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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체계적인 국립공원 탐방객 관리를 위해 웹을 기반으로 한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인력을 활용하여 탐방 이용량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탐방 이용량을 시

간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도별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입장 및 퇴장 탐방 이용량을 구분

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웹 기반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탐방

객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탐방 관리는 물

론 공원 관리 및 의사결정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web based visitor utilization analysis program for a

more structured national park visitor management. Rather than employing the current human resources to

understand and manage the visitor utilization, the database could classify and analyze information hourly, daily,

weekly, monthly, quarterly, annually etc, and use entrance/exit information to understand visitor usage period.

Also with a web based park usage analysis program, visitor monitoring could be done without any limitation

in regards to time and space. The visitor use analysis program developed by this research will not only achieve

a more structured and efficient visitor management, but also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make park

manage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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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지속

적인 야외휴양수요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사

회적 여건변화와 함께 국립공원 탐방객 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국립공원연구원(2006)

에 의하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약 5.8%의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하거나 접

근성이 용이한 국립공원의 경우 매우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2006년(24,948천명) 대비 2007년(37,975천명)

탐방객 수의 증가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www.knps.or.kr). 

 국립공원 탐방객 수의 정확한 집계가 되지 못할 경우

어떤 유형의 탐방객들이 얼마나, 언제, 어디로 입장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차량 접근이 용

이한 곳에 단체 형태의 탐방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또

한 탐방객 수의 증가로 인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에 대한

훼손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입장료 폐

지 이후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한 것은 입장료 폐지 시 탐방객 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장료 폐지는 과거 입장권 발권

을 통해 탐방객 수를 집계하여 산정하던 방식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립공원 관리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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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 중의 하나인 탐방

객 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국립공원의 휴양

자원 및 공원시설의 경우, 탐방객 수의 증가 및 특정지역

의 이용강도 증가로 인해 국립공원의 매력물에 대한 훼손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탐방객의 행위제한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연보존지구 등의 생

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훼손 우려가 높다(이주희, 배민

기, 2007). 

탐방객 계수는 국립공원을 찾는 1일 탐방객의 이용총량

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탐방객의 시간대별 및 공간

별 이용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국립공원

탐방객 이용행태 관련 연구들은 계절별로 국립공원을 이

용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한 장소를 시간대별

로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시공간별 탐방객 이용량을 파악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임연진, 2003; 국립공원관리공단

2003; 국립공원관리공단, 2004; 국립공원관리공단, 2005).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얻어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계절별 특정 1일에 한정되어 수행

된 조사에 의한 결과로 유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론하

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경우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는 연중조사지역과 표본조

사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안내원, 공

익요원, 기존매표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제한된 시간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확도

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집된

자료의 활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구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탐방객 이용량 및 이용패턴은 탐방객 관리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자연 및 시설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체계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입장료 폐지 이후에 얼마나

많은 탐방객들이 어떤 탐방로를 이용하여 어디로 이동하

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매표소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

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입장 탐방객과 퇴장 탐방객을 구분하여 정확한

계수가 가능한 계수장비 및 탐방객의 이용량 분석이 실시

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중 탐방객 이용량이 높은 북

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지역을 대상으로 탐방 이용량을 시

간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도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인력을 활용하여 계수하고 있

는 일별 탐방객 수 데이터와 비교하여 효용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국립공원 탐방 이용량 모니터링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탐방 이용량은 국립공원의 자원이나 시설 관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공원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과정 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탐방 이용량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

성을 주장하였는데, 먼저 Terry(2002)는 자연공원이나 휴

양지역의 탐방객 이동에 관한 모니터링 연구가 탐방객 관

리에 중요한 요소이며,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Gordon

(2002)은 보존지역의 탐방객관리는 정확한 탐방객 계수 데

이터가 필수적이므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가 가능하

고 비용이 저렴한 새로운 방식의 탐방객 이동량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Dave

(2002)는 캐나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공원 내 이동패턴, 이

용행태, 그리고 동기에 대한 정보가 그 지역의 생태적 보

전 및 지속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탐방 이용

량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제약

으로 인해 특정 계절이나 장소에 국한되거나 표준화된 측

정도구에 의해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공원의 계절별

및 매표소별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규모를 산정

하고 Diary 형식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탐방객의 공원 내 시·공간 분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국

립공원관리공단, 2003~2005).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립공

원 탐방객의 시간대별 이용공간을 파악하여 시간 및 이용

공간에 따른 이용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우경덕,

2005). 그러나 광범위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이

나 휴양지역의 경우 인력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조사방

법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모니터링은 특정 대상의 반복적인 측정이며, 변화를 기

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경

우 규모나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어려움,

지속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

처럼 계수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대

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sayoshi(2004)는 Shikotus Toya National Park에 있

는 Jozankei National Forest의 출입구 2개소에서 계수장비

를 이용하여 탐방객 이동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Jere(2002)는 핀란드 남부에 위치한 Teijo Hiking area 출

입구에 빔 센서를 이용한 계수장비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정확한 탐방객 계수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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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보전지역이 휴양지역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향후 서로 다른 공원이나 휴

양지역별로 탐방 이용량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하고, 장

기 모니터링을 통한 탐방객 경향이나 이용패턴, 그리고 이

용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탐방객 계수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Beate(2002)는 휴양지역의 방문객 이

동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방

문객의 공간적 이용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방문객

이용패턴 분석을 더 편리하게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주희

(2008)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국

립공원 탐방객 통행량을 입장과 퇴장으로 구분하여 계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지리산국립공원 성

삼재 지역에서 계수 정확도을 검증한 결과 통행로 폭이

1.2 m인 경우 계수 정확도가 88.3%로 나타나 실제 국립공

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객 계수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계수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이미지 처리에 관한 연구

를 들 수 있다. I.J. Amin et al.(2008)은 기존의 이미지 처

리 기법을 활용하여 계수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

지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

는 기술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Claudio Sacchi et al.

(2001)은 이미지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관광지 방문객의

이동경로 파악을 시도하였다. 그 외 연구로는 Segen and

Pingali(1996), Masoud and Papanikolopoulos(2001), Rossi

and Bozzoli(1994), Terada et al.(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실내에 적용하기 적합한 기술로서

기후의 변화가 심하고, 기반시설 구축이 미비한 국립공원

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향후 기술적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고찰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탐방 이용량 모

니터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2007년 입장료 폐지로 인하여 탐방 이용량 관리

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에 적용 가능한 정보화 기반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공원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탐방 이용량 자동 계수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Beam sensor를 이용하여 입장 및 퇴장 탐

방객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계수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RS

232를 통해 전송하며, TCP/IP 접속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계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입장 및

퇴장 탐방객의 구분은 ATmega128의 외부인터럽트 INT4,

5를 사용하여 두 개의 Beam을 연결하고 수신된 신호를 이

용하며, INT4에서 신호가 먼저 발생하면 입장 탐방객을

계수하고, INT5의 신호가 먼저 들어오면 퇴장 탐방객을

계수한다(이주희, 2008). 공원 관리자는 분석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국립공원 또는 장소별로 시간, 일별, 주별, 월별

탐방객 이용현황을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 개발

국립공원 탐방 이용량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은 환경에서 개발 되었다. 소프트웨어는 객체지향 프로그

램밍 환경에서 개발하여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Microsoft Visual Basic

6.0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MS SQL과 Microsoft

Access를 사용하여 데이터 이식성 및 재사용 가능성을 최

대화 하였으며, 간단한 테이블 구조를 통해 프로그램과의

연동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분석엔진은 분석조건 선택

에 의해 공원별 또는 매표소별 시간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도, 성수기, 비수기 등 세부적인 조건에 따른 탐방

객 이용현황의 실시간 파악 및 분석과 보고서작성이 가능

하고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였다. 

3. 탐방 이용량 비교 방법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입구에 계수시스템을 설치하여

2008년 3월~7월 까지 총 5개월간 탐방객 이용량을 입장

및 퇴장으로 구분하여 자동으로 계수하고 이를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 하였으며, 공원관리자가 백운대 입구에서 직

접 입장 탐방객 수를 계수한 자료와 직접 비교 분석하여

차이를 파악하였다. 공원관리자가 직접 계수한 탐방 이용

량 자료가 탐방 이용량을 비교 분석하는데 객관적인 기준

이 될 수는 없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객 관리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계수시스템의 계수

정확도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자동 계

수시스템의 설치는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입구에 통행

로 폭 1.2 m로 제한하여 2개 입출구로 나누어 설치한 후

수집되는 계수 정보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백운대 지역

은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자와 면담 및 자문 결과 탐

방 이용량의 변화 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

견을 바탕으로 연구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 개발

1) User Interface

공원관리자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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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먼

저 접속 후 부여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Log-

in)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탐방객 이용량 ‘집계’ 메

뉴를 선택하여 시간대별,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 등 다

양한 조건에 따른 탐방객 이용량 분석 및 파악이 가능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탐방객 이용량

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탐

방객 이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2) 탐방 이용량 분석 

탐방 이용량 분석을 위해 ‘집계’ 메뉴에서 시간대별, 일

별, 주별, 월별, 연도별 등 분석기간과 국립공원 및 입구를

선택하여 특정 국립공원의 특정 입구의 탐방 이용량 파악

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산국립공원의 백운대 지역의

시간대별 탐방 이용량을 분석조건으로 입력하면 1시간 단

위로 입장 탐방객과 퇴장 탐방객의 수를 구분하여 표와

막대그래프 형태로 이용 변동량을 자세하게 나타내어 준

다(Figure 3, 4 참조). 

3) 데이터 변환 기능

데이터 변환 기능은 수집된 탐방객 이용량 데이터를 엑

셀 및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게 해준

다. 이는 공원 관리나 의사결정 시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분석하여 활용할 필

요가 있을 경우 데이터의 호환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탐방 이용량 측정 결과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입구에 설치된 자동 계수시스

템과 공원관리직원이 계수한 탐방 이용량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자동 계수시스템의 경우 입장 총 탐

방객 수 뿐 만 아니라 퇴장 총 탐방객 수도 실시간으로 집

계가 가능하다. 먼저, 3월의 경우 공원 관리직원이 직접

계수한 총 탐방객 수(Human Operated Counting, HOC)는

Figure 1. Log-in Page.

Figure 2. Analysis program main page.

Figure 3. Search and analysis page.

Figure 4. Output of visitor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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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자동 계수시스템이 계수한 총

입장 탐방객 수(Automatically Operated Counting_IN,

AC_IN)는 7,517명이며, 총 퇴장 탐방객 수(Automatically

Operated Counting_OUT, AC_OUT)는 8,942명으로 집계

되었다. 계수된 총 입장 탐방객 수의 차이는 1,662명으로

상호간의 오차비율은 약 22% 정도로 나타났다. 4월의 경

우 공원 관리직원이 직접 계수한 총 탐방객 수(HOC)는

20,831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자동 계수시스템이 계수한

총 입장 탐방객 수(AC_IN)는 18,696명이며, 총 퇴장 탐방

객 수(AC_OUT)는 20,969명으로 나타났다. 계수된 총 입

장 탐방객 수의 차이는 2,135명으로 상호간의 오차비율은

약 11% 정도로 3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

월의 경우는 3월과 비슷한 수준의 차이인 12% 정도로 나

타났으며, 계수된 총 입장 탐방객 수의 차이는 5,407명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원 관리직원이 직접 계수한 총 탐

방객 수(HOC)는 24,681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자동 계수

시스템이 계수한 총 입장 탐방객 수(AC_IN)는 19,274명

이며, 총 퇴장 탐방객 수(AC_OUT)는 23,802명으로 나타

났다. 6월의 경우 공원 관리직원과 자동 계수시스템이 계

수한 총 탐방객 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의 경우 공원 관리직원이 직접 계수한 총 탐방객 수

(HOC)는 6,961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자동 계수시스템이

계수한 총 입장 탐방객 수(AC_IN)는 6,179명이며, 총 퇴

장 탐방객 수(AC_OUT)는 7,712명으로 나타났다. 계수된

탐방객 수의 차이는 782명으로 상호간의 오차비율은 약

11%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동 계수시스템이 계수한

총 입장 및 퇴장 탐방객 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백운대 이

외의 지역에서 입장한 탐방객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으

며,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탐방객 계수시스템과 분석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구축할 경우 총 퇴장 탐방객 수

까지 파악이 가능하여 국립공원별로 입체적인 시공간 이

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탐방 이용량 측정 결과를 단

순히 비교하여 계수의 정확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이를 통해 탐방 이용량 계수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동

계수시스템의 경우 빔 센서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2

인 이상이 나란히 동시에 계수구간을 지나갈 경우 정확한

계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계수지점의 통행로 폭을 좁게

할수록 계수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계수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무조건 통로의 폭을 좁히는 것은 탐

방객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고, 혼잡한 경우 원활한 통

Figure 5. Data conversion figure.

Figure 6. Output of data conversion.

Figure 7. Visitor uses on month of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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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동

계수시스템의 경우 개발 시 탐방객의 통행과 계수 정확도

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지역을 대상

으로 반복적으로 실험한 결과 계수구간의 통행로 폭이 1.2

m일 경우 88.3%의 계수 정확도를 보였다(이주희, 2008).

따라서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지역에서도 계수구간의 탐

방로 폭을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계수를 실시하

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한 탐방 이용량에 비해 계수시스

템이 가지는 오차만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자동 계수시스템의 계수 오차를 지리산국립공

원 성삼재 지역에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12%로 적용

하여 탐방 이용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직원

이 계수한 탐방객 이용량은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탐방

객 계수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상의 어려움과 탐

Figure 8. Visitor uses on month of April.

Figure 9. Visitor uses on month of May.

Figure 10. Visitor uses on month of June.

Figure 11. Visitor uses on month of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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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객 이용량 계수에 선험적인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실제적인 탐방 이용량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

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직원

이 계수한 탐방 이용량의 경우 탐방 이용량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현재 국립공원에서 탐방관리

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준거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자동 계수시스템과 관리직원이 계수한 결과의

차이 폭이 7월의 경우 월 61명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79명으로 가장 큰 차이가 보인 5월

의 경우 일평균 약 90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절대적인 계수의 정확도를 비교

하는 기준이 될 수 는 없겠지만, 상호간의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국립공원 탐방관리에 적용이 가능한 하나

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계수시스템과 분석 프로그램은 입장과 퇴

장하는 탐방객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계수가 가능하기 때

문에 탐방로 분기점이나 이용밀도가 높은 지점의 이용비

율 조사가 병행되어 이루어질 경우 국립공원 내 시간 및

공간별 탐방 이용량 분석이 가능하며, 공원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결 론

영국, 핀란드, 그리고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

미 수년전부터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국립공원

탐방객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국립공원 입장료 폐

지와 함께 정보화 기반의 탐방객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탐방 이용량을 시간대,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도별로 구분하여 파악이 가능하

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인력을 활용하여 계수하고 있는 일별 탐방객 수와

비교하여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인력

기반의 계수방법과는 달리 실시간 탐방 이용량을 입장과

퇴장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

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일반 PC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여

다른 공원관리 기초자료와 통합하여 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에 현장 관리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탐방

이용량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탐방객의 이용 패턴을 주말

이나 주중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체계적으

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탐방객의 입장이 집중

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정확한 이용량 파악이 가능하여 국

립공원 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 패턴이나 정확한 계수 정보는 자

연자원이나 시설자원 관리에도 필요한 자료이며, 탐방 경

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탐

방객 계수 정보나 이용 패턴을 지리정보시스템과 결합하

여 공원관리에 활용할 경우 공원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을 수립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공원관리에 활용할 경우 기대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인

력 중심의 탐방 이용량 관리 방식을 정보화 기반 관리시

스템으로 전환 가능한 기반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한 국립공원 관리전략수립 및 의사

결정지원체계로 활용성이 높다. 탐방객 계수는 국립공원

을 찾는 1일 탐방객의 이용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탐방객의 시간대별 및 공간별 이용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데

이터 수집과 데이터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IT 기술을 활

용한 탐방객 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 데이터베이

스 구축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

약 없이 탐방 이용량의 실시간 파악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넷째, 탐방 만족도 및 서

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탐방객이 방문 전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국

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공원별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정보

획득이 가능하므로, 공원의 혼잡이나 교통소통이 원활하

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탐방만족도나 서비스 질 저하

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국립

공원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이 가능

하다. 단순한 국립공원 탐방 이용량 파악이 목적이 아니

라 자연자원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성이 높다. 국립공원관리의 문제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객, 자연자원, 시

설요인이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탐방객

과 자연자원, 탐방객과 시설, 탐방객과 탐방객, 자연자원

Table 1.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visitor uses of Human
Operated Counting (HOC) and Automatically Operated
Counting (Estimated visitor uses).                          Unit: persons

Month HOC AC_INE Differences AC_OUTE

March 9,179 8,542 637 11,184

April 20,831 21,245 414 23,828

May 24,681 21,902 2779 27,047

June 15,679 17,856 2177 21,048

July 6,961 7,022 61 8,763

E: Estimated visitor uses (Applied 12% of counting error by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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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설간의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

반이 되는 일부분이기는 하나, 또 다른 공원관리의 중요

요소인 자연자원 및 시설물의 관리 체계와 연동되기 위해

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탐방객의 이용이 자연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설물의 조성 및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탐방 이용량에 따른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공원관리

운영방법이나 적정 수용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

할 수 있어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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