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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수요가 급증한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평가하고

생태적 수용력 관리를 위한 단계별 관리전략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현지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 북한산국립공

원 탐방객 5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계효용이론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산국립공원의 1일 사회·

심리적 수용력은 약 65,000명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Bukhansan National Park is facing dramatic increase of visitors since no entrance fee charge effected

in January of 2007.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socio-psychological carrying capacity of Bukhansan

National Park based on marginal utility theory model, provide management tactics by stages. 512 visitors to

Bukhansan National Park were surveyed during the October of 2008. The data analysis indicated that socio-

psychological carrying capacity was estimated as approximately 65,000 people per day for Bukhansan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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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휴양자원의

엄정한 보전과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휴양경험을 제공하

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과 후손에게 영구

히 계승시키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Well-being,

Natural-being, Slow life, LOHAS-Life of Health & Sustai-

nability)증가, 접근성 향상,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등 대내

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급격한 탐방객 증가는

자연자원의 생태적 질 저하와 탐방만족도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편익

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측(국립공원연구원, 2006; 한상열·

권헌교, 2007)됨에도 불구하고 공원 현장에서는 시·공간

적 탐방집중 현상으로 인한 혼잡 및 자연자원 훼손 등 다

양한 관리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탐방수요 증

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자원의 훼손과 탐방경험의 질 저

하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관리기관에서는 교육·홍보(자

연해설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지역관리(훼손지 복구·복

원, 특별보호구제도 확대), 가격·규칙(시설이용예약제,

탐방등급제), 행위제한(계곡 내 수영금지, 야간산행금지)

등의 관리정책을 단계별로(Eagles and McCool, 2002) 마

련·시행하고 있다(신원섭 등, 2007).

그러나 입장료 폐지 후 현 시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

리의 핵심 이슈는 탐방수요의 불균형, 즉 주말 탐방집중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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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객 증가 원인으로는 탐방수요에 고관여요

인인 여행비용과 이동시간이 타 야외휴양지에 비해 절대

적으로 낮고 서울이라는 배후도시 규모에 비해 여가활동

에 대한 다양한 대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의 탐방수요는 계절에 따

라서 탐방객 수가 큰 편차를 보이는 계절변동이 발생하지

만(Douglass, 1982; 정권섭, 1993) 북한산국립공원은 입지

조건 때문에 계절적 편중이 뚜렷하지 않고 주말 탐방집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산국립공원의

시·공간적 탐방집중현상은 경제학 개념으로 해석하면

순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

원 관리자나 탐방객 양측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높이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 및 혼잡으로 인한 탐방경험의 질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김사헌, 2003). 따라서 체계적인 공

원관리를 위해서는 탐방객의 시·공간적 탐방집중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북한산국립공

원 관리자는 공원 내 자연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휴양

자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휴양경험 제공을 위한 이용수준과 정책적 공원관

리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수

용력 평가결과(baseline data)를 토대로 자원과 탐방량과의

인과관계 규명, 지속적인 영향지표(indicator)와 평가기준

(standard)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적 수용력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제이론 가운데 한계효용

이론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 평가와 더불어 급증한 탐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공원관리전략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대상지 특성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도권 내 대표적 야외 휴양공간이며

구릉성 산지와 능선, 판상절리를 따라 박리현상의 암봉 등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총 2,419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

식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 1천억 원(보존가치 4조 9천억 원, 이

용가치 1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연간 생산파급 417억 원, 소득파급 87억 원, 부가

가치파급 195억 원, 고용파급 374명에 달한다(국립공원연

구원, 2007). 그러나 입장료 폐지(2007년 1월 1일) 후 야기

된 과중한 탐방압력(그림 1), 정상정복형 탐방행태 및 단

체탐방 증가, 각종 불법행위, 거미줄처럼 놓여 있는 탐방

로와 샛길(그림 2), 개발 압력 등으로 인해 공원 내·외 종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토양경도 증가, 토양유

실, 세굴현상으로 인한 탐방로 훼손 또한 증가하고 있다.1)

북한산국립공원의 월별 탐방객 분포는 4월과 5월 그리

고 10월에 100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집중되며 이는 기후

적 영향으로 타 국립공원의 탐방집중율과 유사하다. 요일

별로는 계절에 관계없이 주말에 탐방집중현상이 발생하

고 있다(그림 3).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인지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는 주 5일 근무제 정착, 양호한 접근성,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수요확대 조건을 갖춘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장료 폐지 후 104%증가(2007

년 말 현재)한 탐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대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그림 1. 북한산국립공원 연도별 탐방객 수(단위: 천명).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7.
그림 2.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축소 모델.

1)북한산국립공원의 연도별 탐방객 추이는 그림 1과 같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완만한 등락을 유지하다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한 10,191천명으로 급증하였다.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8
그림 3. 2008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지역 일별 탐방
객 수(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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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이론적 배경

국립공원을 비롯한 야외휴양 분야에서 수용력 연구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결

과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야

외휴양자원 관리에 있어서 자원의 질이 훼손되지 않은 범

위 내에서 양질의 탐방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이용수준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밀도(density), 혼잡

(crowding), 밀도와 만족도(density-satisfaction), 혼잡과 만

족도(crowding-satisfaction)간의 이변수 접근방법이 사회·

심리적 수용력 연구에서 계량적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심리적 수용력 연구는 혼잡에 그 기반

을 두고 있다. 혼잡은 수용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지각활

동으로서, 개인이 바라는 것 보다 많은 사회적 자극 수준

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탐방객들의 존재가 방해로 느껴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그 지역이 혼잡하냐, 혼잡하지 않느

냐 문제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이

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Wagar(1964)

는 수용력 개념을 설명하면서 혼잡과 만족도 사이에 상관

성이 있다는 가설을 처음 제시했으며 ORRRC는 24개 야

외휴양 지역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0%가 휴양지역이 혼잡할수록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응답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야외휴양지역에서 사회·심

리적 수용력 적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들을 거듭

하고 있지만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탐방밀도와 혼잡지각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들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다.

초기 혼잡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 Alldredge(1973)는 한

계효용의 경제적 개념을 기반으로 탐방경험의 질과 탐방

수준에 대한 양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가상적인 원생지

를 대상으로 투입변수에는 탐방객 수, 종속변수에는 만족

도를 넣어 분석했을 때 탐방밀도와 만족도의 상관성은 반

비례하며 탐방밀도가 증가할수록 만족은 감소한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탐방밀도와 만족도 사이에는 역함수관계

가 존재한다는 개념체계를 만족 모형(satisfaction model)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Alldredge(1973)가

제시한 탐방밀도와 만족도간 상관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

을 통해 탐방밀도가 만족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인

가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다. Stankey 등(1974)은 원생지

에서 조우횟수와 만족도의 상관성 연구를 통해 탐방밀도

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1980년대 후반, 기

존의 수용력에 대한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모델

(LAC: limits of acceptable change, VIM: visitor impact

management, VERP: visitor experience and resource pro-

tection) 개발을 이끌어 냈으며 이들 모델들은 기본적인 수

용력 개념 위에 수용력을 결정하는 분석과정과 관리적 단

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탐방객들은 주관적 성격이 강하고 자신의 가치관

과 규범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변수 접근방

법을 이용한 만족이론에서 보다 확장된 후속 이론들이 계

속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 이론이 혼잡지각

이론이다. 혼잡지각이론은 탐방밀도 증가가 탐방객 사이

의 조우횟수에 영향을 미치고 조우횟수는 혼잡지각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전통적 개념에서, 최근에는 조우횟수와 함

께 방문동기, 선호도, 과거경험, 탐방행태 등을 복합적으

로 관찰할 때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혼잡지각

은 탐방밀도에 의해 영향은 받지만 다른 내·외 파생 변

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또한 많은 학자들

은 밀도와 혼잡을 구분한다(Shelby et al., 1989). 밀도란

단위 면적 당 탐방객 수를 의미하는 기술적인 용어이며

혼잡지각은 심리학적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사람들은 낮은 밀도에서조차 혼잡하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는 탐방객 개인의 사회적 규범에 의해 해석하기 때문

이다(Graefe et al., 1984, Shelby and Heberlein, 1986). 

이처럼 야외휴양분야에서 수용력이 중요한 이슈로 등

장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휴양지역에서

수용력 적용은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용력의 3가지 기본적인 개념 자원, 탐방

객 경험의 질, 관리목표에 따라 자원의 변화를 얼마만큼

허용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과제로 남

아있기 때문이다(Wagar, 1964; Lucas, 1964; Stankey,

1974; Lime, 1976). Shelby and Heberlein(1986)은 이러

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목표와 적정 수용력 관

리지표·평가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결국 야외휴양지역

에서 수용력은 사회·심리적 수용력과 생태적 수용력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휴양지역의 자원과 탐방경험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평가·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1. 연구모형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변수(variable)는 탐방객 이용밀도(D)와 탐방만

족도(S)이며,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이 경험하는 탐방만

족 수준은 탐방객 수의 양적인 특성 즉, 이용밀도에 직접

적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이용밀도 증가

로 인한 혼잡(crowding)은 탐방 만족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탐방객으로 하여금 탐방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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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활동회피, 시간회피, 장소회피)를 유발시킨다(김남조,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방만족도와 이용밀도의 관

계를 경제이론 가운데, 한계효용이론(marginal utility

theory)에 적용하여 탐방수준의 증가가 탐방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산국

립공원의 이용밀도를 나타내는 탐방량을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로, 탐방객 만족도를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로 하는 함수관계를 설정하면 아래 식

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그림 4에서와 같이 n번째 탐방객의 한계 만족도가 전

단계 탐방객까지의 만족도를 더 이상 초과하지 않을 때

까지 탐방이 계속된다면, Q*점에서 총 만족도(total

satisfaction, TS)는 최대점에 이르게 되고, 그 후로는 탐

방으로 인한 이용밀도가 계속 높아져감에 따라 다시 감

소하기 시작하는데, Q*점인 변곡점이 곧 사회·심리적

수용력이 된다. 

그림 4의 총 만족도 곡선을 탐방객 수로 나누면 평균 만

족 곡선(average satisfaction, AS)을 구할 수 있으며, 한

탐방객이 추가적으로 경험하여 얻어지는 탐방만족인 한

계 만족곡선(marginal satisfaction, MS)을 구할 수 있다.

한계 만족 곡선의 의미는 총 만족도 곡선을 미분한 값으

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2와 같다.

 (2)

한편 그림 4의 한계 만족도 곡선(MS)은 평균 만족도 곡

선(AS)보다도 더욱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평균 만족도 곡선의 식을

라고 한다면, 한계 만족도 곡선은 MS=

 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한계 만족도 곡선의 기울

기는 평균 만족도 곡선 기울기의 2배가 되고, 수직축상의

절편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2)

이러한 모형을 앞서 설명한 만족도 모형(satisfaction

model)이라고 한다. 이 만족도 모형의 기본적인 구성 개념

은 밀도(density), 혼잡(crowding), 만족도(satisfaction)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만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혼잡수

준에 따른 부정적 감정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을 위한 현

지 설문조사(on-site survey)는 최성수기인 2008년 10월 26

일(일요일)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한 19세 이상 탐방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총 512

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

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예비조사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개발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을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충분히 교

육을 받은 조사원이 탐방을 마치고 귀가하는 탐방객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원칙적으로 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확

률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해야한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 내 접근 경로가 다양하고 탐

방객들이 시·공간적으로 빠르게 이동·분산하는 공원

의 특성상 단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이나 확

률표본추출방법(probability sampling)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따라서 2008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15개 탐방집중지역을 선정하여 조사원을 배

치하고 가능한 탐방객의 성별 및 연령 비율을 다양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이다. 

S f Q( )=

MS
ΔTS

ΔQ
-----------=

AS α β Q⋅+=

α 2Q S⋅+

2) 사회·심리적 수용력에서 만족도는 탐방객 수의 함수 S=f(Q)로 가정하였다. 만약, 평균 만족도 곡선(AS)이 S=α+βQ의 선형

함수(linear function)라고 가정하자. 한편, 총 만족도 곡선(TS)은 만족도와 탐방객 수의 곱인 TS=S·Q이다. 총 만족도 곡선의

만족도(S)를 평균 만족도곡선으로 대입하여 나타내면 TS=Q(α+βQ)=αQ+βQ2이 된다. 한계 만족도 곡선은 총 만족도(TS)를 탐

방객 수(Q)로 미분한 것으로 αQ+βQ2를 Q로 미분하면, 한계 만족도 곡선(MS)은 α+2βQ로 계산되어, 평균 만족도 곡선(AS)

의 기울기보다 2배가 크고 절편은 동일한 식으로 표현된다.

그림 4. 총 만족도 곡선, 평균 만족도 곡선, 한계 만족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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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 표본특성

512명 표본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

며 탐방객의 80%이상이 40대 이상으로 나타나 북한산국

립공원의 주요 탐방객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은 200~300만원대가 전

체의 약 48%이며, 직업은 자영업, 회사원, 주부 순으로 나

타났다. 탐방객의 거주지는 표본 전체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공간적 탐방집중도

입장료 폐지 후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

운 딜레마는 탐방수요의 불균형, 즉 주말을 비롯하여 특

정시기·시간·지역에서 나타나는 탐방집중현상을 어떻

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탐방집중현상은 경

제학 개념으로 해석하면 순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자나 탐방객 양측 모두에

게 비용 부담을 높이고 혼잡으로 인한 자원 및 탐방경험

의 질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훼손을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

공간적 탐방집중도 분석이 핵심 기초자료가 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의 시·공간적 탐방집중도는 다이어리

형식의 설문결과를 조사당일 탐방객 수(85,167명)로 환산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입·퇴

장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10~11시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며, 14시~15시에 가장 많이 귀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천분율에 의한 시·공간별 탐방집중도.

구분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계

도봉* 7.29 8.10 29.17 32.41 25.93 23.50 29.98 35.66 21.07 27.55 5.67 246.35

북한산성* 3.24 9.72 12.16 12.97 4.86 17.02 4.05 10.53 8.10 4.86 1.62 89.14

자운봉 0.81 1.62 4.86 16.21 18.64 17.83 16.21 9.72 85.90

정릉* 1.62 4.05 8.91 8.91 5.67 8.10 7.29 9.72 5.67 2.43 1.62 64.02

대남문 0.81 4.86 3.24 9.72 7.29 4.05 0.81 0.81 31.60

포대능선 2.43 4.05 5.67 6.48 7.29 2.43 0.81 29.17

다락능선 0.81 0.81 5.67 4.86 2.46 3.24 10.53 0.81 29.17

칼바위 0.81 1.62 2.43 5.67 4.05 1.62 0.81 1.62 1.62 5.67 25.93

백운대 0.81 0.81 4.86 4.05 8.10 5.67 6.48 5.67 5.67 2.43 44.57

시청뒤통제소 1.62 1.62 4.05 0.81 4.05 3.24 2.43 3.24 1.62 0.81 23.50

보국문 1.62 1.62 1.62 6.48 6.48 2.43 0.81 0.81 22.69

우이암 0.81 2.43 4.86 6.48 2.43 3.24 1.62 0.81 22.69

백련통제소 0.81 4.86 3.24 1.62 7.29 4.05 21.88

대성문 5.67 4.05 6.48 1.62 1.62 0.81 0.81 21.07

문수봉 1.62 0.81 4.86 6.48 3.24 1.62 1.62 20.26

의상봉 0.81 0.81 0.81 6.48 3.24 3.24 2.43 1.62 0.81 20.26

오봉 3.24 4.86 4.05 4.86 7.29 7.29 0.81 1.62 34.04

구기* 0.81 0.81 2.43 4.86 1.62 8.91 19.45

사패산 1.62 4.05 3.24 4.86 3.24 0.81 0.81 18.64

마당바위 0.81 3.24 1.62 1.62 3.24 3.24 3.24 1.62 18.64

원효봉 0.81 2.43 2.43 3.24 1.62 3.24 0.81 2.43 081 17.83

칼바위능선 0.81 0.81 1.62 0.81 4.86 4.05 1.62 3.24 17.83

불광통제소 1.62 3.24 4.86 2.43 0.81 0.81 1.62 0.81 16.21

빨래골통제소 3.24 3.24 4.05 1.62 3.24 15.40

보문능선 2.43 0.81 4.86 3.24 1.62 0.81 0.81 14.59

대동문 0.81 1.62 2.43 5.67 2.43 0.81 13.78

향로봉 2.43 3.24 2.43 1.62 0.81 10.53

대서문 1.62 0.81 0.81 1.62 4.86

*탐방지원센터

표 1 .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

성별 남자 66.5%, 여자 33.5%

연령
50대 37.2%, 40대 35.8%, 60대이상 13.5%, 30대 9.3%,

20대이하 4.2%

소득
200 만원대 28.7%, 300 만원대 19.5%, 500 만원이상

17.9%, 400만원대 14.6%

직업
자영업 29.6%, 회사원 23.3%, 주부 13%, 전문직 11.1%,

공무원/교사 9.6%

거주지서울 71.9%, 경기 22.9%, 인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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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밀도가 가장 높은 시간(peak time)은 오전 12시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빈도가 가장 높은 지

역은 도봉탐방지원센터,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자운봉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 지역으로는 정릉탐방지원센

터, 포대·다락능선, 백운대, 대남문, 오봉 등이 상대적 혼

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봉, 북한산성탐방지

원센터 등 주요 탐방로 입구의 경우 시간대에 관계없이

등·하산 탐방객으로 인해 혼잡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요 탐방집중지역 가운데 백운대는 11시, 대남

문과 자운봉은 12시, 포대능선은 13시, 다락능선은 15시

대가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평균만족도 곡선과 한계만족도 곡선 추정

탐방객들이 경험하는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5점-Likert scale을 응용하여 총 5단계의 만족도 점

수를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가 인지하는 만족도 점

수에 대한 응답자 빈도수(frequency)를 분석하였다. 총 512

명을 대상(조사일 총 탐방객 수 : 85,167명)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했으며 유효 설문 응답자 508명을 대상으로 분석

한 탐방만족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표본 집단의

만족도에 따른 응답자를 누적응답자로 환산한 이유는

그림 4의 총 만족곡선을 얻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평균만족도 곡선은 표 3의 탐방만족도(점수)

와 모집단의 누적 탐방객 수와의 관계를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표 4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有意)한 평균 만족도

곡선(AS) 식을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평균만족도 곡

선은 결정계수(R2)가 .807로 비교적 적합성이 높게 나타

났으며, 탐방객 수(Q)의 추정계수 부호는 음(−)으로 나타

나 만족이론에 부합하며 t-검정에서도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의 평균 만족도 추정식을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

이 평균 만족도 곡선을 구할 수 있으며 한계 만족도 곡선

은 평균 만족도 곡선 기울기의 2배가 되도록 도식화하여

표현하였다.

다음은 평균 만족도 곡선과 탐방객 수를 곱하면 총 만

족도 곡선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결

과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그림

6의 한계 만족도 곡선과 횡축인 탐방객 수가 만나는 점이

며, 그림 7의 총 만족도 곡선(TS)의 정점 즉, 총 만족도 곡

선의 미분값이 영(0)이 되는 탐방객 수, 즉 약 65,000명으

로 추정되었다. 

그림 5.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입·퇴장 시간대 분포.

표 3. 북한산국립공원 총 탐방만족도.

탐방만족도
(점수)

표본집단(명)
모집단 누적
탐방객수

(명)
응답자수 누적응답자수

N % N %

100 51 10.0 51 10.0 8,550

 80 255 50.2 306 60.2 51,301

 60 165 32.5 471 92.7 78,964

 40 22 4.3 493 97.0 82,652

 20 15 3.0 508 100.0 85,167

표 4. 북한산국립공원 평균만족도 곡선식 추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상수 113.648 16.741311 6.7884816 .006

 탐방객수 -.000874 .0002467 -3.5459 .038

R2 = .829 Adj R2 = .743

그림 6. 평균 만족도 곡선과 한계 만족도 곡선.

그림 7. 북한산국립공원 총 만족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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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북한산국립공원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찰한 후 경제이론 가운데 한계효

용이론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평가하

고, 급증한 탐방수요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원관리전략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자원의 훼손을 예방하고 수요자 중심의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공간적 탐방집중도 분석 결

과 10~11시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며, 14시~15시

에 가장 많이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전체적으

로 탐방밀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오전 12시, 탐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도봉탐방지원센터, 북한산성탐방

지원센터, 자운봉, 정릉탐방지원센터, 포대·다락능선, 백

운대, 대남문, 오봉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한계효

용이론 모델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1일 약 65,000명

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평균 만족도 곡선은 비교적 적합성

이 높으며 전통적 만족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적 수용력 관

리를 위한 양적 지표일 뿐, 생태적 특성과 공원 관리 목표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가치판단의 산물은 아니다. 결국 대규

모 혼잡상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객을 통제할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탐방객 수

제한과 같은 직접적 관리수단 도입보다는 계절별, 시기별,

평일과 주말, 주요 구간별 혼잡정보를 제공하는 혼잡예

고제, 휴식일제, 저지대 탐방프로그램 확대 등 간접적 관리

수단을 통해 자율적 분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

에 적정 수용력 초과여부를 판단...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영향지표(Indicator)와 평가기준(Standard)을 개발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국

립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된 LAC,

VIM, VERP 등의 모델들을 지표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시

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지표별 변동추이 분석에 따라 자연

자원, 시설물, 탐방객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조사 계절이 분산되지 못

하고 가을 성수기조사에 국한되어 표본의 편의(bias)가능

성이 있으며 둘째, 이용밀도가 증가할수록 탐방 만족도는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보다 정밀한

분석·.검증을 위해서는 이변량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용

밀도, 상황변수, 동기, 선호도, 경험 등 다변량적 접근 방

법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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