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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배경 및 목적

Ⅰ. 연구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증진과 국립공원의 가치
최근 파괴된 자연환경을 치유하거나 복원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복지를 증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태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 수려한 자연환경 및 자원이 잘 보존되고 최소한으로 정비된 국립공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호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지정이용관리하는 공원임
과거 국립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비교적 접근이 불량하고 낙후된 산간벽지
지역의 개발과 관광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공원개발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지난 십여 년 간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증대와 국제적 환경이슈 부각 등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생태적 보호
및 보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 증대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체 육상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의 43.7%(2만 3천여 종, 2021년 2월 기준)가 서식생육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음. 이와 같은 천혜의 생물자원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연간 4,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여가휴양 관광활동의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보호해야하는 다양한 야생생물 및 자연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도구로서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의 도입이 필요했으며, 자연공원법에서 공원
시설에 대한 정의 및 종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실정임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3

야외 휴양수요의 증가
최근 우리사회는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경영, 주5일 근무제 정착, 가처분 소득 증가,
고속도로 및 고속열차 개통,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야외 자연지역으로
의 휴양 및 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경제성장 및 여가문화 확산으로 휴양
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레저 및 스포츠 등을 도모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립공원은 입장료 폐지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휴양 공간으로
연간 4,0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음. 최근에는 정상등반형 탐방문화에서 둘레길 등을 걷
는 저지대 수평 탐방문화의 전환, 홀로 떠나는 여행과 체험형 여가활동 증가, 캠핑문화 확
산 등 국립공원을 즐기는 국민들의 여가 및 휴양 행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변화해가는 사회여건 및 탐방수요에 발맞춰 국립공원 내 다양한 시설 및 인프라의 도입 및
운영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탐방행태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안전성 및 편의성
을 고려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1] 국립공원 입장표 폐지 후 탐방객 수 변화 추이(국립공원공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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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배경 및 목적

공원시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
공원시설체계는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 당시의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공원시설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립공원의 방문 목적과 이용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시설 이용 시 안전에 대한 대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더불어 공원시설의 친환경성, 기능 재편, 리모델링,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공원시설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대규모 공원시설 개발사업에 따른 국민적 관심 고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시설 개발사업 추진정책으로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이의 사회적 관심과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
최근에는 오색삭도, 흑산공항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민 갈등이 심화되는 지자체 주
도의 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공원관리청 중심의 시설계획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으로,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공원관리 전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국립공원은 고지대보다는 저지대로, 단체보다는 개인 혹은 가족 단
위로 탐방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한 실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공원관리 방식의 대
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원시설
계획도 대전환점을 맞이함

나. 연구 목적
시대적 변화 대응 및 보호지역 가치를 고려한 국립공원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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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추진체계
배 경

∘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시대적 변화대응 시설계획 요구 증대
∘ 보전-이용 시설기준 양립으로 인한 공원관리 정책이슈 심화
∘ 국립공원 지정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원시설

핵 심
현 안

∘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비공원관리청 주도 시설사업 대응 부족
∘ 공원시설의 공간적 범위 제한에 따른 공원관리 유연성 부족
∘ 코로나19 등에 따른 소규모, 저지대 탐방트렌드 변화반영 부족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에 따른 시설정책 연계 부족

목 적

기본방향

시대적 변화 대응 및 보호지역 가치를 고려한 국립공원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 보전 전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체계 재정립
∘ 공원시설 법제도, 세부규정 개정(안) 마련 및 정책 제언
∘ 국립공원 삭도설치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 공원시설 정의 및 분류체계, 종류 재정립 방안 마련
- 공간적 범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8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기존 8가지 시설유형 개선
- 국립공원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공원시설 폐지(안) 도출
- 시대적 변화 대응을 위한 공원시설 신설(안) 도출

∘ 공원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용도지구별 공원시설 허용 및 설치기준 개정(안)

추진전략

-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국립공원 삭도시설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삭도설치 관련 현안, 법제도 여건, 정책사례, 주요이슈 분석
-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반영
- 자연공원법령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 도출

∘ 기타 정책 제언
- 저지대 체류형 체험교육시설 정책 개선방안
- 시설사업 갈등예방 및 조기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공원관리 실무현안 해결을 위한 타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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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호지역 동향

가. 국제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카테고리
국제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은 더 이상 규제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선택
으로 이해되고 있음. 야생동식물 및 서식지 보전 가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가별 서로 다른 보호지역 체계를 가지고 처해진 법과 제도,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왔음. 이처럼 국가마다 제각각인 보호지역 관리체계는 각 국가의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와
제약이 있음
이에 국제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을 목적
으로 보호지역 유형을 통일하고, 각각의 보호지역 유형에 따른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옴. IUCN에서는 보호지역의 유형과 관리체계를 개발하면서 각각의 생태계가
처한 자연환경적, 인문사회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취하는데, 각
생태계는 해당 생태계가 지닌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 보호지역이 보호의
강도에 따라 좋고 나쁨의 가치기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자연성, 규모, 인간의 접근, 관리강도, 경제성 등 상대적 특성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이러한 카테고리 시스템은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준으로 인정받았으며, 전 세계 보호지역의 계획과 지정,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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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Ⅰ은 엄정자연보전지역(Ⅰa)과 야생원시지역(Ⅰb)으로 구분되며, 이들 지역은 인간의
이용뿐만 아니라 학술적 목적을 위한 방문 등 인간에 의해 미치는 자연환경 영향을 엄격히
통제하는 지역에 해당함. 카테고리Ⅱ는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생물종과
생태계 에 대한 생태적 형성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보전과
문화적 이용이 양립할 수 있는 활동영역인 영적, 과학적, 교육적, 휴양적, 탐방 기회의 토
대를 제공하는 지역에 해당함. 카테고리Ⅲ 지역은 자연기념물로 통칭되는데, 주로 점적
공간을 대상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지형이나 해식, 해저 동굴, 동굴 같은 지리적 특징이나
고대의 숲 같은 생활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함. 카테고리Ⅳ는 특정한 종
이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 해당하며, 종이나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주요 관리항목이 됨. 카테고리Ⅴ는 경관보호지역으로 통칭되며,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생태적, 생물적, 문화적, 경관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
연보전의 가치를 유지하는 지역에 해당함. 카테고리Ⅵ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으로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 자연자원 관리 시스템과 함께 생태계와 서식지를 보호
하고 자연보전과 양립할 수 있는 낮은 수준으로 자연자원을 비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토착민의 전통적 생활방식의 유지를 위해 전통적 방식의 작물생산, 자연
자원의 채취 등의 경제활동을 용인하고, 이러한 경제활동이 지구자연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는 지역에 해당함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각 보호지역 특성에 적합한 목적과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특정 유형의 보호지역에 편중되기 보다 다양한 유형의 보호지역이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2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계룡산덕유산경주무등산태백산국립공원이 카테고리Ⅴ
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16개 국립공원이 카테고리Ⅱ에 해당함.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백도와 칠발도, 덕유산국립공원 내 안성칠연계곡 광릉요강꽃 특별보호구역이 Ⅰa로 인증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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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별 관리우선순위
출처: Emphandu and Chettamar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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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대응 보호지역 동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20년 「COVID-19 and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특히, 보호 및 보전지역의 경우 인간과 자연
환경 간 관계변화가 시급히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보호지역 관리방향을 제안한 바 있음
코로나-19는 그간의 폭넓은 환경위기에 따른 결과
오늘날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생태계 훼손 및 파편화와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거래를
포함하여 자연의 오남용으로 이어졌고, 이와 맞물려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환경훼손의 모든 측면을 다루기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보호 및 보전지역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네트워크가 필요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약속과 행동 필요
인간-동물-생태계 간 접촉(interface)을 망라하는 원-헬스(One-health) 접근법이 필요하며,
전 세계는 자연보전을 자신의 주요 책임으로 인정해야 함. 환경, 보건, 금융, 식량, 비즈니스,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된 대응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표준이 되어야 함
보호 및 보전지역은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하에 있음
보호 및 보전지역은 자연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며
생계수단을 제공함. 또한 평안함, 소득, 깨끗한 물, 청정한 공기와 이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을 위한 녹지를 제공함. 그러나 현재 이런 지역의 대부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단중장기간 일관성 있는 집단적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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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보호지역 동향

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자연공원) 정책 동향
자연공원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호지역인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과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은 2001년 3월 자연공원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2002년 12월 최종 수립되었으며, 관리인원 증원, 관리전산시스템 구축,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냄. 이밖에
지질공원을 자연공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용도지구의 합리적 개편
및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 조정,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 인증,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사업 등의 성과를 보임
반면 공원자원 가치와 공원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공원구역 및 용도
지구 지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관리 누수 및 훼손 발생 우려가 높
았음. 또한 해상·해안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체계가 부족하였음. 이밖에
통합적 공원자원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자연생태계 중심의 관리로 상대적으로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탐방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웠으며, 사유지 재산권 제약에 따른 지역사회 불편
및 불만은 여전하였음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앞서 기술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향점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음. 대표적으로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관리,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복원정책 전개,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수립,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책변화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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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연공원기본계획의 정책 변화
출처: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일부 수정)
구

분

2013년 이전 (1차 계획)

2013년 이후 (2차 계획)

관리목적

생태계 보전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생태계 보전

보전개념

소극적 보호 및 규제

적극적 복원 및 복구개념으로 확대

공간구조

독립된 공간 개념에서의 관리

보호지역 간 생태네트워크 강화

정책고객

탐방객

탐방객 및 지역주민

거버넌스

중앙정부 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관리기법

단기적 성과 중심, 전문가 의존적

장기적 관점, 국제 동향 및 지역 협력

재원확보

정부예산 의존적

다양한 재원 조달

자연공원법
1967년 제정된 공원법은 우리나라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통합한 최초의 법률이며, 이후
1980년 도시공원을 분리하여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이 제정됨
현재의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를 추구하고 있음. 자연공원의 종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으며, 2011년
지질공원이 추가 신설되었음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1967년 공원법의 지정기준은 풍경, 토지, 산업, 이용, 배치 항목에 준하였으나, 1980년
자연공원법은 자연풍경,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균형적 배치로 주요 항목이
변경되었음. 2011년 개정된 자연공원법에서는 균형적 배치 항목이 삭제되고 자연풍경의
용어가 자연경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연생태계 항목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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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주요 동향
1. 국내외 보호지역 동향

자연공원에는 용도지구 제도가 있는데 1967년 공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자연공원
법이 제정되면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의 4개 지구로 구분·
관리되었음. 2001년 개정에서는 주거 밀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로 세분되어
5개 용도지구로 구분관리 되었으나, 2011년 일부개정에서 취락지구가 공원마을지구로 변경,
집단시설지구가 폐지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되어 현재의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
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신지구 총 4개로 구분·관리되고 있음
이후 2020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으로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과 국립공원의 날이 지정되는
등 자연공원의 위상을 높이고,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정립하게 됨.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보전, 생태계 건전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과학적·객관적 공원관리, 지역사회 협력, 국제협력 증진으로 축약
할 수 있음
국립공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국립공원 지정초기의 공원관리 주체는 건설부 공원과였으며, 우리나라 보호지역 제도의 도입
초기시기로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확립되지 못함.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최초의 국립공원
으로 지정할 당시의 국립공원은 도로건설 및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
으로 하는 경향이 높았음. 초기 국립공원은 국민의 이용을 늘리기 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국립공원의 지정을 지역개발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음. 이렇듯 당시의
국립공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관광지로 인식되었음
1977년 전담부서의 명칭이 공원과에서 자연공원과로 바뀌면서, 전문적인 공원관리가 요구
되기 시작함. 그러나 자연보호와 지역개발의 대립, 관리의 비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였음. 이후 1978년에 자연보호헌장이 제정되면서 자연보호운동이 확산
되었고,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개발규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국립공원도 개발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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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들어 과도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되 개발과 균형이용과 보호의 균형이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함. 당시의
주류였던 산업개발 바람이 국립공원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지만, 정부가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 시기의 국립공원 관리특성은 개발과
보존에 대한 균형적인 개념의 도입 및 이행이라고 볼 수 있음. 1985년 감사원의 전국
국립공원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계기로 국립공원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현 국립공원공단)이 창설됨
1991년 국립공원 업무는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국립공원 관리의 특징은 보존
지향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지리산국립공원 등 불법건축에 대한 관리부실 지적과 자연
환경 보호운동 확산으로 국립공원의 이용과 보전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함. 그러던 중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립공원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는 계기가 됨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국립공원 관리체계는 보전 지향적 정책 및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해결,
그리고 개발욕구 증가로 볼 수 있음. 정부의 정책방향이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2010년대 이후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보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로 변화함.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한반도 생물종의
서식지와 주요 생태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강조되기 시작함. 동시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근무시간의 단축 등으로 여가 휴양 및 생태탐방과 같은 국립공원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환경조성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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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관리 여건의 변화

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탐방문화 변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최근 관광 목적지와 경험 선택에 있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여행 경험을 판매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집단지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여행정보 제공이 고도화되고 있으
며, 여행콘텐츠 경험 및 소비 방식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챗봇(Chatbot) 서비스 확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여행 추천, 사물인터넷 및 인공
지능의 결합으로 객실 예약, 체크인 및 체크아웃, 룸서비스 등 다방면 서비스 향상이 이뤄
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지능형 비서에서 감정교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감성비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현지의 ‘진정성’ 있는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세대 이동서비스인 마스(Mobility as a Service, MaaS)를 통해 자율
주행 차량, 로봇택시, 셔틀 등 서비스형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국민 여가 행태의 변화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변화하고 있음. 취미를 즐기고 싶지만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사람들과 지리적 제약 없이 집에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취미활동 배송 서비스가 등장
하였음. 또한 서핑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 뿐만 아니라 공예, 베이킹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개하는 소셜액티비티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여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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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9-2020년 소셜빅데이터 활용 국내 여행 트렌드 순위
출처: 한국관광공사
순 위

야외 위락 및 스포츠 분야

테마시설 분야

테마관광 분야

1

요트(보트)/유람선(크루즈)/잠수함

기타시설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2

ATV/카트/4륜바이크

워터파크

시티투어

3

카약/카누/래프팅

키즈/키즈카페

한복/의상대여

4

패러글라이딩

박물관

스냅촬영

5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케이블카

6

시티투어

아쿠아리움

축제

7

서핑

놀이공원

기타시설 입장권

8

짚라인/짚와이어/짚트랙

동/식물원

9

기타시설 입장권

온천/스파

10

스키/썰매

시즌권

가치관 다양화 및 소비심리 변화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성 및 희소성, 정체성, 재미, 경험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혼자하는 여행, 따로 또 같이 여행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 단순 방문, 관람
보다는 경험과 체험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지 액티비티 프로그램의 인기, 경험
중심, 능동적 여행, 프로여행러(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의 증가로 이어짐
워라밸(work-life balance) 인식의 확산, 국민 소비심리 위축,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단기 근거리 여행을 통해 충족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가격 대비 최대 만족을 원하는 가성비(價性比), 가심비(價心比), 가시비
(價時比)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행 일상화, 호캉스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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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유적지, 랜드마크 중심의 목적지에서 마을, 골목, 시장, 거리 등 일상 공간으로
관광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여행시장은 세대와 연령, 계층에 따른
특성과 요구가 더욱 분명해지고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여행 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관광’, ‘책임
관광’ 등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 증가, ‘관광시민’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혼자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오롯이 개인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음. 1회성 수업인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요리, 미술, 요가 등 원하는 콘텐츠를 수요에
맞게 선택하여 체험 할 수 있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인문화 변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여행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숨겨진 여행지, 야외․자연
경관 감상 선호도 증가, 숙소 위주 휴양여행, 소규모 혹은 나홀로 여행, 드라이브스루 여행,
주중 및 비성수기 여행,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 시간대 여행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여행패턴이 증가함
또한 ‘안전’ 이슈 부각에 따른 ‘생활관광’ 중심의 관광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음. 인구밀집
대도시권 근교로 이동 급증, 전통적 관광목적지로의 이동 급감, 아웃도어 액티비티 장소 이동
증가(수상, 해양레저), 캠핑수요 증가, 가족단위 여행 등이 증가함
서울관광재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높은 제약을 받은 여가
활동은 국내여행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사람이 없는 곳
으로의 여행, 주로 승용차로 경관을 보는 여행, 당일여행, 가까운곳으로 여행, 실내보다는
야외활동 위주, 주말과 휴일 보다는 평일에 여행하는 형태를 보임. 또한 국내여행을 다녀올
때 여행횟수를 줄이거나 대면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형태로 여행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여행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여행 수요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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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행태는 안전을 기반으로 한 국내여행을 중심으로 재편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행태가 전망됨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여행’, ‘관광’, ‘여가’와 관련된 모든 언급량이 대부분 감소
하였으나, ‘산책’, ‘캠핑’, ‘등산’, ‘자전거 여행’에 대한 언급량은 급증하였음. 사람들의 여행
행태가 해외여행을 포함한 장거리 여행에서 가까운 교외형, 근교형 여가를 중심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면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여가활동인 캠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추세 감소와 함께 정부의 국내여행 활성화 정
책과 맞물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휴가철을 ‘비대면’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캠핑을 선택함. 정
부에서도 이러한 캠핑 산업의 성장에 맞추어 야영장의 추가 공급 기반 마련, 캠핑카 보급 활
성화, 기타 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비대면’ 관광 수단으로서 캠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여가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홈캉스, 홈오피스, 홈쿡, 홈베이킹, 홈술, 홈필
라테스, 홈인테리어, 홈케어, 홈트레이닝, 홈시네마, 홈피트니스 등 홈(home)과 관련된 신
조어 및 결합어가 등장함

나. 기후변화 대응 보호지역 역할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휴양산업의 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축제들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눈이 적게 내려 스키
산업의 성장도 감소세에 있음. 일본 삿포로의 경우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중국 동북부 무
단장지역에 향후 대체할 스키장을 오픈하기도 함. 혹한과 폭염으로 야외활동보다는 실내
시설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쇼핑과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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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 선호도 증가, 기후변화 취약 여행지의 재난비용(보험비용)
증가, 관광수입 감소, 남쪽 지역의 스키장 경영 어려움,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 관광산업의 어려움, 해안가 관광시설의 이전, 미세먼지-실내온도 통제를 위해 실내관광
시설 증가, 국제 관광의 핵심 수단인 항공, 해운(크루즈 포함)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원인으로 국제 관광 축소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관광자원은 기상재해로 인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항만 등 관광기반시설 역시 훼손되어 관광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역할 증대
자연생태계는 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우수한 보고로서,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고산식물 및 습지 등 희귀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유한 자연공원에 대한 역할이 대두되고
있음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공원은 기후변화 교육의 장, 생태체험의 장으로서의 기능 제공에
대한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산림탄소 저장, 온실가스 저감 등 저탄소 녹색
공간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음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의 국내이행을 위한 핵심보전
지역으로의 역할하고 있으며,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의 핵심지역, 생물유전자원
이익 공유 대응과 생물주권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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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을 위한 역할 증대
한반도 핵심 생태계를 이루는 국립공원
한반도 주요 생태계의 기반이 도로나 산지개발 등으로 동서와 남북을 아우르는 주요 생태축이
단절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연결 및 복원 정책이 탄력 받고 있는 실정
다양한 기관에서 생태통로 설치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부처 및 기관별 합동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백두대간 등 주요 핵심 생태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한반도 생태축 정책추진을 위한 국립공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임
DMZ 생태계의 국립공원 지정을 통한 보전강화
또한 DMZ 일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DMZ 생태축에 대한 자연공원 지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DMZ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시 세계유일의 DMZ
국립공원 보유국로서 국가브랜드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연보전 가치가 높은 DMZ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종을 적극적으로 보호·보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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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시설 정의 및 종류

가. 공원시설 정의
법적 정의
공원시설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
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단,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함
또한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공원시설에 대한 계획은 자연공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매 10년마다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 공원시설 현황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은 큰 범주에서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세부적인 공원시설의 종류를 자연공원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진입도로
등 일부 불가피한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공원시설의 입지를 공원구역 내부로 제한하고 있어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일지라도 공원구역 외부에 입지할 경우 법적으로 공원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기능적 정의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공원시설(진입도로, 주차시설, 공원사무소 제외)은 공원구역
내 입지해야 하지만,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다수의 시설
들이 공원구역 밖에 입지하고 있음. 법적으로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능상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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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원시설을 파악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음
반대로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성격의 시설들이 공원구역 내
입지함으로써 법적 공원시설로 구분되어 있기도 함.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연공원이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의 설치가 불가
피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임
공원시설 본래의 목적을 고려해 기능적으로 정의한다면, 공원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입지하는 시설일지라도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 이용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설을 공원시설로 볼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들은 공원시설로 볼 수
없음

나. 공원시설 종류
법적 기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원시설은 크게 9개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구체적인 시설종류를 나열하고 있음. 공공시설, 탐방자 보호 및 안전시설, 야생생물
증식복원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각 시설별 수반되는 부대시설로 정해져 있음
각 유형별 구체적 시설종류를 보면,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
시설의 법적 정의에 부적절한 시설종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특히 우체국,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과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이 이에 해당함
또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중 설치규모가 크거나 인위적 교란 요소가 높은
시설의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저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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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원시설 유형별 종류
시설유형
공공시설

시설종류
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 용도의 창고, 탐방안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
소,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공설수목장림, 환경기초시설 등

보호 및 안전시설

사방, 호안, 방화, 방책, 방재시설, 대피소 등

증식복원시설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복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제외),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

휴양 및 편의시설

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 관찰대, 휴
게소, 공중화장실 등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등
탐방로를 포함한 도로,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섬
지역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m 이하의 소규모 공항, 수상경비행장 등

상업시설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 제외), 미용업소, 목욕장 등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부대시설

각 시설의 기반이 되는 시설

[그림 3] 현재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원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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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종류의 변화
19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는 시대적 여건과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어 왔지만, 제정 당시의 공원시설에 대한 유형분류의
큰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자연공원 지정 취지에 걸맞는 자연환경 보전의 목적을
전제하면서도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국토기반시설 구축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 자연훼손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보호, 복원하기 위한 시
설물의 설치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2001년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다수의 공원시설이 신설되고 삭제됨. 공공시설과 탐방객
안전시설을 법률상 앞으로 이동시키는 등 관광휴양을 위한 시설 중심에서 자연공원 관리를
위한 시설로 방향성에 변화를 주었음. 하지만 큰 틀에서의 시설유형과 세부적인 시설종류는
거의 변화가 없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2010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공원시설 종류에 다수의
신규 시설이 추가되었음. 자연공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야생동물 관찰대와 해중 관찰대
등이 신설된 반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도 함께 신설되었음
[표 4]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 당시 공원시설 유형별 종류
시설유형

시설종류

교통·운송시설

도로(탐방로 포함), 교량, 궤도, 삭도, 자동차, 선박, 헬리콥터 등에 필요한 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공공시설,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기념품·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업, 공중욕장업, 이용
및 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유기장, 실내공연장 등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산장 등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은행,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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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체육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문화시설
보호·조경 및
안전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이장, 승마장, 선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
장, 단체연수원,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공
중변소, 오물처리시설, 야외의자, 공원표지시설 등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등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및 조경시설 등
각 시설의 기반이 되는 시설

[표 5] 2001년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원시설 유형별 종류
시설유형
공공시설
안전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시설종류
공원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마을회관, 도서관,
환경기초시설 등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경시설 등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 제외), 유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
장, 청소년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등
도로(탐방로 포함), 주차장, 교량, 궤도, 삭도 등

상업시설

기념품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제외), 미용업소, 목욕장, 유기장 등

숙박시설

호텔·여관 등

부대시설

각 시설의 기반이 되는 시설

[표 6] 2010년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원시설 유형별 종류
시설유형
공공시설
안전시설

시설종류
공원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마을회관, 경로당, 도
서관, 환경기초시설 등
사방, 호안, 방화, 방책, 방재, 조경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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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종류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 제외),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광

휴양 및 편익시설

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어장, 전망대, 야생동물관찰대, 해
중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등
도로(탐방로 포함),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경비행장(수상경비행장 포
함) 등

상업시설

기념품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제외), 미용업소, 목욕장, 유기장 등

숙박시설

호텔·여관 등

부대시설

각 시설의 기반이 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자연공원법의 개정과 함께 몇 차례 공원시설의 종류가
변화했지만, 자연공원을 휴양 및 관광지 개념으로 인식한 시설종류와 공원구역 내 지역
주민의 생활 및 편의를 위한 시설종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자연공원법에서 정
의한 공원시설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확충과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
[표 7] 자연공원법 제정 이후 연도별 공원시설 종류 개정내용
연도

시설종류 개정내용

1980

∘ (법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2조 공원시설 종류 규정

1987

∘ (신설) 조리판매업
∘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1996

∘ (삭제) 단체연수원, 야외의자, 공원표지시설 삭제
∘ (제외) 체육시설에서 골프장,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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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설종류 개정내용

∘ (신설) 탐방안내소, 마을회관, 도서관, 환경기초시설, 유선장, 주차장
∘ (삭제) 은행, 병원, 탐방용품 및 일상용품 판매점, 조리판매점, 조림
2001

시설, 이용업소, 선유장, 저수지, 낚시터,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유스호스텔, 산장, 실내공연장

∘ (제외) 골프연습장, 유흥주점
2009
2010
2011
2017
2020

∘ (삭제) 삭도 ※ 사실상 궤도시설에 삭도가 포함되므로 설치 가능
∘ (신설) 경로당, 방재시설,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유어장, 야생동물관찰대, 해중관찰대,
무궤도열차, 경비행장(수상경비행장 포함)

∘ (신설) 공설수목장림, 소규모 공항
∘ (신설) 창고(공원관리용), 증식‧복원시설
∘ (삭제)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 (신설) 수소연료공급시설
∘ (삭제) 조경시설

[표 8] 공원시설 유형별 시설종류의 신설 및 삭제 내역
시설유형

시설종류

∘ 공원관리사무소: 1980.8.18. 제정
∘ 창고(공원관리용): 2017.5.30. 신설
∘ 탐방안내소: 2001.9.29. 신설
∘ 매표소: 1980.8.18. 제정
∘ 우체국: 1980.8.18. 제정
∘ 경찰관파출소: 1980.8.18. 제정
공공시설

∘ 마을회관: 2001.9.29. 신설
∘ 경로당: 2010.10.1. 신설
∘ 도서관: 2001.9.29. 신설
∘ 공설수목장림: 2011.10.6. 신설
∘ 환경기초시설: 2001.9.29. 신설
∘ 은행: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병원: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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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종류

∘ 사방: 1980.8.18. 제정
∘ 호안: 1980.8.18. 제정
∘ 방화: 1980.8.18. 제정
∘ 방책: 1980.8.18. 제정
보호 및 안전시설

∘ 방재: 2010.10.1. 신설
∘ 대피소: 2020.12.10. 휴양 및 편의시설에서 이동
∘ 조경시설: 1980.8.18. 제정. 2020.12.10. 삭제
∘ 탐방자 안전 도모시설: 1980.8.18. 제정
∘ 조림: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공원환경 조성시설: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증식 및 복원시설

∘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 증식·복원: 2017.5.30. 신설
∘ 식물원: 1980.8.18. 제정
∘ 동물원: 1980.8.18. 제정
∘ 수족관: 1980.8.18. 제정

문화시설

∘ 박물관: 1980.8.18. 제정
∘ 전시장: 1980.8.18. 제정
∘ 공연장: 1980.8.18. 제정
∘ 자연학습장: 1980.8.18. 제정
∘ 도로(탐방로 포함): 1980.8.18. 제정
∘ 주차장: 2001.9.29. 신설
∘ 교량: 1980.8.18. 제정
∘ 궤도: 1980.8.18. 제정
∘ 무궤도열차: 2010.10.1. 신설

교통 및 운수시설

∘ 소규모 공항: 2011.10.6. 신설
∘ 수상경비행장: 2010.10.1.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2020.12.10. 신설
∘ 경비행장: 2010.10.1. 신설, 2011.10.6. 삭제
∘ 자동차·선박·헬리콥터 등: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삭도: 1980.8.18. 제정, 2009.1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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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종류

∘ 체육시설: 1980.8.18.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 등의 시설로 제정,
2001.9.29. 구체적인 시설명 모두 삭제

∘ 골프장: 1996.7.1. 삭제
∘ 골프연습장: 2001.9.29. 삭제
∘ 운동장: 1980.8.18. 제정, 1996.7.1. 삭제
∘ 체육관: 1980.8.18. 제정, 1996.7.1. 삭제
∘ 수영장: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승마장: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스키장: 1980.8.18. 제정, 1996.7.1. 삭제
∘ 유선장: 2001.9.29. 신설
∘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2010.10.1. 신설
∘ 광장: 1980.8.18. 제정
∘ 야영장: 1980.8.18. 제정
∘ 청소년수련시설: 1996.7.1. 신설
휴양 및 편의시설

∘ 유어장: 2010.10.1. 신설
∘ 전망대: 1980.8.18. 제정
∘ 야생동물 관찰대: 2010.10.1. 신설
∘ 해중 관찰대: 2010.10.1. 신설
∘ 휴게소: 1980.8.18. 제정
∘ 대피소: 1980.8.18. 제정, 2020.12.10. 보호 및 안전시설로 이동
∘ 공중화장실: 1980.8.18. 공중변소 제정, 2001.9.29. 용어 변경
∘ 단체연수원: 1980.8.18. 제정, 1996.7.1. 삭제
∘ 야외의자: 1980.8.18. 제정, 1996.7.1. 삭제
∘ 공원표지시설: 1980.8.18. 제정, 1996.7.1. 삭제
∘ 선유장: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저수지: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낚시터: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급수 및 배수시설: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오물처리시설: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어린이놀이터: 1980.8.18. 제정, 2017.5.3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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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종류

∘ 기념품 판매점: 1980.8.18. 제정
∘ 약국: 1980.8.18. 제정
∘ 식품접객소: 1980.8.18. 제정
∘ 유흥주점: 2001.9.29. 식품접객소에서 제외 명시
∘ 미용업소: 1980.8.18. 제정
상업시설

∘ 목욕장: 1980.8.18. 공중욕장으로 제정, 1987.7.1. 용어 변경
∘ 탐방용품 및 일상용품 판매점: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조리판매업소: 1987.7.1. 신설, 2001.9.29. 삭제
∘ 이용업소: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유기장: 1980.8.18. 제정, 2017.5.30. 삭제
∘ 실내공연장: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호텔: 1980.8.18. 제정

숙박시설

∘ 여관: 1980.8.18. 제정
∘ 유스호스텔: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 산장: 1980.8.18. 제정, 2001.9.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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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가. 공원시설 설치 현황
공원계획 반영 공원시설
공원시설의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공원계획의
변경사항은 환경부 관보로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환경부에서 고시한 관보를 기준으로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단, 해당
고시는 조성 전 계획상태의 공원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22개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은 총 1,745개소로 북한산국립공원 266개소로 가장 많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138개소, 무등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 각 132개소, 한려해상국립공원
126개소로 비교적 많은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시설유형별로 보면 교통운수시설이
831개소로 가장 많으며, 휴양편의시설 555개소, 공공시설 260개소로 비교적 많은 공원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증식복원시설은 지리산국립공원과 한라산국립공원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상업시설은 내장산국립공원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9] 국립공원별 공원계획 반영 공원시설 현황(환경부 관보 기준)
공원명

공공

지리산

8

한려해상

보호
·
안전
3

증식
·
복원

문화

교통
·
운수

38

5

76

8

47

7

60

경주

3

16

2

42

계룡산

11

11

3

30

설악산

7

30

2

31

3

2

휴양
·
편의

상업

숙박

계

기준일

132

2020.07.02.

126

2017.09.15.

63

2019.01.24.

1

56

2019.01.29.

1

74

2018.01.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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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공공

한라산

20

속리산

15

내장산

8

가야산

5

덕유산

11

오대산

보호
·
안전

증식
·
복원

문화

교통
·
운수

상업

숙박

계

기준일

23

1

25

70

2018.07.30.

28

3

33

79

2019.11.25.

32

4

33

79

2019.11.25.

18

3

14

40

2020.05.07.

4

18

2

21

56

2020.07.02.

2

2

4

1

16

25

2019.08.12.

주왕산

3

1

19

11

34

2006.04.07.

태안해안

2

26

1

16

45

2020.07.02.

다도해

8

52

2

75

138

2019.09.03.

북한산

72

3

76

4

111

266

2018.05.30.

치악산

10

2

9

1

15

1

38

2018.08.13.

월악산

25

3

34

27

1

90

2017.04.28.

소백산

8

8

13

2

30

61

2019.12.30.

변산반도

9

1

18

2

22

52

2020.05.07.

월출산

5

5

2

17

30

2020.07.02.

무등산

12

25

4

91

132

2019.07.16.

태백산

8

2

13

1

35

59

2020.05.07.

260

33

555

52

831

계

1

휴양
·
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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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간 공원시설의 양적 변화
지난 20년 간 공원시설의 개수는 162개소 증가함. 탐방안내소, 탐방로, 주차장, 자연학습장과
같은 순수 공원탐방을 위한 공원시설이 주로 증가한 반면, 골프장, 야영장, 휴게소, 대피소,
숙박시설과 같이 체육 및 레저, 편의시설은 감소하였음
[표 10] 2000년 이후 국립공원시설의 양적 변화
시설명

2000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2년

2914년

2016년

2020년

합 계

1,579

1,399

1,416

1,494

1,655

1,629

1,700

1,741

공원사무소

10

11

11

11

11

12

11

17

관리분소

24

25

25

31

28

29

32

35

탐방안내소

52

185

184

196

228

191

193

194

진입도로

168

55

57

52

54

54

54

56

탐방로

211

271

278

382

571

574

614

624

주차장

75

104

106

100

120

120

127

131

삭도

4

3

3

3

4

4

5

5

골프장

5

4

4

4

3

3

3

1

야영장

123

76

69

56

44

36

36

38

자동차야영장

1

9

9

16

25

28

30

30

청소년수련시설

26

25

26

26

19

20

20

19

휴게소

176

82

81

73

82

72

75

75

대피소

88

38

33

34

33

33

36

36

공중화장실

337

320

321

293

255

264

261

263

자연학습장

11

13

13

11

17

22

26

30

숙박시설

22

16

17

17

7

8

10

10

기타시설

246

162

179

189

154

159

16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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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난 20년 간 공원시설의 양적 변화

국립공원 기본통계 시설 현황
국립공원공단은 매년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기본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며, 이중 주요한
시설물 현황도 포함됨. 탐방로, 자연관찰로, 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안내표지판 10개 항목에 대해 각 국립공원별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는 개소 수뿐만 아니라 길이 자료를 함께 구축하고 있음.
안내표지판은 법적으로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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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립공원 기본통계 시설 현황(2020년 국립공원 기본통계. 기준)
공원명

탐방로

자연
관찰로

공원
사무소

탐방
안내소

탐방
지원
센터

대피소

야영장

주차장

화장실

지리산

54

12

12

4

9

8

9

12

41

경주

39

2

4

-

4

-

-

2

2

계룡산

21

3

3

1

4

-

1

4

9

한려해상

43

2

7

-

5

-

1

11

22

설악산

20

5

6

1

12

5

1

3

19

속리산

25

3

4

-

5

-

-

3

17

한라산

11

1

5

3

5

8

1

6

11

내장산

19

4

4

1

4

-

2

8

23

가야산

9

2

2

-

5

-

3

2

11

덕유산

15

1

3

-

4

2

3

3

20

오대산

9

3

3

-

3

1

1

6

11

주왕산

15

2

3

1

3

-

1

1

6

태안해안

9

3

5

-

2

-

3

3

16

다도해

64

5

11

-

3

-

3

8

22

치악산

12

2

2

-

6

-

2

6

11

월악산

21

4

4

1

4

-

5

6

13

북한산

97

10

9

1

15

5

-

9

16

소백산

20

9

4

1

6

1

2

7

7

월출산

10

3

2

-

2

-

1

6

7

변산반도

14

4

4

1

2

-

1

5

12

무등산

63

1

4

-

9

-

1

2

11

태백산

28

-

3

-

7

-

1

6

7

계

618

81

104

15

119

30

42

119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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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공간분포 현황
공원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각 건축물이 입지한 지점의 용도지구, 입지특성 등을 분석하였음. 국립공원
기본통계 시설 현황 중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화장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단, 분석에 사용한 건축물 정보는 앞서 기술한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건축물이 없는 공간 형태의 공원시설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별 비율분석을 통해 공간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공원구역
밖에 입지한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음
[표 12] 국립공원 내외부 시설별 분포 비율
공원구역 안

공원구역 밖

비 율

비 율

화장실

72%

28%

탐방지원센터

60%

40%

관리소

61%

39%

매표소

59%

41%

관사

5%

95%

지킴터

72%

28%

공원사무소

27%

73%

휴게소

90%

10%

통제소

70%

30%

대피소

93%

7%

산불감시초소

70%

30%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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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안

공원구역 밖

비 율

비 율

탐방안내소

67%

33%

샤워장

85%

15%

생태탐방원

44%

56%

취사장

100%

0%

기타

51%

49%

합 계

62%

38%

시 설 명

[표 13]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시설분포 비율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마을지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화장실

16%

60%

10%

14%

탐방지원센터

9%

72%

14%

6%

관리소

6%

85%

8%

1%

매표소

7%

80%

11%

3%

지킴터

16%

75%

1%

7%

휴게소

42%

51%

-

7%

통제소

30%

60%

7%

3%

대피소

78%

19%

-

4%

공원사무소

-

95%

5%

-

샤워장

-

94%

6%

-

산불감시초소

44%

56%

-

-

탐방안내소

14%

64%

21%

-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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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문화유산지구

마을지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취사장

-

100%

-

-

생태탐방원

-

100%

-

-

관사

20%

80%

-

-

기타

19%

69%

12%

합 계

17%

66%

9%

시 설 명

8%

[표 14]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 시설별 분포 비율
특별보호구역
시 설 명
비율
화장실

52%

대피소

18%

지킴터

9%

탐방지원센터

9%

통제소

6%

관리소

4%

매표소

1%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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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시설 운영관리 현황
탐방로(자연관찰로 포함) 운영관리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탐방로 및 그 주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며
탐방객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공원자원보호 및 탐방편의제공을 위해 「탐방로 관리
매뉴얼」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탐방로를 일반탐방로와 주제탐방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일반탐방로는 자연친화적
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탐방로로 수직탐방로, 종주탐방로, 저지대탐방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제탐방로는 국립공원 탐방을 통한 자연체험을 목적으로 조성된 탐방로로 자연
관찰로, 기타 주제탐방로(문화체험, 경관감상, 무장애탐방로 등)로 구분하고 있음
일반탐방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이용강도, 용도지구, 탐방로 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주제탐방로는 체험기능 향상 및 편의성 증진, 문화체험, 유니버셜
디자인 등을 고려해 관리하고 있음
탐방로에 대한 이용 및 훼손 현황,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리
방향을 수립하고 있음. 훼손된 탐방로는 노면관리, 지형 및 탐방로 주변 훼손지 관리, 부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또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즉시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요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밖에 표준화된 탐방로 정비사업 절차와 각 공종별 표준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매뉴얼에 수록하여 효과적인 탐방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2014년 이후에는 탐방로 보수전담팀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탐방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간 약 10억 원 내외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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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국립공원공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중화장실(간이, 이동식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운영요령,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여 공중
화장실의 기능이 상시 정상 유지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공중화장실(간이, 이동식 포함)은 전기 및 급수 불가능한 고지대나 산정, 능선 등 주요
조망선에 설치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탐방 이용거리가 8 ㎞ 이상
이고 산행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 연간 탐방객 10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과
경관저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중화장실(간이, 이동식 포함) 출입구의 배치는 탐방로 등에서 과다 노출되는 곳은 피하며,
불가피할 경우 조경식재 등 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 동선에서 소로를 만들어 탐방객의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이밖에 세부사항으로 화장실의 최소 연면적, 대소변기 최소 설치 개수, 대변기 칸막기 최소
규격, 소변기 최소 점용 공간, 동파방지 및 안내표지판, 급수시설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
처리하여 재사용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음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 이동화장실을 구분하여 각각의 설치기준과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장실 설비(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수채류, 부속설비) 각각에 대한 일반정보와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오수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수세식, 자연발효식, 기타 방식
(포세식, 절수형 소변기)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일반사항과 구조, 유지관리방법을 표준화
하여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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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관리
국립공원공단은 불특정 다수의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는 대피소, 생태탐방원, 휴게소, 탐방
안내소, 체험학습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계설비, 난방설비(보일러 등), 부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기준 및 관리․운영
요령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국립공원공단이 직영하고 있거나, 임대한 시설 중 관리책임이 당해 국립공원의 사무소장
(연구원장, 보전원장, 탐방원장, 교육원장, 사무국장 포함)에게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가능
다중이용시설의 각종 설비 및 장비에 대한 표준화된 점검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상점검,
정기점검, 위탁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음. 일상점검은 발전설비 또는 난방설비를 운영하는
공원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1일 1회 작동상태를 점검해야하며, 정기점검은 장비의 가동
전중후의 작동상태를 월 1회 점검해야 함. 위탁점검은 설비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업체)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설비 및 장비의 정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와 「건축전기설비공사」,
한국소방협회에서 제정한 「소방시설공사」의 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난방
시설물은 「소방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건축법」에 준하여 정비, 점검, 사용, 고장 시
조치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밖에 관리일지, 점검카드, 이력카드, 취급설명서, 유지보수대장 등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야영장 운영관리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의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전국 야영장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야영장 조성 및 정비를 위해 「야영장 조성(정비) 매뉴얼」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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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입지선정을 위한 일반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산사태나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예년 통계를 기초로 안개가 잦거나 기상 변화가 잦은 지역은 피하도록
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자동차 접근성,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의 설치 용이성, 주변 볼거리
및 경관요소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위해 지형, 토양토질, 기상, 수리, 식물, 동물,
경관, 재해, 토지이용, 토지사용제한, 용수, 전기전화, 보건, 주변 편의시설, 사용동향,
주변 공원시설, 교통에 대해 사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을 구분하고, 야영장 내 숙박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각 시설별 배치와 최소 규모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수용력 산정과정을 거쳐 야영장의 규모와 필요설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지, 도로, 급수시설, 우배수시설, 전기시설, 안내표지시설, 취사장, 관리시설, 공중화장실,
캐빈캐라반 등 체류형 편익시설, 기타 서비스시설, 조경식재에 대해 각각의 설치기준 및
정비방안, 세부 공종도 등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음
탐방안내소 운영관리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탐방안내소 내 전시물 관람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효과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탐방안내소 관리 지침」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음
지침 상 탐방안내소의 기능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의 생태지형지질역사
인문사회풍속 등을 안내하고, 탐방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시 또는 제공하여 탐방편의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관리책임자는 탐방안내소를 안내, 전시, 관리
및 지원 공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관리책임자는 탐방안내소 전담관리팀을 두어 관리할 수 있으며, 조직된 전담관리팀은 탐방객
안내, 해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보재 관리, 자료 수집 및 관리, 전시 기획 및 디자인,
홍보물 제작 및 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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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탐방안내소의 휴관, 운영시간, 이용료, 이용 및 행위제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타사항에 대한 운영관리
「안내표지판 정비 매뉴얼」을 통해 안내표지판 설계도서와 정비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해당 매뉴얼은 안내표지판의 종류, 기능, 설계승인 검토 및 요청방법, 화판의 기본요소, 재료,
구성 및 편집기준,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음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통해 공중화장실, 대피소, 관리소 등 공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체계화하여 수질오염 예방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해당 매뉴얼은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음. 오수처리방법 및 공법의 소개, 오
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 설치기준, 관리, 점검, 청소, 폐쇄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통해 화장실, 주차장 등 공원시설물 중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관련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매뉴얼은 「장애인복지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 세부시설의 유형별 구조재질규격, 안내표시 기준 등에
대해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음
「공원시설 유지관리 규칙」,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매뉴얼」, 「국립공원 내 건축물 설계 매
뉴얼」, 「공원시설공사 품질관리 매뉴얼」, 「공원시설 준공도서 관리 매뉴얼」 등을 통해 모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정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업무 및 제반사항의 기준 및 표준
안을 규정 및 제시하고 있음. 또한 「공원시설 업무 매뉴얼」을 통해 행정, 토목, 건축, 조경,
부대시설, 기타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침서를 작성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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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시설 법ㆍ제도 현황

가. 공원시설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서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공원시설을 정의함
제17조제1항에서 공원시설계획은 공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17조의2에서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을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에서 용도지구별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 달리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은 동법
시행령으로 제시하고 있음
제19조에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표 15] 자연공원법의 공원시설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

제 2조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①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제17조의2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
터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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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제18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2. 공원자연환경지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
청이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원시설의 종류를 1~8호까지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의2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
시설에 속하는 공원사무소, 매표소, 탐방안내소, 보호 및 안전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에 속
하는 야영장, 휴게소, 전망대, 야생동물관찰대, 대피소, 공중화장실, 교통운송시설에 속하는
도로, 탐방로, 교량, 궤도, 삭도, 선착장, 헬기장이 가능하며 각 시설마다 최대로 허용가능한
규모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제14조의3에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자연공원법에서
공원시설로 정의한 모든 공원시설이 설치 가능하며, 탐방로와 숙박시설(해안 및 섬 지역에
한함)은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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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시설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
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
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
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ㆍ호안ㆍ방책ㆍ방화ㆍ방재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제 2조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
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
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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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구분
공공
시설
보호
및
안전
시설

휴양
및
편익
제14조의2

시설

공원사무소
매표소

규모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 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도로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
교통·
운송
시설

교량
궤도
(삭도는 제외한다)
삭도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폭 12미터 이하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51

구 분

내 용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제14조의3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
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부지면적 7,500 ㎡ 이상(공원자연보존지구는 5,000 ㎡)의 공원시설을 신설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도로궤도 등 교통운수시설을 1 ㎞ 이상 신설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함
제14조제2호에서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20% 이하, 높이 9m 이하로 제한
하고 있으며, 삭도 정거장은 15m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호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종류별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표 17]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공원시설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5조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
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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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
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
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제14조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
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3호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시설물 설치 일반기준, 위치 선정, 규모, 구조, 색채, 시공, 공원시설별 세부
권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일반기준에서 모든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원자원 보전·
보호, 탐방객 안전·편의, 자연학습 및 탐방편의 등 공원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만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관계없는 시설종류들이 열거되어 있는
상태로 법률적 모순을 안고 있는 실정임
공원시설의 위치선정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자연경관,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에 영향을 주는 곳일 경우 생태통로 등의 설치를 통해 영향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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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태통로의 시설규모 상 또 다른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공원시설이 아니므로 사업추진 근거가 미약한 실정
규모 기준을 보면 시설 설치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은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적정 크기 및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연공원에서 만큼은 편리성 보다는 훼손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시한 것이 특징임
재료 기준을 보면 자연소재 및 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야생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목재, 돌 등이 이에
해당되며, 내구성 증진 등을 위해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색채 기준을 보면 주변의 자연색과 조화되도록 하며 시설물을 부각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어,
탐방객 편의성 보다 야생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표 18]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구 분
목적

내 용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
1. 공원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생태, 문화경관, 지형·지질, 수리·수문 및 재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원자원 보전·보호, 탐방객 안전·편의, 자연학습 및 탐방편의등 공원관리를 위한 최소
한의 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목·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자연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활용하고, 토질의 형질
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기준

4.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 수목 및 초본류 등의 훼손은 최소화하고 당해 공원 안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외래식물의 식재를 금지하고, 공원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당해 공원의 식생 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적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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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 시설물 공사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의 피해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하거나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 선정
기준

2.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는 시설물 설치를 피해야 한다.
3.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계곡 또는 하천을 오염시킬 우
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태풍·호우·강풍·해일 및 산사태 등의 재난발
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대
책을 수립하여 설치 할 수 있다.
1.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경관

규모기준

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연의 원형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규모를 최소화하
여야 한다.
1. 재료는 가급적 당해 공원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돌 등 자연소재를 사

재료기준

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는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는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외벽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하고,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부

색채기준

각시키기 위한 원색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2. 탐방객 안전 또는 공원자원 훼손방지를 위한 경고표지 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가
급적 밝기가 낮으며 반사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

시공기준

화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고, 관련 부대시설 등의
설치시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 및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세부
권고기준

공원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야영장, 공중화장실, 전망대, 유선장, 청소년수련시설, 휴게
소, 탐방로, 주차장, 도로, 로프웨이, 자연학습장, 전시장, 공연장, 동물원, 식물원, 사방,
호안, 옥외광고물에 대한 권고기준 별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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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권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시설은 대부분 공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며, 경로당, 도서관, 우체국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기타
공원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지역주민 편의시설 등 세부 권고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원시설 대부분은 공원관리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에 의한 요구도가 낮은 시설들이며, 공원시설로서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각 시설에 적합한 입지, 시설의 계획 및 설계, 재료선정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지형 및 토양, 식물 등의 원형보전과 자연재료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음. 이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을 강조함
[표 19] 공원시설별 세부 권고기준
시설유형

주요

권고기준

공원시설

․ 공원 구역에 건축할 경우 주요자원, 특징적인 지역을 피하여 설치한다.
공원관리
사무소

․ 건축물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다목적 용도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 지역의 향토경관과 공원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시공한다.
․ 자연보전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한다.

공공

․ 유리빛 반사 최소화, 저휘도 건축재료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시설

․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해당지역의 향토성을 고려한다.
․ 탐방객 편의와 자연․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거점지역에 설치한다.
탐방안내소

․ 공원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인근 탐방로, 자연관찰로 등 자연학습이 가능한
지역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 비오톱 등 설치 시 자연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재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휴양
ㆍ
편익
시설

․ 탐방객 이용행태 및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야영장

․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탐방객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한다.
․ 기존수목이나 바위 등 자연물은 가급적 원형을 보전한다.
․ 친환경적인 재료 및 향토재료 등을 사용하여 지역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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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원시설 개념 및 현황
3. 공원시설 법ㆍ제도 현황

시설유형

주요

권고기준

공원시설

․ 공원환경 보전, 탐방객 편의,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 도모를 도모한다.
공중
화장실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한다.
․ 전통사찰 인근 화장실은 사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양식을 선정한다.
․ 해안지역은 경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해안에서 떨어져 설치한다.
․ 오수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적정 처리시설(대책)을 설치한다.
․ 고효율 전기시설을 반영한다.
․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형태, 구조, 색채를 주변과 조화시킨다.

전망대

ㆍ
시설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부대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지형지물, 수목 등 경관조망을 가리는 요소를 피하여 설치한다.

휴양
편익

․ 자체시설의 경관 뿐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다.

․ 유선장은 보트 운전자와 여타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유선장

․ 탐방객의 안전과 효율적 보트이용을 위해 탐방객과 보트이용 구역을 구분한다
․ 바람의 상태, 이용가능 수역의 범위, 수역의 수심,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수련시설은 문화적이며 학습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청소년수련
시설

․ 환경조건의 구성 등 전문적인 수련시설 설계를 통해 공간을 구성한다.
․ 자연학습, 청소년 체력증진 등 다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시설의 규모는 대단위 집적시설을 지양하고 분절된 형태로 설치한다.
․ 우중대피소, 실내 활동 공간 등 우중 대안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 휴게소 건물은 외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배치시킨다.
․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외향 및 실내 조망을 함께 고려한다.

휴게소

․ 전원풍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복제한 듯한 도입은 피한다.
․ 미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축물을 설계한다.
․ 해안에 설치 시 환경훼손 등을 고려 해안에서 가급적 떨어져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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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주요

권고기준

공원시설

․ 지구와 연계된 탐방로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성을 체험할 수
탐방로

있도록 한다.

․ 노선 배치 및 디자인에 생태계보전 및 탐방객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
․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교통
ㆍ

․ 탐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 훼손지를
주차장

활용한다.

․ 탐방객 편의증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운수

․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은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한다.

시설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선형 및 구조로 설계한다.
도로

․ 생태계에 영향을 주거나 절․성토량이 발생하는 지역을 피해서 도로선형을 계획한다.
․ 로드킬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후 예방시설을 도입한다.

로프웨이
자연
학습장

․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사적지나 문화재, 자연관찰로 등 교육 및 자원 활용 효과가 높은 곳에 배치한다.
․ 효과적인 학습을 고려하여 관람동선을 설계하고 안내판 및 해설판을 설치한다.
․ 교육, 체험활동 이외에 관람객의 휴식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 다양한 정보자료와 현장 체험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전시장

․ 자연자원 및 생태계의 변화 관찰, 지역 향토의 자원과 관련된 연구 및 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시설

(야외)

․ 기존의 경사지형과 식생을 활용하여 조성한다.

공연장

․ 탐방객안내소, 야영장 등의 시설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 입지선정 시 자연조건이 동물의 생육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다.
․ 동물의 행태 및 습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며, 흥미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한다.

동물원

․ 관람객과 관리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관리시설 및 경계시설은 자연스러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도록 지형 및 식재 등을
이용하여 차폐한다.

․ 관리시설은 은폐, 수목보호, 동물접근의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연소재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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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원시설 개념 및 현황
3. 공원시설 법ㆍ제도 현황

시설유형

주요

권고기준

공원시설

․ 식물원의 주제와 특징에 알맞은 자연입지조건을 갖추었는지 고려하여 배치한다.
문화
시설

․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지형을 적절히 이용한다.
식물원

․ 관람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 및 관람동선은 명확하게 한다.
․ 식물원의 부속 건축물 및 구조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주차장은 가급적
식물원과 분리시킨다.

․ 비탈면 녹화는 지질, 경사도, 토양경도, 토성 등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파종공법과
식재공법을 적절히 적용한다.

․ 종자배합 및 도입식생은 식물상호간의 경합을 고려하고 최종 군락형태는 가급적
다층식생 구조를 목표로 한다.
사방

․ 지반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현장여건, 시공성을 고려하여 흙막이 설치를 검토
한다.

․ 옹벽의 높이는 3m를 초과되지 않도록 하되 3m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로 계획한다.

보호

․ 수직구조물이 필요한 곳 중 자연성이 강조되어야할 곳은 콘크리트 옹벽대신 자연

ㆍ

친화적 공법을 도입한다.

안전
시설

․ 자연석, 자갈, 나뭇가지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친자연적인 경관미를 유지한다.
․ 부득이 인공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단식 호안 등 미관을 감안한 공법을 적용
호안

한다.

․ 수변부는 수질정화,

수생생태, 수변경관 창출을 목표로 식물, 어류서식 블럭

등을 적극도입 한다.
부대
시설

․ 간판 디자인은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한다.
옥외광고물

․ 간판으로 벽면을 모두 채우지 않도록 간판의 수량와 크기를 최소화한다.
․ 주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디자인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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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공원 용도지구별 시설 허용기준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보호시설,
산불방지시설 등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
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연면적 60 ㎡ 이하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함
[표 20]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행위허가에 따른 시설 허용기준
목 적

시 설 명

연면적 기준

군사시설, 통신시설,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보호시설,

없음

산불방지시설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건축물 개축재축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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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없음

부대시설

없음

종교시설

없음

부대시설

6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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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농지 또는 초지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100 ㎡ 범위의 창고, 연면적 20 ㎡ 이하의 농막(주거 목적 제외)의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행위 및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 1,300 ㎡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수산종자
생산업시설종묘생산농립업시설, 일정 규모 이하의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
시설, 연면적 250 ㎡ 이하이고 2층 이하의 축산물(양잠양봉산물 포함) 생산시설 및 연
면적 100 ㎡ 이하의 부대시설, 연면적 250 ㎡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 및 연
면적 100 ㎡ 이하의 부대시설, 연면적 600 ㎡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축산물의 보관시설 및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
하는 연면적 100 ㎡ 이하의 어구보관창고의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라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호안방화방책 및 보호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 상수도하수도농
수로배수로마을진입로농로제방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연면적 100 ㎡
이하의 공중화장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묘지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 따라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탐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4개월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 대여시설, 음식점,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인명구조선, 구조보트, 전부표, 유영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공연장의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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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에 따른 시설 허용기준
목 적

시 설 명

연면적 기준

층수 기준

창고

100 ㎡ 이하

없음

농막(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20 ㎡ 이하

없음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1,300 ㎡ 이하

종묘생산농립업시설

(부대시설포함)

농지 또는 초지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

해상양식어업시설,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시행령 별표1의4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시설 제외)

별도 기준

축산물, 양잠, 양봉산물 생산시설

250 ㎡ 이하

산업행위 및 국민경제상

(부대시설)

(100 ㎡ 이하)

필요한 시설

작물재배사

250 ㎡ 이하

(부대시설)

(100 ㎡ 이하)

농업축산업 등 1차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보관시설 및

100 ㎡ 이하

없음

지상층

200 ㎡ 이하

2층 이하

지하층

100 ㎡ 이하

없음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

30 ㎡ 이하

없음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연면적

기존 건축물의 이축

범위

(기존 연면적 200 ㎡ 미만인 경우)

(200㎡ 이하)

사방호안방화방책 및 보호시설

없음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증축

개축재축증축이축

2층 이하
2층 이하

어구보관창고

기존 건축물의

2층 이하

600 ㎡ 이하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2층 이하

없음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 도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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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시 설 명

연면적 기준

층수 기준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상수도하수도농수로배수로마을진입로농로제방

설치 등 국방 또는 공익을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중화장실

100 ㎡ 이하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없음

없음

묘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섬 지역 거주민 사망시
필요시설

판매시설, 대여시설, 음식점, 탈의시설, 샤워시설,
해안 및 섬 지역에서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탐방객 편의제공 시설

인명구조선, 구조보트, 전부표, 유영 가능구역

(연간 4개월 이내)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공연장

공원마을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연면적 230 ㎡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
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이고 건폐율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의 설치가 가능함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 자체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총포판매사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액과가스
판매소,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섬 지역 거주민의 개인묘지가족묘지납골시설, 섬
지역의 화장장분료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태양에너지풍력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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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원마을지구 내 행위허가에 따른 시설 허용기준
목 적
주거용 건축물

시 설 명

연면적 기준 층수 기준 건폐율 기준

단독주택

230 ㎡ 이하 2층 이하 60% 이하

다세대 주택

330 ㎡ 이하 3층 이하 60% 이하

총포판매사단란주점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공원마을지구
자체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액과가스 판매소, 농어촌민박사업용,
섬 지역 거주민의 개인묘지가족묘지납골시설,

없음

없음

없음

섬 지역의 화장장분료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태양에너지풍력시설

[표 23] 공원마을지구 내 허용가능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

시설종류
가. 식물,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 탁구장, 체육도장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 1종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
강보험공단 사무소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
독주택과 공동주택 제외) 등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정수
장, 양수장 등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바닥면
적의 합계가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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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등]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다.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자. 일반음식점
제 2종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등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교습장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
이형시설 등(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러. 노래연습장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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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원시설과 유사법률 시설의 비교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와 유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각 법률별 시설종류를 비교함
유사법률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 , 「산림보호법」 내 산림
생태원의 시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내 산림복지시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원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필요로 하는 법률을 대상으로 선별하였음.
각 법률마다 시설종류 및 분류체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각 법률 내 시설의 종류를 자연공원법의
공원시설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공공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의 탐방안내소, 환경기초시설과 기능 및 목적이 유사한 시설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 「산림보호법」 내 산림생태원의 시설
에서도 규정되어 있음. 반면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등은 「자연공원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에서 방송, 전기, 전화시설, 산림복합경영시설 등이 자연공원법에
없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
보호안전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의 사방, 방재시설과 기능 및 목적이 유사한 시설이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에서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유사법률
에서 탐방객 혹은 방문객 보호 및 안전 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증식복원시설의 경우 「자연공원법」 상 구체적으로 언급된 시설은 없지만, 「산림보호법」 내
산림생태원의 시설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두고 있는 양묘장, 온실, 보전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휴양편의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의 체육시설,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화장실 등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을 타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의 경우 다양한 체육시설(스포츠, 레저시설 포함)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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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 체육 혹은 레포츠시설을 규정하되 구체적인 시설명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
「자연공원법」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내 산림복지시설과는 대조를 이룸. 이밖에
자연공원법 상 야영장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하는 시설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외한 다수 유사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선장, 유어장,휴게소
등은 「자연공원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문화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공원시설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유사법률
에서도 규정되고 있음. 특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에서는
교육자료관, 목공예실, 민속씨름장, 산림작업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천문대 등 공원시설에서
찾기 어려운 유형의 시설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타 법률 대비
교육과 문화체험을 위한 구체적 시설이 다수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교통운수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원시설의 도로와 탐방로, 주차장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유사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모노
레일을 제외하면, 소규모 공항, 무궤도열차, 수상경비행장과 같은 다수의 탐방객이나 방문객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설은 「자연공원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상업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의 식품접객소와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하고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등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과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되어 있음. 이외의 상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자연공원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숙박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의 호텔, 여관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하고 있는 시설로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숲속의집, 트리하우스가 있음. 다만, 이들
시설은 민간이 수익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아니며, 자연휴양림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자연공원법」의 숙박시설과는 성격이 다름
이밖에 연구소 혹은 연구실과 같은 시설을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자연공원법」 상 공원시설에는 없는 시설
유형으로 파악됨. 또한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전이나 제한적 이용 등을 위한 목적의
공원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사법률의 시설과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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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자연공원법의 공원시설과 유사법률의 시설 종류 비교
시설유형

공공시설

시설 종류
자연공원

1)

산림문화

2)

3)

산림보호

산림복지4)

야생생물5)

자연환경6)

해양7)

공원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

-

-

탐방안내소

방문자안내소

방문자안내센터

-

-

-

-

매표소

-

-

-

-

-

-

우체국

-

-

-

-

-

-

경찰관파출소

-

-

-

-

-

-

마을회관

-

-

-

-

-

-

경로당

-

-

-

-

-

-

도서관

-

-

-

-

-

-

공설수목장림

-

-

수목장림

-

-

-

-

-

-

-

-

-

-

-

-

환경기초시설

오물처리장,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

방송시설,
방송음향시설,
산림복합

-

경영시설,
전기시설,
전화시설

사방

사방댐

-

-

-

-

-

호안

-

-

-

-

-

-

방화

-

-

-

-

-

-

보호안전

방책

-

-

-

-

-

-

시설

방재

재해예방시설

-

-

-

-

-

조경시설

-

-

-

-

-

-

-

-

-

-

-

-

-

-

탐방자 안전
도모시설

증식복원
시설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 증식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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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양묘장,
-

온실,
증식시설

-

보전시설,
서식지외
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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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 종류
자연공원

1)

산림복지4)

야생생물5)

자연환경6)

해양7)

-

산림레포츠시설

-

-

-

-

-

-

-

-

-

물놀이장

-

-

-

-

-

-

-

-

-

-

-

숲속야영장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수련원

산림문화

2)

3)

산림보호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악승마시설,
족구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암벽등반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패러글라이딩
시설,
행글라이딩시설,
썰매장,
운동장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휴양편의
시설

광장
야영장

다목적잔디구장,
야외쉽터
야영장,
오토캠핑장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숲속수련장

-

-

유어장

-

-

-

-

-

-

전망대

전망대

-

-

-

-

-

야생동물관찰대

-

-

-

-

-

해중관찰대

-

-

-

-

-

-

휴게소

-

-

-

-

-

-

대피소

대피소

-

-

-

-

-

공중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

-

-

-

-

생태숲

-

샤워장,
-

어린이놀이터,
취사장

청소년수련원

해양생태계
관찰시설

산림욕장,
-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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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시설 종류
자연공원

1)

산림문화

식물원

2)

식물원
동물원,

동물원

곤충원

수족관
박물관

산림박물관

3)

산림보호

산림복지4)

야생생물5)

자연환경6)

식물원,

식물원,

수목원

수목원

희귀특산식물원

-

-

-

동물원,

-

-

수족관

-

-

해양7)

생태박물관
해양생태전시관,

전시장

전시관

-

-

해양생태계
보전관

공연장

야외공연장

-

해양생태체험장,

산림생태관찰원,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자연관찰원

숲생태교육장,

-

습지관찰원

자연학습장,

해양생태학습장,

생태체험장

해양생태계
학습원

교육자료관,
로프체험시설,
목공예실,
민속씨름장,
산림교육센터,
-

산림작업체험장,
생태공예실,

산림교육센터,
숲체험관

유아숲체험원

-

-

-

세미나실,
숲속교실,
유아숲체험원,
임업체험시설,
천문대
데크로드,

교통운수
시설

등산로,
도로

산책로,
임도,
탐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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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로,
자연관찰로

숲길

-

도로,
탐방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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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교통운수
시설

시설 종류
자연공원

1)

산림복지4)

야생생물5)

자연환경6)

해양7)

주차장

-

-

주차장

-

교량

-

-

-

-

-

-

궤도

모노레일

-

-

-

-

-

무궤도열차

-

-

-

-

-

-

소규모 공항

-

-

-

-

-

-

수상경비행장

-

-

-

-

-

-

-

-

-

-

-

-

-

-

-

-

-

-

-

-

-

약국

연구시설

산림보호

주차장

판매점

숙박시설

3)

주차장

기념품

상업시설

산림문화

2)

식품접객소

매점,
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

휴게음식점

미용업소

-

-

-

-

-

-

목욕장

-

-

-

-

-

-

-

임산물판매장

-

-

-

-

-

-

-

-

-

-

연구실

-

-

생태연구소

해양생태연구소

호텔,
여관
-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

1)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2)산림문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의 시설,

3)

산림보호: 「산림보호법」 내 산림생태원의 시설, 4)산림복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내 산림복지시설,

5)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법」,

7)

해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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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시설 관련 해외정책사례

가. 미국
국립공원 관리원칙
미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은 2006년 공원관리와 관련한 정책지침서를 작성
하여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관리사항들이 기본원칙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기본원칙은 현재의 법규 내에서 공원
자원의 가치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원의 이용과 보전이 충돌할 경우 무엇보다 보전을
우선하고 있음. 이러한 대원칙은 국립공원 지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공원시설 설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됨
미국 공원관리청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음
- 현재의 법과 규정 준수
- 공원자원 및 가치에 대한 훼손 방지, 지속가능성 추구
- 공원자원 보전과 이용의 충돌 시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공원관리청이 모든 의사결정과 중요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지역, 주, 부족, 연방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 및 협력 강화
- 모든 국립공원의 관리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권장: “하나의 국립공원 체계”
- 공원관리청 목표와 보전에 대한 시민참여 및 협치
- 공원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방지
- 교육해설을 포함한 탐방객의 적절한 이용 유지
- 미래세대에게 위락 기회 증진 및 향상된 자연적문화적물리적 자원 전달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공원자원은 ‘공원자원과 가치의 구성요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위적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유·무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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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의 경관, 자연적·역사적 사물, 야생생물, 이들을 위한 기반환경
- 공원을 조성 및 탐방활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생태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과정
- 자연의 경관, 소리 및 향기
- 물과 대기, 토양, 지질학적고생물학적고고학적 자원, 문화적 경관, 민속자원, 역사적 장소
구조물사물, 박물관 소장품, 토착 동·식물
국립공원 관리방향
관리방향은 상기 기본원칙의 내용을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원관리 시
혼돈을 막고자 하였으며, 기본원칙에서 제시하는 용어에 대해 그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관리방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는 훼손의 확인과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요건으로, 공원자원과 가치에 대한 훼손행위 승인 전에 공원관리청
의사결정자는 신청내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또한 신청된 행위가
공원자원과 가치에 훼손이 예상되면 해당 행위는 승인하지 않아야 함. 둘째는 공원의 적합한
이용으로, 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이용이 공원자원과 가치에 훼손을 가져오거나, 또는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또한 공원 이용과 공원자원 보호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공원자원과 가치의 보호를 우선함. 셋째는 공원구역 외 지역에서의 협력적 보전으로,
공원구역의 물리적 경계는 공원자원 또는 탐방객 경험의 질과 관련된 모든 자연자원, 문화적
장소, 아름다운 경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원구역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협력적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시설 조성 및 관리방향
토지이용으로부터 공원자원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보호계획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원
관리청은 필수성과 적합성을 고려해 공원자원의 가치보전 측면에서 탐방 및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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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원과 가치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건물, 도로, 기타 개발 및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공원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지라도 해당 시설이 반드시 공원 내에
위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조성하지 않고 있음
설치되는 공원시설은 공원자원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친화적이고, 심미적으로 편안하고, 기
능적이고, 에너지와 물 이용에·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모든 규모의 공원시설 설치 및 운영 상 계획, 디자인, 장소선정, 건축, 관리에 있어서
최대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공원시설의 관리는 앞서
제시한 기본원칙과 관리방향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자연자원의 가치보호 측면에서 우선
적인 고려가 이루어진 후 접근하도록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민간이 공원구역에 인접한 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유도, 탐방객의 선택권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원 내 시설수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다른 연방정부 또는 지역의 집단과 행정·정보 관련 시설
의 설립과 관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만약 어떠한 시설이 공원구역 내
위치해야만 한다면, 공원자원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대안적인 수송체계, 자전거 도로, 인
도 등의 이용이 원활한 장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구조물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중요한 자원이 있는 지역에
부적절하게 위치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제거할 수 있음. 반면 어떤
시설의 공원구역 내 건설이 적절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공원경관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및 체계를 따라야 함
행정사무실, 탐방객 숙박시설, 근로자 주택, 해설 및 탐방객 서비스 시설의 출입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조성할 수 있음. 단, 건물과 도로의 직접적인 영향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명확히 필요한 곳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건설부지는 타당한 지역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원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건설장비와 모든 건설재료에 동반하여 이입될 수 있는 외래종의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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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의 복구비용은 건설비용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하며,
복구를 위한 비용을 건설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함, 공원구역 내부로 이입되는 토양은 반드시
주변 토양과 부합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씨앗과 유기체는 제거 후 이입되도록 하고 있음
공원시설은 탐방객 및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환경보호 및 심미적으로 쾌적한
환경제공에 기반하여 관리하며, 시설의 물리적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의 지속가능상태를 보존 또는 유지하기 위한 예방 및 복원관리,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에너지, 물, 오수 관련 시설은 가능한 공원구역 외부에 설치하며, 공원 내 조성되는 기반
시설은 가능한 자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또한 공원관리청은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가능할 경우, 공원 외부의 다른 기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새로운 또는
확장된 공원 내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하거나, 이러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인접한 지자체
및 다른 기관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공원관리청 기반시설 중 선로의 설치가 자연 또는 문화자원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선로는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며, 특히 오지에서는 광전지, 바람,
연료전지, 그리고 바이오 연료기술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음
교통운수시설에 대한 접근방향
교통관련 시설(도로, 교량, 탐방로, 주차장 등)의 위치, 종류, 디자인과 수송체계는 탐방객의
경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공원자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공원의 크기, 위치, 자원, 이용수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한해 버스, 기차, 유람선, 트램, 특히
모터가 장착되지 않은 이동수단을 조합하여 대안적 교통체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또한
사전에 비건설적 대안을 검토 및 모색해야 하며 비건설적 대안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결책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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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이 공원관리수요를 충족하거나, 탐방객 이용과 위락을 위해 필요한가?
- 시설이 관통하는 경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민감성을 가지고 디자인 되었는가?
- 시설이 자연 및 문화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
- 시설이 교통체증, 소음, 대기오염 그리고 공원자원과 가치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가?
- 시설이 방문객 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는가?
- 시설이 에너지 보전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아우르는가?
- 시설이 재정 및 운영상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시설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에 기반하는가?
- 시설이 해설 기회와 경관적 가치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가?
- 시설이 연방, 주 또는 지역의 대기오염 통제계획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가?
- 시설이 공원의 일반관리계획 및 자산관리계획과 일치하고, 포괄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가?
- 시설이 새롭고 개선된 휴양기회를 제공하고, 공원 내 이동을 줄여주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기회를 제공하는 등 탐방경험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가?
모든 교통관련 시설은 구체적 계획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할 수 있음. 공원 내 교통체계에 대한 건설, 확장 또는 재건설 결정이 확정되면, 공원
관리청은 육상 및 수상의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위한 수요와 개별동물의 피해, 식물 및
동물 서식지의 파편화, 자연체계의 교란을 회피 또는 완화하기 위한 다른 대안적 조치를
검토해야 함
탐방지원시설에 대한 접근방향
공원관리청은 탐방시설의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며 공원 내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과
인접한 지역의 민간부문에서의 탐방객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발을 권장하고 있음
공원특성에 맞는 공원안내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설치 및 이용하되, 공원관리청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공원의 차별성을 유도하고 있음. 안내판의 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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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에서 최소화하며 자연환경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자원의
감상을 침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함
공원 내 입지가 부적절할 경우 허가 후 공원 외부에 탐방안내소를 두고 있으며, 탐방안내소
내 설치되는 미디어는 공원자원 핵심요소들의 이해를 위해 효과적인 수단일 경우 설치하고
있음. 효율적 탐방서비스를 위한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탐방안내소를 설치하고
있음. 공원자원의 의미 있는 해설 또는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고정 망원경 또는
전파 망원경과 같은 시각적 장비를 제공하고 있음. 예술 및 문화센터는 공원지정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경우 허용되며, 시설이 공원의 특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치
숙박 및 요식시설은 공원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함. 대부분
숙박 및 요식서비스는 공원 내부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민간 또는 타 공공기관이 공원 인
접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설치함.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을
벗어나는 행위가 탐방경험의 질을 현저하게 낮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
야영장은 전기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기본적 안전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로와 건물
및 구조물의 외관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음. 조명은 에너지 효율적이며 탐방객들에게 자연의
어둠과 밤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최대재한 절제. 어떠한 야영장도 청장
승인이 없는 한 250개 이내 조성
호스텔(오지의 오두막) 및 대피소는 탐방로와 오지의 이용을 권장 및 촉진하는 수단으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호스텔은 최소한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일반적으로 부엌, 식사,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포함
공원관리시설에 대한 접근방향
관리시설은 공원구역 외부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반드시 공원구역 내 위치
해야 할 경우 공원의 주요 자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해야 하며 공원자원 또는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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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이 없고, 탐방객의 자연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 입지해야 함. 관리사무소, 직원
숙소, 관리구조물 등이 포함됨
공원소장품 관리시설은 탐방안내소 또는 행정사무소 건물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시 별도의 건물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공원관리청 소속 직원숙소는 민간부문
에서 제공받되, 합리적 가격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원관리청 임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수만큼 설치할 수 있음
기타 관리시설로는 착륙지 및 활주로, 안전구조물, 보호장비, 화재감시탑, 날씨관측소, 연구소,
통신탑, 펌프시설 등의 시설이 있으며, 필요 시 자연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
하도록 함. 이러한 시설은 가능한 공원 내 개발지역이나 공원구역 외부에 위치하도록 함.
또한 정비소, 저장소, 오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탐방객 눈에 띄지 않고 공원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
시사점
미국의 국립공원은 공원의 적절한 이용을 고려하되 공원자원의 보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원칙을 바탕으로 공원시설의 공원구역 내 설치를 최소화하고 있음.
특히, 공원구역 내 조성하는 공원시설이 공원의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
으로 인식하고, 공원구역 외부에 있어도 관계없는 공원관리시설 등은 가급적 공원구역
외부에 존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모든 시설은 자연환경 훼손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원자원 주변의 시각적, 청각적
요소에 대한 훼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원자원뿐만 아니라 탐방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제어하려는 노력을 보임. 또한 탐방객의 요구에 맞춰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공원시설에 맞춰 탐방객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과도한 시설의 확대를
막는 지속가능한 시설관리 정책을 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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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립공원은 보전 우선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시설 설치가 이 가치를 벗어
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가급적 공원구역 외부에 시설설치를 원칙
으로 하며, 공원의 수용력에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여 공원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나. 영국
국립공원 관리체계
영국 국립공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일반적 국립공원 제도와는 전혀 다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이에 한국의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운영시스템 측면
에서의 기본적 관리방향에 대한 벤치마킹이 요구됨
영국 국립공원은 1949년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 (국립
공원 및 전원접근법)의 지정과 동년 National Parks Commission (국립공원청)이 설립되어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국립공원과
전원지역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개념으로 여타의 국가에서 국립공원지역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과는 다름을 알 수 있음
국립공원청 또한 중앙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각 공원별로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공원관리청은 모두 독립된 기관으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일부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해당 국립공원청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각 공원별로 있는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별 관리계획 등 중요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음
영국 국립공원은 1974년 국립공원 정책보고서 이후 현재는 철저하게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용은 자연학교 및 자연학습장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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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운영예산은 각 지방정부에서 지출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자연환경보존과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한 주민과의 협력(협정)을 위해 지출되고 있음. 이에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국립공원의 대부분이
사유지 또는 지역공동체의 소유이거나 공동체가 사용 권리를 가진 지역이 대부분인데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국립공원의 관리 목적(Environment act 1995) 또한 국립공원 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복리를 도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과다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고 지방정부
및 경제적, 사회적 발전기능을 포함한 공공단체와의 협력을 우선하고 공원관리청의 기능
수행에 있어 목적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존을 우선토록 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음
영국 국립공원의 특징을 요약하면 시설 등의 설치를 통한 적극적인 공원운영보다는 공원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행위들에 대한 제한과 대부분 사유지의 관리를 위한 토지
소유주들의 부정적 행위의 축소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긍정적 행위 유도를 위한 협력유도
등의 소극적인 공원관리가 핵심이며 이의 기반이 되는 핵심 관리방향은 자연 및 문화경관
자원의 철저한 보전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이미 전통적인 농업방식에 의해 대부분의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곳에 공원을 지정한
것이 핵심적인 이유로 전통적인 생활방식의 존중을 전제하고 탐방객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현 생태계의 유지관리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데에서 기인함
시설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탐방객 집중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공원시설 규모를
늘리고 대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영국은 공원시설의 제공을 일시적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시설의 제공에 따른 탐방객의 증가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이 진행
된다는 기본 논리로 주차장 등의 기본시설 또한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설치하지 않고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등 시설 조성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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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객이 시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몰릴 경우 시설확대의 의견보다는 탐방객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에 우선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내 시설은 가급적 조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공원청
자체적으로 조성관리하는 시설은 많지 않음 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종류나 지침은 없
으며 다만, 공원조성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시설도 조성이 가능함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이 첫째, 국립공원의 자연과 야생동물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둘째, 공공에게 공원의 자연 특성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실제 조성되는 시설은 거의 없음
2005년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New Forest 국립공원의 경우 약 90%가 왕실
소유이며 실제 관리는 Forestry Commission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 지역에 조성된 공원시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 공원사무소 또한
공원경계 밖 인근 도시의 시청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
Dartmoor 국립공원은 195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영국에서 가장 원시자연이
남아있는 국립공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임. 이 지역의 공원시설은 비지터센터 3개소와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주차장 2,000개소가 모두임
영국은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을 가장 확고하게 자연환경 및 문화경관의 보호로 설정하여
생물다양성과 경관다양성의 보호를 핵심 전략으로 하되 이를 위한 규제가 아닌 협력과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영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설의 새로운 도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와 문화 및 경관다양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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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영국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각의 국립공원이 상황에 맞게 독립된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정책이 아닌 유도정책을
통해 공원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음
이는 공원구역 내의 대부분 토지가 사유지 또는 마을단체가 관리하는 데에서 기인하며
이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현 자연생태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국만의 자연환경 특성
에서 기인하고 있음
이에 전통적 생활방식에 의한 농업 및 경관관리에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여 공원 내 주민
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가급적 공공에 의한 공원시설은
조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원시설은 공원지정의 핵심목표인 공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인 경우라면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시설조성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조성하지 않는 기본원칙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 예시되거나 규정된 시설의 목록은 없음
지정이후 약 10년이 되어가는 New Forest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에서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음

다. 일본
자연공원 관리체계
일본은 「자연공원법」 제1조에서 “뛰어난 자연의 풍경지를 보호하면서 이용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교화를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지정목적과 유사성이 높음
일본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는 크게 5개로 나뉘며 특별지구가 다시 3개로 세분되어, 총 7개
지구로 구분됨.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관광지의 개념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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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확보하고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광지 개념의 보통지구와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제3종 특별지구를 공원구역에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공원이용을 위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마을지구가 2011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보전관리
중심의 공원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의 공원구역 체계를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본의
특별보존지구는 우리나라의 공원자연보존지구, 일본의 제1종특별지구와 해역공원지구는
우리나라의 공원자연환경지구가 기능상 유사성 높음. 또한 일본의 제2종특별지구, 제3종
특별지구, 이용조정지구가 우리나라 공원마을지구에 해당함. 이용압력이 가장 높은 일본의
보통지구는 우리나라 과거 집단시설지구의 성격과 유사함
현재 일본은 자연공원 내 대규모 시설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삭도 등의
시설은 197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조성되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조성되지 않고 있음.
보통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의지는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음
일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체계는 공원계획을 기반으로 하는데, 공원계획은 크게 규제계획과
사업계획으로 구분됨. 시설계획은 생태계 유지회복계획과 함께 사업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는 국립공원과 국정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업 및 생태계 유지 및 회복을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됨. 사업
계획에서 생태계 유지회복계획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과 일시적인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계획은 반영구적 시설의 조성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음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용도지구별로 시설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으며,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에는 시설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머지
지역은 집단시설지구, 단독시설, 도로, 운송시설 등 공원시설에 대해 명시한 규제가 없으며
공원위원회에서 시설사업을 결정하게 됨. 그러나 최근 특별지역 내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있는 추세며, 특히 우리나라 자연환경지구와 유사한 제1종과 제2종특별지구에는 시설설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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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일본 자연공원 용도지구 체계
출처: 국립공원공단(2014)
용 도 지 구
특별보호지구
제1종 특별지구
제2종 특별지구
제3종 특별지구

주 요

해 설

공원 내에서 특별히 뛰어난 자연경관, 원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구로서 가장 엄
격하게 행위를 규제하는 곳
특별보호지구에 준하는 경관을 지니며 특별지역 중 풍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재의 경관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어업 활동에 대하여 가능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특별지역 중에서는 풍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통상적인 농림어
업 활동이 규제 받지 않는 지역
열대어, 산호, 해초 등의 동식물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뛰어난 해중경관에 더하여 갯

해역공원지구

벌, 암초 등의 지형과 해조(해조)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뛰어난 해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구

보통지구

특별지역과 해상공원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풍경보호를 도모하는 지역.
특별지역과 해역공원지구의 공원구역외부와의 완충지역(버퍼존)을 말함
특별히 뛰어난 풍치경관을 지닌 지구로서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자연생태계에 악영

이용조정지구

향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이용자 수 등을 조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시설과 인허가 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직영사업은
대부분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시설이며, 인허가 시설은 여가 및 휴양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음
일본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에서 공원사업의 시설종류를 1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시설종류를 살펴봤을 때 시설의 입지는 보통지역의 집단시설지구를 제외
하고 모든 지역에서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보호시설은 “황폐한 자연환경의
복원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종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식생복원시설, 동물번식시설, 사방시설, 방화시설 등으로 예시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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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계획
일본의 「자연공원법」 상 공원시설은 “국립공원과 국정공원 등 자연공원의 보호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 생태계의 유지와 회복 또는 조수보호구의 보전을 위한 시설 및 장거리 자연보도
등 가까운 지역에서 자연과의 교류를 위한 시설”로 정의됨
공원시설의 정비 및 운용에 있어서 관리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관리계획 등과
일치하도록 함. 또한 지역의 식생, 지형, 지질 등과 같은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시설의
규모와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경관과 자연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자연공원 내 시설계획 및 설치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 실시설계에 따른 시공,
유지관리 체계로 나뉘어져 있음.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 상 공원계획의 시설계획은 일본의
기본계획 수준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한 현황파악 및
평가를 진행함. 이를 통해 도입할 시설에 대한 검토와 기본방향의 설정, 권역계획, 동선계획,
시설계획, 공간구성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기본적인 내용의 계획을 수립되게 됨. 기본계획을
위한 도면으로는 기본계획도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 공원계획에서 법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음.
일본의 자연공원 내 시설계획 및 조성의 기본체계는 상위 공원계획에서 결정된 후 체계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준에서 현장조사를 통한 제반여건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원시설 조성체계 유사성이 있음. 다만 공원계획과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과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시설설치 과정이
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공원의 훼손억제를 위한 세심한 점검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라. 대만
국가공원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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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국가공원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국가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칸정국가공원을 시작으로 현재 8개 국가공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대만 국가공원은 첫째, 우수한 자연풍경 및 중요한 생태계, 높은 생물다양성지역 및 핵심
서식지 등 국가 자연유산을 대표할 만한 지역, 둘째, 국가에 의해 장기보존이 필요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인간의 환경 및 역사문화의 교육장소로서 중요한 역사유적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1972년에 국가공원법이 제정되었으나 1981년에야 정부의 국가공원 담당기구(내정부 영건서
국가공원급)가 설치되었으며 최초의 국가공원이 지정된 것은 1982년으로 법제정 10년 후임.
대만 국가공원은 모두 IUCN 카테고리Ⅱ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대만 국가공원의 관리주무기관은 내정부로 내정부 아래 공원계획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공원계획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공원관리는 영건서와 경정서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
국가공원의 실질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건서의 조직은 국가공원국, 국가공원관리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정서는 국가공원의 경찰 업무를 담당함. 국가공원관리처의 주요 업무
로는 기획경영 , 공무건설 , 관광휴식 , 보육연구 , 해설교육과 더불 어 경정서 소관의 국가
공원경찰대와의 협력관리임. 대만은 국가공원의 핵심 지정목적을 자연생태계 보호에 두고
국가공원 경찰대를 통해 국가공원 내에서는 자연생태계가 우선하는 관리를 실천하고 있음
대만 국가공원은 일반지구, 휴양지구, 역사보존지구, 특별경관지구, 생태보호지구의 5개
지구로 구분되는데, 생태계보전지구의 경우 모든 시설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출입 또한
승인·허가제를 통해 시행되며 시설물의 입지는 대체적으로 일반지구와 휴양지구에 한해
가능함
일반지구와 휴양지구에서는 건물, 도로, 교량의 건설, 수로의 변형, 광물탐사, 매립 등의
토지이용변화, 방목가축, 케이블카 및 기타 자동화 운송장비의 건설, 온천수의 이용, 광고
및 안내해설판, 기존 공장의 시설확장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의허가를 통해 공원구역
내 자연생태계 훼손을 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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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체계
대만 국가공원의 역사보호지구나 특별경관지구는 허가 및 신고 후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대다수 탐방객들은 탐방거점지나 관광지로 개발된 휴양지구에서 탐방활동을 하고 있음
보호되는 생태계와 토지이용공간과의 전이지역으로 역할하고 있는 일반구는 도시개발지(제
1종), 관리시설등 공공시설지(제2종), 취락시설지(제3종), 농림지(제4종)로 용도를 세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용어 그대로 이들 지역에는 도시의 생활환경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도입되어 있는 지역임
생태보호지구와 특별경관지구는 시설의 도입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역사보존지구는
역사문화재의 보존을 전제로 한 소극적 이용을 위한 일부 시설이 도입될 수 있음. 또한
관광객을 위한 휴양지구와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지구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만의 국가공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원 내에 중소규모 도시와 마을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일반지구에서 설치가능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자연생태계의
보호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 시설물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연공원과 비교한다면 생태보호지구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준하며 특별경관
지구가 공원자연환경지구, 일반지구는 공원마을지구, 역사보존지구가 공원문화지구와 비교
될 수 있으며 휴양지구는 과거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경계 외부의 입구 마을이나 도시 등이
될 것임
이렇게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다수의 시설이 공원을 들어서는 도시나 마을의
휴양지구에 입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지구는 시설물의
조성이 강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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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대만 국가공원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공원경계
내부로 포함하여 공원경계 내부에는 기존 생활하고 있는 도시지역을 모두 포함하게 됨
국가공원에 포함되는 지역의 소규모 도시나 마을은 휴양지구나 일반지구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이 탐방거점이 되며 아울러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의 도입은 억제하지 않고 있음
기 개발된 지역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거점이 되기도 하지만 공원탐방 및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 설치의 핵심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어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지역 내부로의 시설은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대다수의 집단시설지구와 마을지구를 공원에서 제척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는 있었으나 공원시설 설치지역의 폭을 줄임으로
해서 공원관리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공원자원의 훼손을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으로도 작용
하고 있음 이에 대만의 공원관리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마. 종합고찰
최근 보호지역 관리의 국제적 기조는 여가·휴양 및 관광의 활성화라는 적극적 이용개념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보전을 핵심으로 경관자원의 소극적 이용을 겸하는 Passive한 관리로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자연보전의 개념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국립공원 시설정책 또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시설을 개별로 정의하기 보다는 해당 시설의 도입목적이 공원지정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국립공원 내에 공원관리시설이나 여가휴양시설 등 관련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필요시설이 있을 시 공원경계 외부로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또한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전통적 방식을 고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원 내부에 신규 시설물
자체가 입지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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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유지가 대부분인 영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해당 지역주민을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해 줌으로써
공원의 핵심적인 목적인 자연 및 경관보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음
우리나라 자연공원 또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공원의 우수한 자연 및 경관자원의 지속적
보전임을 감안하여 공원시설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Active한 관리체계에서 나아가
Passive한 선진적인 공원시설 관리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됨
미국, 영국,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자연공원 내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국립공원 내 건축물의 설치기준을 명확
하게 제시하고 있음
일본은 자연공원의 시설을 ‘자연과의 교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비스 및 편익시설은 공원시설로 보지는 않는데, 공원구역의 지정특성상 탐방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보통지구에 한해 대부분의 생활편익시설과 서비스시설이 허용됨
이러한 공원시설의 정의에 의해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데, 용도지역 구분에서 특별보호지구, 해중공원지구, 제1종특별지역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가 해당됨
여기에 더해 생태적, 환경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추가적
으로 건축물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음으로 봤을 때 자연공원에서의 건축물 설치는 자연보호
우선의 관점에서 접근함을 알 수 있으며 허가되는 공간이 우리나라 자연공원과는 차이를
두고 있어 자연공원에서 건축물 설치가 매우 까다로움을 알 수 있음
허가가 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건폐율과 용적율로 구분하며 높이는 최대
13m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도로로부터의 거리, 일반적인 회피장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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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미국과 일본의 국립공원 시설별 특징
출처: 국립공원공단(2014)
공원시설
탐방안내소
자연체험시설

미국
- 지역의 자연특성
-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 개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를 위한 운영비 절약 등

일본
- 태양전기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재생에너지
활용
- 탐방객 집중 지역은 고무블럭 등으로 포장
하여 2차훼손 최소화

자연관찰로

- 무인계측기(solar energy 사용)
야영장 및

- 연석을 원자재 그대로 활용

- 기존 수림을 최대한 활용한 쾌적한 분위기

숙박시설

- 원자재 이용을 절감

- 절·성토 없이 자연지형 그대로 이용
- 야생동물 및 경관 보호 시설 설치

도로

- 도로석축재료가 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 색상과 유사하여 조화를 이룸

- 배수로 깊이를 10cm 이내로 하여 양서
파충류의 피해 최소화
- 낙석방지시설 및 도로경계표시 시설 설치로
안전 확보

탐방로

- 탐방객이 많은 곳은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 자연관찰로와 동일
마사토로 포장

박물관 등

- 건물이 주변지형과 평행선을 유지

건축물

-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계

화장실

- 수거식 화장실 설치

표지판
(랜드마크)

- 공원의 독창성 확보
- 국립공원 지형 및 재료 등과 유사한 색상과
재질을 이용

주차장
안내판

- 습지 및 호소부에는 목재 데크 설치

- 지부별로 차별화
- 색채는 채도가 낮은 흑색
- 글자체는 백색 페인트로 마감하여 명시성을
확보
- 아스콘 포장이 대부분

- 간략하게 단순화

- 목재 이용

- 픽토그램 최대한 이용

- 나무못을 이용하여 이음처리
- 가로등, 벤치 등 독창성 유지

기타

- 밤색으로 마감
- 태양열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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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관련 주요 현안

자연공원 성격 상 부적합한 공원시설에 대한 폐지 논란
자연공원 내 우체국,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대규모 공원시설을 중심으로 자연공원의 지정 목적 및 이념 적합성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집단시설지구 폐지 등 용도지구제도 개편 이후 공원시설체계는 변화가 없어 연계성이 떨어
지는 등 공원시설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은 실정. 또한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공원시설 정의나 분류체계, 종류에 큰 변화가 없어,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적 정서 및 탐방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북한산국립공원 내 서울영어마을(체육시설)>

<내장산국립공원 내 생태공원(식물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앙아마을회관>

<계룡산국립공원 내 골프클럽(체육시설)>

[그림 5] 자연공원에 부적합 공원시설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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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자연환경 훼손압력 대응 부족
자연 및 생태계, 야생생물 서식지 등 시설 설치로 인한 훼손 우려가 높은 시설의 규제
완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
공원자연보존지구 등 핵심보전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자연공원법의 개정과 함께 개발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이중 스크리닝 장치의 도입
혹은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그림 6]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관련 규제완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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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공간적 범위 유연성 부족
자연공원법 상 진입도로, 주차시설, 공원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내
위치하여야하며, 공원관리 및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일지라도 공원구역 밖에 위치한
시설은 법적으로 공원시설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
공원구역 내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압력 회피, 공원구역 인접 거점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공원구역 외 인접지역으로의 공원시설 설치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또한 이를 통해
공원구역 밖에 위치한 관리 및 지원시설(탐방지원센터, 화장실, 지킴터 등)의 효과적 운영
관리 도모 필요

[그림 7] 공원시설 공간적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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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및 저지대 탐방트렌트 반영 부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사태로 촉발된 국내 여가 및 휴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탐방트렌드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과거대비 나홀로, 가족단위, 친구, 연인 등 소규모 인원으로 국립공원을 탐방하고 있으며,
밀집된 지역보단 탐방밀도가 낮은 분산형 탐방행태가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고지대
로의 단방향성 탐방이 아닌 저지대 중심의 탐방행태가 확산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SNS 등 스마트폰 보금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여행 및 휴양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착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여가휴양 트렌트가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대응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 및 탐방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원시설 과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그림 8] 국립공원 탐방트렌드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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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기본원칙 연계 부족
2020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으로 자연공원에 대한 기본원칙 5가지가 신설되었지만, 공원
시설체계 및 설치기준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자연공원 기본원칙이 신설되었으니 이에 따라 원칙에 맞도록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균형을 고려하되, 보전우선의 공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계기가 필요함
또한 관리자 혹은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 정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림 9] 자연공원 기본원칙에 따른 공원시설 연계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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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공원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개요
목적: 국민이 인식하는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별 중요성 및 적절성 파악
대상: 최근 1년 간 국립공원 1회 이상 경험, 20세 이상, 1,500명
방법: 온라인 패널조사 (외부전문기관 의뢰)
기간: 2020. 12. 7. ~ 18. (2주간)
응답자 기본정보
[표 27] 국립공원 내 삭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사 기본정보
구

분

명수

%

남성

769

51.3

여성

731

48.7

20대

330

22.0

30대

339

22.6

40대

408

27.2

50대

423

28.2

1회

501

33.4

최근 1년

3회 미만

708

47.2

국립공원

4회 미만

175

11.7

방문횟수

12회 미만

90

6.0

12회 이상

26

1.7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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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수

%

도시형

758

50.5

산악형

679

45.3

해상·해안형

405

27.0

사적형

270

18.0

혼자

128

8.5

국립공원

가족

913

60.9

방문

친구/동료/연인

422

28.1

동반자

산악회/동호회

32

2.1

기타

5

0.3

자연체험(학습)

90

6.0

등산

568

37.9

사찰관람(방문)

101

6.7

국립공원

저지대 산책

91

6.1

방문 목적

캠핑(야영)

56

3.7

경관감상

534

35.6

사진(비디오) 촬영

32

2.1

기타

28

1.9

후대에 물려줄 유산

443

29.5

자연을 보호하는 곳

445

29.7

자연을 체험하는 곳

248

16.5

심신을 휴양하는 곳

266

17.7

등산을 위한 곳

34

2.3

멸종위기동식물을 복원하는 곳

9

0.6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곳

3

0.2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곳

51

3.4

기타

1

0.1

방문한
국립공원
유형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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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85.6%가 공공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로는 경로당(71.7%), 마을회관(65.3%)이 50% 이상의 응답을 나타냄

[그림 10] 공공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보호 및 안전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95.3%가 보호 및 안전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함.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은

조경시설이

19.3%를

나타났지만,

설문조사

이후

자연공원법

(2020.12.10.)으로 삭제되어 사실상 부적합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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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보호 및 안전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휴양 및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67.2%가 휴양 및 편의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립공원에 부
적합한 시설로는 수상레저기구계류시설(46.5%), 유어장(3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냄

[그림 12] 휴양 및 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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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64.7%가 문화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로는 공연장(57.4%), 동물원(33.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냄

[그림 13] 문화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상업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33.0%가 상업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유일하게 중요하다
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시설유형이 확인됨.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로는
미용업소(85.5%), 목욕장(74.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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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상업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증식 및 복원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81.5%가 증식 및 복원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로는 72.9%가 없다고 응답함

[그림 15] 증식 및 복원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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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47.3%가 숙박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로는 여관이 42.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호텔에 비해 여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숙박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또한 자연학습장과 같은 체험학습시설 내 숙소에 대한 필요성은 4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공원시설 내 숙소를
이용한 경험은 63.7%로 나타남. 숙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숙소 이용
(50.0%)과 주변 즐길거리 부족(26.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따라서 공원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학습시설 내 숙소에 대한 필요성과 이용성도 높지만, 일부 숙소에 대한
질과 주변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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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체험학습시설 내 숙소 필요성과 프로그램 이용 경험 응답결과

[그림 18] 체험학습시설 내 숙소 이용경험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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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전체의 70.3%가 교통운수시설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립공원에 부
적합한 시설로는 소규모공항(64.9%), 수상경비행장(51.3%)이 50% 이상의 응답을 나타냄

[그림 19] 교통운수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 응답결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제한이 필요한 시설 및 국립공원에 신규확대가 필요한 시설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시설로는 야영장(36.9%), 헬기장(33.8%)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국립공원에 신규 및 확대가 필요한 시설로는 야생생물보호와 관련된 시설(64.4%), 생태계
연구 및 조사를 위한 시설(51.5%), 체험 및 교육시설(33.3%), 경관관람시설(30.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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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제한이 필요한 시설 및 국립공원에 신규확대가 필요한 시설 응답결과

국립공원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종합
보호안전시설
〮
, 증식〮 복원시설, 공공시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호 〮 안전시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재해예방, 안전,
생태계 보전, 공공복리에 대한 관심과 잠재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상업시설은 유일하게 ‘중요하지 않다’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국립공원
내 상업행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 높아진 보전의식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경로당(71%), 마을회관(65%), 미용업소(85%), 목욕장(74%) 등 일부 주민을 위한 편의
및 일상생활시설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적합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 공원
마을지구 내 지역민을 위한 주거인프라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운영은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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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항(64%), 수상경비행장(51%) 등 자연훼손 우려가 높은 교통운수시설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적합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 공원마을지구 내 지역민을 위한
주거인프라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운영은 재검토가 필요함
이밖에 공연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유어장, 동물원, 수족관 등 레저 및 휴양 등 응답자의
1/3 이상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한 이용중심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보전을 전제한
공원이용과 최근의 여가〮 휴양 트렌드를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단순
관람 및 이용시설이 아닌 야생생물 보전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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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1. 공원시설 개념 및 분류체계, 종류 개선방안

Ⅳ. 공원시설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1

공원시설 개념 및 분류체계, 종류 개선방안

가. 공원시설 개념 재정립
현재 상황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
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됨
문제점
공원구역 밖 인접지역과 공원구역의 연결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한계
공원구역 밖에 위치한 보전관리시설이 존재하지만, 공원시설로 수용 불가능
공원구역 내 경계부의 시설집적 및 수요증가로 시설수용력 한계에 달함
또한 공원구역 내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신규 공원시설은 가급적 공원구역 밖에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
개선방향
공원시설의 설치가능 공간범위를 공원구역 외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는 제1안과 공원시설의
법적 정의상 공원계획에 따라 공원 밖에 설치 가능한 기존 공원시설(진입도로, 주차시설,
공원사무소)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제2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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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제1안)
공원시설의 설치가능 공간범위를 공원구역 외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공원시설의 정의를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및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개정
단, 공원시설의 설치가능 공간범위를 공원구역 외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제한하여 우선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 규정을 감안하여 확대 추진
공원구역 외 설치 우선시행 권장시설(안): 공원사무소, 창고(공원관리 용도), 도로(탐방로
포함),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식복원시설,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그림 21] 제1안에 따라 재정립된 공원시설 개념도

개선방안(제2안)
공원시설 정의 상 공원 밖에 설치 가능한 예외조항에 일부 공원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공원시설의 정의를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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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시설, 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창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식복원시설, 탐방지원
센터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개정
시행령 개정의 폭을 최소화하여, 공원관리청 및 탐방객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나. 공원시설 분류체계 재정립
현재 상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공원시설은 공공시설 , 보호안전시설, 증식복원시설,
휴양 편의시설, 문화시설, 교통운수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총 8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됨
문제점
자연공원법 제정 이후 공원시설 종류와 분류체계 틀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자연공원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적과 방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남
개선방향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기능을 고려해 기존 8가지 카테고리를 재편
하여, 기반시설, 보전시설, 탐방시설, 편의시설 4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하고, 목적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개선검토
개선방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개정을 통해 4가지 카테고리로 재편하고 부대시설 개념 정립
- 기반시설: 자연공원의 효과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 시설로서, 공원관리
자가 주로 이용 및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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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시설: 자연공원 내 생물환경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탐방시설: 교육 및 자연체험 등 공원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탐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탐방객이 주로 이용 및 사용하는 시설
- 편의시설: 주민편의(지원)시설 및 탐방 외 스포츠레저활동,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부대시설: 상기 4개 유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부수적(추가적)
으로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독립적 목적이 없는 시설
단, 큰 폭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공원관리 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4가지 카테고리에
따른 공원시설체계를 일부 공원에 시범 적용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나 한계를 검토한 이후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필요

다. 공원시설 종류 재정립
현재 상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원시설 카테고리별 종류 명시
[표 28] 공원시설 카테고리별 시설종류
카테고리
공공시설

공원시설 종류
공원관리사무소, 창고(공원관리 용도), 탐방안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공설수목장림, 환경기초시설 등

보호안전시설

사방, 호안, 방책, 방화, 방재시설, 대피소 등

증식복원시설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제외),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휴양편의시설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문화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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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교통운수시설

공원시설 종류
도로(탐방로 포함),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 한정, 활주로 1,200미터 이하), 수상경비행장 등

상업시설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 제외), 미용업소, 목욕장 등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문제점
자연공원법 제정 이후 공원시설 종류에 대한 큰 틀이 유지되면서 자연공원 이념 및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공원시설 상존
일부 지역주민만을 위한 마을편의시설, 자연공원 외에서도 이용가능한 문화시설, 대규모
훼손우려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증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원시설에 대한 수용력 부족
개선방향
앞서 제안한 공원시설 개념 및 카테고리 재편방안에 맞도록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기능에 따라 공원시설 종류 개선
공원자원 및 자연환경을 불필요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자연공원 지정목적과 기본
원칙, 관리방향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폐지 검토
여가휴양문화 및 사회적 여건변화, 안전관리 등 공원관리 및 탐방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공원시설 신설 검토
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비공원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기준은 없음. 이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비공원관리청을 구분하여 설치주체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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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제1안)
자연공원 지정이념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국인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5개 공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나아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개 공원시설(생태통로, 체험홍보관, 조사연구시설,
지역상생협력시설, 무인기운용시설)을 신설하고, 용도지구별 설치허용시설 기준에도 공원자연
보존지구 내 기상안전관측시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해양탐방시설과 해양관리기반시설을
신설하는 방안
개선방안(제2안)
제1안 대비 폐지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칫 국민에게 규제강화로 비칠 수 있는 시설은
존치하되 용도지구별 행위허가시설에 기 포함되어 있어 공원시설에서 폐지하더라도 행위
허가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폐지하여 공원관리 효율성 제고
공원시설 종류 및 설치허용시설 신설 방안은 제1안과 동일함
[표 29] 공원시설 종류 개선 제1안에 따른 폐지 대상 공원시설
카테고리

폐지 대상 공원시설
우체국,

공공시설

경찰관파출소,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폐지 사유
- 공원구역 내 일부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로, 자연공원
성격에 부적합
- 공원계획 반영 시설 거의 없음
- 공원마을지구 내 행위허가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
포함되어 중복
- 시설 성격보다 행위적 성격이 강하며, 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시설로도 기 포함되어있어 중복됨

보호안전시설

사방, 호안, 방화,
방책, 방재시설

- 공원계획 반영 시설이 없음
- 단, 고지대, 정상부 안전관리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훼손지 복원시설을 포함한 보호안전시설을 자연보존지
구 내 행위허가시설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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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폐지 대상 공원시설
체육시설

폐지 사유
-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높은 시설로,
자연공원 기본원칙 상 부적합
-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시설에서 폐지하되, 지
역사회 요구가 높은 시설로 효과적 관리를 통한 영향

휴양편의시설
유어장

최소화 가능하므로 시행령 제14조의3(자연환경지구에서
의 행위기준) 제3항제7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신설)
- 단순관람시설로 자연공원 내 필요성 낮음

문화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 식물원 외 공원계획 반영 시설 없음
- 단, 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시설 중 야생생물보호시
설로서 허용하되, 야생생물의 증식, 연구,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시설로 제한
- 단순관람시설로 자연공원 내 필요성 낮음

박물관, 전시장

- 단, 사찰 등에서의 수요가 있으므로 문화유산지구 내
행위허가시설 중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설치 허용

문화시설

- 단순관람시설로 자연공원 내 필요성 낮음
공연장

- 공원계획 반영 시설 없음
- 공연장은 공원마을지구 내 행위허가시설(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기 포함되어 중복
-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높은 시설로,

교통운수시설

소규모 공항, 궤도

사회적 갈등 유발
- 자연공원 기본원칙 상 부적합
- 공원구역 내 일부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로, 자연공원성

약국, 미용업소,
목욕장
상업시설

격에 부적합
- 공원계획 반영 시설 없음
- 공원마을지구 내 행위허가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
포함되어 중복
- 공원구역 내 일부 주민을 위한 상업시설로, 자연공원성

기념품판매점

격에 부적합
- 공원계획 반영 시설 없음

숙박시설

여관

- 최근 숙박업 트렌드에 맞지 않는 단순 숙박시설로서,
고품격 숙박시설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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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공원시설 종류 개선 제2안에 따른 폐지 대상 공원시설
카테고리

공공시설

폐지 대상 공원시설

폐지 사유

우체국, 경찰관파출소,

- 공원마을지구 내 행위허가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도서관

기 포함되어 중복됨
- 공원계획 반영 시설 거의 없음
- 시설 성격보다 행위적 성격이 강하며, 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시설로도 기 포함되어있어 중복됨

보호안전시설

사방, 호안, 방화,
방책, 방재시설

- 공원계획 반영 시설이 없음
- 단, 고지대, 정상부 안전관리상 필요성이 인정되므
로 훼손지 복원시설을 포함한 보호안전시설을 자연
보존지구 내 행위허가시설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선
- 공원마을지구 내 행위허가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 포함되어 중복

약국, 미용업소, 목욕장

- 공원계획 반영 시설 없음
- 공원구역 내 일부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로, 자연공

상업시설

원성격에 부적합
- 공원구역 내 일부 주민을 위한 상업시설로, 타 상업
기념품판매점

시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며 공원계획 반영 시설
없음
-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시설에서 폐지하되,
지역사회 요구가 높은 시설로 효과적 관리를 통한

휴양편의시설

유어장

영향 최소화 가능하므로 시행령 제14조의3(자연환경
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3항제7호 국민경제상 필요
한 시설로서 추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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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신설이 필요한 공원시설(제12안 동일)
공원시설

신설사유 및 시설성격
- 생물자원의 보전과 한반도 생태축 연결 측면에서 자연공원 보전관리 상 중요

생태통로

하며, 국립공원 내 15개소 기 설치운영 중
- 특히, 자연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한 지
역에 해당
- 다가가는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을 찾아가 자연공원의 가치를 알리고, 탐방 서

체험홍보관

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시설 필요
- 공원 외 인접도시, 관광거점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
- 탐방시설 예약지원, 국립공원 간접체험(VR 등) 기회 제공
-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조사(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고

조사연구시설

지대 등)에 위치시켜,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철거 및 무인화 예정인 기존 대피소 시설을 활용하여 우선 추진하되, 장기적
으로 도서산간지역으로 확대 추진
-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 간 협력,

지역상생협력시설

자원봉사, 정책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필요성 대두
- 지자체-지역민-공원관리청 간 거버넌스 강화 및 갈등예방
- 드론, 헬리카이트 등 IT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관련

무인기운용시설

시설 필요성 증대
- 미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무인기 등의 보관, 설치, 운영, 관리 등을 위한
거점시설

[표 31] 신설이 필요한 용도지구별 설치허용시설(제12안 동일)
설치허용시설

적용 기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기상안전관측시설

군사통신항로표지

(자연보존지구)

수원보호산불방지
시설 등
설치허용시설 기준
준용

반영사유 및 시설성격
- 자연공원 내 기후변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 자연재해를
예측대비하기 위한 시설 도입 필요성 대두
- 현재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
음성통보시스템, 낙석계측시스템, 자동기상관측시설 등
공원관리 상 필요한 현지관측 성격의 시설을 말함
- 관측대상지 특성 상 정상부, 능선부 등이 포함된 자연
보존지구 내 설치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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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용시설

적용 기준

반영사유 및 시설성격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

- 해상해안공원 탐방인프라 부족

카목에 따른 해안

- 해양탐방 수요 대응을 위한 해양특화 교육 및 체험

및 섬지역에서

해양탐방시설
(자연환경지구)

지원시설 확대 필요성 대두

탐방객 편의

- 해양치유자원법 제2조3호에 따른‘해양치유시설’과 어

제공을 위해

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의시설 중 유

설치하는

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 등의 수용

설치허용시설 기준

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함

준용
- 해상해안공원의 기반을 이루는 어촌 및 어항의 안전,
정비, 관리 상 필요한 인프라 시설 필요성 증가
- 해상해안공원 내‘어촌뉴딜300’등 국가차원의 어촌어
항재생사업 및 SOC사업 추진 시 관련 시설설치 허용
기준 부재
자연공원법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

제18조제2항제2호

제제방조제도류제수문갑문호안둑돌제흉벽 등 외

해양관리기반시설

아목에 따른

곽시설, 안벽물양장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부잔교선

(자연환경지구)

공익상 필요한

착장선양장 등 계류시설, 항로정박지선회장 등 수역

설치허용시설 기준

시설 등 공원구역 내 어촌어항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준용

기반시설 허용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항로표지, 신호조
명시설 등의 항행보조시설,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의 공공시설, 오폐수 처리시
설, 도수시설, 폐유폐선 처리시설 등의 어항정화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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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공원시설 분류체계 및 종류 개선 제1안에 따른 공원시설 종합
카테고리

공원시설 종류(1안)
공원관리청 외 설치불가

비공원관리청 설치가능

기반시설

공원사무소, 창고(공원관리 용도),
도로(탐방로 포함), 무인기운용시설,
매표소, 헬기장

환경기초시설, 교량

보전시설

증식복원시설, 조사연구시설

생태통로

탐방시설

탐방안내소, 체험홍보관,
탐방지원센터, 야영장,
야생생물관찰대, 해중관찰대, 대피소

편의시설

자연학습장, 전망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제외)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지역상생협력시설, 공설수목장림,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휴게소, 공중화장실,
무궤도열차, 수상경비행장,
호텔(해안 및 섬지역 제한)

[표 34] 공원시설 분류체계 및 종류 개선 제2안에 따른 공원시설 종합
카테고리

공원시설 종류(2안)
공원관리청 외 설치불가

비공원관리청 설치가능

기반시설

공원사무소, 창고(공원관리 용도),
도로(탐방로 포함), 무인기운용시설,
매표소, 헬기장

환경기초시설, 교량,
소규모 공항, 궤도

보전시설

증식복원시설, 조사연구시설

생태통로

탐방시설

탐방안내소, 체험홍보관,
탐방지원센터, 야영장,
야생생물관찰대, 해중관찰대, 대피소

편의시설

자연학습장, 전망대,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제외),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지역상생협력시설, 체육시설,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공설수목장림,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휴게소, 공중화장실,
무궤도열차, 수상경비행장, 여관,
호텔(해안 및 섬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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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공원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현재 상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별표 1의2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은 17종류로 제한하고 있음
[표 35] 현행법 상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
구분
공원사무소
매표소

규모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 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야생생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도로

(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
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
교량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폭 12미터 이하

궤도(삭도 제외)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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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001년 자연공원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연보존지구 내 허용 공원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이
시행규칙에 신설되었고, 그 틀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정상부, 고지대 자연환경
훼손, 개발압력 대응 부족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개선방향
자연공원 용도지구 중 최상위 보전가치를 지닌 자연보존지구의 보전성 강화를 고려해,
탐방객 안전 및 생태계 보호보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공원시설 외 삭제
개선방안
공원시설 종류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자연보존지구의 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야영장,
휴게소, 전망대, 교량, 궤도, 삭도, 선착장을 허용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
[표 36]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개정(안)
구분

규모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도로

(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기반시설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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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생태통로

보전시설

탐방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증식복원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현지내보전시설에 한함)

조사연구시설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야생생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122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가.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1235호) 개선방안
현재 상황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공원시설에 대한 설치 권고기준을 환경부 훈령
제1235호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 공원시설별 설치 세부기준은 별표1로 두어 설치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문제점
별표1에서 주요 공원시설별 설치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고려
사항을 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각 시설별 정의, 입지조건, 부대시설 종류, 관계법령 적용
기준 등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낮음
개선방향
본 연구에서 재정립한 공원시설 분류체계 및 종류에 따라 각 공원시설별 목적, 성격, 기능
등을 고려해 정의, 입지조건, 부대시설, 건축법 등 관련법 적용 시 기준 등 개정
개선방안
기본사항,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공통사항 규정을 두어 어떠한 공원시설이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각 공원시설별 정의, 입지기준, 부대시설 등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실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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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1235호) 개정(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모든 공원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공원 내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의 보호보전을
우선한다.

∘ 기존의 수목이나 바위 등 자연물은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고, 자연환경훼손 및 생
물서식방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최대한 피한다.

∘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기법을 도입하고,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보조설비를 최대한 사용한다.
공통사항

∘ 빛 반사 최소화, 저휘도 건축재료 등 친환경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의 형태, 구조, 색채를 사용한다.

∘ 건축물(땅 위에 지붕, 기둥, 벽이 있는 모든 건물을 총칭)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은
아래의 매뉴얼 및 기준을 준용한다.
- 국립공원 내 건축물 설계 매뉴얼
-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환경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시설정의

∘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 탐방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을 말한다.

∘ 공원구역 외 인접지역 혹은 지역행정기관이 위치한 시가화 지역을 우선
시설입지
기반시설

적으로 고려한다. (단, 공원 내 특정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무소는 해당 관리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 가능)

공원
사무소

∘ 안내소, 커뮤니티지원실, 기계실, 장비실, 실험실, 관사, 식당, 체력단련
부대시설

실, 휴게실, 샤워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건물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
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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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공원관리 및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설비, 기계 등
시설정의

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 상업적 목적의 판매,
유통 등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제품 등을 저장, 보관하는 창
고는 제외)

시설입지
창고
기반시설

(공원

∘ 공원관리,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한 공원 내외부 공원시설 주변이나
인근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 전기실 , CCTV, 소규모 주차장 , 신재생에너지 설비 (벽체 및 지붕에

관리용) 부대시설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건물 유지관리 및 보안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창고시설 중 창고 기준 준용

∘ 필요 시 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대피소, 커뮤니티센터, 체험홍보관 등
기타

의 부지 내 설치하는 부지면적 100㎡ 이하의 간이창고는 해당 공원시
설의 부대시설로 설치 가능하다.

∘ 공원관리, 조사연구, 탐방활동 중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
시설정의

우, 즉각적인 대피 및 위험상황 회피 등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
한다. (단,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지역에 설
치되는 대피소는 제외)

시설입지
기반시설

대피소

∘ 유사 시 단시간 내 하산하기 어려운 고지대 혹은 정상부를 우선 고려
한다.

∘ 휴게실, 매점(비상식품, 음료, 안전용품 등 판매), 기계실, 이동식 화장
부대시설

실, 간이침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
함) 등 탐방객 휴식 및 안전, 건물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
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관광휴게시설 중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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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이착륙장(비행장 제외)으로서, 재난재해 등으로 인
시설정의

한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공
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른 헬리콥터의 이착륙을 위해 설
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기반시설

헬기장

시설입지

부대시설

∘ 응급상황 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상부(대피소 인접지역 우선), 선
박을 이용해야만 접근가능한 도서지역 등을 우선 고려한다.

∘ 항공등화시설 등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
설로 설치 할 수 있다.

∘ 공항시설법에 따른 이착륙장 기준 준용
적용기준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중 헬리콥터 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항시설 기준 준용
시설정의

∘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공원관리 및 탐방편의를 목적으로 조성설치하
는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단, 탐방로는 별도 기준 준용)

∘ 공원 내외부에서 도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통행 상 심각한 안전문제가
시설입지

발생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단, 해상해안국립
공원의 경우 해안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 외 해안선을 따라 설치하는
도로는 지양)

∘ 로드킬방지시설, 버스정류장, 소규모 주차장, 낙석방지시설, 제설장비보
기반시설

도로

부대시설

관시설, 과속방지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도
로의 이용 및 관리, 안전 상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
다.

적용기준 ∘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용 및 관리 기준 준용

∘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선형 및 구조로 설계한다.
기타

∘ 생태계에 영향을 주거나 절․성토량이 발생하는 지역을 피해서 도로선형
을 계획한다.

∘ 로드킬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후 예방시설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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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편리하고 안전한 탐방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도
시설정의

또는 걷는 길로서, 원칙적으로 차량통행을 제한한 도보이동용 길을 말
한다. (단, 관리 및 응급상황 등을 목적으로 공원관리청에 한하여 차량
통행 허용)

∘ 공원 내외부에서 탐방객 안전 및 편의 상 탐방로가 필요한 지역 중 자
기반시설

탐방로

시설입지

연공원 내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판정 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다.

부대시설

∘ 탐방안내판, 목재데크계단, 벤치 등 탐방객 안전 및 휴식을 위해 필요
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자연공원 내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준
적용기준

용

∘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 매뉴얼 준용
시설정의

∘ 도로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서, 공원관리 및 탐방활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시설지를 말한다.

∘ 공원진출입부, 공원시설 밀집지역, 대형버스 종착지점 등 차량이동의 제
시설입지

한 및 통제가 필요한 지역에 연접한 곳 혹은 공원구역 내 차량이용이
아니고서는 공원관리 및 탐방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한
다.

∘ 버스정류장, 이동식 화장실, 낙석방지시설, 제설장비보관시설, 과속방지
기반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시설,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안전 상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법에 따른 주차장 기준 준용
적용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주차장 기준 준용
∘ 20면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이면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공원시설과 연
기타

접하여 위치할 경우 해당 공원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가능하다.

∘ 주차장 조성 시 기존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외 자연친화적인 포장재를 충분히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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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도로법에 따른 교량으로서, 도로(탐방로 포함) 등이 하천, 계곡, 절벽
시설정의

등에 의해 단절되어 통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이를 연결하거나, 도로
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교량을 설치하지 않으면 탐방객 혹은 차량통행 상 심각한 안전문제, 무
기반시설

교량

시설입지

리한 통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을 우선 고려
한다.

∘ 제설장비보관시설, 과속방지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
부대시설

시설 등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안전도모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
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도로법에 따른 교량 기준 준용

∘ 시설운영, 공원관리 및 탐방활동, 주민생활 등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
시설정의

원의 처리 혹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상하수도
시설, 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관련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시설입지

기반시설

환경
기초시설

부대시설

∘ 점오염원 집중발생 지역 혹은 고농도의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관리 및
처리, 오염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오염물 정화방지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
대설비 및 관리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정화 관련 기준 준용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련 기준 준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관련 기준 준용
적용기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처리 관련 기준 준용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 및 교통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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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
시설정의

료를 공급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단, 친환경자동차의 수소연료 충
전을 위한 시설에 한함)

시설입지
기반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부대시설

∘ 주차장, 도로 등 교통 관련 공원시설 혹은 부대시설과 연접한 곳을 우
선 고려한다.

∘ 요금징수시설, 안전시설 등 이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기준 준용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저장소 기준 준용

시설정의

시설입지
기반시설

∘ 공원 내외부 주민의 공원관리 참여, 복지증진, 사회활동 지원, 주민지
원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탐방안내소, 공원사무소 인접지역에 설치하여 공원관리 및 탐방활동 연
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지역상생
협력시설

∘ 교육훈련시설, 시청각실, 기계실, 회의실, 휴게실, 사무실, 소규모 주차
부대시설

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건물
유지관리 및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
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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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공원관리, 원격조사모니터링 등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 헬리카이트
시설정의

등)의 활용촉진, 운영관리, 정비보관, 교육훈련 등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반시설

무인기

시설입지

∘ 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자연학습장, 조사모니터링시설 등 공원관리
및 보전을 위해 설치한 공원시설 주변 혹은 연접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운용시설

∘ 장비실, 이착륙보조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부대시설

설비에 한함) 등 무인기 관리운용 및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드론법에 따른 드론 및 드론시스템 기준 준용

∘ 공원 내 국가보호종 혹은 이밖에 공원관리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한 생
시설정의

물종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현지 외 보전
시설, 현지 내 보전시설 포함)

∘ 현지 내 보전복원이 필요한 경우 공원 전 지역에 설치하되 인공구조물
시설입지
보전시설

증식복원

은 최소화하며, 증식복원 대상 생물종이 서식하는 환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단, 현지 외 보전복원이 가능한 생물종
은 가급적 공원 외 지역 설치 권장)

시설

∘ 연구실, 실험실, 배양실, 온실, 종자보관시설, 동물사육시설, 동물적응시
부대시설

설, 교육훈련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
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연구실험, 이용편의, 건물 유지관리 등을 위
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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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시설정의

∘ 특정 생물종의 서식지(자생지) 등에 대한 연구, 조사,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지역 주변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연구대상지까지 단시간 내 접근이 어렵거나, 조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설입지
보전시설

체류하며 조사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지대 및 정상부, 격오지 등을 우선
고려한다.

조사
연구시설

∘ 연구실, 실험실, 분석실, 교육훈련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
부대시설

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생태계 조사연구,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기준 준용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로서, 공원 내 보호 및 보전가치가 높
시설정의

은 야생생물 서식지가 인위적자연적 요인으로 단절되었거나 단절이 우
려되는 경우, 야생생물의 원활한 이동과 유전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야생생물 서식 및 이동 현황, 로드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모니터링 자
보전시설 생태통로

시설입지

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설치 장소를 고려한다. (필요 시 보호지
역 간 연계 및 완충지역 보전을 위해 공원구역 외 지역과 연계하여 설
치 가능)

∘ 유도울타리, CCTV, 조사모니터링 시설, 배수로, 탈출로 등 야생동물
부대시설

이동, 보호, 조사, 모니터링 상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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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위한 시설로서, 공원 내 경관 및 생물자
시설정의

원을 활용하여 휴식 및 휴양을 목적으로 야외에서 텐트, 카라반 등을
이용해 숙식할 수 있는 시설지를 말한다. (자동차야영장 포함)

∘ 교통접근성이 좋은 지역,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낮
시설입지

은 지역, 완경사 지역 등 지형배수 측면에서 안정한 지역, 휴식밀 휴
양에 적합한 자연환경이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탐방시설

∘ 설거지시설, 샤워실, 관리실, 쓰레기처리장, 전기실, 산책로, 조경시설,

야영장
부대시설

이동식 화장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
하는 설비에 한함) 등 야영장 관리 및 이용, 편의 상 필요한 시설을 부
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기타

∘ 국립공원 야영장 조성(정비) 매뉴얼 준용
∘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 시설 준용
∘ 야영객 이용행태 및 동선을 고려하여 개별 야영지를 배치한다.
∘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탐방객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한다.
∘ 공원탐방 거점지역에 설치하여 탐방객으로 하여금 공원자원에 대한 이

시설정의

해를 돕고, 기타 탐방로 현황, 기상여건, 안전사항 등 탐방활동에 필요
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공원 진출입부, 탐방로 시종점, 탐방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시
탐방시설

탐방

시설입지

안내소

설 집적지역, 체험학습시설과 인접하여 효과적 탐방프로그램 운용 상
안내시설이 필요한 지역 등 공원 내외부 탐방거점지역을 우선 고려한
다.

∘ 시청각실, 휴게실, 기계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부대시설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탐방객 안내 및 건물 유지관리를 위
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기준 준용

132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탐방로 출입구 및 인근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탐방로 통제상황, 기상상태,
시설정의

안전사항 등 원활한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필요 시 특정 탐방로 및 공간에 대
한 통행제한, 요금징수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 공원 내 탐방로 진출입부 및 가시거리 내 연접지역으로 탐방객 유동현
탐방
탐방시설

시설입지

황을 파악할 수 있고, 필요 시 탐방객의 효과적 통제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지원센터
(매표소
포함)

부대시설

∘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건물 유
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기준 준용

기타

시설정의

야생생물
관찰대
탐방시설

시설입지

∘ 분소, 관리소, 지킴터, 출장소, 통제소, 초소 등 공원관리를 위해 필요
한 소규모 시설은 탐방지원센터 기준을 준용한다.

∘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함) 또는 해중생물의 생태를 관찰
및 체험, 교육하기 위한 소규모 구조물을 말한다.

∘ 자연공원 내 우수한 생물자원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시설입지
로 인한 생물서식방해 및 환경훼손이 적은 곳을 우선 고려한다.

(해중
관찰대
포함)

부대시설

적용기준

∘ 망원경시설, CCTV, 차폐시설, 데크시설 등 야생생물 관찰활동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관광휴게시설 중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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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대외홍보, 탐방안내(외국인, 시설사용, 탐방예약제, 통제정보 등), 홍보
시설정의

물 배포, 홍보영상 상영, 지역특산물, 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 찾아가
는 탐방서비스를 위해 공원 외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탐방시설

체험

시설입지

홍보관

∘ 공원 외 배후도시, 주요 관광거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홍보효과
및 전파력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 시청각실, 안내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대시설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건물 유지관리 및 홍보안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공업무시설 기준 준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
시설정의

장을 목적으로 공원자원을 활용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을
위해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제외)

시설입지
탐방시설

∘ 자연학습장, 탐방로, 관찰대 등 체험학습시설과 인접하여 탐방프로그램
연계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 사무실, 소규모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숙소, 식당, 매점, 시청각실, 교
육훈련실, 휴게실, 소규모 체육시설(풋살장, 농구코트, 족구장 등), 신
부대시설

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수련활동
지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
다.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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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자연권 수련시설 기준 준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기준 준용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시설정의

∘ 탐방활동 중 우수한 자연경관을 조망하며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소규모
구조물을 말한다.

∘ 우수한 경관자원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시설입지로 인
시설입지
탐방시설

한 통행제한, 안전사고, 자연훼손, 주변경관 훼손 우려가 적은 곳을 우
선 고려한다.

전망대
부대시설

적용기준

∘ 망원경시설, CCTV, 데크시설 등 자연경관 관찰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관광휴게시설 중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기준
준용

∘ 공원자원을 활용한 탐방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생태체험
시설정의

등의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원관리자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로 사용가능)

∘ 공원 진출입부, 탐방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시설 집적지역 등
시설입지

공원탐방 거점지역 혹은 탐방로, 관찰대 등 체험학습 목적시설과 인접
하여 탐방프로그램 연계가 용이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탐방시설

자연
학습장

∘ 생태탐방원, 산책로, 자연관찰로, 휴게시설, 연수원, 수련원, 전시실, 교
육실, 시청각실, 숙소(교육체험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해 숙박가능), 직원
부대시설

휴양소, 이동식 화장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

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탐방객 교육체험활동, 직원교육,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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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시설정의

∘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으로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단,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제외)

∘ 공원마을지구 인접 산림지 중 인공조림지, 초지, 식생교란으로 인위적
편의시설

공설

시설입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붕괴 및 침수우려가 없는 지역, 완경사 지역 등
지형배수 측면에서 안정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수목장림

∘ 관리실, 장례용품판매시설, 휴게실, 이동식 화장실, 소규모 주차장, 분
부대시설

향실, 조경시설 등 수목장림 관리 및 이용, 장례과정 상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 기준 준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장으로서, 공원 내 선박을 활용한 해
시설정의

양생태체험 및 휴양 편의제공을 위해 탐방객(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선
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상 구조물을 말한다.

∘ 인접지역 항만시설의 입지와 사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규 시설의
시설입지

설치가 아니고서는 공원 내 원활한 경관관람, 생태체험, 레저휴양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어렵거나, 공원관리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편의시설

유선장

부대시설
적용기준

∘ 소규모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휴게실, 관리실 등 선박이용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장 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항만시설 기준 준용
∘ 선박 운전자와 여타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탐방객의 안전과 효율적 선박이용을 위해 탐방객과 선박이용 구역을 구

기타

분한다

∘ 바람의 상태, 이용가능 수역의 범위, 수역의 수심, 계절적인 수위의 변
동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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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항만법에 따른 항만친수시설로서, 공원 내 호수, 하천, 바다의 경관관
시설정의

람, 생태체험, 레저휴양, 공원관리를 위한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
용하기 위해 설치한 수상 구조물을 말한다. (단, 소규모 선박 및 소형
수상기구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

∘ 인접지역 항만시설의 입지와 사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규 시설의
수상레저 시설입지
편의시설

기구

설치가 아니고서는 공원 내 원활한 경관관람, 생태체험, 레저휴양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어렵거나, 공원관리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계류시설

부대시설

적용기준

∘ 관리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소규모 주차장 등 이
용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친수시설 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항만시설 기준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경관광장으로서, 탐방

시설정의

객의 휴식오락, 공원관리 및 보전을 위한 캠페인행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편의시설

광장

시설입지

부대시설

∘ 하천, 호수, 사적지, 산림이나 역사문화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 소규모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등 탐방객 이용 및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경관광장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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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탐방객이 공원탐방 과정에서 지친 심신을 휴식하기 위해 잠시 머무를
시설정의

수 있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 자동차 등의 주차, 정비, 주유
등을 위한 휴게소 제외)

∘ 인접지역 휴게시설의 입지와 사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규 시설의
시설입지

설치가 아니고서는 탐방객 편의 및 안전관리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편의시설

휴게소

∘ 다과류 판매점, 벤치파고라, 이동식 화장실, 소규모 주차장, 신재생에
부대시설

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탐방객 이용편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관광휴게시설 중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기준
적용기준

준용

∘ 국립공원 휴게소 설치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로서, 공원 내 환경오염
시설정의

을 방지하고 탐방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옥외 건축물을 말한다.
(단, 이동식 화장실 제외)

∘ 탐방객 밀도가 높은 거점지역, 다중이용시설, 옥내 화장실이 없어 불편
사항이 있는 공원시설 인접 지역, 탐방거리가 길고 소요시간이 오래 걸
시설입지
편의시설

리는 탐방구간의 시종점에 위치한 지역 등 인접지역 화장실의 입지와
사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규 시설의 설치가 아니고서는 탐방활동

공중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화장실

∘ 정화조, 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
부대시설

함) 등 건물관리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
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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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공중화장실 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중화장실 기준 준용
∘ 이용자 사생활보호를 위해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한다.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일정하게 지나가는 길(경로, 노선 등) 없이, 운전 장치가 장착된 기관차
시설정의

에 여러 개의 객차를 연결한 차량과 이에 승하차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 인접지역 교통시설의 입지와 사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공원 내 원활
편의시설

무궤도

시설입지

한 이동, 경관관람, 생태체험, 레저휴양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어렵거
나, 공원관리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열차

부대시설

∘ 정거장, 탑승대기소, 매표소 등 탐방객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기준 ∘ (도로이용 시) 도로법에 따른 사용 및 관리 기준 준용

∘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수상비행장으로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경량
시설정의

항공기가 수면에서의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상 구조물
을 말한다. (단, 공원관리 및 경관관람, 생태체험, 레저휴양 등 지속가
능한 이용 지원 우선)

∘ 인접지역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입지와 사용성, 접근성 등을 고려해 신
편의시설

수상

시설입지

규 시설의 설치가 아니고서는 공원관리 및 탐방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경비행장
부대시설

∘ 관리실, 휴게실, 이동식 화장실, 소규모 주차장 등 탐방객 이용 및 편
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수상비행장 기준 준용
적용기준 ∘ 항공안전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항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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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공원시설

권고기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위한 전
시설정의

문숙박시설로서, 탐방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편의
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단,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시설 제
외)

시설입지
호텔

∘ 공원 내 해안 및 섬 지역에 한하여,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판정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 식당, 사우나, 목욕탕, 실내스포츠시설, 회의장, 공연장, 소규모 주차장,
부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벽체 및 지붕에 부착하는 설비에 한함) 등 투숙객
이용편의,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적용기준

준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관광숙박시설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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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7-249호) 개선방안
현재 상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의 설치신설 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환경부고시(제2017-249호)에 따름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는 자연보전성, 탐방이용편의성, 탐방안전성, 관리용이성 4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받아야
입지적정성 기준 통과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는 시설규모와 입지환경 2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평가
항목별 적정/부적정 여부만 체크하되 모든 항목에서 적정평가를 받아야 입지적정성 기준
통과
문제점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는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편향된 결과 유발, 노선계획구간에
대한 위협요인 고려 부족, 모호한 판단기준, 평가항목의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평가서류 중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평가 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기존 평가항목이 산림속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삭제
검토 필요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는 적정/부적정 여부만을 판단하여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등 객관성 부족 등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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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는 일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수정보완하여 객관성을 개선하고,
평가서류 중 산림조사서는 삭제하여 합리적효율적 평가체계 확립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범주형 배점기준을 제시하여 점수화 하는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개선방안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체계 주요 개선방안
- 구간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현황
→ 계획구간 내 종수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국가보호종으로 평가항목 확대
표 38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중 “구간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현황” 개선방안
평가항목(배점)

기
존

구간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현황(5점)

평가기준(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40% 이상

30%∼40% 미만

20%∼30% 미만

10%∼20% 미만

0%∼10% 미만

비고: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이내의 멸종위기야생생물 종수/해당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총종수
×100’으로 산정한다.
구간 내 국가보호종 분포현황(5점)

개
선

10종 이상

8종~10종 미만

6종~8종 미만

2종~4종 미만

2종 미만

비고: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이내의 국가보호종수’로 산정한다. 국가보호종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
생물,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산림청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로 정의한다. 국가보호종의 확인
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 내 현장조사(흔적조사 포함) 결과를 근거로 하되, 시기에 따른 출현종 변화를 고려해 공원관리청
에서 기 수행한 공원자원조사 혹은 공원자원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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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 조각화 영향
→ 계획구간에 대한 조각화 및 파편화 특성 반영을 위해 패치크기, 교차점 항목 추가
[표 39]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중 “국립공원 조각화 정도” 개선방안
평가기준(점수)

평가항목(배점)

기
존

구간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탐방로 등으로 인한
해당 국립공원 조각화 정도(5점)

선

2점

3점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

5점

83개 이상

39개～82개 이하

24개～38개 이하

14개～23개 이하

0개～13개 이하

5～10개 이하

0～5개 이하

비고: ‘해당 국립공원이 탐방로, 도로 등으로 인해 공원구역이 파편화된 조각 수’를 말한다.
탐방로 신설 계획구간의 조각화 영향(5점)

개

1점

20개 이상

15～20개 이하

10～15개 이하

비고: ‘해당 탐방로의 계획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500m 이내 영역이 탐방로, 도로 등으로 인해 공원구역이 파편화된
조각 수’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탐방로로 인해 400㎡ 미만의 패치 개수와 교차점(결절점)이 과도하게 추가 발생할 경
우에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차감한다. 400㎡ 미만 조각수가 2개 발생할 때마다 1점씩 차감하며, 교차점수가 2개 발생
할 때마다 1점씩 차감한다.

- 탐방로 연장
→ 둘레길과 둘레길 외 탐방로에 대한 정의 및 판단기준 제시
[표 40]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중 “탐방로 연장” 개선방안
평가기준(점수)

평가항목(배점)
기
존

탐방로 연장

탐방로 연장

개
선

1점

2점

3점

4점

5점

둘레길

8km 이상

6km∼8km 미만

4km∼6km 미만

2km∼4km 미만

2km 미만

둘레길 외

5km 이상

3km∼5km 미만

1km∼3km 미만

0.5km∼1km 미만

0.5km 미만

둘레길

8km 이상

6km∼8km 미만

4km∼6km 미만

2km∼4km 미만

2km 미만

둘레길 외

5km 이상

3km∼5km 미만

1km∼3km 미만

0.5km∼1km 미만

0.5km 미만

비고: ‘둘레길’은 저지대에서 산의 둘레를 따라 수평적으로 조성한 탐방로에 한하며, ‘둘레길 외 탐방로’는 정상부, 봉우
리, 마루금 등 중고지대
〮
탐방로로의 접근이나 유인 가능성이 높은 탐방로 혹은 계곡이나 능선을 따라 수직적으로 조성한
탐방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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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체계 주요 개선방안
- 시설규모 분야
→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법적 기준 및 최대규모 기준 반영
[표 41]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중 “숙박시설 종류 및 부지면적” 개선방안
평가항목
숙박시설

기

종류

존
부지면적

평가기준

평가내용
품격 높은 숙박시설 도입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 여부 확인

· 섬지역 : 6,000㎡이상

소규모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난개

· 해안지역 : 10,000㎡이상

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지 규모 확인
무분별한 숙박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숙박시설

개

종류

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등) 여부 확인

(신설) 건축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등록 가능한

(신설) 국토계획법 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 가능

건축물

한 숙박시설 여부 확인

(신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사후 환경관리 가능한

(신설) 건축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

숙박시설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
엄) 여부 확인
(신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여부 확인

부지면적

· 섬지역 : 6,000㎡이상 12,000㎡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난개

· 해안지역 : 10,000㎡이상 20,000㎡ 미만

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부지 규모 확인

- 입지환경 분야
→ 적정/부적정 이분법적 평가기준을 범주형 배점기준으로 개선
[표 42]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중 “입지환경” 개선방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해안선으로부터500m미만

0점

500 ~ 1000m미만

1점

1000m 이상

2점

주요 해안지형 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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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에 위치한 주요 해안지형(해안사구, 사구습지,
간석지, 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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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기준
식생보전등급 1, 2등급

산림특성

토지이용방향

공원자연 보존지구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영향

절·성토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정도

(신설) 원지형 복원을
위한 노력

0점

식생보전등급 3등급

1점

식생보전등급 4, 5등급

2점

6영급 이상수림대

0점

4~5영급수림대

1점

3영급 이하 수림대

2점

보존지구로부터 100m미만

0점

100~500m미만

1점

500m이상

2점

국가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보호종 서식지에

평가내용

구역으로부터 500m 미만

0점

0.5~1㎞미만

1점

1㎞이상

2점

신설 연장 500m 이상

0점

100~500m

1점

100m 미만

2점

경사 20도 이상

0점

15~20도미만

1점

15도 미만

2점

계획 없음

0점

자체적 인공녹지조성

1점

공원보호협약 체결

2점

사업부지의 생태적․임상적 가치 평가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 희귀성이 있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산림,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산림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부지 내 기존수림대, 대형수목, 그 밖의 자연경관
보존방안 평가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반경
등 생태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영향여부 평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의 동·식물의
서식반경 등 생태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영향여부 평가

부지외부에서 숙박시설까지 진입하기 위해 개설되는
진입도로로 인하여 공원 자연환경의 훼손정도 평가

사업부지의 표고 및 경사도를 감안하여 절·성토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정도를 평가

사업부지로 인해 훼손되는 원지형의 복원을 위한 직간접적
노력 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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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정성 평가체계 확대 대상 공원시설 제안
- 비공원관리청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
→ 휴게소, 전망대, 자연학습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선장
- 중대규모 부지면적이 소요되어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높은 공원시설
→ 야영장, 주차장, 공설수목장림
입지적정성 공통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 제안
- 4개 분야, 14개 평가지표, 35개 세부평가항목 제안
[표 43] 입지적정성 공통 평가지표 및 평가항목(안)
평가지표

평가항목
중요종 보전성

국가보호종 분포
종다양도
생태자연도 등급

생물서식지 보전성

자연림 비율
영급 비율
각종 보호지역 분포

자연보전성

절성토 유무
경관자원 보전성

원지형 및 식생 훼손율
정상부 및 능선부 입지 유무
지형보전등급
인공녹지 조성비율

원지형 복원계획

대체녹지 조성비율
공원보호협약 체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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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원시설 관련 훈령 및 고시 개선방안

평가지표

평가항목
경관자원 분포

탐방자원 우수성

생태자원 분포
역사문화자원 분포

이용편의성

대중교통 운행유무
교통 인프라

거점도시와의 거리
기존 주차장과의 거리

편의 인프라

기존 화장실과의 거리
기존 휴게시설과의 거리
산사태 및 낙석 발생현황

자연재해 발생현황
이용안전성

홍수 발생현황
자연재해 인명사고 현황

경사도 및 지반안전성

평균 경사도
재해위험도 등급
진입도로 유무

차량관리 용이성

도로포장 유무
차량진입 용이성

관리용이성

토지사용 용이성

사유지 비율

부대시설 소요

필요 부대시설 수

인적자원 소요

운영관리 인력 수
(비)점오염원 발생유무

오염물질 관리용이성

폐기물 발생유무
환경오염처리시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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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칭)공원시설 설치 및 입지적정성 평가 통합지침(안) 마련
개선방향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한 설치 권고기준”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과 탐방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9호)”을 통합하는 “(가칭)공원시설 설치 및 입지적
정성 평가 통합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기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틀은 유지하며 “탐방로 및 숙박
시설의 입지적성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시설의 적용기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선방안 제시
개선방안
앞서 제시한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개선방안을 그대로 계승
하되, 탐방로와 숙박시설의 경우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개선방안을 따르도록 지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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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현재 상황
자연공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자연공원체험사업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자연생태체험사업, 문화생태체험사업, 농어촌생태체험사업, 건강생태
체험사업, 기타 부대사업(전문가 양성, 조사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주민지원 등) 등
복합적인 체험교육사업의 추진이 가능함
문제점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으로 자연공원체험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시설종류 및 저지대 중심 조성을 위한 기준 부재
개선방향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자연공원체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저지대 중심의 체류형 공원
시설을 집적하여 조성할 수 있는 자연공원체험구역을 신설하는 방안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에 자연공원체험시설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2가지 개선안 제시
개선방안(제1안): 자연공원제험구역
자연환경지구 혹은 공원구역 외 인접지역(공원구역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협력을
통한 자연공원 체험교육훈련시설을 특정 구역에 집적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게이트타운
성격의 (가칭)자연공원체험구역 신설
- 공원구역 경계부에 위치하여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거점마을로서, 자연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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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교육활동 거점(예: 미국 그랜드티톤국립공원의 잭슨
게이트타운, 뉴질랜드 퉁가리로 국립공원의 와카파파 게이트시티)
한국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지대 체류형 탐방인프라 정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공원 외 인접지역 상권 활성화, 공원구역 내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불만
해소, 신규 공원지정에 대한 규제인식 완화, 집단시설지구 해제 이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거점지구 요구 충족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자연공원체험구역 내 입지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탐방시설과 편의시설로 야영장, 자연학습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생물관찰대 등이 있으며, 해상해안공원의 경우 해중관찰대,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유어장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표 44] 자연공원체험구역 설치운영 예시
대상공원
해상해안
국립공원

세부구역명

특징 및 시사점
해상해안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주요시설(해중관찰대, 유선장,

해양문화구역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유어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계획하여 탐방인프라로 조성

지리산

반달가슴곰

국립공원

체험구역

지리산국립공원만이 가진 특징인 반달가슴곰을 테마로 하여 체험구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각 국립공원 별로 해당 깃대종 또는 주요자연자원을
테마로 하는 체험구역 조성이 가능

개선방안(제2안): 자연공원체험시설
자연공원법 제73조의3에 근거한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공원시설 시설. 동법 시행령 별
표2에 따른 자연, 문화, 농어촌, 건강생태체험 및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시설
로서 도입
단, 기존 체험교육시설(자연학습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므로,
기존 체험교육시설과의 점진적 통폐합 계획에 따라 단계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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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자연공원체험구역과 자연공원체험시설 간 개념 및 특성 비교
구분

자연공원체험구역

자연공원체험시설

개념

다양한 시설을 집적하여 조성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단독복합시설

반영

특별보호구역, 출입통제구역과 같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방법

용도구역의 개념으로 도입

제2조(공원시설)에 추가 반영

체계적 계획 및 운영이 가능하나 대규모 개발
기타

또는

건폐율, 높이 등으로 개발규제가 가능하나, 기존

난개발 발생 가능성 상존

공원시설과의 기능적 중복성 문제 상존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안)
가용지 분석 방법
- 지역성, 접근성, 가용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GIS 분석 실시
- 지역성(표고점): 공원별 DEM자료를 활용하여 해발고도를 분석. 최고점과 최저점을 확인
하고 구릉지와 산지의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주로 경작지 및 계곡에 연접한 지역으로
3부 능선 이하에 해당하는 산록을 기준하여 적용
- 접근성: 공원별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주요 시설물을 중심으로 도보 60분 이내 지역을
추출. 교통장애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탐방지역 도출
- 가용성: 탐방인프라 시설 구축이 용이한 경사도 10°이하 지역을 추출하여 시설물 입지의
지형적 훼손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용지 도출
- 환경성: 환경적 저영향 개발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검토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가치를 고
려하여 용도지구 상 자연보존지구 등 핵심 보전․관리지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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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원별 가용지 분석결과(안)
- 21개 국립공원(한라산 제외)을 대상으로 가용지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3 가지
유형(대규모 평지형, 골짜기형, 혼합형)으로 분류하였음
- 대규모 평지형은 가용지가 국립공원 경계부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로 둘 이상의 복합 공원시설 융합 등 중-대규모 공간의 탐방인프라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계룡산, 북한산, 변산반도, 월출산 4개 국립공원이 이에 해당
- 골짜기형은 가용지가 국립공원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폭이 좁은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로 단일 공원시설 조성 또는 소규모 공간의 탐방인프라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속리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8개 국립공원
- 혼합형은 대규모 평지형과 골짜기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로 복합적 탐방인프라 구축
외 주변 지역사회와 다양한 콘텐츠 공유 및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지리산, 경주,
한려해상, 설악산, 내장산, 태안해안, 다도해상, 치악산, 무등산 9개 국립공원
[표 46] 가용지 유형별 국립공원 사례
가용지 유형

국립공원 사례

개소수

대규모 평지형

계룡산, 북한산, 변산반도, 월출산

4

골짜기형

속리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8

혼합형

지리산, 경주, 한려해상, 설악산, 내장산, 태안해안, 다도해상, 치악산, 무등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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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지리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지리산국립공원

면적

483.022㎢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혼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일원, 전북사무소 일원
지리산뱀사골 탐방안내소 일원, 중산리 탐방안내소 일원
주요 가용지

마천면사무소 일원
평촌마을회관(평촌리 일원)
내원사 일원(내원계곡)
쌍계사 일대, 구례 산수유마을 일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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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주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경주국립공원

면적

136.550㎢

공원유형

사적형

가용지 유형

혼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국립경주박물관 일원, 포석정 주차장 일원

주요 가용지

남간마을회관 일원, 안동리 일대
토함산 탐방지원센터 일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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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분석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49] 계룡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계룡산국립공원

면적

65.335㎢

공원유형

산악형(도시근교)

가용지 유형

대규모 평지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
상신탐방지원센터 일원
주요 가용지

수통골주차장 및 주변 시설
계룡면 중장리 일대
계룡산 도예촌 부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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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

535.676㎢ (육상: 127.188㎢, 해상: 408.488㎢)

공원유형

해상해안형

가용지 유형

혼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실안낙조 주변
상주 은모래 해변 일대

주요 가용지

소매물도 일대
해금강 지구
연명마을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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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분석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51] 설악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설악산국립공원

면적

398.237㎢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혼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설악동(신흥사, 설악산공원사무소) 일원
백담마을, 백담계곡 일원
주요 가용지

오색약수마을 일원
구)옥녀탕 휴게소 일원
한계령 휴게소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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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속리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속리산국립공원

면적

274.766㎢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법주사 앞 구 집단시설지구

주요 가용지

화양동 분소 앞 주차장
충북 자연학습원 부지
갈론계곡 캠핑장 포함 주변 마을 일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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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분석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53] 내장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내장산국립공원

면적

80.708㎢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혼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내장야영장 일원
주요 가용지

백양사, 백양탐방지원센터 일원
남창계곡 입구
입암면 하부리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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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가야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가야산국립공원

면적

76.256㎢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주요 가용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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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해안사 버스터미널 일원
구원리~홍류동계곡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일원)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55] 덕유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덕유산국립공원

면적

229.430㎢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주요 가용지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무주군 안성면 일원
장수군 계북면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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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오대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오대산국립공원

면적

326.348㎢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월정사 입구 일원

주요 가용지

진고개 휴게소 일원
소금강 마을지구(구 집단시설지구) 일원
진고개 화전민 가옥터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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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분석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57] 주왕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주왕산국립공원

면적

105.595㎢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주왕산국립공원 사무소 일원
주요 가용지

주산지 입구부
달기약수터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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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태안해안국립공원

면적

377.017㎢ (육상: 24.223㎢, 해상: 352.794㎢)

공원유형

해상해안형

가용지 유형

복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몽산포 탐방지원센터 및 주변
기지포 복합탐방안내소 일원

주요 가용지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 일원
장고도 염전 및 마을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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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59]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면적

2,266.221㎢ (육상: 291.023㎢, 해상: 1,975.198㎢)

공원유형

해상해안형

가용지 유형

복합형

분석과정

DEM
주요 가용지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신안군 비금도, 도초도 일원
완도군 청산도, 신지도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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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북한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북한산국립공원

면적

76.922㎢

공원유형

산악형(도시근교)

가용지 유형

대규모 평지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우이동계곡(탐방예약제구간) 진입부

주요 가용지

북한산성 구)집단시설지구 일원
우이분소~도선사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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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61] 치악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치악산국립공원

면적

175.668㎢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혼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원주드림랜드 일원
주요 가용지

치악산공원사무소 주차장 부지 및 사무소 일원
금대유원지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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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월악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월악산국립공원

면적

287.571㎢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만수휴게소(주차장 포함) 일원
만수계곡내 환경교육장 일원

주요 가용지

송선계곡/덕주골 입구
제천시 산수면 미륵송계로 농경지 일원
용하야영장 및 인근 농경지
장회나루 휴게소 및 충주호 선착장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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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63] 소백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소백산국립공원

면적

322.011㎢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죽령휴게소 및 과거 관통도로 일원
주요 가용지

금계저수지 상단 마을(삼가리회관) 일원
희방사 주차장 일원
소백산 생태탐방원 인근 저수지 상부 마을(좌석리)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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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변산반도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변산반도국립공원

면적

153.394㎢

공원유형

해상해안

가용지 유형

대규모 평지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직소천, 부안댐물문화관 일원
내소사 입구 일원

주요 가용지

닭이봉 일원
대광마을 일원
개암제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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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65] 월출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월출산국립공원

면적

56.220㎢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대규모 평지형

분석과정

DEM
주요 가용지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영암군 영암읍, 군서면 일원
강진군 성전면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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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무등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무등산국립공원

면적

75.425㎢

공원유형

산악형(도시근교)

가용지 유형

복합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광주시 동구 일원

주요 가용지

화순군 화순읍 일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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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분석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3. 저지대 체류형 탐방시설(인프라) 개선방안

[표 67] 태백산국립공원 자연공원체험구역(시설) 가용지 분석결과(안)
공원명

태백산국립공원

면적

70.052㎢

공원유형

산악형

가용지 유형

골짜기형

분석과정

DEM

도보권 분석

경사도 분석

당골광장 일원
주요 가용지

백단사 주차장 일원
유일사 주차장 일원
검룡수 입구부 일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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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시설사업 관련 갈등진단 체크리스트(안)

가. 공원시설 관련 갈등사례
북한산국립공원 사패산 터널
이해관계자: 정부(지자체), 환경단체, 불교계
주요 쟁점사항
- 고양시 덕양구~남양주시 별내면 구간 고속도로 계획노선 중 사패산 터널이 북한산국립공원
내 포함되어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 및 종교활동 방해 우려
- 199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완료 후 1997년 불교계 민원 등으로 인한 갈등 촉발
- 2001년 공사착공에 들어갔지만, 환경단체 및 불교계 반대로 공사 중단으로 갈등 심화
조정 결과
- 계획구간의 변경을 위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지만 실패
- 잇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당시 대통령이 불교계 주요인사와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공사 재개
덕유산국립공원 스키장
이해관계자: 정부(지자체), 환경단체
주요 쟁점사항
-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덕유산국립공원 내 스키장 개발계획 수립
- 자연보존지구였던 개발대상지를 자연환경지구로 용도지구 변경하여 스키장 슬로프를 정상
부까지 확대하고, 기타 골프장, 호텔 등 부대시설 설치
- 환경단체와 대학생단체에서 생태계 파괴를 염려하여 반대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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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시설사업 관련 갈등진단 체크리스트(안)

조정 결과
-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정부와 지자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 강행
- 정상부 아고산대 침엽수(구상나무, 주목) 보전을 위해 공사 전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하였지만, 이식수목 대다수 고사
태백산국립공원 모노레일
이해관계자: 태백시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주요 쟁점사항
-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시민들의 모노레일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공단은 반대입장 표명
- 국립공원 지정 이후 시민들은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갈등 촉발
- 현안해결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대립 중
조정 결과
- 수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
- 그러던 중 2020년 9월 하늘탐방로 및 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요구가 새로
등장하면서,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갈등은 현재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이해관계자: 사업자, 환경단체, 불교계, 지역주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주요 쟁점사항
- 1991년 골프장 건설 공원사업 시행 허가
- 1998년 공사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공단)
- 2003년 대법원 원고(가야개발) 패소 → 백지화
- 2010년 골프장 사업 재추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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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립공원공단 공원사업 시행허가 불허
조정 결과
- 이후 양측의 수차례 소송으로 해결없이 법적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 소강상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사업개요
- 소재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4
- 면

적: 전체 547,646㎡ 중 공원구역 535,761㎡ (자연환경지구)

- 규

모: 1,200m 급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 사업비: 1,833억원(국비)
추진경과

[그림 2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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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시설사업 관련 갈등진단 체크리스트(안)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개요
- 소재지: 구례군 산동온천지구, 남원시 반선지구, 함양군 백무동, 산청군 중산리
- 길

이: 구례군 3.1km, 남원시 6.6km, 함양군 3.4km, 산청군 5.2km

- 규

모: 중간지주 총 37개, 자동순환식

- 사업비: 약 1431억원
추진경과

[그림 23]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경과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177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개요
- 소재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466번지 일원
- 길

이: 총 3.5km 중 공원구역 3.4km (보존지구 2.9km, 환경지구 0.5km)

- 규

모: 중간지주 6개, 1선식 자동순환식 삭도, 8인승 53대, 시간당 825명 수송가능

- 사업비: 587억원
추진경과

[그림 24]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추진경과

178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Ⅳ. 공원시설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4. 공원시설사업 관련 갈등진단 체크리스트(안)

나. 공원시설 갈등진단 체크리스트(안)
문제점
공원시설 관련 갈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자연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환경단체가 주된 이해관계자로, 무형의 자연자원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기반
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어려움
갈등의 장기화, 정치권 개입 등으로 국민적 혼란 가중과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마련이 필요한 상황
개선방향
시설사업 계획 초기부터 갈등상황을 예측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자(공원관리청 혹은
국립공원공단)를 위한 갈등진단 체크리스트(안)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도모
개선방안
점수화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해당 시설의 성격과 설치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갈등상황을
사전에 예측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갈등관리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갈등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며, 60점 이상 140점 미만일 경우 갈등관리 필요성을 보통으로 보고
향후 진행과정에 따라 갈등이 일정부분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갈등추이 관찰 등을 통해 심화
가능성을 체크하는 등 사전적 예방활동을 추진하여야 함. 총점 140점 이상일 경우 갈등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갈등 장기화로 사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대응전략과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단, 10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3개
이상일 경우에도 총점 140점 이상인 경우에 준하여 갈등상황에 대비한 대응전략과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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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국립공원 시설사업 관련 갈등진단 체크리스트(안)
구분

부정적 영향

이해관계자

지역사회확산
갈등집단화

신뢰관계

유사사례

(10점 만점)

1. 보건안전적 악영향(생명, 건강 등)이 있다.

(

)점

2. 사회경제적 악영향(재산권 침해, 주민갈등 등)이 있다.

(

)점

3. 생태환경적 악영향(자연훼손 등)이 있다.

(

)점

4. 지역사회 혹은 지자체 이견이 예상된다.

(

)점

5. 시민환경단체 이견이 예상된다.

(

)점

6. 불교계의 이견이 예상된다.

(

)점

7. 중앙행정기관의 이견이 예상된다.

(

)점

8.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의 전문성 및 경험이 많다.

(

)점

9. 이익단체(영리업체) 개입 가능성이 있다.

(

)점

10. 정치권 개입 가능성(선거공약 등)이 있다.

(

)점

11. 지역리더(빅마우스) 등에 의한 지역확산 가능성이 있다.

(

)점

12. 지역 언론사 보도 및 취재 가능성이 있다.

(

)점

13. 이견이 있는 단체, 조직 구성 가능성이 있다.

(

)점

14. 단체민원 등 집단행동 가능성이 있다.

(

)점

15. 이견이 예상되는 지역사회와의 신뢰도가 낮다.

(

)점

16. 이견이 예상되는 지자체와의 신뢰도가 낮다.

(

)점

17. 이견이 예상되는 환경단체와의 신뢰도가 낮다.

(

)점

18. 이견이 예상되는 지역언론사외의 신뢰도가 낮다.

(

)점

19. 인근지역 내 유사시설에 대한 갈등사례가 있다.

(

)점

20. 타 지역 내 유사시설에 대한 갈등사례가 있다.

(

)점

(

)점

합

계

60점 미만

60점 이상 140점 미만

140점 이상

□

□

□

10점을 받은 평가항목의 개수
최종판정
*

점수

체크내용

(

) 개

갈등관리 필요성 낮음* □ / 보통** □ / 높음*** □

총점 60점 미만: 갈등관리 필요성 낮음, 비정기적으로 갈등추이 관찰 필요

** 총점 60점 이상 140점 미만 : 갈등관리 필요성 보통 , 지속적인 갈등추이 관찰 등을 통해 심화
가능성을 체크하는 등 사전적 예방활동을 추진 필요
***총점 140점 이상: 갈등관리 필요성 높음, 갈등 장기화로 사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전략과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단, 10점으로 평가된 항목이 3개 이상일 경우
에도 총점 140점 이상인 경우에 준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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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정책제언

5

기타 정책제언

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허용 공원시설 확대 필요
현재 상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난립 방지를 이유로 2009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라 공원
시설 제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별표1에서 언급된 시설만 설치가능(예: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탐방로 등)
문제점
북한산, 무등산, 계룡산국립공원 등 도심권 국립공원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어
원활한 공원관리 및 탐방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원시설(생태탐방원, 공원사무소 등)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산악안전교육원 신축 시 불가피하게 청소년수련시설로
고시하는 등 애로사항 발생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항차목 개정을 통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중 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자연학습장과 같은 기반시설과 증식
복원시설, 조사모니터링시설과 같은 보전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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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류형 공원시설(자연학습장 등) 내 숙소운영 법적 근거 확보
현재 상황
체류형 체험학습시설 내 숙소시설은 자연체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업시설인
전문숙박시설과는 목적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 상 일반
숙박시설로서의 기준 충족을 요구 받고 있음.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48.8%가 체험학습시설 내 숙소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자의 63.7%는 체험학습시설 내 숙소 이용
문제점
자연공원법 상 숙박시설은 해안 및 섬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므로, 체류형 공원
시설 내 숙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시설로 등록할 경우 법률적 모순에 처함(여기서
숙소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기초시설을 의미함)
개선방안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등 타법 개정을 통한 체류형 공원시설 내 숙소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숙박업 제외 시설 개정을 통해 자연공원 체류형
공원시설로서 자연학습장,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개정을 통해 자연공원 체류형 공원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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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확대를 위한 부대시설 기준 개선
현재 상황
2020년 12월 수소연료공급시설이 공원시설로 신설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에너지정책에
대한 유연성 확보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발전, 공급,
이용설비를 시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문제점
신재생에너지시설의 하나인 수소연료공급시설이 공원시설로 포함되긴 하였으나, 공원시설에
부착하여 발전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준 부재
개선방안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35호)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 내
외부(벽체, 지붕, 전기설비 등)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부착하거나, 부대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라. 지역별 보전가치에 부합하는 시설기준 적용을 위한 용도지구 개편
현재 상황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의 완충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원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각종 시설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상황. 또한 자연보존지구
중에서도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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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자연보존지구처럼 자연환경지구에서 일부 공원시설을 제한할 경우, 제한한 공원시설의 자연
공원 내 설치가능한 공간이 사실상 없어짐. 자연보존지구 내 원시상태 보존이 필요한 핵심
지역에 대한 공원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개선방안
자연보존지구 내 보전가치가 특히 높아 원시상태 그대로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가칭 특별보존지구로 신설지정하여 모든 공원시설의 입지를 제한. 자연환경지구 내 보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자연보존지구 연접지역 등 완충기능이 높은 지역 등)을 자연
보존지구로 편입하여 불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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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립공원 내 삭도시설 법제도 개선방안
1

삭도 관련 주요 정책 및 법ㆍ제도 현황

가. 삭도 관련 주요 정책 및 여건 변화
[표 69] 우리나라 삭도 관련 주요 정책 및 여건 변화
연도

주 요 내 용

∘ 한라산, 지리산 삭도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01

객관적 설치기준 부재로 결정 유보
→ 삭도 설치에 대한 당성 검토 등 객관적인 기준 정립 필요성 대두

∘ 환경부, 삭도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2001~

→ 국립공원 삭도 설치의 제한적 허용방침 결정

2004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노선 설계가 이뤄지는 등 엄격한 입지기준을 만족
하는 경우에만 허용

∘ 삭도설치 관련 사이버정책 포럼 실시
2004

∘ 자연공원 삭도정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제정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고산대, 천연기념물 설치 불가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삭도설치 기준 완화 요구 증대
→ 자연공원법 상 삭도설치 길이를 기존 2㎞에서 5㎞로 개정 요구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로 한려·다도해국립공원 삭도 설치기준
2008

을 기존 2km에서 5km로 완화한 것에 따른 요구사항이었음

∘ 기존 지침 폐기 후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되, 규제 필요성, 기술발전 수준 등을 종합고려
하여 사전적 규제 개선
2010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삭도설치 허용 기준 완화
→ 삭도설치 허용 길이를 5㎞ 이내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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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1

주 요 내 용

∘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생태·경관 영향 최소화, 설치 회피지역에 대한 권고사항 수록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 건의
→ 오색삭도 설치 허가 요구
2014

박근혜 대통령,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삭도사업 지원 지시

∘

→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부 정책과제 추가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구성
2019
2020

∘ 환경부, 오색삭도 시범사업 부동의 최종결정
→ 멸종위기생물 서식지 축소, 식생훼손, 백두대간 지형 변화 우려 등

∘ 행정심판 결과 오색삭도 시범사업 재인용 판결

나. 삭도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삭도 관련 주요 법·제도 내용 종합
[표 70] 우리나라 삭도 관련 주요 법제도 내용 종합
구분

주요 내용

∘ 궤도(삭도 포함, 이하 동일)는 도시·군계획시설 내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로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민은 궤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궤도의 결정기준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유지를 고려해야 함
∘ 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궤도운송법에 따름
∘ 삭도를 궤도에 포함하고 있음

궤도운송법

∘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필요
∘ 산림, 공원, 문화재보호구역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장의 허가나 승인 필요
∘ 허가 시 재해방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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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궤도(삭도 포함, 이하 동일)를 공원시설(교통·운수시설)로 정의
∘ 삭도의 설치는 연장 5㎞ 이하, 정거장 높이 15m 이하, 50명용 이하인 경우, 모든
용도지구에서 설치가능
자연공원법

∘ 궤도 1㎞ 이상 설치 시 자연환경영향평가와 공원위원회 심의 필요
∘ 건축물(궤도시설 포함)의 신축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필요하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 가능

∘ 궤도의 설치는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함
∘ 궤도사업(삭도 포함) 추진 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환경부장관
자연환경
보전법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필요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자연경관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환경영향
평가법

∘ 삭도 길이 2㎞ 이상, 시설부지 10만㎡ 이상의 궤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행령)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
보호법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내 궤도설치 가능
하며, 산림청장 등의 허가가 필요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는 궤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산림청장과 협
의하고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시 문화
재청장의 허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탐방로 연계 회피, 생태·경관·문화자원 보전, 생태복원방안 강구
자연공원
삭도

∘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대, 보호종 서식지, 주요 보호구역 등 회피
∘ 경제성 검증 및 재정건전성 확보

설치운영

∘ 국립공원 보전 및 지원에 기여(환경보전기금 등 활용)

가이드라인

∘ 지역사회 통합 및 발전
∘ 자연친화적 시설설계, 선진관리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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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
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
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제2조
(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6조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도시·군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관리계획

할 수 있다.

입안의 제안)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

제43조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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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
한다.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궤도운송법
[표 72] 궤도운송법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
제2조
(정의)

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索道)를 포
함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
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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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
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③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궤도사업의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연공원법
[표 73] 자연공원법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
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제2조
(정의)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
의 교통ㆍ운수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시행규칙]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
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 10만㎡ 미만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
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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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1.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시행령]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 궤도(삭도 제외):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제18조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용도지구)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2.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제23조
(행위허가)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제23조의2
(생태축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우선의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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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표 74] 자연환경보전법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①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
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
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
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시행령]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
제28조
(자연경관
영향의 협의
등)

자연공원

구분
최고봉 1200m 이상
최고봉 700m 이상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경계로부터의 거리
2000m
1500m
1000m

2. 제1호외의 개발사업 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등
[시행령] 별표 2(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
사업 등의 세부범위)
-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
우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
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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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표 75] 환경영향평가법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7. 철도의 건설사업
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1) 삭도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
2) 궤도시설(부지 포함) 면적이 10만㎡ 이상

산지관리법
[표 76] 산지관리법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제10조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에서의
행위제한)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
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
공용 시설의 설치
[시행령]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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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
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
제12조
(보전산지
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상 동>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표 7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보호지역
에서의
행위 제한)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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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표 78] 문화재보호법 내 삭도 관련 내용
구 분
제8조
(문화재
위원회의
설치)

내

용

①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허가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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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공원 내 삭도 개발사업 추진 지자체 현황
그간 국립공원 내 삭도사업 의지를 표명한 지자체 현황이며, 일부 지자체는 잠정보류
하거나, 계획 상태에서 답보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 79] 국립공원 내 삭도 개발사업 추진 지자체 현황
위 치

지리산

시행자

진행현황

개소

(사업비)

구례군

1

남원시

1

경남도

설악산

추진

양양군

1

1

추진 중
(297억원)
추진 중
(250억원)
추진 중

주요내용

◦ 온천지구～종석대, 3.1km
◦ 운봉 허브밸리～바래봉, 2.1km
※ 산악철도 병행 추진(2,434억원)
◦ 중산리 ~ 장터목 하단 ~ 추성리, 10.6km

(1,207억원) ※ 기존 함양, 산청군 노선 단일화

추진 중
(460억원)

◦ 서면 오색리 ~ 끝청 하단, 3.5km
※ 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15.8.28)

참고
공원위원회
1회 부결
공원위원회
1회 부결

비 고

시범사업

시범사업

환경부
반려

시범사업

(‘16.7.5.)
평가
부동의

시범사업

(‘19.9.16.)

인제군

1

추진 예정 ◦ 용대주차장 ~ 백담사, 7km

언론보도

-

계룡산 공주시

1

추진 예정 ◦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확보

언론보도

-

속리산 보은군

1

추진 예정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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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진행현황

개소

(사업비)

내장산 정읍시

1

추진 예정

가야산 성주군

1

추진 예정 ◦ 백운리～동성봉, 2.49km

치악산 원주시

1

단양군

1

영주시

1

월출산 영암군

1

위 치

시행자

소백산

주요내용

참고

비 고

언론보도

-

언론보도

-

언론보도

-

◦ 천동리～강우관측소, 4.3km

언론보도

-

◦ 삼가～비로봉, 4.3km

언론보도

-

언론보도

-

-

-

◦ 제4주차장(단풍다리) ~ 기존 내장산
삭도 상부, 3.1km

추진 예정 ◦ 반곡동 혁신도시 ~ 상원사, 4.4km
(500억원)
추진 예정
(302억원)
추진 예정
(485억원)
추진 예정

※「원주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포함

◦ 천황산 일원
※「영암 2020 프로젝트」 포함

9개 공원 13개 지자체

나.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현황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개요
자연공원 내 설치된 삭도시설은 총 9개소로 국립공원 4개소, 도립공원 5개소로 확인됨
국립공원 내 설치된 삭도는 설악케이블카, 무주덕유산곤도라 , 내장산케이블카 ,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도립공원 내 설치된 삭도는 대둔산케이블카, 금오산케이블카, 팔공산케이블카,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 두륜산케이블카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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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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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0]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현황
번호

구분

지자체

위치

공원구분

운영주체

1

강원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동효

민간

1971

2

경북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

㈜호텔금오산

민간

1974

3

전북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개발(주)

민간

1980

4

대구

대구시

팔공산

도립공원

㈜한림팩

민간

1985

5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덕유산리조트

민간

1990

6

전북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유)양지대둔산삭도

민간

1990

7

전남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

㈜삼진관광개발

민간

2003

8

경남

밀양시

얼음골

도립공원

민간

2012

9

경남

사천시

각산

국립공원

공공

2018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조성연도

[표 81] 자연공원 내 삭도 주요 정보
구

설악산

금오산

내장산

팔공산

덕유산

대둔산

두륜산

얼음골

각산

역

속초

구미

정읍

대구

무주

완주

해남

밀양

사천

자연공원

국립

도립

국립

도립

국립

도립

도립

도립

국립

설치년도

1971년

1974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0년

2003년

2012년

2018년

공사기간

1년6월

2년

1년4월

1년4월

2년

2년

3년

2년 9월

2년 4월

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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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악산

금오산

내장산

팔공산

덕유산

대둔산

두륜산

얼음골

각산

선로길이

1,128m

804.8m

680m

1,192m

2,659m

917m

1,600m

1,793m

2,430m

시설유형

왕복식

왕복식

왕복식

순환식

순환식

왕복식

왕복식

왕복식

순환식

중간지주

-

2

-

9

23

3

2

1

5

경 사 각

34도

13도

30도

35도

17도

29도

25도

19도

10도

600명

320명

380명

400명

675명

300명

300명

1500명

탑승인원

50명

51명

51명

6명

8명

51명

51명

50명

10명

탑승칸수

2대

2대

2대

25대

103대

2대

2대

2대

54대

왕복시간

10분

10분

10분

10분

30분

12분

16분

20분

25분

평균속도

6.5m/s

2.8m/s

3.5m/s

3.0m/s

5.0m/s

3.7m/s

3.7m/s

5.0m/s

5.0m/s

11,000원

8,000원

8,000원

11,000원

16,000원

11,500원

11,000원

12,000원

15,000원

출발고도

222m

160m

190m

475m

725m

315m

105

330m

30m

도착고도

699m

345m

415m

800m

640m

585

1015m

370m

고 도 차

477m

185m

225m

325m

325m

480

685m

340m

시 간 당
수송능력

왕

복

탑 승 료

2,400
명

1,505
m
780m

※ 왕복식: 로프에 운반기구를 상호 왕복시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
순환식: 일정간격으로 운반기구를 배치하여 연속으로 수송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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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립공원 내 설치된 삭도 상세현황
설악산케이블카(권금성)
일반현황
- 소 재 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085
- 공원구분: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
- 조성연도: 1971년 7월 ※ 국립공원 지정 전 1969년 사업 승인
- 운영주체: ㈜동효(민간)
- 구

간: 소공원지구 – 권금성(탐방로 이동 가능)

- 총 연 장: 1,128m
- 경관자원: 권금성, 동해바다, 울산바위 전망
- 탐 방 로: 정규 탐방로 연계 없음
- 편의시설: 상부정류소 휴게소 운영
- 기

타: 스위스 Doppelmayr社 기술 도입하여 전면 재공사(2012)

- 주요사진

<하부정류소>

<상부정류소>

※ 출처: 설악케이블카 홈페이지(www.sorakcablecar.co.kr),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방안 연구(한국
관광개발연구원, 2014)
[그림 26] 설악산케이블카 정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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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현황
- 1971년 삭도설치 당시 지역개발을 지향하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 찬반여론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음
- 1980년대 이전은 케이블카 운영 상 정원초과, 시설노후화, 안전장치 부족 등이 지적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주요했음
- 1990년대 초 권금성 케이블카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권금성 정상부 자연훼손과 권금산성
관련 문화재 파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
- 1990년대 후반 권금성 케이블카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수익금 일부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영업권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더불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대책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표 82] 설악산케이블카 사회적 이슈 현황
언론사
동아
일보
동아
일보
동아
일보

일자

주요 내용
“군 헬기 케이블카 선에 걸려 폭발”

1972.08.18.

∘ 케이블카와 헬기 접촉사고로 군인 4명 순직
∘ 위험 점멸등 설치 등 안전대책 요구
“교통부 일제검사, 전국 케이블카 모두 불안하다”

1979.08.04.

∘ 정원 초과운행 적발
∘ 케이블, 객차 바퀴 등 안전 위험

1990.07.28.

“설악산 훼손 심하다”

∘ 권금성 하루 2천명 찾아, 권금산성 20여m 붕괴
“설악관광 23년간 설악산 독점적 케이블카 영업”

매일
경제

1998.10.16.

∘ 환경부, 수익금 일부 공원관리 위해 환원 필요
∘ 공단, 권금성 휴식년제, 영업권 환수 검토
∘ 녹색연합, 과도한 이용으로 환경파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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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케이블카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936
- 공원구분: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
- 조성연도: 1980년 8월
- 운영주체: 내장산개발(주)(민간)
- 구

간: 탐방안내소 – 연자봉 중턱(탐방로 없음)

- 총 연 장: 680m
- 경관자원: 연자봉, 장군봉, 신선봉 일원 단풍
- 탐 방 로: 연자봉(30분), 신선봉(60분) 정규 탐방로 연계
- 편의시설: 상부정류소에서 300m 거리에 전망대, 휴게소 운영
- 기

타: 단풍관광이 유명하여, 10~11월 방문객이 약 70% 차지

- 주요사진

<하부정류소>

<상부정류소>

※ 출처: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방안 연구(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14)
[그림 27] 내장산산케이블카 정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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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현황
- 1974년 삭도설치 당시 지역개발을 지향하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 찬반여론은 크게 대두되지
않았음
- 1990년대 후반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함께 특정업체 독점운영으로 인한 특혜논란이
이슈화 되었으며, 수익금 사회환원 및 공공기관의 사업권 환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00년대 들면서 정읍시가 내장산리조트 개발과 함께 기존 케이블카 노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큰 이슈가 되었음
- 최근 정읍시는 노선 연장이 아닌 신규 노선 설치계획을 발표하면서 내장산 케이블카에 대한
개발의지 밝힘

[표 83] 내장산케이블카 사회적 이슈 현황
언론사

일자

주요 내용
“설악, 내장 케이블카 20년 이상 특정업체 독점특혜”

한겨례

1998.10.14.

∘ 국립공원의 자원을 이용해 20년 이상 특혜 누려
∘ 공단이나 지자체 사업권 환수 필요성 제기

전남
일보
한국
일보

“내장산 케이블카 연장 검토”
2005.01.28.

∘ 정읍시, 연자봉 중턱에서 5km 추가 연장 계획
∘ 내장산리조트 개발지역과 연계
“정읍시, 내장산 케이블카 노선 연장 추진”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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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노선 신설 계획 추진 방침
∘ 생태계 훼손 우려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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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덕유산리조트 곤도라
일반현황
- 소 재 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 공원구분: 국립공원
- 조성연월: 1990년 12월
- 운영주체: ㈜무주덕유산리조트(민간)
- 구

간: 무주덕유산리조트 설천하우스 – 설천봉(탐방로 없음)

- 총 연 장: 2,659m
- 경관자원: 무주 시가지와 덕유산, 무룡산, 남덕유산 전망
- 탐 방 로: 향적봉(15분), 중봉(50분) 정규 탐방로 연계
- 편의시설: 상부정류장 휴게소 운영
- 기

타: 겨울: 스키이용객, 봄·여름·가을: 향적봉 탐방객 주요

- 주요사진

<하부정류소>

<상부정류소>

※ 출처: https://biz.chosun.com/, http://www.ohmynews.com/
[그림 28] 무주덕유산 곤도라 정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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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현황
- 1989년 쌍방울에서 2200억 원을 투입하여 삭도를 포함한 스키장, 골프장 등 대단위
레저타운 건설을 목적으로 착공. 환경영향에 대한 찬반여론은 대두되지 않았으며,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규모의 스키장 설계가 이슈화 됨
- 1990년 리조트 1차 개장을 앞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짐.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규제의무가 소홀하다며,
유착의혹까지 제기되었음
- 2000년 이후 삭도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에도 불구하고, 화재, 운행 중 멈춤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언론보도가 주요하였음
- 최근에는 겨울철 스키장 이용을 위한 운행뿐만 아니라 덕유산국립공원과 연계를 통한
사계절 관광목적으로 곤도라를 활용하는 추세

[표 84] 무주덕유산리조트 곤도라 사회적 이슈 현황
언론사
매일
경제

일자

주요 내용
“무주에 대단위 레저타운”

1989.12.15.

∘ 곤도라 포함 국제수준의 스키, 골프장 착공
∘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규모 설계
“환경평가 안된채 공사 50% 진척/환경오염 우려”

한겨례

1990.04.25.

∘ 환경보호 위한 충분한 사전 대비 없이 공사
∘ 행정기관에서 규제의무 소홀히
“덕유산리조트 곤도라는 공포대상... 지난해 사고 4건”

뉴시스

2016.01.04.

∘ 2000년부터 사고 9건, 노후화에 따른 위험 증가
∘ 화재, 운행 중 멈춤 등 안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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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 케이블카(각산)
일반현황
- 소 재 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8
- 공원구분: 국립공원(공원자연환경지구) ※ 초양도 일원 공원구역 공중 통과
- 조성연도: 2018년 4월
- 운영주체: 사천바다케이블카(공공)
- 구

간: 삼천포대교공원 – 초양도(무하차) - 각산(탐방로 이동 가능)

- 총 연 장: 2,430m
- 경관자원: 각산산성, 대방사, 초양도, 신수도, 창선도 전망
- 탐 방 로: 각산 정규 탐방로 연계
- 편의시설: 상부정류소(각산) 휴게소, 전망대 운영
- 기

타: 산, 바다, 섬을 모두 연결하여 차별화된 경관자원을 보유

- 주요사진

<하부정류소>

<상부정류소>

※ 출처: 사천바다케이블카 홈페이지(http://scfmc.or.kr)
[그림 29] 사천바다 케이블카 정류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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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현황
-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사례를 등에 업고 추진
되었으며, 해상케이블카 전반에 대한 반대여론은 있었으나 사천바다 케이블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나 갈등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았음
- 그러나 최근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영업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천시 실시계획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관심을 모았음. 이를 둘러
싸고 사천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졸속행정과 미진한 안전점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표 85]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회적 이슈 현황
언론사
일요
신문

일자

주요 내용
“사천시의 내로남불, 미준공 상태 2년간 영업”

20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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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하루 전까지 공사, 안전진단 어떻게?
∘ 개장 2년 지나도록 미준공 상태로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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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삭도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사례

가. 일본의 자연공원 및 삭도 정책
자연공원법
공원의 지정 취지와 도입시설물의 기준을 제시하며 삭도는 도입 가능한 시설로 분류함.
삭도는 케이블카(한국의 궤도)와 로프웨이(한국의 케이블카)로 구분됨
일본은 용도지역에 따라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달리함. 국립공원의 경우
특별지역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통지역은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표 86] 일본의 삭도 관련 자연공원법
구분

내

용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공작물 기준 제 14조

국립공원의

보통

∘ 높이 13m 연건평 1000㎡ 미만의 건축물(정류장 건물)

경우 환경부

지역

∘ 높이 30m까지의 철탑

장관의 신고 후

∘ 길이 600m 또는 기점과 종점 표고 차 200m 미만

설치 가능

∘ 자연공원법 제11조 규정 삭도설치 제외지역
∘ 고산대, 아고산대, 풍충지, 습지 및 식생의 복원이 어려운 지역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생식지로 중요한 지역
∘ 지형·지질이 특이한 지역이거나 특이한 자연현상이 있는 지역
특별
지역

∘ 뛰어난 천연림이나 학술적 가치를 지닌 인공림 지역

국립공원의

∘ 삭도설치시 고려사항

경우 환경부

- 주요 전망지에서 전망에 뚜렷한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산 능선을 갈라놓는 등 조망대상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장관의 허가 후
설치 가능

- 지붕, 벽의 색채나 겉모습들이 주변 풍치에 지나치게 조화를 잃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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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삭도설치시 검토사항
- 운반기구 위 위에서나 차장에서의 경관 감상 기능을 지닐 것, 다만
다른 운수시설에 비하여 공원의 풍치, 경관의 보호 및 이용상 매우
큰 영향을 지니고 있음
- 특별보호지구와 제1종 특별지역에의 신설철도 등은 가급적 피할 것

∘ 지형, 지질, 기상, 동물, 실물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다음지역들에 관
련되거나 이들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제
외할 것

∘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
- 많은 이용자를 운반하더라도 특별 보호지구, 제1종 특별지역 및 앞
에 지적한 지역들의 풍치 경관 보호에 중대한 지장이 없을 것
- 도로 신설 또는 개량의 경우에 비해 지형 변경 정도가 적은 것으로
인정될 것
- 승·강 정류소에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광장, 원지, 전망시
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에 알맞은 땅이 있을 것

철도사업법
일본의 자연공원법은 대부분의 관련 개별법을 의제 적용하여 공원계획으로 승인되면 개별법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나 삭도설치에 관한 부분만은 기술적 사항 등 전반을 철도사업법
(삭도 관련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표 87] 일본의 삭도 관련 철도사업법
주체

내용
제33조: 삭도사업은 국토교통성에서 정한 기술상의 기준-운수 성령을 따르며 국토교통

국토
교통성

대 신의 심사를 통해 허가
제35조: 삭도사업자는 국토교통 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삭도시설을 설
치, 유지, 관리해야 함
제36조: 삭도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임을 정해 국토교통 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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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국토교통성령

용도지구 구분, 행위허가 대상 등을 세분하며, 삭도 시설의 안전을 위한 입지, 간격,
설비, 구조 등에 대해 규제함
[표 88] 일본의 삭도 관련 철도사업법 국토교통성령
주체

내용
제7조(삭도선로) 삭도 선로는 삭죠, 지주, 수작 장치 또는 이를 구성하는 설비에 하중
이 탈삭 등의 위험을 발생기킬 위험이 없는 것, 또는 반기가 정류장 이외의 장
소에 정지한 경우에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어야 함
제8조(반기와 건조물 등의 간격) 반기와 이에 접근하는 건조물 등과의 간격: 급정지
중에 따른 반기의 동요를 고려하여 건조물과의 접촉 때문에 승객에 위해를 미
칠 위험성이 없어야 함
반기와 지표면과의 간격: 전항에 규정과 더불어 반기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정지한 경우에 반기의 구조, 구조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
할 수 있어야 함
제10조(운전속도 등) 운전속도 및 반기의 출발 간격은 삭도의 종류 또는 방식, 원동설
비, 제동장치 등의 능력, 여객의 모양 등을 고려하여 정류장에서 여객의 안전,

국토
교통성

또는 원활한 승하차 또는 정류장 간에서 여객의 안전한 운송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않아야 함
제13조(지주) 지주는 예상된 최대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며 전도, 미끄러짐
또는 빠짐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함
제17조(보호 설비 및 방호설비) 선로에 근접한 건조물 등의 상황, 반기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물건의 낙하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반기에 탄 사람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적당한 보호 설비를 설치해야 함. 반기와 접촉 때문
에 생기는 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호설비
가 설치되어야 함
제18조(재해방지설비) 자연재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 장소는 삭도 시설을 보호하기 위
해 적당한 재해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함
제19조(정류장) 정류장은 삭도의 종류 또는 방식, 운전속도, 반기의 출발간격을 고려
해 여객의 안전 및 원활한 승하차에 지장을 초례하지 않게 승하차장의 설비를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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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원동기) 주원동기는 지주삭, 주삭의 인장력과 이것에 대응하는 완측의 지주
삭, 주삭은 인장력과의 차가 최대일 경우에 정상으로 가동하고 소정의 운전속
도로 삭도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함
제21조(예비원동기）삭도는 주원동기 외에 예비원동기를 설치 해야함. 단, 선로의 경
사긍장이 짧은 경우 등의 반기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지했을 경우 승객
을 구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진 경우는 제외. 예비원동기는 주원동기 또는
제어노선의 기능이 정지될 때 정상으로 기동할 수 있어야 함.
제23조(반기）반기는 이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①예상 최대중량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함
②연소(燃焼할 위험이 없어야 함
③승객의 전락, 전도 등의 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함
④정류장이외의 장소에 정지한 경우 승객을 안전히 구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제24조(악삭장치）악삭장치는 지주삭, 주삭을 완전히 악삭, 또는 손상을 미치지 않아
야 함

자연환경보존 조례 시행규칙
삭도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지자체의 경우 삭도에 관해 자연환경보전조례의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포함됨. 시행규칙은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실제 운용에서 공원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공원의 특성, 입지특성에 따라 삭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함
[표 89] 일본의 삭도 관련 자연환경보존 조례 시행규칙
주체
야마나시현
(2014.3.12. 실행)
이와테현
(1974.3.12. 실행)
야마카타현
(1973.6.14.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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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 8조 1항
- 삭도(스키용, 등산용을 제외) 길이 300m 또는 지주의 높이 10m
- 스키용, 등산용의 삭도의 경우 길이 100m 또는 지주의 높이 10m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 34조, 조례 제 25조 제 1항
- 삭도의 규모는 300m(연장)으로 함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 11조, 조례 제 15조 1항
- 삭도의 건설은 수평투영면적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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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의 국립공원 및 삭도 정책
호주는 일찍이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여 1923년 Tully Gorge 협곡 2,201㎢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20년대 2개(52.6㎢), 30년대에 5개(607.2㎢), 40년대 전반에 7개(683.44㎢)
등 1945년 이전까지에 14개 7,494.2㎢를 지정하였음, 그 후 현재까지 총 335개
254,664.29㎢로 호주 국토의 3.3% 우리 국토면적의 2.5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함
우리 국토의 77배에 해당하는 768만7천㎢의 국토에 우리 인구의 3분지 1인 1.500만 인의
인구가 사는 호주는 IUCN Category의 Ⅰ에서 Ⅵ까지 모두 1,150개소, 1,039,146.17
㎢, 국토면적의 13%, 우리 국토의 10배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음, 많은 나라
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IUCN CategoryⅡ 해당 지역이 433개소 236,406.61㎢,
CategoryⅤ 15개소 46,112.59㎢가 국립공원 이외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음. 특히 자원 특성이나 국민 이용의 여건이 비슷한 [Park]라는 이름의 붙은 자연 지역이
매우 다양하여 National Park에만 한정된 관리제도가 따로 있기 어려운 상태임
호주의 자연공원 체계에서도 미국 등과 비슷한 개념에서 Genoa River의 13㎢ 등 큰
하천과 강 13개 902,916.2㎢를 Heritage River로 별도 지정 관리하고 있음. 호주의
국립공원은 중앙정부의 환경부가 정책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별 공원의 관리에는 외청
성격의 국립공원 관리기구인 환경유산청이 기상, 남극, 국가유산, 환경보전 업무 등과 함께
담당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공원 내부의 산림관리 등 넓고 다양한
관리 대상으로 인하여 주 정부와 산림, 도로 등의 관리 기능이 별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호주의 국립공원 관리는 공연구역 내부의 공원 관리기관에 의한 배타적인 관리, 비교적
엄격한 자원 보호 관리 등을 기본 틀로 하는 미국의 체제를 지향했음. 그러나 이미 토지의
사유화가 정착된 한편 국립공원지정 대상 산골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현실적 여건도 있어
영국과 같은 이용시설 배치를 택할 수밖에는 없었음. 이러한 현실적 절충 여건에 따라 공원
구역을 정하는 데에 주거나 도로 개설에 필요한 지역들을 피하거나 공원 구역에서 빼두는
[백지지구]로 하여 각종 시설을 배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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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표적 국립공원인 Blue Mountain(2,457.16㎢ 1959년 지정)의 경우 서남쪽
Kanangka

Boyd(682.76㎢

1969),

북쪽

Wollemi(4,872.89㎢

1979)

북동쪽의

Yengo(1,400㎢ 1979) 등 9,412.9㎢의 넓은 국립공원 지역을 이루고 있음. 그사이 사이에
Great Western Highway를 비롯한 도로들이 놓여 4개의 큰 도시에 접속되고 각종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은 공원과 맞닿은 공원 구역이 아닌 지역임. 호주는 국립공원지정 때에
이용시설 배치가 필요한 지역을 미리 정하고 공원 구역에 넣지 않았음. 이는 넓은 국토,
적은 인구의 이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이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영국 연방 국가인
캐나다와 닮은 점이 매우 많음
호주 국립공원에 삭도를 설치하는 데에 관한 시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모든 자연
보호지역을 포함하여 개별법에 따르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 보호와 관광 삭도
개설 사이에 갈등이 있음, 갈등의 핵심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와같이 자연자원
지역에 삭도 건설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 규제가 없는 한편으로 자연자원 지역에는 인공적
시설을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음
실제로 호주에서는 국립공원 지역에 삭도가 건설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삭도 건설이 불법이
아니었으나 매우 어려운 경고를 거쳐 건설되었다는 데에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New
South Wlales주의 Blue Mountain(2,970.21㎢ 1967년 지정)과 Queensland주의
Barron Gorge(28.2㎢ 1940년 지정)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열대우림지역의 삭도를
들 수 있음, 이들 두 지역의 삭도는 그 건설계획으로부터 준공개설 되기까지는 7~8년의
기간이 걸렸으며 그동안에 허가 취득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환경보호단체의 갈등, 허가권을
가진 주 정부의 판단을 두고 소송단계에까지 이르기도 했음, 쟁점은 법적 하자 없는 삭도
가설허가 신청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가하지 않는다는 신청인 측 주장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주 정부의 의견 차이였으나 지방정부가 개별법에 따른 삭도 건설
허가를 해주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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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질랜드의 국립공원 및 삭도 정책
뉴질랜드는 1894년 Tongario (765㎢) 지역에서 시작하여 매우 일찍 국립공원제도를 도입
하였고, 1900년 Egmont (335㎢), 1904년 Fiordland (1,257㎢), 1929년 Arthurs
Pass (1,143㎢), 1942년 Able Tasman(225㎢) 등 20세기 전반기에 5개소 15,039.81㎢
의 넓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모두 12개 28,446.21㎢의
IUCN CategoryⅡ인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
26만9천㎢(우리 국토의 2.7배)에 310만인 (우리나라 인구의 7%)의 인구가 사는 뉴질랜드는
국립공원 면적만으로도 우리 국토의 30%에 가까움, 자연보호지역으로는 IUCN CategoryⅠ
에서 Ⅵ까지 고루 지정하여 총 226개소에 63,338.67㎢로서 우리 국토의 60% 이상이고.
뉴질랜드는 넓은 국토에 비하여 매우 적은 인구가 정착하면서 목축 등 현실적인 관리가
어려운 토지들에 대해서는 보호지구를 정하여 국가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국립공원 구역 내에
특별한 관리 지구를 갖고 있음
국립공원의 특별지역은 국립공원 내부에 별도로 지정되는데 일본의 [특별보호지구]나 우리
나라의 [자연보전지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나, IUCN Category로는 Ⅰa에
구분되어 학술 가치에서 보호하는 지역에 해당함, 모두 5개 지역인 국립공원 특별지역은
1,901.29㎢인데, 그중 대부분인 4개 지역 1,885.1㎢가 Fiordland 국립공원 내부이고,
나머지 한 곳도 3,555㎢인 대규모 국립공원 야생지역으로서 생태 보호를 위해 지정한 것
으로 모두 7개 지역에 3,230.47㎢임
국토의 23%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정한 뉴질랜드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만이 아니라 전 국토에 대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림 보호라는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관리체제를 두고 있고 특히 국토 보호 관리 대상 중 가장
엄격히 보존되는 CategoryⅠa(11,513.46㎢)의 10% 이상이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고 있
으며 생태보존 목적인 CategoryⅠb(4,247.06㎢) 대부분이 국립공원 안에 있다는 점에서
국립공원의 성격 규정을 엿볼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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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국립공원 관리도 호주의 경우와 같이 환경부가 관장하면서 주 정부를 통해 다른
보호 대상 지역들과의 조화·연계 속에 관리되고 있음, 뉴질랜드는 산악지역의 이용보다는
초원과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 여가활동 체계를 꾸려오는 나라이고 특히 인구가 많지 않아
먼 곳, 많은 사람 대상의 이용시설은 흔치 않은 편임
삭도의 경우 국립공원 구역 안에서의 설치를 대상으로 마련된 특별한 기준, 제도 등은 없고
개별법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국토환경 훼손에 매우 민감한
뉴질랜드는 크라이스트처치시 가까운 카벤디쉬산에의 Gondola 삭도설치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허가함. 즉 각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수송방법 등에 추가 적으로 상층정류장의
쓰레기, 오수, 폐수처리방법, 건설 시공 때의 삭도 케이블운반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
였음, 뉴질랜드는 여러 가지 제도 운용에서 호주와 비슷하여 그밖에 사항들은 호주와 크게
다르지 않음

라. 유럽의 국립공원 및 삭도 정책
유럽의 국립공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자연공원으로서의 국립공원제도가 창설되기 훨씬 전인 18세기 이후부터 대규모의 수렵장이나
산책로, 유원지 등이 공원으로 이용되었고 그 지역이 영주나 왕족 소유의 경우 Royal
Park로 이행됨으로써, National Park 개념의 자연공원에 대한 이해가 덜함
유럽에는 오늘의 도시형 공원은 아름다운 풍경은 많지만, 인공적인 시설이 많은 데 비하여
National Park는 대규모, 전원 풍경을 포함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음
이미 토지 소유와 토지이용이 확정된 오랜 역사·전통으로 아름다운 풍경 중심인 국립공원의
토지 소유 형태에는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고 목장 취락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National Park만이 아니라 IUCN Category Ⅰ~Ⅴ에 속하는 많은 지역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며 자연 자원성 여가·보호 공간이 매우 많아 이들 지역은 산림 행정이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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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환 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립공원만 따로 관리하는 제도 장치는 많지
않음
유럽은 대체로 시골의 토지이용이 안정되어있는 데에다 도시공원들에 많은 여가시설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 국립공원 이용·개발수요는 많지 않음
유럽은 국립공원에서의 삭도가설에 관련된 특별한 제도 규정 등은 없고 삭도시설도 알프스와
피레네 등 큰 산맥에 가까운 지역에서 스키장이나 관광용으로 가설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이
만년설에 덮인 지역 등 식생이 없거나 빈약한 지역들임. 넓은 국토, 적은 인구, 많고 오래된
도시공원 이용성향 등으로 유럽의 산악 등의 Nation Park에 대한 이용압력이 높지 않음
유럽 국립공원에서 삭도시설 관련한 특별한 제도 규정 등은 없으며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관리함. 삭도시설도 알프스와 피레네 등 큰 산맥에 가까운 지역에서 스키장이나 관광용으로
가설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만년설에 덮인 지역 등 식생이 없거나 빈약한 지역임

[표 90] 유럽연합법 상 케이블카 조성 관련 내용
구분

내용
- 허가가 필요한 계획 및 허가 없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및 허가 절차

케이블카
관련사항

- 시공 후 건축물 검사 관련 절차
- 시공물 안전점검보고서 관련
- 케이블카 운영 책임자 관련
- 케이블카 시설 안에서의 금지 행동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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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국의 국립공원 및 삭도 정책
미국은 국립공원 창시국가로서 1872년 Yellowstone의 8,991.39㎢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54개 294,871.34㎢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였음
Yellowstone 국립공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20개의 국립공원 전체 면적보다 크고 우리
나라 국토의 약 9%에 해당하는 미국은 국토면적 1,936만3천㎢의 1.5% 수준의 국립공원을
갖고 있음.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매우 넓은 편, 미국은 국립공원지정이 빨랐던 데에다 국토
이용이 정착되기 전이었고 대부분 국토가 사유화 단계 이전이었기에 국유지가 많은 편임
국립공원 관리는 초기에 사유화되어 가는 국토 가운데 국유지 보호라는 활동기준도 가하게
포함되기에 이르러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의 자연환경관리 부서에 별도의 관리기구인
국립공원관리국을 두어 관리하고 있음. 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국유지, 풍경
좋은 곳,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이 뛰어난 곳, 자연현상 생태계가 중요한 곳이면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전적지와 풍경이 좋은 하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18개 종류 375개 지역 약 35만㎢를 담당 관리하고 있음
미국의 국립공원은 일반적인 생태자원으로서 희귀성 동·식물 등이 많아 [자연환경 생태계]가
중요 공원자원임. 그밖에 화산현상인 간헐천과 온천, 유황분출구 등 뚜렷한 특성이 있음.
자연성, 생태 등이 뛰어나고 놀랍고 아름다운 풍경과 여가 이용여건이 좋은 경우에만 국립
공원으로 하고 있음
미국 국립공원의 토지이용 형식, 관리체계 등은 캐나다와 거의 같음, 미국은 대표적인
자동차의 나라여서 국립공원도 대부분 주요 풍경 자원치 Lookout Point, Grand View
Point, Inspiration Point, Artist Point 등 지점까지 자동차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따라서
다른 기계적 수송수단은 많지 않고 캐나다와 같은 Ski Lift 수준의 삭도 시설이 있음
그러나 자동차에 의한 공원 출입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출입을 통제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보행도로를 가꾸어 이들이 연결 집결되는 시발지까지 모노레일 등 비공해성 교통수단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많음. 실제 미국의 국립공원이 자동차에 의한 이용이 많아 오염이

220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Ⅴ. 국립공원 내 삭도시설 법ㆍ제도 개선방안
3. 해외 삭도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사례

심해지자 대표적 차량 이용공원이라 할 Grand Canyon 국립공원은 1968년부터 차량진입을
감축하자는 자동차 없는 공원 운동이 시작되었음, 그 후 30년만인 1998년 Grand
Canyon 녹색 탐방로계획이 국립공원관리국의 제안으로 채택됨
공원을 이용권역별로 나누어 기존 접속도로를 따라 다목적 탐방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경사도 5% 이하에 녹도를 만듦
새로운 접속도로의 이용권역별 주요 지점을 잇는 환승 버스를 이용하여 녹색 탐방로를 따라
Grand Canyon의 주요 전망치를 들리게 함
완전한 Car Free Park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과 모노레일 등의 교통수단을
이어줄 접근체계를 계획함으로써 공원 깊숙한 곳까지 자동차에 의한 직접 접근을 줄이겠다는
것임
이러한 기준으로 약 117㎞의 다중이용 탐방체계를 마련하려는 시책에 따라 2001년 12월에
약 6,400m의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녹색 탐방로와 연결함
즉, 각 거점의 진입부까지 가까운 대중교통수단지점에서 공원 주요탐방로 초입까지 전력
구동 방식 대량 수송수단인 모노레일이나 환승 버스를 두어 녹색 탐방로를 이용하여 주요
전망지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거나 반대도로의 모노레일이나 환승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구상

바. 캐나다의 국립공원 및 삭도 정책
캐나다는 1885년 Banff(6,641㎢), 1886년 Glacier(1,349.3㎢)m Yoho(1,313㎢) 국립
공원을 지정하였음. Canadian Rocky쪽의 아름다운 풍경을 대상으로 많은 국민이 찾게
하려는 데에 이념을 두고 있어 그 이념이 미국의 경우와 같음. 미국의 국립공원이
Yellowstone의 놀라운 풍경을 대상으로 많은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뜻이 담겨있듯 캐나다의
경우도 록키산맥의 웅장하고 경이로운 풍경을 세상에 알리려는 데에 뜻을 두고 있음
캐나다는 남·북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거의 같은 국립공원 제도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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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 관리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연보호 제도 가운데 하나로써
자연환경 보호 관리 업무의 일부로 환경관리 행정체계에 들어있음
국토 자연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IUCN Category에 따르면 Ⅰ~Ⅵ
까지 861개소 949,005.14㎢로서 997만6천㎢인 국토의 8%가 넘음. 인구 2,400만에 비
하면 매우 넓은 면적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캐나다는 Category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316개소 395,093.93㎢를 지정하였음. 이 중
31곳

111,979.50㎢만을

National

Park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Provincial

Park나

Recreation Area 등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립공원들과 같은 유형인 CategoryⅤ는
137개소 92,167.16㎢를 지정하고 있음
국립공원 제도와 함께 운영되는 자연환경 보호제도로서 생태보호구, 지방공원, 야생보호구,
여가지역, 조류 보호구, 철새보호구 등이 지정되어 있음, 캐나다의 국립공원은 미국과 똑같이
중앙정부의 공원 관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데 산림관리 당국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짐, 미국이 순수히 많은 국민에게 풍경감상의 기회를 주려는 이념에서 국립
공원지정 운동이 출발했던 데 비하여 캐나다는 Canadian Rocky 주변의 광산개발 목적을
곁들여 일찍부터 철도와 탄광촌 그리고 고급 숙박 시설들이 들어섰음
이러한 초기의 여건이 자리잡혀 세계적인 휴양지와 스키 휴양지로 알려지게 되었음, 특히
Canadian Rocky 지역과 Vancouver 일대를 연결하는 태평양 연안의 여가 공간 기능이
확대되고 외국인의 이용이 증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거기
에다 탄광촌의 산업 관광 도시화 등에 따라 국립공원에 대한 토지이용 기준이 마련되었음,
이에 각 공원 관리 사무소는 저마다 공원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1종 지역: 특별보호지역으로 IUCN CategoryⅡ에 해당하는 캐내다 국립공원들의 핵심
지구로서 희귀종, 원시성 등 지역이며 모든 기계적 수송수단이나 사람의 접근도 가급적
제한됨, 학술 연구목적의 출입만 허용되는 엄격한 관리지역임, 자연재해들도 인위적 방재
복구보다는 자연 속에 맡기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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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역: 원시 야생지역, 자연풍경, 자연식생, 생태 등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넓은
원시림, 야생상태의 지역으로 현상 훼손이 없는 한도에서 감상 출입이 허용됨, 정해진 탐방,
감상의 길을 벗어날 수 없고 캠핑장, 철도노선유지 등은 규정을 지켜야 함, 자동차 등
기계식 노면이용 수송수단은 허가되지 않고 공중에 의한 접근은 허용됨, Sky Lift 등의 설치 가능
제3종 지역: 자연환경 지역, 생태계나 자연구조들이 이루어내는 자연환경,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는 이용을 전제로 여가활동을 비교적 크게 수용하는 지역, 야외 레저활동에 필요한 최소
한계의 시설들이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 등의 출입이 허용되며 Ski Resort의 이용시설들을
비롯한 여가시설도 일정 규모까지 배치할 수 있음
제4종 지역: 야외활동지역, 비교적 좁은 지역이지만 야외 여가활동을 위한 도시적 시설들이
배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부대시설 등이 중심인 집단시설지구 개념의 지역
제5종 지역: 서비스시설지역.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편익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고 도시적 기능 배분 방식에 의한 서비스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음. 도시지역과
같은 기능, 토지이용, 시설배치가 될 수 있음
자연 및 문화자원이나 공원 생태계에 지장을 주거나 국립공원지정 이념에 알맞지 않은
시설물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그리고 5년마다 검토 입안되는 공원별 관리계획에서는
개별 공원에서 적합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건축·구축물의 경우에는 자재, 색체, 설계 기본,
탐방객의 이용 편리 등도 고려함, 캐나다 국립공원은 1988년 이후 새로운 상업적 스키장의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립 공원법을 개정함
캐나다의 국립공원은 일반적 규정으로서는 자연풍경, 자연생태계, 문화적 자산 등에서 영향이
큰 시설의 배치를 규제함. 그리고 모든 시설이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개별 공원의 기본관리 계획에 위임하고 있음, 다만 국립공원
창설의 배경이 많은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했고. 초기 국립공원지정 지역인 Rocky
Mountain 지역에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였고 Ski Resort가 발달한 실적이 있다는 점 등
에서 용도지구 구분에 따라 수송시설이 많은 편. 삭도의 경우 Cross Country 코스 이외에
Ski 용으로 많은 시설이 되어 있고 철도 등도 가설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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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립공원 및 삭도 정책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개의 국립공원을 지니고 있음 공공적으로 보전되고 있는 지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토의 5.52%에 이름. 이는 IUCN이 권장하는 10%에는 미치지 못함,
케이프반도의 Tabel Mountain Cape Peninsula National Parks는 2,500여 종의 다양한
식생 중 1,199여 고유종이 서식하는 지구상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다양한 식생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 이곳에는 1,000m가 약간 넘는 테이블마운틴이라는 큰
책상과 같이 상층부가 평평한 산이 있어 수백 년 전부터 관광명소로 유명함. 그리고 그
역사가 105년이나 되는 Kreger 국립공원은 10,000여 종의 동물 종이 존재하는 동물
왕국으로 남아공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임
정부에서는 환경관광부가 설립되어 환경과 관광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국립공원관리업무는
환경관광부 산하의 국립공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공원 관리 업무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환경관광부 장관이 각의와
협의하여서 9명을 선정하고, 국립공원이 입지한 곳의 주 정부의 수상이 9명을 임명함.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사의 최고경영자를 임명하여 공원 관리행정을 담당하게 함.
국립공원관리공사가 관장하는 지역은 전체 보전지역의 약 절반에 해당함. 국립공원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으로 약 25%를 충당하며 나머지는 75%는 자체수입으로 메움. 주요 자체
수입원은 관광객 입장료 수입(90%) 이며, 기부금과 동물관찰 주행로 수입 등이 있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공원의 위계는 우리와 같이 국립공원, 주립공원, 자연보전지역,
사립공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법으로는 국립공원법, 보전지역법, 생물다양성법 등이
있음.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어서 국립공원에 삭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5년마다 수립되는
해당 국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야 함. 사유지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현재는 거의 모든 국립공원 지역이
국유 또는 공유라고 함. 공원 내부에 있는 사유지는 여타 국유지와 교환하여 국유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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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사는 국립공원의 대형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생태적 통합성 유지, 생태적
대표성, 생물 다양성 증진, 경제활력의 증진 등의 원칙 아래에서 사유지의 매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립공원관리공사는 고가의 야생동물매각 등의 자금으로 공원개발기금을
설치하여 토지를 필요한 경우 매입하고 있음. 관광객 입장 수입도 향후 공원 용지매입에
충당할 계획이며 민간기구와 개인 등도 국립공원 용지의 매입자금을 기부하기도 함
국립공원 지역에 삭도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자세를 견지
했다고 함. 그런데 최근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는 삭도회사의 출현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삭도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가 다소 완화되었
다고 함. 그러나 마하리스버그산에서의 삭도설치 제안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유보되
었다고 함. 삭도설치와 관련하여 특히 우려되고 있는 문제는 종점으로 산정에 위치하여
두드러지면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함

아. 시사점
국립공원은 풍경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국민이 감상하고 감동과 영감을 느끼고
야외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지정 목적이었음. 오늘의 국민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오래오래 이 풍경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념이라는 데에는 다름이 없음.
이러한 이념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철도, 궤도, 삭도를 개설했고 관광지로서
성장을 볼 수 있게 되었음. 이를 위한 건설 시공은 비교적 자연훼손이 많았으나 예전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며 실제로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풍경으로 조성되기도
하였음. 여러 나라의 국립공원 내 삭도 개설은 이용 편의 우선에 알맞은 데에다 자연훼손이
전체 공원의 일부이며 복원 또는 새 경관이 갖추어진다는 생각에서 시행되었음
최근에는 자연환경은 어떠한 인공적 이용시설의 배치도 없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념이
보급되면서 삭도 건설계획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가장
일반적인 사항은 주요한 자원지역에의 도로 건설의 반대와 폐쇄, 더 나아가서는 삭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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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건설 반대임. 한편에서는 삭도 건설을 위한 시공방법 등이 크게 발전하여 자연
훼손을 크게 줄이고 있는 데에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의 여가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가의 시대가 되어 삭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의 자연
자원이 보호,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 국립공원에의 삭도 건설은 공원 지정의 사유가 된 자원 현상 등과 삭도 노선과의
관계에 비추어 검토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악관광을 위해서는 관광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입지 및 행위규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NGO 등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산악
관광을 위한 사회적 소통과 공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유럽의 산악관광 시설과 같이
신규 설치보다는 이미 훼손 및 기개발지지역을 중심으로 산악관광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양한 산악관광 프로그램 발굴과 주변 자원과 연계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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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현황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삭도가 많이 설치된 일본은 1970년 이전에 대부분 설치되었음
[표 91] 해외 주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 현황
국 가 명

일본

미얀마

대만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호주

국립공원 수

34

10

9

6

148

26

1,096

케이블카 수

24

없음

1

없음

없음

없음

2

국 가 명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터키

독일

영국

노르웨이

국립공원 수

14

61

38

33

16

15

47

케이블카 수

1

없음

6

1

없음

2

2

국 가 명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국립공원 수

40

1

10

7

25

15

30

케이블카 수

1

없음

없음

2

1

1

1

국 가 명

브라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칠레

남아공

국립공원 수

72

67

29

43

12

41

21

케이블카 수

2

1

없음

1

없음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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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해외 주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상세현황
국가명

국립공원명

케이블카 명칭

개시일

연장(㎞)

쿠로타케 로프웨이

1967

1.65

국립공원

아사히타케 로프웨이

1968

2.35

시코쓰토야

우스잔 로프웨이

1965

1.37

국립공원

노보리 베츠 로프웨이

1957

1.26

핫코다 로프웨이

1968

2.46

나스 로프웨이

1962

0.812

아케치다이라 로프웨이

1950

0.3

키누가와 온천 로프웨이

1959

0.65

쇼센쿄 로프웨이

1964

1.02

조신에쓰코겐

다니가와 다케 로프웨이

1960

4.0

2005년 정비

국립공원

시라네 카잔 로프웨이

1960

2.4

2018년 폐지(화산)

다이세쓰 산

도와다하치만타이
국립공원
닛코국립공원
지치부타마카이
국립공원
일 본
(24)

비고

1998년 정비,
2003년 운행

1990년 정비

2002년 정비

2002년 정비
1구간
후지하코네이즈

2구간

로프웨이

요시노쿠마노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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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운행중지(화산)

하코네 고마가타케

국립공원

1.47

하코네 로프웨이

국립공원

츄부산가쿠

1960

2007

2.53

1963

0.7

신호타카

1구간

1970

0.57

로프웨이

2구간

1970

2.5

핫포네 로프웨이

1959

2

다테야마 로프웨이

1970

1.71

요시노 로프웨이

1929

0.349

2019년
운행중지(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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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국립공원명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

2.7

마야 로프웨이

1955

0.857

칸카케이 로프웨이

1963

0.917

미야지마

1구간

1959

1.62

로프웨이

2구간

1959

0.521

아소쿠주

아소산 로프웨이

1958

0.858

센스이쿄 로프웨이

1964

1.49

베이토우 케이블카

2006

4.8

시닉 스카이웨이

1958

2.0

시닉 케이블웨이

2000

0.545

쿠란다 스카이이레일

1995

7.5

1953

6.4

1959

5.5

1호기

1976

1.119

스키

2호기

1982

1.10

스키

3호기

1998

1.463

스키

(스키

4호기

2000

1.822

스키

리조트)

5호기

2003

1.344

스키

6호기

2003

2.918

경관 감상용

국립공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배런고지
국립공원

(1)

1970

0.5

(1)

랜드

롯코아리마 로프웨이

(6)

2018년 정비
(공원 외)

Whakap
통가리로

통가리로

ap

국립공원

리프트

Turoa

스키

Tukino
밴프 관광 곤돌라

캐나다

비고

1957

양민산

뉴질

연장(㎞)

운젠 로프웨이

대만

(2)

개시일

운젠 국립공원

국립공원

호 주

케이블카 명칭

밴프국립공원

루이즈 호수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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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국립공원명

케이블카 명칭

개시일

연장(㎞)

비고

7호기

2006

0.079

스키

8호기

2008

1.021

스키

9호기

0.0181

스키

10호기

0.0181

스키

14.7

2006년 정비(사고)

선샤인 빌리지 곤돌라

노퀘이
체어리프트

1호기

0.945

2호기

0.064

3호기
5호기

1.016

몽트블랑

몽트블랑 케이블카

국립공원

곤돌라

(1)

베이산악국립공원

2.7

1958

5.0

2007

4.35

1890

0.263

1969

1.622

1928

4.3

Leon Skylift

-

-

Funicula lift

1999

-

Pyha Scenic lift

2017

-

공원 구역 외(스키)

Yllas 사우나 곤돌라

2007

2.01

공원구역 외

올림포스 Aerial Tram
Lynoton and Lymonth

영국

국립공원

Cliff 레일웨이

(2)

Snowdonia

노르
웨이
(2)

Krossobanen

국립공원

케이블카

국립공원
콜리 국립공원

핀란드
(1)

Llanddudno 케이블카

Hardangervidda
Jostedal Glacier

Pyha Luosto
국립공원
Pallas Yllastunturi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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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기로 구성

1964

Exmoor

국립공원

0.579
0.654

재스퍼 스카이트램

올림포스

1953

4호기

재스퍼국립공원

터 키

1988

스키 리조트

산악철도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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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오스
트리아
(2)

이탈
리아
(1)

국립공원명

케이블카 명칭
Kursinger Hutte

Hohe Tauern
국립공원

케이블카
Warnsdorfer Hutte
케이블카

아브루조
국립공원

개시일

연장(㎞)

비고

-

2.0

대피소 물품운송용

-

1.8

대피소 물품운송용
국립공원 지정

Funivia Del Gran
Sasso D’ltalia

1938

3.0

캐빈 리프트

이전에
설치(스키용)
2008년 정비

스페인(1)

테이데국립공원

테이데 케이블웨이

1971

1.2

스웨덴(1)

아비스코 국립공원

Nuolja 케이블카

60년대

0.9

1구간

1912

0.60

2구간

1983

0.5

1998

0.45

-

0.625

스카이트램

-

2.7

공원구역 외

열대우림 트램

-

2.6

공원구역 외

2009

6.3

1929

1.2

브라질
(2)

슈가로프

슈가로프

국립공원

케이블카

Ubajara
국립공원

멕시코
(1)

Cumbres De
Monterrey
국립공원
아레날 볼케이노

코스

국립공원

타리카

Baulio Carrillo
국립공원

Ubajara 케이블카
Gruta De Garcia
케이블카

콜롬비아

치카모차

Chicamocha 캐년

(1)

국립공원

케이블카

남아공

테이블마운틴

테이블마운틴국립공원케이

(1)

국립공원

블카

2007년 정비

1972년, 2007년
정비

국립공원 지정
1939년

1958, 1974,
1997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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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공원 내 삭도 관련 국민인식

조사개요
목적: 국립공원 정상부 삭도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대상: 최근 1년 간 국립공원 1회 이상 경험, 20세 이상, 1,500명
방법: 온라인 패널조사 (외부전문기관 의뢰)
기간: 2020. 12. 7. ~ 18. (2주간)
응답자 기본정보
[표 93] 국립공원 내 삭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사 기본정보
구

분

명수

%

남성

769

51.3

여성

731

48.7

20대

330

22.0

30대

339

22.6

40대

408

27.2

50대

423

28.2

1회

501

33.4

최근 1년

3회 미만

708

47.2

국립공원

4회 미만

175

11.7

방문횟수

12회 미만

90

6.0

12회 이상

26

1.7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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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수

%

도시형

758

50.5

산악형

679

45.3

해상·해안형

405

27.0

사적형

270

18.0

혼자

128

8.5

국립공원

가족

913

60.9

방문

친구/동료/연인

422

28.1

동반자

산악회/동호회

32

2.1

기타

5

0.3

자연체험(학습)

90

6.0

등산

568

37.9

사찰관람(방문)

101

6.7

국립공원

저지대 산책

91

6.1

방문 목적

캠핑(야영)

56

3.7

경관감상

534

35.6

사진(비디오) 촬영

32

2.1

기타

28

1.9

후대에 물려줄 유산

443

29.5

자연을 보호하는 곳

445

29.7

자연을 체험하는 곳

248

16.5

심신을 휴양하는 곳

266

17.7

등산을 위한 곳

34

2.3

멸종위기동식물을 복원하는 곳

9

0.6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곳

3

0.2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곳

51

3.4

기타

1

0.1

방문한
국립공원
유형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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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교통운수시설(삭도 포함)에 대한 중요성
삭도가 포함된 교통운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70%로 높게 나타나 국립공원에 대한 이동
편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됨
삭도의 경우, 국립공원에 부적합한 시설로 인식하는 비율이 23.9%로 낮은 비율이 나타남

[그림 30] 국립공원 내 교통운수시설(삭도 포함)에 대한 중요성 설문 결과

국립공원 내 정상부 삭도 관련 이용경험 및 찬반의견
국립공원 내 삭도 이용경험은 과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이용경험이 많은
삭도는 설악산케이블카로 확인됨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자연경관훼손 및 생물서식지 파괴로 나타났
으며,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노약자 편의 제공 및 단순히 편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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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립공원 내 정상부 삭도 관련 이용경험 및 찬반 설문 결과

[그림 32] 국립공원 내 정상부 삭도 찬성 및 반대 이유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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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삭도시설 관련 국민인식 변화
2020년 국립공원 내 정상부 삭도 설치 관련 찬반연로 조사결과, 찬성 31.7%, 반대
31.6%, 중립 36.7%로 나타남. 주목할 점은 중립여론의 증가세로 2008년 대비 14.7%p,
2018년 대비 16.9%p로 증가하여 삭도 설치 관련 갈등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 국립공원 내 삭도시설 관련 국민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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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삭도시설 법ㆍ제도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는 삭도를 포함한 궤도를 공원시설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내외적
여건 상 공원시설에서 삭제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별도 제안

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궤도는 공원시설로 포함되어 있으며, 삭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라 궤도에 포함됨. 따라서 자연공원법에서 공원시설로 정의한 궤도에는 삭도가
포함되므로, 삭도 역시 공원시설로서 법적 지위를 가짐. 또한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가 허용
되고 있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간 의견대립 중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시범사업)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환경부-지자체-환경단체 간 의견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음
국립공원 최상위 보전가치를 지닌 자연보존지구 내 대규모 훼손(정상부 경관자원,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 우려가 있는 삭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 목적 및 관리방향,
기본원칙과 부합성이 떨어짐
개선방향
국립공원 지정 목적 및 관리방향, 자연공원 기본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삭도 설치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2017년 국립공원 미래포럼에서 논의된 삭도 관련 법령 개정방안을 검토 및 정리하고,
법령 개정 외 추진가능한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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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안] 삭도사업에 대한 비공원관리청 시행 제한
공원관리청만 가능도록 법 개정하여, 무분별한 지자체 사업 예방
※ 현행법상 공원사업의 시행주체 관련 기존 조항 적극 활용 및 강화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1항에 따른“공원사업의 시행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조항의 강화
→ 즉, 삭도사업 관련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공원관리청 단독으로 삭도사업의 시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 가능
비공원관리청의 사업시행 허가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삭도시설 관련 공원사업은 예외 없이
공원관리청이 한다.”
(장점) 공원관리청이 직접 삭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삭도시
설에 대한 지자체 수요도 충족 가능
(단점) 지자체 주도의 삭도사업계획이 다수 존재하여 지역사회 반발예상

[2안] 자연보존지구 행위기준에서 궤도(삭도) 제외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제2항제1호나목에서 궤도시설은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자연보존지구 내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중 궤도시설 제외하여, 사실상 고지대 삭도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저지대 중심의 삭도시설만 허용
(장점) 삭도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 반발을 저감할 수 있으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시도가 있더라도 대응 가능
(단점) 고지대(정상부) 삭도설치 수요가 높은 만큼, 지자체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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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3안] 공원시설에서 궤도(삭도) 삭제를 통한 전면 설치 금지 (시행령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에서 궤도(삭도)시설 폐지를 통한 논란차단
(장점) 국립공원 전면금지로 대규모 훼손 예방 및 보호지역 가치 증진, 환경단체에서 원하는
수준의 개선안으로 공감대 형성 가능
(단점) 향후 정권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궤도시설을 재포함시킬 수 있음

[4안] 자연보존지구 설치허용시설에서 삭도금지 (시행령 별표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에서
삭도시설 삭제 개정
* 현행 삭도는 5㎞ 이하, 50명용 이하이면,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가능
(장점) 삭도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 반발을 저감할 수 있음
(단점) 고지대(정상부) 삭도설치 수요가 높은 만큼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며, 향후 정권에 따
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궤도시설을 재포함시킬 수 있음

[5안] 자연보존지구 설치허용시설에서 삭도길이 변경 (시행령 별표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에서 삭
도시설에 대한 길이를 기존 5㎞ 이하에서 2㎞ 이하*로 개정
*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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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관광용 삭도가 아닌 물자이동 및 관리용 삭도시설로서 방향성 제시
(단점) 짧아진 삭도길이로 인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며,
향후 정권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도길이를 다시 늘릴 여지가 있음

라.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 자연공원법 법령개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 추진
가이드라인 제개정 내역
`07.12월: 자연공원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키는 「동·서·남해안 특별법」 제정(국토부) 후 시행령에
케이블카 설치근거 포함 추진
`08.12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제정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되, 규제 필요성, 기술발전 수준 등을 종합 고려
하여 사전적 규제 개선
'10.10월: 제83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필
요성 제기
'10.11월: 가이드라인의 보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경제성 검토 명문화, 삭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청과 사전 협의 등
`10.10월: 자연공원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공원자연보존지구 삭도 설치기준 2㎞ → 5㎞ 연장, 상부정류장 높이 9m → 15m
`10.10월: 삭도 시범사업 추진방침 결정(제83차 국공委)
※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11.5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정(제89차 국공委)
※ 정상부 및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차단, 주요 보호지역 회피 등 환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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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자연공원법에서 보장한 규정과 함께 본 가이드라인이 무분별한 삭도 설치사업 예방을 위한
이중 스크리닝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
삭도설치 타당성 검토기준, 금지 및 회피 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전을 전제로 한 친환경
삭도사업 유도
가이드라인 개정(안)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삭도 설치로 인한 생태·경관의 영향 최소화 및 친환경적 공공복리 증진
을 위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입지 기준과 삭도 운영에 관
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용어의 정의
가.“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와 제5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궤도에 포함됨
나. <현행과 같음>
다.“공원보호협약”이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토지 소유점유자
〮
, 건축물 소유점유자
〮
, 토지

〮
및 건축물 관리인 등)가 삭도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제20조의2에
따라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공원관리청과 체결하는 협약
3. 삭도사업(설치운영) 주체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립공원 삭도사업의 경우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단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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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 원칙
삭도 설치사업 타당성에 대한 찬반비율이 비등하여 원만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경우, 자연
공원법에서 정한 자연공원 기본원칙에 의거 보전 및 지속가능성 원칙을 우선하여야 함
5. 가인드라인의 변경
본 가이드라인의 변경결정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단, 이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국립공원 내 설치 시 국립공원공단 포함)과의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Ⅱ.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1. 기본 방향
가. 삭도 설치로 인해 기존 탐방로나 도로를 제한 내지 폐쇄하여도 공원관리 및 탐방객
안전 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우
선 선정
나. 생태경관문화자원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정보호지역의 보전을 전제로 함
다. 산림정상부 및 봉우리 일원 산림공제선 상에 있는 임목지 등 경관자원의 보전을 전제
로 함
라. 삭도 이용자의 왕복이용을 전제로 상부정거장은 기존 탐방로와 연결되지 않아야 하
며, 하부정거장은 기존 탐방로나 도로와의 연결성 확보하여 신규 교통시설 설치를 최
소화해야 함
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고, 삭도 설치운영에
〮
따른 훼
손지 복원복구
〮
책임은 원인자(사업주체)가 부담
바. <현행과 같음>
사. 삭도사업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접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운영
〮
전 과정에서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공단 포함)의 관리감독을
〮
받도록 함
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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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거장 및 지주 설치 회피 지역
가.『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식생보전등급
Ⅱ등급에 해당하는 식물생육지와 제2호제4호에 따른 지형보전등급 Ⅱ등급에 해당하는
자연지역

〮
〮
2등급 지역 중『생태자연도
나.『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작성지
침』제13조제2호가목내지라목에 따른 자연습지
다.『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통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습지
보전법』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산림보호법』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해양환경관리
법』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
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에 따른 특정도서
라.『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전통사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지
마.『산림보호법』제7조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위험도 C 분류지역
2의2. 정거장 및 지주 설치 금지 지역
가.『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 해당하는 식물생육지와 제2호제4호에 따른 지형보전등급 Ⅰ등급에 해당하는
자연지역
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Ⅰ, Ⅱ급)
이 서식, 산란, 번식, 도래하는 지역

〮
〮
다.『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생태자연도
작성지
침』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국제협약 보호지역, 제12조제3호가목내지아목에 따른 자
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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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연공웝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
마.『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른 동식물
천연기념물
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위험도 D, E 분류지역
3. 선로 위치는 다음 항목 경유를 최대한 회피
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물(Ⅰ, Ⅱ급)
이 서식, 산란, 번식, 도래하거나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지역
나.『자연공웝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중 동물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
다. <삭제>
라.『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전통사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지
4. 시설설계 및 공사 시 고려사항
가.~자. <현행과 동일>
Ⅲ. 자연친화적 삭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1. 공원보호협약 체결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삭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공원관리청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나. <현행과 동일>
2. 기타 운영 관련 권고사항
가.~나.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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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 국가별 삭도 설치ㆍ운영 상세현황

가. 일본
일반 현황
국립공원 내 관광용 삭도는 교주식1)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 정상부와 계곡이 깊은 일본의
산지특성상 정상과 정상을 이어 계곡을 건너는 삭도가 대부분임. 대부분 로프웨이
(Ropewa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일본의 국립공원은 다수의 스키장이 존재하며, 관광용 삭도가 스키 이용객의 편의 제공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일본 자연공원법에서 삭도 설치 관련 방향과 성격, 위상을 설정하고, 시행령에서 용도지구
구분, 행위허가 대상을 세분화함.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여 실제 삭도
운용에서 공원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특성, 입지 특성에 따라
삭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공원별 여건에 따라 도로, 궤도, 삭도를 서로 연결시키거나, 산 정상을 경계로 궤도차와
삭도를 연결하여 개설하기도 함
입지에 따라 출발점에서 중간기착지까지 삭도를 따라 1~2㎞ 도보로 이동한 다음 다시
삭도를 이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 두 개의 로프를 이용하여 상호 왕복 운행하는 방식의 삭도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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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코다 로프웨이(국립공원)
1968년 개통되었으며, 도와다·하치만타이 국립공원2) 북부에 위치
아오모리 시로부터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편임
핫코다산의 산악스키용 리프트와 산 정상 탐방로 이용이 주된 목적
가을철(10월) 단풍관광객(약 10만 명)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활용
총 길이 2,459.7m로 101인승 객차를 운영하고 있음
2003~2005년까지 객차 교체 및 각종 안전설비 리모델링
2개의 정류장과 4개의 중간지주가 있으며, 상하부 고저차는 649.5m
[표 94] 일본 핫코다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68년

국립공원명

도와다·하치만타이

총 길이

2,459.7m

고저차

649.5m

객차 정원

101인승

중간지주

4개

출처: https://www.kr-aomori.com, https://hakkoda-ski.com
[그림 34] 일본 핫코다 로프웨이 모습
2) 일본 도호쿠 지방에 위치하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은 854.09 ㎢. 나스 화산대에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화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산의 박물관"이라는 별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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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푸 로프웨이(국립공원)
1962년 개통되었으며, 아소쿠주 국립공원3) 내 쿠마모토현에 위치
삭도를 이용해 아소쿠주 국립공원에서 동쪽 해발 1,375m에 위치한 쓰루미다케(1,375m)로
이동 가능
유후다케, 구주 연산, 주고쿠와 시코쿠 지방까지 조망 가능
총 길이 1,816m로 101인승 객차 2대를 운영하고 있음
운행속도 4m/s, 상하부 고저차는 792.5m. 4개의 중간지주
연간 35만여 명이 이용하며, 국립공원 방문객의 1.7%가 이용(2005년 기준)
[표 95] 일본 벳푸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62년

국립공원명

아소쿠주

총 길이

1,816m

고저차

792.5m

객차 정원

101인승

중간지주

4개

출처: https://www.beppu-ropeway.co.jp
[그림 35] 일본 벳푸 로프웨이 모습
3)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 걸치는 규슈 중앙부에 위치하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은 726.78 ㎢. 칼데라, 초원, 습지, 수원지 등
의 관광자원이 유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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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산 로프웨이(국립공원)
1965년 개통되었으며, 시코쓰토야 국립공원4) 내 위치
총 길이 1,370m로 106인승 객차 2대 운영 중이며, 고저차 353m
우스산 정상(727m)까지 3.6m/s의 속도로 약 6분간 탑승 가능
연간 25만여 명이 이용하며, 국립공원 방문객의 2.7%가 이용(2003년 기준)
[표 96] 일본 우스산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65년

국립공원명

시코쓰토야

총 길이

1,370m

고저차

353m

객차 정원

106인승

운행속도

3.6m/s

출처: http://usuzan.hokkaido.jp
[그림 36] 일본 우스산 로프웨이 모습

4) 홋카이도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은 994.73 ㎢. 호수와 화산, 온천이 많은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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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타카 로프웨이(국립공원)
1970년 개통되었으며, 중부산악 국립공원5) 내 나가노현에 위치
2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음. 1구간은 신호타카 온천역(1,117m)에서 나베다이라 고원역
(1,305m)까지 약 4분 소요되며, 2구간은 시라카바다이라역(1,308m)에서 니시호타가입구역
(2,156m)까지 약 7분 소요됨
1구간의 총 길이는 573m로 45인승 객차를 운영하고 있음. 상하부 고저차는 188m이며,
승차시간은 약 4분이 소요됨
2구간의 총 길이는 2,598m로 121인승 객차를 운영하고 있음. 상하부 고저차는 845m이며,
승차시간은 약 7분이 소요됨. 3개의 중간지주
[표 97] 일본 신호타카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70년

국립공원명

중부산악

총 길이

1: 573m, 2: 2,598m

고저차

1: 188m, 2: 845m

객차 정원

1: 45인승, 2: 121인승

중간지주

1: 없음, 2: 3개

출처: https://www.ana.co.jp, http://shinhotaka-ropeway.jp
[그림 37] 일본 신호타카 로프웨이 모습
5) 나가노현, 기후현, 도야마현, 니가타현에 걸쳐있는 히다 산맥(북알프스)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1743.23 ㎢.
가미코치, 노리쿠라 고원과 호타카산, 다테산 등 3000m급의 산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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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카케이 로프웨이(국립공원)
1963년 개통되었으며,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6) 내 위치
일본에서 유일하게 하늘, 바다, 계곡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삭도
총 길이 917m로 40인승의 객차를 운영하고 있음
상하부 정류장 고저차는 356m이며, 2008년에 누적인원 2천만 명 돌파
[표 98] 일본 칸카케이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63년

국립공원명

세토나이카이

총 길이

917m

고저차

356m

객차 정원

40인승

기 타

2008년 2천만 명 돌파

출처: https://www.kankakei.co.jp/ropeway, https://www.tripadvisor.com
[그림 38] 일본 칸카케이 로프웨이 모습

6) 혼슈 서부와 시코쿠, 규슈의 10개 현에 걸쳐 있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국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627.81 ㎢. 세토나이카이 안
에 산재하는 1,000여 개의 섬들이 연출하는 다도해 경관이 유명

266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Ⅶ. 부록
2. 해외 주요 국가별 삭도 설치ㆍ운영 상세현황

하코네 고마가타케 로프웨이(국립공원)
일본 최초의 산악 삭도로 1967년 개통되었으며, 1998년 리뉴얼
미나미알프스 국립공원7) 내 가나가와현에 위치
시라비다이라역(1,662m)에서 센죠지키역(2,612m)을 연결
다양한 탐방코스와 연결되어 있어 이용이 활발하며, 남알프스 능선과 후지산 풍경을 감상
할 수 있음
총 길이 2,333.5m로 61인승 객차를 2대 운용하며, 상하부 고저차는 950m
운행속도 7m/s로 종착지까지 약 7분 30초 소요
연간 약 38만여 명 이용하며, 국립공원 방문객의 58.5%가 이용(2015년 기준)
[표 99] 일본 하코네 고마가타케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67년

국립공원명

미나미알프스

총 길이

2,333.5m

고저차

950m

객차 정원

61인승

운행속도

7m/s

출처: https://highway-buses.jp, https://www.seibugroup.jp
[그림 39] 일본 하코네 고마가타케 로프웨이 모습
7) 혼슈 중남부, 야마나시현·나가노현·시즈오카현 4개 현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357.52 ㎢. 3,192m의 키타다케산
을 비롯하여 3,000급 고봉이 10개나 있는, 일본의 대표적 산악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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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다케 로프웨이(국립공원)
1968년 개통되었으며, 다이세쓰산 국립공원8) 내 가미카와군에 위치
홋카이도 최고봉 아사히다케(2,291m)의 1,100m 지점 산록역부터 1,600m 지점 스가타미
역을 연결. 편도 약 10분
총 길이 2.36㎞로 101인승의 객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리뉴얼
4개의 중간지주가 있으며, 상부와 하부의 정류장 고저차는 489.32m임
[표 100] 일본 아사히 다케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68년

국립공원명

다이세쓰산

총 길이

2,360m

고저차

489.32m

객차 정원

101인승

중간지주

4개

출처: https://hokkaido-labo.com, http://www.japanpowder.com
[그림 40] 일본 아사히 다케 로프웨이 모습

8) 홋카이도의 최고봉인 해발고도 2,291m의 아사히다케산을 주봉으로 하는 일본 최대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226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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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네 로프웨이(국립공원)
1959년 개통되었으며, 후지하고네이즈 국립공원9) 내 위치
오와쿠다니 정상(1,044m)까지 운행하며, 산악열차, 유람선, 관광버스 등과 함께 하코네
지역의 주요 관광수단
총 길이는 4,028.35m로 4개의 정류장이 있음
- 소운잔~오와쿠다니 구간: 1959년 개통, 길이 1,512.35m, 고저차 280.80m, 운행속도
5m/s, 시간당 1,440명 수송가능, 중간지주 4개, 18인승 객차 18대 운용
- 오와쿠다니~우바코~도겐다이 구간: 1960년 개통, 길이 2,516m, 고저차 298m, 운행속도
5m/s, 시간당 1,440명 수송가능, 중간지주 11개, 18인승 객차 30대 운용
[표 101] 일본 하코네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59년

국립공원명

후지하고네이즈

총 길이

4,028.35m

고저차

303m

객차 정원

18인승

중간지주

15개

출처: https://www.hakoneropeway.co.jp
그림 41 일본 하코네 로프웨이 모습
9) 혼슈 중남부,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4개 현과 도쿄도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1216.95 ㎢. 일본의
국립공원 가운데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공원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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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다테야마 로프웨이
1958년에 개통되었으며, 훗카이도 남단에 위치해 있는 항구도시에서 바다 쪽으로 돌출된
하코다테산에 설치됨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로 꼽히는 하코다테 야경을 전망할 수 있음
항구도시 전망과 야경 감상을 위한 이용객이 대부분
총 길이 835m로 125인승 객차 2대를 운영하고 있음
중간지주는 없으며, 하부와 상부 정류장의 고저차는 278m임
7m/s의 운행속도로 해발고도 334m 정상까지 약 3분이 소요됨
시간당 12회 운행가능하며, 편도 1,500명 수송가능
[표 102] 일본 하코다테야마 로프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58년

국립공원명

미지정

총 길이

835m

고저차

278m

객차 정원

125인승

운행속도

7m/s

출처: https://www.ana.co.jp, https://334.co.jp, https://www.hakodate.travel
[그림 42] 일본 하코다테야마 로프웨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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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일반 현황
호주 국립공원은 삭도 설치 관련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든 자연보호지역을
포함하여 개별법을 따르고 있음
자연공원에 삭도 건설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는 없지만, 인공시설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환경보호와 삭도개발 사이 갈등이 존재해 왔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블루마운틴과 퀸즐랜드주의 배런협곡 국립공원 내 열대우림 지역의
삭도설치가 대표적인 갈등을 겪었음
계획부터 준공까지 7~8년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소송까지 진행됨. 쟁점은 삭도설치
계획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사업주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 주 정부의 의견
차이였음

카툼바 시닉 스카이웨이(국립공원)
블루마운틴 국립공원10)과 세계자연유산 내 위치
1958년 시닉 스카이웨이가 설치된 가운데, 2001년 시닉 센더 추가 개통
시닉 스카이웨이는 300m 높이의 사암절벽 사이의 자미슨 계곡 공중에 수평으로 설치되었
으며, 7분 동안 270m 운행. 76인승 객차로 2005년 투명한 바닥의 객차로 교체
시닉 센더는 호주에서 가장 가파른 삭도로 545m 하강에 3분 소요되며, 자미슨 계곡에서
세계자연유산 열대우림을 지나감. 84인승 객차로 전방 조망이 쉽도록 계단식으로 설계됨.
하부 정류장에 도착하면 2.2km의 탐방로를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열대우림을
탐방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
10) 뉴사우스웨일즈주 중동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2679.54 ㎢. 그레이트디바이딩산맥(Great Dividing Range)과 블
루마운틴스산맥(Blue Mountains)에 위치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271

시닉 센더의 경우 세계자연유산 지정 시점에 건설됨. 이 과정에서 건설사에서 소유한 토지
대부분을 국가에 기증하여 국가로부터 다시 사용료를 지불하며 시설 운영 중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단체를 통해 환경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동식물에 대한 관광객들의
직접적 접촉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음
국립공원 내 12개의 폭포의 청소와 관리를 운영사(시닉월드)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자가충전
방식의 전기모터와 자연분해 성분의 윤활유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103] 호주 카툼바 시닉 스카이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58년

국립공원명

블루마운틴

총 길이

815m

객차 정원

76-84인승

출처: https://kr.trip.com/travel-guide/katoomba; https://scenicworld.com.au
[그림 43] 호주 카툼바 시닉 스카이웨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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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란다 열대우림 케이블웨이(국립공원)
1995년 개통되었으며, 퀸즐랜드 동북쪽 배런협곡 국립공원11) 내 위치
1988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열대우림을 조망할 수 있음
1987년부터 7년간 타당성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쳐 건설 착수
총 길이 7,500m로 6인승 객차 1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시간에 700명, 연간 45만
명의 승객 수송가능. 운행시간 약 40분
36개의 중간지주가 있으며, 이중 21개는 세계자연유산 지역 내 설치
캐러보니카를 출발해 레드픽, 배런폭포를 지나 쿠란다까지 연결되며, 쿠란다에는 호주 원주민
민속마을이 위치함
중간기착지인 레드픽은 열대우림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175m에 이르는 데크형 탐방로와
연계되어 있음. 두 번째 기착지인 배런폭포에는 CSIRO12) 열대우림연구센터가 있으며, 각종
전시와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음
완공 당시 세계 최장 케이블카로 알려지며,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여 유럽 녹색사업관광상과
우수생태관광상 수상
CSIRO와 공동 TropEco 재단을 설립해 열대우림 연구와 교육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TropEco 인증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기부를 통해 기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음
환경관리프로그램(EMP)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모두 실현한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음
공사에 앞서 환경보전기금 100만 달러를 공탁하였으며,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공탁기금은 전액 정부에 귀속하는 전략으로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조정함

11) 퀸즐랜드(Queensland)주의 북동부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28.25 ㎢. 해안 저지대 지역부터 산악지대 ,열대 우림
지역 등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음
12) 1916년 설립된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로
국가 차원의 과학·산업 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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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 각종 자재 및 도구는 외부(숲에서 100m 이상
이격)에서 조립하여 헬기로 공수 및 설치
빗물을 처리하여 용수로 사용하며, 전기동력 일부를 자체 생산하여 환경훼손 방지 및 자원절약
[표 104] 호주 쿠란다 열대우림 케이블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95년

국립공원명

배런협곡

총 길이

7,500m

중간지주

36개

객차 정원

6인승

객차 수

114대

출처: https://www.australia.com/ko-kr, https://hongwkim.files.wordpress.com
[그림 44] 호주 쿠란다 열대우림 케이블웨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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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록
2. 해외 주요 국가별 삭도 설치ㆍ운영 상세현황

다. 캐나다
밴프 곤돌라(국립공원)
캐나다 최초의 케이블카로 1959년 개통, 1998년 리모델링
1950년대 초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산악가이드인‘Jaeggi’에 의해 최초 계획되었으며, 캐나다
정부와의 오랜 논쟁 끝에 1957년 승인을 얻어냄
밴프 국립공원13) 내 설퍼산(Sulfur Mountain)에 위치
총 길이 1,560m이며, 상하부 고저차는 698m
하부 정류장 1,583m, 상부 정류장 2,281m
4인승 객차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51%
평균 운행속도는 3m/s이며, 운행시간은 약 8분 소요
시간당 평도 650명 수송이 가능하며, 중간지주는 3개
데크산책로 등이 연계되어 있어 샌슨스피크와 설퍼산 정상으로 이어짐
[표 105] 캐나다 밴프 곤돌라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59년

국립공원명

밴프

총 길이

1,560m

고저차

698m

객차 정원

4인승

중간지주

3개

13) 로키산맥의 동쪽 비탈면에 있으며 1885년에 캐나다 최초의 자연공원으로, 총 면적 6,640 ㎢. 대규모 빙하와 호소(湖沼), 고
산 목초지 ·온천 ·야생동물 등 관광자원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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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nffjaspercollection.com
[그림 45] 캐나다 밴프 곤돌라 모습

재스퍼 스카이트램(국립공원)
1964년 개통되었으며, 현재까지 600만 명 이상이 이용
재스퍼 국립공원14) 내 휘슬러산에 위치
총 길이 2,100m이며, 상하부 고저차는 973.23m
하부 정류장 1,290m, 상부 정류장 2,263m, 중간지주 1개
27인승 객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당 720명 수송가능
평균 운행속도는 6m/s이며, 운행시간은 약 7분 소요
로키산맥의 고산대를 비롯한 롭슨산, 휘슬러산 등 트레킹 코스와 연계
14) 알버타주 서부에 있는 로키산맥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11,800 ㎢. 최고봉인 컬럼비아산(3,750m)을 비롯하여 차운·
로브슨·에디스캐벌·앨버타·키치너·애서배스카 등 3,000m급의 빙하로 덮인 고봉들이 늘어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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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록
2. 해외 주요 국가별 삭도 설치ㆍ운영 상세현황

[표 106] 캐나다 재스퍼 스카이트램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64년

국립공원명

재스퍼

총 길이

2,100m

고저차

973.23m

객차 정원

27인승

중간지주

1개

출처: https://www.jasperskytram.com, https://www.fitzhugh.ca
[그림 46] 캐나다 재스퍼 스카이트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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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테이블마운틴 케이블웨이(국립공원)
1870년대 후반부터 산악철도 개발 수요가 있었으며, 1926년 케이블카 개발 제안으로
1929년 개통되었으며, 테이블마운틴 국립공원15)과 세계문화유산 내 위치
총 길이 1200m로 최고속도 10m/s이며, 시간당 800명 수송가능
360도 회전하는 65인승 객차 2대 운영 중이며, 탑승시간은 약 5분 소요
하부 정류장 363m, 상부 정류장 1,067m, 고도차 704m
1980년대 중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적 케이블카로 유명해짐
운영사가 1백만 란트(한화 약 7,600만원)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예치하고 동 조건이 충족된
후 환불받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표 107]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케이블웨이 제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개통연도

1929년

국립공원명

테이블마운틴

총 길이

1,200m

고도차

704m

객차 정원

65인승

객차 수

2대

출처: https://www.tablemountain.net
[그림 47]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케이블웨이 모습
15) 케이프 페니슐라 국립공원(Cape Peninsula National Park)으로 알려졌던 곳으로, 테이블산(Table Mt.)을 보호하기 위해 지
정된 국립공원으로, 총 면적 221㎢. 대표적 명물로는 테이블산과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희망봉(Cape of Goo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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