편 생활권내 주변에 거주하며 정기 으로 방문하

는 이용객은 15%가 ‘주 1회 이상’ 정기  이용자이

며, ‘한달에 1～2회 방문객’은 24.0%로 나타났다. 

<표 4-6> 생태지역 방문객의 방문빈도

구분 비정기적 이용 정기적 이용 기타 합계처음 2～3번째 주 1회 정기적 한달에 1～2회 정기적
빈도수(명) 44 49 26 42 14 175
구성비(%) 25.1 28.0 14.9 24.0 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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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생태지역 방문객의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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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수단

방문객들의 주된 교통수단은 10명  5명가량이 ‘지

하철’을 이용하 고, 그 다음이 ‘자가용’(21.7%), ‘시

외  시내버스’(18.3%), 그리고 ‘도보’(8.0)로 나타났

다. 따라서 자연생태 활성화를 한 근성 제고

책은 지하철과의 연계와 교통수단의 확충임을 

할 수 있다. 

<표 4-7> 생태지역 방문객의 교통수단 

구분 지하철 자가용 시외 및 시내버스 도보 자전거 합계
빈도수(명) 90 38 32 14 1 175
구성비(%) 51.4 21.7 18.3 8.0 0.6 100.0

6) 숙박일수 및 숙박지 

서울시 자연생태지역 방문객들은 ‘몇일 계획이며, 숙박하는 경우 숙박장소는 어디입니

까’ 하는 설문에 해 ‘당일’이 91.4%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 다. 이는 조사 상자

의 부분이 서울지역 거주자이며 ‘1박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북한산 는 캠 장에

서 야 하는 경우로 단체연수 는 학생방문객들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서울시내

에서 최  2시간 내로 근 가능한 북한산, 한강 등은 당일형 여가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일이 아닌 ‘1박 2일’로 숙박지가 필요한 경우, 이들이 머무르는 숙박지로는 산장

( : 백운산장) 는 야 장( : 북한산 인수야 장)시설이며 상업  숙박업소 사용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생태지역 방문객의 숙박  

구분 당일 1박2일 이상 합계
빈도수 160 15 175

구성비(%) 91.4 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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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생태지역 방문객의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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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족감에 대한 지불용의   

‘이곳을 보고 느낀 만족감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의 물음에 

한 1인당 지불용의를 반 으로 살펴본 결과, ‘1만원’이 17.1%, ‘5만원 이상’이 

13.1%, ‘3만원’이 12.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여자’, ‘가족단  방

문객’, ‘고소득층’, 그리고 ‘자연과의 ’이 주 방문동기를 가진 계층에서 상 으로 

높은 만족감과 지불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주요 활동
서울시 자연생태지역 방문객들에게 ‘이곳에서 하신 

활동은 무엇입니까’(2개 선택)하는 질문에 10명  3

명 정도가 ‘자연경 ’(29.3%)이라고 응답하 다. 이밖

에 ‘휴식활동’이 24.7%, ‘등산’(21.6%) 순이다. 반면, 

이들이 거의 하지 않는 활동은 ‘도시구경’(1.9%), ‘역

사문화’(2.7%), 그리고 ‘농장’(5.8%) 순으로 나타났다. 

나비생태 찰, 단합모임, 사람 만나러, 암벽등반, 인

라인스 이트 타기 등이 기타 활동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생태지역 방문객의 주요 활동(복수응답)  

구분 자연경관 휴식 등산 환경교육 농장 역사문화 도시구경 기타 합계
빈도수(명) 76 64 56 20 15 7 5 16 259
구성비(%) 29.3 24.7 21.6 7.8 5.8 2.7 1.9 6.2 100.0

9) 관광정보 취득경로

서울시 생태지역 방문객들의 정보취득 경로를 보면, 2명  1명가량이 ‘주변사

람’(50.9%), 그리고 ‘여행사’(13.7%), ‘TV, 라디오, 신문’(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문객 반이상이 이미 방문한 경험이 있는 친지/친구인 주 사람들

의 권유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를 

입수한 경우는 은 층에 상당히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효율 인 수단임

을 보여 주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의견은 ‘남자’, ‘21～30세’, ‘ 학재학’ 등의 특성을 

지닌 계층에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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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생태지역 방문객의 관광정보 입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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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생태지역 방문객의 관광정보 입수 경로  

구분 주변사람 여행사 TV,라디오,신문 인터넷 학교 관광안내서적 팜플렛 지하철광고 관광안내소 기타 합계
빈도수
(명) 89 24 19 15 14 4 4 3 1 2 175

구성비
(%) 50.9 13.7 10.9 8.6 8.0 2.3 2.3 1.7 0.6 1.1 100.0

이 밖에 국립공원 리공단 홈페이지, 기존부터 알고 있었다, 길동 자연생태공원의 홈

페이지, 네이버, 동아리, 북한산국립공원 리공단 홈페이지 등이 있으며 정기간행물로

서는 ‘사람과 산’, ‘월간 산’ 등 산악서 , 산악회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10)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이용규제

생태계 보존을 하여 자연생태지역의 이용시간  인원제한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96명(54.9%)이며, ‘반 한다’는 의견은 79명(45.1%)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생태지역 방문객의 이용규제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수 (명) 구성비 (%)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이용규제 찬성 96 54.9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이용규제 반대 79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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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부 항목별 만족도 

방문객을 상으로 자연환경, 안내홍보체계, 그리고 교통편의성 등 서울시 자연생태

지역 서비스항목을 5  척도로 조사한 결과, 체평균은 3.11로 어느 정도 만족한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단히)‘만족한다’ 라는 의견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아름다워 인상 이다’에 평균 4.04(표 편차 1.20)로 체평균에 비해 가장 높

았다. 방문객들은 서울시 자연생태지역이 여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자

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교통 근성’ 한 서울권역이 반 으로  

교통인 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에 다른 항목에 비해 상 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방문객들은 ‘살만한 기념품이 많지 않고’, ‘주변지역에 갈만한 지가 흔치 않

거나’, 혹은 ‘주변 지와의 연계 교통수단이 미흡’한 것을 불만사항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인근 지와의 연계 로그램 구축과 교통연계수단의 확립이 무엇보다 요

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생태지역 방문객의 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고 아름다워 인상적이다. 4.04 0.88

교통이 편리하다.   3.42 1.29
안내표지판 시설과 홍보가 잘 이루어져 관광정보를 구하기 쉽다. 3.25 1.08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나 즐길 거리가 있다.   3.22 1.19
동식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배울 것이 많다. 3.18 1.24

숙박시설, 음식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3.15 1.09
자연보존을 위한 방문객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3.13 1.20

식음료 및 입장료 등 요금이 합리적이다. 2.87 1.29
가까운 곳에 갈만한 다른 관광지가 있다. 2.84 1.20

살만한 기념품이 있다. 2.02 1.07
전체평균 3.11 -

                      주 : 평균은 5  만  기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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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문소감 

방문 후의 소감을 물어 본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21.1%, ‘만족한다’는 의견

이 66.3%로 나타나 10명  9명 이상이 자연생태여행에 해 반 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 단합’을 주된 동기인 방문객들이 ‘많이 만족한다’고 응

답한 반면, ‘자연경  체험’  ‘풍경구경’, ‘환경교육’을 주된 동기로 한 방문객들은 ‘보

통’이란 응답이 많았다.  

<표 4-13> 생태지역 방문객의 방문소감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스럽지 않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합계 
빈도수(명) 37 116 20 1 1 175
구성비(%) 21.1 66.3 11.4 0.6 0.6 100.0

13) 프로그램 참여경험

숲속여행 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체 320명  176명(55%)이었으며, 

나머지는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방문객 상으로 살펴보면 서

울 공원(22.6%), 남산(14.4%), 악산(5.1%) 등으로 나타났다.   

생태공원 자연학습장은 54.3%가 ‘처음 들어 본다’ 는 ‘참여 해 본  없음’에 응답

한 반면, 실제 방문하 거나 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길동 생태공원(38.1%), 여의

도 샛강생태공원  난지도 생태공원(22.6%), 그리고 아차산 생태공원(10.7%) 순이

다.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경우 10명  4명 정도(41.9%)가 실제로 방문한 경험이 있

는 것으로 타 유형의 자연생태 로그램에 비해 실제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방문객의 

부분은 릉수목원(약 50%)을 찾았고, 기타 아침고요 수목원, 수리산, 서울 공원, 

안면도, 용 리, 경남수목원, 거제자연휴양림, 덕유산, 가리왕산 휴양림, 홍릉수목원, 

청태산, 치악산 자연휴양림, 유명산 등 국 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공원 환경해설 로그램과 련해서는 9.1%만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해설 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68.4%는 ‘익히 알고는 있지만 참여 해 본  없다’고 응

답하 다. 약 20% 응답자는 ‘환경해설 로그램을 처음 들어 본다’고 한 만큼, 홍보 

 안내시스템의 확 가 실하다. 

농 체험은 체 응답자  83.4%가 ‘참여 해 본  없음’, 6.3%는 ‘처음 들어 ’에 

응답하 다. 농 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방문비율은 12.3% 수 이다. 지방

의 농 체험 방문지로는 함양군, 양평 청둔 향토마을, 이천시 부래미 마을, 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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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 마을, 순창, 기리 홍천, 토고미마을, 남해 다랭이 마을, 제천, 철원, 화

천, 홍성  진안군 능내마을 등으로 나타났다.  

생태계보 지역  습지지역은 65.6%가 ‘참여 해 본  없음’, 11.6%는 ‘한강밤섬’을 

방문하거나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5.6%는 ‘처음 들어 보았다’라고 응답했다. 

참여 해 본  없거나 처음 들어 본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 방문경험을 가진 방문객들

을 상으로 분석하면, 10명  5명이 한강밤섬, 2명이 방이동 습지, 1.6명이 둔 동 

자연습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했던 생태계보 지역  습지로는 우포자연

습지, 안산 시화호 습지, 악산 끈끈이 자생지, 무안갯벌보호지역, 시화호 갈 습지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14) 선호하는 산

선호하는 산은 ‘북한산’(30.6%), ‘남산’(15.0%), ‘ 악산’(14.1%) 순으로 나타난 반

면, 인왕산’, ‘낙산’, ‘서오릉’ 등은 거의 선호도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 방문객

과 문가그룹이 거의 유사하나, 후자가 상 으로 북한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차산’의 경우 생태공원  역사탐방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호

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이곳에 한 극  홍보와 근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그림 4-8> 선호하는 산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북
한

산

남
산

관
악

산

청
계

산

도
봉

산

수
락

산

아
차

산

대
모

산

북
악

산

안
산

인
왕

산

낙
산

서
오

릉

방문객

전문가



제 IV 장  서울시 생태관광 상품개발

113

<표 4-14> 선호하는 산

산이름 전체 (명,%) 방문객 (명,%) 전문가 (명,%)
북한산 98(30.6) 49 (28.0) 49 (33.8)
남산 48 (15.0) 29 (16.6) 19 (13.1)

관악산 45 (14.1) 21 (12.0) 24 (16.6)
청계산 28 (8.8) 15 (8.6) 13 (9.0)
도봉산 14 (4.4) 7 (4.0) 7 (4.8)
수락산 11 (3.4) 6 (3.4) 5 (3.4)
아차산 11 (3.4) 7 (4.0) 4 (2.8)
대모산 8 (2.5) 4 (2.3) 4 (2.8)
북악산 5 (1.6) 2 (1.1) 3 (2.1)
안산 5 (1.6) 4 (2.3) 1 (0.7)

인왕산 3 (0.9) 2 (1.1) 1 (0.7)
낙산 2 (0.6) 1 (0.6) 1 (0.7)

서오릉 1 (0.3) 1 (0.6) 0 (0)
기타 19 (5.9) 11 (6.3) 8 (5.5)
없음 22 (6.9) 16 (9.1) 6 (4.1)
합계 320 (100) 175 (100) 145 (100)

15) 선호하는 한강시민공원

체 으로 조사 상자가 선호하는 한강시민공원은 ‘여의도’(24.4%), ‘난지’(12.8%), 

‘선유도’(9.7%)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상에서는 ‘여의도’(27.4%), ‘뚝

섬’(10.9%), ‘선유도’(9.7%) 순이며, 문가그룹은 ‘여의도’(20.7%), ‘난지’(20.9%), 

‘선유도’(9.7%) 순이었다. 문가들은 ‘뚝섬’(4.8%)보다 ‘난지지구’(20.0%)에 한 

선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재 뚝섬지구(면  825,000㎡)가 수상스키장, 

드서핑장, 보트장 등 활발한 수상 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경 불량으로 인해 

문가집단에게는 선호도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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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선호하는 한강시민공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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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선호하는 한강시민공원

공원명 전체(명,%) 방문객(명,%) 전문가(명,%)
여의도 78 (24.4) 48 (27.4) 30 (20.7)
난지 41 (12.8) 12 (6.9) 29 (20.0)

선유도 31 (9.7) 17 (9.7) 14 (9.7)
뚝섬 26 (8.1) 19 (10.9) 7 (4.8)
잠실 22 (6.9) 11 (6.3) 11 (7.6)

광나루 14 (4.4) 7 (4.0) 7 (4.8)
반포 12 (3.8) 9 (5.1) 3 (2.1)
이촌 12 (3.8) 5 (2.9) 7 (4.8)
강서 11 (3.4) 2 (1.1) 9 (6.2)
잠원 11 (3.4) 5 (2.9) 6 (4.1)
양화 2 (0.6)v 0 (0.0) 2 (1.4)
망원 1 (0.3) 1 (0.6) 0 (0.0)
기타 4 (1.3) 2 (1.1) 2 (1.4)
없음 55 (17.2) 37 (21.2) 18 (12.4)
합계 320 (100) 175 (100) 1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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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호하는 지천 

서울시 지천에 한 방문실태 조사결과는 2명당 1명꼴로 선호하는 지천이 없다고 응

답하 다. 자주 방문하거나 선호하는 지천이 있는 경우는 ‘양재천’(23.4%), ‘ 랑

천’(10.3%), ‘안양천’(5.7%) 등의 순으로 방문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소재 지천의 이

용도는 여 히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선호하는 지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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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선호하는 지천

지천명 전체(명,%) 방문객(명,%) 전문가(명,%)
불광천 13 (4.1) 5 (2.9) 8 (5.5)
성내천 4 (1.3) 3 (1.7) 1 (0.7)
안양천 19 (5.9) 10 (5.7) 9 (6.2)
양재천 67 (20.9) 41 (23.4) 26 (17.9)
중랑천 34 (10.6) 18 (10.3) 16 (11.0)
탄천 19 (5.9) 6 (3.4) 13 (9.0)

홍제천 2 (0.6) 1 (0.6) 1 (0.7)
없음 160 (50.0) 91 (5.2) 69 (47.6)

무응답 2 (0.6) 2 (1.4)
합계 320 (100) 175 (100) 1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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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생태관광지에 구비할 필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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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생태관광지 구비시설 

생태 지에 필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구비시설에 한 설문결과, ‘생태체험

로그램’(25.6%), ‘안내표지   안내시설’(19.2%), ‘휴식공간’(16.1%), ‘산책

로’(13.3%), ‘동식물 찰시설’(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문객의 경우는 ‘생태체험 로그램’(21.6%), ‘휴식공간’(20.2%), ‘안내표지   

안내시설’(18.8%)을 선호하는 반면 ‘산책로’(13.2%)는 문가그룹에게서 높게 나왔다.

‘휴식공간’(20.2%  11.6%), ‘매  등의 편의

시설’(5.7%  3.0%)은 문가그룹에 비해 방

문객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아직 일반

인들은 자연생태 을 일상생활의 여가와 구별

하기보다 편의성과 이용편익을 더 추구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 시시

설’(1.4%  3.0%), ‘교육시설’(3.9%  

4.9%), ‘생태체험 로그램’(21.6%  29.8%)

의 상 비율을 보면 일반인의 교육 로그램에 

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생태관광지에 구비할 필수시설(복수응답) 

구분 생태체험
프로그램

안내표지판/ 
안내시설 휴식공간 산책로 동식물 

관찰시설 교육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 전시시설 기타 합계

방문객
(명,%)

60
(21.7)

52
(18.8)

56
(20.2)

37
(13.4)

36
(13.0)

11
(4.0)

16
(5.8)

4
(1.4)

5
(1.8)

277
(100.0)

전문가
(명,%)

79
(29.8)

52
(19.6)

31
(11.7)

35
(13.2)

31
(11.7)

13
(4.9)

8
(3.0)

8
(3.0)

8
(3.0)

265
(100.0)

합계
(명,%)

139
(25.6)

104
(19.2)

87
(16.1)

72
(13.3)

67
(12.3)

24
(4.4)

24
(4.4)

12
(2.2)

13
(2.5)

542
(100)

주 : 무응답 73

18) 자연생태관광지에서 하고 싶은 활동 

서울에서의 자연생태 선호활동을 조사한 결과, ‘도시형 산림욕’, ‘습지  생태보호지 

탐사  철새 찰’, 그리고 ‘등산  야 ’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연 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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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참여’, ‘축제  이벤트 참여’, ‘박물   시 람’ 등은 상 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은 ‘농 , 농 체험’이 상 으로 높은 1순

이었지만 체 가 치 합계에서 낮은 것은 조사집단이 동질 이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자연생태 선호활동을 지닌 그룹임을 시사한다.    

서울시의 자연생태 지 방문객들은 ‘등산  아 ’(18.3%), ‘도심형 산림

욕’(14.9%), ‘인라인, 자 거 타기’(9.1%)를 선호한 반면, ‘박물   시  

람’(1.7%), ‘역사유  탐방’(3.4%), ‘공연 람  술활동’(3.4%) 등 람형 활동에

는 낮은 선호도를 보 다. 이에 비해, 문가그룹은 휠씬 교육 이며 가족 심 인 

소규모 상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를 들면, ‘도시형 산림욕’(20.0%), ‘습지  

생태보호지역 탐사’, ‘철새 찰’(18.6%), ‘생태공원의 해설 로그램’(14.5%) 등을 좋

아하고 있다.   

일반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활동 주의 산악 크리에이션, 인라인  자 거를 활용한 

한강생태체험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 내에서 즐기는 추세를 볼 때 련 시 정책은   

생활여가공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에 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야경

감상  별자리 찰(6.9%), 벚꽃길 걷기  사진찰 (4.6%)은 규모 로그램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한강을 활용한 상품  드서핑, 카약 등 수

상 포츠는 인 인기 상품으로 문가(2.8%), 방문객(4.0%) 모두에게 상

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그림 4-12> 생태관광상품에 대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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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생태관광상품에 대한 선호도

구분 1순위
(명, %)

2순위
(명, %)

3순위
(명, %)

4순위
(명, %)

5순위
(명, %)

가중치합
(%)

도시형 산림욕 53 (16.6) 31 (9.7) 34 (10.6)  19 (5.9) 25 (7.8) 554 (11.5)
습지 및 생태보호지 탐사, 철새관찰 36 (11.3) 42 (13.1) 28 (8.8) 21 (6.6) 18 (5.6) 492 (10.3)

등산 및 야영 44 (13.8) 24 (7.5) 23 (7.2) 21 (6.6) 16 (5.0) 443 (9.2)
생태공원의 해설프로그램 32 (10.0) 30 (9.4) 18 (5.6) 14 (4.4) 17 (5.3) 379 (7.9)

인라인, 자전거타기 20 (6.3) 25 (7.8) 19 (5.9) 27 (8.4) 15 (4.7) 326 (6.8)
야경감상 및 별자리관찰 16 (5.0) 17 (5.3) 23 (7.2) 29 (9.1) 48 (15.0) 323 (6.7)
벚꽃길 걷기 및 사진촬영 10 (3.1) 25 (7.8) 27 (5.9) 35 (8.4) 19 (4.7) 320 (6.8)

한강에서 유람선, 뗏목타기 11 (3.4) 29 (9.1) 20 (6.3) 27 (9.1) 27 (6.9) 312 (6.2)
역사유적 탐방 14 (4.4) 22 (6.9) 20 (6.3) 29 (9.1) 22 (6.9) 298 (6.2)

농촌관광, 농촌체험 27 (8.4) 15 (4.7) 19 (5.9) 12 (3.8) 10 (3.1) 286 (6.0)
윈드서핑, 카약 등 수상레포츠 19 (5.9) 17 (5.3) 18 (5.6) 15 (4.7) 19 (5.9) 266 (5.5)

공연 관람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14 (4.4) 10 (3.1) 28 (8.8) 22 (6.9) 28 (8.8) 266 (5.5)
축제 및 이벤트 참여 9 (2.8) 11 (3.4) 17 (5.3) 23 (7.2) 19 (5.9) 205 (4.3)

박물관 및 전시관 관람 8 (2.5) 14 (4.4) 13 (4.1) 13 (4.1) 19 (5.9) 180 (3.8)
기타 1 (0.3) 0 (0.0) 0 (0.0) 0 (0.0) 0 (0.0) 5 (0.1)

무응답 6 (1.9) 8 (2.5) 13 (4.1) 13 (4.1) 18 (5.6) 145 (3.0)
합계 320 (100) 320 (100) 320 (100) 320 (100) 320 (100) 4800 (100)

 주: 가 치합 = 1순 *5 + 2순 *4 + 3순 *3 + 4순 *2 + 5순 *1

19) 자연생태관광의 운영 주체

서울시 자연생태 ( 로그램)의 운 주체에 해서 방문객들은 ‘시민단체’(32.0%), 

‘민․ 력운 ’(25.1%), ‘서울시 는 구청’(23.4%)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이는 

자연생태 이 그 특성상 리성이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단체( : 한강생태동호회, 인라인 회 등)에 의해 운 되

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문가그룹은 ‘ 력운 ’(41.4%), ‘서울시 는 구

청’(24.1%), ‘시민단체’(13.8%)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가 운 주체로 역할

할 때 방문객의 취향에 맞는 생태 개발이 가능하며, 서울시 는 구청의 역할은 

생태  인 라 구축( 기반시설의 조성, 환경교육  시실의 건설, 방문객 안

내센터 조성 등)  환경해설사 인력충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분담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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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자연생태관광의 운영주체

구분 서울시 또는 구청 민간기업 시민단체 학회 / 협회 협력운영 기타 합계
방문객(명, %) 41 (23.4) 23 (13.1) 56 (32.0) 6 (3.4) 44 (25.1) 5 (2.9) 175 (100)
전문가(명, %) 35 (24.1) 20 (13.8) 15 (10.3) 10 (6.9) 60 (41.4) 5 (3.4) 145 (100)
합계(명, %) 76 (23.8) 43 (13.4) 71 (22.2) 16 (5.0) 104 (32.5) 10 (3.1) 320 (100)

20) 자연생태관광상품에 대한 참여 의향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자연생태  상품(표 4-20 참조)에 한 참여의

향을 조사하 다. 방문객들은 ‘자 거타고 떠나는 한강 생태 체험’(평균 3.79), ‘달빛 

아래의 서울’, ‘강변 물 축제’, 문가그룹은 ‘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자 거타고 떠

나는 한강 생태 체험’, ‘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자원과 역사 경  해설 로그램’을 

가장 선호하 다.  

동일한 자연환경인 한강에 해서 방문객들은 자 거나 인라인을 타고 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한강변의 생태체험을 선호하는 반면, 문가그룹은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가면서 주요 생태지역을 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방문객들은 10가지 상품  한강을 

축으로 주변의 경   생태와 연계한 4가지 심상품  한강에 한 참여의향이 상

으로 높다. 한편, 문가집단의 성향은 역사문화유산이 결합된 ‘풍수로 보는 서울

의 자연자원과 역사 경  해설 로그램’에 한 참여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강변 물 축제’에 한 참여의사를 보면(표 4-20참조), 문가 집단이 상 으로 낮

은데 이는 일반방문객보다 문가들이 람체험형 보다는 문화교육형 로그램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요약하면, 제시된 10가지 상품 가운데 참여의향이 높은 상  5개 상품이 한강과 련

된 것이 많은 것을 보면 물과 결합된 체험 주의 상품개발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120

<표 4-20> 10가지 생태관광상품에 대한 참여의향 

 자연생태 관광상품
그룹별 전체

방문객 평균
(표준편차)

전문가평균
(표준편차) 평균 순위

1)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내려가며 주요 생태지역을 관찰 및 체험)

3.54
(1.17)

3.79
(1.13) 3.66 2

2)카약타고 한강 생태 탐험 
  (2～3인승의 카약을 타고 인솔자 지도하에 한강의 주요 생태지역을 탐험) 

3.40
(1.25)

3.46
(1.25) 3.41 5

3)자전거타고 떠나는 한강 생태 체험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고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한강변의 생태체험)

3.79
(1.12)

3.65
(1.14) 3.70 1

4)달빛 아래의 서울 
  (음력 보름에 생태해설과 달맞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3.62
(1.20)

3.28
(1.17) 3.45 3

5)북악에서 관악까지 생태육교 탐방
  (서울을 종주 또는 횡단으로 연결된 녹지축을 걸으면서 자연을 체험)

3.30
(1.21)

3.32
(1.24) 3.29 7

6)마운틴 바이크 타고 생태체험 
  (산악자전거를 타고 진행되는 생태해설로 학습과 재미를 겸함)

3.30
(1.26)

2.87
(1.27) 3.08 10

7)강변 물 축제
  (선유도공원 등에서 수상레포츠 동호회에 의한 시범과 체험, 물놀이 등 물을 주
제로 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이벤트)

3.55
(1.15)

3.28
(1.11) 3.43 4

8)농사 체험과 습지 관찰 프로그램 
  (시계내․외의 주변 농경지에서 농사를 체험하고 놀이를 통한 습지생태계 관찰)

3.01
(1.20)

3.34
(1.15) 3.16 9

9)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자원과 역사 경관 해설 프로그램 
  (서울의 지형지세를 풍수지리로 이해하고 조선과 백제의 도읍지로서 역사경관을 
답사)

3.13
(1.22)

3.64
(1.14) 3.34 6

10)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야경 산책 
  (현존하는 서울성곽과 야경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답사)

3.37
(1.30)

3.07
(1.24) 3.21 8

평균 3.40 3.37

 주：평균은 5  만  기  (1：참여하지 않음, 3：보통, 5： 극 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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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10가지 생태관광상품의 참여의향별 빈도                                                              단위 : 명(%) 

순위 구분 적극 참여 참여 보통 참여안함 전혀 
참여안함 미응답 계 가중치

합
1 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48(33.1) 48(33.1) 28(19.3) 12(8.3) 7(4.8) 2(1.4) 145(100) 223

2

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자원과 역사 경  해설 

로그램

40(27.6) 42(29.0) 35(24.1) 20(13.8) 6(4.1) 2(1.4) 145(100) 181

3
자 거타고 떠나는 한강 생태 

체험
38(26.2) 40(27.6) 39(26.9) 20(13.8) 6(4.1) 2(1.4) 145(100) 175

4 카약타고 한강 생태탐험 35(24.1) 39(26.9) 34(23.4) 22(15.2) 13(9.0) 2(1.4) 145(100) 134
5

북악에서 악까지 생태육교 

탐방
33(22.8) 27(18.6) 47(32.4) 23(15.9) 13(9.0) 2(1.4) 145(100) 134

6 달빛 아래의 서울 28(19.3) 27(18.6) 54(37.2) 23(15.9) 11(7.6) 2(1.4) 145(100) 125
7

농사 체험과 습지 찰 

로그램
25(17.2) 42(29.0) 46(31.7) 19(13.1) 11(7.6) 2(1.4) 145(100) 115

8 강변 물 축제 20(13.8) 44(30.3) 49(33.8) 18(12.4) 12(8.3) 2(1.4) 145(100) 113
9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야경 산책 18(12.4) 36(24.8) 40(27.6) 31(21.4) 18(12.4) 2(1.4) 145(100) 50
10

마운틴바이크(MTB) 타고 

생태체험 
17(11.7) 25(17.2) 43(29.7) 32(22.1) 26(17.9) 2(1.4) 145(100) 2

주: 가 치합 = 극 참여*3 + 참여*2 + 보통*1 - 참여안함*2 -  참여안함*3

<그림 4-13> 10가지 생태관광상품의 참여의향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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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10가지 생태관광상품의 적극참여의 응답빈도 및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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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 치합계는 좌측수치, 극참여 응답수는 우측수치 참조

결론 으로 제시한 10가지 자연생태  상품화의 도입 우선순 를 정한다면, 극 

참여측면에서 볼 때 한강생태크루즈 여행이 우선 으로 요구되며, 그다음으로 자 거 

타고 떠나는 한강생태체험, 그리고 농사체험과 습지 찰 로그램이 도입되면 가장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21)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서울시 자연생태 상품으로 제시한 10가지 상품에 해 ‘참여의향’은 문가그룹은 

50% 정도가 극  참여의향을 보인 반면, 방문객 그룹은 약 30% 수 으로 문직

종사자일수록 자연생태에 한 심과 흥미가 높다는 결과가 본 조사에서도 그 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시간 인 여유가 없어서’(53.3%),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아서’(22.9%), 

‘자연생태  자체에 심 없음’(9.9%)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생태 이 가능하도록 교통을 확충/연장하거

나, 거주지와 근 한 가족휴양형 생태공원 같은 자연친화시설이나 여건조성이 긴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가그룹들도 ‘시간 인 여유가 없어서’(48.1%), ‘재미없고 지

루할 것 같아서’가 참여를 꺼리는 주 요인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연생태 로그램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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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시민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으로 운 되고, 생태 에 한 수요

를 타깃별로 설정하여 로그램을 특성화하고 다른 아이템과 연계한다면 이런 문

제 도 극복되리라 본다. 

자연생태  상품에 한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경제  요인’은 방문객 

(9.9%), 문가(7.4%) 모두에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 결정시 생태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보호지역의 리운 비 등을 충당하고자 하는 소극

인 비용회수 목  외에도 가능한 최 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림 4-15> 참여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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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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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방문객 (명, %) 전문가 (명, %) 전체 (명, %)

참여의향 없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65 (53.3) 37 (48.1) 102 (51.3)
경제적 요인 11 (9.0) 6 (7.8) 17 (8.5)

자연생태관광 자체에 관심없음 12 (9.9) 5 (7.4) 17 (8.5)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음 28 (22.9) 21 (27.3) 49 (24.6)

기타 6 (4.9) 8 (10.4) 14 (7.0)
소계 122 (100.0) 77 (100.0) 199 (100.0)

참여의사 있음 53 (30.3) 68 (46.9) 121 (37.8)
합계 175 (100.0) 145 (100.0) 320 (100)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124

22) 자연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 자연생태 을 활성화를 한 시책의 우선순 를 조사한 결과, ‘생태해설

로그램 등 재미있고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17.4%), ‘생태공원과 같은 생태

지의 조성’(13.8%),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11.2%), 

‘교통․주차문제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정비와 리’(10.4%) 순이었다. ‘방

문객센터, 안내표지  설치 등 해설사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

구’와 ‘홈페이지, 방송 고 통한 정보제공과 홍보’는 성격상 유사해 홍보 략의 수립  

한 우선순 가 높다. 

문가그룹과 비교해 볼 때 방문객그룹의 ‘교통․주차문제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

설의 정비와 리’에 한 우선순 가 높음을 볼 때 실제 이용자층은 지 기반  

편의시설에 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가그룹일수록 ‘생태해설사의 

상주’나 ‘주변 지와 연계한 여행상품개발’에 한 요구가 많은 편이다.  

<표 4-23> 자연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복수응답)  

구분 방문객
(명, %)

전문가
(명, %)

전체
(명, %)

생태해설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53 (16.1) 62 (22.1) 115 (17.4)
생태공원과 같은 생태관광지의 조성 46 (13.9) 45 (16.0) 91 (13.8)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 시간과 인원을 제한 40 (12.1) 34 (12.1) 74 (11.2)
교통․주차문제 및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정비와 관리 45 (13.6) 24 (8.5) 69 (10.4)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행 상품 개발 29 (8.8) 27 (9.6) 56 (8.5)
방문객센터, 안내표지판 등 해설사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28 (8.5) 21 (7.5) 49 (7.4)

잡상인, 포장마차 등 주변 환경 위생 문제의 해결 25 (7.6) 22 (7.8) 47 (7.1)
홈페이지, 방송 광고 등을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 23 (7.0) 21 (7.5) 44 (6.6)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방문객 교육 29 (8.8) 12 (4.3) 41 (6.2)
항상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생태해설사의 상주 12 (3.6) 13 (4.6) 25 (3.8)

합계 330 (100.0) 281 (100.0) 661 (100.0)
주: 무응답 수는 28명(방문객 20명, 문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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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의견 

서울에 해 생각나는 참신한 자연생태 상품을 질문한 결과 ‘ 객이 나무를 심

어 조 씩 녹지를 만들어가고 그 객이 다시 방문해서 자신이 심은 나무를 리’, 

‘서울외곽 그린벨트탐사’, ‘도심지 성곽역사 ’, ‘우리 동네 생태탐험’(생활권별로 생

태 자원을 개발하여 주거지에서 쉽게 근하여 체험하는 로그램), ‘빌딩옥상 우

수정원 견학․ 찰’, ‘궁궐에서 왕족생활 체험’, ‘한양도읍 600년 역사체험’, ‘디지털카

메라의 인기를 활용한 로그램’, ‘우수사진 이벤트’ 등이 제안되었다.   

의견 에는 자연생태의 상품화에 한 부정  의견도 제시된바, 를 들면, ‘자연생

태 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훼손에 앞장서지 말 것’, ‘생태와 은 어울리지 않는

다’, ‘어설  로그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은 자연을 최 한 보호하기 하여 

개발에 치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효과  안으로 과도한 개발압력

을 받는 하나의 지 만이 아니라 주변의 경   생태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발압력을 분산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 입장료에 해, 리비용만을 포함한 

렴한 입장료 는 ‘무료입장’을 요구하거나, ‘ 약제로 인해 참여가 제한됨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함’, ‘학교교육 로그램과 연계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는데, 운 상 참고

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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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생태  상품개발

1. 권역별 체험테마  방향 설정 

서울시 공간구조는 환상형의 ①외곽 환상산림생태축(북한산-도 산-수락산-불암산-용

마산-아차산- 모산-청계산-우면산- 악산-와룡산- 제산-백련산)과 ②내4산의 도심

역사문화벨트가 있다. 강남․북을 종축으로 연결하는 축인 ③도심남북녹지생태축(북

한산-남산-우면산/ 악산)과 ④2개의 하천생태축( 랑천-탄천의 동부 하천생태축, 홍

제천-안양천의 서부 하천생태축), 횡축 연결은 ⑤한강생태문화벨트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으며, 향후 서울 생태  자원 리의 근간을 이루게 한다. 서울시 자연생태권

역은 ‘5  권역 15개 테마지구’로 설정하여 도시생활권 내에서 각 권역  하부 지구

가 서로 특화되도록 한다. 각 권역별 체험테마는 서울시 체를 ‘친환경 녹색환경도시’

로 조성하여 체 으로 시 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그림 4-17> 서울의 생태관광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축 구상  

외곽 환상산림생태축

한강 생태문화벨트

도심 남북녹지생태축

동부 하천생태축

서부 하천생태축

도심역사문화벨트

그러나 실제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는 집이나 직장과 거리상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패턴을 띠고 있고, 생태 상품의 코스개발은 공간  범 의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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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앞의 생태  자연자원 리를 한 축에 근거하여 자원을 

발굴하되 실제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 어 계획하도록 한다. 

일 성 있는 계획 수립을 하여 권역구분은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서울시 권역별 개발계획 연구」에서 제시한 4개의 권역구분을 따르되, 생태자

원이 풍부한 한강권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가한다. 

<그림 4-18> 서울시 생태관광 권역설정

북부권역

서부권역

도심권역

동부권역

한강권역

1) 북부권역
산악자원의 환경보  가치에 의하여 이용순 에 따라 엄격히 이용이 제한되는 ‘순수자

연탐방’부터 ‘도시 산악생태 크리에이션’, 그리고 ‘모험형 산악복합체험’ 순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 

2) 도심권역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내4산을 심으로 ‘풍수역사순례체험’, 4 문 도보 코스와 

연계하여 궁궐․성곽연계형인 ‘서울성곽 트 킹’, ‘드라마상의 멋진 경 ’을 찾아가거나 

‘서울풍경여행’으로 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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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강권역 
한강생태문화벨트를 따라 ‘워터 론트 포츠 체험’, ‘생태크루즈 여행’, ‘카약이용 한

강생태탐험’ 지구로 설정한다.

4) 동부권역
청소년을 주 타겟으로 하여 용마산과 아차산을 심으로 삼국시  역사경 을 통한 

역사교육  생태체험을 하는 ‘청소년심신수련’, 암사동 선사유 지  삼국시  유

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선사유   수변생태체험’, 강동구 상일동와 서 구 원지동

을 심으로 주말농장에서의 ‘농사체험’ 테마로 설정한다.  

5) 서부권역
여의도와 밤섬을 심으로 하는 ‘여의도 생태체험’, 강서습지생태공원을 거 으로 ‘생

태습지체험’, 강서지구부터 서부 하천생태축과 연계한 ‘도심철새도래지 탐조’테마로 설

정한다.

서울시 자원유형별 생태  상품화 로그램은 서울시 자연생태라인의 각 교류는 물

론 자연생태 수요자가 결집하는 각 네트워크의 결 (node)에 연결하는 지 은 화문

지역과 여의도 지구를  활용할 것이며 권역 상호간에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권역별 생태테마는 등산이나 야 , 산악트 킹 등 산악을 심으로 한 ‘산악활동 

추구형’, 서울의 도심지역의 문화인 라를 활용한 ‘역사문화형’, 한강 수변자원을 활용

한 수 생태계 모니터링, 드서핑, 요트타기 등의 ‘수상 크리에이션 활동형’, 습지 

 생태공원을 활용한 야생동식물 찰, 조류 찰, 산림욕 등의 ‘자연 찰 학습형’ 그

리고 농사/농 체험을 이용하는 ‘농 활동 추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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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권역별 생태관광 체험테마 및 개발방향 

권
역 체험테마  거점지역 개 발 방 향

북
부
권
역

소극적 자연탐방 북한산
∙산악형 탐방안내소, 탐승산책로 등 trail 활용한 자연보 형 개발

∙자연탐방로 외 최소 자연생태 편의시설 도입(국립공원 반경)

∙야간산행 로그램 도입

도시형 산악생태 
레크리에이션 도봉산

∙생태 찰학습장 외에 숙박시설(야 장)과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

∙5㎞구간 산악자 거(MTB)코스  산악트 킹 도입 

∙산림욕을 겸한 10㎞의 등산로 조성

모험형 산악 
복합체험 불암산

∙북한산-도 산-수락산-불암산 종주 산악교류거 으로 활용

∙복합형 오리엔티어링  야간산행 코스 개발  

∙모험상품  심신단련형 훈련장 개발

도
심
권
역

풍수역사 
순례체험 내4산, 북촌 ∙풍수지리에 입각한 풍수  지형지세에 한 해설 로그램 개발

∙도보체험 로그램과 연계

서울성곽 트레킹 서울성곽 ∙4 문 내외곽 복합테마형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고궁코스

∙실외 박물  람, 문화/ 술활동, 모임활동 도입 

한
강
권
역

워터프론트 
레포츠 체험 뚝섬, 양화

∙수상스키, 요트 등 극  수변 락형 스포츠 시설제공

∙카 , 보트, 페달보트 등의 여를 통해 가족피크닉장소로 활용, 하

계집  이용 유도

∙순환자 거 도로의 연결  자유반환시설 구비 

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잠실→강서 ∙ 문가 혹은 생태해설사의 경 설명․ 생태환경에 한 선상 강의

와 찰․ 사진 촬  가능. 주이용계층은 가족동반객 

카약이용 
한강생태탐험 선유도→밤섬 ∙2～3m, 선폭 50cm, 속도는 빠른 소형 무동력 선박을 활용 

∙카약 통한 근과 망원경으로 탐조, 사진촬 , 조류서식처 찰

서울풍경여행 한강변 정자
∙서울의 도시 경   한강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드라마, 화 등에 나왔던 지역과 연계하여 20～30 층의 심을 

유도 

동
부
권
역

청소년심신수련 용마산, 아차산
∙심신수련형과 인근 역사체험( 형 역사경 ) 제공

∙산악심신수련 활동가능한 다목  장조성 후 피크닉장  산책로 

구비 4계 형 개발유도

선사유적․
수변생태체험 암사, 고덕, 방이 ∙암사선사주거지 역사테마자 거도로 교육  활용 

∙하천생태축 탄천, 랑천내 어류서식 환경조성  작은 연못 조성

농사체험 강동구, 서초구 ∙가족단  휴양시설도입, 운 형태는 ‘텃밭재배형’, ‘자연학습형’, ‘농

지임 형’ 등으로 구분, 운 주체도 개인, 단체, 공서로 구분

서
부
권
역

여의도 생태체험 여의도→밤섬
∙여의도 순환생태자 거 체험도로 정비 

∙‘No horn 100m’ (서강 교) 와 ‘No 20 km speed’ (선상 카   유

람선) zone 설정하며  꽃 람-여름 샛강-가을 자연변이-겨울 

철새 연계함

생태웅덩이체험 강서습지생태공원
∙행주산성 역사테마자 거도로 교육  활용 

∙하천생태축 홍제천-안양천 내 작은 연못 조성 야외학습장 활용 

∙강서습지 나비류 서식환경 조성

∙서울권역 외곽 한강하류(고양시) 연계 로그램 개발

도심 철새도래지 
탐조

선유도공원-난지
-홍제천

∙난지특화구역과 선유도공원의 크리에이션 행락객 충돌방지 

∙홍제천 한강 수부내 소규모 연못  식물생태해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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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서울시 북부권역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2. 북부권역 

북부권역의 범 는 서울의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북한산(837m), 도 산(740m)과 

동북방향의 수락산(638m), 불암산(508m)을 포함하며, 풍부한 산악자원을 활용한 생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 으로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으며 면 은 약 78.6㎢이며 우이령을 심으로 북한산 지역과 도 산 지역으로 구분

된다. 공원 체가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여 도시지역에 한 녹색허 로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거 한 배후도시로 탐방객이 500만에 이르고 있어 단 면 당 가장 많

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법

 지정된 북한산국립공원은 ‘소극  산림탐방형’ 형태로 이용하는 방안이 합할 것

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소극 으로 이용하는 반면, 인 한 산악자원인 불암산, 수락산은 

극 으로 이용하는 ‘복합  산악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집 된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성

이 있다.

이 지역은 서울시 생태  수요 가운데 산악휴양지향 인 수요의 상당부분이 집 되

어 있으므로 등산, 암벽등반, 야 , 산악트 킹 등의 활동을 수용한다. 

주 이용 상은 20～30 , 미혼, 남성으로 표되는 산악활동(mountain activity) 

추구형 집단과 청소년층을 목표로 찰학습추구형(nature-viewing for education) 

집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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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서울시 북부권역 생태관광자원 

구분 장소 주요 현황 및 활용 방안 
서울시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은평구 진관내동(북한산성) 습지 ∙습지와 산림생태계가 공존하는 원시 자연습지의 전형
∙두꺼비, 도룡뇽, 북방산개구리, 맹꽁이 등 서식

산림

북한산 (국립공원)
∙백운대(836m)를 비롯하여 인수봉, 만경대 등 암봉
∙역사․ 문화 유적과 사찰, 암사 등
∙탐방코스(해설프로그램)

도봉산
∙북한산과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됨
∙자운봉, 만장봉, 선인봉, 오봉 등의 암봉과 3대 계곡
∙숲속여행프로그램

수락산 ∙숲속여행프로그램

불암산 ∙생태트레킹과 도시경관(주간/야간)감상 가능
∙청소년 대상 오리엔티어링 활동, MTB 등 레저활동 가능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 및 구리시와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과 자연생태관광을 
  접목(동구릉, 고구려 보루군)
∙MTB와 인라인 등의 레저 가능 

서오릉(앵봉산)
∙숲속여행프로그램 
∙텃새 20종, 겨울철새 3종, 여름철새 6종,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도룡뇽
  등 서식처, 왕릉 주변의 소나무숲
∙역사와 자연을 함께 체험 가능 (서오릉, 홍릉, 창릉, 경릉, 익릉)

녹지

도봉구 발바닥공원 ∙인공습지, 도봉환경교실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인공폭포

종랑구 봉화산 근린공원 ∙은행나무, 배밭 등 

노원구 공릉동 태릉 이스턴 캐슬
(옛 푸른동산)

∙버즘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등 산책길, 마로니에 나무, 노송 군락지 
∙태릉, 태릉국제사격장, 소규모 동물원 등 소재
∙태릉 갈비촌 연계 

지천
(자전거도로) 불암산길～중랑천 자전거길

∙자전거 트레킹가능 
∙도봉구 중랑천 녹천교 일대, 도봉구 창동 외래초본종 식생지, 장안철교
  (메밀꽃)에서 식생군락과 수서생물 관찰, 탐조 가능
∙자전거도로를 따라 유채(봄), 창포, 부들(여름), 코스모스, 백공작, 부용
  (가을), 감나무 등 관찰 가능   

경작지(밭)
도봉구 도봉동 한천둔치
도봉구 도봉동 무수골 

∙도봉산의 3대 계곡으로 농촌 체험 가능
∙도봉사 계곡변 (버드나무, 고마리, 창포 등)

은평구 진관내동 ∙밭농사 체험 가능 

역사문화 도봉서원 ∙봄, 가을 전통향사 
북한산성 ∙역사해설프로그램

축제 강북구민회관 ∙삼각산 나비 곤충 대축제
은평구 ∙대보름맞이 불꽃놀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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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산국립공원3) : 소극적 자연탐방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자연 찰로 3개소가 조성되어있고(<표 4-26>), 정릉지구에 탐방

안내소4)가 소재하고 있어 탐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귀천 자연 찰로와 

북한산성 자연 찰로는 1999년에 조성되었으며, 총연장은 각 6km와 1km 정도로서 

련 식생자원과 문화자원을 탐방하기 합하다. 도 자연 찰로는 지난 2002년에 조성

완료 되었는데, 땅속식물  조류 찰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26>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관찰로

관찰로 명칭 조성년도 연장(km) 사업비(천원) 주요자원
소귀천 자연관찰로 1999 6 47,700 북한산성 관련 문화자원 등 식생자원

북한산성 
자연관찰로 1999 1 41,997 북한산성 관련 문화자원, 북한산 암봉구조 

도봉 자연관찰로 2001～2002 1.5 90,000 땅속식물 및 조류관찰 등 
                     자료 : 국립공원 리공단, 2004

국립공원 리공단은 국 17개의 국립공원에 하여 국립공원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

원(야생동물, 곤충, 야생화, 수목 등)을 찰하고 배울 수 있는 자연해설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 되며 북한산국립공원의 로그램 운  황

은 다음 <표 4-27>과 같다.

 

<표 4-27> 북한산국립공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사무소명 장소 프로그램명 운영횟수 참가인원
기획(event) 프로그램 북한산서부 북한산 일대 북한산여름생태학교 2 35

자연해설 프로그램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서부

정릉 청수천계곡
소귀천계곡
구기계곡

도봉 자연관찰로
북한산성 탐방로

북한산 정릉의 숲속 이야기
소귀를 닮았다고 소귀천
구기동의 산새 이야기

도봉산 숲 속에서 놀아봅시다
신나는 북한산의 푸르미 자연해설교실

28
7
7
7
15

304
136
94
117
314

역사문화 프로그램 북한산서부 북한산성 북한산성의 역사 14 185
자료 : 국립공원 리공단, 2004

3)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표할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서 련 부, 처, 청의 장과 의를 거쳐 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

원회와 국토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 이 지정하게 된다. 1960년 에 지리산, 경주 등 4개 공원, 1970년 에 설악산, 속리산 

등 9개 공원, 1980년 에 다도해 해상 등 7개 공원을 지정하는 등 20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하 으며 북한산국립공원은 1983년 12월 31일 

지정되었고, 면 은 80.67㎢이다. 

4) 탐방안내소는 연면  253㎡로 2001년에 조성되어 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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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방 에 공원구역이나 지구별 세부 인 정보 등은 설치된 안내표지 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안내표지 은 종합안내표지 과 공원구역 안내표지 , 지구에 한 세

부 인 안내표지 , 명소를 소개하는 명소안내 표지 , 이정표, 계도를 한 안내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28> 참조).  

북한산국립공원지역의 기타 부 시설로는 주차장(8개소, 1,184  주차 가능, 서울시계 

내에는 4개소 소재), 야 장(경기도 고양시 120동, 서울시 도 구 40동), 공 화장실(북

한산 46개소, 북한산서부 34개소) 등이 있다.

<표 4-28> 북한산국립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단위 : 개)

공원명 계 종합 공원구역 지구세부 요금 명소 계도 시설 이정표 다목적위치 기타
북한산 828 12 12 12 32 119 202 60 248 126 5

북한산서부 523 9 8 9 20 75 122 14 149 117 -
                     자료 : 국립공원 리공단, 2004

◦ 극 인 산악휴양활동보다는 소극 인 형태로 순수 자연탐방형 상품으로 이용함

◦ 탐방안내소, 자연  역사탐방로를 활용하되 기존의  건설된 3개의 자연 찰로

(nature trail)를 자연환경보 형으로 조성하며 그 유형은 산림지역탐방로(forest 

trail), 산책․등산탐방로(walking or hiking trail), 그리고 정규학습탐방로(formal 

teaching trail)로 구분하여 조성함

<그림 4-20> 진관내동 습지  

※ 진관내동 습지 
    북한산 자락인 은평구 진 내동 78번지 일 에 치하며 

면 은 16,639㎡ (5필지)이다.

    지하수 가 높아 갈 , 부들, 물억새, 붓꽃, 벚꽃, 버드나

무 등이 어우러져 습지 고유의 경 을 유지하고 있으며, 습

지 순군락을 형성(고마리, 갈  순군락이 체 식생의 48%)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말똥가리, 서울시 보호

종인 오색딱다구리, 흰 썹황 새, 박새, 꾀꼬리 등이 다수 

있고 곤충류 양서류 등이 조사되는 등 습지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토지주에 의한 부분 매립 등 훼손 가능성이 높으며, 시

유지로 지정에 따른 항압력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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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봉산 지구 : 도시형 산악생태 레크리에이션 

도 산자락에 생태 찰학습장과 편익 숙박시설 등을 갖춘 시립 자연휴양림 

단지를 조성한다. 야생화 등 자연생태 찰체험지구를 비롯해 5㎞구간의 산악자 거

장, 산림욕을 겸한 10㎞의 등산로, 숙박시설 15채, 80  수용규모의 주차장시설 등

을 갖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며 주요활동은 자연학습, 특정용도 탐방로(special use 

trail)를 설치하여 학습보다는 락활동(자 거용), 찰데크상 자연학습, 탐승, 생태

트래킹, 휴식을 주로 한다.

법규 으로 도시 산악오리엔티어링, 도시산림욕, 숲속 명상 로그램 등 이용단  20

인 이하가 활용할 수 있는 모험형 활동단체 로그램도 도입가능하다. 주 개발 코

스로 도 산자연 찰로 → 산정약수터 → 도 서원 → 도 산계곡 하단 활용(각 회당 

20명) 한다. 수익성에 있어서 ‘도  생태골 장(가칭) 건설 기본계획’ (2004.7·도

구)에 따른 골 장(총 9홀, 약 6만2300평 규모) 도입 계획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자

연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모험형 자연생태 활동과 상당부분 상반되기에 심각하게 재고

(再 )해야 한다.

마운틴 바이크 타고 생태체험은 도 산에 산악자 거를 타고 진행되는 생태해설로 학

습과 재미를 겸할 수 있다. 보자의 경우 불암산(야경감상)과 안산(숲속여행 로그

램과 연계가능)이 합하다. 조당 최소 10명, 원 최  30명으로 5개조로 구성하여 

6시간 일정으로 시행하는 ‘달빛 아래의 서울’ 로그램의 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 산 숲속 여행 로그램과 연계해 도 산의 야경감상 활동 로그램을 결합함. 

조당 최소 10명, 원 최  30명: 5개조로 구성 6시간 일정

3) 불암산 지구 : 모험형 산악 복합 체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계동과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에 솟은 높이 507m의 나지막

한 바 산으로 1977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산의 모습이 송낙을 쓴 부처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불암산이라 명명되었으며, 능선이 길게 뻗어 있어 시원한 경치를 

맛볼 수 있고 산길도 험하지 않아 가볍게 오를 수 있다. 특히 야간에 정상에 올라보면 

서울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곳곳에 바  벽들은 암벽타기 연습장으로 활용되

고 있다. 등산로와 약수터가 10여개 이며, 불암폭포는 겨울철이면 빙벽타기 애호가들

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정상에서는 북한산, 도 산, 비 , 보  등의 모습이 앞에 

펼쳐지며 시원한 경치를 맛볼 수 있다. 불암산의 정은 철쭉으로 치장한 에 볼 수 

있다. 불암산은 서울시 경계에 치한 5개의 산 가운데 가장 낮은 산이지만 정상부분

이 바 로 되어 있어 기품이 있는 산이다.5)

5) http://sulaksan.com/html/mt_bu.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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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 
불암산은 수목이 별로 많지 않고 곳곳이 능선으로 이 져 기  암벽 연습장, 락크라이

과 빙벽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  특성을 이용하여 모험과 스릴, 

즐거움, 교육  가치가 높은 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하다. 

구릉지, 계곡을 따라 주 에 식생이 고, 노면이 드러난 장소를 활용하여 지 에서 

지형변화가 다양한 고지 로 산행 포츠인 오리엔티어링 로그램 도입하여 미지의 

지 에서 지도와 자석, 쇠못을 활용하여 나침 만 가지고 표식기를 설치해 둔 일련의 

루트를 통해 통과지 을 찾아내는 야외스포츠가 가능하다. 

이는 북한산-도 산-수락산-불암산 종주 산악축을 활용하여 청소년, 가족, 직장 등 단

체 오리엔티어링 활동의 교류거 이 될 수 있다.  

◦ Youth-Hotel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세미나와 강의 등이 가능한 산림복합휴양

 1개동과 가족단 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오토캠 장, 산림자원을 기 로 한 

생태 지구, 산림 포츠 공간 등을 설치해 웰빙 건강휴양지로 조성한다. 개인, 

가족단  3시간 야생자연 생태 축제를 개발하여 주말을 활용하여 자연탐방 체험

주의 활동인 미경을 통한 자연이해, 산지박물 , 캠 장, 산책, 풍경, 탐승, 생태

트래킹, 휴식이 가능하도록 함

   (2) “달빛 아래의 서울(Hiking in the Moonlight)” 야간 산행 
음력 15일 산에 올라 달맞이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산행 로그램으로 도심지에 

치한 산만이 가지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먼 여행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고도가 높지 않으

며 도시경 이 잘 보이는 산을 상으로 한다. 

◦ 용 가능 지역 : 내4산(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안산(숲속 여행 로그램과 연

계가능하며 철에는 달빛을 받은 흰꽃류의 장 을 함께 감상할 수 있음)   

◦ 로그램 : 보름달맞이, 별자리 찰, 맨발 산행, 서울 야경 감상

◦ 자연생태 상품은 시기 으로 , 여름, 가을 매월 음력 15일 4～5인 가족단  는 

동아리(10명 내외), 20인 미만의 일반수련단체( : 보이스카우트) 상

◦ 자연 찰로는 탐방로 주변에 나타나는 식물, 곤충, 동물 등의 자연과 경 에 한 

해설안내 을 설치하여 탐방객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돕는 2km 정도(탐방

소요시간 약1시간)의 탐방로를 조성한다. 자연탐방로 간 간에는 벤치와 쉼터를 

배치하여 가족단 나 친구와 함께 자연 속을 산책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

함

◦ 로그램: 보름달맞이, 맨발 산행, 서울 야경 감상으로 서울시 주변 산악에 올라 달

맞이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산행 로그램으로 도심지에 치한 산만이 가지

는 매력을 극 활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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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에는 달빛을 받은 흰꽃류의 장 을 함께 감상할 수 있음. 특히 산악자연 뿐 아

니라 천체 측, 천문/ 기 과학 탐구 로그램을 연계시켜 여름철 혜성 천체 측 

 별자리 찰(큰곰, 오리온, 물병자리 등) 상품을 개발하여 망원경 측법 교육, 

천문  견학, 별자리를 감상함

   ․ 서울시 소재 한 학 을 기 으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자연공원 생태조사, 야생

동물 행태 찰, 역사유 지 탐방, 소풍 등 로그램을 개발, 를 들면 2～3시간 

100인 이하의 생태교육 탐방상품은 비물로 채집주머니, 모종삽, 스 치북, 필

기도구, 물통, 돋보기, 1회용 카메라, 포충망, 주머니칼 등을 지닌 유소년층 등

학교 3～6학년 학교단체를 상으로 함

   ․ 문학/ 술 탐방로 (국문학이나 소리 등의 크리에이션 목 의 탐방로)

   ․ 야생동물 그림그리기: 북한산 서식 야생동물 그리기

   ․ 탐방시 었던 사진 경연 회 개최

   ․ 식물열매  잎 맛보기

   ․ 산책로, 등산로, 캠 장, 동식물 찰소, 자연탐방등산로, 야외스포츠 등 구비

   ․ 장기 인 생태산악 종합형으로 활용

   ․ 도심형 산악자 거(MTB) 용코스, 산악트 킹  오리엔티어링 등의 산악자

연형

   ․ 도심형 산악자 거 용코스 개발  시설확충이 부분 으로 필요

   ․ 북한산․도 산 야간산행 코스개발

   ․ 별자리 찰 생태 로그램 도입

   ․ 도 산 생태트 킹 지구와 연계하여 극  복합 산악 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활용함

3. 도심권역 

도심권역의 범 는 행정구역상 종로구, 구, 용산구, 그리고 동 문구를 포함하며,  

4 문안 도심지역의 역사·문화 체험의 추 문(gate city of Seoul)으로 600년 

고도인 서울의 역사  문화자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서울권역  가장 인 라

(교통 근성, 도시안내시스템, 기반시설 등)가 잘 갖추어진 권역으로 화문 일

를 근거 으로 명동-남산-이태원-용산에 이르는 '역사문화   쇼핑 지역'

축을 활용하며 이를 연계하여 생태 상품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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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문화체험투어(한옥 집 지역  박물  답사): 조선시 의 생활상 체험지역으

로 조성하기 하여 재 종로구에서 실행 인 ‘북 문화체험투어’를 활용하여 북

지역 유 지, 문화재 가옥, 한옥 집지역(가회동 31번지)  골목길, 박물  등

을 답사하는 3시간 코스이다. 북 문화센터(집결)→사 ( 상감 천 , 윤보선가)

→천연기념물(재동백송)→문화재 자료(이 구 가옥)→무형문화재(궁 음식, 궁장)

→박물 (한국불교미술박물 , 가회박물 ) 역사 람 루우트와 쪽염색, 다도, 부

만들기, 국악감상, 인 미만들기 등 한국의 문화 체험

◦ 서울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하는 서울 4 문 도보  코스 : 재 운 인 이 

코스와 연계하여 오후에는 도보 , 도심지의 유명한 음식거리에서 녁식사, 야

간생태 과 함께 서울야경  달맞이가 패키지로 제공되는 로그램이 가능

◦ 청계천 문화벨트(역사/도심문화 산업) : 도심 특유의 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하며 청

계천 8경8품8미의 복합  체험연계

◦ 남산 : 남산소나무 탐방로와 생태숲 찰교실과 남산한옥마을 가옥의 구조  조선

시  생활상 체험

서울시 자연생태 객  문화역사체험에 심 있는 방문객의 15～20% 잠재수요를 

흡수하며 주공략 상층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일본수학여행 학생층 상의 4

문 안 문화 벨트를 활용하는 ‘고궁코스’, ‘고 답사  성곽야간체험코스’를 통해 고

 경험을 제공한다. 문화유 자원과 도시문화 술과 연계된 자연 찰과 역사학습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역사문화형 4계  지로 다양한 문화 술 시장, 공연장시설 

등을 연계해 도심형 자연속의 안락한 휴식공간  도시어메니트를 제공한다. 주요 

근로는 화문, 용산역, 명동 등 도심구역으로 한다.

15～20%의 자연생태 수요  일부를 수도권 지역의 당일/단기체류 목 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가족단  지방 객을 타겟으로 한 서울의 궁궐, 문화, 술, 민 문화를 

결합한 ‘풍수로 보는 역사탐방 로그램’을 갖춘 도시권 심의 문화·역사지 를 주

테마로 설정한다. 서울시 내산(북안산-인왕산-낙산-남산)을 연계한 자연탐방형 로

그램도 개발하여「북한산-남산- 악산」과「창경궁-종묘-세운상가-남산」을 잇는 남

북녹지축의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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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서울시 도심권역 생태관광자원

구분 장소 주요 현황 및 활용 방안

산림

낙산
∙풍수지리 경관(좌청룡) 및 야간경관 감상, 드라마속 서울경관 감상  
∙문화예술 프로젝트, 자연체험교실, 프로그램(낙산정산에서 서울보기, 성곽따라 떠나는 
  낙산역사나들이)
∙낙산전시관 활용 가능
∙40년 역사의 냉면집 연계 

남산

∙숲해설프로그램
∙풍수지리 경관(안산) 및 도시경관(주간/야간) 감상
∙역사문화자원(서울성곽, 전망대, 봉수대 등)과 연계 
∙야외식물원, 산책로, 맨발공원, 서울타워, 케이블카 
∙산림욕 트레킹(5월, 국립극장에서 남쪽 순환로), 벚나무 트레킹(4월), 개구리알, 도룡뇽, 
  남산소나무숲 
∙음식관광(장춘동 족발거리)과 연계 

북악산
∙풍수지리 경관(주산), 야간 경관, 아까시군락 
∙음식관광(삼청동 음식점, 청진동 해장국)과 연계 
∙북악산길(북악스카이웨이), 북악 팔각정, 성북동 삼청각(일화당에서 도시경관 감상)

공원
삼청공원 ∙산림욕, 삼청동 음식관광과 연계

용산구 용산가족공원 ∙인공습지(능수버들, 갈대 등) 
∙자연체험프로그램(봄맞이 개구리환경체험한마당 등) 

녹지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
∙백사 이항복의 별장터로 도룡뇽, 버들치 등 관찰가능 
∙백석동천, 세검정
∙홍제천(자전거도로)-안산(산악자전거)-백사실-뒷골 

뒷골 ∙도심속 두메산골, 버들치 

유적

창경궁 ∙식물원 우리 고유의 풀과 꽃․나무 등 50여 종 관찰 

창덕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단체관람만 가능, 국어 17회, 영어 3회 가이드 입장 
  인공호(습지)에 수련, 창포 등  
∙비원으로 알려진 후원의 (13개의 정자, 부용지, 연지, 옥류천 등), 활엽수, 
∙세계문화유산과 생태체험을 연계 : 북촌-창덕궁-종묘-창경궁-운현궁-인사동 일대 

덕수궁 ∙인공호(습지)에 수련, 창포 등, 덕수궁 미술관 
경복궁 ∙인공호(습지) 수련 등 

홍릉 ∙생태해설프로그램
∙도심속 산림욕 가능 

식물원 남산공원 온실식물원 ∙식물교실, 무궁화, 선인장(다육식물), 열대식물, 식충식물, 난, 소동물원 등
전통문화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 ∙대보름달맞이 행사소망쪽지․달집태우기, 세시풍속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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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서울시 도심권역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4 문 고궁을 활용한 궁궐탐사’  ‘서울성곽탐험 로그램’을 통해 도보  소규모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단거리를 이동하며 서울시의 역사  궁궐의 제사문화를 통한 4

문 내외곽 복합테마형 역사문화지구로 해서 고궁코스(주간, palace tour)는 「 화문

→덕수궁→ 스센터→교보문고→인사동→창덕궁→ 학로→창경궁→창덕궁→인사동

→청와 →국립민속박물 →경복궁→서울역사박물 /경희궁→서 문독립공원→농업박

물 (2005년까지 휴 , 무정차)」으로 설정한다. 

◦ 4 문 도보  코스는 경복궁, 덕수궁 등 문화재를 돌며 역사를 배우고, 숲 속 그

늘에서 더 를 잊는 이색체험 기회를 지역의 생태 특성인 경 자원, 식물원  연

계 상품화 가능, 궁궐에서 왕족생활 체험  기존 운 인 청계천 8경8품8미, 북

악팔각정, 피맛골 코스와 연계화 함

   ․ 주요활동: 실외 박물  람, 자연학습, 역사탐방, 세미나, 문화/ 술활동, 모임

활동, 사진찰

◦ 성곽 야간 상품 : 서울의 멋진 야경과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  ‘드라

마에서 본 서울의 야경산책’ 등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과 4 문 역사문화 체험을 

으로 한다. 운 시기: (4～5월), 여름방학 , 가을(9～10월)이며 야간 역사문

화 락형으로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수도권 방문 외국인  2～3일 체류하는 지방

객을 상으로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을 비롯한 여러 고궁들과 문화재들, 

특히 도심에 몰려 있는 문화재와 주요 건축물들을 연계해 ‘야경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도심권 야경 자원 구축의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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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풍수지리사상에 의거한 전통적인 마을 배치 

  ․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치한 낙산공원(삼선지구  동숭지구)의 산책코스는 앞

서 소개한 성북동-북악산 코스와 동 문-낙산공원 코스. 낙산 성곽 여행 코스는 

이화여  동 문병원  낙산공원에서 시작해 낙산공원 제3 망 에서 끝남. 쉬

엄쉬엄 걸으면 30분 정도 걸리며, 발 아래로는 서울의 풍 이 한 에 내려다보

임. 성곽을 따라 이어진 낡은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을 이리 리 거니는 재미

도 맛볼 수 있으며, 학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승만 통령이 묵었던 1930

년  건축 양식으로 지은 한옥 이화장이 있음. 한옥이지만 입식과 좌식을 충해 

독특한 분 기가 풍기며, 잘 가꾼 정원도 운치 있어 들러볼 만한 곳임. 올라온 

길로 내려간다면 동 문에서 신설동 쪽으로 약 1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치한 

운장의 사당인 동묘에도 들러볼 만함

   ․ 내용: 야경이 좋아 드라마속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로, 재 생태 에 가장 참

여율이 낮은 연령층인 20  상으로 ‘드라마속 장소 찾아가기’를 패키지 상품

에 포함하여 20  객의 심을 유도

   ․ 시설운 : 생태 기반시설은 요구되지 않으며, 다만 화문에 생태 여행자

의 집 는 외국인 청장년층을 한 남산 유스호스텔을 활용하며, 야간에 고궁 

운  등이 필요함

   ․ 거 : 낙산공원, 안산, 북악산길, 삼청공원, 용산공원, 남산골 한옥마을

1) 풍수역사 순례체험 : “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과 역사” 경관해설프로그램 

◦ 풍수지리에 입각한 서울시 정도(定都) 과정과 풍수  지형지세에 한 경 탐승로

(national scenic trails)를 활용한 역사경  해설 로그램으로 고유의 문화 , 역사

, 자연  요소를 지닌 곳을 활용함

◦ 참가인원: 40명(1회 참가인원) 역사탐방 문 강사를 동행하여 문화유 지에 한 

생생한 장설명을 실시. 개인, 가족단  4시간 풍수역사경  해설 로그램

◦ 운 기간은 (4～5월), 여름방학 , 가을(9～10월)로 구분하여 평일, 주말 활용

◦ 서울시의 풍수  경 을 잘 찰할 수 있는 

코스

   ․ ‘풍수지리와 고건축’ 코스(덕수궁→인사동→창

덕궁→창경궁→창덕궁→국립민속박물 →경

복궁→서울역사박물 )

   ․ ‘풍수지리와 성, 향교, 민가, 사찰’코스로 서울 

소재 향교와 서원, 재(齋), 당( ), 정사(精 ), 

비각(碑閣), 사찰 등을 연계한 코스 개발

   ․ ‘어린이 4 문 궁궐답사를 통한 조선시  이



<그림 4-24> 내4산에서의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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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조선시대 한성부 지도 

자료 : 앙일보 시사미디어, 2004.7., 역사탐험

해 역사교육 로그램’ 으로 구분

◦ 친교단체, 학교단체 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함

◦ 악산의 화기를 꺾으려고 남 문의 을 세

워서 걸었고, 궐 정문인 화문 앞에 해태상을 

놓았다거나, 허술한 동쪽의 기를 도우려고 동

문 을 흥인지문( 仁之門)의 자로 하고 앞

에는 옹성을 쌓았다는 것은 풍수지리에 입각한 

한양 정도과정에서 유명한 일화임. 이러한 역사 

유물과 경 은 풍수지리에 의한 서울시 자연경

에 한 해석에서 비롯되었으며, 서울시 자연

자원의 지형지세에 한 이해는 이러한 조선의 

역사에 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 이러한 풍수  경 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은 

경복궁을 비롯하여 서울의 내4산을 들 수 있음. 

내4산인 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 모두 도심에 

치하여 한강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서울경 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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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 활용 방안 

◦ 서울4대문 조선시대 역사도보관광과 연계  
재 서울시에서 운 인 '서울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하는 서울 4 문 도보  

코스'와 연계하여 오후에는 도보 , 도심지의 유명한 음식거리에서 녁식사를 하

고, 생태 과 함께 서울야경  달맞이가 패키지로 제공되는 로그램이 가능하다. 

2) 서울성곽트레킹 : “서울성곽따라 10km”

서울성곽은 조선 태조가 한양 천도이후 쌓기 시작한 성곽으로 축조당시에는 둘 가 

약 17km에 달했다. 그러나 일제 강 기와 6․25 등을 거치며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이후 복원작업을 통해 재 10km 가량이 제모습을 찾았다. 

이  산책하기 좋은 코스는 낙산과 인왕산 성곽길이다. 지하철과 가까우며 1～2시간 

거리로 산책로가 잘 가꾸어져 있다. 성곽따라 10km 종주코스와 각 산별로 2～3시간 

코스도 가능하다.

   (1) 낙산 성곽길 
낙산은 동 문과 혜화문 사이에 있는 산으로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 우백호 인왕산, 

남쪽의 목멱산(남산)과 함께 좌청룡에 해당하는 타락산(낙산)에 해당된다. 옛 시민아

트를 헐고 조성한 낙산공원이 치하고 있으며, 낙산공원은 서울의 몽마르트언덕으로 

불릴만큼 운치가 있고,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경 은 오른쪽으로는 도 산, 정면에는 

북악산, 인왕산, 왼쪽으로는 남산까지 사 문안이 펼쳐져 서울시내를 조망하기 좋은 

곳이다.

1975년부터 1989년까지 혜화문에서 동 문에 이르는 2,088m의 낙산 성곽 복원사업이 

진행되었고 1994년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던 혜화문이 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복원

되어 서울성곽의 모습이 복원되었다. 

낙산공원에서는 낙산공원 문화 술 로젝트로 참여미술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낙산자연체험교실”(화, 목, 토요일)과 “성곽따라 떠나는 낙산 역사나들이”(4째주 일요

일)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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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5> 낙산 성곽길 전경 

   (2) 인왕산 성곽길 
인왕산 성곽길은 인왕산 등산로로 올라가면 이어지는데 청와 와 가까워서 일반인의 

출입은 허용되었지만 아직도 소에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이곳은 성곽길을 따

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인왕산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북동쪽으로는 북한산

이, 북서쪽으로는 일산신도시의 모습이 보인다. 남동쪽으로는 청와 와 경복궁을 시작

으로 사 문안 빌딩과 남산이 보이며, 그 머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청운동 방향

으로 하산하면 성벽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

 

   (3) 북악산 성곽길 
북악산은 서울 경복궁(景福宮) 북쪽에 솟아 그 진산(鎭山)을 이루어온 산으로 서울의 

내4산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다. 북악산에는 청와 가 치해 있는 계로 등산로

는 없으며, 북악에 근하는 도로로 북악산길과 삼청동길, 그리고 성북동 성곽길이 

있다. 

이  북악산길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하문에서 성북구 정릉 입구 아리랑고개까지 

북악산(높이 342m) 능선을 동북으로 가로지른 9㎞ 남짓한 길로, 1984년에 북악산길이

라 이름이 붙여졌다. 창의문에서 인왕산길과, 미아리고개에서 동소문로·미아로와 이어

지는 이 길은 서울의 북쪽 산능선을 따라 만든 길로서 1984년 이 까지는 '북악로' 

는 '북악스카이웨이'로 불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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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서울성곽 현황도

 자료 : 앙일보 시사미디어, 2004.7. 역사탐험 

<그림 4-27> 삼청각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

<그림 4-28> 북악산 팔각정에서 바라본 북한산

북악산길은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의 산 허리와 능선을 따라 길을 만든 계로 주  

경 이 뛰어나다. 이길을 따라가면 한쪽은 북한산 비 과 문수 이 이어지는 산세가 

장 을 이루고,  한쪽은 남산을 바라보고 앉은 서울시의 경 이 아름다우며, 밤에 

보는 도심 야경은 특히 일품이다.

북악산길의 간쯤, 능선길 정상에 치한 휴게소이자 한옥형 정자인 팔각정 한 서

울의 야경명소로 오래 부터 알려져있다. 해발 342m인 이 곳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시

내와 한강이, 뒤로는 보  비 으로 이어지는 북한산 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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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 활용 방안 

◦ “달빛아래 서울” 야간 생태해설 프로그램  
음력 보름에 생태해설과 달맞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로그램으로 서울의 야경 

조망이 가능하고 산세가 험하지 않은 산을 선정하여 기존의 숲속여행 로그램을 음력 

보름 녁에 운 한다. 달맞이놀이와 소원빌기 등의 로그램과 자유시간을 제공하여 

숲속여행 로그램의 다양한 운 과 학생, 직장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도심의 내4산의 경우는 서울성곽 코스, 역사문화자원과 풍수  자연경  답사, 도심의 

야경 감상 등 여러 가지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4. 한강권역

한강은 서울시 생태자원으로 특히 한강야경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

기있는 명소  하나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생태  수요  30% 정도를 흡수하

도록 목표를 설정하며 주타겟층은 도심  북부산악 이용자층과 다른 목 을 지닌 비

동질 인 집단으로 설정한다. 다양한 이용계층이 존재하기에 워터 론트(waterfront) 

크리에이션 추구형 목 을 지닌 자 거타기, 조깅은 물론 카 , 보트, 페달보트 등의 

여를 통해 가족피크닉장소로 활용하려는 집단을 주 타겟으로 설정하 다.  

여의도 일 를 주요 자연생태  거 으로 여의도, 용산, 잠원 지구를 심으로 하계 

수변 크리에이션형 자연생태 으로 활용한다. 주테마를 ‘수변’과 ‘도시녹지공원’으로 

하는 지구이다.  

한강남단은 강변을 따라  구간(잠실-반포)이 순환자 거 도로망이 이미 조성되어져 

있으나, 북단의 경우 부분 으로 미조성 구간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은 보행 근성

을 개선하기 하여 교량․지하철 연계 보도육교를 설치하며 자 거를 통한 강남․북 

순환 시스템으로 교량과 도로 연결사업이 필요하다. 한편 교통수단을 연계한 

교통수단 정비도 요구된다.

한강변에는 한강시민공원을 심으로 활용가능한 생태자원은 다음의 <표 4-30>과 같

이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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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서울시 한강권역 생태관광자원

장소 생태관광자원

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해설프로그램, 수서곤충, 갈대, 물억새, 갯버들, 버드나무 등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해설프로그램, 황조롱이, 왜가리, 제비꽃, 말즘, 버들치 등
고덕 수변생태공원 고덕동 습지와 연계, 고덕천 수서곤충과 물고기, 갈대, 물억새 등

생태계
보전지역

암사동 습지 갈대, 버드나무, 역사선사유적지와 연계
고덕동 습지 고덕 수변생태공원과 연계

섬
밤섬(생태계보전지역) 황조롱이 등 조류 25종, 식물 228종, 여의도 지구에 철새 조망대

선유도 공원 재활용 생태공원, 온실, 야간조명, 한강전시관, 물오리, 괭이갈매기 등
서래섬 1.2km 일주산책로, 자연초지, 오리떼, 해바라기(가을)

지천 중랑천 합류부 쇠오리, 갈대, 버드나무, 물억새
탄천 합류부 흰뺨검둥오리 관찰

한강시민
공원

(지구별)

광나루 지구 갈대, 모형비행장 
뚝섬 지구 자연학습장, 수상레포츠(수상스키,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등)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야경감상 가능 
반포 지구 건생식물, 갈대, 밀, 오리떼, 서래섬과 연계
이촌 지구 자연학습장, 거북선 나루터, X-game장, 코스모스 2500평, 유채꽃, 달맞이

꽃), 용산가족공원 연계
여의도 지구 자연학습장, 윤중로 벚꽃, 샛강자연생태공원 연계 
난지 지구 오토캠핑장, 국궁장, 인라인스케이트, 월드컵공원, 생태교실
잠실 지구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등과 인접하여 색다른 전망,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서울 야경을 즐길수 있음

한강시민
공원

(테마별)

잠실, 뚝섬, 잠원, 이촌, 여의도 자연학습장
잠실, 뚝섬, 여의도, 양화 수상레저(유람선)
뚝섬, 이촌, 여의도, 망원 수상레저(오리보트)

 잠원, 양화 수상레저(요트)
뚝섬, 양화, 망원 수상레저(윈드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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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서울시 한강권역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 동식물 찰체험은 동물이 출 하는 지역 악이 요하다. 아래 그림에서 한강변 

서식 동물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강서지구, 안양천합수부, 밤섬, 반포지구, 

랑천 합수부, 탄천 합수부, 나루지구, 고덕지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30> 한강변 서식 동물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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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습지는 생태계 찰이 가능한 생태 의 주요한 자원  하나로  보존 

지역으로 지정,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강변에 치한 주요 습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1> 서울시 한강구간의 주요 습지 시스템도

1) 워터프론트 레포츠(waterfront leports) 체험

한강은 도심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표 인 수변 여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이용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분의 수상시설은 지구별로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단체 심으로 운 되고 있어 수상시설의 이용 상이 매우 제

한 이다. 

한강의 수상 이용시설은 크게 선박을 이용한 시설(유람선 선착장, 보트장)과 수상스포

츠 시설로 나뉘어진다. 유람선 선착장은 여의, 양화, 뚝섬, 잠실 한강시민공원에 설치

되어 있는데, 정해진 시간과 목 지를 편도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규모와 서비스가 

제한 이다.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 인 수상스포츠 종목으로는 요트, 드서핑, 조정, 카

, 카약, 고무보트 등이 있는데, 재 개개 단체의 이용수역 혼합으로 인한 혼란을 방

지하기 해서 이용수역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한강변 수상 포츠 에서도 50개가 넘는 수상 포츠 클럽이 치한 뚝섬지구는 한강 

수상 포츠의 메카로 볼 수 있다. 드서핑을 비롯하여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등을 즐

길 수 있고, 무동력으로 40～50km의 속도를 내는 드서핑은 2～3시간 강습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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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물에 뛰어들어 체험해볼 수 있다. 하루체험 가격은 6만원 후이다. 

◦ 거  지구 : 뚝섬 지구와 양화지구로 친환경 인 여가ㆍ생태공원을 유지 리하고 

역세권 주변에 주민 편익시설 확충 가능함

◦ 상 지역 : 뚝섬, 잠실, 여의, 양화, 잠원, 반포, 이 , 망원

◦ 수변스포츠인 수상스키, 요트 등 극 인 수변 락형 시설 제공

◦ 극  수변심신수련 활동 도입

◦ 수 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기존 설치된 체력단련시설물 등 운동시설 활용

◦ 자연학습장이 있어 가족단  이용률 증가, 잔디밭 조성   

◦ 지천변 고수부지의 녹화통한 녹지네트워크화로 녹색도시 구

◦ 카 , 보트, 페달보트 등의 여를 통해 가족피크닉장소로 활용

◦ 야외 포츠로 속 류타기(rafting) 동호인 활성화 

◦ 다목  장조성 후 피크닉장  산책로   

◦ 하계집  이용시설로 활용

◦ 복합 인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휴게소 등) 제공

2) “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Eco-Cruise along the Han-River)” 

(1) 하계자연생태체험코스(편도) : 잠실→강서 총 10km 거리
◦ 소요시간 6시간

◦ 주이용계층은 가족동반형으로 자연탐방, 망 감상 기능 강조

◦ 작은 규모의 선박을 이용하여 뚝섬에서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문가 혹은 생태

해설사의 자연해설  경 설명을 청취

◦ 생태환경에 한 선상 강의와 찰

◦ 사진 촬  가능

◦ 녁에는 도시의 야경 감상 

◦ 20 의 연인층을 상으로 한강을 따라 도시 낙조감상

◦ 모험지향 인 생태크루즈 여행은 스포츠 자연체험을 강조

   -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문가 혹은 생태해설사의 경  혹은 생

태환경에 한 선상 강의와 찰, 사진 촬  가능. 밤섬, 선유도 등에 정박하여 

직  찰하거나 선상에서 망원경으로 탐조, 녁에는 도시의 야경 감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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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상에서 안내책자, 비디오 상 , 놀이 등을 통하여 조류  생태계에 한 선상 

강의, 선박을 통한 근과 망원경으로 탐조, 사진촬 , 조류서식처 찰

(2) 동계철새관찰코스(편도) : 양화지구-선유도-여의도(샛강생태공원)-밤섬-중랑천합수부-탄천합수부-뚝섬지구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겨울을 남쪽에서 나기 한 철새들을 서울 곳곳에

서 찰 가능함. 생태계보 지구로 지정된 밤섬은 도심 속의 겨울철 철새 찰명

소로 가장 리 알려진 곳이고, 랑천과 안양천 등에서도 철새들을 찰할 수 있

음. 안경, 철새 도감을 들고 직  철새의 생태 찰이 가능함

◦ 밤섬, 선유도 등에 정착하여 직  찰하거나 선상에서 망원경으로 탐조

◦ 밤섬까지만 운행하고 양화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도 가능 

<그림 4-32> 상공에서 바라본 탄천의 모습 (대치동지역)

※ 탄천 합수부 
    송 구 가락동과 강남구 수서동 일 에 걸쳐있는 탄천 

곡교에서 탄천2교의 6.7km구간 1,404,636㎡가 2002년 4월 

15일에 생태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희귀종인 낙지다리 등 다양한 습지식물, 천연기념물 323

호인 황조롱이, 보호야생동물인 참매, 큰말똥가리 등 야생

조류들이 살고 있으며, 흰빰검둥오리 등 겨울철새 도래지이

다.

    한강 지천  모래톱과 수변습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조

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 그 로의 

모습을 간직한 서울에서 보기드문 자연형 하천에 해당된다. 

    한 비교  개발이 덜 된 하천으로 정비압력이 크고, 

시유지로 지정에 따른 항압력이 상 으로 낮은 편이다. 

(3) 연계 활용 방안

   □ 자전거타고 한강생태기행 
한강본류에서의 생태 상품을 지천과 연계하여 본류에서의 수상활동과 지천의 자

거도로를 따라 육상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강동구 암사동 나루지구부터 강서구 개화동 양화지구까지 자 거도로는 36.9km에 

이른다. 그러나 한강변의 자 거도로는 자 거뿐만 아니라 인라인, 조깅 등 이용률이 



제 IV 장  서울시 생태관광 상품개발

151

높아 생태 코스로 활용하기에 혼잡하다. 자 거도로는 랑천과 양재천을 비롯한 

지천에도 연결되어 있으며, 자 거를 여한 곳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반납할 수 있

는 자유반환제로 운 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 안양천 구간 
2001년부터 추진된 수질개선사업으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며 철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 붕어와 버들치, 은 팔랑나비, 호제비꽃 등 물고기 9종, 곤충 25종, 자

생식물 20여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조성이 잘 된 오목교와 신정교 사이 3～4km에 걸쳐 고방오리, 왜가리, 흰죽지 등 

10종 2천5백여마리의 겨울철새를 만날 수 있다. 

둔치에는 산책로를 겸한 자 거 용도로가 5.4km 가량 이어지고, 과 여름철에는 

유채꽃, 해바라기 등 화훼단지와 자연학습장 3곳 등도 감상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즐

길 수 있는 코스로 가능하다.

◦ 중랑천 구간 
랑천 하류도 철새로 이름난 곳이다. 청계천과 랑천이 만나는 한양 학교 뒤편부터 

한강과 랑천이 만나는 용비교 부근에 이르는 유역에서도 철새를 만날 수 있다. 이 

곳은 하천폭이 좁아서 둔치에서 육안으로 철새들을 생생하게 찰할 수 있다. 

3) “카약타고 떠나는 한강생태탐험”

◦ 카약은 북극해 연안의 그린랜드와 알래스카, 알루샨열도 지역에 거주하던 에스키모

들이 사용하던 보트를 개량한 것인데, 양쪽 끝에 날이 달린 양날도를 사용하는 것

이 카 와 다르며, 양날이 있어서 카 와 달리 보자들도 쉽게 배워서 즐길 수 있

음. 카약은 강에서 류를 타고 할 수도 있고, 조용한 강에서도 즐길 수 있으며 바

다에서 도를 타는 서핑도 할 수 있음. 1972년부터 sit-on-top이 만들어져 화

되어 있으며 바다 카약탐험은 1988년이후 국 콜롬비아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이

미 세계 으로 퍼져있는 져스포츠임6)

◦ 코스 : 선유도-밤섬 코스, 반포지구 코스, 탄천합수부 코스, 랑천합수부 코스로 

짧은 4개의 코스로 운  가능

◦ 한강을 카약타고 이동하면서 경 을 람하며, 한강 밤섬에서 생태계 찰도 가능

함

◦ 2～3인용 소형 선박인 카약을 활용하여 생태체험 

◦ 5개조 이상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생태해설사의 의한 선상강의와 찰

6) 국내에서는 2003년 거제도에서 처음으로 바다에서 카약을 시작하 고, 거제도 해 강에서 기암괴석과 천연자연림을 감상하며, 한 운동

을 겸할 수 있는 포츠로 소개되고 있다. 왕조산 비경코스, 여차 환상의 코스, 해 강 신선  코스, 학동 자연동백림 코스, 구조라 윤돌섬 

코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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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  가능하며, 밤섬, 선유도 등에 정착하여 직  찰

◦ 2～3m, 선폭 50cm, 속도는 빠른 소형 무동력 선박을 활용 

◦ 카약 통한 근과 망원경으로 탐조, 사진촬 , 조류서식처 찰

◦ 한강생태계의 오염부화를 최소화하고 수질 리에 유의

◦ 매일 1시간 반 간격으로 운항

◦ 운 주체는 크리에이션 단체로 함

<그림 4-33> 한강 밤섬

※ 한강 밤섬 생태계보존지역
    1999년 8월 10일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면 은 

241,490㎡ (73,100평)이다.

    밤섬지역은 하 도(河中島)로서 자연 인 친수공간, 식생

으로 이루어진 양호한 습지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그 보 가치가 높다. 시베리아, 몽골 등 북방지역에서 5000

여 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오는 세계 으로 보기 드문 도

심 철새 서식지이다. 논병아리, 원앙이 등 28가지의 조류, 

189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밤섬에는 하천형 구개방수면 습지, 소택형 계 수생식

물습지, 소택형 계 성 본습지, 소택형 계 목습지, 소

택형 계 모래톱습지, 하천형 계 모래톱습지 등 다양한 

습지유형이 발견된다.

    밤섬에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86년 한강 리사업소가 생겨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부터이다. 철새

도래지로 인정받아 88년에는 갈 , 갯버들, 버들강아지, 찔  등 5만8000포기의 식물을 심기도 했다. 99년에는 생

태계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지되고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지되어 있지만, 11

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의 철새조망 에서 망원경으로 철새들을 볼 수 있다. 매년 홍수시 

퇴 물에 의하여 밤섬의 면 은 조 씩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4) “서울풍경여행”

한강변은 서울의 심을 류하는 하천으로 도시경 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다. 조선시

에도 한강변에는 한강을 조망하기 한 정자가 있었다. 재 복원된 정자도 있고 터

만 남아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한강 혹은 도시 경 을 감상하기 좋은 지 을 발굴하

여 이곳에 경 안내표지 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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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서울의 경 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생태 에 한 심이 

은 20～30 ,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내국인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상품을 개발한

다.

<표 4-31> 한강시민공원의 서울풍경 조망 대상  

조망지역 조망대상
선유도 공원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 백련사, 안산, 봉산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북한산, 안산, 와우산, 노고산
반포 한강시민공원 남산
잠원 한강시민공원 남산, 응봉, 큰매봉
잠실 한강시민공원 아차산, 북한산, 도봉산
뚝섬 한강시민공원 청계산, 청량산, 구룡산
이촌 한강시민공원 관악산, 우면산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절두산 성지 관악산
난지 한강시민공원 개화산, 궁산, 증산

<표 4-32> 한강변 정자 현황  

정자명 위치 조망대상
소악루 강서구 가양2동 궁산 안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
망원정 양화대교, 성산대교 사이 성산대교, 선유도, 양화대교 일대
효사정 동작구 흑석동 남산, 용산일대, 동작,반포,한남대교

용양봉저정 동작구 본동사무소 뒤 -
응봉정 성동구 응봉동 -

제천정터 용산구 한남동 541번지 -
천일정터 용산구 한남동 459번지 -
낙천정 광진구 자양동 현대아파트 뒤 -
심원정 용산구 원효로 4가 -
압구정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4동 뒷편 -
천일정 한남대교 북단 -
화양정 화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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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 활용 방안
서울풍경여행의 일환으로 도시경  람뿐만 아니라 꽃길, 가을 단풍길을 발굴해내

고 인 한 생태 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 

◦ 서울시 봄꽃길 선정 

<표 4-33> 서울시 봄꽃길 선정 현황 

구별 구분 장소(구간) 규모 꽃종 선정사유 비고
44개소

종로 고궁
창덕궁 0.1km 철쭉 등 고궁관과 봄꽃을 같이 감상가능 3월하～4월초예정
창경궁 0.5km 개나리,진달래 " 3월하～4월초예정
경복궁 1km 개나리,진달래 " 3월하～4월초예정

중구 고궁 덕수궁 1km 개나리,진달래 " 3월하～4월초예정
성동 공원 응봉근린공원 (응봉산) 1.5km 개나리 개나리동산이 주변경관과 어우러짐 3월하～4월초예정

하천변 중랑천 청계천변 2.2km 유채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량으로 조망가능 4월중～6월초예정
중랑 녹지대 망우로고개길

공원묘지진입로 1.5km 개나리 공원묘지 진입로변 꽃길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성북
공원

개운산근린공원 3km 개나리,
철쭉,벚꽃 등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산책로내 
자연과 꽃길이 아름다움 3월하～4월중예정

북한산자연공원
정릉초등학교 위 0.3km 개나리 등 공원 진입로변 꽃길이 아름다움 3월하～4월중예정

하천변 석계역 우이천변 
두산아파트 앞 0.5km 벚꽃, 유채 우이천변으로 주민 접근이 용이하며 

벚꽃길, 유채꽃 단지가 조성됨
유채 

(4월중～6월초예정)
강북 녹지대 한천로

(신창교～월계2교) 1.5km 왕벚나무, 영산홍
자산홍 ,철쭉

우이천 제방 산책로를 따라 벚꽃 
등이 아름다우며 주민 접근이 용이 3월하～4월중예정

도봉 가로수
마들길 (쌍용A입구 

～국민은행앞) 0.8km 왕벚나무 가로수 벚꽃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우이천길 1.2km 왕벚나무 우이천길을 따라 벚꽃이 아름다음 3월하～4월초예정

노원 녹지대
가로수

상계1동 수락산 등산로 
진입구간 

(노원골 입구)
0.6km 철쭉, 영산홍

자산홍, 벚꽃
수락산자연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고, 등산객 등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

3월하～4월중예정

은평 가로수 증산로 (신사5거리 ～ 
증산교간) 2.8km 왕벚나무 가로변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3월하～4월초예정

서대문 공원 안산자연공원 2km 왕벚나무
철쭉류, 개나리 공원경관과 어우러진 벚꽃이 화려함 3월하～4월초예정

가로수 연희3동 홍제천변 0.5km 왕벚나무 홍제천변 위치하며 벚꽃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양천 하천변 안양천 제방 2km 벚나무

살구나무
안양천 제방위 산책로 좌우 벚꽃과 

살구꽃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강서 공원
우장산공원 4km 개나리, 진달래, 

양살구 공원산책로를 따라 꽃길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궁산공원 2km 개나리, 진달래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꽃길 감상 3월하～4월초예정

방화사계절공원 2km 왕벚나무 개화산과 연계되어 봄꽃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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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별 구분 장소(구간) 규모 꽃종 선정사유 비고

구로 하천변
안양천 제방 0.9km 개나리 제방을 따라 차량에서 경관 조망 가능 3월하～4월초예정
안양천 하상 0.5km

23,000㎡ 유채 안양천 하상에 식재한 유채꽃 경관이 
아름다움 4월중～6월초예정

금천
가로수 벚꽃십리길

(시흥역～가리봉역) 3.7km 왕벚나무 십리에 이르는 철도가로변에 왕벚나무 3월하～4월초예정

기타 산기슭길(남부여성발전
센타～독산배수지) 1.6km 왕벚나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연접한 

소로길의 왕벚나무가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영등포

가로수 여의도 윤중로 10km 벚나무 여의도 국회주변 등 화려한 벚꽃이 
유명함

윤중로 벚꽃길 
걷기 행사

(4월초 예정)
하천변 안양천변 둔치 0.5km,

13,20㎡ 유채꽃 안양천 제방에 식재한 유채꽃 경관이 
아름다움 4월중～6월초예정

가로수 신길6동 사무소 앞 
가로변 0.3km 왕벚나무 가로변 화사한 벚꽃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동작 공원 노량진근린공원 2km 살구나무 산책로 꽃길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관악 공원 관악산
(매표소～호수공원) 1.2km 철쭉 등 산책로를 따라 철쭉이 아름다움 철쭉제 행사

(5월 예정) 
하천변 신대방역 도림천 제방 0.6km 왕벚나무 산책로를 따라 벚꽃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서초
공원 청계산 바람골 능선 0.3km 진달래 등산로를 따라 주변경관과 꽃길 감상 3월하～4월초예정

하천변 양재천(영동1교) ～ 
태봉로 입구 2km 개나리 자전거도로를 따라 산책로변의 개나리 3월하～4월초예정

강남 녹지대
기타

양재대로
(구룡터널～수서 I.C.) 3km 개나리 자동차전용도로변으로 운전자가 봄을 

만끽가능 3월하～4월초예정
양재천제방

(영동2교～영동6교) 2.5km 개나리 안양천제방길을 따라 식재된 개나리가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송파

공원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2.5km 벚꽃 석촌호수길을 따라 피는 벚꽃이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
오금공원

(오금역～개롱역) 2km 철쭉
개나리

오금공원 절개지에 군식된 개나리와 
철쭉이 어울어짐 3월하～4월초예정

하천변
탄천제방

(삼성고～가락시장) 2.5km 개나리 탄천제방 따라 식재된 개나리 경관이 
수려함 3월하～4월초예정

성내천 제방 
(올림픽공원～성내역) 1km 개나리 성내천 제방을 따라 피어있는 

개나리와 철쭉을 감상할 수 있음 3월하～4월초예정

강동 녹지대
기타

방아다리길 0.6km 개나리 방아다리길과 구천면길의 개나리가 
아름다움 3월하～4월초예정구천면길 1km 개나리

공녹사 공원 남산공원 5km 벚꽃, 개나리
진달래

남산길을 따라 푸른숲과 함께 꽃터널 
조성 3월하～4월초예정

서울
대공원 공원 서울대공원 

외곽순환도로 7km 진달래
철쭉, 벚꽃 동물원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함 꽃길 걷기 대회

(4월 예정)
어린이
대공원 공원 공원내 5km 진달래

철쭉, 벚꽃 공원 자연경관과 어우러짐 3월하～5월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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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을길 선정

<표 4-34> 가을 단풍과 낙엽의 거리 선정 현황 

구별 거리명(구간) 수종 수량(주) 연장(㎞) 선정사유
계 44개소 122,350 99.44

종로
삼청동길 

(동십자각 ～ 삼청터널) 은행나무 229 2.9 고궁 담장과 어우러진 단풍이 아름다움
청와로 은행나무 152 1.0 청와대앞길 단풍이 아름다움

중구 덕수궁길 은행나무
느티나무 218 0.87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단풍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
용산 소월로 

(힐튼호텔～하이야트호텔) 은행나무 663 2.8 남산공원과 연계된 은행나무
단풍이 아름다운 거리

성동 송정제방 은행나무
등 10종 59,000 3.2 울창한 수림대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움

광진 능동로 
(어린이대공원～뚝섬유원지역)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 500 2.0 어린이대공원과 연계된 가로경관이 아름다움

동대문 제방길 왕벚나무
외 1종 686 4.0 차량통행이 없고,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조성된 지역임
중랑 중랑천길 (묵동교～이화교) 단풍나무

외 2종 589 4.1 유동인구가 많은 중랑천 체육공원의 길목에 있어 
많은 사람에게 볼거리 제공

성북

구민회관길
(구민회관진입도로) 메타세쾌이어 58 0.2 산림내 수목과 연계된 아름다운 단풍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거리임
월곡동길

(사대부고～일신초교) 은행나무 214 1.15 아름다운 단풍 및 은행열매를 볼 수 있는 거리임
하월곡동길 

(아남아파트 주변) 느티나무 32 0.1 아름다운 단풍과 낙엽을 볼 수 있음
강북 한천로 제방 

(신창교～월계2교) 버즘나무 등 35,817 3.0 우이천 제방 산책로변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움
도봉 도봉산길 은행나무 204 0.53 북한산국립공원 가을풍경과 단풍이 아름다움
노원 화랑로 

(태능입구～삼육대학교) 버즘나무 1,200 8.6 걷고싶은 거리로 가로수가 터널 경관 연출

은평
통일로 

(박석고개～구파발인공폭포) 은행나무 225 0.8 인공폭포와 더불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음

진흥로 
(신사오거리～역촌오거리)

은행,
왕벚나무

407
(은행284
왕벚123)

1.2 은행나무와 왕벚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음

서대문
홍제천길 은행나무

외 4종 396 2.1 홍제천 조깅코스를 산책하며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게 함

안산 산책로 단풍나무
외 11종 임야 0.8 호젓한 산책로의 단풍 진수를 느낄 수 있음

마포 연남동길 은행나무 225 1.0 은행나무 단풍이  아름다워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

양천 해바라기길 느티나무 139 0.8 느티나무 단풍이 아름다움
양명길 느티나무 111 0.5 느티나무 단풍이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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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별 거리명(구간) 수종 수량(주) 연장(㎞) 선정사유

강서
우장근린공원 내 조각거리 은행나무

외 3종 1,500 1.5 단풍과 낙엽을 즐기면서 조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

방화근린공원 산책로 은행나무
외 2종 2,500 1.0 단풍과 낙엽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구로
거리공원길 왕벚나무

등 2종 474 1.44 버즘나무와 왕벚나무가 어우러진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움

안양천변길 단풍나무
등 1종 277 3.6 안양천제방 산책로변 단풍나무와 왕벚나무의 

단풍과 낙엽이 아름다움

금천
시흥역길 왕벚나무

등 10종 405 0.5 가로변 휴식공간에 단풍나무와 담쟁이, 능소화가 
어우러진 길임

호압사길 단풍나무
등 2종 250 0.5 관악산 등산로의 호암산문과 호압사가 어우러진 

단풍길임 
영등포 여의서로 

(서강대로～국회뒤～파천교) 왕벚나무 650 1.8 왕벚나무 터널숲과 단풍이 아름다움

동작
노량진로 지선 

(숭의여중･고～대방동 
대림아파트)

중국단풍 205 0.5 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주변에 벽천, 구름다리 등 
볼거리가 많은 노선임

관악
관악산 주진입로

(주차장～제2광장) 단풍나무 등 2,990 2.0 관악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수 있는 등산로
관악로 (서울대입구 
전철역～서울대정문)  은행나무 443 1.0  은행나무 단풍이 아름다운  경관연출

서초 헌능로 
(염곡사거리～헌인마을) 느티나무 891 8.4 느티나무 단풍 및 낙엽이 아름다움

강남
밤고개길 

(수서역～세곡사거리) 은행나무 719 3.0 강남구로 진입 자동차도로변 단풍이 아름다움
양재천길 

(영동6교～영동2교) 메타세콰이어 781 2.8 아름다운 거리숲상을 수상한 지역으로 단풍이 
아름다움

송파 위례성길 은행나무 1,335 2.7 올림픽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
석촌호수길 버즘나무 675 3.1 석촌호수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

강동

고덕동길
(고덕역～상일역) 느티나무 581 2.0 느티나무가 병열 식재되어 나무터널 만듬

상일동길 
(상일 I.C～강일동입구) 은행나무 650 3.0 느티나무가 병열 식재되어 단풍터널 만듬

약수터길(대명초등학교～고덕
소방파출소) 버즘나무 375 1.2 버즘나무가 도심내 단풍터널 만듬

서울
대공원 대공원 외곽순환도로 왕벗나무

외 3종 2,600 6.5 청계산 단풍 감상을 감상하며 삼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음

남산
공원 북측순환도로 벚나무

단풍나무 314 3.5 산책로로 운동과 산책을 하며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도로

보라매
공원 보라매공원 은행나무 450 1.2 공원내 은행, 느티나무가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
시민의

숲 시민의 숲 단풍나무 등 2,220 4.4 공원내 산책로 주변 단풍이 아름다움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억새밭 길 억새 37,345

(㎡) 2.15 하얗게 핀 억새밭 길로부터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음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158

<표 4-35> 서울시 열매가 있는 거리 선정 현황

구별 거리명(구간) 수종 수량(주) 연장(㎞) 선정사유
계 7개소 1,840 14.1

중랑 중랑천 제방
(묵동교～장안교) 감나무 997 5.0 걷고싶은 거리 조성구간으로

감이 달려있는 아름다운 거리
성북 감나무길

(석관로) 감나무 68 0.55 감나무 단풍과 풍성한 감열매가 있는 거리임

양천 목동중심축 도로
안양천변로 감나무 250 6.0 도심속에서 감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동작 장승배기길(구청입구삼거리～장승

배기 친수공간) 은행나무 172 0.95 장승배기 친수공간과 열매결실 은행나무가 
많은 노선임

관악
낙성대길

(낙성대입구～서울대후문) 감나무 205 1.0 감의 결실의 아름다운 거리임
단감나무길

(신림8동～신도브레뉴Ⓐ) 감나무 81 0.4 감이 결실이 아름다운 거리임

강동 성내길
(신명초교～생태공원) 모과나무 67 0.2 모과열매가 탐스러운 거리

5. 동부권역

서울시 외곽 환상산림생태축의 동쪽 루트( 화산-용마산-아차산- 모산)  동부 하

천생태축(탄천, 랑천 하류)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습지(암사동, 방이동, 둔 동), 경작

지(모덕동), 생태공원(길동, 아차산) 등 서울권역  자연생태측면에서는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부권역의 주테마는 자연학습형(길동자연생태공원, 둔 동 생

태계보 지역, 방이동생태보 지역), 주말농장형(홍씨마을, 상일주말농장), 심신수련형

(아차산, 용마산) 등으로 권역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암사동, 방이동 등은 생태계보 지역이고 아차산, 용마산, 망우산 지역은 고구려 유  

발굴  연구가 진행 인 지역이다. 학습, 찰, 연구에 을 둔 생태문화 시민 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 생태 시장 유효규모  25%를 분담하되 타겟층은 자연생태공원 활용  

농사체험마을을 이용하는 순수자연 찰학습 추구형(pure natural viewing & 

education) 집단이다. 이들은 미취학아동  학년 등학생을 가진 30～40  연령의 

가족단  방문객과 경제  수입이 높고 학력수  한 높은 그룹이 이 권역에 더 높

은 심을 보일 것이다. 즉 1일 생활권 내에서 정신 , 육체  휴식욕구를 충족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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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과 자연공부, 정서함양, 심신수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가족단 이다. 다양한 

농산어 경험이 가능한 생활권내 자연생태 지구로 도시형 농지를 단순히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청소년들이 노사의 체험과 가족 심의 건 한 여가

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자연생태 거 은 길동생태공원, 암사동 일 로서 방이동, 둔 동 습지자원형, 아

차산 생태공원형, 암사선사유 지, 백제의 역사(석 동 고분군, 몽  토성) 등 다양한 

역사 유 과 자연학습(길동생태공원), 모덕동 밭농사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의 자연생태 상품을 연계하여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 계획  
-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자 거도로 황, 생태문화 탐방로 구간, 탐방장소 정보 등

의 자료가 필요함

- 자 거도로와 연계된 생태문화탐방지 구성 

- 생태계 찰가능 지 이 표시된 지도가 필요 : 계 별, 상지 특성별 

- 역사자원, 교육자원 등 인근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문화 교육의 방안 제시 

- 생태  요소, 경  요소를 활용하여 장 학습  체험 교실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의 생태 특성 : 습지자원, 생태공원, 연계 로그램 다양

- 선사유 지(암사동 선사유 지)에서부터 백제의 역사(석 동 고분군, 몽  토성), 조

선시  왕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유 과 자연학습(길동생태공원), 습지체험

(암사동), 밭농사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연계하여 동시에 경

험할 수 있음

- 나루 - 잠실한강공원 :선사 고 문화지구 - 선사생활체험, 고  역사문화유  탐

방, 한성백제문화제 공동개최

- 나루 한강시민공원 : 한강선사문화제 - 선사생활체험, 선사시  축제 재 ( 신제 

등), 매년 10월말 암사선사유 지 내에서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 잠실한강공원 : 한성백제문화제 - 몽 토성, 풍납토성, 석 동 고분군 탐방 행사, 백

제문화제

- 한강변 역사문화 탐방로 : “한강 뱃길 700리 유   발굴계획” 연계 방안 세부 내

용 확인

- 역사문화벨트와 연계한 생태체험 로그램 계획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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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서울시 동부권역 생태관광자원

구분 장소 주요 현황 및 활용 방안

생태계보전
지역

암사동 습지 갈대, 물억새 군락지
방이동 습지 마름, 부들 등 식물 115종, 황조롱이, 원앙 등 천연기념물
둔촌동 습지 고마리, 물박달나무, 오리나무 등
탄천 습지 철새 관찰

고덕동 습지 도루박이, 골풀 등 자생종 식물, 암사동정수장-고덕수변생태공원과 연계 코스
서초구 청계산 원터골 갈참나무 등 낙엽활엽수 군집

생태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생태해설프로그램(곤충․꽃 관찰교실, 농사체험교실 등)
아차산생태공원 모내기체험, 자연관찰교실 등 

고덕수변생태공원 고덕동 습지와 연계
우면산생태공원 생태해설프로그램, 우면산 걷기코스(트레킹)과 연계

산림

아차산공원 - 망우산 레저(MTB, 인라인 등)
청계산 숲해설프로그램
대모산 숲속여행프로그램
우면산 산악 트레킹(생활형 단거리, 레저형 중장거리, 문화형 탐방코스의 걷기코스), 

MTB, 우면산생태공원 연계 가능 
구룡산 물박달나무 군락

녹지 양재천 시민의 숲 체험학습장(여름 매미교실, 가을 잠자리교실 등), 산림욕
천호동공원 학습프로그램 

지천 양재천 지구 양재천 자연생태공원, 잠실지구에서 자전거 탐방 
탄천 지구 모래무지, 피라미 등 민물고기, 철새 관찰

경작지(논) 송파구 마천동 모내기 체험 등 논농사 체험 
송파구 장지동 논농사 체험 

경작지(밭)
강동구 고덕동 밭농사 체험
강동구 상일동 밭농사 체험
서초구 내곡동 밭농사 체험
강남구 일원동 밭농사 체험 

녹지 삼릉공원(선정릉) 산림욕
옥수동 달맞이근린공원 한강 경관 감상 가능 

식물원 어린이대공원식물원 관엽식물 130여종, 다육식물 160여종 등, 생태연못에 부들, 큰고랭이 등
군락지 워커힐 길 벚꽃길

강남구 일원동 외래초본종 식생지

역사유적

암사선사유적지 선사유적
풍납토성 백제유적, 은행나무, 아차산성․남한산성․몽촌토성 조망
몽촌토성 백제유적, 은행나무, 몽촌역사관, 올림픽공원내 인공습지(갈대, 애기부들 등)

석촌동 고분군 백제유적
방이동 고분군 백제유적

아차산성/아차산 보루군 신라유적/고구려 유적
전통의식 바보온달추모제 온달샘 등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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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서울시 동부권역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1) 청소년심신수련 체험벨트

◦ 상 지역 : 용마산-아차산

   ․ 환경  보  보다는 극  산악심신수련 활동가능으로 도시지역탐방로 설치

(town trail)(쉽사리 교외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여 제공되는 탐방로)와 

유 탐방로(ancient monument trail) 유형을 도입

   ․ 용마산-아차산 능선을 활용하여 등산, 야 캠 장 조성

   ․ 다목  장조성 후 피크닉장  산책로

   ․ 체력단련시설물 등 운동시설 추가로 설치

   ․ 썰매장 도입하여 4계  휴양시설로 활용 

   ․ 인 한 아차산 역사유물에 심있는 역사탐방로 코스 연계 

   ․ 산악형 산림 생태모니터링 시범 상지 선정

   ․ 기본 인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휴게소 등) 제공

   ․ 아차산 생태공원은 심신수련형과 인근 역사체험( 져형 역사경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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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 활용 방안

◦ 한강의 자연과 역사 기행 
한강유역의 문화유 지  명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을 찾아내어 이를 생태자

원과 연계하여 탐방할 수 있는 한강의 자연과 역사 기행 탐방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는 한강 인 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연계하여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주 타겟층은 청소년 단체 탐방에 합하도록 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를 해서는 청소년 체험학습 수요에 한 사  조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구단 로 한강에 인 한 자치구별로 향토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면 합할 것이며 자치구간의 로그램 내용은 의를 통하여 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는 한강변의 문화유   생태 자원을 발굴하여 풍부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공 해  것이다. 하천  소하천을 도시민의 생태체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필요

성이 있다.

한강변에는 존 문화재와 정터, 나루터 등 수십 개소의 유 지가 풍부하게 자리잡

고 있으나 상품으로서 발굴되어 있지 못할뿐더러 한강공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분

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 광나루 지구 
․선사․고  문화권역 문화유 과 연계

․암사동 선사유 지, 아차산성, 풍납토성, 몽 토성, 아차산생태공원 등 

- 이촌 지구  
․거북선 나루터, 서빙고터, 부군당, 군자감( 환국)터, 용산신학교(원효로 성당, 새남

터 순교성지), 정  서빙고터, 한강진터, 용산가족공원 등

- 여의도 지구 
․샛강생태공원, 밤섬, 마포나루터, 공민왕신당 등 

- 뚝섬 지구  
․뚝섬정수장을 심으로 ‘서울 상수도’ 역사 교육 시설  상수도 모형 배치 가능  

- 강서 지구  
․양천진산, 양천고성, 공암진터, 주바 , 약사사 등 

- 망원 지구 
․망원정, 두산 순교성지, 외인묘지 등



제 IV 장  서울시 생태관광 상품개발

163

2) 선사유적․수변생태체험벨트

◦ 상지역 : 암사선사주거지-암사취수장-고덕수변생태공원-길동자연생태공원-둔

동 생태계보 지역-방이동 생태계보 지역

   ․ 암사선사주거지 역사테마자 거도로의 교육  활용 

   ․ 엄격한 환경보존을 한 인  구조물의 설치 억제 

   ․ 강․남북 종단축인 환상산림생태축의 조림 

   ․ 하천생태축 탄천, 랑천 내 작은 어류서식 환경조성  작은 연못 조성 야외학

습장으로 활용 

   ․ 기본 인 곤충 표본, 수생생태계 안내시설 주의 편의시설(안내시설, 휴게

소)만 제공

   ․ 서울권역 외곽 한강하류(고양시) 연계 로그램 개발

   ․ 자연과 유사한 서식처 재 (habitat zoo)

   □ 생태습지체험 상품
◦ 상지역 : 나루-길동자연생태공원-암사동 습지

   ․ 활동 로그램은 수변산책, 야생화구경, 사진촬

   ․ 「갈 군락→수생식물 찰→자연탐방로」 람 총 연장 15km 거리를 소형 셔

틀버스를 이용

   ․ 각 잡 의 특성(공해에 강한 식물, 산성토양, 알칼리성 토양, 성토양에 잘 견

디는 식물 등)의 계 인 변화를 교육 으로 활용

   ․ 개비름, 강아지풀, 냉이, 여 , 비름 등 수변의 잡 를 람하게 하여 생물, 지

리, 과학 련교과목과 연계

   ․ 수변에서 각종 환경문제를 유형별로 원인과 상을 조사, 찰, 실험 등을 통해 

서울의 수변자연의 환경문제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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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방이동 생태계보전지역

<그림 4-36> 방이동 생태계보전지역을 둘

러싼 아파트

※ 방이동 생태계보전지역 

  송 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아 트 뒤쪽에 치하며, 2002년 4월 15

일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면 은 55,726㎡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육상과 수상생태계가 공존하는 연못 

형태의 습지이다. 갈 숲이 체 식생의 50%를 형성하고, 수련, 애기부

들 등 다양한 습지식물이 번성하고 있다. 54종의 야생조류  천연기념

물 제323호 황조롱이와 제327호 원앙 등 서울시 리 야생조류 모든 종

이 출 하고 있으며, 환경부 보호종인 개구리와 산림에서만 서식하는 

청딱다구리 등 도시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조류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방이동 생태계보존지역은 도시내에 있는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임에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은 방이동 습지가 연못과 늪지 생태

계를 포함해 먹이가 풍부하고 버드나무, 사시나무 등이 습지주 를 둘

러싸고 있어 인 인 간섭이 으며, 주변으로 경작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공습지이지만 조성된지 10년이 넘어 습지식물이 번성하고 있는 

규모 습지로 서울과 같은 도시에는 희소성이 있고 보 가치가 매우 

큰 소생물권(비오톱)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지만 형질변경에 따른 습지훼손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곳으로 생태계보 을 하여 특별한 

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 둔촌동 생태계보존지역 
  서울시 강동구 둔 동 일  약 7,500평이 2000년 3월 6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래 논농사를 했던 곳에 

지하수가 솟아나오면서 생겨난 자연습지로 체 면   1,500평 정도가 습지이다. 오리나무(물박달나무), 부들, 고마

리, 갈  등 습지식물 27여종과 수서생물, 곤충  멧새, 붉은머리오목 이, 황조롱이 등 다양한 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보기 드문 매우 희소가치 있는 소생물권(Biotop)으로 육상과 수생생태계가 공존하는 생태 으로 우

수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민들이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보존을 한 활동을 지속 으로 펼치

고 있다. 모임 회원들의 활동과 한 방송사의 환경다큐 에 의해 보호종의 서식이 알려지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0

년 밤섬에 이어 서울시에서 두 번째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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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내 암사동 생태계보전지역 
  암사동생태계보 지역은 강동구 624-1번지 일 ( 나루지구내) 102,497㎡(31,059평) 면 으로 2002년 12월 30일 지

정되었다. 한강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 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호안과 규모 갈  물억새, 수양버들 군락지

이다. 식물상으로는 산림청 보호식물인 낙지다리와 쥐방울덩굴을 포함하여 부처꽃, 세모고랭이, 날개골풀, 도루박이 

등 산림청 식물보호종 9종 등 108종이 자생하고 있다. 조류는 천연기념물 제 323호인 새매와 황조롱이를 비롯하여 

환경부 보호종인 말똥가리, 서울시 보호종인 제비 등 29종의 다양한 조류가 찰되고 있다. 충류는 청개구리, 남생

이, 자라 등 11종이 서식하는 등 수변환경이 양호하여 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암사동생태계보전지역 암사동 생태계보전지역 암사동 생태계보전지역에서 바라본 한강 

암사동 생태계보전지역 안내표지판  광나루지구 산책로  광나루지구 육갑문 

 <그림 4-37> 암사동 생태계보전지역 전경 

※ 암사동 선사유적지의 강동선사문화축제 

제9회 강동선사문화축제 (2004.10.15-17) 암사동 선사유적지 강동선사문화축제 행사안내도

<그림 4-38> 강동선사문화축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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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생태공원 탐방로 수생식물 설명판  휴식공간  

 ※ 길동생태공원 

     
 <그림 4-39> 길동생태공원 전경 

3) 농사체험과 습지관찰 프로그램

생태마을(eco-village)을 조성하여 각종 농업생산지구(벼 지구, 보리 지구, 옥수수 

지구, 배, 포도, 사과 등 과수지구, 실내수경재배지구), 유실수 단지, 화훼단지, 목장, 

생산과정을 체험가능 하도록 한다. 유기농법, 환경체험 학습장의 생태연못을 조성한

다. 

◦ 1가구 1구좌 4평 규모로 연간 사용료로 가족단 의 건 한 여가선용, 농사체험기회

제공, 농업에 한 이해증진 도모, 옥수수따기/고구마캐기/감자캐기 등 각종 농사체

험을 실시하며 주말농장도 함께 운

◦ 재 농 체험이 가능한 강동구 상일동, 서 구 원지동, 내곡동, 강남구 자곡동 등

의 경작지를 활용하며 농산  심의 특산물을 바탕으로 농 체험을 통해 농산  

련된 설, 설화, 민속 등 다양한 향토문화 무형문화재와 농기구, 통 인 놀이

문화를 활용하여 농가/외양간 체험상품 개발

◦ 논, 밭, 습지에서 , 보리 농사체험  습지 생태계 찰 가능

   ․ ‘도심형 농가/외양간 체험’ 습지 찰을 해 녹색수요 충족 

   ․ 강동구 상일동, 송 구 마천동 모내기 체험

   ․ 서 구 원지동, 내곡동, 강남구 자곡동 등의 경작지를 활용

   ․ 기본 인 편의시설(주차장, 휴게소) 외에 숙박, 식사를 제외한 가족단  휴

양시설 도입

   ․ 추가로 아동용 자연학습장, 성인생태 찰여행, 산책코스, 과일수확 답사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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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 형태는 ‘텃밭재배형’, ‘자연학습형’, ‘농지임 형’ 등으로 구분 운

   ․ 운 주체도 개인, 단체, 공서로 구분

   ․ 거주지와 농사체험 주말농장과의 거리는 10km 미만

   ․ 소요시간 30분 이내로 쉽게 근할 수 있는 치에 있는 거주자를 목표

   ․ 가까운 주변에 주말농장이 없거나 동호인 형태 운 과 직장단 로 분양 받아서 

운 함

   ․ 강동구 강일동 망월천 근방 농 과 생태문화체험을 아우르는 환경친화마을 

조성

   ․ 고덕천 한강 수부내 소규모 연못  식물생태해설  조성

   ․ 모덕동의 밭농사 체험을 근간으로 한 농 생태  투어패키지 상품개발(습지, 

갈 군락, 농 체험 등 다른 유형의 자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상품 발굴)

     - 논, 밭, 습지에서 , 보리 농사 체험  습지 생태계 찰 가능

     - 서울시내 생태  투어 패키지 상품 개발 : 습지, 갈 군락, 농 체험 등 다

른 유형의 자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상품 발굴

     - 농  체험이 가능한 장소로는 도 구 도 동, 강동구 상일동, 서 구 원지동, 

내곡동, 강남구 자곡동, 양천구 신정동 등에 경작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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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산 대원농장
    최근 여가활용 경향이 가족 심 , 체험활동 심 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친화 , 웰빙상품에 한 선호도가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자유무역 정 등 변화한 농업환경에 한 자구책과 맞물려 자연체험  농 생활체험

이라는 형태로 여가를 보내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90년  반 고향  농 에 한 향수라는 수요에 맞추어 주말농장이 생겨나기 시작하 다. 

운 된지 10년에 이르면서 운  노하우와 서울소재 주말농장간의 네트워크와 서울시-주말농장의 력체계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운 되었고 회원이 2000가구가 넘는 농장도 생겨나게 되었다. 

    서울시에는 그린벨트지역  외곽에 농경지가 남아있고 주말농장으로 운 되는 곳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등

록한 농장만 44곳 이상이 된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면 매스컴 등을 이용한 홍보와 회원 리  농업기

술에 한 지원과 자연 찰을 한 꽃동산을 조성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장주간의 의회가 구성되어 교육  모임을 정기 으로 갖고 있다. 

    원농장의 경우 서울시 주말농장  가장 회원수가 많은 농장으로 10년간의 운 으로 가을 배추 품평회, 운동

회, 농산물 직거래 시장,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된장 담아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엽서발송 등으로 지속 인 회원 리, 농장에서 직  만든 손두부, 막걸리 등의 음식도 매하고 있어 다

양한 운 의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말농장의 성공은 아직 창기 단계인 지방의 농 체험  농 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며, 농 의 소득기반이 단순히 농산품의 생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시민에 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다

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 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한 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원농장의 경작지 대원농장의 경작지  편의시설(음식점)

대원농장의 알림판
서울시의 생활원예가꾸기사업으로

조성된 꽃밭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된장담궈주기 

봉사활동 (서초구청자원봉사회 주관) 

   <그림 4-40> 대원농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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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부권역

서울시 환상산림 생태축의 서쪽 루트(백련산-개화산-와룡산-우장산)  하천생태축

(홍제천-안양천)이 강․남북 권역을 녹지․지천을 통해 연결․교차하고 있으며 행정

구역상 마포구, 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등이며 서울 서 문구, 은평구 등 수도권 서

북부 지역 300여만의 인구와 고양시 80만 인구를 비롯한 김포 등이 배후에 집된 권

역이다.

서부권역의 자원 황은 쓰 기 매립지가 환경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월드컵공원을 비

롯하여 과거의 정수장 건축구조물을 재활용하여 국내최 로 조성된 환경재생 생태공

원으로 "물(水)공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선유도공원, 한강시민공원  가장 높

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여의도지구, 다양한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양화한강

시민공원과 망원한강시민공원이 치하고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수변생태자원이 풍부

하다.

<그림 4-41> 서울시 서부권역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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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서울시 서부권역 생태관광자원

장소 주요 현황 및 활용 방안

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강서지구) 해설프로그램, 갈대, 버드나무 등 습지생태계 관찰
여의도샛강생태공원(여의도지구) 해설프로그램, 윤중로의 벚꽃(봄)과 연계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여의도공원, 자연학습장, 유람선, 오리보트, 윤중로, 63빌딩과 연계
양화지구 유람선, 요트 

선유도공원 재활용 생태공원, 밤섬과 연계하여 생태계 관찰 가능 
망원지구 윈드서핑, 오리보트
난지지구 월드컵경기장, 난지캠프장, 국궁장 등

녹지
월드컵공원(하늘공원) 생태교실, 토요가족관찰교실, 억새밭, 억새축제(10월), 한강조망 

보라매공원 인공습지(연못)의 수련, 노랑꽃창포, 소규모 동물원
목동 달마을공원 자연학습원, 산림욕장, 피크닉장 등 예정 

산림 안산
숲속여행프로그램, 산악자전거(MTB), 

홍제천-안산-백사실-뒷골 코스, 
봉수대에서 북악산-인왕산-안산-남산으로 이어지는 지형지세 경관

관악산 숲속여행프로그램, 연주대

수변

불광천 갈대군락 (마포구 중동 성산빗물펌프장 유수지 일대)

홍제천
부들군락 (마포구 망원동 망원빗물배수펌프장 일대), 내부순환도로 

아래 지붕있는 하천(음지식물),
도룡뇽, 버들치(백사골) 연계

안양천 갈대, 부들군락 (구로구 구로동 신구로빗물펌프장 일대)
전통놀이 영등포구 오목교 안양천 둔치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고구마 구워먹기 등 

농경지(논) 구로구 천왕동 연지마을 논농사체험, 아까시나무군락, 외래초본종 식생지
강서구 오곡동 논농사체험 

군락지 관악구 남현동 오리나무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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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 생태체험벨트

◦ 상지역 : 여의도샛강생태공원-한강공원(여의도)-밤섬생태계보 지역

   ․ 여의도 순환생태자 거 체험도로 정비 

   ․ No horn 100m(서강 교)와 No 20km speed(선상 카   유람선) zone 설정

   ․ 여의도 생태모니터링 시범 상지 선정

   ․ 밤섬 찰시설 확충(조류 망 , 조류박물 )

   ․ 꽃 람-여름 샛강-가을 자연변이-겨울 철새 등 4계  종류별 생태환경 유지

   ․ 기본 인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휴게소 등) 제공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의 일반행락객과 크리에이션 추구목  이용객의 상충으

로 인한 갈등 해결

   □ 연계 활용 방안 

◦ 강변 축제 개최 
강변축제는 리  목 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술활동 동호인  20  연인층이 주

체가 되어 자발 으로 형성될 수 있는 축제형 상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엔터테인먼

트 도시 서울 ‘즐겨 찾는’ 서울이 되기 하여 한강을 배경으로 수상에서 불꽃을 쏜다

든지 강변무 에서 음악이벤트를 즐기는 문화이벤트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런 행사로 

인하여 생태 으로 훼손되기 쉬운 주변의 선유도 생태공원과 밤섬 생태계보 지구에 

한 사  환경 향평가가 필요하거나 엄격한 사 허가제 아래 행해질 수 있다.

선유도 공원은 “물”을 주제로 한 환경친화  재활용 생태공원으로 개원 이래 주말이

면 2～3만명 이상의 시민과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월드

컵분수, 야간조명도 볼만하지만, 한강의 역사와 자연생태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체험의 

장소이기도 하다.

물 공원이라는 공원의 테마에 맞게 물을 주제로 한 환경친화 인 축제  상품 개발

이 가능하다. 2004년 처음으로 선유도 동호회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는데, 이를 수상

포츠동호회를 심으로 수상 포츠 체험(카 , 드서핑 등)을 특화하는 방안도 생각

해볼 수 있다. 

․ 계 별 이벤트 도입 ( : 꽃씨/야생화 홍보/ (3월), 사생 회(4～5월), 여름: 야생

잡  사진 contest(6월), 수변축제(6월～8월), 가을: 야생화 꽃씨 채취(9월～11월), 

겨울: 성탄  크리스마스트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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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웅덩이체험벨트

◦ 상지역 : 개화산-한강공원(강서)-행주산성-창릉천-강서습지생태공원-서남  난

지 하수처리사업소

   ․ 행주산성 역사테마자 거도로의 교육  활용을 한 산성 정비와 친환경  

코스 개발

   ․ 강서습지 본 소생물권 보존을 한 인  구조물 억제 

   ․ 강․남북 종단축을 활용한 교류거 망인 환상산림생태축 조성

   ․ 하천 생태축 홍제천-안양천 내 작은 연못 조성 야외학습장으로 활용

   ․ 강서습지 나비류의 서식환경 조성

   ․ 서남․난지생태모니터링 시범 상지 선정

   ․ 기본 인 곤충표본, 수생생태계 안내시설 주의 편의시설(안내시설, 휴게

소)만 제공

   ․ 서울권역 외곽 한강하류(고양시) 연계 로그램 개발

   □ 연계활용 방안 

◦ “자전거타고 생태체험” 
주요 거  지역은 한강시민공원 강서지구내 강서습지생태공원이 된다.

가양 교와 행주 교 사이의 8.3km 구간에 펼쳐져 있는 강서시민공원은 2002년 7월 1

일에 조성되었으며 면 은 340,000㎡(102,850평)이다. 한강 하류 습지를 복원하여 담수

지, 습지  고 습지 등을 조성하 다. 습생식물, 수생식물, 본류 등 식물을 식재

하여 어류, 양서류, 수생 동․식물, 조수 등이 서식  번식할 수 있는 습지생태계가 

형성․유지되도록 하여 도시민들에게 생태계 찰  환경․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 다.

담수지, 습지, 찰로를 둘러볼 수 있으며 철새 조망 와 찰데크를 갖추고 있다.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과 다목 운동장, 육상트랙 등 체육시설과 인라인스 이트

와 자 거를 탈 수 있는 자 거도로가 있어 활동과 생태 찰을 겸할 수 있다.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단 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경우 공원까지 1.8～2km

를 걸어야 하며 이때 지나가야하는 육갑문은 인도가 좁고 공사로 인하여 형트럭 이

동이 잦아 도보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생태보 시민모임에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자원활동가의 모집  교육, 모니

터링, 생태탐방로 개발과 생태학습 로그램 운 (생태학교, 찰교실), 홍보리 렛 제

작, 탐방객 만족도 조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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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생태해설 로그램이 운 되고 있으나, 강서지구는 둔치의 자 거도로를 따라 갈

밭과 버드나무 숲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 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넓은 지역

의 생태 찰이 용이하다. 이러한 지역  특색을 살펴서 지루하기 쉬운 생태해설 로그

램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 강서습지생태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전경
천연기념물 323호 새매가 출현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알림판 

생태공원 내부안내도와 행동규범과 

일정이 게시된 알림판

강서습지생태공원의 관찰데크 자전거 보관소 강서습지생태공원 자전거도로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육갑문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운영하고 있는 

생태교실 건물

    <그림 4-42> 강서습지생태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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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철새도래지탐조벨트

◦ 상지역 : 난지한강공원-하늘공원-홍제천 면-선유도공원-한강공원(양화)- 제산

   ․ 난지특화구역과 선유도 자연생태공원의 크리에이션 행락객 구분하여 충돌방

지

   ․ 하천생태축 홍제천-안양천 내 생태모니터링 시범 상지 선정

   ․ 홍제천 한강 수부내 소규모 연못  식물생태해설  조성  

   ․ 여의도 순환생태자 거 체험도로 정비

   ․ No horn 100m(서강 교)와 No 20km speed(선상 카   유람선) zone 설정

   ․ 기본 인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휴게소 등) 제공

 

서울 서북부 권역으로서 한강수변과 지천자원(홍제천, 안양천), 난지하늘공원녹지(생태

교실, 토요가족 찰교실운 ), 산림 숲속여행 로그램 등 다양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유

하고 있어 앞으로 가장 활발한 자연생태 거 으로 성장될 것이다. 주테마인 도심 자연

생태학습형(선유도생태공원, 밤섬)과 일반시민들의 한강시민공원의 수변 크리에이션 

지구가 권역내에서 혼재하여 이용상 상충을 해결하는 것이 시 한 지구이다. 주 근

여건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주로 여의도 한강공원, 망원 한강공

원, 난지한강공원을 통해 시민들이 근할 수 있다. 서울시 생태 시장의 유효규모 

 25%를 분담하되 타겟층은 극  자연 찰학습 추구형 집단으로 설정하며 주표

시장은 2～3명 가족단  야외캠핑 휴양형  심신수련형 수변 크리에이션 활동을 

선호하는 그룹과 자연탐방형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수요를 목표로 한다. 즉 1일 생활

권 내에서 정신 , 육체  휴식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녀들과 자연공부, 정서함양, 심신

수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가족단  방문객  극 인 수변활동형을 흡수한다.

   □ 연계프로그램 

◦ “청소년 생태캠프” 
상지역은 난지한강시민공원의 캠핑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여러 생태 상품과 연계

하여 1박 2일 혹은 그 이상의 체제형 생태 상품으로 발 가능하다.

상암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

강시민공원에서는 다른 자연생태지역과 달리 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 로그

램 개발이 가능하다.

하늘공원의 엉겅퀴, 억새, 띠, 해바라기, 메  등은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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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한강시민공원

    난지도와 한강이 만나는 난지도 둔치 지역 23만 5천 평의 지역으로, 강변의 자연성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여

가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2002년 월드컵 회 때 필요한 시설을 효율 으로 지원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3개의 한강공원  두 번째로 큰 이 공원은 수변공간으로서의 공원기능은 물론 여가․   습지생태공원 

기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21세기형 공원을 목표로 하 다. 공원의 상류부는 수변활동 구역으로 캠핑장, 선착장, 

수변 장으로 조성하고, 류부는 완충녹지 지역으로 다목  지 장, 잔디마당, 하류부는 기존 수목을 이용하여 

습지생태공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해서 캠핑장, 운동장, 잔디마당, 국궁장, 주차장 등이 

있다.

    난지한강공원의 심은 넓은 규모의 잔디 장으로 월드컵공원의 앙 계곡부와 연결되며 규모 공연행사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고, 유람선선착장은 월드컵 경기장과 평화의 공원, 한강을 잇는 축 에 있

다. 캠 장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캠핑 부지로 약 7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자연생태습지는 잔디 장의 아

래 부분이 물과 하는 부분에 만들어져 있고, 인공 인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지에 산책로를 설치하여 자

연을 친 하게 느낄 수 있다.

◦ 난지캠핑장 
    2002년 월드컵때 외국인 배낭객들을 해 만들어졌던 한강시민공원 난지캠핑장은 총21,000㎡면 에 680명까지 

동시에 수용가능한 캠핑장으로, 이용목 이나 가족 수에 따라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족단  야 객을 

한 고정식 4인용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패 리구역, 이용객 스스로 자유롭게 텐트를 칠 수 있는 리 구역, 단체 

이용객을 하여 인디언식 텐트 티피(Teepee)가 고정 설치되어 있는 인디언 구역, 숙박은 하지 않고 낮 시간 에 

그늘을 피해 쉴 수 있는 피크닉 구역으로 나 어져 있어, 가족단 나 단체 이용객 모두가 합하게 이용가능하다.

    캠핑장 주변에는 체육시설, 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취사가 가능하다. 유람선 선착장, 요트장, 수 장이 

있고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 공원, 수 장, 잔디마당, 국궁장 등 산책코스와 마라톤코스 등을 이용할 수 있

고, 자 거 여소가 있어 자 거로 한강변을 달릴 수도 있다. 

이며, 지그재그 통나무 계단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서울의 경 을 조망할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 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유일하게 취사가 가능한 곳으로 체재형 자연체험 로그램 운 이 

가능하다.

하늘공원의 생태해설 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족단 , 청소년 단체 캠핑이 가능하며, 난

지한강시민공원에서 다양한 수상 활동( 드서핑, 요트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청소년을 한 생태캠 에서는 카약, 요트, 래  등으로 한강생태계 탐험 로그램

을 운 할 수 있다.

하늘공원에서 캠핑기간에는 특별히 야간에 개방하여 별자리 찰, 달맞이 등의 로그

램 운 이 가능하며, 억새축제기간에는 달빛에 비친 억새의 풍경은 외국인과 생태

에 심이 은 상의 참여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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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난지캠핑장 주요 시설  

종류 시설내역 이용안내
캠핑장 170면(700명 수용) / 상하수도, 전기․방송, 화장실 난지캠프장

체육시설 축구장1, 농구장2, 배구장1, 족구장2, 배드민턴장 5
난지지구사무소편의시설 잔디마당, 국궁장

주차시설 총 496대 주차
유람선 유람선 및 휴게실

수상스키장 모터보트 4척 사회체육수상스키연합회
동력 조정면허 시험장 모터보트 4척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자료 : http://camping.or.kr/news/news.asp

캠핑장 주간 경관 캠핑장 야간 경관 난지지구에서의 래프팅 

  <그림 4-43> 난지캠핑장 전경 
    자료 : http://camping.or.kr/news/news.asp

◦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하늘공원은 월드컵공원  하나로 가장 하늘 가까운 곳에 치하 다고 이름 붙여졌다. 난지도 제2매립지에 들

어선 지(草地)공원으로 면 은 5만8천 평으로 난지도 에서 가장 토양이 척박한 지역이다.

    배수(排水)를 해 만들어진 능선을 경계로 하여 X자로 구분된 네 개 지구의 남북쪽에는 높은 키의 풀을, 동서

쪽에는 낮은 키의 풀이 심어져 있다. 2000년부터 하늘공원을 심으로 난지도에 노랑나비, 제비나비, 네발나비, 호

랑나비 등 3만 마리 이상의 나비를 풀어놓아 식물들의 가루받이를 돕기 때문에 난지도의 식물 생태계를 안정시키

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늘공원은 난지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므로 이 곳의 망 에 서면 서울의 풍 이 한 에 펼쳐진다. 북쪽으로는 

북한산, 동쪽으로는 남산과 63빌딩, 남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보인다. 하늘공원 탐방객 안내소에서

는 탐방객에게 쓰 기 난지도의 과거와 되살아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며, 생태학습 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늘공원은 매년 가을이 되면 억새꽃으로 장 을 이루어 도심에서 억새를 구경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축제 기간 에는 야간 출입통제를 해제하여 야간개방을 허용하므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억새밭길

을 걸을 수 있다. 축제 기간동안 음악회, 난지도 사진 , 억새풀 공  만들기, 억새그림그리기, 축제디카 사진공모 

등 다양한 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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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하늘공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인원
자연관찰교실 (하늘교실) 주 4회 제한 없음 회당 15명
시설아동(장애우)생태학교 매월 1-2회 시설아동(장애우) 사전협의

자연그리기 주 1회 초등학생 회당 12명
자연놀이 월 1회 초등학생 회당 10명

야생조류 탐사대 월 1회 성인 회당 10명
환경교실 주 3회 제한 없음 회당 40명

   자료 : 월드컵공원 리사무소, 2004 

 

하늘공원 억새(가을) 하늘공원 억새축제(가을) 하늘공원 (봄)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안내센터 갈대와 억새의 차이에 대한 해설안내판

 <그림 4-44> 하늘공원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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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권 연계 로그램

수도권 연계 로그램은 서울권역에서 1일 이내의 자연생태체험으로 평균체류시간 4시

간, 이동거리 30km～50km 반경의 수도권에 치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산과 해변, 야

생동물서식지  자연 람과 찰, 트 킹, 하이킹, 자연사진 촬 , 캠핑, 산악등반, 

식물학습, 토속  명소, 모험  형태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수도권 

연계 로그램의 시행은 생태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자연휴양림, 갯벌, 나비, 

반딧불, 야생화와 수목원 등과 같은 자연생태체험 여행지와 농 체험마을(팜스테이) 

등과의 다양한 연계교통망 정비  련 지리정보의 제공이 긴요하다.

수도권과 연계한 자연생태 체험테마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인물답사 여행코스(황

희 정승과 반구정-요석공주와 자재암-권율장군과 행주산성-정약용과 다산기념 -강희

맹과 곡지-맥아더 장군과 자유공원), 서울시 소재 문학기행 여행코스(김수 시비-최

남선 집터-오상순 시비-박인환 시비-이태  옛집-이 수 고택-윤동주 시비-소월시비

-나도향 생가-이상 시비), 패러․행 라이딩  열기구여행코스(계양산-소래산-매산리 

종합활공장), 자연휴양림․산림욕 여행(문수산-축령산- 미산-방태산), 선사유 과 고

분( 곡리 지석묘-강화 지석묘-암사동 선사유 지-미사동 선사유 지) 등 각 테마에 

맞는 연계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밖에 지리 으로 서울권역과 연계하여 생태 을 

즐길 수 있는 유망한 수도권 지역은 다음과 같다.

 ◦ DMZ의 안보․생태  지역

 ◦ 남양주 릉, 축령산  북한강 강변길

 ◦ 가평 조종천 유원지, 운악산, 유명산

 ◦ 하남 미사리

 ◦ 김포 애기

 ◦ 강화도 지, 석모도

 ◦ 인천 월곳포구, 소래포구 등을 선정해 한 수도권 연계 로그램을 모색함

한 수도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계획 인 한강뱃

길 700리 상품  한강 문화 술축제를 구체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의 자연생태  루트는 생태  자원과 기존 자원간의 거리,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객을 분산시킬 수 있고 각 자치구의 도움으로 생태 자원을 개발하여 

직  매하고, 참여형일 경우는 상지역(농경지나 해안지역)을 직  학습, 참여, 

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자연환경보 의 측면에서는 정 수용능력을 산정하여 일

정 방문객만을 입장시키고, 지정된 루트나 찰 시설을 통하여 하게 하여야 할 것

이다.

기존의 도시 녹지공간에서 행해진 과도한 개발방식이 아닌 생태 의 취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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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이면서 생태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내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 다양한 

환경교육시설, 안내시설을 통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족이용자의 교육  효과를 극 화

 ◦ 청소년의 문화· 술의 교육의 장으로 개발

 ◦ 도심형 휴양·체험 로그램(산림욕장)을 도입



제 V 장  서울시 생태 의 활성화 방안

 제1  자연자원 상품 마  략

 제2  방문객 기반시설  서비스 개선

 제3  해설 로그램의 강화

제4  결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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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자연자원 상품 마  략 

일반 으로 마 은 ‘상품․서비스에 한 가격을 설정하고 매를 진하며 유통

시키면서 고객의 욕구와 일치하는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마 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산

(Product), 장소(Place), 가격(Price), 매 진(Promotion)이라는 4P에 근거하고 있다.

마  한 보통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이익을 최 화하기 한 방법으로 이루

어진다. 이러한 수요 심은 객에게 최고의 우선권을 주고 목 지 지역은 그러한 

객을 충족시키기 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Ashworth & Goodall, 

1990:227). 이러한 는 어떤 목 지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교통과 숙박 분야에서 볼 수 있다(이후석, 1999). 

그러나 자연생태 과 같이 덜 오염된 자연환경을 가진 공 지 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마  활동은 정 수용한계치를 사 에 설정하고 방문객 편의시설을 최소 

지원하여야 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반 행락객의 과도한 방문을 제한함으로써 

생태  수요를 하게 유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  이익 이외의 것을   

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지역에 미치는 상품의 사회  향,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그리고 자연자원 리와 같은 항목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Richardson, 1991:245). 이러한 공 지 심의 생태  마  략은 수요 심

의 마  략보다 자연에 미치는 향을 효과 으로 통제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정체성 괴와 생물학 인 수용력을 과하는 객의 유입으로 인한 험을 최

소화할 수 있다(Lillywhite & Lillywhite, 1990). 이것이 생태 의 규범  마  

략이다(이후석, 1999). 

이처럼 생태 에 있어서 경제  이익을 내는 것이 마  략의 유일한 성공척도

가 아니다. 장기 인 환경보호를 통한 수용가능 임계치를 과하지 않는 만큼의 공

과 고객만족 등과 같은 정량화될 수 없는 결과가 추구된다. 그러므로 생태마 은 

통 인 마 과 다르다(Hension & Kinnear, 1976:1). 생태마 은 과도한 수요를 자

극시키는 상업  매 진이 주 활동이 아니다. 만약 자연생태상품이 환경에 피해를 

다면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은 크게 억제되어야 한다(Hension & Kinnear, 1976). 환

경에 한 이해나 심이 없는  경 자들에 의해 생태  상품이 공 된다

면 환경에 미치는 향이 무시될 수 있기에 생태 은 일반 인 여행사가 아니라 생

태 만을 문 으로 다루는 여행사 운 하에서 다루어져야한다(Boo, 1990). 

생태 의 실천규범은 운 자보다 생태 객의 활동에 한 윤리규범의 형태가 많

다(Wight, 1993). 그러나 이는 생태  운 에 있어서 객으로부터 향받기 쉬운 

지역에 해 윤리 으로 생각하면서 상품을 계획하고 개발, 운 해야하는 운 상의 규

범이기도 하다. 단기 수익률을 목표로 최 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기반을 둔 생태

마 은 가장 실패한 것이다. 자연생태 지에서 추정되는 사회 , 생물학 , 환경  

수용력을 과하거나 인 한 자연환경의 략과 시설 리 략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심이 없는 객을 끌어들이는 리형태는 자연자원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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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험이 있다. 시설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방문객에게 질 높은 경

험을 제공하는 동기가 되는데, 이것은 방문객에게 큰 만족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장기

인 수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Middleton, 1989).

생태 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볼 때 자연자원 상품 마  략이 단지 리

 수익을 해 상업  홍보에 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품 자체에 한 

홍보보다 자연체험을 즐기기  자연보 을 한 사 교육이 철 히 이루어져 자연에 

미치는 악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태 에 한 개념과 방법, 경험, 탐방객 규

범에 한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생태  개념에 한 이해가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연생태 에 한 정의에 있어서도 생태  상품은 장소와 상품에 의

해서 정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생태  내에서 공 되는 자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

고 체험하느냐에 따른 경험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 생태 에서 마주치는 경험은 

다음과 같은 수요와 공  요소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5-1> 생태관광 경험을 분류하는 수요와 공급 요소  

공급요소 수요 요소
 ∙자원의 특성과 회복력
 ∙문화적 지역사회나 지방의 지역사회 우선권
 ∙숙박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의 유형

 ∙마주치게 될 활동과 경험의 유형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의 정도
 ∙육체적인 노력의 정도

     자료 : Wight, 1993

재 서울시 자연생태 홍보 략은 우선 으로 환경, , 사진촬  등 자연환경

에 심이 있는 동호회와 력하여 로그램을 운 하면 심집단을 상으로 한 홍

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재 개최되고 있는 생태, 경 과 련된 사진 을 생태

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환경생태사진 공모 」(공원녹지 리사업

소 산하 월드컵공원 리사무소, 2004년부터 실시), 「서울 사진공모 」(9회째 개

최), 「서울환경사진 」(9회째 개최), 「환경포스터 」(6회째 개최), 「환경일러스

트 이션 」(4회째 개최), 「한강사진공모 」(3회째 개최) 등 자연경   동․식

물에 한 사진  그림에 하여 공모와 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추후 자연생태자원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간행물  인터

넷 홈페이지의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시회는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서울 도심의 교

통거 이나 교차로나 각 권역에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자연생태지역에서 직  각종 

이벤트 행사와 함께 개최하여 생태 에 심이 있는 이용객에게 정보제공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서울시 자연생태체험 상품으로서 제시된 북한산 등반, 산악자 거 타기, 한강의 카

를 통한 조류 찰, 그리고 서울 도심의 역사체험 등의 자연생태 상품의 기획과 

매․홍보 활동은 서울시 는 구청과 민간기업이나 리단체인 문 여행사 등의 주

체들이 력하여 운 하는 연계활동이 무엇보다 요하다. 자연에 미치는 향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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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는 형태인 만큼 사 인 이익을 요시하는 개인기업, 리단체에 자연생태

상품을 개발하여 운 하게 하는 것보다 공공기 이 주체가 되고 민간기업이 상품

개발을 맡고 서울시 지역주민들이 자발  운 참여를 통한 역할분담이 효과 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참가자 층에 한 차별화한 체험상품이 필요하다. 생태 의 활동 로그램을 

수립할 때 생태 객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목 과 욕구를 악하여 수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단  방문객에게는 가족간 화합

을 한 가족휴가여행  자녀자연교육체험, 직장동료인 경우 스트 스 해소, 청소년

층의 환경교육  교육  활동, 노년층의 조용한 자연공간속에서 휴식, 외국인 

객인 경우 역사문화체험탐방, 장애인  빈곤계층 등을 한 사회복지 차원 등 다양

한 참가자층에 따라 설명할 자연환경해설 로그램의 내용이나 체험시간(1시간～6시간 

이상)이 달라지기에 각 이용계층에 한 특성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 정 수 의 가격책정이 필요한데, 소외계층을 상으로 하는 할인 로그램의 

운   매달 특정한 날에는 무료체험이 가능하도록 해 장기 으로 문화격차를 해소

함으로써 사회 으로 건 한 사회복지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태 은 자연생태지역에서의 직  경험과 체험이 차지하는 비 이 높으므로 정

보제공을 한 자연환경해설 계획시 환경해설 카드제, 지리정보체계, 인터넷 해설 등 

정보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요하다. 

재 서울시 생태 시설 건립에 투자되는 규모의 재정투자에 한 련계획과 

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기 으로 기존의 탐방객 방문소나 시시설의 컨텐츠 

개발에 정책우선 순 를 두어야 한다. 서울시나 자치구의 기존 생태 이 일반 으

로 자원개발 주보다는 소 트웨어 심의 개발이 자연생태 에는 더욱 시 한 실

정이다. 

한편 생태체험이나 모험체험 등 주로 야외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기상변화에 한 

체 로그램을 항상 비하여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슷한 주제로 가능한 실내 

체험  시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실내 로그램을 운 하여 객의 불만요소를 

감하는 비책도 필요하다. 수요 진을 해서는 다양한 유인요소가 많을 수

록 유리하므로 생태 은 인근의 자원과 상호보완 계를 맺게 함으로써 경쟁력

을 높이고 수요를 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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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문객 기반시설  서비스 개선

1. 방문객 기반시설 

서울시 각 권역별 생태 지 거 지 에 방문객을 한 기반시설은 도심형 산림욕 

통한 자연체험, 자연휴식, 복합산림문화체험, 한강의 수변 크리에이션  도심의 역사

문화 탐방목 으로 방문하는 객들에게 최소한의 기본편의시설만 제공하도록 조성

되어야 한다. 한 1일 거주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여가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

이기에 교통(버스, 지하철)노선에서 보행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보행로의 정

비․활용이 시 하다. 한편, 매   상업  부 시설은 자연환경에 어울리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생태  목  자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표 5-2> 방문객 기반시설의 종

류  공간요구조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로, 하수처리시설, 안내시설 등은 인근 자연

습지,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환경 괴를 최 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입지시킨

다. 한 자연탐방객의  야생 동․식물의 찰과 탐방을 해서 필요한 시설로는 편익

시설, 기반시설, 안내시설로 크게 나 어 설치하도록 한다. 

<표 5-2> 방문객 기반시설의 종류 및 공간요구조건 

구분 시설종류 공간요구조건
편익
시설 의자, 쉘터(shelter), 화장실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을 모아서 배치함
 ∙좋은 경관을 제공하고 계절풍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조용한 장소를 다양하게 배치시킴

기반
시설

도로,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상수 및 전기공급시설  ∙대규모 공사가 요구되는 기반시설은 야생동물에 피해가 없는 위치에 입지

안내
시설

위치, 방향, 안내, 경고표지판

 ∙탐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위치시킴
 ∙탐방활동을 저해하거나 경관을 가리는 곳은 피함
 ∙일정한 간격과 이미지로 탐방로의 정체성 수립
 ∙안내표지판과 경고표지판은 같이 배치하지 않음
 ∙이용자가 읽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의 내용은 38~45m전, 경고의 내용은 120m전
   에 위치

안내표지판  ∙특정 주제 탐방로의 시작지점, 휴식장소에 위치 
방향표지판  ∙방향이 혼란스러운 곳, 휴식장소, 방문객센터에 위치
안내표지판  ∙방문객센터, 탐방의 목적지역에 위치
경고표지판  ∙탐방로에서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 

방문객센터
 ∙기존의 자동차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
 ∙지역이미지 전달이 용이한 곳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관찰의 기회가 있는 곳

탐방객 대기소
 ∙조류의 이동로와 직교하는 선상에 있고, 높고, 시각적으로 개방된 곳, 
 ∙탐조가 가능하도록 언덕이나 능선부위에 위치
 ∙탐방대상지역의 입구에 위치 

자료: UNDP 외,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조사․연구-최종보고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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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문자 기반시설을 조성하되 생태 객의 편의성은 부차 이다. 자연생태

지에서는 동식물 찰시설, 환경교육시설, 생태체험 로그램, 시시설, 안내시설, 휴

식공간  편의시설, 산책로 등이 요구되나 친환경 인 화장실, 환경 괴를 이는 

자연순환재료를 활용한 자연탐방로 등 생태계 훼손을 일 수 있는 최소시설만이 도

입되어야 한다. 이 듯 서울시 자연생태 지 도입시설은 자연생태계의 보 가치  

이용가치의 합리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으로 보존해야 할 지 , 선

택 인 활동이 가능한 지 , 객의 활동과 락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사

의 생태계조사가 이루어진 후 방문객 도입시설의 기 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생태 자원으로서 한강의 경우 ‘자연보   복원지구’(고덕수변생태복원지구, 강서

습지생태공원 등)는 ‘자연학습지구’로 자연을 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 목도 

탐방로)을 심으로 생태교육센터, 야외 찰데크, 철새 망  등이 자연 인 입지조

건, 지구내 이용 도와 리수  등을 고려하여 제공한다. ‘시민이용제한지구’(밤섬주

변, 방화 교～행주 교지역)는 생물종 보존을 해 부분 으로 는 장기 으로 이

용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으로 철새에 향을 주는 행 제한, 조류 찰 연구나 정 

규모의 인원만 참여한 정 인 생태 활동만 허용해야 한다.  

‘시민이용가능지구’( 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 , 여의한강시민공원)로 구분

된 지역은 당일 는 주말 가족단  자연탐방객을 주이용계층으로 하여 산악지구인 

경우 가족캠 장, 자연학습원, 교육센터, 벤치 등 가족간 활동  휴식시설을 통해 

극 인 여가수요를 충족시켜 활발한 이용을 유도한다. 주 이용타겟이 청소년으로 심

신수련이 목 인 경우에는 가족단  시설에 야 장, 트 킹 탐방로, 산악형 스포츠장

이 추가로 도입되어 다양하고 복합 인 자연생태  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입

시설이 결정되어야 한다. ‘환경친화 인 이용지구’(탄천, 반포천, 안양천 등 지천합류

지역과 난지 매립장변 지지역)는 자연생태 지 내에 가  상업용 매 을 두지 

않고 식물 찰용, 동물 찰용, 하이킹용, 자연 찰용 등 여러 자연탐승로(nature 

trail)를 설치하여 서식지를 우회하면서 람객이 한곳에 집 되지 않게 하고 인원을 

제한한다. 한  생태 으로 훼손이 우려된다면 엄격히 보존지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찰물을 멀리서 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생태 순환자 거 도로 역시 무분별하

게 확 ․연장시켜 자원에 한 환경훼손을 늘리는 것보다 주요핵심지 만을 연결하

고 시설의 수를 가  이고, 산림형 자연생태지 한 목  수목보호를 한 목

도  가교를 설치하여 답압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한다. 

농사  농 체험 로그램의 경우 필요한 시설로는 농산물 생산을 체험할 수 있는 

생산체험시설(논, 밭, 과수원, 소규모 버섯농장 등), 통 인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방, 도자기 공방), 술창조 체험시설(도 , 목공 , 속공 , 칠보공  

등), 생태  체험시설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번 괴된 생태 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장기 인 생태계 자원조

사, 생태자원의 인벤토리 작성,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의 체계 이고 지속 인 계획 

 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을 측정하고 과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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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규제하는 것은 생태 지 리의 필수요건이다. 이 듯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야생동물과 자연생태계에 한 향을 최소화하며 상업  크리에이션 지

역과 차별화하여 방문객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 자연생태 지에는 방문객 기반시설  서비스 개선을 한 안내표지

(도시경  안내표지 , 자연해설 로그램 안내표지 )과 자연생태방문객센터를 통

해 각종 자연체험 정보를 상  슬라이더를 통해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서울시 생태 지를 방문한 방문객그룹  련 문가 

설문조사에서 재 서울시 생태 지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는 생태체험 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25.6%)을 차지하고 있고, 안내표지   안내시설이 19.2%로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 순 로 휴식공간(16.1%), 산책로(13.3%)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생태 의 활성화를 해서 해야 할 역할에 한 의견으로 다양한 로그

램 개발(17.4%)과 생태공원과 같은 생태 지의 조성(13.8%)은 방문자 안내시설

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자연생태 지의 이용자 

입장에서 생태 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가 ‘직  체험할 수 있는 로그

램’과 ‘이에 한 정보 안내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재 생태 지

에 다양한 체험거리가 없고, 련 안내시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 안내표지판 

   (1) 도시경관 안내표지판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  도시 경 을 조망할 수 있는 지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 에서 보이는 경 에 한 설명이 있는 안내표지 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남산

타워나 선유도공원과 같은 지역은 조망 지 에서 보이는 경 에 한 지명과 설명이 

담긴 안내표지 이 설치되어 있으나 조망경 이 좋은 지 을 발굴하여 안내표지 을 

설치하면 새로운 경  감상 지역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경 을 감상하는 것 자체

가 이며, 여행을 떠나는 이유 의 하나가 낯선 경 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을 느끼

기 해서이다. 자연경 을 감상하기 해서는 최 한 넓은 면 을 볼 수 있도록 시야

를 확보하여야 하고 기본 으로 본래의 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황기원, 1999). 그

러므로 생태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경 을 감상하기 해서 반드시 직 인 이 

있거나 그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 경  감상은 생

태 으로 볼 수 있으며, 생태 의 측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연환경과 인간

과의 물리 인 은 최소화시키고 방문자에게는 자연생태계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연해설프로그램 안내 표지판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자연해설 로그램 홍보를 한 안내표지 을 탐방객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경 설명 안내 과 함께 설치해놓았다(그림 5-2). 서울의 주요 궁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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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외국인들을 상으로 궁궐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해주는 우리 궁궐 지킴이의 경

우도 궁궐 출입구에 안내표지 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다(그림 5-3). 산을 찾는 탐방

객 수에 비해 숲해설 로그램에 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주요 지 에 한 안내표

지 을 설치해야 한다.

<그림 5-1> 도봉주능선에서 바라보는 도

봉산 안내표지판

<그림 5-2> 북한산 보국문 안내간판 설치 

전경

<그림 5-3> 덕수궁 우리 궁궐 지킴이 안

내판

2) 자연생태방문객센터 

자연생태 은 환경해설  련된 정보의 제공에 따라 상지 자연과 문화에 한 

이해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유발하므로 방문자 기반시설  안내시설은 가장 핵심

 시설이다. 재 서울시 자연생태  환경해설에 한 정보획득  홍보체계에 있어

서 문제 은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안내소의 경우 외래 객을 한 숙박․교통 

등 정보망 제공이 주목 으로 활용되어 자연생태 객이 요구하는 자연자원에 

한 정보와 환경해설 로그램에 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주간에 

한정되고 있으며, 민간업체와 련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연생태정보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한 기존에 설치된 종합 안내소의 설치지 이 역, 공항, 항만 등의 

입․출구 지 , 도심, 상업 심지  도심권 시티버스 순환루트 상에 으로 

치하여 그 입지여건상 소규모 자연생태 거 에 설치되어져야 할 자연생태종합안

내센터와는  다른 입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 서울시 자연생태방문객센터는 최소 2개소(규모 1,000㎡)가 설치되어져야하며, 그 

 1개소는  서울시 안내소(시청)내에 2～3평 규모의 옥내 소형 부스 설치를 

극 검토할 수 있다.  앞으로 설치될 서울시 컨벤션뷰로에도 5평 이상의 옥내 부스형 

안내소 설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연생태종합안내센터는 서울시 자연생태자원 총

황  안내정보, 간 체험 매체, 환경보 , 안 수칙, 자연생태 주제별 탐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 사진, 기타 VTR 테입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소규모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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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거 인 북한산, 여의도, 뚝섬한강시민공원, 난지한강시민공원  선유도공원 

등에는 자연생태 방문지의 옥외해설정보센터  생태해설 을 도입해야 한다. 생태해

설 은 규격 1m x 1m의 해설 에 서식종의 형태 인 모습 외에 분포, 습성, 생태 등 

시각 인 면과 장실습 인 효과를 증 시키도록 디자인하며 추가로 안내정보, 해설

정보, 그리고 주변문화정보와 더불어 자연학습이라는 부수  효과를 얻도록 하되 자연

인 형태, 독특한 자연의 형태를 추구하여 숲과 연못에서는 진한 녹색과 갈색을 사용

하도록 한다.  

재 서울시 소재 자연생태 지의 경우 탐방객 안내소가 주로 운   리만을 

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탐방객 정보 제공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을 고려해볼 

때, 일본의 야조공원과 발견의 숲의 시시설은 직  체험이 가능하므로 체험과 정보

제공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례로서, 서울시 생태 지의 탐방객 안내소에 용해 

볼만한 사례이다. 해외  국내의 시  안내센터의 사례를 통해 서울시 자연생태

안내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하여 시사하는 것이 많다. 

첫 번째 사례로서 동경항 야조공원의 해설 로그램<표 5-3>처럼 갯벌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맥락이 일치하는 주제인 ‘게의 집’, ‘조개의 친구’, ‘철새’, ‘ 물’ 등 그 지역에

서만 특별히 생태 이 가능한 11개의 체험주제를 활용하되 참가인원을 20～70명 등 

자연환경의 정수용능력 내에서 다양한 이용집단(가족, 등학생, 일반, 교육 계자 

등)에게 차별  해설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  로그램」의 경우 10～40

분 가량의 슬라이드, 연극 로그램에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안내원을 지역 문가로 

히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해외사례인 일본 국립과학박물  「발견의 숲」사례는 동경항 야조공원의 갯

벌 해설 로그램과는 달리 ‘산림 숲’이라는 그 지역이 가진  지역  맥락에서 특화된 

숲을 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맥락이 일치하는 주제인 ‘두더지굴’, ‘땅 속 식

물 뿌리들의 모습’, ‘개구리들의 종류와 울음소리’, ‘땅속 애벌  찰’ 등 숲속에서만 가

능한 14개 이상의 각기 다른 체험주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방문객 센터(information 

visitor center) 기능을 하는 「정보카운터」에는 숲의 연구실이라 할 수 있는 분 기의 

각종 미경과 찰의 숲 련된 표본, 자료가 있다. 직원과 교육자원 사자가 표본, 자

료를 사용하여 방문객의 학습활동을 돕고 있다. 수납장 형태로 각 서랍에 돌, 화석류, 

씨앗, 열매, 잎 등을 종류별로 넣어서 아이들이 열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세 번째 국내사례인 우포늪의 경우 「우포생태학습원」은 창녕환경연합에서 폐교를 

임 하여 운 하고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으로, 1999년 하반기에 개 한 이후 약 4만

명 이상이 방문하 다. 상학습실( 형스크린 비치)과 방문자센터, 수생식물원, 망

 등을 갖추고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습지의 요성, 우포늪생성의 역사, 우포늪에 

사는 동식물 등에 한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빔 로젝트를 이용한 상학

습, 슬라이드쇼를 통한 우포늪의 새와 물고기, 곤충, 식물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형학습 , 조류 시  등을 갖추었다. 한 짚풀 공 와 새끼 공  등 다양한 

체험 로그램과 우포늪의 역사와 환경, 습지 식물, 철새 등에 해 문지식을 갖추

고 있는 생태해설가에 의한 장교육이 비되어 있다. 방문 단체의 교육장 이용료와 



제 V 장  서울시 생태관광의 활성화 방안

191

생태해설가 운  수입으로 운 되고 있다. 다른 국내 사례인 주남 수지의 「생태학

습 」, 을숙도의 「낙동강에코센터」, 특히 재 서울시에 소재한 북한산「시청각자

료코 」는 앞으로 서울시의 자연생태 기반시설  한 자연학습 의 모범  

사례를 보여 다. 일본  국내의 생태 지 기반시설로서 시  학습시설을 살펴

볼 때 생태 은 다양한 체험  학습 로그램, 해설이나 련된 정보의 제공 없이

는 방문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 

한편 자연생태방문객 센터의 해설자를 통한 로그램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로그램 <표 5-4>는 향후 서울시의 생태 지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즉 해설가에 의한 해설 로그램의 경우 운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가학습 

로그램으로 PDA나 MP3 이어 등을 이용한 로그램이 도입되어 운 되고 있

고, 시 이나 탐방객 안내소, 안내표지  등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 듯 

다양하게 체험하는 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 해설 로그램에서 해설가에 의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놀이와 로그램을 탐방객 안내소를 방문한 이

용객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한 시 에서 언제든지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비해

놓으면 가능한 로그램이다. 그리고 일일 이용객수가 제한되어 있는 생태공원의 경

우 공원 내 입장은 제한이 되더라도 탐방객 안내소는 자유롭게 방문하여 시시설 혹

은 참여형 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면 방문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용객이 그

냥 되돌아가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문하 을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

는 시설은 생태 이 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

내에서 체험하고 교육받은 내용은 자연스럽게 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술(前

述)한 사례에서는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극 인 지원과 오랫동안 축 된 자료로 조

성되었는데,  시 에서 서울에서는 새로이 자연생태 시시설물을 건립하기보다는 

재의 탐방객 안내소 내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자료를 시하여 방문객의 생태

에 한 심증 를 도모하고 향후 자본을 투자하여 이러한 시시설물을 건립한다

면 생태 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동경항 야조공원(東京港野鳥公園) 사례 1)

동경항 야조공원은 1960년  후반부터 동경항의 매립이 시작되고, 일부지역에 자연스

럽게 습지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야생조류가 찾아들게 되어 지 의 야조공원이 조성되

었다. 야조공원은 야생조류의 서식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있고, 설계뿐만 아니라 

공원이용 로그램에 있어서도 야생조류에 하여 다양한 정보제공과 시가 이루어지

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로그램의 형태들이 시형보다는 직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며, 탐방객들이 제작하거나 작성한 것들이 네이쳐 센

터의 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다. 한, 부분의 자료들이 단기간에 이

루어진 것은 아니라, 1989년 10월 개원한 이래로 축 된 자료들과 경험이다(김지석, 

1) 김지석, 2004, “동경항 야조공원(東京港野鳥公園)”,「일본환경교육 장 사례발표회」, 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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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동경항 야조공원 전경

자료 : http://www.tptc.or.jp/park/yacho/index.html 

2004). 이곳의 생태해설자를 통한 해설 로그램은 재 서

울시에서 운 되고 있는 로그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에 한 슬라이드나 연극 등을 상 하는 

것은 도입할 만하다. 월드컵공원의 경우 환경 화상 을 실

시하고 있는데, 다른 생태 지에서도 화, 연극 등 다양

한 공연 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

는 방안이 필요하다. 

 

□ 동경항 야조공원 현황
◦ 개원일 : 1989년 10월

◦ 면   : 24.3ha

◦ 야생조류 황 : 연간 120종류 내외 찰, 개원 후 203종류 확인됨

◦ 특이사항 : 2000년 6월 17일,「도요물떼새류 요 서식지 네트워크」의 참가 습지

가 되어 도요물떼새의 요한 서식지인 것이 국제 으로 인정받음

◦ 시설 황 : 자연생태원, 잔디밭 장, 동쪽 담수지, 조수유입의 연못, 담수뻘 습

지, 리 사무소(2층), 네이처 센터(지상３층, 지하１층), 자연 학습 센터(단층

집), １·２·３·４호 찰 오두막집,  동쪽 찰 장( 찰 벽), 박사연구실, 자원

활동가 공간, 도서

□ 야조공원 이미지를 고려한 공원시설
◦ 가로등, 안내 에는 야조의 모습을 상징 으로 표시

◦ 스탬 는 야조와 련된 것으로 제작

◦ 네이쳐 센터는 지하 벙커를 들어가는 분 기임

◦ 입구 벽면에 새 련하여 새겨 넣음

◦ 사람이 다니는 길은 습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안경 여 가능, 야외망원경 비치, 안내 책자, 새 안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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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프로그램 현황 

<표 5-3> 동경항 야조공원의 해설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횟수 대상 정원 주최 비고
게의 집을 만들어보자 2회 가족 30명 야조회

데지스코 강습회 1회 일반 70명 부두 공사
공원 탐험대 1회 5세 이상 20명 그린 볼런티어 곤충 찾기

볼런티어 체험 1회 일반 40명 그린 볼런티어 간석지 청소
조개의 새끼를 봅시다 2회 초등학생 이상 40명 그린 볼런티어

나이트 어드벤쳐 1회 일반 30명 그린 볼런티어 야간 관찰
게와 친구하기 1회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와 함께) 25명 야조회
철새 강습회 2회 교사 등 교육관계자 25명 야조회

간석지의 조류관찰 1회 일반 25명 야조회
숏 프로그램 일요일 및 휴일 일반 제한없음 고령자 안내원 슬라이드, 연극 등 

(10～40분)
밀물 관찰회 두 번째 일요일 1회 단체 그린 볼런티어

자료 : 김지석, 2004, “동경항 야조공원(東京港野鳥公園)”,「일본환경교육 장 사례발표회」

□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현황
<표 5-4> 동경항 야조공원의 참여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내용 세부 내용 비고
리플렛 비치 안내자료 및 스스로 학습 유도

헝겊으로 제작된 새 모형 무게 측정
자연정보 모으기 탐방객 참여 우편함 비치

촉감으로 알아맞추기 직접 체험 고동류와 솔방울
새가 되어 보기 새 옷을 직접 입어보기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문제 풀어보기 하드보드지 활용
새소리 들어보기 새소리로 새 알아맞추기 기계 활용

새 무게 알아맞추기 돌로 새무게 알아맞추기
주사위 놀이 쇠제비갈매기의 이동경로를 적용한 주사위놀이

내 조개껍질은 어디에 반쪽 조개껍질 찾아보기
바람소리 들어보기 건물 바깥의 소리 듣기
스탬프 찍어보기 자연물 스탬프 찍어보기 직접 제작 가능
관찰노트 쓰기 관찰한 내용 적고 전시 이면지, 색연필,연필 등

자료 : 김지석, 2004, “동경항 야조공원(東京港野鳥公園)”,「일본환경교육 장 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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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발견의 숲 내부모습

자료 : http://www.kahaku.go.jp/

□ 전시형 프로그램 현황 
◦ 공원에서 찰가능한 야생조류 정보 제공(년 , 월별, 당일)

◦ 도요물떼새류의 이동경로, 출 시간 정보 제공

◦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새 사진 시

◦ 야외망원경과 형모니터를 연결하여 야외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야생조류를 형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함

◦ 유리창에는 맹 류 모양을 붙여 다른 새가 창에 부딪치지 않도록 배려

◦ 물총새에 한 정보: 죽은 물총새의 깃털별 설명

◦ 여러 가지 새집 시: 직박구리, 박새, 상모솔새, 솔부엉이 등

◦ 새끼 기르기에 한 정보: 새마다의 새끼 수, 새끼 기르기를 한 환경 요성 등 

◦ 다양한 알의 크기 모형 시

◦ 새 먹이 도토리를 이용한 인형 제작

◦ 새 조각(박새류, 노랑딱새 등), 새의 먹이 시

◦ 공원에서 찰할 수 있는 새 사진첩 시

   (2) 일본 국립과학박물관 “발견의 숲” 2)

일본 동지방 잡목림 자연환경을 작은 공간에 압축

으로 재 하고 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를 

한 곳에 설정하여, 조작 장치를 통해 자연 속의 비 을 

실내에서 발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에 흥미

를 가지고 실제 야외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

다. 이 시물들은 국내외 박물 에 있는 시 는 교

육 활동을 참고로 함과 동시에 동지방의 근교 의 

각지로부터 이야기를 취합하여 조사와 실제 야외 조사

를 실시하여 컨셉을 정리하고 시를 제작하 다. 시

는 크게 찰의 숲, 새들의 , 정보카운터 세 곳으로 

나뉘어지고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숙, 2004, 국립과학박물  “발견의 숲”. 「일본환경교육 장 사례발표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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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의 숲

<표 5-5> 관찰의 숲 전시 목록  

목록 내용
전시관 전체 분위기 조명, 음향 효과를 통해 숲의 낮과 밤, 날씨를 연출

잡목림 실제 참나무류의 잡목림을 수목의 밀도, 두께, 종류들을 참고로 만듬
두더지굴 구불구불한 두더지굴 단면을 보여 주어 그 곳의 두더지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함

땅 속 식물 
뿌리들의 모습 어두컴컴한 땅 속에 식물 뿌리들을 전시, 손전등으로 비춰보게 함

곤충들 표본 전시 원통형 전시물이 회전식으로 돌아가며 종 별로 볼 수 있도록 전시 
매미 표본 전시 매미종들의 모습과 버튼을 누르면 그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시
야생조류 전시 원탁형 전시판에 새 그림을 배열해 놓고 단추를 누르면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비치된 쌍안경으

로 나무에 앉아 있는 새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무의 수피와 잎 원탁형 전시판에 수피 사진과 코팅된 나뭇잎을 배치해 놓고 지오라마에 있는 나무와 연계해 관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수피의 감촉을 느껴보게 하고 있음   

동물의 발자국 전시
전시실 바닥에 동물들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너구리 발자국이 굴까지 실제 걸음 걸이로 바닥에 찍
혀 있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굴 속으로 들어가 그 너구리의 눈높이로 굴 밖의 땅을 보게 됨. 
또 교재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스탬프로 발자국을 찍는 프로그램이 있음.    

땅 속 애벌레 관찰 낙엽이 쌓이고 그 속의 작은 생물들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흙이 됨. 낙엽이 덮인 땅의 손잡이를 당기
면 땅 속의 단면이 나오는데 그 속에 땅 속 곤충의 애벌레 모습이 드러남   

확대경과 샤알렛 현미경으로 봐야하는 이끼, 지의류, 곤충류 등을 샤알렛에 전시해 놓고 그 위에 확대경을 비치해 좌
우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물의 박제 멧돼지, 여우 등의 동물을 박제하여 실제 그 털을 만져 볼 수 있음
습지의 재현 습지 식물과 조류, 양서류, 파충류들을 박제 전시

개구리들의 종류와
 울음소리

개구리 그림이 있는 원탁형에 해당 개구리를 버튼으로 누르면 구 개구리의 서식환경과 생활 보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울음소리도 들려줌. 울음 주머니의 개수도 그림으로 그려짐  

이 숙, 2004, 국립과학박물  “발견의 숲”, 「일본환경교육 장 사례발표회」

□ 새들의 눈
2미터 정도 높이의 데크에 올라서서 새의 높이에서 보는 시 이며 황은 다음과 

같다. 

<표 5-6> 새들의 눈 전시 목록

목록 내용
관찰스코프 관찰스코프를 부엉이, 날다람쥐 등에 조준하면 그 동물의 나는 장면 등의 영상을 볼 수 있음

네무노끼 꽃봉오리 관찰스코프를 꽃봉오리에 조준하면 개화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전시물로는 꽃에 날아
드는 곤충들이 박제, 전시되어 있음

나무통의 새둥지 나무줄기 세로 단면을 열면 딱따구리류의 새둥지와 알 관찰 가능
자료 : 이 숙, 2004, 국립과학박물  “발견의 숲”, 「일본환경교육 장 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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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포늪
창녕 우포늪은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우리나라 최  규모(8.7㎢, 자연생태계보호지

역 지정 면 은 1.7㎢)의 자연습지이며, 그 역사는 1억 4천만년이나 된다. 재 우포늪 

일 에는 43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한다. 우리나라 체 식물종류의 10%에 해당된다. 

그 에서 수생식물의 종류는 우리나라 체의 50～60%를 차지한다. 이곳의 수생 생

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표이다. 조류는 쇠물닭, 논병아리 등 텃새와 천연기념물

인 노랑부리 어새, 큰고니를 비롯하여 청둥오리, 쇠오리, 기러기 등 62종이 있으며, 

겨울철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류는 붕어, 잉어, 가물치, 피라미 등 28종

이 서식하고 있으나 최근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증가하여 자연생태

계를 하고 있다. 그 외 논우 , 말조개, 잠자리, 소 쟁이 등의 패각종  수서곤

충이 서식하고 있다. 바닥에는 억겁의 세월을 간직한 이 부식층이 있기에 우포늪은   

‘생태계의 고문서’, 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 ’이라고 불린다. 

일제시 까지만 해도 우포늪 주변에 가항늪·팔락늪·학암벌 등 10개의 늪이 더 있었다

고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농경지의 잠식으로 인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후

에도 개발의 압력으로 늪 외곽에 개발의 흔 이 남아있는 등 우포늪의 훼손 험이 높

아졌었다. 다행히 환경운동단체 등의 노력으로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

지역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 으로

도 1998년 3월 2일 람사 약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다. 

우포늪 진입로 입구에는 우포늪안내소가 있고, 환경감시 이 차량진입  방문객 출입

을 리하고 있다. 우포늪은 5명의 환경감시 이 근무하면서 탐방객의 안내  시설물

의 리를 맡고 있다. 특히 철새 찰을 한 망 에는 우포늪 보   리 황, 

우포늪 동․식물 총람 등 각종 설명 과 우포늪 모형도, 500원을 넣으면 이용할 수 있

는 조류 찰용 망원경 등이 있다. 그리고 1명의 환경감시 이 상주하면서 탐방객을 

상으로 철새에 한 해설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특징 이다. 겨울에는 

하루 2천명이 넘는 방문객이 철새를 보기 하여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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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우포늪의 전경 <그림 5-7> 우포늪 전망대 내부 <그림 5-8> 우포늪 안내소  

<그림 5-9> 생태계보전지역 표지판 <그림 5-10> 우포늪 안내도 <그림 5-11> 주변지역(창녕군) 관광안내도

<그림 5-12> 폐교를 활용한 우포생태학습원 <그림 5-13> 우포생태전시체험관 내부 <그림 5-14> 짚풀공예 체험프로그램 작품

<그림 5-15>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생태체험장 <그림 5-16> 운동장에서 야영중인 모습 <그림 5-17> 편의시설(세면대,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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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남저수지
□ 생태학습관 

주남 수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탐조조건이 좋은 철새도래지다. 주남 수지에서만 

볼 수 있는 새가 약 200여종에 달하며, 여름철에는 수많은 곤충과 수 로 살아있는 

자연사박물 이다. 

주남 주지 입구에 만들어진 주남 수지생태학습 은 주남 수지를 찾아오는 겨울철

새, 여름철새, 나그네새, 텃새와 수서식물, 곤충 등 다양한 사진들과 곤충표본, 식물표

본,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황조롱이 등 20여종의 새박제를 비롯해 주남 수지 상물, 

조류의 비행 원리에 한 동 상 등을 갖추고 있는 최신식 학습 이다. 국비지원 을 

포함한 14억 5천여만원이 투입돼 건립된 1층 건물로 새가 비상할 때의 날개짓을 형상

화하여 조성되었다. 2004년 7월 13일에 개 하 으며, 유료입장(성인 500원, 청소년․

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이다. 

<그림 5-18> 주남저수지 전경  

<그림 5-19>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전경 <그림 5-20> 주남저수지 탐조포인트 안내도 <그림 5-21> 주변지역(창원시) 관광안내도

   (5) 을숙도의 낙동강에코센터  
을숙도를 심으로 한 낙동강하구에 세계 인 철새도래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기 

해 생태계복원사업과 낙동강에코센터(ECO)건립을 추진 에 있다. 낙동강에코센터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한 에 볼 수 있는 상설․기획 시장과 연구센터, 생태체험공

간  생태  시설로 꾸미기 해 2004년 재 국제건축공모를 통하여 추진 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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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센터는 세계  철새도래지 주변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차원에서 환경성 논란의 여

지도 없지 않았으나 ‘자연  인간, 립과 화해’(nature vs. man-made, conflict or 

harmony)로 주제를 정하고 국제 상공모로 최선의 생태환경 친화 인 공간을 창출

하고자 한다.

2005년 말 완공할 정인 이 센터는 낙동강 문화역사실과 생태실, 습지실, 기획 시실 

등을 갖춘 상설 기획 시 으로서 낙동강 일 의 생태연구시설  생태 지로 활용

될 정이다.

이와 함께 을숙도 문화회 (문화․ 술공연, 문화 련 시) → 수자원공사 물 문화회

(물과학/견학  방문자 센터) → 낙동강에코센터(생태 ․교육/생태계보 /낙동

강하구 리/연구) → 야생조수치료센터(조류치료/표본 리/연구) 등과 함께 을숙도를 

비롯한 낙동강일원을 생태벨트화 하여 생태 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북한산 
북한산국립공원탐방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산국립공원 소개 코너
국 국립공원 안내와 북한산의 생태, 지질, 역사, 아름다운 경 을 소개하는 곳이다.

□ 북한산의 자연 체험 코너
북한산의 자연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북한산의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코 , 나무의 껍질, 잎, 열매를 찰하는 아낌없이 주

는 코 , 북한산의 야생화 사진과 동식물 표본을 시하는 코  등이 있다.

보고 싶은 새의 동 상을 볼 수 있는 조류검색코 , 동·식물 그림 퍼즐 맞추기, 숲 속

의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는 친구들과의 화방, 동물의 생활과 보 자리 소개  동물

의 발자국을 어보는 코  등이 있다.

□ 시청각 자료 코너
북한산의 모든 정보를 상  슬라이드를 통해 할 수 있다.

□ 자원활동가실
북한산 자연해설 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원활동가들의 공간으로 각종회의  교육 로

그램 비를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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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전시관내 쓰레기가 분해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보여주는 모형

   (7) 선유도
□ 방문자안내소

기존 용도는 제2여과지로, 연면  2,564.9㎡로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이다. 공원의 

주진입구에 치하며 정수장 시설  모래와 자갈을 수조에 채워 물의 오염물질을 여

과하는 속여과지를 재활용하 다.

좁고 긴 앙부분의 외벽을 확장하고 토벽돌과 큰 유리창을 설치하며 새로 설치한 

시물을 통하여 선유도의 역사와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이 담긴 정보를 제공한다.

□ 한강전시관
기존용도는 송수펌 실(1978년)로 연면 은 1,794.65㎡,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

다. 한강 시 은 한강과 련된 시와 학술발표, 세미나, 강의 등의 활동을 지원한

다. 녹슨 철 에 둘러싸인 경사 장을 통해 진입되는 1층은 멀티미디어 갤러리  휴

게공간으로 이용되며, 수조로 이용하 던 외부의 지하구조물을 지붕만 철거하여 기존

의 기둥을 그 로 살린 녹색기둥의 정원이 큰 창을 통해 시야에 들어온다. 원래 사용

하던 펌 가 남겨진 지하 시장에는 한강의 리, 생활, 역사, 환경  생태, 사계의 

풍경 등을 상시 시하며, 강연홀  녹색기둥의 정원으로 이어진다. 기획 시실로 

활용되는 2층 공간에서는 북측으로 난 긴 창을 통하여 삼각산의 풍경이 들어온다. 천

정에 걸려 있는 기존의 크 인은 시물의 운반에 이용하거나 시물 설치에 활용하

다. 

   (8) 월드컵공원
□ 월드컵공원 전시관

마포구 성산동 549 월드컵공원 리사무소 1층에 치하며, 

총면 은 879.68㎡로, 주 시실 423.09㎡(약131평), 로비 

209.79㎡(약 65평), 상실 158.76㎡(약 49평), 야외 시 

88.04㎡(약 27평)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시내용은 18세기 한강속의 난지도, 과거에서 오늘까지

의 난지도, 난지도,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맑은 물․살아

나는 생태, 쓰 기․소비의 결과물, 쓰 기․새로운 자원, 월

드컵공원, 부활하는 난지도, 난지도의 생태, 난지도의 식물과 

동물의 주제로 시되어 있다. 

주요시설은 난지도 쓰 기산 단층모형, 난지도 월드컵공원  

생태 련 동 상 10여종, 월드컵공원 축소모형, 환경체험 기

자재, 80석 규모 다목  상홀, 난지도를 상징하는 각종 환경

조형물, 인터넷 서비스공간 등 시민 휴식공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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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  정보 제공 서비스

 

 시 에서 서울시 자연생태지역의 방문객 기반시설이 탐방목 으로 방문하는 

객들에게 최소한의 기본편의시설만 제공하도록 조성되어야 하는 반면 홍보  정보제

공 서비스는 더욱 확 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들어 자연친화 인 환경, 웰빙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생태해설 로그램에 한 심이 낮은 이유는 지

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에 의한 까닭이 큰 것으로 설문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에 

재미있고 유익한 로그램 내용 구성과 이에 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의 경우 이용률은 높지만 이용동기가 주로 운동이나 친목

도모, 기분 환을 한 방문 등 자연생태 의 본질  활동과 차이가 있다. 서울시

가 운 하고 있는 숲해설 로그램의 경우에도 주로 학생들의 환경교육 혹은 산과 나

무에 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분 

극 인 정보 검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일반 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이러한 로그램은 자연환경과 동

식물에 한 심이 있는 사람만이 찾는 특별한 분야로 취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생태 에 한 정보 획득  홍보 체계에 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 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  ‘서울시 체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생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홍보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재 흩어져 있는 생태 에 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리자입장에

서는 각 조직 혹은 부서간의 정보 교류로 생태 상품 개발에 있어서 복을 피하고 

장소별 특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태 상품 약이 

가능하고 핸드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 해

설가의 도움없이 생태탐방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는 안내표지

을 제작하고, 주제별, 권역별 생태 지도를 제작하여 개인이 생태탐방 코스를 구

성하여 스스로 탐방 가능하도록 한다.

1) 서울시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의 D/B로 활용하면 체계 인 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를 한 방법으로는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

화 부에서 구축한 종합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

록 표 화하는 방법이다. 서울시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ttp://gis.seoul.go.kr/)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시의 지리정보를 시민에게 제

공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경계도, 구역도, 지 도, 지형도 등 공간상 치를 

유하는 지리자료와 이와 련된 속성자료를 통합해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며, 서울시 

지도 검색, 테마별 지도, 내 지도 만들기, 통계지도, 서울시 변천사, 지도 시 ,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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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문화관광부 종합관광정보시스템

학습 등 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재, 테마별 지도에서 제공되는 문화  지리정보로는 공원구역정보, 문화재보호정

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체 인 속성정보의 열람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충분한 

자원정보의 갱신이 필요하다. 

2004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 아직 기단계라 미비한 이 있지만, 향후 풍부한 

자원과 함께 다양한 부가 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자원과 함께 인근 편의 시

설, 음식  정보, 교통정보까지 함께 검색할 수 있으므로, 지리정보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3>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그림 5-24>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의 테마별 지도 컨텐츠

문화 부 종합 정보시스템(www.tour.go.kr)에

서는 기존의 문서 형식의 자연자원정보를 Web 

GIS로 구 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개

발 에 있다. 재 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 그

림과 같이 그 틀을 갖추고 가시성을 높이고, 방문

객 혹은 정보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각종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 정보시스템

에서 구축해놓은 자연자원을 비롯한 자원의 

D/B를 활용하여 서울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

축하고 표 화를 통하여 시스템간 정보교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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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재 서울시는 서울문화  홈페이지(www.visitseoul.net)를 운 에 있다. 그러나 

생태 에 한 정보는 빈약한 실정이다.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자연

체험학습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서울라이  > 어린이 세상 > 체험학습의 디 토

리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련 사이트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트맵 구성이 

복잡하여 정보 획득의 어려움은 여 히 존재한다. 이 듯 분산된 생태  정보를 통

합하여 운 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생태  포털사이트 구축은 필요하다.   

박종희․주재훈․문태수(1999)3)에 따르면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객이 에 한 새로운 욕구가 생기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고, 

효과 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해 인터넷 정보의 요성을 다음 표와 같이 

정보 이용자의 입장과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5-7> 인터넷 관광정보의 중요성

구분 세부내용 

관광객 입장
 ∙ 어떠한 기회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위험요인을 줄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 필요한 모든 준비물의 계획 및 관련 정보 획득과 예약을 용이하게 한다
 ∙ 간접체험을 통해 관광자원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간의 제약없이 정보를 획득한다 

관광정보 
제공자 

 ∙ 잠재 관광객에게 지역 관광매력물 존재의 인식 기회를 제공한다
 ∙ 방문을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 다양한 관광상품 구매와 체제일수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
 ∙ 정보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관광시장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적은 비용으로 전세계의 잠재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박종희(1999) 등은 인터넷 정보 시스템의 문제 과 객이 필요로 하는 정

보에 해 조사하여 PC  인터넷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 다. 

그들은 외부정보가 지 선택에 향을 주고 인터넷이나 PC통신의 정보는 

객이 에 한 새로운 욕구를 발생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 만약 잠재 

객이 특정 지역의 정보내용에 만족한다면 그 지역으로 안을 선택하는 의사결

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연구결과 객이 여행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용교통정보와 자연경   명

3) “인터넷 정보의 문제 과 정보 선호도에 한 연구”, 1999, 「제46차 학술발표논문집」, 한국 학회 (김종남, 「인터넷 정보

가 지 이미지에 미치는 향」, 1999, 경기 학교 학원 개발학과 석사학 논문, p.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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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고 에 한 정보 으며, 코스에 한 정보로는 지구별, 여행목 에 따른 

세분화된 정보를 선호하 다. 결국 객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호

하며 특히 가격에 한 정보에 높은 심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연생태 객들은 목 지에 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고 행동여부도 결정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 생태해설 로그램의 경우 운  주체별로 홈페이지나 소

식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정보운 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표 5-8> 서울시 체험학습 정보 제공 홈페이지 주소 

체험학습 관련 홈페이지 주소
환
경
교
실

시민환경교실(환경국) http://env.seoul.go.kr/
월드컵공원 환경교실 http://worldcuppark.seoul.go.kr/
난지 하수처리장 견학 http://nanjihasu.seoul.go.kr/
상수도 연구소 견학 http://water.seoul.go.kr/tech/w04/index.html

자
연
학
습
장

어린이 한강 자연학습장(한강시민공원) http://hangang.seoul.go.kr/
월드컵공원 생태학습 프로그램 http://worldcuppark.seoul.go.kr/

길동생태공원 http://parks.seoul.go.kr/kildong/
어린이 자연학교 http://www.childrenpark.or.kr/school/school.html

어린이 페이지(서울대공원) http://grandpark.seoul.go.kr/grandpark/
숲 속 여행 프로그램 http://san.seoul.go.kr/index.jsp

기
타

곤충학교 http://www.niast.go.kr/cig/default.htm
어린이 농업교실 http://child.maf.go.kr/
중랑하수처리장 http://jhasu.seoul.go.kr

생태  포털사이트에서는 자연생태 련 멀티미디어 D/B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가상학습과 가상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한다. 특히 문성을 가진 각종 동호회

(탐조 문, 역사순례, 인라인 동호회 등)를 자발 으로 활성화시켜 각종 정보를 업그

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를 한 ‘어린이 자연생태 ’, 서울시 자연생태 자료를 주변 사람에게 mail로 

할 수 있는 e-card코 , 생태  자원을 , 여름, 가을, 겨울 등 계 별 자원 황, 

이용계층과 목 에 따라 맞춤형 정보와 생태 안내지도를 팸 릿 형식으로 제공하

는 e-brochure 코 , 생태  상품의 약,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정보제공 기능, 학술 

 연구·교육자료 등 다양하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강원도 DMZ 안보․자연생태관광 홈페이지 사례 
DMZ 안보․자연생태 연계시스템은 산재되어 있는 DMZ 안보․생태 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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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체계 으로 수집․조사하여 동 상․가상 실 서비스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DMZ 문 컨텐츠로서, DMZ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이다. 

강원도가 2년여간의 사업계획과 추진기간을 거쳐 완성되어 2001년 7월부터 서비스 시

작하 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다. 

◦ DMZ 련 안보, 자연생태, 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 분류, 가공, 편집하고 DB

화 

◦ DMZ 스 치 : 비무장지 의 황과 변화 등을 기록 

◦ 역사의 장 DMZ : DMZ 역사유   주요 투사 등 소개 

◦ 남북교류와 력 : 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 교류사 등의 정보가 상세히 소개

◦ 생명의 땅 DMZ : 생태보 과 권역별 생태 황을 자세히 안내하여 청소년들의 살

아있는 자연학습

◦ DMZ Tour : 안보체험 을 해 비무장 지 의 코스와 태마별 지를 

일목요연하게 소개 

<그림 5-26> 강원도 DMZ 안보․자연생태관광 홈페이지(www.korea-dmz.com)

3) 관광안내지도 

지도는 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지도와 여행에 한 범 한 자료

를 수록한 것으로서 단순한 길 안내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고  매력을 느끼게 해주어 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는 시각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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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정보 달매체이다.4) 그러나 객에게 지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의 계획, 실행, ,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도 필수 으

로 요구된다. 향후 발 잠재력이 있거나 실제 자원의 입지, 특성, 환경, 분포, 근

성 등을 생동감있게 나타내므로, 통합된  계획과 리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은 공간과 련된 활동으로 련된 지리 정보의 참조 없이는 통합 이고 지속가능

한  계획, 개발  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5) 

지도의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개발과 리에 있어서 기존 혹은 잠재 인 목 지 악, 자연자원의  

가치 악,  토지이용의 구획, 개발계획의 확립, 자원 목록 작성,  개

발을 한 유휴지 목록 작성,  설비의 모니터링  유지,  토지 보호, 받

는  지역과 설비의 탐지, 침식, 화재 발생,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은 생태계 재난에 

의한  토지  설비의 손상이나 의 수 에 한 평가 등에 활용가능하다. 

지도는 마 에 있어서 정보의 커뮤니 이션, 명소  설비의 , 

고, 마 을 한 수단으로서 활용가능하다. 

장소마  믹스는 지리  마  믹스(도시 마  는 장소 마 )가 가질 수 있

는 조합으로  수단, 공간-기능  수단, 조직  수단, 재정  수단을 제시하고 있

다.  수단은 이벤트 실시, CI  슬로건 제작, 이미지 커뮤니 이션 등이 해당되

는데, 장소마 의 이미지 커뮤니 이션의 도구는 사진, 지도, 성 상, 가상 실 이

미지 등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지도의 이용이 증가되면서 생태  포털사이트가 구축되면 인터넷상의 멀

티미디어 지도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도는 그래픽 표 에 의존하는 그래픽 커뮤니 이션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능 인 측

면에서도 그래픽 디자인의 의식이 반 되어야 한다. 그래픽 디자인 의식은 그래픽 심

벌을 합리 이고 효과 으로 사용하는 필요조건과 미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충분조

건을 갖추어야할 것이다.

마 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지도의 역할에 한 고찰로 정보 웹사이트의 

안내도에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지도는 종이지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되어져야 하는데, 인터넷상의 표 화

(web standard)와 기술  한계를 고려하여 웹안 색(Web-safe colors)6)에 의한 칼라

매칭, 소리 달, 텍스트와 지명 치 등 종이지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되어져야

한다. 

한 멀티미디어 환경은 소리, 애니메이션, 그림 등의 요소를 활용하게 되고, 하이퍼링

4) 박석희, 1994,「 안내표지 개선방안에 한 연구(I): 안내표지 , 안내소, 안내지도」, 한국 공사

5) Nnabugwu O. Uluocha, 2001, "Appraisal of tourist mapping in Nigeria",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

6) 웹 안 색(Web Safe Color) 시스템 : 컴퓨터 운 체제의 종류, 라우 의 종류에 상 없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안 한' 색을 말하며, 유채

색 210가지, 무채색 6가지로 모두 216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컬러 시스템이다. 색이 안 (Safe)하다는 것은 '색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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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mouse-over(roll-over)와 같은 이용자가 역동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으로 지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 다. 특히 자지도는 화면에서 보이는 시간

이 짧으므로 심미 이고 간결하며 정확하게 디자인하여야 효과 으로 내용을 달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지 에 효과 인 지도 작성을 해서는 3D, 가상 실(Virtual Reality), 

멀티미디어 상호작용(Interactive multimedia) 기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7)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 으로 산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

도에 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찾는 부분의 객도 단체 객으로

서 여행 안내자에 의해서 일정한 패키지 여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개인이 지도를 보아가면서 을 하는 경

우가 많아서 지도의 수요도 많고 기법도 다양한 지도가 발달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경향의 변화(주40시간 근무제로 여행증가, 개별여행의 증가, 

산업의 다양화 등)로 인하여 개인이 지도를 보아가며 을 계획하고 여행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해지고 있는 산업과 여행 경향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도의 질  차별화와 발달이 요구된다. 

한국 공사(1994)에 따르면, 여행의 정보획득원으로서 내․외국인이 모두 지도

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도상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한국 공사(1994)의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휴게

소, 역, 터미  등의 교통요충지에서의 정보획득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제공물의 부족과 극 인 정보이용의지의 결핍에서 나온 결과

라 추정된다. 따라서 우선 으로 보다 문 이고 종합 인 안내지도  안내책자의 

제공으로 객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목 지 방문 단계에서는 교통

요충지를 심으로 목 지에 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목 지에서는 장소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원해설 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독특한 디자인의 자원해설 과 다

양한 아이디어 제공을 통하여 흥미유발과 이해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

생태지역에서는 이용객의 생태  개념에 한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지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8)

◦ 행길에 최종목 지로 안내 혹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여야 함

◦ 거리, 지명, 행정구역 등의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국단 보다는 지역단 (시, 군, 구)의 공간  범 이어야 함

7) C. Peter Keller and Erin Richmond, 2001, “The Map as a Tool in Travel Destination Marketing on the Internet”,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

8) 김정 , “문화지도 다양할수록 좋다”, 「문화도시문화복지」, 한국문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ct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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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의 지도를 모아서 섹션화할 수 있도록 표 화 되어야 함

◦ 외국 객들이 우리나라를 할 때 필요하므로 명소에 구비해놓아야 함

재 서울시 안내소에서는 외국인을 상으로 제공되는 서울시 지도는 구비되어 

있지만 내국인용 지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며, 외국인용 지도도 주제별 다양한 지도

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1) 주제별 관광지도 제작 
도로지도나 종합 도가 아닌 각 주제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담긴 지도를 제작하여 

정보이용률을 증진시킨다. 범례를 보지 않아도 즉각 으로 내용을 악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 으로 세련되고 사진이나 그림 등 충분한 그래픽을 사용하여 자원에 한 

흥미를 유발하며 지형이나 시설을 입체 으로 표 하여 시각  효과를 높여야 이용률

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과다한 정보표시는 오히려 시각화를 방해하므로 여유공간

이 필요하며, 개략 인 치와 그림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근을 한 구체 인 방

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 상품의 경우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팸 릿 형식의 지도의 경우 지횟수를 이고 휴 하여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져야한다.  

재 무료로 배포되는 안내지도의 경우 공공기 에서 제작하 거나 고를 목

으로 제작된 경우가 있으며, 주로 안내소나 지방정부에서 객이 요청을 할 경

우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역 스 일에 따라 서울시 체 안내지도, 단일 자원안내지도, 

목 에 따라 종합 안내지도, 주제별 안내지도로 구분하여 지도를 제작하고, 

배포 장소에 있어서도 안내소, 지하철역, 각종 지뿐만 아니라 공항, 터미 , 

역, 휴게소, 식당, 철역, 주유소 등 의 근이 용이한 곳에 충분한 양을 배포하

여야 한다. 

한 이러한 장소에 민간 지도 제작업체의 가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무료

지도와 안내책자  지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용객의 정

보이용의지가 극 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단계 으로 안내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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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경관 지도 
□ 봄꽃길 지도 

<그림 5-27>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의 봄꽃길

□ 가을길 지도 

<그림 5-28>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의 가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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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례 

<그림 5-29> 일본의 야경 관광안내지도 

   (3) 레저 지도 
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 

국의 경우 1970년 부터 오리엔티어링 지도(orienteering map)를 포함한 다양한 

휴양을 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특히 각 활동에 한 구체 인 정보, 자 거 

여행에 있어서는 풍속, 거리, 경사, 바람 등을 제공해주는 자 거 지도가 필요하다. 9)

자 거 지도, 인라인지도, 트 킹 지도, 등산 지도, 수상  지도 등을 제작할 수 있

다. 

9) Richard Oliver, 2001, “Mapping for Cycle Touring in Britain; Past, Present and a Possible Future”, The Cartographic Journal, 38(1), 

48-60, 이 연구에서는 국의 경우 자 거 지도에 한 축척으로 1:10만에서 1:126,720의 범 이며, 기복은 30미터보다 더 크지 않은 간격

의 등고선으로 보여져야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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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라인 지도

<그림 5-30> 한강변 인라인 로드맵 (문화일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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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해설 로그램의 강화  

1. 담 부서 지정  민간 참여 방안

재 서울시에서 운 되고 있는 생태해설 로그램은 장소에 따라 리부서가 다르고 

해설 로그램의 경우 해설가의 소속 한 다양하다. 국립공원 리공단, 서울시 공원과, 

공원녹지 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각 구청의 공원녹지과 등에서 개별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로그램을 운 하므로 서울의 생태 로그램의 체 목록을 알

기가 어렵고, 분산된 운 체계는 정보교류의 부족으로 로그램의 계획  리, 해

설가 교육  운 에 있어서 비효율 인 측면을 보인다(<표 5-9>, <표 5-10>) 한 

숲속해설 로그램의 경우 서울시 공원과에서 운 하고 있고 장에서의 해설은 숲속

해설가 회 소속의 숲해설가가 맡고 있다. 서울시와 해설가간의 의사소통  로그

램 신청 창구의 역할은 해당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설 로

그램이 이루어지는 일요일에는 담당직원이 창구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에 생태  

혹은 생태해설을 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하나의 통일된 창구에서 정보의 제공  

홍보, 생태해설 로그램에 한 연구  개선, 문 인 생태해설가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자연해설을 담하여 리하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산림 인스

트럭터 제도를 마련하여 생태해설을 한 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라남도에서는 생태자원을 효율 으로 개발하기 하여 '생태체험 자원화 의회'

를 구성하여 담부서로 신설하 다. 행정부지사를 원장으로 문화국장, 농정국

장, 해양수산환경국장과 담당과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구성하 고, 의회는 그동

안 각 부서에서 독자 으로 추진해온 생태·녹색 자원 개발사업과 농·어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발 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 수립  

효율 인 업무추진 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5-9> 생태해설 로그램의 운 주체 황을 살펴보면, 5군데의 생태공원(강서습

지, 길동, 여의도샛강, 아차산, 우면산)의 경우 각 운 주체는 한강시민공원 사업소와 

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지구 사무소, 그리고 진구청 공원녹지과 등 각기 리운 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체의 입장에서도 생태 을 

효율 으로 계획, 운 , 리하기 해서는 상기 사례에서처럼 담당부서를 신설하거나 

련된 부서간 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생태 은 정부 혹은 지

방정부의 차원에서 자연자원의 보존  리가 이루어져야하므로 로그램의 장소별 

분배  제한을 두어 체계 인 계획하에 개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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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생태해설프로그램의 운영주체 현황  

구
분 장소 관리운영주체 프로그램 

운영주체
생태해설가

(해설가 소속) 생태해설가 교육 생태해설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수 비고

생
태
공
원

강서습지
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
사업소

생태보전
시민모임

생태해설가 
(생태보전시민모임)

기본소양강좌 
(10～12회) 후 
현장모니터 및 

참여로 심화학습
20명 약 2,500명

길동 
생태공원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길동사무소

길동지기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10회, 
심화학습, 
현장실습

45명
8,147명

(생태학교, 
관찰교실 등 

20개 프로그램)
생태

코디네이터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
사업소

여의도지구사
무소

▪여의도지구
 사무소
▪그린캠프환
 경교육연합

▪여의도지구사무소 
 직원
▪생태학교교사 
 (그린캠프환경교육
 연합)

▪직원: 전공자
▪그린캠프
 환경교육연합:
 자체강사,
 자원봉사자육성

사무소 
직원2명

(정규직1, 
임시직1)

▪생태학교: 300
▪자연관찰학습: 
  8,600

프로그램
운영단체 

매년 
공모하여 

선정

아차산 
생태공원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전담직원
(생태코디네이터)

 관련분야 전공자 
채용

1명
(1일 2회 
회당30명)

4,758명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
전담직원 

있음

우면산 
생태공원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생태공원전담 직원 
(공원녹지과 소속)

 관련분야 전공자 
채용

교육담당 
직원 1명

약 260명
(주 1회, 회당 

20～30명)
생태공원 
전담직원 
총 2명

공
원

남산 
공원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프로그램개발실
 총괄 
▪각 공원
 관리사업소
 에서 운영

자원봉사자
(남산사랑회)

연2회 모집
서울시공원녹지관

리사업소에서 
기초교육 후 각 
공원별 심화교육

10명
1,234

(식물교실, 
식물의 이해 등 
4개 프로그램)

보라매 
공원 외부강사 - 442 

(자연체험교실)
시민의 

숲 외부강사 - 264 
(어린이숲교실)

월드컵 
공원

자원봉사자
(하늘이) 20

8,028 
(조류탐사, 

토요가족자연관찰회 
등 9개 프로그램)

프로그램전담 
정규직원1명/ 
생태코디네이
터(임시직)

1명
용산 
공원 외부강사 -

1,195 
(봄맞이개구리

한마당)
여의도 
공원 자원봉사자 5 703 

(생태숲관찰교실)
생태공원프로
그램담당자 

있음
영등포 
공원 외부강사 - 327 

(공원식물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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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
분 장소 관리운영주체 프로그램 

운영주체
생태해설가

(해설가 소속) 생태해설가 교육 생태해설자 
수

프로그램참여자
수 비고

산
림

북한산
국립
공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한산 
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
단 북한산 
서부사무소

▪에코가이드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약직직원)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운영주체
자체교육

에코가이드 
22명/ 

자원활동가 
45명

(1～3기)

545명
(74회)

생태프로그램
담당직원 있음

서울시 
11개 산 

(숲속여행
프로그램)

9개 해당구청/
공원녹지관리사

업소(남산)/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서울시청 
공원과

▪숲해설가
 (숲해설가협회)
▪자원봉사자

▪숲해설가 :
 2개월 교양강좌,
 15주 양성교육
 (강의․트레이닝)
▪자원봉사자 :
 별도 교육프로그
 램은 없음

숲해설가 
51명/ 

자원봉사자 
43명

14,132명
(9월말 현재)

▪각 구청 내 
 예약담당직원
▪시청 공원과
 에서 자원봉
 사자 간담회 
 및 관련행사 
 소개

수
목
원

국립
수목원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문화교육연구실

▪산림환경교육
 교사
 (국립수목원)
▪자원봉사자
 (광릉숲지킴이 
 중 일부)

국립수목원
자체교육 18명 1,100

(녹색 교실) 전담부서 있음

수목
학습원 
(갈메, 
사능)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양묘과
공원녹지관리 
사업소 양묘과

▪수목학습원
 원예직직원 
▪필요시 외부
 강사

▪관련분야 전문
 가 고용
▪별도 교육은 
 없음

사능, 갈메 
각각 직원 

1명 

▪사능 :624
▪갈매 :120
 (자연체험교실/
 박타기 등)

원예직 직원이 
담당

주: 로그램 참여자 수는 2004년 1～10월까지의 생태 로그램 참여자 수를 의미함.

    우면산 생태공원은 7월말 개원시부터 10월말 재까지의 참여자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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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자치구별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 현황  

해당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장소 시기 기획․운영기관

강북구
나비곤충대축제 삼각산 나비곤충대축제 4월 강북구 

문화운영기획단

신나는 방학교실 제부도갯벌탐사, 삼각산 생태기행, 
영월동강탐사 7월 자치행정과

강서구 청소년생태탐방 강서습지생태공원, 개화산, 방화근린공원 8월 생태보전시민모임

광진구 테마가 있는 가을여행-생태기행 아차산, 중랑천 등 일대 10월

구로구
안양천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 구로본동~도림천 합류부 6월 문화홍보과

자연학습장운영 고척 근린공원을 비롯 신도림역 북측광장, 
구로어린이공원, 구청광장 분수대 등 4곳 6월～8월 공원녹지과

도봉구
어린이 자연체험단 발바닥공원, 쌍문 근린공원 등 4곳 9월 도봉환경교실, 

산업환경과
생태환경 프로 발바닥 공원 연중 도봉환경교실, 

산업환경과
마포구 도심 속 별자리여행 어린이우주과학여행 2기 5월 아현3동사무소

서대문구

새들의 집들이 기획전 새들의 생태와 서식처의 특징을 소개 10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어린이체육 및 야외체험프로그램 안산벚꽃길 맨발트레킹, 별자리관측과 
남한강 자연탐사 래프팅 등 8월 문화체육과

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총 11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자연학습프로그램 연중 자연사박물관

성동구 매미학습교실 중랑천변 송정제방 6월 공원녹지과

성북구
여름방학 청소년 어울마당 동강자연문화탐사, 별자리탐사 7월 가정복지과
여름방학 어린이환경교실 정릉천, 중랑하수처리장, 상암생태공원 8월 청소환경과

송파구 꿈나무 푸른교실 월드컵공원, 광암정수장 등 7월 환경과
자료 : 하이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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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생태해설가 운영 유형 구분  

구분 특성 비고

공원관리주체 
“직접운영”

공원관리주체 
소속 직원 

활용

∙공원관리직원이 직접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방식
∙일반관리와 프로그램운영의 일원화로 관리에 용이하며, 정보공유

와 협의과정에 참여가 가능함
∙관리주체에서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교육의 질과 운영관리의 일원화에 긍정적 영향 줄 수 있
음

▪아차산 생태공원
▪우면산 생태공원
▪수목학습원

자원봉사자
활용

∙공원관리주체의 모집과 교육에 의해 자원활동가 조직 및 활동이 
가능해짐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교육과 경험이 축
적되어져야 하므로 교육프로그램 초기부터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임

∙공공부문의 주민참여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길동생태공원: 길동지기
▪남산공원: 남산사랑회
▪월드컵공원: 하늘이
▪여의도공원

복합형
(소속직원+자

원봉사자)

∙공원관리직원이 직접 환경교육에 참여
∙공원관리주체의 모집에 의해 자원활동가 조직 및 활동
∙소속직원 통한 운영관리의 일원화와 프로그램의 지속성, 자원봉

사자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주민참여와 전문지식의 활용가능

▪북한산국립공원 : 
  에코가이드(직원)/
  자원활동가(자원봉사자)
▪국립수목원 : 
  산림환경교육교사(직원),
  광릉숲지킴이(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위탁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국내 생태공원의 민간단체위탁은 영구적이기보다는 자원활동가들
의 조직이 체계화되고 자립적인 활동이 가능할때까지 한시적임

∙공원 시설 및 일반관리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이 이원화되어 
정보공유가 부족함

∙공공부문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길동자연생태공원 : 
  생태보전시민모임10)
▪고덕수변생태공원 : 
  한국퇴직교원협의회11)
▪강서습지생태공원 : 
  생태보전시민모임

직접운영
+

위탁운영

∙공원관리주체가 소속직원을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용

∙프로그램 운영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간단
체에 위탁하여 운영

∙공공부문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직접 운영 인력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가능

▪여의도샛강생태공원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여의도지구사무소 : 
   자연관찰학습 운영
 - 그린캠프환경교육연합
   (공모선정): 생태학교 운영

10) 생태보 시민모임에서 길동생태공원 개원 기에 운 하 으나 재는 자원 사자에 의해 운 되고 있음

11) 한국퇴직교원 의회가 고덕수변생태공원 로그램을 운 하 으나 재는 운 로그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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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연생태 은 지역주민이 운  주체가 되며, 지역주민과의 문화공유, 장기체류

를 통한 생활 찰 등 생태 으로부터 지역이익을 최 화 하는 등 ‘커뮤니티’ 지향  

개발방식이 도심형 주거공간인 서울시 권역에 용시키면 아직 생태  상품을 개발

하고 운 할 독자 인 지역주민 단체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앙정부는 생태

의 반 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법규․제도  정비를 담당하는 공공주체로

서 역할을 가진다. 서울시는 실질 인 운 주체가 아닌 업무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 

집행에 한 권한과 책임만 지닌다. 

신 지역주민 단체가 참여 실질 으로 운 권한을 가진 민 합동기구인 ‘서울시생태

의회’(가칭)를 설립하여 기본 으로 자연생태 개발 사업의 친환경성 여부를 

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으로서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부

문과 서울시, 자치구가 통합 으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제고에 한 무 심, 비효율 인 인력  산활용, 생태 자원활

용과 련된 결정의 신속성  비 고객지향 인 운 방향 등의 문제 을 보완해야 한

다. 이런 력 의회 내에서 이해 계자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 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생태 의체는 상지역에 계된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민 공동 의체

로, 여기에 포함되는 이해당사자로는 해당 지방정부의 공무원, 지역주민, 지역 내 련 

기 과 단체, 비정부단체, 문가 등이 포함된다. 각 생태상품의 운 주체들은  지역주

민이 극 참여한 가운데 구청(지자체), 련학회  환경교육 시민단체와 력하여 

한 수의 자 결정  생태 로그램을 개발한다. 보완 으로 서울시는 생태  

상품개발에 앞서 교통체계 구축, 근성 향상, 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쾌 하

고 안 한 근환경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추가 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생태

상품의 매시 생태 인증제도 개발을 통해 자연자원에 한 무분별한 이용을 

철 히 통제하면서,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규제와 더불어 각종 지원책도 제시한다. 한 환경교육 회 등 청소년 로그램 

「도시권 자연·환경교육시설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사

단법인 한 환경에 한 교육과 환경보 의식 함양에 도움을  수 있는 기 의 

극 참여를 유도한다.  

서울시 자연생태 로그램은 직  지를 방문한 이용자뿐 아니라 동․식물 조사 혹

은 환경오염 측정 등 기 자료 수집에 자원 사로 등학생들을 참여하게 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  환경 기 자료 수집에 참여  학교 외에서 정규수업이 연장되게 하기 

해 학교교육과 연계한 로그램을 개발, 야외환경교육을 통해 자발 인 참여를 통한 

자연 찰과 체험활동이 가능토록 한다. 

등학생들을 상으로 각종 환경문제를 유형별로 원인과 상을 조사, 찰, 실험 등

을 통하여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생활권내에서 옥외환경교육을 시행한다. 기본단 는 

한 학 (약 30명 기 )을 기 으로 학 별 (야외)환경교육의 날 는 소풍 등의 야외

수업을 통해 주제토론, 하계캠핑, 각종 야외실습 등과 하천생물학  수질조사, 역사유

지 탐방 로그램에 극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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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생태관광 주체의 협력체계에 따른 역할분담 

주체 역할

중앙정부
∙ 후보지 선정 및 지정 
∙ 법규 제도 정비, 보조금 지원 
∙ 생태관광의 전반적인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국가적 계획)

지방정부 ∙ 실질적인 주체 또는 조정자로서 역할
공공기관 ∙ 홍보, 마케팅 등

실행조직
∙ 홍보 및 마케팅
∙ 연구, 모니터링, 관광객 및 자원 관리
∙ 프로그램 제공, 안내해설서 작성 및 제공

지역주민
∙ 관광객 및 자원 관리
∙ 식사 제공
∙ 프로그램 운영자 및 가이드
∙ 갈등의 최소화, 편익의 공정한 배분 

NGO 및 연구기관
∙ 자원봉사자
∙ 조사 연구, 모니터링, 감시
∙ 자원조사 및 관광객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수립 지원

관광사업자
∙ 재원조달
∙ 시설계획에 참여
∙ 생태관광 상품기획 및 마케팅, 관광객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및 기부자 ∙ 재원 조달 
    자료 : 환경부, 2000

일본 요까이 의 경우, 등학교를 기오염 측정의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기오염정도를 측정하여 그 자료를 활용하여 기오염지도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학생

들에게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도 기환경 간이측정법을 이용

한 기오염도 측정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 거도로를 따라 자 거로 이동

하면서 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각종 등학교 단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 로그램을 

악한 후 환경실험 도구를 갖춘 이동식 환경순환버스 로그램 등을 극 후원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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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설가 교육  리제도 개선 

해설 로그램의 해설은 숲해설가 회, 생태시민모임․그린캠 환경교육연합 등의 환경

시민단체, 서울시 자원 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숲해설 로그램의 경우는 

소정의 강사료를 받는 숲해설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부분은 교육을 받은 자원

사자에 의해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5-9>, <표 5-10>, <표 5-11> 참고). 

생태공원  몇몇 공원에는 담직원이 있어 로그램  해설가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직  해설까지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체 으로 로그

램의 리와 운  주체가 다르고 정규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생태

의 요 인 라로서 해설을 한 인 자원 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숲해설가 활동은 자연생태 이용자에게 교육 인 측면  리자의 기능이 있기에 소

정의 교육을 정기 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 문 인 생태

해설가의 해설횟수, 활동에 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해설가 재 시 활용하며 다

양한 시간 에 해설 로그램의 운 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서울시에서도 해설

가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되 문성에 따라 해설가를 2～3 등 으로 구분하여 차별화

시킨다. 한 해설가 리제도로서 (사)숲해설가 회에서 정기 인 교육훈련을 임업연

구원, 산림청, 기타 련과정을 통하여 극 활용하도록 한다.     

자원 리  측면에서 환경해설을 통하여 방문자로 하여  자연생태 지 내에서 

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한 과다이용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치 못

한 행동을 못 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의 기능도 부여한다. 

한편 서울시의 숲속여행 로그램의 생태해설을 맡고 있는 해설가의 경우 사단법인 

‘숲해설가 회’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강사료를 받으며 해설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숲해설가는 숲해설가 회의 교육 로그램을 이수하여 숲속여행 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태공원, 수목원 등에서 자원 사로 생태해설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 사자가 지속

으로 생태해설가로서 활동하기 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듯 ‘숲해설가

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공원녹지 리사업소에서는 자연생태에 한 다양한 

로그램  녹화상담을 직  담당하는 자원 사자를 연 1회씩 정례 으로 모집, 교육

하고 있다. 자원 사자로 등록하면 자원 사자의 기본마인드와 공원녹지 리사업소에

서 리하는 22개 공원에 한 기본정보는 물론, 자원 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문가

의 강의를 수회 걸쳐 수강하고 교육과정이후 몇 번의 시연회를 거친 후 시민들에게 

직  교육을 진행하는 정식 자원 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시 공원녹지 리사업소의 등록된 자원 사자, 생태해설가를 포함하여 인력수 상 충

분, 정, 는 부족 등에 한 인력 수 상 수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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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자연해설 자원봉사자 모집인원 및 활동분야

분야 세부분야 프로그램명(활동장소) 모집인원

프로그램 진행 자연생태
식물교실(남산공원) 20명

하늘교실(월드컵공원) 13명
생태숲교실(여의도공원) 10명
생태학교(길동생태공원) 3명

녹화상담 녹화상담(남산, 월드컵, 보라매) 12명
계 58명

    자료: 서울시 공원녹지 리사업소(www.parks.seoul.kr) 

이러한 을 제도 으로 보완하고 자연자원의 보 과 지속 인 개발을 해서는 

산림법, 자연공원법, 평생교육법 등 련 법안에 기 하여 자연생태지역에서의 해설가 

고용  리에 한 법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거 식 자원해설 로그램의 도입 

서울시 공원녹지 리사업소에서 모집하는 자원 사자의 경우, 서울시에서 해설가 교육

을 지원하고 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원 사자이므로 지속 인 활동  업무수행이 

어렵다. 이러한 은 고정 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유출될 

경우, 서울시에서 다시 인력을 모집,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그러나 가장 요한 것은 

장기 으로 숙련된 해설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다. 

재 생태해설 로그램의 자원해설 로그램은 인 서비스제공기법에 의존해 생태해

설가가 장에서 생태 객 방문자와 직  의사소통(함께 걷는 동행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 한 것을 직  물어볼 수 있기에 효과 인 방법이다. 그러나 추

가 인 보완책으로서 생생한 장감을 주는 재 기법은 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용객

이 많은 시기에는 이용자가 집되는 지 에 문해설가를 배치하여 안내서비스를 제

공하는 거 식 자원해설 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300명을 채용하여 18개의 국립공원에 5～20명씩 배치하여 자연환경보

의 요성 인식증진을 해 국립공원제도, 자연환경교육, 생태탐방안내 등 자연환

경해설을 문 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산의 자연환경안내원은 환경, 생태 공자 22명이며, 이들은 정릉, 북한산성, 수유, 

구기, 우이 지역에서 자연역사해설 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해당지역에

서 방문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11시부터 15시까지 상주하면서 원하는 방문

객을 상으로 자연  역사해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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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자연환경안내원 배치장소 및 활동 임무 

장소 인원 활동임무 비고
정릉 6 자연․역사해설, 자료수집 보국문, 대동문, 탐방안내소

북한산성 4 자연․역사해설, 자료수집 만남의장소, 대서문, 중성문
수유 4 자연․역사해설, 자료수집 대동문, 진달래능선 끝자락
구기 4 자연․역사해설, 자료수집 대남문, 구기계곡
우이 4 자연․역사해설, 자료수집 백운대정상, 동장대, 소귀천계곡

      자료 : 북한산국립공원 리사무소, 2004

     

<그림 5-31> 북한산 탐방객들에게 자연해설중인 자연환경안내원 

  

생태계보 지역인 경남 창녕의 우포늪의 경우 창녕군에서 우포늪의 장 리를 해 

환경감시  5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  한명은 망 에 상주하며 방문객에게 철새

에 한 해설을 하고 있다(<그림 5-7>참조). 

서울시에서도 밤섬, 남산,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등의 주요 방문장소에 해설가가 상

주하여 탐방객에게 해설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자기해설기법(自己解說技法)의 도입  

해설 로그램은 운 시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설명들을 수 있는 

자기해설 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발달된 정보통신기술로 인하여 PD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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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기기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도 내국인  외국인 상으로 이러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제공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한 생태해설가

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의 변화, 특이한 생물 등에 하여 직  스스로가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안내기법(self-guiding)의 도입이 필요하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PDA 활용 
국립공원 리공단에서는 방문객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서비스는 

국립공원의 탐방정보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서, 2004년부터 북한산국립공원을 시범운

한 이후, 차 국의 국립공원으로 그 서비스를 확 할 정이다.

모바일서비스에 의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방문객이 소지한 휴 폰과 PDA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 그러나 PDA를 여해주지 않으므로 방문객이 

구비하여야 하고, 아직은 시범운  단계이므로 이용실 은 낮다. 

<표 5-15>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

구분 정보의 내용 
공원이용안내 사무소 연락처, 주차장 및 대피소 정보, 공원주변의 숙박, 음식, 명소 정보

탐방정보서비스 탐방로 주변의 보물, 사적지, 사찰, 자연경관 설명과 문예작품 속 공원의 모습 소개
탐방로안내 주요 탐방코스별 탐방로 정보 조회
공지사항 공원에서 알리는 공지사항 조회

현장소식접수 공원탐방 중에 현장상황이나 의견이 있을 때 문자메세지로 현장소식을 공원운영자에게 전달(구난, 구
조 제외)

자료 : 국립공원 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a.or.kr)

<표 5-16> PDA에서 제공하는 정보 

구분 정보의 내용 
공원소개 공원소개말씀, 자연경관소개, 사무소 연혁, 주요시설 연락처, 주차장 및 대피소 안내

탐방정보서비스 탐방시 필수준비물, 유의사항 등을 설명, 생태환경교육, 자연학습탐방, 문화관광 정보 제공
탐방로안내 주요탐방로 소개와 통행제한구역 등을 안내
이벤트안내 공원의 각종 이벤트 및 소식 제공

현장소식접수 공원 탐방 중에 현장상황이나 의견이 있을 때 문자메세지로 현장소식을 공원운영자에게 전달(구난, 구
조 제외)

국립공원이용안내 공원이용료 및 교통정보 제공
자료 : 국립공원 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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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의 PDA 활용  
구 역시는 문화정보시스템(http://tour.daegu.go.kr)을 구축하여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VR을 통하여 사이버체험여행: 명소체험 등을 동

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선 정보시스템을 특성화하여 운 하고 있다. 

무선정보안내시스템은 국제행사 객을 한 무선 정보시스템으로 구시의 길

안내, 숙박, 식당 등 구  반에 한 정보를 PDA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국제공항 안내소, 동 구역 안내소, 시컨벤션센터 안내소, 호

텔인터불고, 구 린스호텔, 호텔GS 라자에서 여하고 있다. 

<그림 5-32> 대구광역시 무선관광정보 시뮬레이션(http://mobile-tour.daegu.go.kr)

                    

3) 국립수목원의 MP3 기기 활용 
국립수목원의 경우 스스로 해설을 보고 들을수 있도록 자료집과 함께 MP3기기를 

여해 다. 안내표지 으로 표시된 지 에서 MP3기기를 통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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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자연생태 자원 황을 서울시 비오톱 자료를 활용

하여 개별의 자연경 지역․문화자원을 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 선택 인 

활동이 가능한 지역, 객의 활동과 락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내었다. 비

록 이 자료상에서 경 의 독특성, 야생동식물의 매력도, 문화자원의 흥미도, 주 환경

의 매력성 등의 일반 지가 가진 잠재력 평가는 미흡하지만 본 연구에서 실제 

방문자를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 여건에 맞는 자연생태 의 

유형을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 실제 서울시 자연생태 지를 방문한 이용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체 10명  3명 가량이 ‘자연과의 ’(31.2%)을 

주된 방문동기로 응답해 도심형 자연  수요가 자연생태 의 본질  동기임이 입

증되었다.  생태 지에 필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구비시설에 한 설문결

과, ‘생태체험 로그램’(25.6%), ‘안내표지   안내시설’(19.2%), ‘휴식공

간’(16.1%), ‘산책로’(13.3%), ‘동식물 찰시설’(12.3%) 순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근

거로 하여 서울시 일반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활동 주의 산악형 크리에이션, 인라

인, 는 자 거를 활용한 한강, 는 산악을 활용한 여가선용 상품을 각각의 서울시 

권역별 지구테마화 방안을 통해 구체 으로 ‘자 거타고 떠나는 한강 생태 체험’, ‘달

빛 아래의 서울’, ‘강변 물 축제’, ‘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자원과 역사 경  해설 

로그램’, ‘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등의 자연생태 상품화 방안의 우선순 를 제시하

다. 한편, 야경감상  별자리 찰, 벚꽃길 걷기  사진찰  등은 서울시의 문화 술

을 통한 여가 로그램과 연계해 보다 특화시켜나가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자연생태자원은 그 이용 형태가 경 의 감상, 등산과 같이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생태공원 탐방객의 부분이 등학생과 주부로, 

부모가 동반한 등학생의 자연학습이 심을 이루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최

근에 들어 환경보호단체와 일부 문가  사업자 등을 심으로 생태 에 

한 연구와 상품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단순 주유형식의 차원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정책은 이를 리 인 상품화  로그램화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여가공간 조성이라는 측면에

서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에 한 투자가 시 하다. 비록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 로의 자연을 원하는 생태 객에게는 미흡하고 아직 서울 자연경 의 랜

드가치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상되나 1박 2일 이상의 숙박여행지에 비해 당일

여행지의 경우는 자연생태휴양객의 평균 방문거리  거리 별 방문객이 행정구역상 

동일 생활권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서울시 생활권 내에서 생태  수용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연학습․생태 찰 로그램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 경계 외로 속하게 벗어나고 있는 서울시 자연생태 수요를 부분

으로 도심생활권 내에서 충족시켜 서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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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생태형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여가 로그램이 개발 이다. 

뚝섬에 숲을 테마로 조성되는 서울숲과 한강, 랑천, 청계천 복원 등에서 자 거와 

인라인스 이트를 이용하여 한강변을 달릴 수 있도록 노력 인 서울의 장기 랜은 다

양한 인 라와 결합하여 잠재  매력을 높이고 있다. 고속철도 연계 자연생태 

상품을 늘리고 생태 으로 건 한 자연탐방 탐승로를 조성하는 등 서울지역이 차근

차근 자연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홍보해가면 서울은 좋은 도심생활권

형 생태 지가 될 수 있다. 재 서울근교권( : 축령산 자연휴양림 등)에 편  개발

돼 있는 산악계곡형 자연생태 지(스키,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 산악스포츠 크리

에이션 활동) 보다 비교우 면에서 열세이나 생활권내의 가족단  당일 여가 로그램

은 시 하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객들 한 단순히 서울을 쇼핑 과 아시아권 

통과거 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자연이 결합된 복합상품 한 필요한 시

이다. 

즉, 서울시 자연생태 상품화 방안은 자연생태  상품의 경제  효과보다는 도시

민의 자연생태 여가수요의 충족과 도심생활권 내에서 환경교육  여가선용이라는 측

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생태 은 일반 지에 비하여 수익성 있는 시설이나 업

종의 집 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한 참여유인이 상 으로 은 편

이다. 자연생태  그 자체는 큰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시

범  자연생태상품이 개발되어 경 으로 성공한다면 민간자본의 유입이 보다 활발

해 지겠지만  시 에서는 개발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도 자연생태 기반시설 

등에 한 서울시의 극 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층, 청소년층은 자연

생태의 유력한 참여주체이나 수익성 여부와 련시키지 말고 순수한 환경교육 인 

에서 자연과의 , 야외에서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민간환경단체  학교

교육을 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태탐방  기행 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장으

로 활용하여 학생들은 도시화로 멀어져가는 농업과 통을 새롭게 학습할 수 있다. 

가족단  객은 안식과 휴양을 얻을 수 있다. 한 연 을 받는 노령세 는 자연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옛 향수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자연

생태  상품화가 안고 있는 시장규모의 소, 사회  수용능력의 한계와 그나마 서

울시에 존재하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이익창출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부정  시

각 한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자연생태 에 해 제도 인 측면에서 보

완해야 할 주안 은 생태  상품에 한 향을 정기 으로 검하는 환경 향 평

가제를 도입하여 정기 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하는 것이다. 생태 에 한 심 부족, 담부서의 부재, 산  홍보의 부족, 

련 문가 부족 등으로 아직 자연생태 상품화 방안은 미미한 편이다. 서울시 차원

의 행정․재정․세제지원 등은 물론 사회․경제 으로도 자연체험과 녹지수요라는 새

로운 여가 상에 한 이해와 그것을 환경친화 으로 이끌어 건 하고 생산 인 국민

여가활동으로 보편화시키기 한 비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자연생태 은 계

별 비수기가 명확하므로 앞으로 민간업체가 일정부문 참여하고 업활동에 한 세

제혜택을 부여한다면 험부담을 기피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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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 생태 로그램의 사업타당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세제지원, 융상 우

, 행정간소화, 정부보조  등 구체  시책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  자치

구는 자연생태자원 상품화의 한 개발주체로서 시민들의 여가수요 충족과 교육  활용

을 해 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서울시 개발이 표 이고 획일 인 투자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자연

생태 개발형태는 독특하고 개성 인 도시 생활권내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뿐만 아니라 운 로그램도 다양화 하여 기존의 시설개발 심에서  

운 소 트웨어를 첨단화/선진화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고양시키고 지속 인 이용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운 로그램의 차별화, 개성화는 자연생태 

활성화의 핵심이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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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주소

 

강원도 DMZ 안보․자연생태  http://www.korea-dmz.com

국립공원 리공단 http://www.npa.or.kr

국립수목원 http://www.koreaplants.go.kr

농   http://nature.nonghyup.com

구 역시 문화정보시스템 http://tour.daegu.go.kr

문화 부 종합 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

북한산 국립공원    http://www.npa.or.kr/bukhan/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리사업소 http://www.parks.seoul.kr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http://agro.seoul.go.kr

서울특별시 서울문화   http://www.visitseoul.net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시스템 http://gis.seoul.go.kr/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http://hangang.seoul.go.kr

서 구청 공원녹지과 우면산 생태탐사 http://www.seocho.go.kr/woomyon/

수락산․불암산 http://sulaksan.com 

숲해설가 회       http://www.foresto.org

일본 국립과학박물 http://www.kahaku.go.jp

일본 동경항 야조공원    http://www.tptc.or.jp

한국 공사    http://www.knto.or.kr

한국문화 정책연구원 http://www.kctpi.re.kr

한국캠핑문화연구소(난지 캠 장) http://camping.or.kr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정의 http://www.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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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방문객과 전문가 두 그룹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서는 본 설문지의 1～11번까지의 문항을 제외하였다.  

서울시 자연생태 에 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자연생태관광지 방문객의 관광성향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자연자원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수요 창출 및 서울

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본 연구 이외에

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마케팅연구센터

                                               이종규(센터장) / 박종구(부연구위원) / 조현정(연구원)
※ 문의전화 02-2149-1222/1240/1385, 팩스 02-2149-1245

Ⅰ. 먼  재 방문한 장소에 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1. 이 곳은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1) 가족/친척     2) 친구/연인 3) 학교 단체여행     4) 직장동료      5) 혼자 
6) 여행사가 모집한 단체   7) 동호회 모임 (동호회명 : ____________)  8) 기타 (_______________) 

2. 이 곳을 방문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 자연과의 접촉  2) 도시의 혼잡탈출    3) 성취감과 육체적 운동 
4) 새롭고 낯선 경험 5) 휴식과 자아성찰    6) 친목도모
7) 가족 단합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 곳에는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1) 처음 2) 2-3번째 3)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
4) 한달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  5)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이 곳으로 올 때 이용한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1) 자가용 2) 시외 및 시내버스 3) 지하철
4) 자전거  5) 도보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이곳에서 주로 하신 활동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 자연경관 및 풍경 구경       2) 휴식   3) 등산, 하이킹, 트레킹
4) 역사문화 고적 ․ 사적지 관람     5) 도시구경   6) 환경교육 및 참여
7) 농장이나 과수원 체험 및 놀이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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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곳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1) 광고 또는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2) 인터넷 (사이트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3) 주변 사람의 소개                    4) 관광안내서적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 
5) 팜플렛 등 배포물(시나 구 소식지 포함) 6) 지하철 광고 및 현수막 광고
7) 여행사 8) 학교 9) 관광안내소     10)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7. 이번 여행은 몇일 계획이며, 숙박하는 경우 숙박장소는 어디입니까?
1) 당일 2) 1박 2일 이상 (숙박장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이곳에 방문후 아래 항목에 대한 느낌을 해당사항에 O표하여 주십시오.
항목 그렇다                        아니다 ← 5 --- 4 ---- 3 ---- 2 ---- 1 → 

1)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고 아름다워 인상적이다. 
2) 자연보존을 위한 방문객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3) 동식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배울 것이 많다. 
4)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나 즐길거리가 있다.   
5) 안내표지판 시설과 홍보가 잘 이루어져 관광정보를 구하기 쉽다. 
6) 숙박시설, 음식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7) 가까운 곳에 갈만한 다른 관광지가 있다.
8) 식음료 및 입장료 등 요금이 합리적이다. 
9) 교통이 편리하다.   
10) 살만한 기념품이 있다. 

  위 항목 외에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이 곳을 방문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다소 만족한다   3) 다소 만족스럽지 않다   4)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10. 이 곳을 보시고 느낀 만족감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1) 5천원        2) 1만원        3) 1만5천원       4) 2만원       5) 2만5천원     
6) 3만원        7) 4만원       8) 5만원          9) 5만원이상   10) 기타 (_________________) 

11. 이 곳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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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자연생태 에 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자연생태 이란?

자연생태 이란 환경에 최소한의 향을 주면서 자연지역이나 특이한 야생동식물과 생물자원을 가진 자연

생태환경을 찰, 학습, 체험하는 여행입니다. 재 국내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생태 상품이 있습니다.  

         ) 철새도래지 탐조 , 야생화 사진찰 , 오동도 동백꽃 , 진도의 바닷길  등 

12. 다음 중 방문하였거나 참여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 O표하여 주십시오.  
1) 숲속해설프로그램【 남산, 관악산, 아차산, 청계산, 대모산, 인왕산, 수락산, 서오능(앵봉산), 안산, 서울대공원,  

  처음들어봄, 참여해본적없음 】  
2)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 우면산생태공원, 아차산생태공원, 난지도생태교실,  

         처음들어봄, 참여해본적없음,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
3) 수목원, 자연휴양림【 처음들어봄, 참여해본적없음, 방문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4) 국립공원 환경해설프로그램 【 처음들어봄, 참여해본적없음, 북한산,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농촌관광, 농촌체험 【 처음들어봄, 참여해본적없음, 방문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 【 한강밤섬, 둔촌동 자연습지, 방이동 습지, 진관내동(북한산성) 습지, 암사동 습지, 
                                  처음들어봄, 참여해본적없음,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가장 많이 가보았거나 좋아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에만 O표 해 주십시오.
  북한산,      남산,    낙산,    안산,    인왕산,    북악산,    서오능(앵봉산),    아차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대모산,    청계산,  없음,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가장 자주 방문하거나 선호하는 한강시민공원은 어디입니까? 하나에만 O표 해 주십시오.
  망원,    강서,    난지(월드컵공원),    선유도,    이촌,    뚝섬, 
  양화,    여의도(여의도공원),    반포,    잠원,    잠실,    광나루,   없음,    기타(________________)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자주 방문하거나 선호하는 지천이 있으십니까? 하나에만 O표 해 주십시오.
  중랑천,  홍제천,  탄천,  안양천,  불광천,  성내천,  양재천(시민의 숲),  없음,  기타(__________)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생태관광지에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1) 동식물 관찰시설   2) 생태체험프로그램  3) 교육시설  4) 안내표지판 및 안내시설
5) 매점 등 편의시설  6) 휴식공간  7) 전시시설  8) 산책로  9)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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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의 관광상품 중에 가장 하고 싶은 5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1) 농촌관광, 농촌체험(   )     2) 생태공원의 해설프로그램(   )    3) 습지 및 생태보호지 탐사, 철새관찰(   )
 4) 도시형 산림욕(   )     5) 박물관 및 전시관 관람(   )      6) 한강에서 유람선, 뗏목타기(   )
 7) 등산 및 야영(   )     8) 인라인, 자전거타기(   )         9) 윈드서핑, 카약 등 수상레포츠(   )
 10) 역사유적 탐방(   )    11) 벚꽃길 걷기 및 사진촬영(   )  12) 공연 관람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   )
 13) 축제 및 이벤트 참여(   ) 14) 야경 감상 및 별자리 관찰(   )  15)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서울시가 다음과 같은 자연생태 관광상품을 제공한다면 귀하의 참여 의향은 어떻습니까?

 자연생태관광 상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참여                         않음  ← 5 --- 4 ---- 3 ---- 2 ---- 1 →
1)한강 생태 크루즈 여행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내려가며 주요 생태지역을 관찰 및 체험)
2)카약타고 한강 생태 탐험 
  (2-3인승의 카약을 타고 인솔자 지도하에 한강의 주요 생태지역을 탐험) 
3)자전거타고 떠나는 한강 생태 체험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고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한강변의 생태체험)
4)달빛 아래의 서울 
  (음력 보름에 생태해설과 달맞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5)북악에서 관악까지 생태육교 탐방
  (서울을 종주 또는 횡단으로 연결된 녹지축을 걸으면서 자연을 체험)
6)마운틴 바이크 타고 생태체험 
  (산악자전거를 타고 진행되는 생태해설로 학습과 재미를 겸함)
7)강변 물 축제
  (선유도공원 등에서 수상레포츠 동호회에 의한 시범과 체험, 물놀이 등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이벤트)
8)농사 체험과 습지 관찰 프로그램 
  (시계내․외의 주변 농경지에서 농사를 체험하고 놀이를 통하여 습지생태 
   계를 관찰)
9)풍수로 보는 서울의 자연자원과 역사 경관 해설 프로그램 
  (서울시 자연자원 및 지형지세를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조선과 백제의 도읍지로서의 역사 경관을 답사)
10)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야경 산책 
  (현존하는 서울성곽과 야경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답사)
 

19. 위의 자연생태관광에 참여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2)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3) 자연생태관광 자체에 관심이 없어
4)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아서 5)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서울에 대해 생각나는 참신한 자연생태 관광상품을 제시해 본다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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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시에서 자연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
택)

1) 생태공원과 같은 생태관광지의 조성
2) 생태해설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3) 항상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생태해설사의 상주 
4)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방문객 교육
5)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행 상품 개발 
6)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 시간과 인원을 제한 
7) 방문객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해설사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8) 홈페이지, 방송 광고 등을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
9) 교통․주차문제 및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정비와 관리 
10) 잡상인, 포장마차 등 주변 환경 위생 문제의 해결 

22. 자연생태관광의 운영 주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서울시 또는 구청    2) 민간기업이나 영리단체   3) 시민단체     4) 학회나 협회
5) 위의 주체들이 협력하여 운영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서울시의 자연생태관광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다음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내용입니다.

▶성별 1) 남       2) 여
▶연령 1) 12-14세   2)15-19세   3) 20-29세   4) 30-39세   5) 40-49세   6) 50-59세   7) 60세이상 

▶직업
1) 전문직 2) 경영관리직 3) 사무직 4) 자영업 5) 판매서비스직 6) 생산노무직 7)주부 8)학생 
9) 환경관련 부처 공무원 10) 환경해설 및 관광업계 종사자 11) 환경관련 단체 12) 문화예술가
13) 교수 14) 교사 15) 연구직 16) 무직/기타(                    )

▶학력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4) 대학생  5) 중졸이하  6) 고졸  7) 대졸  8)대학원졸 이상
▶가구원 전체
의 월평균 소득

1) 100만원 미만    2) 100 - 149만원   3) 150 - 199만원   4) 200 - 249만원
5) 250 - 299만원   6) 300 - 349만원   7) 350 - 399만원   8) 400 - 449만원
9) 450 - 499만원  10) 500만원 이상

▶거주지 (동단위까지 기재)    __________시(도)  ____________ 구  ____________ 동 
▶자가용 소유 1) 유   2) 무
▶결혼 유무 1) 미혼   2) 기혼 
▶기혼자의 경우 : 
   •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부부만 거주   2) 부모님과 거주   3) 자녀와 거주   4) 부모님과 자녀와 거주 
   • 자녀의 수와 제일 큰 아이의 나이를 적어주십시오.
      자녀수 : __________________  나  이 : 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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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arketing strategy in promoting ecotourism based 
on environmental natural resources in Seoul. Seoul appears to be a sprawling concrete mass 
of high-rise apartment and modern buildings. But on closer investigation, Seoul can be one of 
a few metropolitans which include not only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but also 
environmental natural resources such as green area, farmland, forest, river, wetland and 
marsh. Natural areas of Seoul comprise about 40.5% of the entire city boundary. 

Although Seoul has a plenty of available ecological resources, including habitats of 
migratory birds, market-based approaches to promote ecotourism have been ignored. Problems 
include followings:  First, Seoul has not been portrayed as environment friendly images which 
should be fully shifted by an appropriate marketing strategy.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nd 
gain their loyalties, marketing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ecotourism which 
ultimately head to become an eco-city. Second, the existing tourism development programs did 
not include diverse approaches such as connecting with other resources and including leisure 
activities which were family-involved. 

We divided Seoul into five sub-regions which have different theme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to ecotourism. Therefore, five different themes of ecotourism products have been 
proposed. The tourism in inner Seoul for targeting inbound tourists and foreign tourists can be 
focus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The northern part of Seoul which has three 
mountains could focus on forest related activities such as mountain biking(MTB), hiking, forest 
walking, and ecotracking. The riverside of the Han River can be engaged with water-front 
recreation activities, and cruise with expert explanation of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The 
east region of Seoul can be developed with an experience relied on historical heritage, natural 
habitat (marsh), and farmland. The southwestern part can adopt environment friendly 
programs regarding bird watching and natural habitat on the riverside dis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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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improve ecotourism, the marketing strate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in Seoul. There are three approaches to marketing strategies. First, 
ecotourism should utilize pre-existing infrastructure without creating a new one; Second, the 
tourism program should be focused on the limited access to the visitors and education for the 
participants'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Third, the management of ecotourism should 
involve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residents. 

Promoting ecotourism which involves all stakeholders, leads to cogent and balanced 
strategi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work with environmental and social 
groups, the private sector, and local comm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ecotourism 
programs.

Another critical component to improve the ecotourism i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terpretation/explanation programs.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no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non-profit organizations, causing information redundancy and inefficiency of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recipients, on the other hand, can hardly managed to find a 
reasonable place to visit due to lack of unitary information channel. Second, there are no 
policies and sufficient staff members in the ecotourism destination. Third, provision of 
information services must be flexible and augmented, which can meet peak season demands. 
Fourth, service providers should consider to use high-tech devices, such as PDA, MP3, and 
other electronic products that can provide automated interpretation/explanation for the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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