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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 수리산 일원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편
￭ 수리산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반월호수, 갈치호수, 초막골생태공원, 수리사 등이 입지
￭ 군포시는 수리산 도립공원 일원이 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수리산 방문경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과 함께 '등산'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

중이 높았으며, 향후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수리산 방문 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방문목적(중복응답)은
‘등산’이 81.0%, ‘가벼운 산책’이 55.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1-3순위)으로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음
❚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중 콘텐츠 육성 차원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도출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콘텐츠 육성의 중요도가 0.336으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으로 인프라 확충(0.255), 편의개선(0.214), 시민참여 유도(0.195) 순으로 도출
￭ 세부적으로 콘텐츠 육성 부문에서는 '숲 해설 치유프로그램 운영(0.346)'의 중요도가 가장 높
고, 인프라 확충 부문에서는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0.290)'이 가장 높음
❚ 본 연구에서는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목표 제시와 더불어 12개의 추진과제(핵

심 추진과제 3개, 전략 추진과제 9개)를 제시
￭ 목표 1 : 문화관광 거점 조성
• (핵심) 아웃도어 감성과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마형 숲속캠핑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및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리산의 랜드마크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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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산의 양호한 산림자원과 ‘모험’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전략으로서
‘스토리텔링형 숲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
• 수리사 템플스테이를 위한 숙박시설 조성,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산사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사찰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천년고찰로서 수리사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
• 반월호수 일원에 랜드마크 시설조명, 디지털 파사드 등 다양한 수변 야간경관을 조성
￭ 목표 2 : 특화 콘텐츠 개발
• (핵심) 다양한 코스의 '수리산 치유의 길(가칭)'과 산림 명상 및 치유를 위한 '월든의
숲(가칭)'을 조성하고, '수리산 황톳길'의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강화
• 체험교육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초막골생태공원의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추진
• 수리산 일대를 ‘산악자전거(MTB) 특화지구(가칭)’로 육성하기 위해 MTB 코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입문자 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수리산 주요 거점에 전자도서(E-Book), 오디오북 등 디지털 도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숲속북카페’를 설치
￭ 목표 3 : 운영기반 강화 및 공간 연계
• (핵심) 군포시 조직 내 관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광 전문인력 확충
• 마을기업을 설립해 마을환경관리 및 질서유지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수리산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구축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구간의 도보 관광상품 개발, 전동킥보드 도입 및 전용도로
조성, 셔틀버스 확대 등 공간 연계 강화

키워드

ii

수리산, 산림자원, 관광개발, 치유관광,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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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수리산에서 반월호수에 이르는 구간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자

원 가치 제고를 위한 개발전략이 필요한 실정
￭ 수리산 도립공원은 경기도에서 3번째로 지정된 도립공원(2009.7.16)으로서 높은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
￭ 특히, 수리산 도립공원 주변에는 반월호수, 갈치호수, 초막골생태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편
￭ 하지만 관광콘텐츠 부재, 관광자원 간 연계성 미흡, 편의시설 부족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 군포시는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리산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
￭ 다만, 수리산 일원의 문화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명소화 전략은 아직 미흡한 실정
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수리산 일원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한 실정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리산 일원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수리산을 수도

권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
￭ 구체적으로는 수리산 일원의 인프라 확충, 콘텐츠 개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추진과제를 수립
• 이를 통해 수도권 방문객 유치 증대와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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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리산 도립공원 및 반월호수 일원
￭ 기준연도 : 2021년(연구시점)
❚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분석 : 지역 및 대상지 현황, 관련 계획 및 법령, 관광환경 등 분석
￭ 설문조사 분석 : 관광객(수리산 방문경험자) 설문조사, AHP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 사례분석 : 관광콘텐츠 및 도입시설 유사사례 분석
￭ 추진과제 및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설정, 추진과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군포시 실무자 면담, 현장 방문 등 추진
[그림 1-1]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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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 현황 및 실태조사
￭ 개발여건분석을 위해 군포시 및 수리산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수행
￭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 및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관광통계, 관광트렌드 등 조사
❚ 관광객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방향 설정
￭ 수리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
￭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도입 가능한 관광시설 및 콘텐츠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조사,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정책개발의견 수렴
￭ 수리산 일원 관광자원 현황 파악, 수리산 문화관광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 등 실시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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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현황분석
1) 일반현황
❚ (입지) 군포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의왕시, 안양시, 안산시와 경계
￭ 동쪽으로 의왕시, 북동쪽은 안양시, 남서쪽은 안산시와 경계를 이룸
￭ 경기도 면적의 0.36%인 36.41㎢, 동서남북의 길이가 각각 8㎞인 마름모 형태임

[그림 2-1] 군포시 위치

자료 : 군포시(2020). 군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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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지하철, 광역교통망 등 외부와의 접근성이 양호
￭ 지하철 1호선의 당정-군포-금정역, 4호선의 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역 등 총 6개의 역이
포함됨
￭ 지역 간 광역교통망으로 동서축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남북축으로 서해안고속도
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위치함
• 도심지역 내 주간선도로로는 남북측으로 군포로(국도 47호선)와 중앙로, 동서축으로는
번영로와 산본천로, 순환 축으로 고산로가 위치하여 군포 시내 통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림 2-2] 군포시 교통체계 현황

자료 : 군포시(2020). 군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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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 (지형 및 지세) 수리산 능선이 동서로 뻗어 양분하고, 평탄한 저지대 비율이 높은 편
￭ 군포시 전반적 지세는 서고동저형을 나타내고, 개발이 가능한 표고(100m) 및 경사 15도 이하
지역은 총면적의 65%를 차지함
• 표고 300m 이하가 96.5%를 차지하여 대부분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표고
150m 이상 지역은 수리산 도립공원 주변에 대부분 분포함
• 경사 25도 이하가 84.3%이며, 경사 20도 이상 급경사지는 수리산 도립공원 주변에 분포함
￭ 북서측의 수리산(태을봉･슬기봉)을 배경으로 동남부 지역으로 시가지･농경지가 분포함
• 특히, 수리산 계곡을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가 분포함

[그림 2-3] 군포시 지형 및 지세

자료 : 군포시(2019).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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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 수리산 능선에 의해 안양천, 반월천, 황구지천의 3개 수계로 구분
￭ 관내 9개 소하천이 있으며, 행정구역상 군포2동, 수리동, 대양동에 걸쳐 위치함
￭ 주요 하천은 준용하천인 반월천, 죽암천, 산본천, 당정천, 안양천 등 총 5개소가 있으며, 총연
장은 14,430km², 개수율은 84%로 나타남
• 안양천 수계는 지류인 산본천, 당정천이 금정역 부근에서 안양천과 합류함
• 반월천 수계는 반월천 상류부와 죽암천이 반월저수지로 유입하여 서해로 유출됨
• 황구지천 수계는 황구지천 상류부의 지류로 왕송저수지로 유입됨
￭ 저수지는 반월호수, 갈치호수 등 2개소가 각각 둔대동, 속달동에 위치함

[그림 2-4] 군포시 수계 현황

자료 : 군포시(2019). 2025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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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군포시 저수지 현황
구분

위치

저수량

만수면적

제방길이

높이

물리면적

반월저수지

둔대동

156만톤

46.5ha

352m

42m

407.5ha

갈치저수지

속달동

36만톤

8.6ha

251m

20m

49ha

자료 : 군포시(2019).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 (경관) 수리산 주변 산림관광자원과 반월호수, 갈치호수 등 수변공간이 양호한 경관을 형성
￭ 도시 근교에 풍부한 산림자원(한남정맥, 서봉지맥, 수리산, 밤바위산, 구봉산 등)을 보유함
￭ 군포시의 대표적인 경관자원인 수리산 도립공원을 비롯해 수리산 산림욕장, 초막골 근린공원
등이 산림관광자원으로 개발됨
￭ 수리산 남측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될 예정으로 산지 조망경관 확보 방안이 필요함
￭ 반월호수, 갈치호수, 반월천은 자연과 어우러진 양호한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2-5] 군포시 산림녹지경관 분석도

자료 : 군포시(2019). 2025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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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문⋅사회환경
❚ (인구) 전체 인구는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조금씩 증가 추세
￭ 지난 10년간(2010-2019)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93,263명에서 2019년 282,862
명으로 소폭 감소(10,401명)함
• 내국인은 11,981명 감소한 반면, 등록외국인은 1,580명 증가함
￭ 세대수는 점차 증가한 반면 세대당 인구는 2010년 2.77명에서 2019년 2.57명으로 감소함

<표 2-2> 군포시 인구 및 세대수(2010-2019)
구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인구수
282,862
283,876
287,988
291,662
294,516
294,987
292,000
292,201
292,888
293,263

내국인
275,852
276,916
281,205
284,890
287,519
288,408
286,344
286,841
287,294
287,833

(단위 : 명)

등록외국인
7,010
6,960
6,783
6,772
6,997
6,579
5,656
5,360
5,594
5,430

세대수
110,005
107,548
106,645
106,646
106,771
106,280
104,735
104,809
105,160
105,727

세대당 인구
2.57
2.64
2.70
2.73
2.76
2.78
2.79
2.79
2.79
2.77

주 : 인구수는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의 합.
자료 : 경기통계. “https://stat.gg.go.kr/statgg/tblInfo/TblInfoList.html” 참조.

❚ (생활권) 1개의 대생활권과 4개의 중생활권으로 분류
￭ 11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1통, 2,382반으로 이루어짐
• 경기도 전체면적의 0.36% 해당하며 11개의 동 중 대야동이 15.3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며, 산본 2동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음
￭ 군포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기성 시가지의 공간구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됨
￭ 중심상업업무기능을 수행하는 산본역 북측을 포함한 산본신도시를 ‘도심’으로 설정하고, 금정,
당정, 부곡･대야미 지역을 도시의 ‘지역 중심’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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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권역) 입지적 특성상 대도시에 대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존성이 높음
￭ 고부가가치 산업인 벤처산업 및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반경 20km 내외의 서울시, 의왕시, 안
양시, 과천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등의 주변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사회·문화권도 경제권과 비슷하며, 특히 상품 소비권과 문화 활동권에서 서울 및 안양에 의존
적인 성향이 강함
[그림 2-6] 도시공간구조 구상(2030년)

자료 : 군포시(2019).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그림 2-7] 군포시 도시권역

자료 : 군포시(2020). 군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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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환경
(1) 관광자원현황
❚ (자연관광자원) 수리산 도립공원, 수리산 산림욕장, 밤바위산, 당고개 당숲, 초막골생태공원 등

산림자원과 반월호수, 갈치호수 등의 수변자원이 분포

<표 2-3> 군포시 주요 자연관광자원
관광자원

내용

수리산
도립공원

∙ 군포시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군포시의 대표적인 산림 경관
∙ 수리산 일대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리산 산림욕장, 초막골근린공원,
덕고개당숲, 용진사 등의 관광자원이 있음

수리산
산림욕장

∙ 수리산 산림욕장은 도시근교 생활권의 편리한 접근성과 입지성을 갖춘 군포시의
대표적인 자연산림환경시설
∙ 발 지압 코스 외에도 시민들이 간단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철봉, 평행봉 등
각종 운동시설이 마련되어 있음

밤바위산

∙ 군포8경의 중심거점으로, 수리산까지 연결되는 조망축이 형성됨
∙ 산본역에서 출발하여 밤바위산-감투봉을 거쳐 수리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의 시
발점 (사진 출처 : 군포시사 2010. 7. 15.)

당고개 당숲

∙ 몇백년이 넘은 굴참나무가 있고 서어나무들이 들어서 있으며 제3회 아름다운
숲 대회(02년)에서 우수상을 수상
∙ 마을의 수호신에게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며, 매년 10월 10일
제를 지내는 당숲제가 시민 한마당으로 열림(사진 출처 : 군포시사 2010. 7.
15.)

초막골생태
공원

∙ 수리산이 가진 자연적 환경과 조선시대 역사유적 등의 문화적 유산을 겸비한
생태문화공간임
∙ 향기숲, 다랭이논, 맹꽁이습지원 등 도심 속에서 생태계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
하였고 다랭이논 모내기 행사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있음

반월호수

∙ 수변공원과 함께 호수 주변으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둘레길 주변으로 북
카페, 쉼터 등의 편의시설이 있음
∙ 반월호수둘레길은 수리산과 반월호수를 연계한 길이 3.4km의 산책로로 반월호
수 산책로 0.9km와 연결해 호수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음

갈치호수

∙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4년 조성한 저수지로, 이 일대의 들녘은 예전에
갈대가 많았던 곳이라 하여 ‘갈티’ 또는 ‘갈치’라는 지명을 따서 갈치저수지라는
이름이 붙음

자료 : 군포시(2020). 군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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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광자원) 철쭉동산, 산본 로데오거리, 산본시장, 골프장 둘레길, 수리산 상상마을, 물누리

체험관, 대야미지역 등이 도시 전역에 분포
￭ 이외에도 ‘군포 시티투어’, ‘군포 유적답사’를 통해 군포시 주요 관광지를 순환할 수 있음
￭ ‘군포 시티투어’에서는 도심(인문관광자원)과 자연(자연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음
• 산본로데오거리-산본시장-문화예술회관-철쭉동산-군포책마을-초막골생태공원-수리산산
림욕장-골프장둘레길-물누리체험관-반월호수공원의 코스로 이루어짐

<표 2-4> 군포시 주요 도시관광자원
관광자원

내용

철쭉동산

∙ 수도권 최고의 철쭉 군락지로 자리매김한 철쭉동산은 산본신도시 도심 내에 위치
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음
∙ 25,000 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20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계류시설과 조명
시설, 토피어리, 휴식공간 등을 마련되어 있음

비고

산본
로데오거리

∙ 산본역에서 바로 접할수 있는 종합쇼핑거리로 군포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시민의
광장, 가족의 산책지, 휴식처임
∙ 다양한 먹거리와 무료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임

산본시장
(재래시장)

∙ 1985년 자연 발생된 시장으로, 군포 최대 규모의 점포가 입주해 있으며, 금정역
인근에 위치함
∙ 시장 이용 시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시즌별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도 마련되어
있고, 훈훈한 인심과 다양한 먹거리가 구비 되어 있음

골프장
둘레길

∙ 4.6km 구간의 골프장 둘레길은 만남의 광장, 무궁화원, 덩굴식물원, 유채꽃길,
코스모스길, 대나무숲 등 다양한 테마원이 조성됨
∙ 담벼락을 따라 그려진 ‘군포 옛이야기’와 ‘이야기가 있는 둘레길 갤러리’는 둘레
길을 걷는 동안 볼 수 있음

수리산
상상마을

∙ 평생교육관, 어린이창의예술센터, 문화저장소, 창작공간과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시민누구나 자유롭게 학습문화생태계를 만들
어가는 마을광장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함께 위치함

물누리
체험관

∙ 1층은 ‘물 이야기’ ‘춤추는 물’ ‘에코갤러리’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서는 하수처
리 과정 설명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야동에 위치함
∙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직접 모형을 통해서 관찰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음

대야미지역

∙ 구석기 유적, 17명의 정승을 낸 동래정씨 종택, 반월호수와 갈치저수지, 덕고개
마을의 당숲, 숙고개길, 두 개의 집성촌 (죽암마을, 속달마을) 등 군포의 아름다
움과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

자료 : 군포시(2020). 군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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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자원) 국가문화재 2개, 경기도문화재 6개, 향토유적, 보호수 등이 있음

<표 2-5> 군포시 문화재 현황
구분

국
가
문
화
재

경
기
도
문
화
재

내용

소재지

안중근의사 유묵
(보물 제569-11호)

∙ 안중근(安重根:1879∼1910)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여순감옥(旅順監獄)에
서 1910년 3월 26일 사망하기 전까지 옥중에
서 휘호한 유묵을 일괄･지정한 것 중의 하나임

경기도
군포시

조선백자 요지
(사적 342호)

∙ 조선 전기(15세기말~16세기 전반경) 지방 백자
요지의 중요한 유적으로조선 전기의 요지 연구
및 백자의 변천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적임
∙ 물레작업장과 백토저장시설, 온돌구조가 남아
있고 가마터 발굴과정에서 청화백자편 등 많은
도기조각이 출토됨

산본동 산
147

정난종 선생묘 및
신도비 일원
(기념물 115호)

∙ 조선시대 문신 정난종과 그 자손의 묘
∙ 능산 하단부에 선대묘역이 배치되고 위로 올라
갈수록 후손의 묘가 구성된 역장(逆葬)의 특징
을 가짐

속달동 산3

전주이씨 안양군묘
(기념물 122호)

∙ 3성종의 셋째 아들 안양군의 유택
∙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묘표와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과 신도비 등의 석조물이 세워져 있으며
규모는 약 300여평으로 연지, 사당 등을 포함

산본동산1
58-1

김만기 선생묘 및
신도비
(기념물 131호)

∙ 조선 후기의 문신 김만기(金萬基:1633∼
1687)의 묘
∙ 중앙의 대형분묘는 8개의 호석에 둘러싸여 있
고 앞쪽으로 묘표와 8각의 망주석, 문인석이 각
각 조성

대야미동산
1-12

이기조 선생묘
(기념물 121호)

∙ 조선 중기의 문신 이기조의 유택
∙ 묘역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동자석, 망주
석, 문인석이 설치되어 있음

산본동산1
152-11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문화재자료 95호)

∙ 조선 중기의 문신 정광보(鄭光輔,1457~1524)
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지은 조선시대의 고가
∙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안채와 사랑채, 작은 사
랑채, 행랑채 등 4동

속달동
24-4

방짜유기장
(무형문화재 10호)

∙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김문익 선생이 전통적인
방자짜기 기술로 주발, 쟁반, 화로, 촛대, 향로,
꽹과리, 징 등을 만들고 있음

군포로 8
(대야미동6
09)

자료 : 군포시(2020). 군포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관광 발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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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 산신제 및 설화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한 전통문화가 존재

<표 2-6> 군포시 민속신앙 : 산신제
구분

내용

비고

수리산
산신제

∙ 그 일대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리산 산신제는 매년 음력 정월과
7월 두 차례 지내며, 제일 3, 4일 전 초하루나 초이틀 중에 택일하여 수리산
태을봉에 있는 산신제단에서 모심
∙ 제단은 벽이 없이 기와로 지붕을 한 단칸의 당집인 당우(堂宇)에 ‘수리산 산신
제당(修理山山神祭堂)’이라는 현판을 달아 놓음

느티울
산신제

∙ 느티울 괴곡(槐谷)은 재궁동과 오금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의 충
무마을 일대가 느티울 마을이며 그 서남쪽 골짜기를 느티울골(지금의 금정동
시민체육광장과 오금동 소월마을 부근)이라 하였음
∙ 예로부터 홰나무(느티나무=괴목)는 정사를 다루는 조정을 상징하여 민간에서
당산나무나 마을의 수호목으로 심었고, 매년 음력 7월 초 오금동 괴곡 산신제
단에서 괴곡애향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를 지냄

금정마을
도당제

∙ ‘도당’은 경기지방에서 제물로 산신제를 올리는 단을 말하는데 원래는 마을
앞 산줄기 끝에 있는 큰 향나무였음
∙ 현재의 제단은 1995년 5월 1일 새로 설치하였는데 당은 참나무 여섯 그루로
되어있고 앞쪽을 석축함
∙ 매년 음력 7월 초 금정동 도당대에서 금정향친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협동단결을 위한 제를 지냄

삼성마을
도당제

∙ 군포2동에 위치한 삼성마을은 삼파산의 감투봉 아래에 자리잡고 있음
∙ 현풍곽씨, 인동장씨, 신안주씨 세 성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기 때문에 삼
성(三姓)마을로 불림
∙ 도당제는 1990년 무렵부터 기독교의 영향으로 중단된 상태임

당말
도당제

∙ 당말은 군포시 군포1동에 위치한 자연마을의 하나로서, 이곳의 자연마을은
당말, 동막골, 아구랑, 당너머, 도래마을로 구성되어 있었음.
∙ 도당제는 이들 5개 마을이 힘을 합쳐 지냈는데, 제사는 담너머 마을에서 주관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도당이 있는 곳이 당말의 야산이기 때문의 당말 도당제
로 불리거나 약칭으로 당제로 부르기도 하였음

덕고개
당숲제

∙ 당숲은 대야동의 덕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노목지대로서 전에 마을의 수호신
에게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당집이 있었으므로 당숲이라 불림
∙ 수령 몇 백년이 넘는 굴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들어서 있으며,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보전해야 할 숲’으로 지정됨
∙ 음력 10월 초에 덕고개 마을주민과 주변 주민들이 제를 지냄

자료 : 군포시(2019). 2025 군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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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사업체 현황
❚ 2019년 기준 군포시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67개소, 숙박업 중 관광호텔업 1개소, 일반숙박업

90개소, 야영장업 1개소를 보유

<표 2-7> 여행업 현황

(단위: 개)

일반

국외

국내

국내･외

합계

6

28

17

16

67

주 : 하나의 사업체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모두 등록한 경우 국내･외 여행업으로 분류.
자료 : 경기통계. “https://stat.gg.go.kr”.

<표 2-8> 숙박업 현황

(단위: 개)

관광숙박업

일반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합계

1

90

1

0

92

자료 : 경기통계. “https://stat.gg.go.kr”.

<표 2-9> 기타 관광시설 현황

(단위: 개)

기타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관광편의시설업)

합계

15

8

23

자료 : 경기통계. “https://stat.gg.go.kr”.

❚ 2018년 기준 주요 문화공간은 공공공연장 3개소, 영화관 2개소, 종합복지회관 6개소, 청소년

회관 1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1개소, 박물관(물 테마) 1개소, 군포 책마을 1개소

<표 2-10> 주요 문화공간
공공공연장

영화관

종합복지회관

청소년회관

3

2

6

1

문화원

전수회관

박물관

군포책마을

1

1

1

1

자료 : 통계청. “https://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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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여건분석
1) 대상지 현황
❚ 본 연구의 대상지는 반월호수, 갈치호수, 초막골생태공원 등을 포함한 수리산 도립공원 일원

[그림 2-8] 대상지 현황

❚ (입지) 수리산 도립공원은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경계에 위치
￭ 수리산은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와 안산시 상록구와 시흥시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2009년에 경기도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됨
• 면적은 1,047.5ha로 군포시의 임야면적의 55%를 차지함
• 청계산, 광교산, 관악산 등과 광주산맥을 구성하며, 최고봉인 태을봉(489m)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슬기봉(451m)이, 북쪽에 관모봉(426m)이, 북서쪽에 수암봉(398m)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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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수리산 도립공원 지리적 위치
구분

지명

지리적 위치
표고

태을봉

군포시 산본동

489.2m

수암봉

안산시 수암동

395m

관모봉

안양시 안양동

426.2m

슬기봉

군포시 산본동

469.3m

방향

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좌표

북위 37°22′26″
동경 126°54′50″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인문자원도감.

❚ (교통)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전철 1, 4호선 등을 통해 양호한 접근성 확보
￭ 인접도시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입지한 도시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한 편임
•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해 갈 수 있으며, 군포, 안양, 안산 등지에서 산림욕장
등 현재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행 접근이 가능함

<표 2-12> 수리산 도립공원 교통체계
구분

주요내용

입지성
도로망 체계
승용차
교통
대중
교통

∙ 행정구역상 군포, 안산, 안양에 걸쳐 있어 접근이 쉬우며, 지역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
∙ 국도 1호선, 국토 39호선, 국토 42호선, 국토 47호선
∙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산본IC)→태을 초등학교 입구(등산로 입구)
∙ 국도: 1번국도→군포신사거리→군포･산본방향→금정고가(산본방향)→산본역→8단지 수리산 산
림욕장 입구
∙ 4호선: 대야미역, 수리산역, 산본역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인문자원도감.

2) 동⋅식물 현황
❚ 식생은 대부분 참나무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대표적
❚ 다양한 야생 동식물, 곤충, 어류 등이 서식
￭ ｢경기도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땃쥐 1종을 포함한 동물이 관찰됨
￭ 조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벌매(Ⅱ급), 붉은배새매(Ⅱ급) 2종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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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8호), 붉은배새매(제323-2호), 소쩍새(제324-6호) 3종, 경기도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밀화부리 1종이 확인됨
• 산림 임연부 지역에서 참새와 붉은머리오목눈이가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수리산 내부 산림에서는 박새, 멧새, 쇠박새 등의 소형 조류의 서식이 높은
밀도로 관찰됨
￭ 양서･파충류는 경기도 보호종으로 지정된 도롱뇽, 한국산 개구리 2종이 확인되었음

<표 2-13> 수리산 도립공원 생물상
구분

문헌조사

식생

현지조사

비산림(4.1%), 조림지(27.8%), 자연림(68.1%), 문헌 : 31개 식생군락

식물상

493분류군

88과 359분류군

포유류

9과 11종

9과 10종

조류

16과 26종

24과 41종

양서파충류

2과 4종

5과 10종

곤충류

75과 366종

46과 113종

담수어류

6과 6종

6과 3종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2021~2030년 보전관리계획.

<표 2-14> 수리산 도립공원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보호종
구분

계

문헌조사

현지조사

계

10

1

10

식물류

1

변산바람꽃(보)

변산바람꽃(보)

포유류

1

0

땃쥐(보)

조류

6

0

벌매(Ⅱ급), 활조롱이(천), 붉은새매(Ⅱ급),
소쩍새(천), 붉은배새매(Ⅱ급, 천), 밀화부리(보)

양서파충류

2

0

도롱뇽(보), 한국산개구리(보)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2021~2030년 보전관리계획.

제2장 개발여건분석

23

3) 토지이용현황
❚ 수리산 도립공원 전체면적 중 도유지가 7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

11.9%, 국유지 7.5%, 시유지 5.5%로 구성
￭ 지역별로는 군포시가 62.3%(4,386,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36.0%(2,532,900
㎡), 안산시는 1.7%(116,185㎡)로 나타남
￭ 필지 수는 군포시가 160개로 가장 많으며, 안산 11개, 안양 11개임
<표 2-15>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소유별･시군별 현황

면적(㎡)
구성비(%)

국유지
525,534
7.5

소유구분
도유지
시유지
5,287,234
385,514
75.1
5.5

사유지
837,019
11.9

군포시

207,049

3,402,835

17,664

758,668

안양시

271,688

1,884,399

367,850

8,963

안산시

46,797

-

-

69,388

구분

계
7,035,301
100.0
4,386,216
62.3
2,532,900
36.0
116,185
1.7

주 : 면적은 토지대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2021~2030년 보전관리계획.

❚ 용도지구별로는 공원자연보존지구 65.8%, 공원자연환경지구 34.2%
<표 2-16> 수리산 도립공원 용도지구별 현황
총면적(㎢)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7.04(100%)

4.63(65.8%)

2.41(34.2%)

주 : 면적은 토지대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2021~2030년 보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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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별로는 임야(98.1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전 0.74%, 답 0.58%
<표 2-17> 수리산 도립공원 내 지목별 현황
구분
면적(㎡)1)
구성비(%)

전
52,283
0.74

답
40,929
0.58

임야
6,907,937
98.19

지목구분
구거
10,313
0.15

대지
2,919
0.04

도로
3,480
0.05

기타2)
17,440
0.25

계
7,035,301
100.0

주 : 1) 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2) 기타 – 과수원, 목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2021~2030년 보전관리계획.

[그림 2-9]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 소유 및 용도지구 현황

주 : 시군별 면적비율 : 군포시 62%, 안양시 36%, 안산시 2%임.
자료 : 군포시 내부자료;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인문자원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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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자원현황
(1) 탐방로 현황
❚ 수리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10개소와 수리산을 경유하는 도심테마코스 4개소가 있음
￭ 수리산의 수암봉-태을봉-관모봉-슬기봉, 납덕골-매쟁이골, 바람고개, 수리사, 수리산성지 등
을 중심으로 탐방할 수 있는 10개의 코스가 있음

<표 2-18> 수리산 탐방로
구분

코스

1코스

∙ 수리산역→능내터널 위→임도오거리→슬기봉→태을봉→관모봉→수리약수터(8.7㎞, 4시간30분)

2코스

∙ 용진사 입구→성불사→임간교실→만남의 광장→슬기봉(1.1㎞, 1시간)

3코스

∙ 엘림복지원 뒤→힘기르는 숲→독서의 숲→태을봉(1.45㎞, 1시간20분)

4코스

∙ 태을초교 뒤→사교의 광장→노랑바위→명상의 숲→쉼터→상연사→용진사 입구(2시간30분)

5코스

∙ 수리약수터→관모쉼터→관모봉→태을봉→슬기봉→임도오거리→용진사입구(6.1㎞, 3시간30분)

6코스
7코스

∙ 대야미역→갈치호수→덕고개→임도오거리→바람개비골→에덴기도원→덕고개→갈치호수→대야
미역(4시간)
∙ 병목안시민공원→병목안석탑→관모봉→태을봉→슬기봉→수암봉→병목안시민공원(13.4㎞, 3시
간30분)

8코스

∙ 병목안시민공원→병목안석탑→한마음놀이터→수리천약수터→상록마을(7.6㎞, 1시간30분)

9코스

∙ 병목안시민공원→병목안석탑→제1전망대→제2전망대→제2만남의 광장(5.2㎞, 2시간)

10코스

∙ 제2만남의 광장→수암봉→수리산성지(4.0㎞, 2시간)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인문자원도감.

￭ 이외에도 4개의 테마로 탐방로가 이루어짐
<표 2-19> 수리산 탐방로(테마)
구분
수리산둘레길
수리산임도길
자연마을길
도심테마길

∙
∙
∙
∙

코스
태을초교-노랑바위-명상의숲-만남의 광장-능내터널-도장터널-감투봉-금당터널-시민체육광장
-산본역(약 16㎞)
수리사와 임도오거리, 튤림나무숲을 이동하는 경로이며, 풍경소리길(약 5㎞), 구름산책길(약 4.8
㎞), 바람고개길(약 5.6㎞)로 이루어짐
반월호수, 갈치호수 등을 탐방하는 경로로 대야미역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반월호수길(약 8㎞),
안골길(약 4㎞), 당숲길(약 2.8㎞), 갈치호수길(약 4㎞)로 이루어짐
군포 벚꽃길(약 3㎞), 공단옛길(약 1.6㎞), 신기천꽃길(약 1.1㎞)로 이루어짐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인문자원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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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관광자원
❚ 수리산도립공원 일원에는 전통사찰, 종가, 묘역, 기념물 등 다양한 역사관광자원이 분포
￭ 수리산도립공원 내 문화재에는 수리사, 최경환성지 2점이 있음
• 수리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로, 1988년 10월 25일 전통사찰
제 8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산신각, 나한전, 요사채
등이 있음
╺ 산에는 주춧돌, 불족석판, 석수각, 기왓조각 등이 다소 발견되고 있음
• 수리산 성지(최경환 성지) : 2000년에 순례지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문을 연 성지로 가묘와
함께 예수님의 고행을 표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와 순교의
아픔을 간직한 곳임
￭ 주변으로는 조선백자요지(사적 342호), 이기조선생묘(도기념물 121호), 방짜유기장(도두형문
화재 제10호), 청문당(도문화재자료 제94호), 유석선생묘 및 신도비(시 향토유적 제12호) 등
이 있음

<표 2-20> 수리산 도립공원 일원 역사관광자원

공원
외

구분

수량

공원구역내

공원 내

2

∙ 수리사(전통사찰 제86호), 최경환성지(비지정기념물)

사적

1

∙ 조성백자도요지(342호)

도기념물

6

∙ 정난종 선생묘 및 신도비외묘역(115호), 이기조선생묘(121호), 전주이씨, 안양군
묘(122호), 김만기선생묘 및 신도비(131호), 안산읍성 및 관아지(127호), 팔곡
리 향나무(84호)

도문화재자료

2

∙ 동래정씨 동래군파종택(95호), 청문당(94호)

도무형문화재

1

∙ 방짜유기장(10호)

시 향토유적

4

∙ 유석선생묘 및 신도비(12호), 정정옹주묘(14호), 부계팔경도(16호), 부계전도
(17호)

경기도 인정

1

∙ 전통 종가(경기도 인정 전통종가)

자료 : 경기도(2020).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인문자원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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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관광자원
① 초막골생태공원
❚ 초막골생태공원은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심 속 생태문화공간으로서 수

리산 도립공원, 철쭉공원과 생태녹지축을 형성
￭ ‘초막’은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이은 집을 의미하는데, ‘초막골’은 본래 산본동의 골짜기 일대
를 일컫는 명칭임
❚ 2016년 7월 1일 개장하였으며, 면적은 561,500㎡(시설면적 136,739.6㎡)
￭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추구하고, 도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함
❚ 군포시의 랜드마크 공원, 도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을 보호함으

로써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원으로의 역할을 기대
￭ 초막골 생태해설 자원봉사자들이 교육하는 상시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2-10] 초막골생태공원 안내도

자료 : 초막골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s://gunpo.go.kr/chomakgol/contents.do?key=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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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초막골생태공원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내용
총계
소계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시설부지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도로, 광장
생태연못, 잔디광장 등
전망정자,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생활체육시설
하천생태원, 생태관찰원 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지면적(㎡)
561,500
139,536
21,295.1
58,117.8
642.3
7,057.8
1,997.6
32,992.4
10,158.4
7,274.6
421,964

자료 : 군포시 내부자료.

❚ 초막골생태공원에는 방문자안내소, 초막골생태전시관, 느티나무 야영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물 조성
￭ 방문자안내소에는 사무실, 카페, 생태교육실 등이 있으며, 초막골 생태전시관과 인접함
￭ 초막골 생태전시관에서는 생태 자원봉사자들이 생태공원 체험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함
￭ 느티나무 야영장은 글램핑 텐트와 일반 야영장 65면과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개수대, 화장실
등)을 확보하고 있음
￭ 주차장은 총 184면(대형 5대, 소형 179대)이 조성되어 있음(능내터널 측 주차장 기준)

[그림 2-11] 초막골생태공원 방문자 안내소 및 느티나무 야영장

자료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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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들이 동식물을 관찰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 조성
￭ 밧줄 놀이터, 오두막집 등 13종의 놀이시설을 갖추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림 2-12] 초막골생태공원 유아숲체험원

자료 : 연구자 촬영.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경관 연출
￭ 수리산을 모티브로 한 인공폭포인 ‘초막동천’, 자연과 어우러진 ‘물새연못’ 등은 주 보행로에
위치하여 랜드마크 경관으로 인식됨

[그림 2-13] 초막골생태공원 초막동천 및 물새연못

자료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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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월호수 및 갈치호수
❚ 농업용 저수지가 시민들의 호수공원으로 변모한 ‘반월호수공원’
￭ 1967년 준공되었으며, 집수면적이 46,000ha이고, 둔대동 남쪽에 위치함
￭ 반월호수공원은 둔대동 35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973㎡임
• 풍차, 야외무대, 화단, 휴게쉼터, 화장실, 포토존, 운동시설물 등으로 구성됨
• 둘레길이 조성(순환산책로 L=3.4km, B=2.5m∼4.0m)되어 있으며, 쉼터 2개소, 전망데크
6개소, 야간조명 390여 개소, CCTV 7개소 등이 있음
❚ 방문객 증가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반월호수 주차타워’ 건립 추진
• 2022년 12월까지 군포시 둔대동 354-1번지 일원(둔터지구)에 조성 추진 중임

[그림 2-14] 반월호수공원(좌) 및 반월호수 주차타워 조감도(우)

자료 : 연구자 촬영; 군포시 홈페이지(https://www.gunpo.go.kr/www/contents.do?key=1008604)

❚ 갈치호수는 1984년에 준공되었으며, 대야동 대감마을 북쪽, 속달마을 하단에 위치
￭ 이 일대의 들녘은 예전에 갈대가 많았던 곳이라 하여 ‘갈티’ 또는 ‘갈치’라는 지명을 따서 ‘갈치
저수지’라는 이름이 붙음
￭ 북쪽으로는 덕고개길, 서측으로는 수림, 남측으로는 전, 답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 수변으
로 체육시설과 쉼터가 일부 조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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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호수 주변 정비 및 수변부 연접지역에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객 증가로 도로 및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군포시는 2025년까
지 약 400대 규모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함(군포시 내부자료 참조)

[그림 2-15] 갈치호수 전경 및 공영주차장 대상지

자료 : 연구자 촬영.

③ 매쟁이골
❚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산림휴양공간 ‘매쟁이골’
￭ 매쟁이골에는 숲속놀이터, 수생 식물관찰로, 피크닉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함

[그림 2-16] 매쟁이골 입구 및 전경

자료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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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덕골
❚ 수리산 도립공원의 거점 ‘납덕골1)’
￭ 납덕골 지역에는 2018년 10월에 개장한 ‘수리산 도립공원 탐방안내소’가 개장하였음
￭ 탐방안내소는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숲해설가를 통한 숲 해설(숲치유)프로
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최근 납덕골 주변에 카페, 음식점 등 식음시설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7] 탐방안내소 및 주변 카페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2-18] 수리산 도립공원 임시주차장

자료 : 연구자 촬영.

1) 납덕골은 ‘산속 넓은 골짜기’라는 의미로 수리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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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1) 광역계획
(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관광개발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법정 장기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에 대한 종

합계획,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는 전략계획

<표 2-2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개요
구분
비전
계획기간

목표

관련 내용
∙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 2012년 ∼ 2021년
∙
∙
∙
∙
∙

한국 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개발전략

∙ 新관광개발 영역 발굴
∙ 복․융합 관광개발 확대
∙ 산업관광 활성화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 문화가 흐르는 도시관광 구축
∙ 지역문화에 기반한 신 관광공간 창출
∙ 한국문화의 브랜드화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
∙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
∙ 취약계층의 관광확산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과 확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남북한 연계 관광개발 기반 확충
∙ 동아시아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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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재생정책 추진
∙ 관광개발 민간참여 확대
∙ 관광개발 R&D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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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 광역지자체에서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계획

<표 2-23>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개요
구분
비전
계획기간
목표

전략 및 과제

관련 내용
∙ 선진관광 선도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
∙
∙
∙
∙

2017년 ∼ 2021년(5년)
(사람)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 행복한 경기도
(장소)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경기도
(산업) 경기도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동력
∙ 경기도민, 일상 속 문화 즐기기 기반 마련
일상에서 향유하는
∙ 과거로의 향수, 노스텔지아 기회 제공
생활문화관광 기반 조성
∙ 경기천년시대, 역사문화체험 공간 조성
∙ 신한류관광 거점 조성
∙ 콘텐츠산업 거점화 및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新융복합 창조관광 생태계 조성 ∙ 농축산 연계 등 6차산업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 접경지역 안보관광 거점 조성
안보관광 중점 육성
∙ 비접경지역 안보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육성
∙ 북한강, 한탄강 등 수변관광 레포츠거점 중점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
∙ 서해안 해양관광 활성화기반 조성
관광 활성화
∙ 산악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힐링관광 활성화
∙ 찾고 싶은 경기도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모두 함께 즐기는 경기도 고품격 축제 활성화
관광목적지로서의
∙ 세계속의 MICE산업의 허브, 경기도 기반 강화
경기도 브랜드 강화
∙ 선(線)따라 즐기는 경기도 관광자원 활성화
∙ 안전한 경기도 캠핑장 진흥계획

자료 : 경기도(2017),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림 2-19] 경기도 관광 비전 및 기본방향

자료 : 경기도(2017),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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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관광 중장기 발전계획(2020)
❚ 코로나19 이후 경기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기도 관광정책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고, 경기도 관광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
￭ 경기관광이 지향하는 세계화, 관광영토 확장을 반영한 키워드, “글로벌”
￭ 경기관광이 지향하는 주민주도, 지역문화를 반영한 키워드, “로컬”

<표 2-24> 경기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개요
구분
비전
계획기간

목표

관련 내용
∙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Glocal) 관광도시
∙ 2020년~2024년

∙
∙
∙
∙
∙

믿음과 안심의 안전관광도시
경기만의 가치를 경험하는 일상관광도시
공정과 혁신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사람중심의 관광친화도시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관광도시

포스트코로나 성장 동력 확보

경기도형 관광콘텐츠 개발

전략 및 추진과제

∙ 경기도 관광위상제고
∙ 관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포스트코로나시대, 특화사업 발굴
∙ 경기 생활관광 콘텐츠 육성
∙ 경기 명품관광 개발
∙ 경기형 관광재생 뉴딜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
∙
∙

경기도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실현

∙ 경기도민 관광향유기회 확대
∙ 사람 중심의 공정⋅복지관광 기반 마련
∙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경기관광 국제 브랜드화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성장
경기관광 일자리 창출
MICE 산업 육성

∙ 남북 평화관광
∙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 글로벌 경기관광 네트워크 강화

자료 : 경기도･경기관광공사(2020), 경기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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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계획
(1)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 군포시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 도시 미래상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정비 및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제시

<표 2-25>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개요
구분
미래상
계획기간

관련 내용
∙ 가족이 행복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군포’
∙ 2014년~2030년

상생발전하는
균형도시

살기좋은
재생도시

목표 및 추진전략
삶의 질이 높은
안전도시

다양한 테마가 넘치는
문화도시

∙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구조(중심지체계) 개편
∙ 대야미지역 활성화 및 중심성 강화
∙ 개발제한구역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한 기성시가지와의 균형발전
도모
∙ 뉴타운 해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 유도
∙ IT기술 및 인프라와 연계한 미래형 물류시설 구축
∙
∙
∙
∙
∙

산본신도시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노후화된 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산업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산본천 복원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생방안 도입
금정역사 정비를 통한 수도권광역철도 건설 등 주변지역과의 접
근성 제고

∙
∙
∙
∙
∙
∙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조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공간 계획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자원이 보존되는 도시
무장애 도시환경(Barrier Free) 조성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문화 인프라 정비･확충(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문화중심도시
역할 수행
∙ 철쭉축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강화
∙ 문화관련 기반시설 재배치(적정화 계획 등)
∙ 교육환경이 뛰어난 도시환경 조성
∙ 특성화된 도시 경관 창출

자료 : 군포시(2019), 203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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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포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
❚ 군포시의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안내체계 및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

<표 2-26> 군포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
구분
비전
계획기간
목표

∙
∙
∙
∙
∙

관련 내용
‘마음이 가는 곳, 머물고 싶은 군포’ 만들기
2019년~2023년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재건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잘 어우러진 관광콘텐츠 개발
이야기가 있는 군포 - 잠재된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화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복원 및 보수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군포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용역추진
당숲 일원 복원 및 주변 정비계획 수립
백자요지 전시관 건립 및 공예거리 조성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천년사찰 수리사 명소화 계획수립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활성화 계획 수립
관광자원 활성화 자문단 구성 운영

문화관광 안내체계
및 시스템 정비
(시설재정비 및 안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군포8경 재정비 및 이정표 설치
도로 관광안내판 정비추진(통합 캐릭터 디자인 개발)
교육지원청 연계, 내고장알기 프로그램 구축
시 홈페이지 ‘군포관광’코너 운영
관내 문화재 안내도 정비
대야동 일원 음식점 사인몰 정비
안정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학예사 채용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군포대표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
(기록과 수집)

고품질 관광서비스 구현
(찾아가는 관광서비스)

자료 : 군포시(2019), 군포 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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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시대 양반문화 스토리텔링(사료 등장 군포관련 인물)
② 둔대동 한옥 고택 일원 명소화 추진
③‘리영희 길’ 조성
④ 반월호수 ~ 수리산도립공원 관광자원화
⑤ 우리동네 박물관(3.31 역사기념관 또는 군포의 문화 및
역사자료) 조성
⑥ 수릿길(수리 이야기길) 코스별 스토리텔링
⑦ 철쭉동산(철쭉축제) ~ 초막골생태공원 관광코스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학생 관광서포터즈 운영
우리동네 문화유산 따라걷기 책자 발간
다국어 관광안내책자·관광지도 제작
유치원·초등학생 교육용 지역알기 웹툰 제작
히스토리군포발간(유래, 지명, 시 변천사 등 총망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군포시티투어 상시운영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3) 관련 법규
(1) 관광 관련 주요 법령
① 관광기본법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함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에는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②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함
￭ 관광사업(등록/허가 등,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관광사업자 단체(설립 등), 관광의 진흥과 홍보(관광정보 활용
등,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지 등의 개발(관광개발기본계획 등, 관광특구) 등에
대해 규정함

③ 산림/기타 개발 관련 법령
￭ 산림과 관련된 법률로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외에도

수리산

문화관광과

관련된

법률로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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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기타 관광 개발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
양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문화재
보호법

체육시설･설
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산림기본계획 수립,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육성,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국제산림협력 등을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규정
∙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
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
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산림보호구역(지정, 고시, 관리 등),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불의 방지 및 복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규정
∙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산지의 보전, 토석채취, 재해방지 및 복구 등을 규정
∙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
∙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서비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운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규정
∙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
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수립･시행 등), 산림치유지도사(활용 등), 자연휴양림 및 산
림욕장 등의 조성, 숲길(기본계획 수립, 조성, 운영관리 등),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
리 등을 규정
∙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
∙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지정, 설치 등),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수립 등),
자연공원의 보전, 비용의 징수 등을 규정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국가지정문화재(지정,
관리 및 보호 등), 국가등록문화재(등록, 관리 등), 일반동산문화재(수출 등의 금지,
배치 등),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등),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등록 등), 문화재매매업 등을 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
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공공체육시설(이용, 운영 등), 체육시설업(승인 등) 등을 규정
∙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
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설립 운영, 등록 등을 규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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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규제 관련 주요 법령
①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
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
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자산의 관리,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
보전부담금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훼손지 정비사업,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계획의 수립, 행
위제한,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③ 수도권 정비계획법
￭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
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
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함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추진계획, 권역의 구분과 지정, 과밀억제권
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규정함

제2장 개발여건분석

41

4. 관광시장 분석
1) 관광트렌드
(1) 한국관광공사 : SAFETY, 비대면
❚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여행 트렌드에도 변화 : SAFETY
￭ 코로나19 기간 중 관광활동 트렌드를 ① 근거리(Short distance), ② 야외활동(Activity),
③ 가족단위(Family), ④ 자연친화(Eco-area), ⑤ 인기 관광지(Tourist site), ⑥ 관광 수요회
복 조짐(Yet..) 등 6개 키워드로 제시
• SKT의 T맵 교통데이터 및 KT의 빅데이터를 활용

<표 2-28> 관광트렌드 : SAFETY
구분
근거리
(Short Distance)

내용
∙ 수도권·대도시 주변 근거리 야외 생활관광지 방문 수요 증가
 수도권 도심근교(상위 3개) : 하남 ▲17%, 남양주 ▲9%, 옹진 ▲6%
 대도시 도심근교 : (광주·전주 도심 근교) 임실 ▲18%, (부산 도심 근교) 기장 ▲4%

야외활동
(Activity)

∙ 아웃도어 레저 액티비티 관련 장소에 대한 선호
 수도권 방문자 증가 상위 3개 지자체 평균 52% 아웃도어 레저 액티비티 장소로 이동 (하남
91%, 남양주 38%, 옹진 27%)
∙ 수도권, 대도시 근거리 캠핑장을 중심으로 캠핑객이 급증
 (광역) 강원 ▲141%, 전북 ▲133%, 충남 ▲125%, 경기 ▲80% 충북 ▲78%, 대전 ▲76%
 (기초) 영월 ▲470%, 함양 ▲412%, 군산 ▲408%, 양양 ▲377%, 서천 ▲340%, 부안 ▲327%

가족
(Family)

∙ 감염병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된 가족단위 소규모의 생활관광 활동 증가
 (수도권 근교 상위 3개 지자체 방문자 유형분석 결과) 가족형 방문객 비중 평균 54.7% **하
남 55.86%, 남양주 56.48%, 옹진 51.68%

자연친화·청정지역(
Eco-Area)

∙ 코로나 미발생 또는 청정지역 이미지가 강한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향하는 관광수요 증가
 임실 ▲18%, 진도 ▲9%, 고흥 ▲4%, 양양 ▲5% (vs 전국평균 ▼12%)

인기 관광지
(Tourist-Site)

∙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에 대한 기피와 방문 욕구 공존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전통적 관광 주요 지점 방문 감소 ▼38% (4월 4주차 전년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최소 및 황금연휴로 인한 관광 욕구 증가로 전통적 관광 주요 지점 방문
증가 ▲128% (4월 4주차 전주대비)

수요회복조짐
(Yet..)

∙ ‘관광욕구’여전히 존재, 온전한‘관광수요’회복까지는 시간 필요
 (코로나-19 전후 여행패턴조사) 여행빈도 줄이기 13% / 숨겨진 여행지로 여행 34%
 (코로나-19 이후 첫 국내 여행지 선호도 조사) 전통적 관광지의 강세 (제주도 43%)

자료 : “‘안전의식’이 바꾼 여행트렌드 ‘S.A.F.E.T.Y”,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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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비대면 자연관광지에 대한 선호도 높고, 인구밀집･실내관광지는 감소
￭ 인구밀집 또는 실내관광지인 카지노(-62%), 놀이시설(-59%), 경마장(-58%), 과학관(-56%)
등은 감소함
• 2019년까지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상위권에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자연관광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을왕리 해수욕장이 차지함
• 캠핑장(54%), 저수지(37%), 명산(24%) 등도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군포시
수리산 일원에도 방문객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표 2-29> 주요 관광지 유형별 검색건수 2019년도 대비 증감률
유형별

검색량(전년대비 증감률)

유형별

검색량(전년대비 증감률)

자동차극장

144%

카지노

-62%

패러글라이딩

92%

놀이시설

-59%

드라이브코스

55%

경마장

-58%

캠핑장

54%

과학관

-56%

방파제

52%

고궁

-56%

등대

44%

경륜장

-55%

낚시

42%

극장

-54%

해수욕장

39%

온천

-49%

농수축산물시장

37%

공연장

-44%

저수지

37%

테마파크

-39%

수상해양스포츠

30%

전시장

-39%

골프장

30%

박물관/기념관

-36%

명산

24%

동식물원

-9%

주 : 내비게이션 데이터(T map) 활용.
자료 :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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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2020년 내비게이션(T map) 검색건수 상위 관광지점
2019년

2020년

1

관광지점
에버랜드

지역
용인시

관광지점
여의도 한강공원

지역
영등포구

2

롯데월드 잠실점

서울 송파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천 중구

3

여의도 한강공원

영등포구

월미도

인천 중구

4

한국민속촌

용인시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시

5

월미도

인천 중구

경포해변

강릉시

6

을왕리 해수욕장

인천 중구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시

7

낙산사

양양군

오이도 빨강등대

시흥시

8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시

광교호수공원

수원시

9

경포해변

강릉시

속초해변

속초시

10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시

낙산사

양양군

11

해동용궁사

기장군

에버랜드

용인시

12

속초해변

속초시

반포 한강공원

서초구

13

서울식물원

서울 강서구

대천해수욕장

보령시

14

화담숲

광주시

화담숲

광주시

15

오설록티뮤지엄

서귀포시

오설록티뮤지엄

서귀포시

주 : 농수산물시장, 쇼핑몰 등은 관광지점에서 제외.
자료 :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1.02.23.).

(2)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BETWEEN
❚ 균열(Break),

위로(Encourage), 연결(Tie), 어디든(Wherever), 강화(Enhance), 기대

(Expect), 주목(Note)으로 정리
￭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회복 기대감의 ‘사이’를 나타내는 표현임
• 최근 3년간 SNS, 이동통신사, 카드사 빅데이터 등을 분석해 2021년을 전망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치유형 여행’, ‘근교 중심 여행’, ‘유명 관광지 이외 새로운 목적지
로의 여행’, ‘소수 여행 동반자와 유대강화’ 등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추구함
￭ 코로나19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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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관광트렌드 : BETWEEN
구분

Break(균열)

Encourage(위로)

Tie(연결)
Wherever(어디든
관광지)
Enhance(강화)

Expect(기대)

Note(주목)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산업의 변동
 (유튜브 콘텐츠 키워드 분석 결과)전체 여행관련 키워드 중 해외여행과 여행정보 공유 관련
키워드 점유율은 전년대비 12% 감소
 국내관광지 소개 관련 키워드 점유율은 6% 증가
 랜선여행 등 새로운 여행형태에 대한 언급이 증가
 위로를 전하는 일상 속 소소한 힐링여행
 소셜미디어 상에서 힐링&일상여행에 대한 언급 비중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위생·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비대면, 캠핑 등 키워드 언급량
또한 전년 대비 증가
 더욱 끈끈해진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
 원거리 이동이 위축되면서 권역내 근거리 이동이 강화
 기존 수도권으로 집중됐던 권역 간 이동이 전국으로 분산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이 여행명소
 국내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관심과 유명 관광지 외 새롭고 색다른 여행지에 대한 수요 증가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행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유대감이 강한 가족, 커플, 친구 등 동반자와의 여행이 선호
 패키지 여행에 대한 언급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
 코로나19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여행에 대한 갈망
 유튜브 내 랜선여행, 대리만족, 방구석 여행 등과 관련된 영상 수와 평균 ‘좋아요’ 수는 전년대
비 각각 21%, 57% 증가
 여행에 대한 전체 언급량 중 관광산업 동향 키워드 점유율은 전년대비 6% 증가
 변화의 사이 속, 주목받는 New 여행 형태
 재택근무 실시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며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 호텔 재택 등 일상과
색다름을 병행할 수 있는 여행형태에 대한 관심 증가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 주는 무착륙여행 등 대체상품이 기획

자료 : “B.E.T.W.E.E.N.코로나시대관광…‘불안과기대’사이에서”,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1.01.13.).

[그림 2-20]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관광 전망(한국관광공사)

자료 : “B.E.T.W.E.E.N.코로나시대관광…‘불안과기대’사이에서”,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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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XT TRAVEL(2020-2024) 관광트렌드
❚ 관광을 둘러싼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10대 핵심 관광 트렌드를 제시
<표 2-32> 10대 핵심 관광트렌드 전망(2020-2024)
구분

내용

Next generation
여행트렌드 셔터, 뉴제너레이션 트렌드
변화






‘나’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 소비 주도
개성 및 희소성, 정체성, 재미와 경험 중시
‘혼자 하는 여행’,‘따로 또 같이 여행’ 패턴 지속
SNS 영상콘텐츠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Experiential activity
경험소비, 여행 택티비티 전성시대





현지 액티비티 여행(프로그램 인기)
경험 중심, 능동적 여행 : 프로여행러, 프로슈머
액티비티 상품 플랫폼의 성장

Xtra time&short travel
소소한 여행-소확행, 가심비, 가시비





소확행, 단기 근거리 여행 증가
여행 일상화, 사심비, 가시비 → 국내, 국외/성수기 집중 완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서 여행(스테이케이션, 호캉스)

Travel Platform business
모바일과 여행 플랫폼 비즈니스의 진화






경험 가치 중심의 여행상품 구매 증가 전망
여행 정보 생산･유통･소비･경로 변화
여행업의 탈경계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각축 전망
각 이코노미와 관광산업 일자리 변화

Tourism for all
누구나 즐기는 여행, 은퇴에서
100세까지






여행이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로 대두
구매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갖춘 뉴시니어 진화
밀레니얼 가족의 탄생 및 키즈시장의 성장
장애인, 노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요구 증가

Responsible tourism
관광시민, 여행 가치를 생각하다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여행 증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 증가
늘어나는 여행사고와 관광 안전 인식 제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및 집단지성 중요성 부각
Lot, AI 융합기술 발전을 통한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및 사용자
체감 관광 경험의 변화

Vulunerable tourism
다이내믹 방한 시장, 유동성과 다변화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인바운드 시장의 급격한 변화
중국시장의 점진적 회복 및 질적 개선요구 증가
외교갈등과 안보문제로 인한 일본시장 불안정성
아세안 지역 내 한류확산 및 관광교류 규모 확대

Expansion of sharing economy
공유, 여행공간, 이동경험을 잇다





공유 경제 비즈니스 온디앤드 경제로 이행(플랫폼 중개 알선 서비스)
숙박, 이동, 음식 등 여행의 다방면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확산
‘문화코드’가 부여된 ‘경험소비’ 중시

Life tourism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여행





일상공간의 관광지화
주인과 관광객 간의 갈등, 오버투어리즘 이슈 제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 수요 증가

AI tourism era
빅 데이터가 여는 AI관광시대

자료 : 이원희(2020.06.16.). 키워드로 보는 2020_2024 관광트렌드 NEXT TRAVEL,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 145호,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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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분석
(1) 경기도 관광객 실태2)
❚ (방문지역) (2019년 기준) 내국인 국내여행 주요 방문지는 경기도가 17.4%로 1위
￭ 2019년 기준 경기도는 국내여행 방문지 1위(17.4%), 숙박여행 방문지 2위(9.6%), 당일여행
방문지 1위(23.2%)로 조사됨
<표 2-33> 내국인 방문지역(2016-2019)
방문지역

국내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단위 : %)

1위

2위

3위

2019

경기(17.4)

강원(13.6)

경북(9.9)

2018

강원(15.4)

경기(13.5)

경남(11.2)

2017

경기(18.9)

서울(12.3)

충남(9.4)

2019

강원(19.0)

경기(9.6)

전남(9.2)

2018

강원(20.0)

전남(10.3)

경남(10.1)

2017

경기(14.1)

강원(13.2)

충남(9.0)

2019

경기(23.2)

서울(11.0)

경북(9.8)

2018

경기(18.5)

경남(11.4)

충남(10.1)

2017

경기(22.1)

서울(14.6)

충남(10.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국민여행조사3).

❚ (여행형태) ‘개별여행’(84.7%), ‘당일여행’(85.1%)
￭ (여행형태) 경기도를 방문한 내국인의 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84.7%)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단체/모임 여행’(15.1%)으로 나타남
￭ (여행기간) ‘당일 여행’이 8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일’이 9.6%, ‘3일’ 4.2%, ‘4일 이
상’이 1.1%로 나타남

2) 경기관광공사(2020)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걸쳐 경기도를 방문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3) 국민여행조사 조사명칭 변경, 국민여행실태조사(~2017)의 조사결과와 국민여행조사(2018-2019)의 조사결과는 조사방식 등의 변경
으로 인해 비교 불가, 향후 내용 수정 또는 추가시 2018, 2019년 통계자료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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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내국인 관광객 여행형태(좌) 및 여행기간(우)

자료 : 경기관광공사(2020). 2019 경기관광실태조사 참고 작성

❚ (여행정보) ‘주변인(46.5%)’을 통한 정보 수집
￭ (여행정보 수집 경로)내국인의 여행 정보 수집 경로는 ‘주변인’(46.5%), ‘인터넷 사이
트’(44.2%), 과거 방문경험(3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행과정) ‘자가용’(67.4%)을 타고, ‘놀이공원/테마파크’(42.8%)를 이용
￭ (이용 교통수단)경기도 여행에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67.4%), ‘전세/관광버
스’(11.7%), ‘지하철/전철’(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행활동)여행 활동을 살펴보면, ‘놀이공원/테마파크’(42.8%), ‘강/바다/산/호수’(31.7%),
‘맛집 체험’(27.9%), ‘지역 음식 체험’(27.2%), ‘공원/수목원 /휴양림’(2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시하고 싶은 활동)다시 하고 싶은 활동은 ‘놀이공원/테마파크(36.6%), ’강/바다/산/호수(27.4%),
‘맛집체험(16.9%)’, ‘공원/수목원/휴양림(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2] 내국인 관광객 교통수단(좌) 및 활동(우)

자료 : 경기관광공사(2020). 2019 경기관광실태조사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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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전후 경기도 시군별 관광객 유동인구 및 관광소비 변동
① 관광인구
❚ 경기도 시군별 관광객 유동인구는 이동통신 기지국 기반 LTE 데이터를 활용
￭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Data Lab)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의 방문자
수 추정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관광인구 추세를 파악함
•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방문자”를 일상생활권(거주, 통근, 통학 등)을 벗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장소(분석대상 공간)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으로 정의함
• 이를 위해 KT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방문객 수를 추정함
• 다만, 방문자 수 추정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자 수는 절대값이 아니라 추세분석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관광객 유동인구 중 외지인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현지인은 소폭 증가
￭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수준에서 관광객 유동인구 중 외지인은 2,033,733,739명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함
￭ 다만, 현지인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8.7% 증가한 548,938,292명임
￭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명소들이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도 멀리 떠나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패턴으로 변화되면서 외지인은 감소하고, 현지인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이후 외지인은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남양주시 등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외 시군은 대부분 감소
￭ 시군별 외지인 유동인구 변화율은 하남시가 전년대비 6.2% 증가하여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가평군(5.8%), 연천군(5.6%), 구리시(4.6%), 안성시(3.5%), 남양주시(2.3%),
포천시(1.8%), 양평군(1.6%), 김포시(1.2%), 파주시(1%), 광주시(0.7%) 순임
￭ 하지만 과천시는 전년대비 20.9% 감소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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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는 전년대비 10.9% 감소하여 경기도 전체 수준의 감소율보다는 다소 낮은 편임
❚ 코로나19 이후 현지인은 경기도 전체 시군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하남시가 가장 높음
￭ 시군별 현지인 유동인구 변화율은 하남시가 전년대비 19.7% 증가하여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의왕시(5.8%), 김포시(5.6%), 화성시(4.6%), 연천군(3.5%), 구리시(2.3%),
양평군(1.8%), 포천시(1.6%) 순이며, 광명시가 2.8%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군포시는 전년대비 9.3% 증가하여 경기도 전체 수준의 증가율(8.7%)과 비슷함

[그림 2-23] 2020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관광객 유동인구 전년대비 변화율

(단위 : %)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통계치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② 관광소비
❚ 코로나19 이후 시군별 관광소비는 안양시, 포천시, 여주시 등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시군은 대

부분 감소
￭ 시군별 관광소비 변화율은 안양시가 전년대비 35.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과천시는 전년대비 30% 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임
• 군포시는 -17.7%로 나타나 과천시(-30%), 수원시(-23.1%), 부천시(-20.6%)에 이어 경기도
시군 중 네 번째로 낮았음
￭ 경기도 전체 관광소비액 중 식음료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군포시도
관광소비액 중 식음료 부문의 소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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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2020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관광소비 전년대비 변화 및 변화율

(단위 : 백만 원, %)

자료 : KT빅사이트. “https://bigsight.kt.com/” 통계치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3) 군포시 관광객 유동인구 현황
❚ 군포시 관광객은 최근 외지인에 비해 현지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군포시 관광객 유동인구는 2019년 이후 현지인이 외지인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외지인은 2020년 2,372만 명으로 2018년(2,484만 명)에 비해 4.5% 감소함
• 현지인은 2018년 815만 명에서 2019년 4,593만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5,000만 명을 돌파함

[그림 2-25] 군포시 내국인 관광객 유동인구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통계치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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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내 관광목적지는 주변 지역(안산, 안양 등)에 비해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관광목적지 유형 중에는 식음료 외에 자연관광지 비율이 다소 높은 편
￭ 군포시는 관광목적지 검색 건수 중가율이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임
• 경기도는 2019년 기준 5,140만 건으로 나타나 2018년(3,675만 건)에 비해 39.9%
증가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에 비해 14.5% 증가하는데 그침
• 군포시는 2019년, 전년대비 41.5% 증가하여 경기도 증가율을 약간 상회함
￭ 군포시는 주변 지역에 비해 관광목적지 검색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2020년 기준 군포시는 38만 건으로 나타나 주변에 위치한 안산시(192만), 안양시(116만),
의왕시(81만)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즉 군포시 내 관광목적지로의 차량 이동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됨

[그림 2-26] 경기도 내 관광목적지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단위 : 천건)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통계치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 군포시는 자연관광지를 찾는 차량이용객 비중이 다소 높은 편
• 2020년 기준 군포시의 관광목적지 유형별 비율을 집계하면 식음료가 5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자연관광지(12.4%), 쇼핑(10.6%) 순임
• 군포시는 내비게이션 검색 관광목적지 유형 중 자연관광지 비율이 경기도(5.4%)에 비해
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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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2020년 군포시 내 관광목적지 유형별 내비게이션 검색 비율

(단위 : %)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통계치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4)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현황
❚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동인구(외지인)
￭ 최근 3년간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동인구(외지인)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외지인은
10월에 가장 많이 방문했으며, 2월에 가장 적은 편임

<표 2-34>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동인구(외지인) 월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단위 : 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201,264 205,702 278,709 251,885 299,299 270,431 162,323 262,381 331,989 318,493 266,777 243,467

2019년

230,664 220,847 363,626 260,334 306,033 303,394 316,337 356,720 347,998 341,929 338,646 243,366

2020년

249,687 209,797 260,995 290,136 326,620 277,662 284,960 230,489 298,687 340,676 252,725 211,057

평균

227,205 212,115 301,110 267,452 310,651 283,829 254,540 283,197 326,225 333,699 286,049 232,630

자료 : KT빅사이트. “https://bigsight.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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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동인구(외지인) 월별 현황

(단위 : 천명)

❚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동인구(현지인)
￭ 현지인은 평균적으로 5월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월별 차이가 크지 않음
<표 2-35>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동인구(현지인) 월별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단위 : 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538,251 517,227 602,049 508,158 713,832 646,191 620,428 580,549 638,967 655,113 630,077 621,436

2019년

597,961 492,853 669,641 577,563 620,232 595,259 560,875 593,030 539,252 561,953 606,015 594,430

2020년

585,540 549,084 625,793 638,614 680,110 680,736 712,730 650,878 724,798 724,976 644,686 604,604

자료 : KT빅사이트. “https://bigsight.kt.com/”.

[그림 2-29] 수리산 도립공원 관광객 유동인구(현지인) 월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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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분석
❚ SWOT분석을 통해 제시된 수리산 일원의 개발전략은 다음과 같음
￭ (S･O전략) 수리산의 강점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 및 모험시설, 캠핑장, 액티비티
거점을 개발함으로써 신규 방문객 유치 확대
￭ (W･O전략) 수리산 일원의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체험콘텐
츠를 강화하고, 명소화 전략 및 장소마케팅으로 수리산 인지도 개선
￭ (S･T전략) 수리산 주변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관리기업 운영 지원과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 및 디지털 혁신 구현
￭ (W･T전략) 부족한 편의시설, 주차장, 관광안내시설 등을 확충하고,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
여 전반적인 탐방환경 개선

[그림 2-30] SWO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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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객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설계
￭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관광행태 및 인식조사를 위해 2021년 6월29일부터 30일까지 수리산
방문경험이 있는 수도권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4)
• 본 조사는 95%의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는 ±4.38%P임
• 표본구성은 수리산 입지를 고려하여 군포/안양/안산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군포/안양/안산
외 경기지역, 서울, 인천) 거주자를 5:5 비율로 구성함
<표 3-1>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목적

수도권 관광객의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진단

조사대상

최근 3년 내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수도권 시민

표본크기

500개

조사방법

모바일조사(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응답수집)

조사기간

2021년 6월

❚ 설문지 구성
￭ 설문지 문항은 ① 수리산 도립공원 이용특성, ②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동기, ③ 수리산 도립공
원 선택속성, ④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객 사후태도(만족도 및 재방문의도), ⑤ 응답자의 인구통

4) 모바일 설문조사 기관 ‘오픈서베이(opensurvey)’ 패널 회원 중 “귀하께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수리산 도립공원에 1회 이상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설문조사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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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함
•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이용특성은 명목척도, 그 외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함

<표 3-2> 설문지 구성
설문항목(문항수)

주요 설문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구원수, 자녀수,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7)

이용특성
(17)

방문횟수, 정기적/비정기적 방문 여부, 방문주기, 교통수단, 주차장소, 전
철역, 이동시간, 방문목적, 등산빈도, 동반자, 이용시설, 이용시간, 정보원
천, 주변 관광명소, 소비지출금액, 개선의견, 방문 시간대

척도

명목척도

명목척도

방문동기(14)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심리적 안정, 체험성, 일상생활의 변화

5점 리커트 척도

선택속성(13)

자연친화적 환경, 부대시설 및 즐길거리, 접근성

5점 리커트 척도

사후태도(7)

만족도, 재방문의도

5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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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① 성별 ② 연령대 ③ 직업 ④ 지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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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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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특성 분석결과
❚ (정기적 방문여부) 비정기적 방문이 많은 편이지만 군포시민은 정기적 방문이 많은 편
￭ ‘수리산 도립공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가’라는 질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편이 아니다’가
70.2%로 더 높았으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29.8%로 나타남
￭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군포시의 ‘정기적 방문’의 비율이 61.3%로 나타나 다른 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양시(32.1%)’, ‘안산시(22.5%)’ 순임
<표 3-3> 정기적 방문여부

(단위 : %)

구분
(N=500명)

총구성비
(%)

순위

비정기적 방문

70.2

정기적 방문

29.8

거주지역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기타 경기

서울

인천

1

38.8

67.9

77.5

80.0

80.0

85.7

2

61.3

32.1

22.5

20.0

25.0

14.3

❚ (방문주기) 정기적으로 방문 시 ‘1개월에 1번 정도’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수리산 도립공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응답자(N=149명)를 대상으로 방문주기를 조사한 결
과 ‘1개월에 1번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1.5%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1주일에 1~2번(16.1%)’, ‘2주일에 1번 정도(14.8%)’, ‘2개월에 1번
정도(14.1%)’, ‘3개월에 1번 이하(8.1%)’ 등의 순임
[그림 3-2] 방문주기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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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기적 방문횟수)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2~5번’ 정도 방문
￭ 최근 3년 이내 수리산 도립공원을 방문한 횟수는 ‘2~5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번(25.1%)’, ‘10번 이상(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방문횟수

(단위 : %)

❚ (방문목적) 수리산 도립공원 주요 방문목적은 ‘등산’, ‘가벼운 산책’, ‘휴식/휴양’ 순
￭ 방문목적은 ‘등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벼운 산책
(55.2%)’, ‘휴식/휴양(47.4%)’, ‘자연관찰/학습(16.6%)’, ‘문화유적 탐방(6.8%)’, ‘캠핑
(5.4%)’, ‘레저스포츠(4.4%)’, ‘기타(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방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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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빈도) 방문목적이 ‘등산’인 응답자는 평소 ‘1개월에 하루 정도’ 등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목적을 등산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평소 ‘1개월에 1일 정도’ 등산하는
비율이 25.2%로 가장 높은 편임
• 다음으로 ‘2주일에 1일 정도(20.2%)’, ‘1주일에 1~2일 정도(17.8%)‘, ‘3개월에 1일
이하(17.3%)‘, ‘3주일에 1일 정도(6.4%)’, ‘2개월에 1일 정도(6.4%)’ 등의 순임
[그림 3-5] 평소 등산 활동 빈도

(단위 : %)

❚ (정보원천) 수리산 도립공원에 관한 최초 정보는 ‘주변사람의 소개’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수리산 도립공원에 관한 정보는 최초 ‘주변사람의 소개’로 얻는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27.4%)’, ‘기타(11.0%)’, ‘관광홍보물(9.2%)’, ‘언론매체(7.8%)’,
‘SNS(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정보원천(중복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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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 유형) 수리산 도립공원은 주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편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동반자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연인(26.4%)’, ‘혼자(10.0%)’, ‘단체/모임(5.8%)’, ‘직장동료(4.4%)’, ‘친척
(0.6%)’, ‘기타(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과 20대는 ‘친구/연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3-7] 동반자 유형

(단위 : %)

<표 3-4> 연령대별 동반자 유형

(단위 : %)

연령대
구분
(N=500명)

66

20대
(N=75명)

30대
(N=85명)

40대
(N=111명)

50대
(N=145명)

60대 이상
(N=84명)

가족

56.0

60.0

61.3

49.7

35.7

친구/연인

34.7

18.8

15.3

29.0

36.9

혼자

8.0

10.6

14.4

9.0

7.1

단체/모임

1.3

2.4

2.7

8.3

13.1

직장동료

-

7.1

6.3

3.4

4.8

친척

-

-

-

0.7

2.4

기타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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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시간) 수리산 도립공원까지의 이동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거주지에서 수리산 도립공원까지의 이동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15분~30분 미만(21.8%)’으로 나타남
[그림 3-8] 거주지에서 이동하는데 걸린 소요시간

(단위 : %)

❚ (교통수단)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자가용, 전철, 도보 순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철(28.8%)’, ‘도보(13.8%)’, ‘버스(7.4%)’, ‘자전거(1.2%)’,
‘택시(0.6%)’, ‘기타(0.4%)’, ‘개인형 이동장치(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전철(42.9%)’이 타 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9]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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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령대별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
구분
(N=500명)

(단위 : %)

연령대
20대
(N=75명)

30대
(N=85명)

40대
(N=111명)

50대
(N=145명)

60대 이상
(N=84명)

자가용

48.0

43.5

53.2

50.3

39.3

전철

25.3

32.9

21.6

25.5

42.9

도보

16.0

12.9

18.9

13.8

6.0

버스

10.7

7.1

3.6

8.3

8.3

자전거

-

1.2

1.8

0.7

2.4

택시

-

1.2

0.9

0.7

-

기타

-

-

-

0.7

1.2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등)

-

1.2

-

-

-

❚ (주차장 및 전철역) 자가용 이용 시 ‘수리산 도립공원 내 주차장’을, 전철 이용 시 주로 ‘수리산

역(4호선)’ 이용
￭ 자가용 이용 시 주차(N=238)는 ‘수리산 도립공원 내 주차장(65.1%)’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 마을이나 도로변(32.4%)’, ‘(외부)공영주차장(26.1%)’, ‘(외부)민영
주차장(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철 이용 시 도착역(N=144)은 ‘수리산역(4호선)(83.3%)’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그 다
음 ‘산본역(4호선)(18.8%)’, ‘안양역(1호선)(10.4%)’, ‘대야미역(4호선)(6.3%)’ 등의 순임
[그림 3-10] 자가용 이용 시 주차장소(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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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전철 이용 시 도착역(중복응답)

(단위 : %)

❚ (주 이용시설)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주로 이용한 시설은 ‘등산로’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주로 이용한 시설로 ‘등산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91.0%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 ‘수리산 산림욕장(55.2%)’, ‘휴게시설(51.2%)’, ‘운동시설(36.2%)’, ‘숲속
놀이터(26.6%)’, ‘탐방안내소(22.8%)’, ‘임도(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응답자는 ‘수리산 산림욕장(64.9%)’이, 20대는 ‘운동시설(50.7%)’이
타 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주로 이용한 시설(중복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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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연령대별 주로 이용한 시설(중복응답)
구분
(N=500명)

(단위 : %)

연령대
20대
(N=75명)

30대
(N=85명)

40대
(N=111명)

50대
(N=145명)

60대 이상
(N=84명)

등산로

89.3

89.4

89.2

94.5

90.5

수리산 산림욕장

49.3

41.2

64.9

58.6

56.0

휴게 시설

52.0

52.9

52.3

55.9

39.3

운동 시설

50.7

36.5

34.2

33.8

29.8

숲 속 놀이터

28.0

30.6

36.9

21.4

16.7

탐방 안내소

25.3

15.3

24.3

24.8

22.6

임도

16.0

16.5

17.1

28.3

28.6

자연 학습장

16.0

18.8

17.1

24.1

19.0

❚ (평균 이용시간) 1회 방문 시 평균 이용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편
￭ 수리산 도립공원 1회 방문 시 평균 이용시간에 대해 ‘2~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24.6%)’, ‘3~4시간 미만(22.6%)’,
‘4~5시간 미만(6.6%)’, ‘5시간 이상(3.2%)’, ‘1시간 이하(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은 ‘3~4시간 미만(32.1%)’이 타 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평균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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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연령대별 평균 이용시간
구분
(N=500명)

(단위 : %)

연령대
20대
(N=75명)

30대
(N=85명)

40대
(N=111명)

50대
(N=145명)

60대 이상
(N=84명)

2~3시간 미만

49.3

40

39.6

37.9

40.5

1~2시간 미만

22.7

27.1

24.3

27.6

19

3~4시간 미만

18.7

23.5

23.4

17.9

32.1

4~5시간 미만

-

5.9

7.2

10.3

6

5시간 이상

2.7

1.2

4.5

4.1

2.4

1시간 이하

6.7

2.4

0.9

2.1

-

❚ (주변 관광명소)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가장 많이 이용한 주변 관광명소는 ‘반월호수’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이용한 주변 관광명소에 대해 ‘반월호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막골생태공월(50.2%)’, ‘수리사(48.6%)’, ‘갈치 호수
(37.0%)’, ‘덕고개당숲(24.8%)’, ‘주변 관광명소 이용한 적 없음(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초막골생태공원(60.4%)’이, 50대는 ‘수리사(57.9%)’가 타
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대는

‘수리사(30.7%)’,

‘갈치호수(24.0%)’,

‘덕고개당숲(16.0%)’이,

30대는

‘덕고개당숲(16.5%)’이, 60대 이상은 ‘반월호수(46.4%)’가 타 집단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주변 관광명소(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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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연령대별 주변 관광명소(중복응답)
구분
(N=500명)
반월 호수
초막골 생태 공원
수리사
갈치 호수
덕고개당숲
주변 관광명소 이용한
적 없음
기타

(단위 : %)

20대
(N=75명)
60.0
50.7
30.7
24.0
16.0

30대
(N=85명)
62.4
41.2
43.5
29.4
16.5

연령대
40대
(N=111명)
60.4
60.4
53.2
42.3
27.0

50대
(N=145명)
64.8
50.3
57.9
44.8
27.6

60대 이상
(N=84명)
46.4
45.2
47.6
35.7
33.3

20.0

21.2

9.0

17.9

22.6

-

1.2

-

-

2.4

❚ (소비지출금액) 수리산 도립공원 이용 시 평균 소비 지출금액은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편
￭ 수리산 도립공원 이용 시 평균 소비 지출금액이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3만원 이상~5만원 미만(21.6%)’, ‘소비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13.2%)’, ‘5만
원 이상~10만원 미만(12.2%)’,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1.8%)’, ‘15만원 이상(1.0%)’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3만원 미만(65.3%)’이, 30대 응답자는 ‘소비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24.7%)’가 타 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평균 소비 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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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연령대별 평균 소비 지출금액

(단위 : %)

연령대
구분
(N=500명)

20대
(N=75명)

30대
(N=85명)

40대
(N=111명)

50대
(N=145명)

60대 이상
(N=84명)

3만원 미만

65.3

41.2

46.8

49.7

51.2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12.0

21.2

22.5

22.1

28.6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6.7

10.6

16.2

15.9

7.1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

2.7

1.2

2.7

0.7

2.4

15만원 이상

1.3

1.2

1.8

0.7

-

소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

12.0

24.7

9.9

11.0

10.7

❚ (방문 시 선호시간) 수리산 도립공원 재방문 시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는 ‘아침 9시-12시’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선호하는 시간대로 ‘아침 9시~12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62.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침 7시~9시(14.2%)’, ‘오후 12시~3시(13.6%)’, ‘오후 3시~6
시(8.8%)’, ‘오후 6시 이후(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오후 3시~6시(18.7%)’가 타 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 방문시 선호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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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연령대별 방문 시 선호시간대

(단위 : %)

연령대
구분
(N=500명)

20대
(N=75명)

30대
(N=85명)

40대
(N=111명)

50대
(N=145명)

60대 이상
(N=84명)

아침 9시-12시

48.0

63.5

64.0

68.3

64.3

아침 7-9시

13.3

8.2

18.9

14.5

14.3

오후 12시-3시

20.0

17.6

6.3

10.3

19.0

오후 3시-6시

18.7

9.4

9.9

6.2

2.4

오후 6시 이후

-

1.2

0.9

0.7

-

❚ (개선의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확충’
￭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40.8%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주차장 증설(38.4%)’, ‘진입로 및 탐방로 정비(34.6%)’, ’교통편 개선(26.0%)’,
‘숲 치유시설 조성(24.0%)’, ‘홍보 및 마케팅 확대(20.6%)’, ‘CCTV 설치 확대(19.2%)’, ‘체험
프로그램 확대(18.8%)’, ‘안내판 설치 확대(18.4%)’, ‘식음료시설 설치(17.2%)’ 등의 순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자녀 놀이시설 조성 확대(17.1%)’가, 50대는 ‘주차장
증설(47.6%)’이, 60대 이상은 ‘숲 치유시설 조성(36.9%)’, ‘안내판 설치 확대(27.4%)’가,
타 집단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1~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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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연령대별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1~3순위)

(단위 : %)

연령대
구분
(N=500명)

20대
(N=75명)

30대
(N=85명)

40대
(N=111명)

50대
(N=145명)

60대 이상
(N=84명)

편의시설 확충

33.3

42.4

36.0

46.9

41.7

주차장 증설

28.0

34.1

40.5

47.6

33.3

진입로 및 탐방로 정비

30.7

32.9

37.8

35.9

33.3

교통편

28.0

25.9

23.4

22.8

33.3

숲 치유시설 조성

24.0

15.3

17.1

26.9

36.9

홍보 및 마케팅 확대

28.0

22.4

20.7

19.3

14.3

CCTV 설치 확대

17.3

23.5

17.1

20.0

17.9

체험프로그램 확대

12.0

20.0

26.1

16.6

17.9

안내판 설치 확대

21.3

14.1

20.7

12.4

27.4

식음료시설 설치

22.7

22.4

19.8

9.0

17.9

자녀 놀이시설 조성
확대

9.3

15.3

17.1

4.1

3.6

기타

1.3

2.4

1.8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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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 분석결과
(1) 수리산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수리산 도립공원의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자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을 독립변수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분석결과, 방문동기 요인5)과 선택속성 요인6)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방문동기는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요인, 선택속성은 ‘자연친화적 환경’ 요인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리산에 대한 방문동기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휴식’, ‘체험
및 교육’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선택속성은 ‘자연친화적 환경’, ‘접근성’, ‘체험 및 부대시설’ 순으로 나타남
<표 3-12> 방문동기와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만족도)
체험 및 교육
휴식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비표준화계수
B
Std. Error
.076
.026
.221
.036
.377
.039

표준화계수
Beta
.110
.252
.390

t

Sig.

2.908
6.151
9.564

.004***
.000***
.000***

t

Sig.

2.121
13.668
6.013

.034*
.000***
.000***

주 : 1) R=.593/R²=.351/수정된 R²=.347/F=89.531
2) ***p<.001

<표 3-13> 선택속성과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만족도)
체험 및 부대시설
자연친화적 환경
접근성

B
.076
.508
.154

비표준화계수
Std. Error
.036
.037
.026

표준화계수
Beta
.085
.539
.210

주 : 1) R=.673/R²=.453/수정된 R²=.450/F136.892
2) ***p<.001, *p<.05

5) 수정된 R²=.347로 나타나 방문동기인 체험 및 교육, 휴식,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이 만족도를 3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수정된 R²=.45로 나타나 선택속성인 체험 및 부대시설, 자연친화적 환경, 접근성이 만족도를 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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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산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동기 중 ‘체험 및 교육’ 요인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수리산 도립공원의 방문동기와 선택속성이 재방문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방문동기 및 선택속성을 독립변수로, 재방문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분석결과, 방문동기 중 ‘휴식’,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체험 및 교육’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7)
• 또한, 선택속성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8) ‘체험 및 부대시설’
요인은 비표준화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재방문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 방문동기는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요인, 선택속성은 ‘자연친화적 환경’ 요인이 재방문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방문동기의 경우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휴식’ 순이며, 선택
속성은 ‘자연친화적 환경’, ‘접근성’, ‘체험 및 부대시설’ 순으로 나타남

<표 3-14> 방문동기와 재방문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방문의도)
체험 및 교육
휴식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비표준화계수
B
Std. Error
-.061
.031
.244
.042
.441
.047

표준화계수
Beta
-.077
.247
.404

t

Sig.

-1.955
5.762
9.477

.051
.000***
.000***

t

Sig.

-2.118
12.268
6.507

.035*
.000***
.000***

주 : 1) R=.542/R²=.294/수정된 R²=.290/F=68.794
2) ***p<.001

<표 3-15> 선택속성과 재방문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재방문의도)
체험 및 부대시설
자연친화적 환경
접근성

비표준화계수
B
Std. Error
-.094
.044
.565
.046
.206
.032

표준화계수
Beta
-.093
.529
.248

주 : 1) R=.587/R²=.345/수정된 R²=.341/F=87.060
2) ***p<.001, *p<.05

7) 수정된 R²=.29로 나타나 방문동기인 휴식,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이 재방문의도를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8) 수정된 R²=.341로 나타나 선택속성인 체험 및 부대시설, 자연친화적 환경, 접근성이 재방문의도를 3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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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이용특성) 수리산 도립공원은 군포시 주변 지역 방문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편의시설 확충과 인지도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확대가 필요
￭ 수리산 방문객의 주 교통수단은 ‘자가용’, ‘전철’, ‘도보’ 순임
￭ 평균 소비 지출금액은 ‘3만원 미만’이 가장 많으며,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는 ‘아침 9시-12시’
￭ 수리산에 관한 최초 정보 수집은 ‘주변사람의 소개’가 가장 많음
￭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확충’이
며, 40대는 자녀 놀이시설 조성 확대, 50대는 주차장 증설, 60대 이상은 홍보 및 마케팅 확대가
가장 높은 편임
❚ (만족도 영향요인) 방문객이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의 동기가 높을수록,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

연친화적 환경’ 속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방문동기) 방문객의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동기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선택속성)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환경’ 속성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재방문의도 영향요인) 방문객이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의 동기가 높을수록,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환경’ 속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방문동기) 방문객의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 동기가 재방문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다만, ‘체험 및 교육’ 동기는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선택속성)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친화적 환경’ 속성이 재방문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다만, ‘체험 및 부대시설’ 속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체험’을 위해 수리산 도립공원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곳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낮은 편
￭ 수리산 산림욕장, 초막골생태공원 등에서 산림･생태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체험프로그램의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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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설문조사
1) 배경 및 필요성
❚ 군포시는 수리산 자원 활용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제를 검토 및 추진 중
￭ 수리산의 자연과 주변의 다양한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리산
을 군포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에서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와 관련된 시정 방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함
❚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 반영 필요
￭ 많은 사업추진 주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군포시의 역량과 추진 여건,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
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9)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함
• AHP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비율척도로 평가함으로써 측정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항목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음

2)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평가를 목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 추진과제(안)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2021년 9월 5일부
터 10월 8일까지 전문가 및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표본은 문화･관광 분야 경력 5년 이상 박사급 전문가 15명과 공무원 15명임

9)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의사결정요인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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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는 문화･관광 관련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 연구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포함됨
• 실무자는 수리산 문화･관광 관련 추진과제를 인지하고 있는 군포시 공무원으로 구성함
￭ 설문 대상자들에게는 서면으로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AHP 평가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 조사에 응답하도록 함
￭ AHP 분석은 MS EXCEL 201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SPSS 28.0을 이용함
<표 3-16> 전문가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목적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

조사대상

문화･관광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및 실무자

표본크기

30개

조사방법

서면 설문조사

조사기간

2021년 9월~10월

3) 평가항목 선정 및 계층구조
❚ 군포시 주요 추진과제10)에 대한 계층구조를 인프라 확충, 콘텐츠 육성, 시민참여 유도, 편의개선

등 4개의 대항목, 1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11)
￭ 인프라 확충은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반월호수
복합레저타운 조성, 초막골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 등 4개 하위항목으로 구성함
•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 수리산 도립공원 내 복합캠핑장, 특화전시관 및
자생식물원, 산림욕장 원두막 쉼터 등 조성
•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 수리산 도립공원 내 네트 어드벤처, 트리 클라이밍 등
자연친화적 놀이시설 설치하여 자연형 여가공간 제공
• 반월호수 복합레저타운 조성 : 반월호수 일원에 오리보트, 카약, 짚라인 등 레저시설을

10) 군포시 내부자료를 참조함.
11)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0.1 이내이면 합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AHP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0.2까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0.2 이내로 나타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허용 가능 범위
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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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 반월천 힐링로드 및 음악분수, 푸드트럭 존 조성
• 초막골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 : 초막골생태공원 내 가족 단위 트리하우스 제작 및 체험
활동 지원, 상설 야외 물놀이터 조성함
￭ 콘텐츠 육성은 숲 해설･치유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역사문화 프로그
램 운영, 축제 및 이벤트 강화 등 4개 하위항목으로 구성
• 숲 해설･치유 프로그램 운영 : 전문지도사 주관으로 숲 해설 트레킹 및 숲 치유 강좌,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리산 생태자원을 활용한 어린이 환경학교(보육시설,
초등학교 연계), 수리산 산림욕장 내 숲 학교놀이터 운영
•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 수리사 템플스테이 시설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수리산 일대 고택,
유적 등을 활용한 조선 양반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축제 및 이벤트 강화 : 수리산 도립공원 내 이벤트존 조성, 반딧불이 축제, 반월호수･빛
축제, 수리사 산사음악회 등 개최
￭ 시민참여 유도는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수리산 마을관리기업 운영,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 자원봉사 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 등 4개 하위항목으로 구성함
•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 가족농장, 도시농부학교 등을 연계한 속달 자연체험마을 운영,
바람고개 낭만 벽화마을 조성
• 수리산 마을관리기업 운영 : 수리산 주변 거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을 관리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 : 수리산의 생태를 보전·관리하는 시민참여형 봉사조직 구성하여,
수리산 자연정화 및 유해생물 퇴치 작업과 등산로 주변 시설물 관리 신고 및 탈위법행위
계도 활동
• 자원봉사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 : 수리산 환경정화, 생태보전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마을기업 등)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 추진
￭ 편의 개선에는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대야미마을 생태순환셔
틀 운영,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등 4개 하위항목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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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 : 수리산 도립공원 내 무장애 산책로 조성, 수리산 탐방지원센터 및
카페 운영
•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 수리산-반월호수 일원의 열악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갈치호수
상부 공간에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설
• 대야미마을 생태순환셔틀 운영 : 대야미 지역의 열악한 교통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수리산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친환경버스 및 전동카트 운행
•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 수리산 일원 디지털 트윈 구축, 수리산 디지털 포털 개발
및 운영(디지털 정보 제공, 가상체험서비스 등)
[그림 3-18]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 계층구조

자료: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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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 대항목 중요도 분석결과
￭ 대항목 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 육성이 33.6%로 1순위, 인프라 확충이 25.5%로
2순위, 편의개선이 21.4%로 3순위, 시민참여 유도가 19.5%로 4순위로 나타남
<표 3-17> 대항목 중요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콘텐츠 육성
(0.336)

인프라 확충
(0.255)

편의개선
(0.214)

시민참여 유도
(0.195)

❚ 부문별 세부항목 중요도 분석결과
￭ 인프라 확충에 속하는 세부항목 중,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이 29.0%로 1순위,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이 27.5%로 2순위, ‘초막골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은 27.1%
로 3순위, ‘반월호수 복합레저타운 조성’은 16.4%로 4순위로 나타남
• ‘반월호수 복합레저타운 조성’은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초막골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18> 인프라 확충 세부항목 중요도
대항목
인프라 확충
(0.255)

세부항목

중요도

부문별 순위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0.290

1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0.275

2

초막골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

0.271

3

반월호수 복합레저타운 조성

0.164

4

￭ 콘텐츠 육성에 속하는 세부항목 중, ‘숲 해설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34.6%로 1순위,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이 30.4%로 2순위, ‘축제 및 이벤트 강화’는 21.0%로 3순위, ‘역사문
화 프로그램 운영’은 14.0%로 4순위로 나타남
•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숲 해설 치유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이벤트 강화’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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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콘텐츠 육성 세부항목 중요도
대항목
콘텐츠 육성
(0.336)

세부항목

중요도

부문별 순위

숲 해설 치유 프로그램 운영

0.346

1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0.304

2

축제 및 이벤트 강화

0.210

3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0.140

4

￭ 시민참여 유도에 속하는 세부항목 중,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이 26.3%로 1순위, ‘수리산
마을관리기업 운영’이 26.1%로 2순위, ‘자원봉사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은 24.6%로 3순위,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은 23.0%로 4순위로 나타남
•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수리산 마을관리기업 운영’이 ‘자원봉사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이나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보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차이가 크지 않음
<표 3-20> 시민참여 유도 세부항목 중요도
대항목
시민참여 유도
(0.195)

세부항목

중요도

부문별 순위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0.263

1

수리산 마을관리기업 운영

0.261

2

자원봉사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

0.246

3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

0.230

4

￭ 편의개선에 속하는 세부항목 중,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이 36.6%로 1순위,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이 29.5%로 2순위,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은 18.5%로 3순위, ‘대야
미마을 생태순환셔틀 운영’은 15.4%로 4순위로 나타남
•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의 중요도가 크게 높은 편이며,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대야미마을 생태순환셔틀 운영’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21> 편의개선 세부항목 중요도
대항목
편의개선
(0.214)

84

세부항목

중요도

부문별 순위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

0.366

1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0.295

2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0.185

3

대야미마을 생태순환셔틀 운영

0.15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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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가중치 분석결과
￭ 종합가중치는 각 항목(대항목, 세부항목)의 중요도의 곱으로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
￭ 분석결과, ‘숲 해설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1순위,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이 2순위,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이 3순위,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이 4순위로 나타나 전체
16개 항목 중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 해석됨
<표 3-22> 종합가중치 분석
대항목

인프라 확충
(0.255)

콘텐츠 육성
(0.336)

시민참여 유도
(0.195)

편의개선
(0.214)

세부항목

중요도

종합가중치

순위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0.290

0.074

4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0.275

0.070

6

반월호수 복합레저타운 조성

0.164

0.042

14

초막골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

0.271

0.069

7

숲 해설 치유프로그램 운영

0.346

0.116

1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0.304

0.102

2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0.140

0.047

12

축제 및 이벤트 강화

0.210

0.071

5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0.263

0.051

9

수리산 마을관리기업 운영

0.261

0.051

10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

0.230

0.045

13

자원봉사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

0.246

0.048

11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

0.366

0.078

3

갈치 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0.295

0.063

8

대야미마을 생태순환셔틀 운영

0.154

0.033

16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0.185

0.04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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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 종합분석
❚ 수리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생태 콘텐츠 육성 필요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객의 ‘자연감상 및 건강증진’의 동기가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즉, 수리산이 자연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심신 회복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 특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숲 해설 치유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순위로 나타나 ‘치유’와 ‘생태’를 수리산의 핵심 콘텐츠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치유’, ‘생태’ 관련 프로그램은 타 지자체에서도 다수 운영되고 있어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 또한, 관광객 설문조사에서 ‘체험 및 부대시설’ 속성이 재방문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군포시가 수리산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험
및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리산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캠핑과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 공간으로 포지셔닝
￭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의 중요도가 3순위로 나타나 벤치, 화장실, 파고
라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하고, 탐방로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설문조사에서도 수리산 방문객들은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증설’, ‘진입로 및
탐방로 정비’ 등 탐방을 위한 편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한 바 있음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이 각각 4, 6순위로 나타나 캠핑장과 숲속 모험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포시는 현재 초막골생태공원에 총 65면 규모의 캠핑장을 운영 중이며, 대상지 내 다른
장소에 신규 캠핑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수리산에 물리적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 어드벤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층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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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의견12)
❚ 수리산은 등산 목적 이외에 관광 인지도와 관광경쟁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 관광개발과 마

케팅 전략이 동시 추진이 필요한 상황
￭ 수리산 일원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과 인
지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임
• 따라서, 관광 편의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수리산의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브랜드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추진과제는 군포시의 관광 행정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가 우선
￭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시민참여 유도’가 가장 낮은 중요도로 나타나 우선순위는 낮은 편임
￭ 특히, 지역주민 역량 강화, 주민공동체 형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전문인력의 역
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확보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 관광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도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추진은 단순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
￭ 주민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속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보여왔음
￭ 따라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역량 강화사업을 충분히
이행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 제시 필요
￭ 수리산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이 주로 등산이나 산책 등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편임
• 또한, 수리산 주변에 방문객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업시설이 부족한 상태로서 방문객
체류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도 부족함

12) 전문가 서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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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리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육성하되, 방문객들이 수리산 일원에
서 좀 더 머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야 함
• 수리산과 반월호수 주변에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방문객의 시간과 영역을 확대함
• 또한, 지역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화 거리(예: 카페거리)를 조성하거나, 방문객
집중도가 높은 구간에 특정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실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들이 현재 광범위하므로 ‘선택과 집중’ 차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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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치유 콘텐츠 사례
1)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은 다양한 트레킹 코스 개발과 전문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

해 일본의 대표적인 산림치유 거점으로 자리매김
￭ 일본 조신에츠(上信越) 국립공원 내 구로히메 고원 중심부에 위치한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은
2004년 일본 최초로 ‘산림치유기지’로 지정되었으며, 건강 여행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시나노마치는 일본 나가노현과 니가타현의 경계에 위치함
• ‘치유의 숲’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방문객들은 트레킹을 통해 단순히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레킹 전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개인에 맞는 치유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
￭ 특히, 전문가와 함께 산림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음
[그림 4-1] 시나노마치 치유숲길 전경

자료 :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홈페이지. “http://iyashinomori.mai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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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은 세 가지의 메인 코스가 있으며, 나에나타키 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코

스는 초보자가 걸을 만한 거리로 구성
￭ 나에나타키 코스(Naena Waterfall Course) : 약 7㎞의 코스로 온전히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하루 코스로 종점에는 ‘나에나 폭포’가 위치하고 있음
• 낙차 55m 절벽에서 쏟아지는 ‘나에나 폭포’를 향해 걷는 깊은 산 속의 힐링 코스임
￭ 오지카이케 코스(Ojika pond Course) : 약 1.2㎞의 편안한 반나절 코스로, 사슴 연못을 선회할
수 있음
• 전설이 담긴 ‘구로히메산’을 배경으로 삼나무 숲과 연못 등을 걷는 코스로 여름밤에는
반딧불도 체험할 수 있는 ‘나이트 투어’를 운영함
￭ 조노코미치(Zou-no-komichi Course) : 약 2.5㎞의 반나절 코스로, 일본 내에서도 청정하기로
유명한 노지리호수를 바라보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구간임
• ‘코끼리의 작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조노코미치 코스는 빙하시대 코끼리 화석 발굴지를
경험할 수 있음
[그림 4-2]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코스

자료 :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홈페이지. “http://iyashinomori.mai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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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시간 이상의 마을 자체 연수를 수료한 메디컬 트레이너가 치유의 숲속으로 고객을 안내하고

면역요법 등을 진행
￭ 메디컬 트레이너는 산림요법, 아로마 테라피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돕는 사람으로, 시나노마
치 산림요법 연구회 회원, 일본 적십자사 구급법 구급원 인정자, 트레이너 배상 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임
￭ 산림 테라피 프로그램 기본 요금표는 아래와 같음
• 숙박요금 : 1박 2식 포함 11,000엔, 14,300엔, 19,800엔 3가지 유형으로 선택
•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 요금
╺ 체험자 혼자일 경우 : 반나절 10,000엔(세금포함), 하루 15,000엔(세금포함)
╺ 체험자 두 명 이상일 경우 : 반나절 15,000엔(세금포함), 하루 25,000엔(세금포함)
[그림 4-3] 시나노마치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

자료 :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홈페이지. “http://iyashinomori.main.jp/”.

❚ 지역주민과 행정조직의 공통된 의지와 상호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치유의 숲’ 운영
￭ 시나노에는 ‘산림치유 기지’를 관리하는 행정조직인 ‘치유의 숲’을 운영함
￭ 일반적인 음식점,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동화관, 숲 갤러리, 작가촌, 의료 프로그램 등 숲과
잘 어우러진 시설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방문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음
❚ 기타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노르딕, 등산, 트리클라이밍, 아로마, 역사문화 체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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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나노마치 주요 체험 프로그램
구분

내용

노르딕체험
(5월~10월)

시나노마치
체험

등산
(5월 하순~10월)





2,000엔/1명
소요시간 : 1.5시간
인원 : 2~10명



28,000엔/1명
(가이드 1인당 체험객 10명까지 인솔 가능)
 소요시간 : 7시간
 인원 : 2명 이상

트리
클라이밍®체험
(5월~11월)





5,500엔/1명(~8명), 4,500엔/1명(~20명)
소요시간 : 2시간
인원 : 3명 이상

아로마 워터
증류 체험





3,850엔/1명(재료 포함)
소요시간 : 1.5시간
인원 : 2명

아로마 테라피
크래프트





3,850엔/1명(재료 포함)
소요시간 : 1.5시간
인원 : 2명

천 뜨기 체험





1,700엔/1명(재료 포함)
소요 시간 : 1.5시간
인원 : 2~10명

염색체험





3,850엔/1명(재료 포함)
시간 : 1.5~2시간
인원 : 2명

아로마체험

시나노마치
역사문화 체험

자료 :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홈페이지. “http://iyashinomori.mai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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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산림치유원
❚ 산림치유 산업화 기반 마련, 백두대간 지역의 균형발전 모델 제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
￭ 경북 영주/예천 일대 중심시설지구에 위치하며, 산림의 치유 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산림
치유 체험, 연구, 교육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조성함
❚ 숲길은 소백산 국립공원, 묘적봉, 천부산 권역으로 연결되어 50km에 달하며, 안전하고 편안하

게 산림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 목적별로 7개의 치유숲길을 조성하여 다양한 숲길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노약자, 아동, 휠체어이용자 등 신체적 약자들을 배려하여 누구나가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경사도 8% 이하의 무장애 데크로 조성함
[그림 4-4]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숲길

자료 : 국립산림치유원. “https://daslim.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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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설은 건강증진센터, 수(水)치유센터, 산림치유문화센터, 치유정원, 장･단기 숙박시설, 치

유숲길 등을 조성
￭ 건강증진센터는 건강증진센터는 원적외선, 온열, 수압을 이용한 3가지 종류의 치유장비로 건
강증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식치유실, 아쿠아치유실 등이 있음
￭ 수(水)치유센터는 바데풀스파 및 노천탕, 수압마사지기 등의 시설과 연계한 차별화된 수치유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데풀, 열치유실, 야외풀 등이 있음
￭ 산림치유문화센터는 산림치유에 문화를 채우는 다도, 명상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설로,
명상실, 다도실 등이 있음
￭ 치유정원은 다양한 향토식물과 약용식물로 산림치유를 위한 건강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으며,
향기치유정원, 맨발치유정원, 한방체험 전시원, 음이온 치유정원 등이 있음
[그림 4-5] 국립산림치유원 주요시설

건강증진센터

수치료센터

산림치료문화센터

약초원

자료 : 국립산림치유원. “https://daslim.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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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숲치유, 건강치유 등을 운영
￭ 단체의 경우 청소년, 청년 미취업자, 일반성인, 노인, 직장인 등 대상을 구분하여 당일, 1박2
일, 2박3일로 인증/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4-2> 국립산림치유원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내용

개인

건강
치유

자율
체험

숲
치유
단체

건강
치유



숲길 산책을 하며 해먹, 탁족, 음이온 호흡 등 체험을 통해 자연 감수성을 회복
하는 프로그램
 트레킹, 해먹, 산림체조 등 숲속인자를 활용하여 심신을 이완하는 건강증진형
운동해먹
프로그램
 산림명상, 카운슬링 등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내면을 자연에 담는 정신건강 프
비움길
로그램
 데크로드에서 산림욕, 식물관찰 등 산림의 긍정적 가치를 전하는 프로그램
채움길
 숲속 온기를 담은 차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프로
온 숲
그램
 주치지구 내 숲길에서 산림욕 체조, 일광욕 등 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는
주치나들이
프로그램
 싯핏을 활용하여 신체균형을 회복하는 운동형 스트레칭 프로그램
균형운동
 탄력밴드를 활용하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형 스트레칭 프로그램
탄력운동
 통나무를 활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완형 명상 프로그램
통나무명상
 심상화 훈련과 바디스캔으로 내면을 알아차리는 이완형 명상 프로그램
마음명상
 손, 발, 귀 반사구 자극으로 혈액순환 촉진, 전신피로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
힐링마사지
프로그램
 폼롤러를 활용하여 근육이완 및 가동 범위 확대를 통한 자세교정 스트레칭
이완운동
프로그램
컬러링엽서/젠탱글아트 제공, 아침을 깨우는 웰빙운동, 숙면을 돕는 명상, 힐링 온앤오프 (장기고객
전용), 힐링로드 마음잇기 (장기고객 전용) 등
숲을 거닐다  숲 속에서 건강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감신경 안정 및 신진대사 촉진
(숲속 걷기)
프로그램
숲 에 안기다  숲의 산림인자를 활용한 신체활동과 해먹명상을 통해 편안한 휴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숲속 해먹)
숲을 마시다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숲의 편안함을 느끼며 면역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숲속 명상)
숲을 느끼다
 숲 산책을 하며 숲길과 전망대에서 산림경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숲속 휴식)
밸런스테라피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숲의 편안함을 느끼며 면역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소도구운동)
 통나무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조절 프로그램
통나무명상
탄력밴드운동  탄력밴드를 활용한 코어근육 및 신체근력 강화 프로그램
 편백나무침(카프라)를 활용한 소근육 운동으로 촉감자극 및 공동체의식 함양
편백힐링
프로그램
카프라
휴식해먹

숲
치유

비고

자료 : 국립산림치유원. “https://daslim.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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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천 치유의 숲
❚ 최근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치유(care)’ 테마를 산림자원인 ‘숲’과 연계한 국립(산림청)

산림휴양시설로서, 맞춤형 산림복지 차원에서 조성
￭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1.3ha(치유센터 494.82㎡)임
• 조성기간 : 2016~2019년 (3년간)
❚ 주요시설로 치유센터, 치유숲길, 체험시설, 건강측정실 등을 설치
￭ 치유센터 : 약선요법실, 운동요법실, 상담요법실
￭ 치유숲길 : 건강치유숲길, 음이온치유숲길, 숲내음치유숲길, 자작나무숲길
￭ 체험시설 : 약초정원, 전당대, 풍욕장, 힐링웰
￭ 건강측정실 : 체지방 측정기, 자동신장체중계, 자동혈압기, 스트레스측정기

[그림 4-6] 제천 치유의 숲길 및 주요시설

건강치유숲길

음이온치유숲길

숲 데크길

숲 체류시설

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218”;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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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운영
￭ 개인프로그램에는 숲하모니(상시형), 숲어울림(상시형), 건강치유숲테라피가 있음
￭ 단체프로그램은 명상치유숲테라피, 오감힐링숲테라피, 한방힐링숲테라피, 오색힐링숲테라피,
웃음치유숲테라피, ‘빛나는 당신 숲에서 만나요’로 구성

<표 4-3> 제천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분

개인
프로
그램

단체
프로
그램

내용(프로그램)

대상 및 비용

숲하모니(상시형)

심신회복 도모 산림치유
건강측정/한방차테라피/족욕

∙ 일반 1-10인
∙ 1시간 5,000원/인

숲어울림(상시형)

자율체험 산림치유
숲놀이, 민속놀이, 체험키트

∙ 일반 10인 이내
∙ 1시간 5,000원/인

건강치유숲테라피

산림을 통한 신체, 정신적 건강증진
내몸바로알기, 내몸바로잡기

∙ 성인 등 5-20인
∙ 1시간 10,000원/인

명상치유숲테라피

긴장 피로 완화 및 정서적 안정감
명상트래킹, 아로마테라피, 한방차테라피

∙ 경찰 등 20-40인
∙ 2시간 8,000원/인

오감힐링숲테라피

오감을 활용한 숲 힐링
활력트레킹, 힐링트레킹, 한방차테라피

∙ 청소년 등 20-40인
∙ 3시간 12,000원/인

한방힐링숲테라피

치유인자를 활용한 면역력 강화
힐링트레킹, 활인심방, 한방차테라피

오색힐링숲테라피

오색 및 산림치유를 통한 힐링
오색트레킹, 활력밴드체조, 오색컬러링

∙ 장애인 등 20-40인
∙ 3시간 12,000원/인

웃음치유숲테라피

산림과 웃음을 접목한 숲 치유
내몸바로알기/활력트레킹/숲속필라테스 등
(산림청 교육인증)

∙ 성인 등 20-40인
∙ 3시간 12,000원/인

빛나는당신숲에서
만나요

숲을 통한 심리적 회복증진
알아가기/돌아보기/나아가기

∙ 취약계층 등 20-40인
∙ 3시간 12,000원/인

∙ 자살위험군 등 20-60인
∙ 3시간 12,000원/인

자료 : 국립제천치유의 숲 블로그(https://blog.naver.com/fowi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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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제천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자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218”.

4)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 최초의 도심형 산림치유센터
￭ 산림치유센터가 위치한 힐링타운에는 나비정원, 철쭉동산, 유아 숲 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산림치유센터에는 인지행동치유실, 건강측정실, 물치유공간, 쉼공간, 안내공간, 맞이공간, 오
감치유실(식이, 향기, 문화치유공간), 새소리마당, 심신이완치유실, 어울마당 등이 있음

[그림 4-8]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전경

자료 : 노원구청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안내페이지. “https://www.nowon.kr/www/info/info1/info1_1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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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프로그램은 건강, 활력, 휴식, 평온, 가족 등 주제에 따라 구성되며, 모든 활동에는 숲 정

원 산책과 숲 스토리텔링이 포함
￭ 평일에 신체적 질환 예방 및 회복기 목표에 따른 산림치유 서비스, 심리·정신적 건강 목표에
따른 산림치유 서비스가 운영되며, 유·초등생 동반 보호자 또는 장애･휠체어 이용자 동반 시
상담이 필요함
￭ 건강을 주는 산림치유는 건강 자세 체크, 쿠룬타와 자세, 탄력밴드 체조, 황토 맨발 걷기, 약초
족욕로 구성되며, 신체활동이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함
￭ 활력을 주는 산림치유 '숲 펀치팡'은 숲 펀치 또는 숲 팡팡(트렘폴린), 숲 요가, 숲멍빛멍으로
구성되며, 산림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하거나 활력을 찾고 싶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휴식을 주는 산림치유는 숲 생태놀이, 약초족욕, 경관휴식, 향기휴식, 소리휴식으로 구성되며,
마음 건강을 원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평온을 주는 산림치유는 숲에서 찾는 평온, 씨앗명상, 편백아로마, 온열활동, 우드명상(또는
염색)으로 구성되며, 마음평온을 원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 가족과 함께 하는 산림치유는 경관휴식, 약초족욕, 황토맨발걷기, 숲멍빛멍 등으로 구성되며,
만 3세 이상 자녀 동반가족이 대상임

[그림 4-9]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체험형 프로그램

자료 : 노원구청 불암산 산림치유센터 안내페이지. “https://www.nowon.kr/www/info/info1/info1_1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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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숲 모험시설 사례
1) 미국 트리탑 : Go Ape USA
❚ 야외모험과 환경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비전으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공원과의 파

트너십(13개주 등)을 통해 실현
￭ Go Ape社가 자본 투자, 코스설계 및 구축･운영을 담당하며, 일정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
❚ 놀이시설에는 트리탑 모험(Treetop Adventure), 트리탑 여행(Treetop Journey), 도끼던지기

(Axe Throwing), 몽키 드롭(Monkey Drop) 등의 어드벤처 시설로 구성
￭ 지역마다 각 시설이용의 연령 및 신장 등 제한사항에 차이가 있음
• 트리탑 어드벤처 : 숲 캐노피를 통한 2-3시간의 셀프 가이드 투어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장애물과 짚라인 등을 경험
• 트리탑 여행 : 나무를 가로지르는 교차로, 장애물, 지상 20피트 높이의 짚라인 2개를
경험(최소연령 없음), 1시간 소요
• 도끼던지기(axe throwing) : 2개의 레인에 2개의 표적이 있으며, 사전에 강사가 도끼
던지는 방법과 안전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최소연령 10세)
• 몽키드롭 : 지면에서 40피트 떨어진 나무플랫폼에서 자유낙하 경험(최소연령 5세)

[그림 4-10] Go Ape USA 시설

Treetop Adventure

Treetop Journey

자료 : goapemedia 홈페이지. “https://goapemedia.squarespace.com/ad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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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두천 놀자숲
❚ 수도권 최대의 숲 체험시설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 2021년 5월에 개장하였으며, 동두천시는 놀자숲 관리 운영을 펀라이더(주)에 위탁하고 있음
￭ 실내와 실외, 놀이시설에 따라 이용료 차이가 있으며, 회원권도 운영하고 있음
• 동두천 시민 또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숙박 이용 시 20% 할인되며, 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입장료가 면제됨

<표 4-4> 놀자숲 이용료

실내

구분
놀자센터 이용권

이용료
30,000원

펀클라임

5,000원

실외 이용권

실외
실내･외

익스트림 슬라이드
통합 이용권

30,000원
(오픈기념특가 33% 할인
: 20,000원)
5,000원
50,000원

회원권

300,000원

기타단체

별도협의

비고
실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1회 이용권, 입체구조물 3종 택일
(드롭슬라이드, 걸어서 하늘까지, 립 오브 페이스)
실외 모든 시설 이용 가능
1회 이용권
실내 · 외 모든 시설 이용 가능
구매일로부터 6개월 간 사용 가능
타 할인과 중복 불가
학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자료 : 높자숲 홈페이지. “http://funride.kr/”.

❚ 놀자숲은 실외 어드벤처, 실내 어드벤처 등으로 구성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월별 이벤트를 기

획하고 운영
￭ 실외 어드벤처에는 하늘네트 어드벤처, 포레스트 어드벤처, 익스트림 슬라이드, 네트 플레이,
네트 쉼터, 트리 하우스, 놀자숲길, 어린이 놀이터, 포토 존 등이 있음
• 하늘네트 어드벤처 : 네트의 탄성을 이용하여 트램펄린 형식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층별 이동이 가능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포레스트 어드벤처 : 지상 1m와 6m높이에 설치된 숲속 어드벤처 모험시설로 도전정신과
창의, 투지, 모험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패밀리 리더십 체험시설임
• 익스트림 슬라이드 : 중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곡선의 원형 슬라이드 구간을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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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내려올 수 있는 시설임
￭ 네트 플레이, 네트 쉼터, 트리 하우스, 놀자숲길, 어린이 놀이터, 포토 존은 자연속에서 재미와
감동,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임
￭ 오픈이벤트, SNS공모전, 어른이 날, 조조할인, 여름휴가 이벤트, (테마) 오싹한 숲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월별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임

[그림 4-11] 동두천 놀자숲 시설

하늘네트 어드벤쳐(SKY NetAdventure)

포레스트 어드벤처(Forest Adventure)

익스트림 슬라이드(Extream Slide) 네트플레이

네트플레이

네트 쉼터

트리하우스

자료 : 높자숲 홈페이지. “http://funr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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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성계곡 어드벤처
❚ 자연경관과 어드벤처 시설을 접목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자연적인 숲과 버려진 농지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한 시설
￭ 경북 영덕 팔각산 인근의 산성계곡과 옥계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조성함

[그림 4-12] 산성계곡 생태공원 전경

자료 :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 홈페이지. “https://stay.yd.go.kr/adventure/”.

❚ 주요시설로 키즈존과 두 가지의 체험코스가 있으며, 그 외에 어린이 놀이터, 야외무대, 데크산책

로, 출렁다리 등을 설치
￭ 키즈존 :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으로, 6세 이상의 아동만 체험이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체험 가능
￭ 코스1 : 어른과 아이 모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1층 코스)
￭ 코스2 : 어드벤처 시설 2층 코스로, 코스1보다 조금 더 긴 코스에 2층 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을 둘러보며 더욱 다이내믹한 네트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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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 시설

자료 :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 홈페이지. “https://stay.yd.go.kr/adventure/”.

[그림 4-14] 산성계곡 생태공원 기타 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료 :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 홈페이지. “https://stay.yd.go.kr/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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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속캠핑장 사례
1) 국립화천숲속야영장
❚ 화천 숲속야영장은 산림청 1호 숲속야영장으로, 산림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
￭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공 침엽수림과 자연 활엽수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 숲속에서 야영하기에 좋은 조건임
￭ 총 101,162㎡의 넓은 부지에 야영시설 44면(야영데크 등)과 위생복합시설(샤워장, 취사장
등) 2개소, 목공예체험관, 산책로 등이 있음
￭ 예약방식은 선착순 예약정책, 주말 및 성수기 추첨제, 장애인 우선 예약정책 등이 있음

[그림 4-15] 국립화천숲속야영장 주요 시설

야영장 전경

야영데크

캠핑센터(위생복합시설)

목공예체험관

자료 : 국립화천숲속야영장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

❚ 주요 프로그램으로 캠핑길라잡이, 숲 교육, 숲 놀이, 숲 해설 등을 운영
￭ 이밖에도, 힐링 꽃차마시기, 오감만족 꽃차만들기, 찾아가는 문화특화, 자연의 색깔여행, 우드
버닝 문패만들기, 티매트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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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국립화천숲속야영장 숲속체험 프로그램
구분

캠핑길라잡이

숲교육, 숲놀이,
숲해설




힐링 꽃차마시기

오감만족
꽃차만들기

찾아가는
문화특화
자연의 색깔여행
숲은 우리들의
놀이터







자연의 서로
다른 아름다움

내용(프로그램)
캠핑 입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야영장
에 있는 장비로 캠핑을 해 보고 자신 또는 가족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만들고 건전하고 올바른 캠핑문화를 선도하고자 운영
하는 프로그램
숲에 사는 생명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특성을 알아가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활동으로, 4계절 숲의 변화
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숲체험 프로그램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꽃차를 우림하고 마셔보면서 다
관에서 피어나는 꽃을 감상하고 꽃차의 색, 향, 미를 즐기는 활
동으로, 만다라 그리기 또는 시 낭송, 명상 등을 곁들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숲이나 들에서 나는 산야초나 꽃을 활용하여 꽃차 전문가와 함
께 꽃차를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재료에 적합한 제다방법을 배
워서 직접 차를 만들어보고 자신이 만든 차를 우려서 맛과 향기,
모양까지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프로그램

대상 및 비용



4인이하 가족(6가족 내외)
74,000원




이용제한 없음
무료




이용제한 없음(10명이내)
3,500원




10세 이상(10명이내)
10,000원


지역사회 주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와 신청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꽃차마시기, 꽃차만들기, 우드버닝으로 문패만들
기 등의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연에서 다양한 색깔을 찾아보고 자연물을 활용하여 만다라 꾸
미기를 하거나, 만다라 도안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프로그램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나 기후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놀이
에 참여하면서 자연을 알아가고 생태적 감수성과 자연을 사랑하
는 마음을 기르는 프로그램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나무나 풀, 꽃들을 탐구하면서 각 개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찾아보고, 서로 다른 특성이 갖는 가치와 아름
다움을 발견해 봄으로써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한 편견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프로그램




이용제한 없음
꽃차마시기 3,500원, 꽃
차만들기 10,000원, 우드
버닝 5,000원
이용제한 없음(10명이내)
무료




이용제한 없음(15명 내외)
무료




이용제한 없음(15명 내외)
무료

자료 : 국립화천숲속야영장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

￭ 올바른 캠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캠핑에 대한 기초상식을 알려주고, 캠핑 입문
자들에게 장비 체험 기회를 제공함
[그림 4-16] 국립화천숲속야영장 프로그램

캠핑길라잡이 프로그램
자료 : 국립화천숲속야영장 홈페이지. “https://www.foresttr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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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주 캄파슬로우
❚ ‘자연 속에서 느리게 쉼’이라는 캠핑장의 정체성을 네이밍뿐 아니라 운영형태에도 보여줌으로써

향후 캠핑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강원도 원주시 백운산 자락에 자리한 ‘캄파슬로우’는 현재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
드형 야영장 사례임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캠핑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캠핑장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임
• 최근 급격한 캠핑족의 증가와 ‘차박’과 ‘카라반’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지 캠핑사이트의
폐쇄와 단속으로 인해 정식 캠핑장 예약이 어려운 실정임
￭ 캠핑장 내에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느린 책방(북카페), 우즈 굿즈(기념품점), 솔트바(소금체험
관), 캄스의 텃밭(공동텃밭) 등 캠핑이용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그림 4-17] 원주 캄파슬로우 주요 시설

느린 책방

우즈 굿즈

솔트바

느린 책방 시설

자료 : 캄파슬로우 홈페이지. “https://campaslow2014.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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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캄파슬로우는 ‘자연과 좀 더 가깝게’, ‘사람들과는 조금 더 떨어진다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숲 테마형 캠핑장의 특성을 보유
￭ 원주 캄파슬로우는 7개의 캠핑(데크)사이트, 6개의 글램핑 사이트, 2개의 파쇄석 사이트로 이
루어진 소규모 캠핑장임
￭ 숲 공간에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 숲과 계곡 등과 가까운 공간배치로 타 캠핑장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이용료(8만원/1일)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약률을 보임
• 대부분 캠핑장들이 ‘캠핑사이트’ 제공이라는 면에만 집중하면서 밀집도가 높은 실정이지만,
캄파슬로우는 자연에는 더욱 가까우면서 사이트 간 간격은 넓은 편임
•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를 선호하는 캠퍼들의 트렌드에 맞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캠핑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음
￭ 캠핑이 ‘숙박’이라는 본연의 활동보다 ‘색다른 감성과 즐길거리’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
는 전환점에서 원주 캄파슬로우는 테마형 캠핑장의 하나로서 가능성을 나타냄
• 단순한 캠핑사이트 제공을 넘어 북카페, 소금체험관 등의 차별화된 부대시설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캠핑 활동을 넘어서는 만족감을 전달함
• 국내 다수의 캠핑장들이 아이들을 위한 트램폴린 시설 또는 물놀이장을 주요 부대
활동시설로 조성하는 것과 다르게 캠핑 감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그림 4-18] 원주 캄파슬로우 전경

자료 : 캄파슬로우 홈페이지. “https://campaslow2014.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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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사이트와 더불어 트리하우스 등 이색숙소의 조성으로 다양한 고객층에 소구하고 있으며,

‘자연 속에서 휴식’이라는 여행의 본질에 충실한 사례
￭ 원주 캄파슬로가 시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캠핑사이트 제공 외에 테마형 숙박시설(이색숙소)
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임
• 트리하우스, 호빗하우스, 글램핑 등 이색적이면서도 색다른 감성 요인을 더한 테마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높은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약률을 보이는 편임
￭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치유’라는 주제의 접근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역 내 숲을 활용하
여 체류 공간을 조성하는데 참고할 만한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캠핑장의 경우, 수익성을 위해 밀집도가 높거나
자연환경과 동떨어진 시설 운영 등으로 자연친화적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 곳이 많음
• 방문객들이 ‘쉼’과 ‘일상 속에서 찾는 여유’를 해당 공간에서 소비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잠재소비자의 욕구에 대해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임

[그림 4-19] 원주 캄파슬로우 글램핑 사이트

자료 : 캄파슬로우 홈페이지. “https://campaslow2014.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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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및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본 연구에서는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정책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
￭ 비전 : “머무르고 싶은 도심 속 청정 산림휴양의 중심, 수리산”
￭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둘째, 차별화된 브랜
드 구축, 셋째, 시민참여 확대 및 연결성 강화로 수립함
￭ 추진과제는 문화관광 거점 조성, 특화 콘텐츠 개발, 운영기반 강화 및 공간 연계로 구분함
• 설문조사(관광객 및 전문가) 및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3개의 핵심
추진과제와 9개의 전략 추진과제를 선정함

[그림 5-1]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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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추진과제
1) 테마형 숲속캠핑장 조성
❚ 사업배경 및 목적
￭ 국내 캠핑인구는 2019년 기준 6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캠핑산업 규모도 2016년부터 매년
30%씩 성장해 2021년에는 4조 원대 규모로 성장함
￭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자연 속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가까운 곳으로 짧게 자주
떠나는 형태로 여행패턴이 변화하면서 ‘도시 근교형 캠핑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사업여건분석
￭ 수리산은 수도권 접근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시 근교형 캠핑장 입지로는 최적
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수리산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매쟁이골은 교통 여건이 불리한 지역임
￭ 군포시는 초막골생태공원에 총 65면 규모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산 매쟁이골 지역
에 추가로 캠핑장 조성(50면)을 계획하고 있음(군포시 내부자료 참조)
•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이 인프라 조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로 나타나 추진 근거가 명확함
❚ 사업내용
￭ (컨셉) 수리산의 랜드마크 시설로서 아웃도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숲속캠핑장으로 조성
• 단순히 캠핑사이트를 제공하는 획일화된 형태가 아니라 도시 근교에서도 캠핑의 자유로움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캠핑명소로 조성함
￭ (상품구성) 일반 캠핑, 글램핑, 이색숙소 등 다양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구성 계획
• 캠핑사이트(30면), 글램핑존(10개동), 에어스트림(AIRSTREAM)존13)(5개동)으로 구성함
• 또한, 이색숙소(버블텐트, 컨테이너 하우스, 캐빈하우스 등) 5개동을 조성함

13) 1960~70년대 빈티지 카라반의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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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이색 감성숙소 사례

버블텐트 사례

컨테이너 하우스 사례

자료 : 버블텐트 오스트레일리아. “https://bubbletentaustralia.com/”; poteet 건축, “https://www.poteetarchitects.com/”.

￭ (시설계획) 기존 캠핑장의 시설배치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배치계획을 적용
• 수시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중앙광장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함
•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캠핑사이트와 에어스트림을 배치하되 글램핑존과 이색 감성숙소는
외곽지역에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연출함
• 체크인센터와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주변에 캠핑 관련 소품 배치하여 사진촬영을 유도함
[그림 5-3] 캠핑장 배치계획 사례

가평 라벤트리 사례14)

제주 어라운드 폴리 사례

자료 : 더 카라반. “http://www.thecaravan.co.kr/”; 어라운드 폴리 홈페이지. “https://www.aroundfollie.com/”.

14) 본 사례시설은 현재 미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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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프로그램) 수리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체험프로그램 활용
• 수리산의 운영 중인 액티비티(트레킹, MTB 등)와 생태･치유프로그램을 캠핑과 연계함
• 아웃도어에 정통한 ‘(가칭)캠핑마스터’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림 5-4] 프로그램 운영 사례

피키오 사례(일본)

호시노야 후지 체험 프로그램 사례(일본)

자료 : 피키오 홈페이지. “https://www.wildlife-picchio.com/”; 호시노야 후지. “https://hoshinoya.com/fuji/”.

￭ (마케팅) 캠핑장을 주요 이벤트 장소로 활용,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 활성화
• 버스킹 공연, 소규모 축제 등 캠핑장의 중앙광장이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함
• 캠핑 감성 소품을 도입하여 SNS 사진 촬영명소(예: 인스타 핫플)로 브랜딩을 추진함
• 예능,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 촬영지로 홍보하는 ‘미디어 마케팅’도 단계적으로 추진함

[그림 5-5] 캠핑장 관련 마케팅 사례

캠핑장 공연 사례

드라마 촬영지 마케팅 사례

자료 : 어라운드 폴리 홈페이지. “https://www.aroundfollie.com/”; 강릉시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in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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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캠핑장을 주요 이벤트 장소로 활용, 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 활성화
• 캠핑장 운영은 군포도시공사 위탁 또는 민간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함
•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군포도시공사가 적합하며, 고객 니즈에 맞는 유연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민간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초기 단계에는 군포도시공사 운영, 중장기적으로는 수리산 권역 마을관리기업 ‘(가칭)
수리산 다누리’가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식음료 등 편의시설은 푸드트럭, 주변 카페, 음식점 등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가칭)캠핑 마스터’라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캠핑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
• 군포시민에게는 캠핑장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함
❚ 기대효과
￭ 수리산 캠핑장이 수도권 캠핑명소로 알려진다면, 수리산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등산, MTB 등 레저활동을 위해 수리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일여
행에 비해 다양한 코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캠핑장 방문객 증가로 매쟁이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 군포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캠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사례 : 남이섬 ‘와글와글 숲’ ❚
2018년 8월 남이섬교육문화그룹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가족 단
위 캠프인 ‘와글와글 숲’을 남이섬에 기획하였다. 참가자들이 나무
할아버지로부터의 초대장을 받고, 동화나라, 신비의 숲이 기다리
는 남이섬으로 들어와 2박 3일간의 모험을 이어가는 일정으로 진
행되었다. 6~8세의 자녀를 둔 3인 이상의 가족 15팀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나무놀이터 만들기’, ‘선박 안전교육’, ‘탐성체험
(별 관찰하기)’, ‘탐조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료 : 남이섬교육문화그룹(http://www.namiarts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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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
❚ 사업배경 및 목적
￭ 최근 치유관광,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 등 건강을 테마로 하는 관광활동에 대한 관심
이 높아 산림치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산림치유 활동은 “산림을 통한 건강증진과 관리”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치유 관광상품은 잠재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의 관광객 설문조사에서 수리산 선택속성 중 ‘자연친화적 환경(산림자원)’이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산림자원이라는 ‘재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코딩’하여 치유 목적의 ‘콘텐츠’로
전환(transformation)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 사업여건분석
￭ 군포시 수리산 일원에는 황톳길, 산림욕장, 등산로 등 산림치유 재화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
원들이 조성되어 있음
• 하지만, 각 시설 및 자원들이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유인 요소가
부족하여 콘텐츠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은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추진과제
• 본 연구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숲 해설 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추진과제 중 가장 높은
중요도로 나타나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의 추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수리산 황톳길’, ‘수리산 산림욕장’, ‘등산로’ 등은 산림치유 콘텐츠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
• 다른 지역에도 관련 유사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체험 강도가 부족하고,
차별성이 부재하므로, 특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
• ‘등산로’ 또는 ‘수리산 둘레길’의 경우, 수리산 탐방객들이 테마에 따라 이용하기보다는
거주지 또는 교통시설과 인접한 진입로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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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산림치유 거점 조성) ‘수리산 황톳길’, ‘수리산 산림욕장’, ‘등산로’는 치유콘텐츠를 강화하고,
산림 명상 및 특화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거점 조성
• ‘수리산 치유의 길(가칭)’은 기존 수리산 등산로 및 둘레길을 대상으로 하루 코스, 반나절
코스, 1시간 코스 등 시간 및 프로그램(산림치유지도사 동행 여부 등)에 따라 기획함
• ‘월든의 숲(가칭)’은 산림치유지도사가 운영하는 산림 명상 및 치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야외 공간으로서 수리산 도립공원 내 부지를 검토하고, 테마를 설정함
╺ 월든(Walden)은 130여 년 전 활동한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대자연에 대한 예찬’을 강조한 대표적인 저서로서
‘월든의 숲’이라는 명명을 통해 ‘쉼’이 필요한 사람들의 장소로 가치를 더하고자 함
╺ 치유와 성찰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더하는 장소로 브랜딩을 추진함
• ‘수리산 황톳길’은 규모(길이)를 확대하고, 치유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체험 거리를 보완함
╺ ‘수리산 황톳길’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맨발걷기뿐만 아니라 맨발마라톤,
황토머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결합되어야 함

[그림 5-6] 계족산 맨발축제 사례

맨발마라톤

맨발걷기

자료 : 계족산 맨발축제 홈페이지. “https://www.barefootfesta.com/”.

￭ 다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당동근린공원 ‘숲 치유센터’(군포시 내부자료 참조)는 본 연구의
대상지와 거리가 있어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추진과제 및 활성화 방안

121

￭ 또한, 중장기적으로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의미함
•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37개소가 운영 중임
•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50ha 이상의 산림이 요구되며, 지자체 및 민간
추진 시 시･도 지사가 승인권자임
❚ 기대효과
￭ 산림치유라는 콘텐츠가 강조될 경우 탐방객 외에 치유콘텐츠 체험을 위한 신규 방문객이 유입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리산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임
￭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수리산 산림욕장’, ‘수리산 황톳길’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고, 수리산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
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사례 : 홍천 힐리언스 치유의 숲 ❚
국내 민영 최초로 산림청의 ‘치유의 숲’으로 지정된
‘힐리언스 치유의 숲’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 10대 치유여행지 코스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자연치유센터인 힐리언스 선마을
에는 황토찜질방, 테라피센터, 숲속/별빛유르트, 천지
인 광장, 선향동굴, 효천서원, 효천갤러리, 춘하서가,
가득뮤직홀&카페, 자연세유스파 등을 갖추고 ‘힐링과
학’이라는 컨셉 아래 감성회복과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 힐리언스 선마을 홈페이지(https://www.healie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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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포시 관광 전담부서 신설
❚ 사업배경 및 목적
￭ 군포시는 현재 수리산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과, 생태공원녹지과 등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부재함
• 수리산 도립공원 보전 및 유지관리는 ‘경기도 공원녹지과 수리산 도립공원팀’에서 담당함
￭ 군포시는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실행조직이 필요한 실정임
￭ 단순한 녹지 및 공원 관리 수준을 넘어 수리산의 산림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관광 총괄 전담 실행조직을 구성하는 것임
❚ 사업여건분석
￭ 전담부서의 부재로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 상실이 우려됨
￭ 또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 주민공동체 형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
요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확보가 필요함
￭ 다만, ① 수리산 일원을 전담하는 한시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② 군포시 관광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정책적인 협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군포시 문화예술과 산하에 관광 전담부서(관광팀)를 신설하여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총괄하는 방안(②안)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과 같이 인력 구성안을 수립하였음
￭ (인력 구성안) 관광팀 인력구성 및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관광팀장 (1명) : 군포시 관광팀 업무 총괄
• 관광정책 담당 (1명) : 군포시 관광정책 개발 및 기획, 정부 공모사업 추진 등
• 관광시설 담당 (2명) : 군포시(수리산) 관광시설물 설치 및 관리,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사업자 통계 및 관리, 관광마케팅 등
• 관광인력 담당 (1명) : 수리산 관광콘텐츠 관련 운영인력관리, 수리산 관광사업 관련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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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마을기업/협동조합) 관리 등
￭ 관광팀 신설 시 문화예술과는 ‘문화관광과(가칭)’로 부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며, 생태공원녹지
과는 ‘관광시설’ 관련 업무에 협력하는 형태임
￭ 군포시는 현재 관광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태로서 관광 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서도 담당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상호협력 추진해야 함

[그림 5-7] 관광 전담부서 조직도 예시

자료 : 연구자 작성.

❚ 기대효과
￭ 향후 군포시 및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총괄하는 조직을 구축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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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 추진과제
1) 스토리텔링형 숲 어드벤처 조성
❚ 사업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 어드벤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음
￭ 군포시는 수리산 매쟁이골 조림지역에 ‘숲 어드벤처’를 조성하여 캠핑장과 연계한 놀이 및 체
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사업여건분석
￭ 매쟁이골 일대는 수리산 동부권에 비해 자연환경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좁은 진입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인해 탐방환경은 열악한 실정임
￭ 매쟁이골에는 현재 ‘숲속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고, 시설물 종류가 많지 않음
￭ 매쟁이골 ‘숲속놀이터’는 미취학 자녀를 동반한 가족 탐방객이 주요 이용계층으로 추정됨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수리산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 가운데 ‘자녀
놀이시설 조성 확대’의 경우, 미취학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32.6%(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케이블카, 출렁다리 등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관광시설물과 같이 ‘숲 어드
벤처 시설’도 지역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내용
￭ 매쟁이골 스토리텔링 및 숲 어드벤처 시설 컨셉 구상
• 관광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발굴, 체험, 공유의 전 과정을 통해 관광객과 관광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공감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임
╺ (스토리 발굴) 관광지가 가진 이야기 자산을 발굴하는 과정임
╺ (스토리 체험)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들이 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정보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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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공유) 관광지가 만들어낸 스토리와 방문객이 전파하는 스토리 간의 교류를 통해
공동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임

[그림 5-8] 관광 스토리텔링 개념도

자료 : 이정은 외(2017)

• 숲 어드벤처 시설은 ‘수리산’과 ‘모험’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방향을 검토
╺ 아래 사례(진도 사례)와 같이 숲 어드벤처 시설을 참가자들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수리산의 장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타겟층이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소의
‘진정성’보다는 ‘비일상적’이며, 쉽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컨셉으로 구성해야 함
╺ 단, 수리산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예: “수리수리 마수리”)

❚ 사례 : 진도 쏠비치 체험형 미션 ‘로스트 아일랜드’ ❚
로스트 아일랜드는 이국적인 풍광과 하루에 2번 바닷길이 열리
는 ‘소삼도’를 활용한 신개념 체험형 미션 프로그램이다. 쏠비치
진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루 2번 육지와 연결되는
자연적 특성을 활용해 한정된 시간에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탐험 키트 내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프로
그램 가이드용 홈페이지에 접속, 오디오 콘텐츠를 들을 수 있다.
10단계 미션을 수행해야 하며, 각 단계 미션을 수행하면 다음 장소
안내와 함께 추가적인 스토리가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
체 스토리를 확인하고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다.
자료 : 남이섬교육문화그룹(http://www.namiarts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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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특성과 컨셉 구성을 고려하여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 숲 어드벤처의 전체 스토리에 따른 ‘내러티브(Narrative) 구조’를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네트어드벤처, 트리크라이밍 등 각 공간 컨셉에 적합한 시설물을 배치함
╺ 체험시설에 스토리가 존재하더라도 대상물 간의 연결고리가 부재한다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흥미나 의미 전달이 어려움
╺ 즉, 내러티브 구조에 기반한 공간구성을 통해 방문객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임
• 전문설치업체와 조성 대상부지(매쟁이골 조림지역 예정)의 설치 여건을 검토하고, 컨셉
개발계획(안)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
╺ 수목, 토양, 경사도 등 해당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구간에 따라 ‘스카이워크’를 도입하여 다양한 이동 경로를 제공함
• 시설물 난이도에 따라 어린이 코스, 초급자 코스, 고급자 코스 등 다양한 코스를 구성함

[그림 5-9] 숲 어드벤처 시설 사례

트리탑 어드벤처 사례

포레스트 스카이워크 사례

자료 : 고에이프 어드벤처. “https://goape.co.uk/”; 리프노 트리탑워크. “https://www.lipno.info/”.

❚ 기대효과
￭ 매력적인 산림체험시설의 조성을 통해 매쟁이골 지역 신규 방문객 유입이 증대될 것임
￭ 난이도별로 매니아층이 만들어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재방문 고객을 유도할 것임
￭ 캠핑장과 연계한 패키지 판매가 가능하여 다양한 상품구성이 가능함
￭ 국내 최초의 ‘스토리텔링형 숲 어드벤처’로 관광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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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편
❚ 사업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생태체험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정부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생태체험은 획일적인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체험과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는 일련의 모든 학습활동을 의미함
￭ 생태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각 지자체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군포시는 초막골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여건분석
￭ 2016년 조성한 초막골생태공원은 수리산 동부의 도심권과 연결되는 생태공원임
￭ 생태전시관, 맹꽁이습지원 등 다양한 교육･체험시설을 갖추었으나 도심 방향 주차장은 협소하
고, 능내터널 방향 주차장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임
•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동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현재 초막골생태공원에서 운영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태체
험 관련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하고 있음
• 초막골생태공원의 프로그램은 지역 수요가 충분하고,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체험교육시장의 트렌드와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
￭ (시장세분화) 체험교육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분화
• 최근 초등 교육과정에서 체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등
체험교육시장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초막골생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맞춤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유학기제형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하여 대응한다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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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강화) ‘도심에서 만나는 반딧불이 서식처’라는 스토리를 활용하여 특화 콘텐츠로 개발
• 초막골에 서식했던 ‘애반딧불이’를 모티브로 반딧불이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 반딧불이 사육장(온실)을 설치하여 반딧불이를 복원 및 사육을 추진함
╺ 생태전시관에 반딧불이 자료실을 조성하여 반딧불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반딧불이 탐사프로그램 운영, 반딧불이 축제 개최를 추진함
╺ 지역주민, 군포시청, 생태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초막골 반딧불이 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딧불이 관련 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축제 개최 등을 공동으로 논의함

[그림 5-10]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생태학교 사례

자료 :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 “http://www.suhaecotour.com/bbs/content.php?co_id=m2_2”.

￭ (마케팅 및 운영계획)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 마케팅을 추진하고,
신규 시설 조성 및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모집 확대
• 군포시 학교뿐만 아니라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홍보를 추진함
• 온라인 기반의 ‘교육여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용객 유치 효율성을 개선함
• 어린이, 노약자 등 관광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기차를 상시 운행함(단, 주말 제외)
• 생태교육,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함
• SNS를 활용해 초막골생태공원의 ‘반딧불이’ 콘텐츠 홍보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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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주로 군포시 관내 또는 주변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고객층이
확대되어 초막골생태공원 인지도가 개선될 것임
￭ 반딧불이 서식지, 다양한 유형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강화를 통해 군포시의 ‘청정지
역’, ‘생태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음
￭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지도사 등을 양성하고, 초막골생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활
용함으로써 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사례 : 스쿨트립(School Trip) ❚
2020년 출시된 스쿨트립은 초･중･고 교육여행과
여행사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이 플랫폼은 초･중･고
의 교육여행 추진 시 교사·학교와 여행사 양쪽에서 겪
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교사·학교와 여행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쿨트립의 장점은 교
사·학교에게 원하는 형태의 교육여행 일정과 맞춤형 견
적 비교 및 용이한 업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
자 측에서는 학교라는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 합리적인
비용의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 : 스쿨트립 홈페이지(http://schooltr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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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산 마을기업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임
￭ 수리산 일원의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마을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 사업여건분석
￭ 수리산 일원에 다양한 관광사업들이 추진되는 경우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함
￭ 군포시는 수리산 일원의 환경관리 및 질서유지 활동 등을 위탁하기 위해 마을관리기업 ‘수리산
다누리’ 운영계획을 추진함(군포시 내부자료)
❚ 사업내용
￭ 마을기업 설립지원 프로그램(참여 희망자 대상 역량 강화교육, 컨설팅 등) 운영, 수리산 마을기
업 설립,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등을 추진
• (관리사업) 수리산 도립공원 주변 환경관리, 주차장 계도 활동, 질서관리 등
• (관광사업) 주요 관광시설(숲 어드벤처 시설, 캠핑장 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례 : 완주마을여행사업단 (사)마을통 ❚
완주마을여행사업단 (사)마을통은 전북 완주군 체험여행 분야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된 마을기업이다. 완주군에서 추진
하는 마을체험 발굴사업을 위한 자원조사,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육
성, 체험관광해설사 양성, 마을 체험프로그램 네트워킹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 (사)마을통 홈페이지(http://www.maul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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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사 템플스테이 운영
❚ 사업배경 및 목적
￭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경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프로그
램으로, 참선수행, 수양, 명상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
￭ 군포시는 수리사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수리산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함(군포시 내부자료 참조)
❚ 사업여건분석
￭ 수리사에는 현재 숙박 체험이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 수리사 측의 템플스테이 운영에 대한 추진 의지는 높은 편이지만 체험관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가 어려운 실정임(시설 조성을 위한 현장 검토 필요)
❚ 사업내용
￭ (시설) 템플스테이를 위해 전통한옥형 체험관 2개동(숙박시설 5실, 수련시설 1실) 조성
￭ (체험) 사찰안내, 참선, 사찰음식 체험(공양), 예불, 걷기명상 등 프로그램을 운영
•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주말 상시운영, 주중 10인 이상 신청 시에만 운영함
￭ (행사) 수리사 산사음악회 등 사찰 문화행사 개최
❚ 기대효과
￭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사찰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사례 : 삼각산 화계사 템플스테이 ❚
화계사는 강북구 수유동 삼각산(북한산) 내 위치한 도심형
사찰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1박 2일 프로그램은
체험형과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체험형은 걷기명상,
참선, 예불, 108배, 스님과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으로
구성되고, 휴식형은 공양과 예불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자유
롭게 이용하는 컨셉이다.
자료 : 화계사 홈페이지(http://www.hwagyesa.org/)

132

제5장 추진과제 및 활성화 방안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5) 산악자전거(MTB) 특화지구 육성
❚ 사업배경 및 목적
￭ 수리산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여러 개의 임도가 조성되어 있어서 MTB 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코스 중 하나임
❚ 사업여건분석
￭ 수리산 임도는 MTB 동호인들에게 최적의 코스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라이더들을 위한 편의시
설, 안내시설 등이 부족함
￭ 등산객과 동선이 겹칠 수도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으며, 등산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함
❚ 사업내용
￭ (시설) 수리산 산악자전거파크(운영센터), 자전거 세차장,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
￭ (전용코스) 임도순환코스, 다운힐 코스, 초급코스 등 운영(안내판, 안전시설 등 설치)
￭ (프로그램) 산악자전거 학교 운영 : 입문자와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산악자전거 대회, 산악자전거와 함께하는 캠핑축제(캠핑장 연계) 등 개최
❚ 기대효과
￭ 수도권 산악자전거의 중심지로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 사례 :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 ❚
원주시 신림면에 조성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는 2019년 5월 4일 국내 최초로 개장한 산악자전
거(MTB)복합파크로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을 진
행할 수 있는 엘리트(XC) 코스를 비롯해 동호인들
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크로스컨트리코스, 최
신 트렌드를 반영해 속도를 내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다운힐 코스 등 전용코스를 보유하고 있
다. 상시 산악자전거 전문가가 파크에 상주하며
관리·운영 하고 있으며 산악자전거 무료교육도 진
행한다.
자료 :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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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리산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구축
❚ 사업배경 및 목적
￭ 군포시는 스마트,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수리산의 자원을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수리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사업여건분석
￭ 군포시는 ‘수리산 도립공원’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2021 디지털 트윈국토 지
자체 시범사업｣(국비 사업)에 공모할 예정임
￭ 또한, 군포시는 ‘수리산 디지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
❚ 사업내용
￭ 드론, 항공, RTK 관측 등으로 3D기반 데이터를 취득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수리산 디
지털 트윈 구축
￭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수리산 메타버스 구축하여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 수리산 랜선여행 등 가상현실 관광콘텐츠 개발
❚ 기대효과
￭ 수리산을 가상공간에 재현하여 시공간적 제약이 없이 수리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사례 : DMZ 평화관광: 이름 없는 땅 ❚
공공예술 콘텐츠 ‘이름 없는 땅’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과 올어바
웃의 기획으로 미디어아트, 음악, 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한 게임형 콘텐츠로, DMZ를 온라인 메타버스(Metaverse)로 구현
해 누구나 DMZ를 여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체험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DMZ 메타버스, ‘이름 없는 땅’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
다. 그들은 DMZ에 서식하는 동물을 모티프 한 안내자를 따라 서해,
평야, 숲, 동해를 여행할 수 있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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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월호수 야간경관 조성
❚ 사업배경 및 목적
￭ 야간경관은 관광의 시간적 범위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또한, 야간관광은 숙박시설 가동률 제고와 식음활동, 쇼핑 등 상업활동을 촉진함
• 야간관광이란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각종 야간 매력물을 대상으로 하여
야간시간에 일어나는 관광 활동으로 정의됨
❚ 사업여건분석
￭ 반월호수는 수리산과 인접하여 수리산과 연계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수변 관광자원임
• 본 연구의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이용했던 주변 관광명소로
‘반월호수’가 59.6%로 가장 많았음
￭ 2018년 반월호수 둘레길 조성 이후 야간조명을 보완하면서 이전보다 방문객이 증가하였으나
다른 수변 야간경관에 비해서는 랜드마크 경관이 미흡한 편임
• 반월호수 명소화 전략을 위해 수변 야간경관조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반월호수 주변으로 카페, 음식점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방문객이 증가하는 경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내용
￭ (랜드마크 경관) 먼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랜드마크 시설(상징물,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색감으로 색다른 야간경관을 연출(예: 미디어파사드 공연 등)
• 야간경관 조형물의 존재만으로도 사진 촬영을 위한 방문객들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야간경관계획 및 관련 조례, 예산지원 등을 사전 검토
╺ 경기도는 2017년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수립) 반월호수만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제
시하고, 빛 공해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함
• 반월호수 수변공원과 주변 상권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조명을 구현하여 야간관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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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제공하고, 반월호수 둘레길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 컨셉으로 불필요한 빛을
억제하면서도 달빛과 같은 ‘자연 속의 빛’을 구현함

[그림 5-11] 대구 운암지 수변공원 사례

조형물을 이용한 야간경관 사례

바닥조명 사례

자료 : 매일신문(2020.12.21.) “운암지 수변공원 경관개선 사업 완료…밝은 공간으로 탈바꿈”,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122115343465695”.

❚ 기대효과
￭ 야간경관조명을 통해 이벤트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방문객의 관광 활동 시간을 야간 시간대
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 반월호수에 야간 볼거리가 조성되면, 수리산 일원 방문객 유입 증가가 예상됨
╺ 이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됨

❚ 사례 : 포천아트밸리 미디어파사드 ❚
포천아트밸리는 버려진 폐석산을 포천시에서 구입･
투자해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이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절벽과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7,000여㎡의 인공호수
는 야간조명을 통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매력을 전달한
다. 특히 절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고, 이를
각종 공연과 결합한 ‘미디어파사드 공중 퍼포먼스 공
연’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자료 : 경기도 뉴스포털(https://gnews.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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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숲속북카페 설치
❚ 사업배경 및 목적
￭ 최근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등 녹지공간에 도서를 비치하여 자연 속에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숲속도서관(숲속북카페)’를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다만, 기존 숲속도서관은 야외에 설치된다는 특성에 따라 도서의 보존 기간이 짧아지는 등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업여건분석
￭ 군포시는 수리산 산림욕장 내 ‘은판나비 북카페’를 운영 중임
• 규모는 작지만, 산림욕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음
￭ 또한, 군포시는 2014년 정부로부터 ‘제1호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지정된 바 있어 산림자원과
책을 연계한 콘텐츠가 대중으로부터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숲속에서 즐기는 책읽기’라는 컨셉을 디지털 문화와 결합한다면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시설) 전자도서(E-Book)와 오디오북 등 디지털 자료를 접목한 ‘디지털 숲속도서관’을 조성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자도서와 오디오북 콘텐츠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 극복할 수 있음
•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 ‘수리산 어디서나 숲속도서관’이라는 컨셉임
╺ 수리산 디지털 관련 사업을 통해 수리산 내 와이파이 영역 확대를 가정하였음
╺ 군포시립도서관 소장 전자도서와 오디오북을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임
￭ (컨셉) 군포시의 역사적 인물(언론인,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리영희’ 선생의 이름을 차용하여
‘리영희의 숲(가칭)’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
❚ 기대효과
￭ ‘숲속북카페’를 확대하여 수리산 일원에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음
￭ 군포시를 ‘책’과 ‘숲’이 연상되는 이미지로 확립하고, 리영희 선생에 대한 인식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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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리산-반월호수 연계 강화
❚ 사업배경 및 목적
￭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반월호수로 연결되는 생태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분포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편임
￭ 하지만,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간 교통 및 보행 여건이 미흡하여 두 지점 간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여건분석
￭ (보행) 반월호수에서 갈치호수, 그리고 수리산 도립공원에 이르는 ‘자연마을길’이 조성됨
• ‘당숲길(대야미역-납덕골)’, ‘안골길(대야미역-죽암천 생태습지)’, ‘반월호수길(반월호수
잔디광장-대야미역 인공폭포)’로 구성됨
• 주요 동선이 도로와 인접하고, 쉼터나 안내판 등이 부족하여 보행 여건은 미흡한 편임
￭ (버스) 대야미 지역과 수리산 구간에 마을버스 1-2번, 100-1번 따복버스 등이 운행하고 있으
나 배차시간이 길어 방문객이 불편할 수 있음
￭ (주차) 수리산 도립공원 일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는 불법 주차가 발생함
❚ 사업내용
￭ (도보 관광상품 개발) 도심(대야미역)에서 출발하여 수리산을 등반하는 프로그램 개발
• 수리산 도립공원 입구에서 등반을 시작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심에서 출발해 도심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수리산까지 등반하는 ‘목표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 출발지점(예: 대야미역)에 베이스캠프(가칭)를 설치하고, 오리엔테이션, 하이킹 장비 대여,
수리산 굿즈(티셔츠, 팔찌 등) 판매 등 각종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함
• 도보 코스 이용자는 주요 거점마다 SNS 인증을 공유하고, 코스 완주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함
• 주요 도보 코스 노면을 정비하고, 휴게시설(벤치 등), 안내시설물(안내판 등)을 추가 조성함
￭ (전동킥보드 도입) 대야미역과 반월호수, 수리산 도립공원을 거점으로 전동킥보드를 배치하고,
스테이션(거치장소) 설치, 전용 코스 개발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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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2]와 같이 공유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리산 일원에
전동킥보드 및 스테이션(거치장소)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 또한,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함

[그림 5-12] 전동킥보드 도입 사례(이브이패스)

이브이패스(EVPASS) 홈페이지

이브이로드(EVROAD)

자료 : 이브이패스 홈페이지. “https://www.evpass.co.kr/”.

￭ (셔틀버스 운행) 수리산 일원 신규 관광시설 조성에 따른 방문객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주말
및 공휴일 수리산 도립공원(납덕골)-반월호수-대야미역 구간의 전용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
❚ 기대효과
￭ 수리산 도보 관광상품 개발로 도심을 지나 반월호수, 수리산 도립공원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방문객이 수리산 일원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공유서비스 기반의 전동킥보드를 도입
하여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전동킥보드 및 셔틀버스 이용고객이 증가하면서 주말 및 공휴일, 수리산 도립공원 일대 차량정
체 및 불법 주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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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성화 방안
❚ (편의개선)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수리산 일원의 다양한 시

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의 도입 추진
￭ (주차장 조성)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수리산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수리산 도립공원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방문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
• 다만, 주차장 조성이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검토가 요구됨
￭ (수리산 패스 도입) 고객이 모바일 티켓을 구매하면 수리산 일원의 다양한 유료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수리산 패스(가칭)’의 도입을 검토함
• 관광패스는 각종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대중교통 등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관광상품으로 방문객 이용 편의 개선과 관광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수리산 패스(가칭)의 구매를 통해 수리산 일원에 유입되는 신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료 입장시설(최소 3~5개)을 중심으로 상품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마케팅) 수리산의 독특한 이미지를 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I)의 개발과 장소마케팅 추진
￭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및 활용) 수리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정립하여 대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임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수리산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은 BI 디자인을 개발함
• 수리산 BI를 온･오프라인 마케팅, 안내자료, 각종 편의시설, 굿즈 등에 활용함으로써
관광목적지로서 수리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객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함
• 수리산 일원에 영업 중인 식음시설(카페, 음식점 등)에도 수리산 BI를 적용한 간판을
설치하거나 인증마크를 게시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함
￭ (장소마케팅) 숲 어드벤처 시설, 캠핑장 등 추진과제를 통해 조성하는 시설을 대외적으로 알리
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야 함
• 장소의 역사적 사실이나 각 시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네이밍 개발(예: 리영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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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설과 관련성이 있는 업체들과 콘텐츠 콜라보레이션 추진(예: 아웃도어 브랜드+캠핑장)
• 드라마, 예능프로 촬영을 유치하거나 유명 유튜버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 생산
• 블로그 체험단 등을 초청하는 정기적인 팸투어를 실시하여 바이럴마케팅 진행
❚ (관광객 이동) 반월천 힐링로드(가칭)를 조성하여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구간 이동 활성화
￭ 군포시는 ‘반월천 힐링로드’를 조성하고 수변 산책로와 개인모빌리티 전용도로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군포시 내부자료 참조)
•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테마 보행로(예: 자연마을길)는 도로와 인접하거나 주변 경관이
불량한 곳들도 있어 걷기여행객을 유치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됨
• 따라서, 수변을 따라 보행이 가능한 ‘반월천 힐링로드(가칭)’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보행로와 분리된 자전거･전동킥보드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함
• 다만, 반월천에 보행로와 자전거･전동킥보드 전용도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기술･환경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민참여) 시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관 협력 관광거버넌스 구축 추진
￭ (시민 전문인력) 주요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민 전문인력을 양성함
•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핑장, 숲 어드벤처 시설, 수리산 산악자전거파크 등 주요 시설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치유･숲체험 관련 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양성함
￭ (관광거버넌스 구축)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함
•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수리산 마을기업,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관광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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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 수리산 도립공원 일원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으

로서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군포시는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군포문화관광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임
￭ 하지만 관광목적지로서 군포시의 브랜드 구축이 미흡하고, 매력성이 높은 관광콘텐츠가 부재
하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 수리산은 주로 등산･산책을 목적으로 군포시 주변 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은 우수

하지만 즐길만한 콘텐츠가 많지 않아 체류시간이 짧고, 관광소비도 적은 편
￭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방문목적, 이동시간, 이용시설 등을 고려해보면 수리산
주변 지역에서 방문한 가족 단위 탐방객과 등산객이 큰 비중을 차지함
￭ 방문 선호 시간 및 평균 소비 지출금액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각각 오전 시간대, 3만원
미만이라고 밝혀, 방문객의 체류시간 및 관광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이 시급함
❚ 수리산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랜드마크 시설 도입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을 마련하고, 체

류형 관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수리산은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등산 목적의 방문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테마형 숲속캠핑장’, ‘스토리텔링형 숲 어드벤처 시설’, ‘수리사 템플스테이’ 등을 조성하
여 신규 방문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리산에서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캠핑장과 템플스테이 등은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시
켜 방문객의 수리산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고, 관광소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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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호수의 수변 야간경관은 연출하는 전략은 신규 방문객뿐만 아니라 수리산 도립공원에 집
중된 방문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리산이 보유한 산림･생태･문화･레저자원을 잠재관광객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로 개발하고, 브

랜딩하는 것이 중요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수리산의 산림자원을 ‘치유’, ‘생태’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도
가 가장 높음 → 최근 산림치유, 생태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관광트렌드에도 부합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기존 산림시설(수리산 산림욕장, 수리산 황톳길, 탐방
로 등)을 전문성이 강화된 산림치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초막골생태공원의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시장요구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산악자전거(MTB) 라이딩 명소, 책의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악
자전거 특화지구 육성’과 ‘디지털 숲속북카페 설치’를 제시함
❚ 수리산의 문화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문화관광 거점별 연결성 확보에 있으며, 특히 수리산 도립공

원 지역과 반월호수 지역 간 공간적 연계가 중요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진과제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수리산 일원의 각 거점을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는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객의 관광 활동 범위를 반월호수 등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방문객 동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동킥보드 도입, 셔틀버스 운행(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
수)과 더불어 도보 관광상품 개발 및 둘레길 정비를 통해 보행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수리산 일원의 다양한 지역으로 방문객이 유입된다면, 주변 상점, 카페 등에 대한
관광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군포시는 수리산 일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산림휴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 추진 필요
￭ 결론적으로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는 ① 문화관광 거점 조성 ②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③ 거점별 연계를 통한 관광객 활동 범위 확대, ④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
순으로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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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공간구성)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 구축
￭ 아웃도어 감성과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테마형 숲속캠핑장’을 조성하고, 다양
한 액티비티 및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리산의 랜드마크로 육성
￭ 수리산의 양호한 산림자원과 ‘모험’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전략으로서 ‘스토리
텔링형 숲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
￭ 수리사 템플스테이를 위한 숙박시설 조성,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산사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사찰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천년고찰로서 수리사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
￭ 반월호수 일원에 랜드마크 시설조명, 디지털 파사드 등 다양한 수변 야간경관을 조성
❚ (스토리 활용)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
￭ 다양한 코스의 '수리산 치유의 길(가칭)'과 산림 명상 및 치유를 위한 '월든의 숲(가칭)'을 조성
하고, '수리산 황톳길'의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강화
￭ 체험 교육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초막골생태공원의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편
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
￭ 수리산 일대를 ‘산악자전거(MTB) 특화지구(가칭)’로 육성하기 위해 MTB 코스 정비 및 편의
시설 확충, 입문자 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 수리산 주요 거점에 전자도서(E-Book), 오디오북 등 디지털 도서 자료를 활용한 ‘디지털 숲속
북카페’를 설치
❚ (운영 및 참여) 시민참여 확대 및 연결성 강화
￭ 군포시 조직 내 관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광 전문인력 확충
￭ 마을관리기업을 설립해 마을환경관리 및 질서유지 활동, 시설 운영관리 등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수리산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구축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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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 구간의 도보 관광상품 개발, 전동킥보드 도입 및 전용도로 조성,
셔틀버스 확대 등 연결성 강화
❚ 관광편의 개선, 마케팅 강화, 관광객 이동 촉진,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추진
￭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및 ‘수리산 패스(가칭)’의 도입 검토
￭ 수리산의 독특한 이미지를 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BI)의 개발과 장소마케팅
￭ 반월천 힐링로드(가칭)를 조성하여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구간 이동 활성화
￭ 시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관 협력 관광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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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Culture and
Tourism in Surisan Mountain
Surisan Mountain, located in Gunpo city, has a high development potential since it
has easy access to metropolitan areas and abundant tourism resources. On the other
hand, in fact, there is not various tourism content that visitors can enjoy in Surisan
Mountain, so visitors tend to stay short and spend l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urisan Mountain as a new tourist attraction in the capital area by
discovering and developing cultural tourism resources of Surisan Mountain. With
regard to this, we present 3 major goals and 12 implementation tasks for vitalization
of Surisan Mountain tourism.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proposals
for a long-stay tourism of Surisan Mountain; creating a themed forest camping site,
storytelling-based forest adventures, Surisan Temple Stay, and Banwol Lake nightscape.
Second,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forest healing contents, children's ecological
experience programs, MTB specialized district, and a digital forest book cafe to
develop Surisan Mountain’s outstanding brand image. Third, we suggest that Surisan
mountain needs to expand and strengthen community participation by implementing
the following details: (1) establishing a tourism department in Gunpo city goverment,
(2) supporting the operation of community business, (3) building the Surisan project
of digital-twins and the metaverse, and (4)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Surisan Mountain and Banwol Lake.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visitors to Surisan Mountai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Keyword

Surisan Mountain, Forest Resources, Tourism Development, Healing Tourism, Gunp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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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관광객 설문조사

군포시 수리산 도립공원에 관한 수도권 관광객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에서는 수리산 방문경험이 있는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인식
과 선택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
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문 내용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1. 수리산 도립공원 이용특성
1-1. 귀하께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수리산 도립공원에 1회 이상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번 응답자는 설문종료, ②번 응답자는 1-2문항으로 이동

ⓛ 없다

② 있다

1-2. 지금까지 수리산 도립공원을 몇 회 이용하셨습니까?
※ ⓛ~⑤번 응답자는 1-3문항으로 이동, ⑥번 응답자는 1-2-1문항으로 이동

ⓛ 1번

② 2~5번

③ 6~9번

④ 10번 이상

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편입니다.

1-2-1. 그렇다면 수리산 도립공원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거의 매일 한번
⑤ 3주일에 1번 정도

② 1주일에 3~5번 정도
⑥ 1개월에 1번 정도

③ 1주일에 1~2번 정도
⑦ 2개월에 1번 정도

④ 2주일에 1번 정도
⑧ 3개월에 1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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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리산 도립공원에 방문하실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 도보

② 자전거

⑧ 기타(

③ 자가용

④ 전철

⑤ 버스

⑥ 택시

⑦ 개인형 이동장치

)

1-4. 귀하의 거주지에서 수리산 도립공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15분 미만

② 15분~30분 미만

⑤ 1시간 30분~2시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1시간 30분 미만

⑥ 2시간 이상

1-5. 수리산 도립공원을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 ⓛ번 응답자만 1-5-1문항으로 이동, 그 외 응답자는 1-6으로 이동

ⓛ 등산

② 휴식/휴양

③ 가벼운 산책

④ 문화유적 탐방

⑥ 캠핑

⑦ 레저스포츠(산악자전거 타기 등)

⑧ 기타(

⑤ 자연관찰/학습
)

1-5-1. 귀하께서는 평상시 등산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거의매일

② 1주일에 3~5일

⑥ 1개월에 1일 정도

③ 1주일에 1~2일

⑦ 2개월에 1일 정도

④ 2주일에 1일 정도

⑤ 3주일에 1일 정도

⑧ 3개월에 1일 이하

1-6. 수리산 도립공원에 방문하실 때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하셨습니까?
ⓛ 가족

② 친척

③ 친구/연인

④ 직장동료

⑤ 단체/모임

⑥ 혼자

⑦ 기타(

)

1-7.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이용하신 시설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 등산로

② 임도

③ 운동시설

⑦ 휴게시설(잔디마당, 쉼터 등)

④ 수리산 산림욕장

⑤ 숲속놀이터

⑧ 자연학습장(수생식물원, 야외교실 등)

⑥ 탐방안내소
⑨ 기타(

1-8.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이용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 1시간 이하
⑤ 4~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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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③ 2~3시간 미만

④ 3~4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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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리산 도립공원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 주변사람의 소개

② 언론매체

③ 관광홍보물

④ 인터넷

⑤ SNS

⑥ 기타(

)

1-10. 다음 보기 중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이용하셨던 주변 관광명소가 있습니까?
ⓛ 반월호수
⑦ 기타(

② 갈치호수
)

③ 초막골생태공원

④ 수리사

⑤ 덕고개당숲

⑥ 철쭉동산

⑧ 없다

1-11. 수리산 도립공원을 이용 시 평균 소비 지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숙박, 교통비 제외)
※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 시 식음료비, 쇼핑비 등 포함 [예시] 수리산 도립공원 주변 음식점에서 소
비한 금액
ⓛ 소비 지출이 전혀 없다
⑤ 10만원~15만원

② 3만원 미만

③ 3~5만원 미만

④ 5~10만원 미만

⑥ 15만원 이상

1-12.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순위 까지: 1순위 (
ⓛ 주차장 증설

), 2순위 (

), 3순위 (

)

②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확충

④ 교통편(셔틀버스 등) 개선

③ 체험프로그램 확대

⑤ 자녀 놀이시설 조성 확대

⑦ 식음료시설 설치

⑧ 진입로 및 탐방로 정비

11 CCTV 설치 확대
◯

12 홍보 및 마케팅 확대
◯

⑥ 안내판 설치 확대

⑨ 숲 치유시설 조성

1-13. 수리산 도립공원를 다시 방문하신다면 어느 시간대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 아침 7-9시

② 아침 9시-12시

③ 오후 12시-3시

④ 오후 3시-6시

⑤ 오후 6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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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동기 / 3. 수리산 도립공원 선택속성
2. 다음 문항은 귀하께서 이용하신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수리산 도립공원에 방문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 생각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1
2-12
2-13
2-14
2-15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시원한 숲과 계곡을 찾아서
건강증진을 위해
등산과 산책을 좋아해서
혼잡한 도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휴식을 취하면서 생활의 재충전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녀의 자연학습을 위해서
문화유산을 경험하기 위해서
희귀한 동·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모험심을 즐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전혀
아니
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그렇
지
않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보통
이다

그렇
다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매우
그렇
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3. 다음 문항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선택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수리산 도립공원을
목적지로 선택하게 된 요인에 대해 생각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수려한 풍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생태환경이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탐방로(등산로, 둘레길 등)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벤치, 파고라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놀이시설(숲속놀이터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자연학습장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생태교육 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야생동·식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인근 관광지와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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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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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①
①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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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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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렇
지
않다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보통
이다

그렇
다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매우
그렇
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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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산 도립공원 만족도
4. 다음 문항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수리산 도립공원 방
문에 대한 만족 정도를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4-1
4-2
4-3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은 기대보다 만족스러웠다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수리산 도립공원 방문에 대한 나의 결정에 만족한다
다른 산림휴양공간과 비교했을 때
수리산 도립공원은 만족스럽다

4-4

전혀
아니
다
①
①
①

그렇
지
않다
②
②
②

①

②

보통
이다

그렇
다

③
③
③

④
④
④

매우
그렇
다
⑤
⑤
⑤

③

④

⑤

5. 수리산 도립공원 재방문의도
5. 다음 문항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재방문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수리산 도립공원
재방문의도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5-1
5-2
5-3

수리산 도립공원을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
수리산 도립공원을 주변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수리산 도립공원을 다른 사람에게 추전을 할 의사가 있다

전혀
아니
다
①
①
①

그렇
지
않다
②
②
②

보통
이다

그렇
다

③
③
③

④
④
④

매우
그렇
다
⑤
⑤
⑤

6.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6-2. 귀하의 연령대는?
① 10~20세 미만

② 20~30세 미만

③ 30~40세 미만

④ 40~50세 미만

⑤ 60세~70세

⑥ 70세 이상
6-3. 귀하의 혼인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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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귀하의 가구원 수는?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이상

6-5. 귀하의 동거자녀 수는? 총 (

)명 (출가 및 독립 자녀 제외)

ⓛ 자녀없음 ② 미취학 영유아 (

)명 ③ 초등학생 (

)명 ④ 중학생 (

⑤ 고등학생 (

)명 ⑦ 성인 자녀 (

)명

)명 ⑥ 대학생 (

)명

6-6. 귀하의 직업은?
ⓛ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무직

④ 서비스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⑬ 기타

6-7.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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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3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⑤ 판매 종사자

⑥ 500-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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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전문가 설문조사

군포시 ｢수리산 특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조사
군포시는 수리산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 기반의 생태･문화･관광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수리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알아보기 위
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15)을 활용하여 각 추진과제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
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업무분야

① 학계

전공분야

① 문화/관광

학력

관련분야 경력

② 연구원

① 학사(

② 산림/조경

)

① 5년 이하

성별

① 남

연령

① 20대

③ 공무원

④ 공기업

③ 도시/지역개발

⑤ 민간기업

⑥ 기타(

④ 기타(

② 석사(

) ③ 박사(

)

④ 기타(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년-20년

)

)

)

⑤ 21년 이상

② 여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5) AHP는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 및 선택해야 할 대안들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최적
의 의사결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지원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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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 계층구조

1.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 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 A가 더 중요함

A
9

8

7

6

5

4

B가 더 중요함 →

등
3

2

1

2

3

4

5

6

7

B
8

9

인프라 확충

콘텐츠 육성

인프라 확충

시민참여
유도

인프라 확충

편의 개선

콘텐츠 육성

시민참여
유도

콘텐츠 육성

편의 개선

시민참여
유도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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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 세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1)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인프라 확충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 A가 더 중요함

A
9

8

7

6

5

4

B가 더 중요함 →

등
3

2

1

2

3

4

5

6

7

B
8

9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반월호수
복합레저
타운 조성

수리산
캠핑장 및
휴식공간
조성

초막골
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반월호수
복합레저
타운 조성

수리산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

초막골
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

반월호수
복합레저
타운 조성

초막골
생태공원
체험공간
조성

부록

161

2)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콘텐츠 육성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 A가 더 중요함

A
9

8

7

6

5

4

B가 더 중요함 →

등
3

2

1

2

3

4

5

6

7

B
8

9

숲 해설･치유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숲 해설･치유
프로그램
운영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숲 해설･치유
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이벤트 강화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이벤트 강화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이벤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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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시민참여 유도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 A가 더 중요함

A
9

8

7

6

5

4

B가 더 중요함 →

등
3

2

1

2

3

4

5

6

7

B
8

9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수리산
마을관리
기업 운영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

수리산 연계
마을사업
추진

자원봉사
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

수리산
마을관리
기업 운영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

수리산
마을관리
기업 운영

자원봉사
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

수리산
지킴이단
운영

자원봉사
활동 SIB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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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산 특화도시 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편의 개선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 A가 더 중요함

A
9

8

7

6

5

4

B가 더 중요함 →

등
3

2

1

2

3

4

5

6

7

B
8

9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

대야미마을
생태순환
셔틀 운영

수리산
탐방환경
개선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대야미마을
생태순환
셔틀 운영

갈치호수
수상
공영주차장
조성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대야미마을
생태순환
셔틀 운영

수리산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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