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study built a model to predict the daily number of visitors to 18 trails in the Taebaeksan National Park 
using the auto-counter system data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daily number of visitors to each trail and 
classified the trails by visitors’ behaviors.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with the daily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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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탐방객 자동 계수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방로별 일간 탐방객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방로를 유형화하였다. 일일 탐방객수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개천절이나 눈축제 등 행사는 모든 탐방로의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쳐, 태백산국립공원의 일일 탐방객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일 이상 휴일이 연속되는 연휴와 일반 공휴일도 대부분의 탐방로의 일일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쳤다. 강수량은 비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행 목적 탐방객들은 날씨가 궂더라도 산행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은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눈축제가 열리는 당골광장 

인근의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쳐, 눈축제의 영향권인지 여부가 탐방로 관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K-mean 
clustering을 이용하여 18개 탐방로를 유형 분류한 결과, 태백산국립공원의 탐방로는 눈축제에 영향을 받는 유형(유형 1)과, 
가까운 거리에 볼거리가 많아 비산행 탐방객이 많은 유형(유형 2), 그리고 산행을 목적으로 온 탐방객들이 대부분인 유형(유형 

3)의 3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탐방로 유형별 탐방객 행태와 불법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에 맞춰 탐방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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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s of the 18 trails indicated that the events, such as the National Foundation Day celebration of Snow 
Festival, affected the number of visitors of all of the 18 trails and were the most critical factor that determined 
the daily number of visitors to the Taebaeksan National Park. The long-holidays of three days or longer and other 
national holidays also affected the daily number of visitors to the trails. Precipit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number of visitors of trails where the intention of most visitors was for sightseeing or camping instead of 
hiking, whereas had no significant impacts on the number of visitors of trails where many visitors intended for 
hiking. It indicated that visitors who intended for hiking went ahead hiking even if the weather was poor. The 
effects of tempera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visitors who intended for hiking but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visitor to the trails near Danggol Plaza where the Snow Festival was held in each winter, 
suggesting that the impact of the Snow Festival was the deterministic factor for trail management. Results of 
K-mean clustering showed that the 18 trails of the Taekbaeksan National Park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ose affected by the Snow Festival (type 1), those that have sightseeing points and so were visited mostly 
by non-hikers (type 2), and those visited mostly by hikers (type 3). Since visitor behaviors and illegal actions 
differ according to the trail type, this study’s results can be used to prepare a trail management plan based on 
the trail characteristics.

KEY WORDS: VISITOR PREDICTION MODEL, TRAILER BEHAVIOR ANALYSIS, CLUSTERING 
ANALYSIS, SNOW FESTIVAL

서 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체 생물종의 45%가 생

육･서식하는 생태계 보호지역인 동시에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연 생태

계 보전과 탐방객의 자연경관 향유라는 서로 상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 2019). 우리나라 ｢자연공원법｣
은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립공

원 내 탐방객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법정 탐방로 출입과 비박, 취사･음주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등산을 취미로 하는 인구가 많은 데 비해 인구

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탐방객들로 훼손되고 있다(Kwon et al., 2001;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2007; Nam et al., 
2015; Kang and Sung, 2016). 특히 일부 탐방객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탐방로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은 심각한 실정

이다(Cho, 2012;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aekbaeksan 
National Park Office, 2019).

국립공원 내 탐방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탐방객들을 대상으

로 국립공원 내에서 행위 제한에 대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탐방객 대상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공원 내 현수막,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있지만, 단순 홍보만으로는 탐방객

들이 인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고(Yoo and Kim, 2003; Yoo 
et al., 2008; Cho and Sung, 2015; Kim and Park, 2019), 

공원사무소 직원들의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넓은 국립공원 면적에 비해 현장관리 인력은 턱없

이 부족하여,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한정된 현장관리 인

력을 단속이 필요한 지점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원 관리자에게는 어떻게 한정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

치할 것인가 하는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탐방객의 불법 행위는 대체로 탐방객 수에 비례하므로, 적재

적소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탐방로별로 

정확한 탐방객 행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Taekbaeksan National Park Office, 2019). 국
립공원 탐방로의 탐방객 행태는 날씨나 요일, 계절, 특정 행사

가 열리는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탐방객 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탐방객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탐방객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Woo et 
al., 2003; Sim and Kwo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탐방객 수 계수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방로별 일일 탐방객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방로별 

일일 탐방객 수를 예측하는 탐방객 행태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

다. 또한, 일일 탐방객 수 영향 요인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태백산국립공원 탐방로를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향후 공원 

관리자가 효율적인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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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태백산국립공원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에서 22번째로 국

립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Shin et al., 2019). 태백산국

립공원은 매년 개천절 산 정상부의 천제단에서 열리는 천제로 

유명하며, 새해 첫날 일출과 봄철 철쭉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탐방객이 방문한다. 또한, 탐방의 출발점인 당골광장에서는 매

년 겨울 눈축제가 열려 특히 겨울철 관광객이 많은 국립공원이

다(Ko et al., 2010). 이와 같은 태백산국립공원은 연중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이지만, 최근에서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 내부에서 불법취사와 흡연, 음주, 비법정 탐방

로 출입, 자전거 운행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아직까

지 국립공원에 걸맞은 탐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Figure 1. Auto-counters in the Taebaeksan National Park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는 태백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설치･
운영하는 탐방객 자동 계수기가 설치된 18개 탐방로이다(Fig. 
1). 태백산국립공원에는 공원 북단 검룡소를 중심으로 한 탐방

로와 두문동재에서 함박산, 만항재로 이어지는 탐방로, 천제단

을 중심으로 한 탐방로 등 여러 노선의 법정 탐방로가 있는데, 
탐방로에 따라 탐방객 방문 특성이 다르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Taekbaeksan National Park Office, 2019). 

2. 데이터

총 18개 태백산국립공원 자동 계수기 중, 11개는 2017년 

9월부터, 나머지 5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계수를 시작하

여, 2019년 10월 기준 10개월에서 2년 1개월 동안의 탐방객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Table 1, 2). 계수기가 입산객과 하산

객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사전 분석 결과 입산객과 하산

객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입산객 수 데이

터만 이용하여 분석하였다(Korea National Park Service 
Taekbaeksan National Park Office, 2019). 아래 설명할 회귀

분석에 이용한 다른 변수들의 분석 단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탐방로별 입산객 수를 하루 단위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탐방로별 일일 탐방객 행태에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구축을 

위해 일일 탐방객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날씨 변수

들인 일평균 기온과 일간 강수량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해당일

이 특정 행사가 열리는 공휴일인지와 연휴인지, 기타 공휴일인

지도 조사하였다(Table 1). 이 중 특정 행사가 열리는 공휴일 

변수(행사 공휴일)는 해당일이 천제가 열리는 개천절이나, 새
해 첫 일출을 보려는 탐방객이 몰리는 1월 1일, 매년 당골광장

에서 열리는 눈축제 기간 중 공휴일, 8월 첫째 주 여름 휴가 

기간, 5월 말~6월 초 철쭉철 중 공휴일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다. 연휴 변수(행사없는 연휴)은 행사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 중 3일 이상 연속되는 공휴일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다. 단,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5월 1일 노동자의 날은 공휴일로 간주하고 연휴 여부

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휴일은 특정 행사일이나 3
일 이상 연휴가 아닌 공휴일과 주말이면 1, 그렇지 않은 날이면 

0인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다. 행사 없는 연휴 변수와 마찬가지

로 5월 1일은 공휴일로 간주하였다.

3. 탐방로별 탐방객 행태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일일 탐방객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두 날씨 

변수와 행사 공휴일, 행사없는 연휴, 기타 공휴일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하여, 18개 탐방로에 대해 각각 일일 

탐방객 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방객 행태를 분석 하였

다. 일일 탐방객 수는 평일과 주말, 행사일에 따라 편차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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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회귀분석의 가정인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일일 탐방객 수를 자연로그 변환(ln(일일 탐방객수

+1))한 다음 종속변수로 입력하였다(Gujarati, 2004).

4. 탐방로 유형 분류

공원 관리자가 18개 탐방로의 일일 탐방객 수를 탐방로별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일 탐방로별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는 탐방로를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탐방로 유형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방법 중 하나인 K-mean clustering 
(KMC)를 이용해 태백산국립공원 18개 탐방로의 유형을 분류

하였다. KMC는 다차원 특성 공간(feature space)에서 데이터

가 자연적인 군집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들 군집과 각 데이터

의 소속을 연구자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 스스로 찾아주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Hartigan and Wong, 1979). KMC는 연구자

가 군집 수 k를 정하면, 우선 임의로 k개의 군집의 중심점을 

정하고, 이 중심점과 각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하여, 거리가 가

장 가까운 집단으로 각 데이터의 소속을 결정한다. 다음 각 

군집의 중심점을 앞 단계에서 해당 군집으로 배속된 데이터들

의 평균점으로 옮기고, 이 새로운 중심점과 데이터의 거리를 

다시 계산하여 거리가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소속 군집을 재배

속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더 이상 군집 중심점들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 수행하면, 데이터의 자연적 군집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MC의 특성 변수(feature)로, 앞서 추정한 

다중회귀모형 결과 중 5개 독립변수(일평균 기온, 일간 강수량, 
행사 공휴일, 행사없는 연휴, 기타 공휴일)의 t-통계량에, 평일 

평균 입산객 수와 주말 평균 입산객 수를 더한 총 7개 변수를 

선정하여, 이 7차원 특성 공간에서 태백산국립공원 18개 탐방

로의 자연적 군집을 찾아 분류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의 t-통계량

은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일일 탐방객 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하므로, KMC 분석 결과는 각 독립변수의 영향

력이 비슷한 탐방로를 찾아 같은 집단으로 묶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MC의 군집 수 k를 3으로 설정하였다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aekbaeksan National Park 
Office, 2019). 

결과 및 고찰

1. 탐방객 행태 모형 분석 결과

태백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의 탐방객 행태 분석 결과, 행사 

공휴일은 모든 탐방로의 일일 탐방객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α=0.05)(Table 2). 행사 

공휴일의 t-통계량은 18개 탐방로에 대해 모두 양(+)의 부호를 

가져, 예상과 같이 행사가 있는 공휴일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탐방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사 공휴일의 t-통계량의 

절댓값이 큰 탐방로들은 주로 당골 광장에 인접한 탐방로들로, 
이 결과는 당골 광장에 인접한 탐방로는 다른 탐방로에 비해 

특정 행사가 있는 날 특히 더 많은 탐방객이 찾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들 탐방로는 태백산국립공원 탐방의 중심지로, 
장군봉과 천제단 등 정상부에 오르려는 산행객들뿐 아니라 주말

을 이용해 저지대에 머물면서 단군성전 등을 관람하려는 탐방객

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특히 당골 광장에서 매년 1월에 

열리는 눈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최대 2만7천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할 정도로 눈축제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없는 연휴와 기타 공휴일도 대부분 탐방로의 탐방객 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α=0.05)(Table 2). 
단, 두 변수의 t-통계량의 절댓값을 비교하면, 행사 없는 연휴보

다는 기타 공휴일이 탐방객 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태백산국

립공원 탐방로는 연휴보다는 일반 공휴일에 탐방객이 더 몰리

Variables Descriptions
Visitor ln(the number of visitors of the day + 1)

Temperature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day (°C)

Precipitation the total precipitation of the day (mm)

Event holiday
1 if the day is Gaecheonjeol, new year’s day, holidays during the snow festival, summer holiday weeks 
(the first week of August), or Cheoljjuk season (the late May to the early June), 
0 otherwise 

Eventless long-holiday 1 if the day is one of days in three or longer consecutive holidays that are not any special event day, 
0 otherwise

other holiday 1 if the day is a holiday that are not any special event day or eventless long-holiday, 0 otherwise

Table 1. Variable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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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태백산국립공원은 장기 체류형보

다는 하루 단위 탐방객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금천계곡의 두 탐방로인 금천 문수봉 방향과 금천 소문수봉 

방향 탐방로의 탐방객 수는 행사없는 연휴에 영향을 받지 않았

다. 또한, 금천 소문수봉 방향은 기타 공휴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탐방로의 탐방객 수가 워낙 적은데다, 연휴

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탐방객 수가 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일 강수량은 모든 탐방로의 탐방객 수에 부(-)의 영향을 

미쳐, 강수량이 많은 날일수록 탐방객 수가 적었다(Table 2). 
하지만 강수량이 탐방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 탐방로에 따라 달

랐다. 강수량이 탐방객 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탐방로는 

유일사((t=-13.29)였고, 검룡소(t=-12.40)와 만항재(t=-10.99), 
함백산(t=-10.29)도 강수량의 영향이 큰 탐방로였다. 이 중 검

룡소와 만항재, 함백산 탐방로는 탐방로 입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있는 탐방로로, 이들 지점

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산행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근 

리조트나 테마파크, 동해안 관광지 등을 방문하면서 잠시 태백

산국립공원에 들린 경우가 많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쉽게 탐방

을 포기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는 이유는 이들 탐방로 탐방객을 대상으로 방문 목적 등을 설문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평균 기온이 탐방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 탐방로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검룡소(t=27.73)와 두문동재 금대봉 방향

(t=19.82), 금천 문수봉 방향(t=18.24)을 포함한 7개 탐방로에

서는 평균 기온이 탐방객 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날씨가 따뜻한 날이 산행하기 좋아 탐방객 수가 증가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Table 2). 반면, 유일사(t=-10.55)와 당골광장매

표소(t=-7.59), 당골1주차장(t=-6.31), 사길령(t=-2.38)은 평균 

기온이 탐방객 수에 부(-)의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들 탐방

로가 모두 당골 지구에 위치하여, 1월에 개최되는 눈축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탐방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함백산

(t=-0.61)과 만항재 주차장(t=-1.28), 백단사(t=-1.28), 당골 단

군성전(t=1.41), 금천 소문수봉 방향(t=-1.04)는 평균 기온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평균 

기온의 영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들 탐방로에는 따뜻한 날씨

를 선호하는 일반 산행객과 추운 날씨에 열리는 눈축제 방문객

이 혼재하여, 일일 탐방객 수 데이터에는 그 영향력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uto-counter N
t-statistics (p-value in parenthesis) of regression coefficients



temperature precipitation event holiday eventless 
long-holiday other holiday

Geomryongso 747 27.73 (<0.000) -12.4 (<0.000) 10.58 (<0.000) 11.81 (<0.000) 14.06 (<0.000) 0.641
Changjukryeong 300 -2.19 (0.029) -9.69 (<0.000) 12.2 (<0.000) 5.86 (<0.000) 8.23 (<0.000) 0.299
Neujtongmogijae 694 -6.31 (<0.000) -5.99 (<0.000) 11.09 (<0.000) 4.8 (<0.000) 4.62 (<0.000) 0.438
Dumundongjae to 

Geumdaebong 747 2.32 (0.021) -2.56 (0.011) 2.64 (<0.001) 2.26 (0.025) 3.28 (<0.001) 0.080

Dumundongjae to 
Eundaebong 295 18.24 (<0.000) -5.65 (<0.000) 3.34 (0.001) 1.76 (0.079) 2.18 (0.03) 0.323

Hambaeksan 746 3.7 (<0.000) -5.09 (<0.000) 6.55 (<0.000) 3.55 (<0.000) 4.72 (<0.000) 0.123
Manhangjae parking lots 296 -1.04 (0.297) -1.43 (0.153) 2.28 (0.023) 1.19 (0.236) 1.8 (0.074) 0.037

Manhangjae 747 19.82 (<0.000) -7.79 (<0.000) 6.59 (<0.000) 4.59 (<0.000) 7.81 (<0.000) 0.408
Sagilryeong 747 -1.28 (0.202) -9.52 (<0.000) 7.51 (<0.000) 3.79 (<0.000) 6.02 (<0.000) 0.202

Yuilsa 747 0.13 (0.895) -0.87 (0.384) 6.16 (<0.000) 2.8 (0.006) 4.33 (<0.000) 0.153
Baekdansa 747 -0.61 (0.541) -10.29 (<0.000) 8.52 (<0.000) 5.87 (<0.000) 6.55 (<0.000) 0.238

Danggol parking lots 1 296 1.41 (0.159) -9.93 (<0.000) 12.64 (<0.000) 8.04 (<0.000) 8.11 (<0.000) 0.310
Danggol ticket office 694 -7.59 (<0.000) -8.21 (<0.000) 15.06 (<0.000) 8.34 (<0.000) 8.17 (<0.000) 0.396

Danggol Dangunsengjun 747 -0.58 (0.563) -4.57 (<0.000) 8.04 (<0.000) 5.11 (<0.000) 8.49 (<0.000) 0.332
Danggol to Munsubong 747 14.98 (<0.000) -10.99 (<0.000) 10.49 (<0.000) 9.72 (<0.000) 9.21 (<0.000) 0.414

Geumcheon to Munsubong 747 -2.38 (0.018) -6.13 (<0.000) 12.28 (<0.000) 5.59 (<0.000) 11.41 (<0.000) 0.294
Geuncheon to Somunsubong 296 13.4 (<0.000) -7.87 (<0.000) 3.23 (0.001) 3.05 (0.002) 6.41 (<0.000) 0.261

Baekcheon Village 747 -10.55 (<0.000) -13.29 (<0.000) 14.08 (<0.000) 9.53 (<0.000) 13.54 (<0.000) 0.496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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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방로 유형 분류

KMC 알고리즘을 이용해 태백산국립공원 내 18개 탐방로

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당골1주차장과 당골광장매표소 

탐방로를 하나의 유형으로, 함백산과 만항재, 유일사, 당골 단

군성전을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 나머지 12개 탐방로를 마지막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Table 3). Figure 2는 유형 간 

비교를 위하여 평균 t-통계량과 평일 및 주말 평균 탐방객수를 

10~100으로 리스케일한 결과이고, Figure 3은 탐방로 유형을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Figure 2. Comparison of the three trail types identified 
by K-mean clustering algorithm  

Figure 3. The three types of trails in the Taekbaeksan 
National Park 

Average t-statistics of features type 1 type 2 type 3
Temperature -6.9 1.3 6.5
Precipitation -7.1 -11.1 -6.1
Event holiday 13.1 11.4 6.8
Eventless long-holiday 6.6 8.3 4.3
Other holiday 6.4 9.4 6.6
the average number of visitors in weekday 223 136 22
the average number of visitors in holiday 827 417 64

trails grouping to each type

Danggol 
parking 
lots 1, 

Danggol 
ticket 
office

Hambaeksan, 
Manhangjae, 

Yuilsa, 
Danggol 

Dangunsengjun

Geomryongso, Dumundongjae to Geumdaebong, 
Baekdansa, Danggol to Munsubong, Geumcheon 
to Munsubong, Baekcheon Village, Sagilryeong, 

Neujtongmogijae, Changjukryeong, 
Dumundongjae to Eundaebong, Manhangjae 
parking lots, Geuncheon to Somunsubong

Table 3. Average t-statistics (center) and the average number of visitors of the three trail types identified by K-mean 
cluster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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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탐방로 유형(유형 1)은 3개 유형 중 탐방객 수가 

가장 많고, 날씨가 추울수록 탐방객이 많으며, 행사가 있는 공

휴일의 영향력이 가장 큰 유형이었다(Figure 2). 이 유형에는 

태백산국립공원 탐방의 중심지인 당골 광장에 위치한 당골1주
차장과 당골광장매표소 탐방로가 포함되며, 두 탐방로의 일일 

평균 탐방객 수는 평일 223명, 주말 827명이었다(Table 3). 
특히 유형 1은 행사 공휴일 변수에 대한 다중회귀계수의 평균 

t-통계량이 13.1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이 유형에 속한 두 탐방

로가 겨울철 눈꽃 축제가 열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형 1은 기온 변수의 평균 t-통계량도 –6.9로, 세 유형 중 기온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평균 t-통계량의 부호도 ‘–’여
서, 즉 날씨가 추울수록 탐방객이 많이 방문해서, 겨울철 눈축

제 기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유형(유형 2)은 탐방객 수는 세 유형 중 중간 정도이

고, 당일 기온이 탐방객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유형 

1보다 행사 공휴일의 영향력은 적고, 행사없는 연휴와 기타 

공휴일의 영향은 큰 유형이다(Figure 2). 유형 2는 함백산, 만
항재, 유일사, 당골 단군성전 탐방로를 포함하는데, 이 중 함백

산과 만항재, 당골 단군성전은 탐방로 시작점에서 가까운 거리

에 탐방 지점이 있어, 인근 다른 관광지에 왔다가 잠깐 들른 

탐방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탐방로로, 등산로보다 관

광지로서의 성격이 크다. 세 유형 중 유형 2가 행사없는 연휴와 

일일 강수량의 영향력이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도 유형 

2 탐방로가 관광지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우선 행사없는 연휴에 탐방객이 많다는 결과(평균 t-통계

량=8.3)는 유형 2 탐방로는 연휴 기간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태백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Table 3). 또한, 타 탐방로 유형에 비해 유형 2 
탐방로의 탐방객 수가 비가 오는 날 가장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

(평균 t-통계량=–11.1)는 탐방객들이 태백산국립공원 탐방만

을 위해 탐방로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 만약 하루 일정으로 산행만을 목적으로 방문한 탐방객들이

라면 비가 좀 오더라도 산행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유형 

2 탐방로 탐방객들은 이 일대 관광지를 연계 방문하는 탐방객

이라 추측된다. 
세 번째 유형(유형 3)은 유형 1과 2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12개 탐방로를 포함한다. 이 유형에 속한 탐방로는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탐방객 수가 가장 적고, 날씨가 따뜻할수록 탐방객

이 많으며, 강수량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Figure 2). 유형 3 
탐방로는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탐방로들

로, 산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거의 방문하지 않는 

탐방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탐방객들은 우리나라 일

반적인 산행 형태인 멀리 대도시에서 하루 단위로 방문하는 

등산객일 것이기 때문에, 타 유형에 비해 특정 행사가 있거나 

연휴라 해서 탐방객 수가 증가하는 정도가 가장 적고(행사 공휴

일의 평균 t-통계량=6.8, 행사없는 연휴의 평균 t-통계량=4.3), 
기타 공휴일에 탐방객 수 증가 정도가 중간 정도(평균 t-통계량

=6.6)로 오히려 높았다(Table 3). 날씨의 영향력 분석 결과도 

유형 3에 속한 탐방로의 탐방객들이 주로 산행을 목적으로 한

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즉, 유형 3에 속하는 탐방로의 일일 

강수량에 대한 평균 t-통계량은 –6.1로 세 유형 중 가장 부(-)의 

영향력이 커, 이 유형에 속한 탐방로 탐방객들은 날씨가 좀 

궂더라도 산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온의 

영향도 세 유형 중 가장 높아(평균 t-통계량=6.5), 기온이 높아 

산행하기 좋은 날 탐방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정책 제언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에는 탐방객 수 자동 계수

기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일 탐방객 행태 분석 모형에 입력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국립

공원의 탐방객 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루 단위

의 공원관리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인 

탐방객 관리뿐 아니라, 공원관리인력의 휴무일 관리, 사무소 

업무와 현장 업무 시간의 배분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자동 계수기가 국립공원 내 모든 탐방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동 계수기 데이터만으로는 탐방객들이 계수

기 설치 지점을 통과하고 난 후 행태 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2017)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이용

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탐방객 이용 패턴

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의 기지

국 정보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소유자 정보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탐방객 분포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단, 이동통신사 기지

국 데이터는 탐방객의 위치를 탐방로가 아니라 기지국 위치로

만 파악할 수 있어, 탐방로가 집해 있는 경우, 탐방객이 실제 

어느 탐방로를 이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데이터 습득에 제한이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탐방객 스스로 자신의 탐방 경로를 

기록하고 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또한 탐방객 행태 분석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Sim et al.(2020)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인 

Tranggle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복궁 서촌 일대 탐방로의 구간

별 혼잡도를 분석하였다. 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행태만 과표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통신사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또한 데이

터 활용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의 규제 사항을 홍보

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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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관광지인 국립공원은 고지대 산행을 위해서 온 탐방

객뿐 아니라 저지대에 위치한 문화재와 관광지, 야영장, 계곡, 
해수욕장 등을 즐기기 위해 온 탐방객들도 많다. 산행이 목적인 

탐방객들은 대체로 국립공원 방문 경험이 많아 탐방로에서의 

규제 내용을 알고 있으나. 저지대의 관광지를 방문했다가 잠시 

탐방로에 들른 탐방객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Cho 
and Sung, 2015). 이는 저지대 관광지 방문이 주목적인 탐방객

들이 주로 방문하는 탐방로에서는 국립공원 탐방로에서의 일반

적 행위 제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태백산

국립공원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2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산행

만을 목적으로 방문한 탐방객은 날씨가 궂더라도 산행을 강행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행이 주목적인 탐방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탐방로(태백산국립공원의 경우 유형 2와 3)에서는 

탐방객들이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초점을 맞

춰 탐방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탐방객 성향에 따라 

탐방로 관리 방안도 달리 적용해야 하므로, 탐방로별 탐방객들

의 탐방 행태에 바탕을 둔 탐방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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