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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동굴 객의 계  특성

한  호*1)

 Sea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ts visiting Gosu Cave

Dae-Ho, Han

Abstract : To figure out the sea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ts to Gosu Cave, the average monthly 
number of tourists has been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umber of tourists was 
especiallyhigh in spring and summer. Therefore, it’s required to develop a year-round tourism program. 
Key Words : Gosu Cave, easonal characteristics
국문요약 : 고수동굴 객의 계  특성을 악하기 하여 월별 객 수를 분석하 다. 분석자료는 

최근 3년간 월별 평균자료이다. 분석결과 4월, 5월, 8월에 상 으로 많은 객이 방문하여 계 으로 

과 여름에 객이 집 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특정 계 에 객이 집 하는 문제 을 보완하여 연  

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주요어 : 고수동굴, 계  특성

I. 서론
고수동굴 객의 계  특성을 살펴보았

다. 지의 라이 사이클을 악하기 해서

는 방문하는 객의 로 일을 구체 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객 수의 

반 인 변화과정, 즉, 연도별, 월별(계 ), 일

별(평일/주말), 시간 별로 시계열 인 객 

수의 증감을 악함으로써 지의 수요공

에 응할 수 있다.

Ⅱ. 고수동굴 현황
고수동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동굴로 약 5억년  고생

 기 해 에서 퇴 된 석회암이 모암으로 발

달한 석회암 동굴이다. 천연기념물 제 256호로 

지정되었으며, 총 길이 1,700m의 종유동굴이다. 

고수동굴이라는 이름은 고수동명에서 유래되었

는데 이 마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임 진왜란

과 련된 설이 있다. 

인공 으로 다듬어진 것처럼 정교한 많은 기

암괴석들이 늘어서 있어서 웅장한 지하궁 을 

방불  한다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양 

박씨 형제 가운데 아우는 청주에 정착을 하고 

형은 안식처를 찾아 계속 산간벽지를 배회하던 

 말의 발병으로 인해 이곳에 머무른 것이 오

늘날의 고수리의 기원이며, 이 마을에는 양 

박씨들이 거주하고 있다." 고수동굴은 1973년 

10월 한국동굴학회 조사단에 의하여 발견되었

으며 수원에 있는 유 신고등학교, 창 고등학교

를 설립한 학교법인 유신학원에서 학생들의 자

연학습장으로 1976년에 개발하여 재 국내에

서 제일가는 동굴로 각 을 받기에 이르 다. 

동굴속의 생물로서는 노래기, 톡톡이, 거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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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는 장님엽새우, 염주다슬기, 물고 기 등 약 

25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사자바 , 문어바 , 

독수리바 , 마리아상 등 120여개의 종유석과 

석순이 웅장하게 들어서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

다(www.knto.go.kr).

[사진 1] 고수동굴 입구 주차장

[사진 2] 고수동굴 방문 단체 객(일반)

[사진 3] 고수동굴 방문 단체 객(학생)

[사진 3] 고수동굴 내부의 객

Ⅲ. 관광객의 계절적 특성
고수동굴을 방문하는 객의 특성을 살펴

보기 하여 최근 3년간 체 객수, 월별 

객수 자료를 분석하 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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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객 수

Ⅳ. 요약 및 결론
석회동굴  가장 많이 알려진 고수동굴의 

 특성과 객들의 방문 특성을 계 별로 

살펴보았다. 고수동굴 객의 계  특성을 

악하기 하여 월별 객 수를 분석하 다. 

분석자료는 최근 3년간 월별 평균자료이다. 분

석결과 4월, 5월, 8월에 상 으로 많은 객

이 방문하여 계 으로 과 여름에 객이 

집 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특정 계 에 객

이 집 하는 문제 을 보완하여 연  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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