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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열다

자연을 잇다
아름다운 상생의 공간,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북한산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문화경관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감동의 순간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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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잇다
도심 속 자연, 북한산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일상,
그 중심에 지속가능한 미래, 당신이 있습니다.

문화를 잇다
북한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는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됩니다.
생태자원의 소중함을 배우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사려’를 깨닫고 실천합니다.

생활을 잇다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인데,
청정한 공기와 맑은 계곡,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어 더욱 소중한 오늘입니다.

기념사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첫걸음을 내디딘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산생태탐방
원은 자연과 사람의 교감‧상생‧배움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산
생태탐방원은 도심 속 힐링의 공간으로서 지친 국민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환경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면서, 새로운 생태탐방원에게 생태관광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보급‧육성하는
선도 탐방원의 역할까지 수행하여 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숲속 결혼식’을 비롯해, 국립공원형 미래세대 환경교육인

‘주니어 레인저’, 국민들의 일상 힐링을 위한 ‘브런치 생태체험’, 자연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 회
복을 돕는 ‘자연치유프로그램’, 최초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운영 등 국립공원의 대표적

인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그 성과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탄생되었고 일구어졌
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역사가 곧 국립공원 생태관광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자부합니다. 이처럼 우리 공단의 존재감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드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북한산생태탐방원의 그간 노력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이런 꾸준한 노력이 우리나라와 국립공원 생태관광의 수준을 한 단계

북한산생태탐방원 10년의 성과와 역량이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를 기대합니다

더 높이는 나침반이 되어 주기를, 나아가 북한산생태탐방원이 세계 생태관광을 견인하는 롤모델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더 큰 쉼과 치유를 얻어 가는 국민행복의 터전으
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북한산생태탐방원 10년의 성과와 역량이 만들
어갈 눈부신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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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생태탐방원 10년의 역사가
50년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10년 전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에서 탐방시설과장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 건설 공사의 감독직을 수행
하면서 북한산생태탐방원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환경저해시설들이 밀집해있던 탐방로 입구가 정
비되면서 훼손된 자연이 되살아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북

한산생태탐방원 건립은 국립공원 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균형을 이뤄낸 커다란 이정표이자 국립
공원 보전정책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건립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헌신했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수도권의 지역사회와 국립공원의 자연을 연계하는 도심 속 생태관광의 리더이
자 미래세대‧전문 환경교육의 요람이 됐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역량과 노하
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에서 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1 국립공원, 1 생태탐방원
시대를 천명했습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전국 생태탐방원의 거점시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국립공원공단이 제시한 웅대

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립공원 자연의 가치를 전하
고 자연의 품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태탐방원의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애쓰신 직원들과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새로운 10년, 30년, 50년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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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생태탐방원은 지난 10년간 약 20만 명의 국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을 선사했고, 약 3만 명의

하나에서 열까지
숫자로 보는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미래세대에게 자연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환경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들에게 수준 높은 생태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분야 전문인력 약 1천5백 명을 배출했습니다.

신규 치유·힐링 프로그램
,124명 참여 등
사회적 역할
지속 강화(2018~2020)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교육
종 보유·운영(현재 유효 기준)

국립공원 제 호
생태탐방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개 환경분야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자연환경/ 지질공원해설사)

소외계층 대상
생태체험 ‘생태나누리’
,186명 제공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년 연속 수상
(2012~2015/ 대상, 최우수(2), 우수)

년간 생태관광, 환경 교육 등
운영 컨설팅을 통한 역량·노하우 보급
(2014~현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시설대관 이용자
만명 돌파(개원~2020/ 만 9년)
누적 1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171명 참여(2013~2020/ 연인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482명 참여
(2012~2020/ 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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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원 제1호
생태탐방원의 탄생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 올바른 산행문화

확산과 산악안전교육, 국립공원 청소년 수련 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로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생태탐방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국민의
힐링공간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국립공원을
조성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다해왔다.

1. 북한산생태탐방원 건립 추진
2. 북한산생태탐방원 준공과 개원
3. 환경교육의 개발과 운영
4. 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변화
5. 전문인력 양성교육 진행
6. 자연을 배려하는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

확립(2007~2009), 3단계 선진국 수준의 자연공원관리체계 확립(2010~2012) 등의 단
계별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국민의 쾌적한 휴식처로서의 국립공

1.
북한산생태탐방원 건립 추진

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계획을 실천해 나갔다.

환경저해시설 ‘도봉공원’ 철거
2000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168개 가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

운데 8월 말 기준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불법시설물은 총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

계됐다. 1998년 77개, 1999년 113개를 감안하면 해마다 증가해온 셈이었다. 그동안 북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자연공원에 대한 가치 중심이 변화하기 시작

했다. 이전에는 관광과 휴양의 관점으로 자연공원을 활용했다면, 이후부터는 생물자원
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립공원 운영정책은 여전히 자연생태계 보전

보다는 관광 및 휴양을 위한 개발과 이용을 지향했다. 국립공원이 소재한 일부 지자체에
서는 지방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공원구역 내 관광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했다. 전 세계적

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을 맞는 것은 진한 음식 냄새와 계곡 변에 평상을 깔아놓

고 자릿세를 받는 음식점들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은 2003년부터 자연공원기본계획 추
진의 일환으로 북한산 내 환경저해시설 철거와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했고 도봉산 입구
의 대형음식점 ‘도봉공원’의 철거를 추진했다. 도봉공원은 1965년부터 식당으로 이용

되어 온 국립공원의 오염원이자, 노후시설물로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까
지 있는 환경저해시설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국립공원공단은 2003년~2005년에 걸쳐 도봉공원 부지 48,123㎡와 건축물

인 시대정신인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22동, 2,096㎡을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2006년 6월~8월까지 무허가‧안전저해 건물

등 18동의 노후불량시설은 철거하고, 본 건물‧한옥 등 4동은 존치시키는 등 정밀안전

환경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처하고 국립공원을 모든 국민의 자산

으로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자 하는 욕구 역시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했다. 그 첫걸음으로
「자연공원법」개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1년 3월 법률 개정 후「자연공원법」제2

진단과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007년 10월 대표적인 환경저해시설이었던 ‘북한산성 수영장(은

평구 진관내동)’을 37년 만에 철거했다. 일대는 그동안 수영장 영업으로 각종 오 · 폐수
무단방류 및 수영장 주변 계곡 내에서의 무분별한 취사행위로 몸살을 앓아왔다.

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했다.

국립공원공단(前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생명의 요람’으로 설정했다.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우선의 원칙, 공원자원 훼손 예방의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확립의

원칙, 국민 참여와 파트너십의 원칙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관리기반
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공원이나 보전지역 등 공원자원을 통합관리하며, 공원관리 조직

과 기능을 보강하고 자연생태계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등 공원관리조직의 선진화를 도
모하기로 했다. 자연공원제도를 개선하여 사유 토지의 공유화를 추진하며 광역 탐방정

보시스템을 구축, 탐방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
기로 했다. 아울러 1단계 공원관리제도 재정비(2003~2006), 2단계 전문공원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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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9년 8월부터는 북한산 송추계곡을 가득 메웠던 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철거에 들어갔고 업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합리적인 보상과 조율 끝에 철거를 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계곡 복원공사를 추진하여 오랫동안 불법으로 점거됐던 아름다운
계곡들을 자연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었다.

환경친화시설로… 변화의 첫 삽
2009년 9월 국립공원공단은 탐방서비스 강화를 위한 탐방안내시설 설치를 기

본방향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집단시설지구 내 공공시설지(도봉공원) 활용계획을

북한산생태탐방원 조감도

마련했다. 존치건물은 도봉분소와 국립공원연구소, 회의실 및 지원실 등으로 활용하고

외부 부지는 자연관찰로 등 자연학습 시설로 개발하기로 계획했다. 도봉집단시설지구
내 공공시설지는 자연해설, 생태관광 등 환경교육을 통한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보해 2010년 1월 ‘북한산국립공원 생태체험센터’라는 명칭으로 신축설계 공모를 시행

는 탐방거점시설로서 북한산 도봉지구에 대지 8,411㎡, 연면적 2,997㎡, 3층 규모로 건

‘북한산 도봉 자연학교’라는 명칭으로 자연학습장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건립 예산을 확
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1967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조성되
립을 준비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생태자원 체험과 환경교육 등 탐방휴양종합시설로 조

2010년 6월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생태체험센터를 청소년수련원으

로 활용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도봉구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건설 협

성하기로 계획했다.

생태탐방원 개원 준비

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해 생태체험센터 건설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8

월 26일 도봉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국립공원공단은 8월 30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건설공사의 공식 명칭은 ‘북한산국립공원 에코빌리지’ 건설공사로 명칭 했고 착공식에
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관련 인사, 국회의원, 도봉구청장, 조계종 등 정관계, 종교

계, 지역 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 건설의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국립공원 생태체험센터를 2010년 2월 2일에 개원한 산

악안전교육센터 기능을 포함시켜 국립공원교육원으로 확대 개원을 추진했고 2011년 1
월 개원준비단을 조직했다. 개원준비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운영준비반과 교육준비반으
로 구성했고 이후 조직의 명칭을 국립공원청소년수련원 개원준비단으로 변경했다.

2011년 2월부터는 6월까지 개원준비단은 직원 추가파견, 자연환경안내원(현

자연환경해설사) 채용, 산악안전교육센터 편입,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을 통해 현재와

유사한 운영 인력의 틀을 구성했다. 이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와 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안전한 산행 문화전파를 위한 등산교육, 전문의료기관과 협력한 환경성질환

예방‧치유프로그램, 북한산둘레길과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외부교육, 자문활동을 진행하면서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아울러 2011년 3월에는 국립공원 최초의 청소년수련원의 브랜드 명칭 공모를 진행했

다. 3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727건의 네이밍이 접수됐고 ‘꿈앤들’이 대

북한산생태탐방원 착공식(2010.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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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작으로 선정됐다. ‘꿈앤들’은 꿈이 있는 넓은 들판, 청소년이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라
는 의미를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국립공원 자연 속에서 꿈과 희망
을 키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4월에는 꿈앤들 BI를
개발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북한산생태탐방원 준공과 개원

이후 6월 1일 개원준비단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고 청

소년 수련활동·문화활동 등의 청소년 육성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 6월 20
일에는 최초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일반에 선보였다. 그리고 6월 30일, 북한산둘레길 개
통식을 겸해 준공 기념행사를 연 후 9월 8일 개원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 준공 기념행사 개최
2011년 6월 30일 국립공원공단은 2010년 9월 준공한 북한산둘레길 45.7㎞

(서울시 구간과 우이령길)에 이어 나머지 도봉‧경기도 구간 25.8㎞를 추가로 조성해 전

◎ 북한산생태탐방원 개원준비단의 전신 ‘산악안전교육센터’

체 71.5㎞ 21개 구간 완료 개통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이날 북한산생태탐방원(당시, 국
립공원청소년수련원) 준공 기념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행사는 탐방원의 준공을 축하하

고, 향후 성공적인 개원과 정착을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고 환경부차관, 국회의

원, 도봉구청장, 대한산악연맹회장 등 주요 외부 인사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내부
인사까지 총 3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준공 기념행사 개최 이후
건축물 준공 사용 승인 준비, 추가적인 조직정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개원과 업무
개시를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해 갔다.

북한산 정릉지구에서 문을 연 산악안전교육센터(2010. 2.2)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자연생태와 환경에 대한 교육, 올바른 산행문화 확산과 산

2000년대 접어들어 산행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많아졌고 조

악안전 교육을 위한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건립됐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체

구에 산악안전교육센터를 개소했다.

한 자산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다하고자 하기 위함이

난자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10년 2월 2일 북한산 정릉지
산악안전교육센터는 산행안전 기본과정과 전문가과정을 구분해 교육하고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

해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갔다. 산행안전 기본과정은 주말 2일에 걸친 기본훈련 과정과 기초암벽 과

정으로 나누어 개설했으며, 별도로 공단 신입직원 대상 기초등반 과정(주중 1박 2일)과 구조훈련 프

험프로그램과 생태탐방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힐링공간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
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총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해 강의실, 실내 집회장, 양호실, 산악

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전문가 과정(주중 3박 4일)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연간 160명의 자연환경해

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자들은 수
료 후 센터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했다.

2011년 1월 산악안전교육센터는 북한산생태탐방원 개원준비단 활동을 수행했고, 7월에는 북한산
생태탐방원의 내부 부서인 ‘국립공원등산학교’로 편입됐다. 이후 2019년 7월 1일 국립공원등산학
교는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분리되어 산악안전교육원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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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비롯해 100명 정원의 생활관(숙박시설)을 포함하여 건립됐다.

니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건설되었으며, 자연채광을 이용해 실내

형 디자인으로 설계해 건설됐고, 경사지형을 따라 건물 높이를 계획해 외부 노출을 최소

인간공학적인 요소를 도입해 디자인했다.

건물의 형태는 북한산의 기암풍경을 형상화해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순응

화했다. 특히, 건립 취지에 맞게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적용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최초의 공식명칭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확정

지열, 태양광, 빗물재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절감뿐만 아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한 후 정식 개원을 위해 마무리 작

주요시설 개요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면적

주요시설

장애인 시설
친환경 설비

2010년 9월 ~ 2011년 8월

업을 서둘렀다. 가장 먼저 조직정비에 나섰다.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부 부서로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외에 국립공원등산학교를 신설했고 일반직

내용

통일된 공식 명칭 확정은 국민들 모두의 자산으로서의 국립공원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생태체험 및 힐링문화, 바람직한 산행문화 등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아울러 소통

장애인 E/V 2대, 전용 생활관 1실, 리프트 1대 등

지열 냉․난방 183kW, 태양광 9.6kW, 옥상녹화(870㎡)

비용절감(원/년)

과 공감의 접점에 있는 생태탐방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
나였다.

CO2절감 (TCO2 /년)

16.2
(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35% 감소)

LED전구

480,000
(형광등 대비 31.3% 감소)

2.0
(형광등 대비 31% 감소)

9,780,000

28.9

합계

된 명칭을 갖지 못하고 혼칭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식명칭 확정이 시급했다.

강의실(2실), 강당(1실), 생활관(18실), 산악박물관(222㎡), 체육활동장 등

6,200,000
(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34% 감소)

옥상/벽면녹화

한산국립공원 에코빌리지’, ‘국립공원교육원’, ‘국립공원청소년수련원’등 하나의 통일

부지면적 : 8,480㎡(2,565평) / 건축면적 : 2,206㎡(667평)
연면적 : 2,995㎡(906평) / 건폐율 26%, 지상 3층

지열

태양광

정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산국립공원 생태체험센터’, ‘북

158억 원(공사비 80억, 용지비 58억, 훼손부담금 등 20억)

친환경기술 적용 내역
친환경기술

조도 유지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신적‧신체적 안정감을 주어 피로감을 낮추는

1,700,000

1,400,000
(냉난방 부하 16% 감소)

이에 2011년 8월 16일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으로 최초의

공식 명칭을 확정했다. 생태탐방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7.0

가능한 이용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명칭을 공
모했으며, 채택된 ‘꿈앤들’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BI’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3.7
(냉난방 부하 16% 감소)

제1호 생태탐방원 개원과 업무개시
2011년 8월 17일, 초대 원장으로 이수식 원장이 부임했다. 원장의 부임과 함

께 개원준비단 직원들을 정식으로 발령시켜 배치했고 8월 22일에는 북한산국립공원탐
방안내소(정릉지구)에 있던 국립공원등산학교(전, 산악안전교육센터)를 북한산생태탐

방원 시설로 이전시키면서 조직구성을 완전히 마치고 본격적인 개원 준비를 마쳤다. 아
울러 부대시설인 산악박물관 등의 마무리 공사까지 끝마쳤다. 산악박물관은 250㎡ 규

모에 수장고 25㎡를 갖추고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캠핑문화 및 등산문화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됐다. 이외에도 9월 5일 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함

북한산둘레길 개통식과 함께 개최된 북한산생태탐방원 준공 기념행사(2011.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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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꿈앤들 숲 유치원’시범운영을 준비했다. ‘꿈앤들 숲 유치원’은 도심 속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전인적 성장발달을 돕는 자
연체험 유치원이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이러한 준비 과정을 기반으로 서울시교육청 주관 2011년 초등학

3.
환경교육의 개발과 운영

교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 9월 8일 국립공원 제1호 생태탐방원인 ‘북한산생태탐방원’이

개원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건축물 준공 사용 승인 등 모든 업무준비를 마치고 본격
적인 업무 개시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자연환경안내원(현, 자연환경해설

사), 디자이너 등을 추가 채용하고 무공해 친환경 전기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성장기

반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환경교육의 태동
개원 후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이 가진 우수한 생태 · 문화 ·자원 등을

인가를 마쳤고, 현재까지 국립공원 최초이자 유일의 청소년 수련 기능까지도 함께 수행

활용해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천해 나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생태탐방원 개원 이후 생태탐방원의 유형을 도시형/ 산악

2011년 설립 원년 가족대상 팸투어 ‘1박 2일 꿈앤들 가족캠프’와 ‘1기 국립공원청소년

하고 있다.

형/ 해안형 등으로 테마를 정하여 추가적인 생태탐방원 건립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갈 탐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1박 2일 꿈앤들 가족캠프는 도봉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회 200명, 25가족이나 참여하는 성황을 보였다. 1기 국립공원청소년운영위원회는 기

획‧활동‧홍보 등 3개 분과 20명을 위촉해 총 4회 운영됐다. 또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처
음 시작된 국립공원 숲 유치원, 미래세대 환경체험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특

◎ 초창기 조직도

화프로그램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했다.

2011년 9월 7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꿈앤들 숲 유치원’은 도심 아동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오감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자연
생태 유치원이다. 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함께 6~7세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계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국립공원등산학교

절에 따라 변하는 숲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연을 기록하는 관찰일기 작성, 자연물을 이

꿈앤들 숲 유치원 졸업식(20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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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만들기 체험 등으로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차례 운영 됐다. 꿈앤들 숲 유

치원은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는 11월 4일과 5일 주한라오스대사를 비롯해 라오스 유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교류행사를 열었고 북
한산둘레길 체험행사를 열었다. 국립공원공단과 라오스와의 교류는 지난 2010년 북한

산국립공원을 방문한 라오스공무원단에게 선진화된 공원관리기법을 전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1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라오스 친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청소년 육성과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본 행사는 2013년에도
이어져 10월 26일과 27일 단풍이 생소한 라오스 유학생 80명을 단풍이 절정을 맞은 북

국립공원 주니어해설사(2012. 5~10)

한산으로 초대해 체험행사를 열면서 양국간 친선은 물론 환경보호 의식을 나누며 지구
촌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교육 이외의 특화프로그램으로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이 국립공원으로서 지

의 지구촌 이슈는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고 생활화됐다.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

수 있다. 가정을 이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 2쌍

가 국립공원은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우리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국민들 사이

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시행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인 ‘숲속 합동결혼식’을 꼽을
을 초대해 2011년 10월 22일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결혼식을 열어 잊지 못

할 추억을 선물했다. 국립공원 바우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숲속 합동결혼식’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를 함께 지
키고 자연 속 힐링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산임을 특별히 강조했다.

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

적 흐름과 함께 제1호 생태탐방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산
생태탐방원은 국민 가까이서 소통하는 친근한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했고 환경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2012년 1기에 이어 운영된 2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환경교육 체계화

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생태‧환경을 탐사하

고 보호활동을 수행하며 국립공원에 대한 미래가치를 배우고 홍보하는 청소년 대상 환

북한산생태탐방원 개원 원년은 보다 완성도 높은 탐방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위

경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한 디딤돌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탐방서비스를 개발하고 체

2기부터는 ‘주니어레인저(Junior Ranger)’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

계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

작했다. 덕유산 및 지리산국립공원 2박 3일 탐사, 봄‧가을 자연보호캠페인, 환경을 주

민 여가생활이 보다 증대됐다.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등 탐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교육콘텐츠
를 개발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통해 북한산생태탐방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당시 이 같은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변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위기와 환경보전 등 우리 시대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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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주니어레인저의 활동기반을 구축했다. 매

월 정기모임을 갖고 북한산생태탐방원의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안, 환경
보호 홍보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지역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한편, 2013년 3기 주
니어레인저부터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으로 대상을 변경하고 모집‧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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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에는 도봉구청, 도봉경찰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인제대학교 상계백병

원과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국립공원 자연 속 힐링 캠프’를
열었다. 자연과 친해지는 자연놀이, 리더십을 키우는 자연탐사, 자연물을 활용한 자기표

현, 자연숲 연극제와 희망메시지 발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찾고 도전
과 열정으로 꿈에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인제대 상계백병원의 프로그램 자문,

심리검사 등을 통해 캠프 참가자의 전후 정서적 변화를 분석하여 자연체험이 청소년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됐다.

2013년 5월 14일에는 충북대, 도시생태학연구센터, 인제대 상계백병원, 도봉

숲속마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힐링 중,

국립공원 자연 속 힐링 캠프(2013. 4~10)

국립공원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자연과 사람 포럼’을 열었다. 산림치유 사례와 해외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립공원에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각계의 전문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주니어레인저’를 시작으로 국립공

원 청소년 그린캠프, 국립공원 주니어해설사, 국립공원 자연 속 힐링 캠프, 자연과 사람

포럼, 교수직무연수 등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국민들과 세계적인 환경
이슈를 공유하고 국립공원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가들과 함께 힐링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접근방식의 필요성과 공원‧산림‧교육‧의학

등 관련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국립공원의 힐링서비스에 대해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
을 가졌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개원 원년을 지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과 생태

2012년 4월 본격적으로 운영된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캠프는 주 5일 수업 전면

체험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제고하기 시작했다. 이

됐다. 생태‧문화‧체험활동을 통해 21세기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

와의 협업을 통한 북한산생태탐방원의 환경교육의 체계화, 다양화, 그리고 특화된 생태

시행에 따라 20명 이상 학급 단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당일형과 1박 2일형으로 운영

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미션 수행을 통한 국립공원 에코엔티어링, 생
활용품을 만들어보는 공예교실, 그린티셔츠 만들기, 야생동물 발자국 뜨기 등 창의적 체

같은 움직임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의학, 건설, 도시공학, 디자인 등 여러 분야
체험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

험활동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립공원 주니어해설사는 평소 자연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
물, 식물 등 분야별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공원관리 지원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부터 11월까지 10주 교육커리큘럼으로 구성해 교육 이수
후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에 주니어해설사로 활동했다.

‘국립공원 여름생태탐사’ 교원직무연수는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

일간 전국 유‧초‧중‧고등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연수로,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물

론, 학교에서 접목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총 30시간, 선
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학교의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두 배 증가한 60여 명의 교원이 연수에 참여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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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내원 해설역량강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등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산교육프로그램 등 안전한 산행 및 탐방문화 확산에

4.
역량강화를 위한 첫 번째 변화

기여했고 생태탐방연수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2012년 5월 명칭변경
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국립공원 생태탐방 및 환경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경영 및 운영기반 구축

명칭변경, 한 단계 도약

개원 초창기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운영관리부‧교육수련부‧국립공원등산학교

2012년 5월 7일 전체 기관명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등 2부 1학교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조직 및 인력구성을 마쳤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연수원’으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지 않았지만 직제규정에서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명칭으로 국립공원 중복 표기에 따른 비경제성 등 제반 문

제점 해소’라고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면 북한산생태탐방원의 명칭변경

위해 무공해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 홈페이지 구축 통한 고객이용편의 제공, 수입징수규
칙 개정으로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2012년 10월 26일에는 ‘KOSHA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KOSHA18001 인증은 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은 단순히 표기중복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기관 및 기업에 부여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기관 기관장의 개선의지 및
전 임직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심사, 인증심사 및

개원 전까지 북한산생태탐방원은 하나의 통일된 명칭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칭으로 불렸다. 이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처음 국립공원공단은 도봉공원을 철거하고 어떤 시설로 활용할까 모색하다가 탐방

인증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인증하는 제도이다.

심사과정은 위험성평가 등 건설현장 위주의 심사로 이뤄지며 인증심사 이후에

안내소, 자연학습시설, 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도 1년마다 사후심사 및 3년마다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인증 유지에 엄격한 기준을

태체험시설에 연수시설 기능을 더한 국립공원 최초의 청소년수련원 설립을 추진했다.

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했고, 질병 없는 업무‧연수환경을 조성했다. 인증 획득 후에도 무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무소와 연구원 이전 및 활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생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1년 4월 5일 신설된 자연공원법 제73조의3(생태체험사업)에
의거해 ① 자연해설과 탐방서비스를 진행하는 자연환경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②

적용한다. KOSHA18001 인증을 획득한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무재해‧무사고 실현을 위
재해를 위해 연수원 내 위험요소 발굴‧평가‧개선 활동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전문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③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탐방서비스와 더불어 숙박시설을 운영해 탐방객에게 고품격의 공원휴양 기회 제공 등

설립목적을 수립하고 2011년 6월 30일 국립공원청소년수련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식
을 열었다. 그러나 실제 업무 개시일인 9월 8일까지 개원 준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
소년수련원보다 정체성이 뚜렷한 명칭인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이라는 공식적인 명
칭을 얻게 됐다.

업무 개시 후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초창기 시범사업의 형태를 벗고 역량강화를

이뤄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체계적인 운영관리시스템, 직원‧자연환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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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18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2. 10.26)

전 직원의 안전보건교육 강화로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의식을 정립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된 교육프로그램은 직원 기본역량 교육(본부/ 북한산/ 도

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탐방원 시설물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

봉산 5년차 이내 직원 대상), 직원 리더십 교육(3, 4급 직원 대상), 외부 보호지역 관리자

이와 같이 안전 경영환경 조성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

의 전문성을 갖춘 자연보전과 생태복지를 선도하는 국립공원의 리더기관으로서 북한산

교육(도립/ 군립공원 관리자 대상)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공원지식과 현장관리

는 등 비상사태 대비 대응 모의훈련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했다.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으로 최초 인정을 받았으며,

생태탐방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탐방업무 담당자 및 신규 자연

2021년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재인정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환경해설사 등 교육수련 분야 종사 직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탐방업무 담당직원 대상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했고 자연환경해설사

다채널 홍보와 인지도 제고

대상 해설기법 및 공원관리 개론 교육을 실시했으며, 201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자연환

경해설사 양성사업과 바람직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산행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전략적인 다채널 홍보를 통해 환경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

운영했다. 이 내용은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성을 확립했다. 홍보전략TFT를 구성해 페이스북 개설 등 SNS로 다양한 정보 제공뿐만

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다.

아니라 이벤트 등을 실시하면서 탐방원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한 리플릿 등을 제작해 텍스트 위주에서 벗어난 입체적인 동영상 정

한편 ‘3. 환경교육의 개발과 운영’ 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지만 북한산

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산생태탐방원의 홍보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 밖에 시설 및

생태탐방원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실제 경험과 노

프로그램 리플릿 및 기념품 10종 제작, 자연환경해설사‧주니어레인저 등 패치제작, 연

수원 위치안내판 설치(3개소) 및 전화안내멘트 실시 등 개원초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2012년 8월 꿈앤들 BI 지적재산권 등록을 완료했고 그 밖에 대통령 소속 국가건
축정책위원회 주최, ‘2012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북한산생태

하우를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녹색성장위원회 2건, 환경부 4건, 여성가족부 3
녹색교육기관 인증 획득
(2012. 3.16)

건 등 환경교육전문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여 프로그램 질적 수준 및 전문성을
급속도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속적인 인증프로그램의 관리를 통해 환
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이처럼 역량강화를 위한 초창기 혁신적인 움

직임은 국립공원공단 최초로 건립된 환경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다지는

탐방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기가 됐다.

환경교육 전문기관 인증 현황

직원 역량과 리더십 강화

구분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자연보전 및 생태복지를 선도하는 환경교육 접점의 국립

공원 리더 기관으로서 역량과 리더십 배양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먼저 2013년 2월부터

기관 인증(4건)

6월까지 직원교육프로그램 개발 TFT를 운영하여 전 직원 기본역량프로그램 및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타 기관‧단체의 보호지역 관리자 공원관리과정(기본/ 심화) 프로

그램을 개발했다. 4월 전문가컨설팅 및 중간보고와 6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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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증(6건)

인증기관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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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내용

• 녹색교육기관 인증(2012. 3.16)
• 청소년 녹색수련기관 인증(2012. 6.15)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2012. 4.23)

• 국가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2012. 12.11)
• 환경교육프로그램
- 국립공원 주니어해설사
-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캠프 당일형/ 숙박형
•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 국립공원 주니어해설사
-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캠프 당일형/ 숙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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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외국인 탐방객 10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의 이주민들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까지 80명의 외국인 자연환경해

5.
전문인력 양성교육 진행

설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필리핀, 중국, 몽골 등에서 이주한 다문화가족 여성 15명
을 대상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1개월 간 기본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다문화

자연환경해설사들은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외

국인을 위한 탐방안내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얻기도 했다.

환경부 제1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탐방원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시작한 2012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을

비롯해 보호지역에서 활동할 전문해설사 총 191명(국립공원공단 소속 119명, 일반인

2010년 8월~12월 정릉 산악안전교육센터에서 일반교육 39명, 전문교육 165

60명, 다문화 12명 등)을 양성했다. 교육과정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자격과정 도입을 위한 시범교육이 실시

다. 그러나 전례 없이 처음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사이버 강의 등 네

됐다. 이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자연환경해설사, 지질공원해설

트워크 구축, 자연해설사 전문 및 보수과정 개설, 교육의 고도화를 통한 표준교재 개발

사 등 전문가양성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모태가 됐다. 이후 2011년 3월, 북한산생태탐

등 개선해야할 점들도 나타났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개선사항을 2013년 교육과정에

방원 개원을 진행하면서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제 도입을 준비했고 북한산생태탐방원이

반영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해 국립공원

개원 후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서 2012년 4월 23일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 환
경부로부터 제1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

관리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1차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포스터

자연환경해설사란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들에게 자연환경해설과 홍보, 생태탐방안내 및 교육 등을 수행해 자연환경보전과 자연

생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는 전문적인 해설‧안내 전
문 인력을 말한다. 2012년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은 4~6월에는 자연환경안내분야

2년 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양성과정을, 9~10월에는 교육대상 제한 없이 일
반인과 다문화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양성과정을 진행했다. 간이양성과정은 해설

2012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교육 운영
구분

간이양성과정
기본양성과정

교육대상

• 자연환경안내원 B9 이상 경력 
• 타 해설양성과정 관련 인증 이수자로
2년 이상 경력자
• 제한 없음

운영시간
35시간
80시간

운영회수

150명
(30명, 5회)

30명(30명, 1회)

◎ 교육생 만족도 조사

기법 및 시연 외 15과목 42시간으로 교육커리큘럼이 구성됐고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
해 수료증을 교부받아 전문성을 갖춘 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교육과정 만족도

전문성 향상도

5점
4점
3점
2점
1점

환경부 제1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2012.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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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만족
(4.5점)

매우
만족
(4.4점)

매우
그렇다
(93%)

매우
그렇다
(91%)

강사(강의)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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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고도화

태탐방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총 24기, 98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는 등

환경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로

2012년 제1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실행

했지만 처음으로 실행하는 교육과정은 사이버 강의 등 네트워크 구축, 전문 및 보수과정
개설, 교육의 고도화를 통한 표준교재 개발 등 보완해야할 점들이 노출되기도 했다. 북
한산생태탐방원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설‧안내‧생태탐방 분야 인력양성기관
으로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고도화 사

업을 추진했다. 고도화 사업은 ①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평가‧개선이 가능한 전

문과정의 개설 ② 범용교재 개발 및 공통평가방안 마련(간이, 기본양성과정 교재, 21과
목 24명 집필참여) ③ 교수인원 인력풀 확보 등 보다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자연환경안내분야 2년 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양성과정, 일반인

과 다문화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양성과정, 간이과정과 기본과정 이수자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인 전문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간이양성과정은 해설기법 및 시
연 등 11과목 35시간으로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했다.

한편 2013년 1월 환경부는 자연환경해설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기관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을 선정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교육 운영 현황
구분

교육대상

간이양성과정
기본양성과정

35시간

• 제한 없음

전문과정

80시간

• 간이, 기본과정 이수자 중 희망자

100시간

2012~2013년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생 현황
구분

과정

계

-

자연환경
해설사

운영시간

• 자연환경안내원 2년 이상 경력
• 타 해설양성과정 관련 인증 이수자로 2년 이상 경력자

기본
간이
전문

2013년

교육신청

교육일수

연인원

39

10

390

33

13

383
151

-

5

2,596
755
429

2012년

교육신청

교육일수

연인원

49

10

490

-

-

210
161

-

5

1,295
805
-

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주요업무 총괄‧지원하고 양성교육과정 표준교재 개발 및 제
도 홍보를 진행했다. 현재는 한국생태관광협회가 총괄 중이다.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2013년 한 해 동안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총 9회 180명, 2014년 총 7회 188명,

2015년 총 5회 137명의 자연환경해설사를 배출했다. 2014년부터는 일반인 응시자의

증가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공통평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자연환경해설사 인
력증원이 용이해진 후 간이과정을 폐지하고 기본과 전문과정으로 진행했다. 북한산생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의거, 지질공원사무국으

로부터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탁받아 2013년부터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지질공원해설사는 지질공원의 지질·지형, 자연, 역사 등을 통합하여 그 지역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해 대중에게 지질공원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지질공원해설사는 2주간 총 소양과정 40시간, 전문

과정 60시간 1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자연생태 우수지역 해설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해온 북한산생태탐방
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2016년 5월 4일 환경부로부터 제1호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7~8여 년간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온 북

한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대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현장실습 해설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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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을 배려하는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

산악안전교육의 보급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2010년 2월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국립공원등산학교(당시, 산

악안전교육센터)는 강사진, 내용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직원교육으로 구분해

로그램 및 교육생 편의시설(자습공간, 휴식공간 등)을 제공해왔고, 현장교육 강화를 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시민교육은 청소년을 포함한 초급등산반, 암벽기초반으로 구성

한 교육 커리큘럼 개선과 강사 인력풀 확대, 교육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전 교육안내,

미수료자 케어서비스를 강화 등을 통해 지질공원해설사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전문가 양
성교육의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또한, 지질학적 지식 및 해설역량 함양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립공원의 탐방문화 고도화를 지원해
왔다.

한편,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21년 현재까지 총 14기 지질공원해설사 과정을 운영해,

했고 직원교육은 초급등산반과 합동구조훈련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시민교육 12

회 연인원 804명, 직원교육 5회 연인원 576명 등 총 17회 1,38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북한산생태탐방원(국립공원청소년수련원)의 내부 부서로 편입된 산악안전교육센

터는 국립공원등산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산악안
전교육 보급 및 시행을 통해 바람직한 산행문화를 조성해 나갔다.

2011년 9월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업무개시와 함께 문을 연 국립공원등산학

총 50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교는 일반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악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개교 원년인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요

직원 등 63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반을 4회 운영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

구분

자연환경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2011년에는 189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등산반 8회, 환경부 및 경북공무원교육원
주요내용

우수한 생태지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전국 지질공원 방문객에게 지질공원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문인력 양성

램으로는 산행 및 안전과정 이론과 실습을 10회 진행했고 501명이 참여했다. 직원 대상

비고

정규등산반은 2회 68명, 합동구조훈련 1회 39명, 특별반 3회 151명이 교육을 받았다.

자격과정

또한 산악안전교육프로그램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iTV(국립공원인터넷방송) 산행안

자격과정

전교실 프로그램 제작과 KBS, SBS, EBS 등 방송출연을 통한 산악안전 홍보에 나서기
도 했다.

2012년부터는 보다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산악안전교육에 참여했다. 국립공

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안전사고 역시 비례해 발생하는 상황이라 시

민들은 물론, 현장 직원들의 위기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됐다. 2012년
에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청소년과 공무원 등을 포함해 34회 1,546명을,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9회 362명 등 총 43회 1,908명을 교육했다. 특히 공직자 과정을 최초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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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역시 4월~10월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등산반‧청소년반‧

공무원과 공공기관종사자를 위한 공직자반, 국립공원 직원을 위한 정규등산반 등의 산

악안전교육이 진행됐다. 교육과목은 올바른 등산문화와 윤리, 건강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한 일반산행기술, 안전사고 대응요령, 산노래(또는 산사진 촬영기법), 산행실습 등으

로 구성됐다. 아울러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산악박물관에서 열린 자연을 배려하는 등산
교실에서는 산행기술, 매듭법, 산악문화(산노래, 산악영화 등) 행사와 응급처치 등을 실
시했고, 2013년 한 해 동안 총 75회 3,519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2013년에는 2012년 지적된 악천후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전천후 실내교육장을 설치했

다. 실내교육장은 안전교육 및 훈련은 물론,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가변식 교육장으로

활용됐다. 또한 월간지 및 언론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각 과정별 안내

국립공원등산학교 암벽 기초 훈련 실습(2013. 3)

설명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역시 이어갔다.

하면서 공무원에 최적화된 산악안전교육을 제공했다. 2012년 산안안전교육을 마무리
하면서 산악안전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산악교육 전문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2014년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2년 제기된 산안악전교육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의견

을 간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갔다. 경찰산악구조대, 119구조대 등 구조대를

대상으로 한 전문산악구조교육을 국립공원공단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와

대조적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에코등산교실 역시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구조

지난 2011년 국립공원등산학교는 활발하고 만족도 높은 강의를 진행했지만 공

식교안이 없어 강사 개인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설립 취지를 살린

독창적인 교안제작과 각종 교육용 장비를 확보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

을 세우고 산악교육체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각 분야별 전문 사내강사들이
자연을 배려하는 산행, 암벽등반론, 사고사례 등 주요과목에 대한 교안을 제작했다. 그

밖에 구급낭 등 3종 20점의 교육장비 등을 자체 구입했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고어코리

교육과 안전산행교육 등 현재와 같은 산악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했다. 청소년 에코등산

교실은 안전산행 교재인 ‘안전하고 즐거운 국립공원탐방’을 개발해 교육지원청 및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2,500부를 배포하기도 했다.

안전한 등산문화 확산 위한 대외협력
국립공원공단은 일본 국립등산연수소와 건전한 산행문화 보급, 안전사고 예방

아 간 업무협약에 따른 각종 장비를 3종 46점을 확보했다. 이처럼 국립공원등산학교는

교안제작과 교육장비를 조금씩 갖춰 나감에 따라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교육 등과 관련한 기술교류를 위해 2010년 11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국립

여전히 실외교육장에 대한 세부설명서 제작, 기상악화 시 필요한 실내교육장 구축 등 교
육 및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체크해 개선해 나갔다.

2011년에 이어 올바른 산행문화를 보급하고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역시

놓치지 않았다.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서울지하철 1~4호선 118개 역사 승강장 및 객차

내 Sub-TV 홍보를 진행 했다. KBS, MBC, YTN 등 주요방송사와 뉴스 전문 방송을 활용
해 홍보활동을 추진했고 특히 YTN 전속 출연과 그 외 산악전문 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서 올바른 산행문화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이처럼 폭 넓은 홍보활동과

함께 국립공원등산학교의 대표 상징물인 패치를 제작했다. 각종 산악장비에 부착하고
홍보동영상, 방송, 언론보도 시 적극 활용해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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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연수소는 문부성 산하 기구로 등산지도자 양성과 등반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1964
년 설립되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산, 조난구조 교육과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

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산악안전에 관한 협력과 교육 프로그램 정보공유, 인
적자원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로써 국립공원등산학교(당시, 산악안전교육센

터)는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 등산연수기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산악안전교육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2년 국립공원등산학교는 해외 등산문화 교류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

면서 일본 국립등산연수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25일부터 28

일에 열리는 일본 국립등산연수소의 구조기술강사연수회에 사내강사(산악전문)들과 산

림청 산림항공구조대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산악안전교
육프로그램 운영기법, 새로운 구조시스템과 구조장비 활용법 등을 도입했다. 국립공원

국립공원등산학교의 자연을 배려하는 등산교실(2013. 4)

등산학교는 이를 개량‧발전시켜 국내 산악안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

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반용 헬멧과 각종 빙설장비, 피켈 등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조대와 국립공원공단 지상구조대의 협력관계를 형성했고 산악안전 분야의 교류활동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캠핑장비, 작은 모형 등을 전시해 캠핑의 역사 역시 한 눈에 관람

고 모집분야별 당일형 산악안전프로그램에 기획하여 시범운영했다. 그 외 산림청 항공
활성화로 한일 양국 간 우호증진에도 기여했다.

국립공원등산학교와 국립등산연수소는 현재까지 산악안전사고예방, 재난대응산악구
조기술 등 안전한 산행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해 발전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등산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과 친숙하게 살아온 우리나라의 캠핑문화가
할 수 있다. 전시자료들은 대한산악연맹과 한국산악회 원로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던 개
인자료들을 기증한 것들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산악잡지인 월간『산』의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420여 권을

민경찬 교수로부터 기증받았고 그 외에『사람과 산』,『마운틴』등 국내 유명 3대 산악
잡지를 모두 확보해 산악박물관 북카페에서 전시해왔다.

국립공원산악박물관 운영

개관 초창기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 2012년 3월에는 국립공원공단의 국제적

2011년 10월 1일 개관한 국립공원산악박물관은 194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산악인들의 활동상과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사용했던 장비를 전시하고 있

활동역량과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 고산원정 활동에 대한 특별 사진전을 개최했
다. 2001년을 시작으로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를 등정한 사진부터 남극대륙의 최고봉인
빈슨매시프 등정사진까지 약 30여 점과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사진 10여
점 등 총 40여 점을 전시했으며,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산노래’ 등 정기적인 문
화행사를 진행했다.

국립공원산악박물관은 2012년 한 해 동안 27,866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초창기에는 국민들에게 과거 산악인들의 발자취와 산악

역사, 문화 등 도전정신을 보급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고 점차 다양한 전

시,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악체험공간으로 발전시

켰다. 현재 국립공원산악박물관에는 1,200여 점의 산악 및 캠핑도구가 상시 전시되어
있고 북카페에는 우리나라 산악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산악잡지 및 전문서적 4,800여
권이 소장되어 누구나 찾아와 열람할 수 있다.

국립공원등산학교 ‘산노래’ 교육(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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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특별한 인연

국립공원의 미래, 주니어레인저

01.



02.

북한산생태탐방원 문명근 원장
2011년 북한산생태탐방원(당시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도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 조혜진 과장
2011년 1월 28일 자로 개원 준비단 TFT로 발령을 받고 2013년 4월까지 북한산생태탐방원에

봉사무소의 탐방시설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원래 국립공원공단 사상 최초로 건설하는 생태탐방원

서 근무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환경교육, 생

역할을 하던 우리 사무소가 최종 준공까지 공사감독의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처럼 초창기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 북한산생태탐방원뿐만 아니라 전국 국립공

이기 때문에 시설처에서 직접 공사감독을 진행하며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부감독
사실 당시에는 북한산생태탐방원 건설뿐만 아니라, 북한산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송추이주단지 조

성사업까지 동시에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공단뿐만 아

태관광에 대한 구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
원에서 운영하는 탐방프로그램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었다고 자부합니다.

니라 지자체, 관계 기관 등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국립공원 보전의 최접점에서 우리

특히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는 개원 원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의 간판 프

경교육을 담당‧보급하는 최초의 기관이며 선진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 있어야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이고, 북한산생태탐방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

나라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환
공사 진행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탐방객이 가장 많은 도봉산 탐방로 입구에 위치

하고 있다 보니, 공사차량이 오갈 때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까 긴장을 놓지 않고 안전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상인들이 모두 탐방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지만, 옛날에는 탐방원 주변이 상인과 탐방객

로그램입니다. 원래 북한산생태탐방원이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법적 기구로 청소년운영위원회

공단 산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색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됐고, 주
니어레인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들로 뒤엉켜 북적였습니다.

주니어레인저는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간단히 예를

인들의 이주는 불가피했고 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 노점상연합회가 도봉사무소 앞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홍보활동을 펼치면 시민들은 더욱더 크게

북한산생태탐방원이 건설되면서 탐방로 주변이 정비됐고 훼손된 자연이 회복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
에서 시위를 하는 통에 업무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신하며 힘을 보탠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출근할 때 예쁘게 정비된 탐방로를 올라가면 그 옛날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장판처럼 시

끌벅적하고 막걸리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이 지금처럼 자연이 숨 쉬는 곳으로 변화하리라고 누가 짐작
이나 했겠습니까? 아마도 민원을 제기하며 불편을 호소했던 분들도 오늘날 깔끔하게 단장된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 겁니다.

2011년 저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시작과 함께 했고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통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십 년 전 그때처럼 시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전

들면 탐방로 입구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탐방객들의
박수 쳐주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가진 ‘위대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니어레인저의 역할은 바로 청소년들의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열정이 만드는 환경보전
활동들, 결국 그들이 빚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니어레인저를 시작하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고 환경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더 나아가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지금 주니어레인저를 인솔하는
입장에 있는 전설의 레인저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주니어레인저를 만드는 데 힘을 보
탠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국립공원의 미래가 밝구나, 내일이 기대됩니다.

국 생태탐방원의 거점시설로서 새롭게 도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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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립공원의 얼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공단 탐방정책부 윤재은 과장
개원 이듬해인 2012년 1월, 북한산생태탐방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탐방원에서 진

행하는 모든 업무는 대부분 처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역
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환경부와 조율도 많이 필요하고 자연환경해설사 제

도에 대한 평가체계, 교과목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 북한산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3일,

자연환경해설사 1호 양성기관으로 우리 탐방원이 지정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낯선 업무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창조적이고 자유
로운 분위기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신선하고
기분 좋은 시절로 기억됩니다.

2012년 가을 무렵에는 다문화가족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주부들이었는데 1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캐
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도 북한산이나 경주 쪽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에서 외국인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테랑들로서 120%로 역량을 발휘하는 분
들입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통역은 물론, 외국인들과의 교류 업무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다소 제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연환경해설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자연환경해설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에 머물
러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도와 법령이 개선되어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보다 활기차

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립공원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그분
들이 환한 얼굴로 탐방객들을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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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관광 및 전문가양성
교육기관으로 성장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생태탐방(환경교육, 생태관광 등) 고도화 작업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개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됐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변화
2. 환경교육 고도화와 생태관광 기반 구축
3. 생태관광 기반 구축 및 정착
4. 신규 생태탐방원 조기 정착 위한 컨설팅 지원
5. 전문산악구조교육 시대의 개척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변화

신규 생태탐방원의 롤모델
2011년 개원한 국립공원생태탐방원은 청소년, 가족단위 탐방객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게 됐다. 이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은 우수 생태지역의 효

지리산생태탐방원 개원(2015. 3.11)

율적인 보전‧관리는 물론, 다채로운 환경교육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

야산‧내장산), 해안형(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각기 다른 개성과 테마의 생태탐방원들이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 새로운 생태탐방원 건립을 계획했다. 서울은

이처럼 신규 생태탐방원들이 빠르게 설립되자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그들의 운영 조기

로 이어져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국립공원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서 북한산생태탐방원을
첫 번째 ‘도시형’ 생태탐방원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나머지 전국 국립공원의 입지에 따
라 산악형, 해안형으로 차별화된 테마를 정해 지속적으로 생태탐방원을 설립해 나갔다.

2013년 9월 지리산 화엄사지구에 국립공원공단의 두 번째 생태탐방원이며 산

악형 생태탐방원인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지리산생태탐방원)’ 조성을 확정했다. 지리
산생태탐방원은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2만3,000㎡ 부지

에 연면적 3,900㎡ 규모로 건설됐고 2015년 3월 11일 문을 열었다. 지상 2층, 지하 1

층 규모의 건물에 강의실 2실, 체험실습실 4실, 생활관 21실 등이 들어선 지리산생태탐

방원은 장애인 · 아동 · 노인 ·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디자인을 적용한 담장이 없는 사회참여
형 생태탐방원이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모두 설립됐다.

정착을 위해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했고 전체 생태탐방원의 체계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
력했다. 그리고 신규 생태탐방원의 롤모델로서 거듭나기 위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점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의 두 번째 명칭 변경은
바로, 이러한 유의미한 ‘성장과 확장’을 의미한다.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변화’에서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의 명칭 변경에 담긴 그
‘성장과 확장’을 간결하게 정리해보았다.

환경교육 및 생태관광 문화 확산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1년 개원 후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환경교육과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환경리더 양성, 청소년 수련시설 역할을 넘어 전 국민을 위
한 힐링공간으로서 업그레이드되어갔다. 그 무렵 지리산생태탐방원 조성이 확정됐고 3

한편,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신규 생태탐방원 건설이 시작되자 명칭의 차별화를

위해 2014년 2월 1일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에서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으로 기관
명을 변경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생태탐방원을 시작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한려
해상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내장산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

호, 4호 생태탐방원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졌다. 국민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성장한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4년부터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등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미래세대 교육정책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

을 차례차례 건설했다. 도시형(북한산과 무등산), 산악형(지리산‧설악산‧소백산‧가

급하고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를 통해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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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인 자연환경해설사와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기관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면서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했다.

2014년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해 시행하기 시작했고 생태관광 문화 확산을

방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201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소백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무등산, 가야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태관광 활성화, 전문성 강화, 컨설팅 등 추

내장산 등에 생태탐방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이들 신규 생

인 생태관광 문화 보급과 확산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도출, 사업모델 제시, 전문 경영컨설턴트 자문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의 중장기경영목표

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태관광운영매뉴얼을 제작해 각 사무소에 보급하고 본격적

태탐방원에 대한 다양한 행정지원을 진행했다. 연수원별 SWOT 분석으로 전략 및 과제
와 부합된 ‘연수원 운영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고 신규 탐방원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2015년에는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 시

작했다. 청소년, 가족, 소외계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시민들이 생태관광

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북한산둘레길을 활용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인 ‘함께 그
리는 생태이야기’ 지도를 제작하여 시민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기반

생태관광’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생태관광운영매뉴얼’과 ‘찾
아가는 생태관광컨설팅’을 통해 생태관광 운영의 표준화‧체계화‧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생태관광 품질 향상을 이뤘으며 특히 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운영으로 생태관광
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을 보급했다. 또한 직원 대상 OJT를 실시해 운영 실무를 훈련시켜 신규 생태탐방원의
조기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최초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고, 사회문제 치유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드림탐사대’, 취업준비생 대상 ‘청년희망 프로젝트’, 은퇴세대
대상 ‘출발! 인생 제2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연수시설 및 운영시스템 개선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고객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나갔다. 홈페이지를 기

우리나라 No1. 생태탐방원

반으로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등 생태탐방원의 실시간예약현황을 제공하는 통합온라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자유학기제 분

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청소년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제1회 전국 국
립공원 주니어레인지 대회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눈높이 환경교육을 확대해나갔다. 또

한 국립공원 자유학기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프로그램 운영자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
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북한산생태탐

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했고 생태탐방원 통합홈페이지를 재설계해

운영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자연관찰로, 청소년 자연놀이 공간 등 탐방원 내 생태체험
휴식공간을 추가 조성해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했다.

그밖에 온라인 포털 검색광고, 일간지 및 전자문서 통한 고객별 맞춤형 홍보, SNS를 활

용한 바이럴 마케팅 강화 등 전략적 마케팅과 홍보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수학여행 등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해설프로그램 등의 제공으로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평일 시설대관 이용자, 휴일 생활관 이용자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
해 탐방원 대관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처럼 고객 중심의 편리한 운영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여 여성가족부 ‘2016년 최우수 수련시설’로 선정됐고 탐방원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제고했다.

북한산 생태탐방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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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교육 고도화와 생태관광 기반 구축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환경보전캠페인

미래세대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개원 초창기 3년여간 북한산생태탐방원의 환경교육은 본격적인 생태체험서비

과정과 연계한 자연체험교재 개발에 발맞춰 교육청 및 학교 대상 마케팅, 홍보활동을

는 정착기에 접어들어 고도화를 추진해 환경교육의 다양화를 이뤄내는 시점이었다. 이

MOU를 맺고 협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대학생 대상 학과별 맞춤형 자연캠프 역시 신설

강화해나갔다. 또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 경기북부교육청 등과

스를 개발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2014년부터

했다.

에 따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혁신교육 등 별도의 사업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환경교육
보급을 확대했다. 서울시, 도봉구 등의 지자체 보조사업, 공공기관 수탁사업 등을 선정
해 운영했고 단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환경교육 고도화를 추진해나갔다. 또

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환경교육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
립공원청소년캠프 운영,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2014년부터 북한산생태탐방원은 환경교육 중점사업으로 미래세대 체험프로

그램 활성화를 추진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해 진로교육과 자기개발 분야에 관한

프로그램인 국립공원청소년캠프를 개발했다. 국립공원청소년캠프는 자연캠프와 직업
캠프로 구성됐고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공원관리자 직
업체험을 통해 21세기 녹색성장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했다.

국립공원 자연캠프는 자원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에코오리엔티어링, 동물발자국

족적만들기, 그린티셔츠만들기 등 창의적인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학교 교과

국립공원 직업캠프는 국립공원의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며 자원조사, 안전관

2015년 국립공원 주니어레
인저(5기) 모집 포스터

리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한 현장체험과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국립공원 일자리에 대한 궁

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국립공원사무소 11개소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
했고 4,265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또 직업체험 프로그램 교재인 ‘두드림(Do Dream)’
을 함께 개발해 보급했다. 국립공원 직업캠프는 2014년 12월 8일 환경부 지정 우수 환
경교육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 밖에 교육청 주관 환경교육성과보고 대회에 참가해 발표와 상담부스, 사진전 등을

운영했고 도봉구청 혁신교육사업 공모전에 당선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가 2015

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교육 선도기관으로의 위상을 공고
히 했다.

정부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맞춤형 환경교육 제공
2016년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 눈높이에 맞

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기획했고 자유학기제 3개 분야, 진로체험, 동아리, 주제선택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 점프샷 미션(2016)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분야로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공원 청소년 직업캠프’는 식물학자, 안전관리전문가 등 8개 직업 중 선택을 통한

국립공원 자연캠프 에코오리엔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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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을,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는 북한산둘레길을 돌며 12가지 미션을 수행했

다. ‘꿈앤들자연탐험’은 북한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안전을 주제로 10가지 미션
을,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에코등산교실’은 안전산행‧응급처치법‧인공암벽체험을 배

우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공원에 가자’는 국립공원, 식물, 동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

호응을 얻었다. 학교 안‧밖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들은 사회 이슈와 정부의 교육정책에
부응하며 사회가치를 실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국립공원 아카데미는 일반 국민들에

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국립공원 다큐로 즐기기’는 국립공원을 주제로 다큐를 만드

게 국립공원 제도 50년이 갖는 의미와 그간 주요 공원관리 성과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

하여 국립공원 6개 사무소 137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주니어레인저 대회인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에 관한 강좌가 이어졌다. 일반시민들이 국립공원을 이해

는 재미있는 창작교실을 운영했다. 또한 전국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네트워크를 구축

‘한여름 캠프’를 실시했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ESD(유네스코지속가능발
전교육) 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련했다. ‘국립공원 50년 역사’ 주제로 첫 강좌가 열렸고 ‘한국과 일본의 국립공원 관리’,
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 청소년 드림탐사대 개발‧운영 과정

2017년 역시 정부의 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춰 학교 수업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성‧감성 증진프로그램을 확대했고, 학교 밖 청소년 ‘드림탐사대’, 취업준비생 ‘청년희

교육과정 만족도

망 프로젝트’, 베이비부머 ‘출발! 인생 제2막’, 이해관계자 대상 ‘국립공원 아카데미’ 등

• 법원, 공단, 산업은행

사회문제 치유를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 업무협약 체결
• 외부재원 유치

2017년 7월 창설된 청소년 드림탐사대는 보호관찰소년들이 국립공원에서 자연 체험과
산행을 통해 신체능력과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
사전조사 실시
•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힘을 보태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원으로 진행된 프로그

운영

• 국립공원 종주 암벽
등의 극기훈련 통한
자신감 회복

• 자연해설, 자연치유
등을 통한 정서 안정

평가

• 심리상담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 조사

• 학생 및 학부모 인터뷰
통한 만족도 및 피드백

램은 사회 부적응으로 힘들어 하는 보호관찰소년들에게 국립공원 탐방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도전정신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는 ‘학교 안 청소년’ 대상 국립공원 2박 3일 진로캠프를 개발해

운영했다. 생태체험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체험과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열띤

환경리더 양성프로그램 운영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의 교사들이 생태동아리 운영을 위해 연수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 환경교육 조기 확산을 위해 지도자 양

성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고도화를 추
진했다.

2015년 기초과정 30시간, 심화과정 15시간으로 나눠 2차례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심
화과정은 생태‧환경동아리 운영을 위한 교육에 집중했다. 교원직무연수는 수요조사를

통해 과정 증설을 검토했고 효과성 측정방안 마련 및 결과 DB를 구축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및 생태관광,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과

목으로 구성해 33명이 참여했다. 유‧초등교원 대상 프로그램인 ‘북한산 둘레길 보물찾

기 대작전’은 국립공원의 환경교육, 자연놀이를 접목한 환경교육, 도심 속 생태계 탐사,
우수생태지역 탐사 등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 청소년 드림탐사대 도봉산 만장봉 등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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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관광 기반 구축 및 정착

국립공원 청소년 드림탐사대 운영기금 전달식(2017. 6.13)

지식 기반 공유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중‧고등교원 대상 프로그램인 ‘국립공원 교원 힐링캠프’는 국립공원의 이해,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4년부터 “생태관광 문화확산을 위한 개방‧공유‧소

국립공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브런치 생태여행,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로 보는 국

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했다.

양구)는 1박 2일 별도 탐사로 운영됐다. 이처럼 교원직무연수는 국립공원 생태 및 정책

원은 홈페이지 정보공개 3.0메뉴를 신설하고 생태탐방원 내 오프라인 자료실을 구축해

립공원, 우수 생태지역 탐사 등 8과목으로 진행됐다. 또한 우수 생태지역 탐사(강원도
에 대한 기본지식과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생태교육을 기초를 습득하여 미래세대의 교
육현장에서 환경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편 도립, 국립공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연공원 관리자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사례중

첫째, ‘개방’은 교육인프라 개방과 생태관광 아카이브 운영을 의미한다. 북한산생태탐방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둘째, ‘공유’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연환경해설사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보전인식 확산을 뜻한다. 이에 따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도심 속 생태여행,

심의 현실감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자연공원관리자 대상 직무연수는 전국자연공원 관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브런치 생태여행 등 지속가능한 도심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

리자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5명이 교육에 참석한 가운데 자연공원법, 지

발했다. 또한 생태우수지역 탐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청,

역사회협력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지자체 해설사를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셋째, ‘소통’은 국립공원 생태관광 컨설팅,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도심 생태관광 수

2016년에는 공원별 해설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해설실

무, 마케팅 등을 접목한 교육과정 개발했고, 각 사무소 담당자를 위한 해설실무 중심의
특별과정을 개설해 2박 3일간 35명이 교육을 받고 돌아갔다.

이외에도 환경리더 양성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공모사업 ‘Restart 그린시니어 프로젝
트’에 15회 730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 공모사업은 서울시 우
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도 선정됐다.

요 및 인식조사 연구 등을 의미하고,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도심 생태관광 운영방향 설정, 패턴분석을 위한 설

문 및 분석을 통해 도심 생태관광 수요 및 인식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4개 사무소

에 찾아가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컨설팅을 추진해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역
량강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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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생태여행 등을 개발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학
생,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값지고 의미 있는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가
치를 느끼고 환경과 지역을 살리는 착한 생태여행이다.

새집 만들기, 외래식물 제거 등 자원봉사와 연계한 자연체험인 쉬어가는 생태발걸음은
2014년 5월 17일 처음 운영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에서 기아자동차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새집 만들어 달아주기, 새집 모니터링, 자연‧역사‧문화‧경관자원 해설
및 자연놀이 등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고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소통하는 소중을 시

간을 가졌다는 긍정적인 평을 들었다. 그 외 ‘브런치 생태여행’은 주부를 대상으로 일상
속 잊고 지나친 감성을 일깨우고, 자연이 살아있는 국립공원에서 브런치(Brunch)를 즐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외래식물’

쉬어가는 생태발걸음(2014. 5)

넷째 ‘협력’은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며,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생태관광 포럼

운영, 생태관광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해 생태관광 업무지식 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기며 자연의 소리와 향기에 취해 보는 감성여행이며 도심 속 생태여행’은 국립공원 소
규모 숙박형(1박 2일형) 생태여행이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4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① 생

태관광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컨설팅, 생태관광 포럼 운영 등을 통한 안정
적 추진 기반 마련 ② 국립공원 생태관광 표준모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생태관

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① 생태관광 정보 및 자료, 프로그

램 공유를 통한 인식 확대 ② 생태관광 온‧오프라인 자료실 구축을 통한 대국민 접근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최초 시행

확대 ③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자연보전 인식증대에 기여 등 생태관광에

생태관광이란 자연과 사람,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상생하며 생태계보전, 개인

의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발전 모두를 도모하는 가치지향적인 새로운 여행 또는 여가활

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하는 지구촌 환경트렌드에 발맞춰 의미 있
는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생태관광 문화 확산 도모는 물론 전
문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4년 4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생태관

광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생태관광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생태관광 스
토리텔링 워크숍’은 해설자원의 정체성과 독창성 발견을 통해 생태관광 운영 해설사들

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향상시켜 생태관광 참가자들이 보다 생동감 있고 다양한 자연의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생태관광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문화센터, 여행사 대상 적극 홍
보에 나섰고, 언론사 및 블로그 기자단 대상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홍보채널 다각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생태관광 수요 및 인식조사, 수요 및 인식변화 패턴분석 등을 실
시해 앞으로 새로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반영했다.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보급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4년 도심형 생태관광 수요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치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워크숍은 스토리텔링의 이해, 지향점,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도가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

의진행을 통해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생태

그램 개발을 추진했다.

생태관광 12측면 분석 및 현장조사, 스토리텔링 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현장성 있는 강
관광 스토리텔링 워크숍은 2014년 총 3회 열렸다.

미래세대를 위한 ‘도심 속 생태 수학여행’은 교과과정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국립공원에

대해 이해하고 북한산 숲속을 탐방하는 새로운 생태관광프로그램이다. ‘쉬어가는 생태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4년부터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브런치 생태여행, 도심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들이 쉽게 생태관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

발걸음’은 신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2015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처음 특화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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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운영됐고 시각장애인 277명이 참여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느끼고 돌아갔다. 또

도록 구성했다.

으로 등록되어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곡이 내려다보이는 북한산생태탐방원 야외 주 무대에서는 ‘생태관광 OX 문답대회’, ‘박

한 ‘쉬어가는 생태발걸음’은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에 생태관광프로그램 상품

행사장 주변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판매 장터’가 펼쳐졌고 북한산의 가을 숲과 계

특히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시민과 전문가, 해설사가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국

립공원 최초의 바이오 블리츠(Bio-blitz)를 시도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바이오
블리츠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지역에 서식하는 포유류, 식물, 곤충, 어류, 조류 등의

서식현황과 서식지 등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생물목록과 생태지도를 만드
는 탐사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는 시민, 생태전문
가,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가 함께 북한산둘레길의 자원 조사를 통해 생태관광 콘텐

츠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생산해 걷기를 넘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연공감 프로그램
이다. 생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생태관광 지도’까지 제작했
다.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보다 나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족단위 ‘볼런투어리즘(Voluntourism)’식의 운영을 시도한 신개념 ‘생태관광형 탐방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볼런투어리즘은 봉사자(volunteer)와 관광 또는 여행

(tourism)의 합성어로, 휴가를 자원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 가는 것을 말한다. 즉,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 프로그램은 자연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프로
그램인 것이다.

이처럼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생태관광 원년인 2014년
2,851명이 생태관광에 참여했고 2015년 27%로 증가한 3,641명이 참여하는 등 생태관

경림과 함께하는 생태관광 이야기’, ‘힐링음악회’ 등이 열렸다.

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환경부가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행사로서 2015년 당시 메르스로 침체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대국
민 인지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같은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개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자연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개선
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 프로그램 개발, 보급효과
도움 안 됨 0%

프로그램
활용도

약간 도움
15%

많은 도움
85%

◎ 운영 매뉴얼 보급효과
도움 안 됨 0%

업무수행
도움인식도

생태관광 운영 편차 해소를 위해 생태관광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전문화가 필요했다. 북

한산생태탐방원은 북한산둘레길 관련 테마를 활용하고 사전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태

관광 원칙, 개발방법, 홍보방안, 각종 양식을 수록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각 사무

27%

약간 도움
15%

2,851명

많은 도움
85%

2014년

생태관광 프로그램 저변 확대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도심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홍보 다각화를 위

소에 보급했다. 또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생태관광컨설팅’을 운영했다. 실제

해 주부대상의 ‘브런치 생태여행’, 가족‧학생대상의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학생대상의

줌으로써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는 생태관광 운영의 표준화,

개발해 운영을 시작한 고객 맞춤형 생태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동

프로그램 운영사례에 대해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각 사무소에 전문 컨설팅단이 자문해
체계화, 전문성 제고를 통해 각 사무소간 운영편차를 상향 평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제1회 생태관

광 페스티벌’을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여행,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

‘도심 속 생태수학여행’, 가족‧학생대상의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 등 2014~2015년
시에 도심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참여자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N포 세대 청년 희망 프로젝트, ‘딱 하루만! 쉬어가

다. 행사는 생태관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제주 동백동산,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

는 국립공원 생태발걸음’은 학업과 취업에 지친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단 하루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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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등 환경부 지정 17개 생태관광지역과 국립공원 생태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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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명
2015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

광 인지도 제고의 효과를 얻었다.

아울러 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더불어 공원사무소간

◎ 생태관광 참여 확대

만이라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77

자연을 보고 느끼는 체험부터 NCS 특강에 클라이밍 체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16년 5월 12일 시범 운영을 거쳐 참가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후 정규 프

4.
신규 생태탐방원 조기 정착 위한
컨설팅 지원

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제도 설명 및 선배와의 대화’는 국립공원공단의 사례를 예시

로 능력중심채용 제도로의 전환과 준비방법을 안내하고 2015년 입사선배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의 골든벨을 울려라~!’는 인공 암장체험
을 하며, 꿈을 향한 골든벨을 울림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출
시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들은 N포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춰 개발했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신속한 업무 정상화 지원

청년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우고 희망의 시간을 할애했다.

기존 프로그램인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브런치 생태여행 등은 이전 보다 확대

2012~2013년부터 국립공원공단은 우수 생태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교

해 운영했고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쇼핑몰 생태관광 프로그램 상품 역시 2015년 1개

육 강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산악형, 해안형의 테마로 생태탐방원을 구분

2회를 개최했고 생태관광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및 공모집을 배부했다. 또한 DMZ 생태

태탐방원 건설이 추진됐고, 2015년 3월 개원했다. 지리산생태탐방원 개원을 시작으로

에서 4개로 대폭 늘렸다. 그 외에 지역 사무소 컨설팅 3회, 마을주민 교육 2회, 북콘서트

했고 전국 국립공원 설립의 청사진을 그렸다. 2013 9월 제2호 생태탐방원인 지리산생

관광협회와 MOU를 체결해 지역 팸투어를 활성화 하는 등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했다.

2018년 설악산과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무등산,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 내장산

그리고 2016년 개편된 생태탐방원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SNS를 활성화해 생태관광프

생태탐방원까지 차례로 개원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6개 생태탐방

로그램의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원 건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이 국립공원공단의 현안으로 대두됐다.

신규 연수원은 연수원 운영 전략, 기본 매뉴얼, 실무 경력 등이 크게 부족하고 특히 인력

2017년에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브로슈어를 제작해 각 학교 단체에 보급했고,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의 최초, 최고의 생태

국립공원 생태관광 수요 및 인식조사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는 생태관광 인식 및 수요

관광‧환경교육기관인 북한산생태탐방원의 경험과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

패턴 변화 분석, 국립공원 탐방객과 일반시민 대상 생태관광 인지도 및 참여 의사 등 설

다. 이에 2017년부터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신규 생태탐방원의 안정적인 개원과 운영 활

문조사 등을 통해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진단했고 연구보고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에 나섰다.

로 제작해 전국 사무소에 배포했다. 또한 언론사, 여행 파워블로거, 여행전문기자 대상
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2014년부터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생태관

광 컨설팅’을 운영해 각 지역 사무소에 환경교육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운영
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처럼 컨설팅

◎ 북한산국립공원 생태관광 인식 및 수요조사
생태탐방객 인식도

2017년

3.45
생태관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게 신규생태탐방원의 업무 정상화는 물론, 현지 상황에 맞는 환경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

생태탐방객 참여의사
3.01

2014년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던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신속하

2014년
2017년

3.89
4.11
생태관광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78

그램 개발‧운영, 시설관리 및 운영까지 막힘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내부 직원 위주의 컨설팅단을 구성했고 필요시 외부전문

가의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추진했다.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수행됐다.

첫째, 국립공원공단의 중장기목표와 부합된 ‘생태탐방원 운영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연수원별 SWOT 분석과 고객 타깃팅을 통한 전략적 사업 모델을 제시했고 전문 경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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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턴트의 자문을 통한 사업 전략 고도화 역시 추진했다. 둘째, 신규 생태탐방원들의 대

표 탐방프로그램 모델 개발, 현장 컨설팅 및 탐방원 직원 운영실무 체험(On The Job
Training) 등 생태탐방원의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기 운영 정상화가 가능하
도록 ‘탐방원 운영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5.
전문산악구조교육 시대의 개척

셋째, 개원 대비 직원대상 OJT활동을 진행하여 운영실무 체득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산

생태탐방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신규 생태탐방원은 인적·물적 자원을 절약하고 개

원 후 프로그램 운영 정상화 기간을 6개월에서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전문 구조기술 공유 통한 사고대응력 강화

운영 및 체험 컨설팅 지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는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의

2019년 3월부터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새롭게 개원한 생태생방원들의 정상운

영과 조기정착을 위해 생태탐방원별 컨설팅 필요분야, 컨설팅단 방문, 서면 컨설팅, 북

한산생태탐방원 운영실무 체험(OJT)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직운영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논의, 시설 및 예약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인증지원

및 자료제공,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생태탐방원 운영관련 분야별 내‧외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2015년 국립공원등산학교는 국립공원 산악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의무가 있는 산악구조 기관인 119특수구조단, 경찰산악구조대 등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국립공원공단의 풍부한 산악구조 경험과 전문산악구조기술 등을 공
유하기 위해 워크숍 2회, 합동훈련 2회, 심화교육을 7회 실시했다. 또한 산악구조의 표
준교재인『국립공원 산악구조 매뉴얼』을 경기소방학교, 경찰산악구조대 등과 함께 공

동으로 제작했다. 집필은 국립공원등산학교가 맡고 협업기관이 감수를 실시해 유관기

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은 수요조사에 따른 분야별 컨설팅을 추진했다. 북한산생

태탐방원은 지역 생태탐방원들이 북한산생태탐방원을 방문해 다양한 환경교육 및 생태

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운영노하우 등을 전수받
아 각 지역 생태탐방원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 조기 정착을 지원했다.

관 등에 배포했다.

외부기관 외에도 내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산악구조 역량 역시 강화하기 위해 정기

적인 구조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 9월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
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구조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팀을 기존 24개 팀 153명에서 43개
팀 303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2015년에는 안전방재직이 신설되어 직문 전문성 강

2019년 2월 28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소백산생태탐방원을 방문하여 힐링트

레킹 등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유사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프로그램 운영 방향
에 대해 논의했고,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무등산생태탐방원에 방문해 ‘소방공무

화가 요구됐고 이외의 비정규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현장 사
고대처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2019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체험컨설팅(OJT)으로 한려해상, 소백산, 무등

산생태탐방원 프로그램 담당자 및 현장지원직 직원들이 북한산생태탐방원에 방문해 가

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국립공원 힐링캠프’를 직접 참관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반의 노
하우를 공유했다. 10월 10일 한려해상생태탕방원은 북한산생태탐방원 체험컨설팅에

참여해 ‘도심 속 쉼 숲을 걷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 배
우고 돌아갔다. 이외에도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국립공원공단 내 생태탐
방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턴트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국립공원 안전관리팀 권역별 특성화 교육(2015. 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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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안전관리팀을 비롯해 신규 안전방재직 등 관련 직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국립공원등산학교가 일본국립등산연수소에서

원들 총 980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업무 강화 및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산악

실시하는 산악구조기술 강사연수회에 참여했다.

그램을 진행해 성수기 직전 안전사고 위험지역 합동점검 및 보수교육 훈련 등을 실시했

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일본국립등산연수소의 다양한 구조시스템과 산악구조현장에

구조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28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등산학교’ 프로
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실질적인 구
조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산악구조교육을 통해 교육과

정 전문화 추진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인증 ‘산악구조지도자’ 과정 자격제 도입을 추
진하는 등 구조 협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갔다.

한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에코등산교실 14회, 자연을 배려하는 산행교실
11회, 안전산행교실 11회, 공직자 대상인 안전산행지도자 교육 등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국립공원등산학교는 2015년 5월 10일부터 15일 까지 6일간의 일정으

로 일본국립등산연수소와 북한산국립공원 및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에서 구조역량강화

연수과정은 갑작스런 기상악화와 조난사고를 가상한 현장실습과 현장토론 등 현장중
서 응용할 수 있는 매듭 법, 암석과 수목 등을 이용한 확보시스템과 구조기술 등을 교류
했다.

일본국립등산연수소와는 2010년부터 등산교육 및 산악구조 기술을 지속적으로 교류하
고 있으며 국립공원등산학교의 안전강사들의 구조기술 역량을 높이는데 일조해왔다.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전문산악구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

교류사업을 실시했다.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상황

한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을 전개했다. 을지대학 스포츠아웃도어학과의 인공암벽교육

수소 등 4개 기관이 모여서 설악산 현지에서 구조활동과 구조기술을 공유했다.

의, KBS 주관 119안전대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산악구조 전문기관으로서의 입

을 재현하여 국립공원등산학교, 설악산국립공원, 강원소방특수구조단, 일본국립등산연

국립공원공단 직원대상 산악구조교육 현황(2015)
과정

교육내용

신규 안전방재직 구조 역량 강화 교육

계곡구조, 암벽등반기술 등

내부직원 역량강화(여성레인저, 사내강사 등)

일반안전산행, 응급처치 등

국립공원 안전관리팀 특성화 교육
합계

현장 적용 구조전문기술 등

장 설치 컨설팅,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안전산행문화 보급을 위한 외부 컨설팅 및 강
지를 다졌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립공원 청소년 드림

인원
56

탐사대’를 운영했다. 이는 국립공원등산학교 탐방안전관리강사와 함께 안전산행기초

691

지식과 응급처치, 클라이밍, 독도법, 캠핑 등 자연에서 배우고 즐기는 교육프로그램이

233

다. 2015년 8월에는 지리산 산행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구

980

들 간의 우애와 봉사정신을 깨우치며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교육도 진행
했다.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심어준 국립공원 청소년 드림탐사대는 도

봉교육복지센터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밀알 같은 역할을 다했

다. 그 외에도 지역청소년, 순천향병원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전산행 교실을
운영했고 산악박물관을 통해 행복한 산행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로
국민들과 소통해왔다. 이처럼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산악교육 인프라를 국민들에게 활짝
열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2015 한·일 산악구조기술 강사연수회(2015. 9.29~10.4)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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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대체 할 수 있는 응용기술과 구조대원들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
여 최대 효율을 높이는 구조시스템 등을 교육해 큰 호응을 받았다.

국립공원등산학교는 국내 · 외 산악 조난구조기술을 연구하여『한국형 산악구

조 기술 매뉴얼』을 제작해 국내 산악구조기관과 유관단체에 기술을 보급했다. 그동안
산악 안전사고 발생 시 국립공원재난구조대, 경찰산악구조대, 119산악구조대, 전문산

악회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협조체계가 미흡했다.『한국형 산악구조 기

술 매뉴얼』보급은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

전문 산악구조기술 교류 워크숍 개최(2016. 11.29~30)

다.『한국형 산악구조 기술 매뉴얼』은 그동안 국내 사고사례와 일본 국립등산연수소의

구조기술 공유, 오스트리아 포랄베르크 산악구조대 기술 공유, 프랑스 바누아즈국립공

한국형 산악구조기술 정착

원 산악구조 기술 공유 등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크게 안전대책과 산악구조 기술로 구분

되어 있고, 세부내용으로는 산악구조 분류, 구조활동의 체계, 자력구조 및 후송, 에너지
보존기술, 산악사고 예방, 구조장비, 등 · 하강기술, 매듭법, 계곡구조, 등반 중 사고자 구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정부3.0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정부기

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조기술을 공유하여 신

속한 현장대응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

다. 전문산악구조교육은 물론 워크숍, 매뉴얼 제작 등 구조기술 공유를 통한 산악안전사
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갔다.

조, 로프연장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2015

년부터 해마다 ‘전문 산악구조기술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내 산악구조 유관 기관
인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 각 시도 119산악구조대, 북한산 경찰산악구조대와

2016년 총 4회에 걸쳐 산악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인명구조와 신속한 대

응능력을 강화하고자 119산악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전문산악구조교육을 실시했다. 국
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운영된 산악구조교육은 1회에 25명씩 3박

4일 동안 진행됐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실

습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산악구조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구조현장에서 부족

한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이용하여 최대 효율을 높이는 구조방법 등을 교

새로운 구조기술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2016년에는 15개 기관 40여

명의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산악구조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면서 한국형 구
조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고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구조기술을 공유하면서 산악구조 유
관기관 간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 7월 국립공원등산학교는 ㈜크레비즈인증원으로부터 ‘KS Q

ISO9001:2015 / ISO9001:2015’ 산악안전교육 프로그램(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청소년

육했다.

에코등산교실, 직원역량강화교육, 전문 산악구조과정) 운영에 관한 품질경영시스템 인

해당 전문산악구조교육은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1회 당 3박 4

일 총 4회에 걸쳐 여름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와 체계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 119구조대원과 국립공원구조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산악구조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한편,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폭우와 계곡 범람으로 고립된 야영객 구조, 험준한 산악지
형에서 골절이나 추락으로 구조가 필요한 환자이송법, 로프 활용기술 등 산악지역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실습형 교육이 펼쳐졌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경기소방학교 인명구조사반 산악구조 교육(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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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9산악구조대 전문 산악구조 교육(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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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Q ISO9001:2015/
ISO9001:2015’ 산악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17. 6.2)

증을 받았다. 산악안전교육의 표준화를 통해 국립공원등산학교는 협력기관들과 국민들

에게 신뢰받는 공인된 국내 최고의 산악구조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
립했다.

한편, 2017년부터 국립공원공단은 산악구조교육 전담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모색했고
국립공원등산학교의 독립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맞춤형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안전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대상 상시 교육과정을 운

국립공원등산학교 하강실습장

영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산행 교육대상과 프로그램을 확대
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자연을 배려하는 산행교실’, 공무원‧학교‧기관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전산행 문화교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코등산교실’과 ‘국립공원

청소년 드림탐사대’를 열었다. 4개 분야 7개 프로그램을 53회 진행했고 총 4,546명이
참여했다.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5회에 걸쳐 국립공원구조대 구조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권역별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구조대원의 자질향상을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고 2016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조대원의 능력

을 등급별로 나누어 전문구조교육을 실시했다. 구조상황 시 위험을 인식하고 보조역할

국립공원산악박물관에서 열린 캠핑장비
전시회(2016. 7.19~8.21)

화 교육과 초급, 중급, 고급 등 개인 구조능력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편성인력 대비
구조수준을 중급 8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립공원등산학교 내부 인프라 확대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산악구조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장비를 확충해

을 할 수 있는 초급과정과 다양한 시스템 운영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중급과정 그리

나갔다. 2016년에는 119특수구조단, 소방학교, 경찰구조대 등의 전문구조 교육을 위해

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GPS 운영방법과 드론을 이용한 구조활동 및 안전사고 예

를 위한 최신 교육장비를 갖췄고 장비관리 매뉴얼 제작으로 장비의 점검‧정비시스템

고 현장지휘 능력과 안전한 시스템의 설계할 수 있는 고급과정으로 집중교육이 이뤄졌
방활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안전하게 위해목을 제거

하는 요령 등을 교육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중
점을 두었다.

2017년에는 5회에 걸쳐 국립공원구조대의 전문산악구조교육을 실시했고 권역별 특성

탐방원 본 건물 뒤편에 높이 15m, 폭 4m의 하강실습장을 마련했다. 교육생 안전 확보
의 체계화를 이뤄냈다.

◎ 산악박물관 연도별 관람객 수
60,000
50,000

52,759

40,000

39,553

43,148

56,163

56,814

2017년

2018년

30,000
20,000
10,000
0

국립공원구조대 구조전문 교육(2016.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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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등산강사와 차별화된 안전교육 전문교수진을 구축해 구조기술 및 현황을 분
석‧연구하여 새로운 구조기술과 매뉴얼을 기획할 수 있는 산악구조전문가를 확보했

다. 이를 통해 산악안전교육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고도화로 교육기관으로서 국립공원등
산학교의 자리를 다졌다.

산악박물관은 자연과 안전문화가 공존하는 국립공원 특별사진전시회, 국내 산악역사

및 안전산행 장비 물품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소장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문

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인용하여 체계적인 소장·등록·관리가 가능해졌고 국립중앙박
물관의 최신관리시스템 협조를 통해 유물관리를 체계화했다.

산악구조훈련 전문가과정

산악안전교육원 신설 및 분리 독립운영
산악구조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한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산악구조 전문과정’

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했다. 소방청, 지역 소방본부는 물

특히,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8년부터 최초로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론 KEPCO재난구조단, 김포공항구조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기관들의 지속적

‘안전산행가이드 양성교육’을 개발해 교육을 시행했다. 국립공원 지역 내 민간구조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대상의 안전산행지도자과정, 탐방객 대상의

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

인 추가 교육의뢰의 함께 질 높은 전문산악구조교육을 제공해왔다. 또한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산행가이드 활동을 수행하고 산행 중 각종 상황

상시 안전산행교육을 진행했다.

산악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다. 안전산행가이드 양성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해 4박 5일 합숙으로 설

악산 7명, 지리산 10명 등 2018년 2회 진행됐으며 총 17명이 수료해 안전산행가이드로
활동했다.

구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

35,744

1,380

1,580

1,908

3,519

4,827

4,051

5,017

7,808

5,654

횟수

539

17

28

43

75

산악안전 교육프로그램 상세 운영내역(2014~2018)
프로그램 구분
계

2014

63

2015

72

67

2016

98

2017

76

2018

4,827(63회)

4,051(72회)

5,017(67회)

7,808(98회)

5,654(76회)

전문산악구조과정

787(13회)

173(11회)

635(9회)

1,072(10회)

1,236(13회)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340(3회)

292(4회)

224(4회)

396(6회)

국립공원구조대구조전문교육
안전산행가이드 양성교육
청소년에코등산교실

자연을 배려하는 산행교실
안전산행교실
외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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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회)
-

348(17회)

921(14회)
-

300(3회)

294(14회)

730(9회)
-

412(17회)

868(11회)
-

627(38회)

197(4회)
17(2회)

699(26회)

2,361(12회)

1,785(11회)

2,358(11회)

3,878(12회)

2,653(12회)

386(9회)

238(8회)

281(7회)

449(5회)

124(4회)

195(3회)

340(11회)

309(10회)

690(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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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회)

이처럼 일반국민에서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고도의 전문산악구조교육을 제공해

온 국립공원등산학교는 안전산행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산악구조교육 전문기관
으로 발돋움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산악구조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국립공원등산학교를 모태

로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기관 설립을 모색했고
2018년 12월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설립을 결정했다.

‘국내 최고의 산행안전 및 구조전문 인력양성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개원준

비단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한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은 2019년 7월 1일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립공원등산학교는 같은 해 8월 1일 폐지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동안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성숙한 산행문화 보급과 정립, 그리고 전문산악구조교육을 통해
대국민 안전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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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북탐원 활동기

나의 북탐원 활동기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청년들의 미소를 지켜 주세요!

04.



05.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 김남영 과장
2014년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이슈가 2016년도 전면 시행될 자유학기제였습



국립공원공단 인재개발부 강성주 과장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5 ~ 6년 전 겨울인가 모 신문에서 “벼랑 끝 취업 준비생을 구하라!”라

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했고 도봉구,

는 비장한 헤드카피를 골자로 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부장님은 그 기사를 보셨는지, 출근하자마

체험 교재인 ‘두드림(Do Dream)’이라는 교재 하나를 만들어 보급했고 구청,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범

당시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난을 뚫

서울시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진로체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국립공원 진로

적으로 진로체험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립공원 직업캠프’입니다. 국립공원 직업캠
프는 2014년 연말에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는 식물학자, 안전관리전문가 등 8개의 진로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해 운영했습
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정리되어 책자로 보급되는 과정 뒤에는 우리 북한산생태탐방원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까지 청소년들이 직업캠프에 참여
하면 사회성, 대인관계, 정서 등 개인의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

다. 그 당시에는 탐방원에서 R&D를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하고 교육계 인사들의 강의를 듣고 점심시간에 브라운백 미팅을 갖기도

하면서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토의하고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청취
하면서, 보다 실용적이고 유익한 환경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걸 적용하면 좋을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생각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했고, 동분서주하

면서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듯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좋은 결과
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매뉴얼, 책자로 만들어 전 사무소에 보급할 때면 마

자 직원들에게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했습니다.

기 위해 스펙 전투를 치러야 하고 취업에 성공해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
니다. 그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포 세대’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생태관광 분야의 업무를 처음부터 진행해왔기 때문에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기존에 만든 ‘브런치
생태여행’과도 연계하고 또 취업정보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취업, 학업에 지친 젊은 친구들이 단 하루라도 고된 일상을 잊고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서 희망을 되새길 수 있도록 ‘딱 하루만! 쉬어가는 국립공원 생태발걸음’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
다. NCS 특강까지 마련하고 암장체험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집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지만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좁은 취업문을 열
기 위해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길 바랐지만.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그날 하루로 무슨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의 환한 웃음과 명랑한 발걸음을 보면서 ‘이 프로
그램 만들길 잘했구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취업준비에 도움

하면 행복해집니다.

하지 않습니다. N포 세대들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청년다운 미소를 잃지 않고 에너

지금도 내가 한 일들이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성장에, 환경교육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이 됐고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별로 중요
지를 되찾고 가길 바랄 뿐입니다. 청년들의 미소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생태탐방원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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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국민 맞춤형
생태체험·탐방서비스 시대 개막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과 감정노동 근로자 등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도심 속 휴식을
위한 일상 속 생태체험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비대면
생태관광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감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1. 북한산생태탐방원 명칭 변경과 미션 강화

2.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치유 특화프로그램 운영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탐방관리
4. 전 국민 계층·세대 공감 생태체험서비스

1.
‘북한산생태탐방원 명칭 변경과
미션 강화

1호 생태탐방원 미션 강화
후원 경사데크 등 시설이 개선된 북한산생태탐방원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8년 7월 1일 ‘생태탐방연수원’이라는 명칭을 ‘생태탐

방원’으로 변경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대국민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생태관광을 위한
시설이나, ‘연수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내부 연수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을 주목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18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공단의 1호 생태탐방원으로서 말 그대로 ‘생태탐방원’으

해 노력했다. 이와 동시에 힐링캠프 등 치유프로그램들을 타 생태탐방원과 사무소에 신

문제가 있어 ‘북한산생태탐방원’ 현재의 기관명을 갖게 됐다.

로서의 미션을 강화하여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의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전국 국립공원에
배치된 8개 생태탐방원의 거점시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

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대상 힐링캠프를 열어 운영했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
속하게 전파해 전국 생태탐방원의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지원했다.

고품격 생태체험사업 및 운영인프라 활성화

이 페이지에서는 명칭 변경과 미션강화를 위한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최근 활동

상과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대국민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
산생태탐방원의 발전상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9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 운영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차례로 문을 연 설악산, 소백산, 한려해

하기 시작했고 도심형 특성을 고려한 고품격 생태체험사업을 활성화해나갔다.

구성해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감정노동자 대상 치유‧힐링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제공했다. 특히 대표 생태프로

상, 가야산, 무등산, 내장산 등 전국 신규 생태탐방원과 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단을
그동안의 청소년, 가족, 어르신, 소외계층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생

태관광 프로그램을 넘어 치유개념의 프로그램을 구상‧개발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대상 힐링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발전시켜나갔고 공공부문

그램인 ‘도심 속 소확행’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국립공원 1호 생태탐
방원으로서, 생태관광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했다.

한편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생태체험 및 운영 인프라를 기존 보다 크게 확대했

다. 콘텐츠 강화를 위해 곤충 인공서식지인 살아있는 곤충 관찰시설을 3개소를 조성해
흔적이나 사진 위주에서, 실제 곤충을 함께 설명하는 등 생동감 있는 해설이 가능해져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탐방원 인근 동물 118종, 식물 123종 등
동식물 자원을 지도화해 계절별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및 탐방원 인근 생태해
설 자원으로 활용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으로 명칭 변경 후 전경(201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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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원 시설 역시 개선시켰다. 후원 경사데크 등 시설을 신설해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동선이 개선됐고 만족

2.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치유 특화프로그램 운영

도 제고로 이어졌다. 그 밖에 사무실 디지털 현황판을 설치했고 SNS를 통한 전직원 실

시간 예약현황, 프로그램 운영 공유를 통한 고객안내서비스를 강화해 전체적인 서비스

질을 높였다. 아울러 공단 유일의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탐방문화 고
도화 지원, 프로그램 질적 향상 등 자연환경해설 발전과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국립공원등산학교가 별도 기관인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으로 2019년 7월 1일
부터 신설되어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독립했다.

힐링캠프, 치유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시대 대응 맞춤형 탐방서비스

2018년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부합하는 ‘국민 안

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기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립공원 힐링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북한산생

프’를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공원 힐링캠프는 장기간 치료, 보상 등으로 심신이

태탐방원 역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탐방서비스 개발과 운영이 시급했다.

미약해진 환우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은 물론, 정신적인 치유를 통해 잃어버린

2020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온‧오프라인 대표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해 운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이다.

영을 시작했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12건, 4,387회, 오프라인 35건 747명이 참여

하는 등 비대면 탐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립공원 자연치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8년 5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 소리영상(ASMR)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한편, 치유‧힐링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도화‧표준화‧보급화를 함께 추진했다. 프로그
램 특성화, 체험시설 리뉴얼, 그리고 치유프로그램 표준계획서를 최초로 개발하는 등 프
로그램 고도화와 표준화를 진행했고, 이와 함께 수요자 선택형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

여 계절별‧대상별 프로그램 시나리오 개발, 교보재 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활성화와 치유프로그램 고도화‧표준화‧보급화를 통해
생태체험 전문기관, 국립공원 제1호 생태탐방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탐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블루 극복에

(KEITI)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5월 26일~5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힐링캠프’로
2021 국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안내서

주제를 정해 1회 국립공원 힐링캠프를 열었다. 첫 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19명,
한국환경기술원 직원 12명 포함 31명이 참여해 1박 2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휴양
을 통한 심리적 치유를 기본으로 불안‧우울 등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 대

상의 맞춤형 심리치유, 건강 체조와 명상 체험을 통한 힐링, 북한산둘레길에서 가족간의
화합의 시간을 제공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힐링캠프’는 첫 해 9회 312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했고 북한산생태
탐방원 최초의 외부 수탁사업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러한 호응과 더

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힐링캠프는 정부의 환경피해 구제지원사업에 따라 확대‧운영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국립공원 힐링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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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적 치유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이 개선됐고 무등산생

태탐방원 등 지역 생태탐방원에서 힐링캠프가 확산되어 심신의 아픔과 장애를 겪고 있
는 환우들이 쉼을 얻고 돌아갔다.

아울러 힐링캠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직업군 대
상 치유프로그램으로 확대를 모색했고 소방관 대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경찰‧우체
부 등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직업군으로 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전문

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 소방관의 PTSD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공
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총 10회 356명이 참여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 대상 치유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 실적(2018~2019)
구분
가습기피해자 및 (유)가족 대상 프로그램
소방관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횟수

2018년

9회

10회

◎ 가습기살균제 피해 힐링캠프 진행 프로세스
참가자 모집
(KEITI)

• 힐링캠프 안내
•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구상
(생태탐방원)

• 모집인원 분석
• 1박 2일 진행
프로그램 구상

연인원
552명

1,040명

횟수

공공기관 감정노동 근로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

2019년

10회
5회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연인원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도시형 생태탐방원의 특성을 살려 바쁜 일상에서 잠시

412명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인 ‘브런치 생태체험’의 운영을

544명

2019년부터 확대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힐링캠프가 2019

년 타 생태탐방원으로 널리 확산되고 조정되면서 운영 횟수가 축소되는 추세였기 때문
힐링캠프 운영
(생태탐방원)

• 프로그램 운영

결과분석 / 환류
(생태탐방원)

• 설문 분석
• 개선방안 마련

이다. 특화프로그램의 운영감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선과 확
대운영을 통한 신규 참여기관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해졌다. 이와 함께 감정
노동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나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표 생태관광 프로그램인 ‘도심 속 소확행’ 프로그램을 보다 크게 확대했

다. ‘도심 속 Healing, 休’를 컨셉으로 학부모, 주부, 여성단체 등 수도권 중장년 여성층

을 타깃으로 잡고, 고품격 프로그램인 ‘브런치 생태여행’을 도심 속 소확행 당일형 프로
그램으로 집중 운영했다. 도봉구보건소와는 암환우, 발달장애인 가족, 이혼위기가정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위기의 가정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역시 제공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가습기 살균제(세정제)로 인
해 기도 손상, 호흡 곤란, 기침, 급속한 폐 손상(섬유화) 등으로 산모·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
에 걸린 사건으로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났고, 2012년 2월에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의 독성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이후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
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 · 4단계 피해자 구제로
확대됐다.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둘째, 2019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감정노동 서비스 제공 기관 근로자 치

유를 위한 도심형 맞춤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서울교통공
사 산하 마음건강센터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치유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했다. 서울

교통공사 마음건강센터는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정신건강관리 전담 기관이며 마음건강
센터 내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등이 직무 스트레스, PTSD 상
담, 업무복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총 4회 운영했고 216명이 참여했다. 2일 형 비숙박으로 생태체험, 심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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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 생태체험을 통한 치유와 전문가의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밖에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생태관광 거점

그 외에 새롭게 전국 공공노동조합 연맹 임원 대상 1박 2일 팸투어 1회 17명, 국립환경

시설 역할을 강화했다. 팸투어(북한산 시민대학, 국립공원 블로그기자단 등) 운영으로

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서울대, 서울교대) 6회 331명 등 신규 참여기관을 유치해 힐링

이스북) 마케팅, 국립공원 블로그를 통한 대외 홍보를 강화했다. 도봉구청, 서울창포원,

인재개발원과 환경부 신규 임용자 연수프로그램 3회 144명, 초‧중등학교장 진급자 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표 생태관광 프로그램인 ‘도심 속 소확행’의 인지도를 제고했고, SNS(인스타그램, 페

지하철 도봉산역에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및 게시하는 등 온 · 오프라인 홍보 강
화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타지역 생태탐방원에 치유‧힐링프로그

셋째 201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생태관광 힐링 특화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개선

램 개발역량과 운영노하우를 전수하여 조기 정착을 지원했고 프로그램 참여 대상기관

을 통해 표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진화시켰다.

을 신규로 발굴하여 향후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전체의 확대‧보급 기반을 마련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힐링캠프’는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4개소의 생태탐방원 중 유

일하게 중증환자가 포함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해온 오
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등 국립공원 1호 생태탐방원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공공부문 감정노동 근로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 실적(2019년 신규 유치)
구분

운영횟수

연인원

서울교대 및 서울대 교육공무원 치유프로그램

6회

331명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대상 치유프로그램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은 3박 4일 체류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했고 5회 연인원 544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세

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2018년 설문조사를 살
펴보면 영화 및 미술치료 등 발표를 유도하거나 치료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
부감 및 만족도는 낮게 나왔고 둘레길 트레킹, 공원 내 사찰체험 등 국립공원 체험에 대
한 욕구가 높게 조사됐다. 개인 자율 사색 시간에 대한 배려 역시 크게 필요해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힐링 트레킹 등 동적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부 공무원 치유프로그램

4회
3회

424명
144명

치유프로그램의 고도화, 표준화, 보급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을 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했다.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마음 안정을 추구하는

전히 바꿔 놓았다. 2008년 금융위기 후 회복세로 접어든 세계 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침

그램을 강화하는 등 사색과 체험 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공감

태였다. 세계의 핵심 키워드는 ‘언택트(Untact)’, 비대면이었고 누구도 이에 대해 반론

템플스테이 체험 비중을 높였다. 또한 북카페 및 만들기 교실 운영으로 야간 자율 프로
을 얻었다.

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갑작스러운 뉴노멀 사회로의 전환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
을 제기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역시 ‘비대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공공기관‧기업, 학교와 학원

등은 원격근무와 원격수업을,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위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
다. 그리고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 큰 위험에 처한 소외계층을 양산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뉴노멀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설운영 중단의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콘텐츠 개발 등으로 사
업방향을 돌려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도입 단계를 넘어 특성화 단
계에 접어든 치유프로그램을 고도화‧표준화‧보급화했고 참여 대상별 특성에 맞춘 체
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선도기관으로 도약했다.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된 ‘도심 속 쉼, 도봉! 미션트립’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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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개관했고 비대면형, 적응형, 맞춤형으로 구분해 운영을 시작했다. 비대면형은 말
그대로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탐방콘텐츠를 제공하며, 적응형은 뉴노멀 적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기반의 소수 인원 맞춤형 대면 프로그램이다. 맞춤형은 소비자 맞춤형 실시간

라이브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수요자 선택형 치유‧힐링프로그램 ‘도심 속 소
확행’을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 ‘도심 속 소확행’은 일반인들부터 심신
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사문화형, 액티비티

형, 생태체험형, 체류형 등 4가지로 나눠 운영됐으며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비대면 탐방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홍보자료(2020. 11)

그 밖에 보급형 생태관광 상시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새롭게 16건 개발해 탐방객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도심 속 쉼, 도봉! 미션트립’이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

첫째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치유프로그램의 특성화, 체험시설 리뉴얼 등을 통해

치유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2020년 11월 11일 템플스테이‧다도체험‧명상 등

화계사와 프로그램 제휴 업무협약 체결, 2020년 10월 20일 철원‧연천 등 한탄강 지질
공원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지역 연계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계형성 보도게임‧

에코레크리에이션 등 단위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프로그램 내 단위 프로그램의 다양성
을 확대했다.

또한 환경부 인증 친환경기업 ‘새움’과 새활용(upcycling) 교구재(재활용목재 새집) 등

을 제작하는 등 친환경기업과 협업을 통한 그린뉴딜을 추진했고 치유 및 휴식에 중점을

램으로 신규 인증됐다.

이처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사업방향을 피보팅(pivoting)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역사회 연계, 사업표준 개발, 비대면 탐방콘텐츠
개발 등 프로그램 다변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했고 비대면형‧적응형‧맞춤형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온 · 오프라인 북한산생태탐방원 개관 등 다각적 노력으로 운영 한계를 극
복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현재 사회적

둔 탐방원 시설 리뉴얼을 진행했다. 힐링옥상정원, 야외카페 조성 등 치유‧생태 체험공

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관계자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은

활동장 안전시설교체 등 안전관리를 개선했다. 이로써 치유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 SNS 활용한 언택트 북한산생

간 환경정비, 생활관욕실리모델링 등 이용객 편의증진, 중정마당친환경블록시공‧체험

로그램 다양성, 그린뉴딜 추진, 시설 리뉴얼 등 고도화를 향한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완성했다.

물론, 비대면 언택트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보다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태탐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이나 차량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연의 소리와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ASMR(자연치유소리영상) 등 비대면 힐링 콘텐츠를 지속 제작해 보급하
고 있다.

둘째, 치유프로그램의 표준을 마련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별로 분류, 대

상 특성을 반영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립공원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관련 전문

가집단의 자문 후 이를 완료했다. 프로그램에는 취약아동, 다문화가족, 암환우 등 사회

적 약자 6개 분류군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표

준계획서를 국립공원공단 내에서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국립공원연구원의 ‘표준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했고 생태관광‧환경교육‧전문가양
성 등 프로그램별 상세 안내서 제작으로 잠재 고객 홍보의 표준을 마련했다.

셋째,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수요자 선택형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했다. 코로

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뉴노멀 시대의 도래로 ‘온‧오프라인 북한산생태탐방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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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탐방관리
북한산생태탐방원과 안전한 비대면 소통 캠페인(2020)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방역 대응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수도권 소재 탐방객 최대 밀집지점에 위치한 실내다중이

용시설로 코로나19 유입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로 평가됐다. 시설의 특성 상 고객이 이

용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설 소독이 어려운 방역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제적 방역 강화를 추진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WITH 코로나19 해법’을

전달하는 수렴체계를 마련했다. 그 외 ASMR(자연치유소리영상), 유튜브 운영 등 비대
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했다.

둘째,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20년 2월 24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격

강구했다. 대면활동 위축으로 인한 언택트(Untact) 방식의 새로운 고객소통과 생태관

상 후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

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회로’ 노후 생태체험시설 점검과 교체 등 철저한 보완과 개선에 나섰다.

광의 표준, ‘뉴노멀’을 도입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대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 국립공원공단의 지침을 전

으로 대응했다. 특히 운영 중단 기간을 생태체험시설 개선의 적기로 활용하면서 ‘위기를

확산초기인 2020년 2월 19일부터 28일까지는 고객 오감요소 종합점검과 개선

부 충족하는 방역관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했고 코로나19 발생 상황별 모의훈련 매뉴얼
을 제작해 직원 교육훈련을 강화했다.

계획 수립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접어들자, 안전 등의 사유로 고객이용 중에 시행

강화 등) ② 예방‧대응조치(시설소독 강화, 실내외 거리두기 지침 철저 준수 등) ③ 유

체험활동장 안전환경 정비 등 시설 공사와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둘째, 밀폐‧밀접‧밀집 등 3밀 방지를 위해 ① 인원‧시설 통제(출입확인 및 방역조치

이 불가능했던 힐링옥상정원 조성, 노후‧협소 생활관 욕실 리모델링, 생활관 환경개선,

관협조체계운영(서울시, 도봉구, 보건소 등) 등 철저한 3중 방역관리를 시행했다.

로 체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운영했고, 환
경부 공무파견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구내식당 임차료면제 등 착한 임대인 동

셋째, 방역공백 제거를 위해 탐방원 이용객들이 스스로 자율소독에 참여하는 ‘자소서’

캠페인, ‘자기 자리 스스로 한 번 더 소독해서 코로나19로 부터 서로를 지켜주세요’을 전

개해 탐방객이 사용 물품, 접촉 표면 등을 스스로 알아서 소독할 수 있는 참여형 방역 환
경을 조성하는 등 빈틈없는 협력형 방역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방역으로 대응했다.

고통분담의 상생 가치를 실현했다. 이처럼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공백 없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한 생태탐방원 이용 신뢰도를 제고했고 협력형 방역관리를 통한 직원‧고객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ZERO 방역을 지켜오는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취약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운영중단 장기화와 대면활동 심리위축에도 수요 절벽 없

WITH 코로나19 해법 운영

이 생태관광을 재개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소통채널 구축‧개

첫째,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했다. 모바일 소통채널

개설, 홈페이지 내 360°VR 시설정보 제공 등 언택트 소통‧정보 채널을 확대했고 온라

인 만족도조사 페이지와 QR코드 전자 고객소리함 운영하는 등 비대면으로 고객의견을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참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극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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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교류의 장을 제공했으며, 국립공원공단 자연치유소

리영상 ‘최우수상’ 수상 등 비대면 생태관광 우수 콘텐츠를 기획‧운영하여 뉴노멀 탐방
문화를 창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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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 국민 계층·세대 공감 생태체험서비스

2011년부터 각종 환경보전활동을 펼친 미래 환경 리더인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북한산생태탐방원은 2016년 자유학기제 대응했고 다양한 연령층을 반영한 맞

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해오는 등 인성교육, 진로체험교육을 강화했다. 그중 인성교육을
예로 들면 2017년 1,000명에서 2018년 1,630명이 참여해 63%가 확대됐고 2018년

11월 ‘꿈앤들 자연탐험’이 신규 환경부 인증을 받는 등 크게 성장했다. 아울러 생애주기
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교육의 안정적인 체계를 잡아 나갔다. 초등에서

부터 중‧고등, 대학생, 일반인은 물론,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
그램까지 마련해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공공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치유 특화프로그램 운영 참조)

그 외에 북한산 권역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형 여행 프로그램인 ‘국

립공원 시니어 여행학교’ 나눔여행을 연 5회 총 10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
범 운영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심각해지자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온‧오프라

2019년 들어 북한산생태탐방원은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와 환경분

야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

인으로 탐방프로그램을 병행해 운영했다. 어려운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 세대, 모든

민들이 쉽게 참여 가능한 생태체험프로그램 구상과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 거점시설 역

노력했다.

그램’을 보다 강화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생태체험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서 국
할을 다하고, 국립공원 전문 체험·교육기관으로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건전한 탐방문

가장 먼저 온‧오프라인 탐방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최대한
이전과 다름없이 탐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온라인으로는 ‘도봉! 미

화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션트립’, ‘도심 속 쉼, 숲을 걷다’, ‘도심 속 소확행’,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등을 유튜브

2019년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등학

생은 국립공원 자연 속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자
연 속 체험‧교육을 위한 ‘청소년 자연캠프를 17회 운영했고 382명이 참여했다. 8가지

인성덕목 함양을 위한 ‘자연 속 인성교육’은 10회 790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중·고등학생은 역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체험으로 청소년들이 직업적성을 찾아
가는 데 도움을 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국립공원의 8가지 레인저 업무를 이해하고 체
험하는 ‘청소년 진로체험’을 17회(353명 참여),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를 10회(304명)
열었다. 일반 성인들을 위해서는 도심 속 자연 힐링프로그램을 확대‧운영했다.(3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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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탐방객들을 만났다.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하여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콘텐츠로 제공했고 참여자 후
기 이벤트 등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족 및 성인 대상 자연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각각 운영했다.

수요자 맞춤형 계절별, 참여대상별 상시 생태관광 시나리오 및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했
고 프로그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연을 닮은 마음 쑥, 쑥!(제2020-060호)’,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제200069호)’ 등 환경부 및 유네스코 외부기관 인증을 연장했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생태체험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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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생태탐방원 비대면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모집 공고(2021)

기 위해 사회관계망 기반 ‘온택트(Ontact) 생태탐방원’ 운영을 활성화했다. 디지털원주
민(1030세대), 디지털이주민(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전면 정비

했고 소문내기, 소감남기기 등 온택트 생태탐방원 활성화 이벤트 운영을 확대했다. 또
한 코로나19 블루 극복을 위한 ‘국립공원의 영상 및 소리’ 등 비대면 콘텐츠 및 프로그

램을 개발했고 국립공원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온‧오프라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생애주기 구분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
청년
성인

주요내용

프로그램

자연놀이와 연계한 인성발달 유도

자연을 닮은 마음, 쑥~쑥!
(국립공원 인성교육)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환경 관련
진로체험

국립공원에 가자

생태체험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인식 함양

국립공원 직업 체험을 통한
미래세대 환경리더 양성

자연생태계 보전정책 등 전문 소양
교육(보호지역 전문가 양성)
국립공원 자연 및 역사문화 등에
대한 현장해설 및 교육
환경분야(자연환경/ 지질공원)
전문인력 교육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온‧오프라인 탐방프로그램

청소년자연캠프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부 정책과 사회 트렌드에 부응하는 국립공원 나

누리 사업을 추진했다.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건강나누리 캠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영했다. 비대면 건강나누리 캠프는 전문가 환경질환 강의, 온라인 국립공원 생태탐방,

보호지역 아카데미

자연놀이 등으로 구성됐고 환경성질환 초등학생 환아 가족과 취약계층 아동 가족에게

도심 속 소확행
도심 속 쉼, 도봉! 미션트립

는 참여 기회가 우선적으로 부여됐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보건센터와 환경
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를 온라인으로 공동운영했으며 탐방원 휴원‧제한개방 여부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관계없이 운영됐다.

오프라인으로는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태나누리 캠프를 운
영해 2회 44명의 탐방객들이 참여했다.

국립공원 나누리 사업 확대 운영

북한산생태탐방원은 후원기업과 국립공원 간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후원기업 참여형

국립공원 나누리 사업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진행해온 사회

공헌사업으로 건강나누리 캠프와 자연나누리 캠프로 운영되어 왔다. 건강나누리 캠프
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관리방법을 습득해 행동변화
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전문프로그램이고, 자연나누리 캠프는 기업‧단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태체험서비스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시 비대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기관이나
기업들을 발굴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북한산생태탐방원이 제공하는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은 개원 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개최하는 국립공
원 나누리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2017년 총 20회에 걸쳐 나눔이 필요한 장애인 등 취약

계층 933명이 참가하여 도심 속 국립공원이 주는 자연의 혜택을 누렸고 2018년에는 둘
레길 자연해설, 라인공예, 화분만들기, 브런치 생태여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
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만났다.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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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건강나누리 캠프
홍보

나의 북탐원 활동기

나의 북탐원 활동기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날 성장시킨 인큐베이터

06.



07.

북한산생태탐방원 생태탐방부 오유림 과장
북한산생태탐방원은 모든 환경교육과 생태관광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준 곳이었습니다. 현재 탐방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추진단 최은혜 계장
2015년에 입사해서 간 첫 발령지가 북한산생태탐방원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프로그램

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치유, 힐링프로그램 역시 2011년 개원부터 시도했던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싹을

과 전문가 양성교육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2016년 국립공원 주니어

램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다양한 캠프를 운영했고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는 사회적 약자 등 소

니다. 공연도 하고 다 같이 체험프로그램도 하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날 학창시절 왜, 선생님들이 수

틔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치유프로그

외계층에게 생태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생태나누리 사업 등을 개발해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안으로 가습기 피해자를 위한 힐링캠프를 기획해 운

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 프로그램 자
체를 섬세하게 기획하고 진행해야 했습니다. 폐나 호흡기 계통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활동적인 프로그
램 구성보다는 자연 속에서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활동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위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머무는 동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잠시라도 잊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레인저를 할 때였는데, 천안 청소년수련관에 전국에서 올라온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
학여행 때 복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아이들
은 여전히 초롱초롱 새벽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옛날 선생님들처럼 복도를 오가며 아이들이 잠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학창시절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니어레인저 중에 어른이 되어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탐방원 선배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기 쉬운 직종인 소방청공무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역시 심사숙고를 거

지질공원해설사에 대한 기분 좋은 기억 역시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자연환경해설사

수면장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탐방원에서 식사를 하면서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지질공원해설사는 보수교육이 없었습니다.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도 있겠

쳐 기획했습니다. 소방관들은 기본적으로 긴급상황이 잦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려워 소화기 장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프로그램은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이 일상의 여유를 찾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
할 수 있구나, 느끼면서 치유라는 것이 특별한 데 있지 않음을 깨닫곤 합니다. 아울러 하루 종일 지하에서 근무

하는 지하철 기관사, 역무원들 역시 역량강화 워크숍과 연계해 힐링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
관 감정노동자들, 스마일마스크증후군으로 우울증과 무기력,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다시 마음의 안정
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 목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탐방객들이 처음 힐링캠프에 입소할 때와는 달리 환한 표정으로 되돌아갈 때 저 역시도 치유받곤 합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태탐방원이 누구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쉼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국민 여러분과 오랫동안 나눌 수 있기를 희
망합니다.

북한산생태탐방원 10주년 기념백서

의 경우 2012년에 이미 1호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됐고 보수교육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개선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지질공원해설사의 경우 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됩니다만, 투입 전 현장적응훈련
이나 현장학습, 또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에

서는 교육 직후 바로 탐방객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많은 지질공원해설사들은 그 점을 매우 아쉬워했습

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탐방원에서 지질공원해설사들이 양질의 현장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심화교

육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등에서 직접 현장학습을 진행했는데 호응이 정말 대단
했습니다.

참여했던 지질공원해설사들이 이런 교육은 정말 처음이었다고 너무 만족스럽다며 우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성취감과 자부심은 저를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준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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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새로운 10년을 꿈꾸며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형 생태관광 거점기관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미래세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환경관련 직무연수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역의 생태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사회 생태교육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에필로그

02. 홍보‧마케팅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북한산생태탐방원의 새로운 10년을
꿈꾸며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야 한다. 고객 관점에서 양방형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형 홍보전략 수립과 고객 충성도
(loyalty)를 강화시키기 위한 재방문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수적이다. 체계적
인 고객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한

최근 사회적으로 생태관광과 힐링(치유)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함께 친환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유기적 소통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경적 자연관이 강화되는 환경태도의 변화와,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등 보호지역들에 대

한 관심의 증대, 탄소중립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등 국립공원과 관련된 관심 증가로
생태탐방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다.

한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사람들 간 대면접촉을 기피하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형 생태관광 거점기관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미

는 비대면(Untact) 문화의 확산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향후 코로나19의

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약하면, 지역의 생태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사회 생태교

이다. 이에 따라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와 상황인 ‘포스트 코

래세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환경관련 직무연수 및 지역사회 협
육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재난을 극복하더라도 코로나19가 촉발시킨 변화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

로나(Post-Corona)’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 홍보‧미디어 조직을

한편, 대외적으로는 생태탐방원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숲체원,

청소년수련원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대체재들의 증가와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탐

방원의 경영목표에 대한 공익성과 수익성 간 조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사업 개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행

자제 및 탐방원 축소 운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현실적으로 산적해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북한산생태탐방원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생태탐방원 발전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1. 북한산생태탐방원만의 핵심 경쟁력 확보

신설하여 보다 고품질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는 북한산생태탐방원이 국립공원의 생태관광‧환경교육 비대면 콘텐츠 개발의 거점 기

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몰입도 높은 비대면 가상체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적
극적인 IT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3차원 가상세계에서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
동을 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비대면 트렌드에 적합한 대표적인 IT 기술로 향후
IT 산업의 핵심으로도 전망된다. 북한산생태탐방원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해법은 물론, 생태탐방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생태체험 사각지대
고객 해소와 더불어 생태탐방원의 업무 영역 확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03. 고객 만족도 극대화 실현

생태탐방원의 명확한 포지셔닝(Positionig)을 파악하고 대체재와는 차별화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생태관광·환경체험교육 콘텐츠 개발과 고객만족도

는 탐방원만이 지닌 고유가치와 문화를 포함하는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탐방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태탐방원은 유료 생

능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포지셔닝 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와의 비교우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상품과 정책을 기획‧개발할 수 있는 탐방 분야의 역량 우수 직

원은 생태관광 거점지역, 체험 위주의 전문화된 환경교육, 환경관련 직무교육의 고유기

위 및 비교열세 요소들을 분류하고, 우위강화 전략과 열세회피 전략을 통한 생태탐방원
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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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험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고객들에게 그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원이 지속하여 순환 근무하여야 하며, 생태관광의 운영인력 역시 전국의 우수 자연환경
해설사가 집중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본사 차원의 전문화된 경력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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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다. 또한, 고객 경험에 대한 전략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자 중

용 시간, 구매자, 구매량, 장소(특정 탐방원) 등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전

항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수지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의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음

심의 관리를 탈피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조직(인력)을 운영하고, 고객의 요구사

고객 만족도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산생태탐방원 고객(704명)을 대상으

로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한 결과 개선이 필요

한 부문으로는 생태탐방원의 이용면적, 안전 대비시설, 프로그램의 난이도 및 정보제공,

략이다.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강화된 가격차별화를 추진하여 가동률 증가와 경
으로 가격 증가폭을 가능한 최대로 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비수기의 경우에는 탄

력적인 경향으로 가격 할인 폭을 최대로 하여 가동률 상승을 달성한다. 최근 10년간

(2011~2020) 북한산 탐방원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해(Time Series

Decomposition)에 의한 계절변동(가법 적용)을 분석한 결과, 10, 11월 성수기의 과감

주차장의 규모, 부대시설(식당, 정원 등), 탐방원 내 시설 간 거리 및 동선, 생태탐방원

한 가격 인상과 함께 1, 2월 가격 할인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마케팅, 타기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등으로 나타났다. 협소한 북한산 탐방원 부

지 특성상 체험 및 휴양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산악박물관이 이전하면

이외에도 생태탐방원과 지역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경

힐링 전용 공간(명상, 요가, 반신욕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산생태

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하여 이용객들을 위한 전용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다.

를 위한 위탁사업 등 지역업체 우선권 부여, 지차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탐방원의 컨셉인 ‘도심 속 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탐방원 후원 산책로를 연장

CSV)을 확대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탐방원 관리

지역 특산물판매장 운영체계 구축, 지역상생을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
출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 탐방원 인프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여 새로운 상품개발로

04. 생태탐방원만의 특성화 추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양한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의 수요 변화에 따른 생태탐방원별 특‧장점을 살

린 특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북한산 탐방원을 비롯하여 8개소

가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계룡산과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이 개원 예정에 있다. 따라서
제1호 탐방원인 북한산 탐방원의 역할로는 생태탐방원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중심축으
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탐방원(헤드쿼터)으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지

금까지의 주요 성과들을 타 탐방원과 공유함으로써 타 생태탐방원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탐방원별 특성화 방안으로는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하
면서 탐방원별 지역문화 및 관광사업과 연계한 테마형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05. 가격차별화 전략 실행
합리적인 생태탐방원의 경영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영적 측면에서의 성·비

수기 및 객실에 대한 가격차별화(Price discrimination)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차별화

는 동일한 상품에 다른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용 시기(성수기, 비수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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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원장

◎ 역대 직원 현황

구분

원장

임기기간

1대

이수식

2011. 8.17 ~ 2013. 1.27

3대

김철수

2014. 2.7 ~ 2015. 1.31

2대

신용석

4대

정용상

5대

이규성

6대

이민숙

7대

노윤경

8대

김영래

9대

문명근

기간

2013. 1.28 ~ 2014. 2.6

2011. 8~
2013 .1

2015. 2.1 ~ 2015. 4.19
2015. 7.1 ~ 2016. 6.30
2016. 7.1 ~ 2018. 6.30
2018. 7.1 ~ 2019. 1.20

2013. 1~
2014. 2

2019. 2.21 ~ 2021. 6.30
2021. 7.16 ~

2014. 2~
2015. 1

2. 조직 현황
◎ 조직도

2015. 2~
2015. 4

북한산생태탐방원

운영관리부

2015. 7~
2016. 6

생태탐방부

◎ 직원 현황
부서
운영관리부
생태탐방부

일반직

(3급) 임한결, (5급) 정규범,
이태희, 최선화

(3급) 김상호, 최수원(2021. 7 전출)
(4급) 오유림, (5급) 김경희, 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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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직
(자연환경해설사 등)
-

김은미, 송민순, 천민경, 김소영,
이필수, 진현경, 이경은

지원직
(행정, 영선 등)

2016. 7~
2018. 6

박지해, 이응갑, 최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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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19. 1

부서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등산학교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등산학교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등산학교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등산학교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등산학교
운영관리부
교육수련부
등산학교
운영관리부
생태탐방부
등산학교

일반직

직원명단

지원직
(자연환경해설사 등)

(4급) 강길영, (6급) 신명식, 박대섭

유선영

(5급) 한혁

차보근

(3급) 김종식, (6급) 조혜진

(3급) 최종오, (6급) 박수준, 김지숙,
박종열
(3급) 김종식, (4급) 김석범,
(6급) 윤재은, 조혜진
(3급) 최종오, (4급) 박용환,
(5급) 박근제, (6급) 이기숙
(3급) 이기석, (5급) 배성근,
강성주, (6급) 김지숙

(3급) 박영준, (4급) 김석범,
(5급) 윤재은, (6급) 김남영, 정규범
(3급) 이기석, (4급) 박용환,
(5급) 박근제

(3급) 박선규, (5급) 배성근, 강성주,
(7급) 박다솜
(3급) 박영준, (4급) 최원욱,
(5급) 윤재은, 김남영, (6급) 정규범
(3급) 박선규, (4급) 박용환,
(6급) 손경완
(3급) 박영준, (5급) 배성근,
(6급) 최은혜, (7급) 박다솜

(3급) 현병관, (5급) 윤재은, 강성주,
김남영
(4급) 박용환, (5급) 손경완,
(6급)정규범, 유상범
(3급) 한창준, (5급) 배성근,
(6급) 정규범, (7급) 박다솜
(3급) 현병관, (5급) 강성주,
김남영, 최은혜
(4급) 박용환, (5급) 손경완,
(6급) 유상범
(3급) 한창준, (5급) 최용주,
(5급) 정규범, (6급) 박다솜
(3급) 황보연, (4급) 황태환,
(5급) 강성주, (6급) 최은혜
(4급) 박용환, (5급) 손경완,
(6급) 유상범

지원직
(행정, 영선 등)

이숙희, 홍정욱
최광호, 홍정욱,

최은경

이숙희, 유선영

박정연

최은경
진현경, 홍은경, 이동운

박정연

최은경
진현경, 김은미, 김봉관

진현경, 김은미, 김봉관,
송민순, 최광호

오미루, 송민순, 김소영,
최광호, 천민경, 이필수

(안전강사) 조민수, 김재호

송민순, 이필수, 진현경, 김연평,
오미루, 천민경, 김은주, 김소영
(등산강사) 김재호, 손은혜,
김효정, 김민철, 홍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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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최은경, 박정연

최은경
박지해

이상철, 최은경,
이응갑
박지해

3.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역대 정원 현황
연도

계

2011

7

◎ 생태관광
소계

1급

2급

1

1

1

1

7

2012

12

12

2014

12

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2
13
17
31
31
23
22

1

12

-

1

13

1

1

12

1

1

12

-

1

12

1

9
9

1
1

-

일반직
3급

4급

5급

6～8급

2

3

2

3

2

3

3
2
2
3
4
4
4
2
2

1
3
3
2
2
2
2
1
1

2
2
3
3
3
3
3
3

지원직

-

정원 비관리

3

정원 비관리

3
2

정원 비관리
정원 비관리
정원 비관리
5

2

19

2

14

2
2

19
13

비고
당시 지원직이 아닌
계약직원(무기, 기간제)
으로 관리하여
인원 유동적
지원직관리규칙제정
공공부무정규직전환
-

산악안전교육원분리

지원직 육아휴직 반영

◎ 업무분장
구분

운영관리부

생태탐방부

※ 생태관광 「
(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감정노동자 대상 치유프로그램 [특화]
• 휴식, 명상 등 자연치유를 통하여 소방관, 지하철 역무원 등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성 회복 유도
사회적 약자 대상 힐링프로그램 [특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연 속 힐링을 통한 심리적 안정 유도

도심형 힐링 프로그램 (일반인, 가족, 학생 등 단체) [기획]
•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 환경보전 참여로 생태감수성 고취(새집 달기, 외래식물 제거 등)
• 브런치 생태여행 : 자연해설, 숲속 브런치 등을 통한 힐링 체험
일반 프로그램 [상시]
• 도봉! 미션트립 : 생태미션 수행을 통한 환경보전 인식 제고
• 도심 속 쉼, 숲을 걷다 : 자연해설을 청취하며 심신 안정 도모

분장 업무

1. 시설대관(강의실·생활관 등)에 관한 업무
2. 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3.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4. 연수시설 보수 및 청결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5. 고객 안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탐방원 홍보·마케팅에 관한 업무
7. 기획·예산·성과관리·총무·인사·복무·급여·계약·지출·홍보·전산 등 공원 행정에 관한 업무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인증 · 운영 · 보급에 관한 업무
2. 교육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인증·운영·보급에 관한 업무
4. 생태관광 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5.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에 관한 업무
6. 자연공원관리자 교육, 교원직무연수 등 환경리더 양성에 관한 업무
7. 국립공원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환경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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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치유프로그램

힐링캠프

브런치 생태여행

도봉 미션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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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현황

◎ 환경교육

※ 환경교육 「
(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

◎ 시설개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구분

사업기간

환경보전 인성교육 (초등 저학년)
•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놀이를 통한 인성발달 유도

사업비

청소년 자연캠프 (초등 고학년)
• 자연환경 퀴즈를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 학습

면적

주요시설

국립공원 자유학년제 (중등)
• 교육부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국립공원 주제 선택형 체험활동

장애인시설
주요 설비

국립공원 진로체험 (중‧고등)
• 환경분야 진로 탐색 및 이해를 도모하는 현장체험 학습

2010년 9월~2011년 8월

158억원(공사비 80억, 용지비 58억, 기타 20억)

부지면적 : 8,480㎡(2,565평) / 건축면적 : 2,206㎡(667평)
연면적 : 2,995㎡(906평) / 건폐율 26%, 지상 3층

강의실(3실), 생활관(18실), 산악박물관(222㎡), 체육활동장 등
장애인 E/V 2대, 전용 생활관 1실, 리프트 1대 등

지열 냉․난방 83kWh, 태양광 9.6kWh, 옥상녹화(990㎡), 우수재활용(20톤)

◎ 강의실 강당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중‧고등)
• 국립공원과 관련된 활동을 통한 미래세대 환경리더 양성

◎ 전문인력 양성교육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
(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
• 자연환경해설, 홍보, 교육, 탐방 안내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구분

계

수용인원

216

구분
계

A타입(4인실)

B타입(6인실)
C타입(8인실)

객실수
18
14
2
2

※ C타입 1실은 예비실로 운영 중(총 3실)

진로체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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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자운봉
48

(단위 : 명)

강당

선인/만장봉
68

100

◎ 생활관 현황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
( 자연공원법」제36조의6)
• 지질공원의 해설, 홍보,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

자연캠프

내용

128

계

수용인원

객실수

56

14

84
12
16

16
2
-

본관

수용인원

객실수

56

-

68
12
-

2
-

2

별관

(단위 : 명)

수용인원
16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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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생태탐방원 전경

강당

강의실(자운봉)

체육활동장

산악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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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타입(4인실)

B타입(6인실)

C타입(8인실)

옥상 정원

후원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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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방원 이용 현황
◎ 이용객 현황
연도

소계

프로그램 참여자

일반 시설대관 이용자

6,505

5,153

1,352

계

190,325

2019

22,302

14,205

2017

28,509

20,112

2020
2018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4,841
24,254
21,561
21,163
18,532
16,735
5,923

110,499

18,540
14,592

10,352

3,213

구분

이용 가능일

이용일

2020

120

54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3,040

2,710

(단위 : 일, %)

66.60%

365

300

82.10%

365

287

78.50%

365
365
365
365
365

305
278
237
199
201
166

2015
2014
2013
2012

45%

8,030
8,030
8,030
8,030
8,030
8,030
8,030

강당

생활관

●

3,040

57,275

28,030

730

365

6,570
6,935

730

120
365

730

365

730

365

730

365

730

365

730

365

730

365

2,160
6,935
6,935
6,935
6,935
6,935
6,935

실제 이용시설수

강의실

강당

(단위 : 실, %)

생활관

∑(사용일)

1년 운영일

2,087

22,288

35.20%

4,561

562

423

3,576

59.50%

4,419

553

395

3,471

482

4,585
3,269
2,849
2,813
2,572
2,480

60

553
498
440
364
309
316

31

391

436

3,596

202

2,569

185

2,224

150

2,299

142

2,121

123

2,041

X 100

이용률 : 이용 가능 생활관 수에 대한 총 생활관 사용 비율(2021년부터 적용)
이용률 산식 = 이용 생활관 수/ 이용 가능 생활관 수 X 100

83.40%
76.10%
64.90%
54.50%
55%
45%

탐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온 북한산생태탐방원의 환경교육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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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률

3,655

가동률 : 생태탐방원이 개방되어 운영되는 비율

가동률 산식 =
●

계

6,080

※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실제 이용 가능일수 120일
※ 2019년부터 만장봉 강의실을 선인봉 강의실과 통합하여 운영
※ 이용률 및 가동률 산출 산식

가동률

2,027

365

2016

11,523

240

7,665

2017

10,634

2,520

2019
2018

9,662

강의실

66,395

8,397

이용가능 시설수

계

계

2020

6,301

8,180
5,212

구분

8,097

10,798

10,529

◎ 이용률

79,826

10,763

◎ 가동률
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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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57.10%
48.10%
48.90%
36.50%
35.00%
32.00%
30.90%

6.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7. 수상 및 인증 현황

◎ 전문인력 양성 인원
연도

(단위 : 명)

계

자연환경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교원직무연수

자연공원관리자

기타
(아카데미 등)

228

-

228

-

-

-

계

19,304

2019

1,899

864

2017

3,307

1,562

2,588

1,412

2020
2018
2016
2015
2014
2013
2012

1,769
2,925
2,876
2,127
1,585

※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2012년부터 운영

10,482

843

1,278
1,642
1,521
1,360

5,171
770

1,014

262

-

-

265

69

48

674

150

57

285

764

90

730

165

726

150

-

150

75

954
684
315
-

240

-

72

31

721
358

51

-

◎ 프로그램 참여 인원
연도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산교육

기타
(자연해설)

5,153

221

4,704

228

-

-

2019

14,205

1,940

20,112

5,270

2018

18,540

2016

14,592

2017
2015
2014
2013
2012
2011

(단위 : 명)

환경교육

110,499

10,763
10,529
8,180
5,212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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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8

5,232
4,351
2,468
2,519
2,429
1,926
922

22,630

19,304

40,333

4,623

1,899

5,743

3,010

3,307

7,808

5,665
2,299
1,636
693
-

1,769
2,925
2,588
2,876
2,127
1,585
-

954
-

5,637

237

5,017

-

717

4,071

-

4,441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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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국토해양부

2012. 12.11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11.26
2013. 2.19

2013. 11.21
2014. 12.8
2015. 12.8
2016. 12.9
2019. 6.7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내용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우수상

국가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
녹색교육기관 표창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최우수상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최우수상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환경부

국립공원저지대탐방인프라제고 경연 특별상

◎ 기관 인증
2011

구분

2012. 3.16
2012. 4.23
2012. 7.6

2016. 11.22
2017. 2.1
2017. 6.2

주관부서

인증내용

서울시특별시교육청

2011 현장체험학습지정기관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표준협회(크레비즈인증원)

녹색교육기관 인증

녹색수련활동기관 지정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시설 지정
산악안전교육 ISO9001 인증

-

3,624
1,701

구분

2012. 12

-

계

계

2020

2,375

◎ 외부기관 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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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인증내역(누적)
일시

2012. 4.30

환경부

2012. 6.13

여성가족부

2012. 4.30
2012. 8.17
2012. 8.31
2012. 9.13

2013. 12.26
2013. 12.26
2013. 12.26
2014. 4.1
2014. 4.1

2014. 5.28
2015. 4.30
2015. 4.30
2015. 8.31
2015. 9.30
2016. 5.26
2016. 5.26
2016. 7.29
2016. 8.31

2016. 12.26
2016. 12.26
2017. 9.21
2020. 7.1

2020. 7.15
2020. 9.21

주요 수상(상장)
주관부서

환경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생태관광협회
생태관광협회
여성가족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환경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여성가족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환경부(환경보전협회)
환경부(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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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주니어 해설사

인증내용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숙박형)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캠프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캠프(당일형)
국립공원 주니어 해설사

여성가족부 국가인증수련활동
우수운영기관(2012. 12.11)

국립공원 청소년 직업캠프

주요 인증서(기관)

국립공원 청소년 힐링캠프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청소년에코등산교실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교육기관
표창(2013. 2.19)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최우수상(2013. 11.21)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대상(2015. 12.8)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캠프(당일형)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숙박형)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당일형)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숙박형)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당일형)
국립공원 청소년 직업캠프
브런치 생태여행

서울시특별시교육청 2011
현장체험학습지정기관(2011)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교육기관
인증(2012. 3.16)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2012. 4.23)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수련활동
기관 지정(2012. 7.6)

주요 인증서(프로그램)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국립공원 청소년 직업캠프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에코 등산교실
자연을 닮은 마음 쑥,쑥!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연장)

환경부 국립공원 주니어
해설사(2012. 4.30)

환경부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
캠프-숙박형(2012. 4.30)

여성가족부 국립공원 청소년
자연캠프(2012. 6.13)

여성가족부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캠프(2012. 8.17)

환경부 국립공원 청소년 그린
캠프-당일형(2012. 8.31)

여성가족부 국립공원 주니어
해설사(2012. 9.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2020. 7.1)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2021. 7.6)

도심 속 쉼, 도봉! 미션트립

자연을 닮은 마음 쑥,쑥!(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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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혁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05년 12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2010년 8월

건립 부지 최초 매입
구 도봉공원 활용방안 최초 수립
‘산악안전교육센터’ 개소(국립공원등산학교의 전신)
대한산악연맹 MOU 체결(산악박물관 건립 및 운영 관련)
착공식 개최

2011년 1월
2011년 3월
2011년 4월
2011년 6월
2011년 6월
2011년 6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2011년 8월
2011년 9월
2011년 9월
2011년 9월
2011년 9월
2011년 10월
2011년 11월

국립공원교육원(청소년수련원) 개원 준비단 구성
1기 국립공원청소년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브랜드(BI) 명칭 공모 및 ‘꿈&들’ 선정
최초 홈페이지 구축
국립공원산악박물관 준공
북한산생태탐방원 준공 기념행사 개최
산악안전교육센터 명칭 변경 및 내부 부서 편입(국립공원등산학교)
국립공원청소년수련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초대 이수식 원장 부임 및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직원 배치
북한산생태탐방원 개원 및 업무개시
북한산생태탐방원, ‘꿈&들 숲 유치원’ 운영
서울시교육청 주관 2011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
국립공원산악박물관 일반인 개방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인가
자연 속에서 배우는 ‘숲 유치원’ 첫 졸업식

2012년 2월
2012년 4월
2012년 5월
2012년 6월
2012년 7월
2012년 10월
2012년 11월

2기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환경부 1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생태탐방연수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페이스북 개설 운영
교육기능 강화 위한 일반직 정원 증대(7명 -> 12명)
탐방프로그램 인증 획득(환경부 인증 3건, 여가부 인증 3건)
3기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모집

2013년 1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시설관리 등을 위한 국립공원지킴이 인력 최초 채용 및 운영
제2대 신용석 원장 부임
우수 녹색교육기관(녹색성장위원회)
국내 연수시설 최초 안전보건경영(KOSHA18001) 인증
교원직무연수 실시

2014년 2월
2014년 2월
2014년 4월
2014년 5월
2014년 6월
2014년 8월
2014년 12월

생태탐방연수원에서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제3대 김철수 원장 부임
‘생태관광 스토리텔링 워크숍’ 개최
생태관광 ‘쉬어가는 생태발걸음’ 운영
국립공원등산학교 몽골 국제소방관 대상 산악구조 현장교육 실시
2014년 생태관광 컨설팅 최초 시행(실제 컨설팅 북한산, 치악산, 설악산 프로그램 3개 컨설팅)
국립공원 직업캠프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최우수상

2015년 2월
2015년 2월
2015년 3월
2015년 4월
2015년 5월
2015년 7월
2015년 11월
2015년 12월

5기 국립공원 주니어 레인저 모집
4대 정용상 원장 부임
국립공원 청소년캠프(자연캠프/직업캠프) 운영
국립공원사무소 생태관광 컨설팅 진행(5개 사무소 5개 생태관광프로그램 컨설팅)
생태관광 기획프로그램 ‘함께 그리는 생태이야기’ 진행
5대 이규성 원장 부임
탐방객 안전관리강화 위한 한일 산악구조기술 연수 및 교류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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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2020

2021

2016년 3월
2016년 5월
2016년 7월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2016년 12월
2016년 12월

2016년 생태관광 및 생태나누리 운영
환경부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기관 1호 지정
자연환경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정부3.0 한국형 산악구조 전문기술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2016년 전문 산악구조기술 교류 워크숍 개최
통합홈페이지 개편 운영
유네스코지속발전교육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인증(유네스코 위원회)
여성가족부 지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2017년 2월
2017년 4월
2017년 6월
2017년 6월
2017년 7월
2017년 7월
2017년 7월

6대 이민숙 원장 부임
신규 생태탐방원(소백산, 설악산) 개원에 따른 운영 조기 정착 컨설팅
네이버 블로그 개설 운영
보호관찰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드림탐사대 운영
환경교육, 생태관광 등 탐방프로그램 컨설팅
(변산, 치악산, 내장산 백암, 다도해해상 등 4개 사무소)
유튜브 채널 개설 운영
국립공원등산학교 산악안전교육 프로그램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8년 2월
2018년 2월
2018년 2월
2018년 5월
2018년 5월
2018년 7월
2018년 7월

연수원 미션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교육수련부 -> 생태탐방부)
신규 생태탐방원(한려, 가야, 무등), 사무소(내장산 백암) 업무지원 및 프로그램 컨설팅
소년보호사건 수탁교육기관 지정(의정부지방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힐링캠프’ 최초 운영
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최초 운영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북한산생태탐방원으로 명칭 변경
7대 노윤경 원장 부임

2019년 1월
2019년 1월
2019년 2월
2019년 4월
2019년 5월
2019년 7월
2019년 7월
2019년 7월

국립공원공단 명칭 변경에 의한 CI 변경/ 꿈앤들 브랜드 폐지
8대 김영래 원장 부임
설악산 동계 전문 산악구조 교육 실시
산악안전교육원 개원준비단 구성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등산학교 폐지, 산악안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및 직제분리(독립)
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운영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10월
2020년10월

언택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탐방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건강나누리 캠프 참가자 운영
2020년 북한산생태탐방원 건강나누리 운영
2020년 비대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2021년 4월
2021년 7월
2021년 9월

북한산생태탐방원 비대면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운영
9대 문명근 원장 부임
북한산생태탐방원 개원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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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산생태탐방원 사람들

문명근 원장(제 9대)

운영관리부

북한산생태탐방원 직원들

생태탐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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