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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1) 가야산 국립공원의 이해집단별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우형택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예조경학부

1. 서론 
가야산 국립공원은 2만여 종의 생물의 서식지로 우수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

정되었다. 또한 법보 사찰인 해인사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2016년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의하면 가야산 국립공원의 2015년 누적 탐방객 수는 약 71만 명으로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6). 국립공원은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주목적으로 하는바 탐방객 이용의 관
점에서 국립공원 이용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
존 연구는 국립공원 내 이용시설 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Kim, 1991; Seo et al., 2002)하여 국립공원 보
호와 관리측면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야산 국립
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집단을 대상으로 보호·이용·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각 이
해집단별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보호정책과 관리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2016년 6월 2일-7월 14일 가야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의 지역주민과 탐방 지구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 관계자는 사전 협조를 구하여 담당자를 통하여 조사하
였다. 3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85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27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보호, 
이용, 관리에 관한 항목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각 1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9.0을 이용하여 T-test,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해집단 별 우선 시정 사항은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경우 ‘교통 및 주차장 시설’, ‘위생시설 설치 및 관

리’, ‘노인 또는 장애인 탐방 시설’이며, 사찰 관계자의 경우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호’, ‘야생동식물 보
호’, ‘사찰 문화재 관리’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선 시정을 원하는 항목은 ‘자연과 인공시설의 조화’와 
‘사찰문화재 관리’,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 문항이다. 가야산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역주민은 자연보호에 관
한 항목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공원 이용의 편의를 위한 항목의 개선을 원하고 있는 반
면 사찰 관계자의 경우 자연보호에 관해서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이해집단별 자연
보호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것은 모
든 이해집단이 공통적으로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낮은 문항인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이다. 또한 탐방객, 지
역주민, 사찰 관계자는 ‘탐방로 설치 및 관리’ 항목은 중요도가 낮지만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탐방안내센터’, ‘탐방 프로그램’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았다.

따라서 가야산 국립공원은 위생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탐방안내센터와 탐방 해설 프로그램의 활용
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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