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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투어리즘에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하드웨어

다양하고 풍부한 지형경관 및 지질자원
규모

수려하고 독특한 경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각종 교육 및 자료
책, 비디오, 슬라이드쇼, 터치패널, 애니매이션, 
아이맥스 등

홍보매체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다양한 탐방 램

전문적 자질을 갖춘 가이드의 훈련 및 발굴
을 위한 지원체제을 위한 지원체제

ranger-led, concessioner-led tour

정책적 지원 금융지원정책적 지원, 금융지원



한국의 인프라 현실
탐방 프로그램탐방 프로그램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대학, 평생교육원/ 답사 강좌

시민단체/ 자연탐방 프로그램시민단체/ 자연탐방 프로그램

초ㆍ중등학교 답사동아리

언론매체/ 자연탐방 프로그램언론매체/ 자연탐방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시청각 자료

자연ㆍ문화ㆍ역사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KBS/지구대기행(NHK), 한반도 30억년의 비밀

YTN/특별기획 영상보고

대학의 전공 및 교양서적대학의 전공 및 교양서적

신문 자연경관 탐사 연재물



국립공원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국민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면서 국민
들이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뛰어난 지역을 현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뛰어난 지역을 현
세대기 훼손 없이 이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물려주기 위해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



한국의 국립공원
육상공원 16 해상공원 2 해안공원 1육상공원 16, 해상공원 2, 해안공원 1, 
사적공원 1 등 총 20개소 지정

지리산 1호 지정,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승지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승지

생태적∙학술적 가치

희귀생태계 또는 잘 보전된 생태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21종 중 57.9% 서식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등 전체 문화재의
16%가 위치16%가 위치



국립공원 자연관찰로
규모규모

총 56개소 구축(2010년 현재)

40개 자연관찰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탐방자원 해설판 총 794개 설치탐방자원 해설판 총 794개 설치

지형∙지질 자원 관련: 35개(4.4%)에 불과

지형∙지질 경관의 가치→국립공원 지정→탐방지형 지질 경관의 가치 국립공원 지정 탐방
객의 관심

동∙식물 자원 해설판: 전문가 감수에 의한 학술
적 설명 기록

지형∙지질 자원 해설판: 전문성 결여, 전설, 설
화 등의 내용 기록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프로그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태관광 프로그램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국립공원의 기능과 국립공원의 풍부한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

내용, 구성, 운영방법에서 지오투어리즘 유사내용, 구성, 운영방법에서 지 투어리즘 유사

자연생태 탐방

역사문화 탐방역사문화 탐방

해안생태 탐방

팜스테이

템플스테이테이

숲 치유



자연생태 탐방자연생태 탐방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요

오대산에서 체험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관광

녹색 세상에 반딧불이를 찾아서(?)녹색 세상에 반딧불이를 찾아서(?)

내장산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비자향 가득한 백암산으로 떠나는 여행(?)비자향 가득한 백암산으로 떠나는 여행(?)

속리산과 친구되기

공감! 남도문화가 어우러진 월출산 기행

철새연구 체험 프로그램(?)철새연구 체험 프로그램(?)



역사문화역사문화
돌담길 따라 문화를 엿보고 숲길따라 자연을 담아요(?)

한반도 3000년 역사와 함께하는 설악산 생태역사투어한반도 3000년 역사와 함께하는 설악산 생태역사투어

북한산성의 옛 자취를 찾아서

계룡산 도사되기계룡산 도사되기

신라를 우리 안에(?)

짚신 신고 떠나는 주왕산 문화기행짚신 신고 떠나는 주왕산 문화기행

가야산 역사문화체험 100배 즐기기

( )이충무공의 얼을 찾아 떠나는 한산도 역사기행(?)



해안생태해안생태

우리들의 특별한 여행(?)

푸른 바다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섬마을 체험 ‘함께 쓰는 가족일기’(?)섬마을 체험 함께 쓰는 가족일기 (?)

변산반도로 떠나는 녹색여행



팜스테이

산, 바다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려
해상

지리산 뱀사골로 떠나는 테마여행

소백산의 생태마을 한드미야 놀자소백산의 생태마을 한드미야 놀자

함께해요 금강소나무가 살아 숨쉬는 명품
녹색길 체험(?)녹색길 체험(?)

월악산 참살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함께 걸어요

계절 따라 고운 자태! 적상산에서의 템플
스테이(?)

숲 치유숲 치유

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아토피 숲 속 캠프(?)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소백산 웰빙 여행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주제별 특성 보다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
과 운영방식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의
특화를 통한 주제별 특성 부각 필요

지형경관 및 지질해설 전문인력 필요지형경관 및 지질해설 전문인력 필요

자연경관해설사 양성

지리학과 지질학의 학 적 연계지리학과 지질학의 학문적 연계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과제
민 관 학 상호협력 체계 구축민∙관∙학 상호협력 체계 구축

민간기업, 관련 정부부처, 대학 간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자연경관의 발굴과 홍보자연경관의 발굴과 홍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이미지 제고

우리만의 지오투어리즘 자원 창출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스토
리 개발리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