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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1) 경주국립공원의 탐방객 환경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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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주국립공원은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불국사, 석굴암, 감은사지 등의 국가지정문화재가 51개가 위치

하고 있어 다른 국립공원보다 문화재와 자연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관리 정책의 기조인 보전과 이
용의 조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탐방객의 환경태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주국립공원은 토
함산지구, 남산지구,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대본지구, 단석산지구, 구미산지구로 총 8개의 지구가 흩
어져있어 탐방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자연보전을 위해서는 지구별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도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경주국립공원의 생물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Lee et al., 2015)이며 탐방
객의 환경태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주국립공원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탐방객
의 방문이 많은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의 탐방객의 특성과 환경태도를 분석하여 경주국립공원의 보호 정책과 
탐방객 관리 전략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경주국립공원 현장조사에 적합한 측정도구로 Short form 환경 태도 설문지(Woo, 2003)를 채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환경 중심적 태도(4문항)와 인간 중심적 태도(4문항)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7일에 토함산지구(등산로, 불국사)와 남산지구(등산로, 포석정) 내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50부를 배부하여 140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132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
인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test, ANOVA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탐방객의 성별은 남성(49.2%)과 여성(50.8%)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령은 20대(25.8%), 10대(19.7%), 50

대(18.2%) 순으로 많았으며 탐방객의 직업은 학생(30.3%)이 가장 많았다. 경주국립공원은 사적형 국립공원으
로 문화재 답사 등의 교육적 이유로 학생의 방문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탐방객의 성별, 연령, 직업에 따
른 환경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 탐방객의 환경태도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남산지구 탐방객의 환경태도(M=3.96)가 토함산지구 탐방객의 환경태도(M=3.7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54, p<0.05). 이는 토함산 지구의 유명 문화재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찾는 문화 탐방객
(Lee et al., 2015)과 남산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려는 탐방객의 차이 때문이다. 탐방지구 내의 조사 장소에 따른 
탐방객의 환경태도에 대한 ANOVA 결과, 불국사(M=3.70)와 포석정(M=4.0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고 토함산과 남산의 등산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380, p<0.05). 국립공원의 지구와 장소별 탐방
객의 환경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함산지구의 경우 관광지라는 인식보다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에 국한된 조사이지만 추후 경주국립공원의 다른 지구의 탐방객의 환경태도를 연속
으로 조사하여 8개 지구의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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