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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립공원공단

ESG경영의 성공파트너 국립공원

1
국립공원
개념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국가가 지정한 공원입니다.

1967

2016

지리산국립공원
최초 지정

태백산국립공원
22번째 지정

KOREA NATIONAL PARK SERVICE

3.96%

Wallace Stegner (1909~1993 미국 평론가)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옐로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로 지정됨.(1872년)

국토면적의 3.96%

지리산

국립공원은 우리가
이제껏 만들어낸 최고의 아이디어다.
National parks are the best idea we ever had

북한산국립공원

전체 6,726km² 육상 3,973km² 해양 2,753km²

태안해안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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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

산악형

4

해상·해안형

1

사적형

변산반도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한려해상

내장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경주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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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의 성공파트너 국립공원

2
국립공원
가치
국립공원은
풍부한 종다양성을 지닌 자연생태지역으로서 미래를 위한 유전자원의 보고이며,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처입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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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국내 기록 생물종 42%
멸종위기종 67%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寶庫)

문화재가 다수 보존된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 학술연구 장소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최대 탄소흡수원 역할
(탄소저장량 3.5억톤CO₂)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탐방하는
국가 최고 여가·휴양공간

생물종 42%

멸종
67%
위기종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44

168

72

심신 힐링·치유 및 환경교육 공간

NET ZERO

3.5억 톤

5

6

경제적 가치

상징적 가치

국내 22개 국립공원은
연간 약 114조 3천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립공원은 생태 및 경관보전의
상징적 공간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

보전가치 102.4조
이용가치 11.9조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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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24호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 석굴암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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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의 성공파트너 국립공원

3
국립공원공단
소개
설립배경

공단의 미션·비전

1950
1960

1959
공원법제정 추진

MISSION

공원법제정
(국립공원제도 도입)

1970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VISION

지방자치단체 위임관리

1980

국립공원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자연생태계 보전 선도기관

KOREA NATIONAL PARK SERVICE

1980
자연공원법 개정

1967
1호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경영방침
1987
국립공원공단 설립

탄소중립

관리체계

주요업무

국민행복

상생협력

윤리경영

공원자원 조사·연구/생태계 보전·복원/재난·안전관리/공원 환경관리
공원시설 설치·관리/환경교육·생태관광/지역사회·국제협력(MAB, IUCN 등)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본사

국립공원
사무소

8처 8실
강원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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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연구원

생태탐방원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

29개소

1원

8원

1원

1국

전국

원주 본원
전국 7개 센터

서울 도봉구

원주 사무국
지질공원 10개소

전국 8개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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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의 성공파트너 국립공원

4
국립공원공단
ESG 전략체계
ESG 비전

기업과의 ESG 파트너십 구축

KNPS, 자연과 사람을 잇는 GREEN PLATFORM

기업
ESG

전략방향
KOREA NATIONAL PARK SERVICE

E

S

G

탄소중립형
사업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국민 참여, 협력, 소통
활성화
투자 및 후원
기술제공

상생협력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전략과제

국립공원 생태계의
탄소저장고 가치 증진

국립공원 맞춤형
탄소중립 기반 마련

국민신뢰 구축을 위한
청렴, 윤리 문화 확산

국립공원
총괄조정│사업추진│투자유치

생태계 건강성 향상

국민이 안전한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KNPS형 그린뉴딜 선도

생물다양성 증진

국민공감형
생태복지 확대

혁신기반 미래역량 확보

사람과 현장 중심의
안전한 일터 조성

상생협력 중심의
사회·경제적 가치 확산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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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Governance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증진

홍보 및 마케팅│제도개선

국민
Social

국민만족
생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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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과 공단의 ESG 협력

기업의 ESG 경영
고려사항
사회 환경 및 이슈 등 대외적 변화 종합적 고려

2
지역사회 기여효과 고려
KOREA NATIONAL PARK SERVICE

3
장기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전제로 추진

4
사회공헌에 대한 전략적 홍보

5
이행현황 정기적 점검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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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과 공단의 ESG 협력

ESG 파트너로서 공단의
매력포인트
4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

K-ESG 가이드라인상 핵심이슈 협력 가능
환경경영목표 수립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전략적 사회공헌

Asia Top! Global Top5!
국내 300여 공공기관 중 기관 인지도 상위 10%

2

환경 보호/개선

사회적 약자 권익 신장

교육 및 인식개선

국제 교류/구호

기타 자원봉사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 및 토양 복원

대기/수질/토양 오염 감소

폐기물 발생량 저감

5

공단의 업무 자체가 ESG 경영 (장기적 협력 가능)

홍보 및 파급효과 극대화

자연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공단의 미션

국가 최고의 탄소저장고(탄소저장량 3.5억톤CO₂)

자연보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및 성과평가 방안 마련

연평균 4천만명 이상의 탐방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유관기관, 사찰, 시민사회단체 등)

3

6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기여 가능

전세계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 파트너십 확보

Net Zero

탄소중립

14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UN

UNESCO

IUCN 및 10개국과 MOU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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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방법

Ⅱ. 기업과 공단의 ESG 협력

파트너십
참여방법과 절차
참여사례
1
1

테스트베드
플랫폼 참여
(신기술 개발)

신기술 성능테스트
(K-Test Bed project)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장소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

Test Bed
장소제공

ex)

2

정부외 기부금

(현금·현물)

(국립공원공단법 제10조)

지정 기탁

자연환경국민신탁

(현금)

(국민신탁법)

자원봉사

재능 기부형 봉사활동

(인력·장비지원)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3

4

기부·기탁 시
기업이 지정한
목적대로
사업집행 후 정산

국립공원공단

기업

KOREA NATIONAL PARK SERVICE

자발적 기부

ex)

드론 신기술 실증
수소드론, 미세먼지 측정 드론 등
국립공원 현장에서 신기술 검증

친환경 복원기술
공단 자체 개발 특허·실용신안을
기업에게 기술 사용권으로 제공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와 기업간
협의 후 진행

참여절차

공단-기업간
사전 미팅

협업사업 확정

후원금 전달식

(투자방법, 내용 등)

(필요시 MOU 체결)

관련부서 협의

16

사업 진행상황
정기 보고
기부금 영수증(공단→기업)

성과 공유 및
사례집 발간

공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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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사업
1

종복원 및 서식지 관리

3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 사업 추진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DB 구축
Ⅲ. 기업의 투자·후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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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 증식장 지원

2

18

공원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 보호종 서식지내 위협요인 제거

□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장비지원

□ 생태통로 조성 지원

□ 디지털 장비 분석 프로그램 지원

□ 야생동물 응급치료센터 건립

□ 연구동, 생태학습장 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대

4

청정한 바다환경 관리

탄소저장고(3.5억tCO₂)역할을 하는
국립공원내 그린카본, 블루카본 확대에
후원하여 지구 온난화 극복에 기여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 등으로 위협받는
해양생태계의 보호 필요

□ 그린카본 및 블루카본 조성

□ 해양조사 및 장비 지원

□ 훼손지역 복원 및 수목 식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반려해변 참여 등)

□ 아고산대 기후변화 대응 스테이션 운영지원

□ 갯벌·갯바위 생태휴식제 지원(폐납 제거 등)

□ 청소년 기후변화 모니터링단 운영 후원

□ 친환경 어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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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1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3

탐방객 안전사고(심장돌연사, 추락, 익사사고 등)
예방 지원

안전교육 및 훈련지원
탐방객 대상 재난·안전사고 대비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탐방객 안전관리에 기여
Ⅲ. 기업의 투자·후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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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예방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

2

□ 탐방객 안전쉼터 및 구조 거점시설 지원

□ 안전교육센터 건립

□ 조기신고를 위한 통신 음영지역 해소 지원

□ 안전교육 프로그램 후원

□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캠페인 참여

□ 안전교육·훈련 장비지원

재난 대응과 복구 참여
폭설, 강우 등 자연재난 조기대응 및
응급 복구를 통한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기여

4

구조대 지원
국립공원구조대 구조 활동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

□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작업 참여
□ 긴급 복구장비 및 물자지원

20

□ 이재민 지원 및 후원

□ 구조대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 지원

□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방시스템 개발·지원

□ 구급약품 및 구조장비 지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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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공원
환경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1

환경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3

업무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연속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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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탐방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세대의 진로체험을 통해
환경리더 양성

자연 속 치유 프로그램

□ 환경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과과정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지원

2

□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지원

□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후원

□ 환경보전 관련 영상물 제작 지원

□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후원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대상으로 생태관광을 진행하여 누구나
다 함께 누리는 생태복지서비스 구현

4

탐방체험 채널 다양화
이동식 탐방안내소, 생태관광 버스 도입을 통한
찾아가는 탐방 제공과 가상현실(VR) 등 스마트
기술 적용한 탐방 제공으로 공공서비스 확대

□ 소외계층 대상 탐방프로그램 경비 지원

22

□ 청각장애인 수어도감, 프로그램 개발후원

□ 생태관광 버스 도입 지원

□ 소외계층 대상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지원

□ 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술활용 탐방 지원

□ 다문화가정, 새터민 대상 프로그램 후원

□ 이동식 탐방안내소 지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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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공원
공원시설 지원
1

공원시설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지원

3

공원 내 이용시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 제로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공원 환경개선사업
공원 내 폐건축물 및 환경저해시설 철거 후
생태복원을 통한 공원환경개선
Ⅲ. 기업의 투자·후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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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환경저해시설 철거 비용 지원
(폐양식장, 군벙커, 노후상가 등)

□ 공원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 생태복원 친환경공법 기술 지원

□ 친환경 차량 및 충전소 등 기반시설 지원

2

도심속 국립공원 홍보관 및
전시시설 설치
도심지 또는 기업 본사 내 국립공원 홍보관,
전시시설을 운영하여 도심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여가 서비스, 생태 교육 기회 제공 및
친환경 기업 이미지 홍보

4

무장애 탐방인프라 구축 확대
국립공원의 가치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 국립공원 홍보관 건립
□ 생태교육 전시시설 등 조성 운영
□ 기업 사옥내 홍보관 무상임대

24

□ 무장애 탐방인프라 지원
(탐방로, 안내판 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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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공원
공원마을 지원
1

3

탄소중립형 공원마을 전환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활용 탄소중립 공원마을 조성

낙후된 공원마을 주거환경과 마을 공동 편의시설
지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Ⅲ. 기업의 투자·후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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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트롭_태양의 위치에 따라 360도 회전하며 전력 생산

□ 노후화된 주택 보수 지원

2

26

주민 주거환경 개선

□ 탄소중립 테마타운 조성지원

□ 마을 진입로 및 공동시설 정비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적용

□ 주민 체육시설 등 여가, 휴게공간 설치 지원

□ 외딴 섬마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 1기업 1마을 자매결연

공원마을 기초환경시설 지원

4

소외지역 내 거주민 지원

낙후, 소외마을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소외지역내 거주민
생활 편익 증진

□ 환경 및 생활기초시설 설치 지원

□ 드론 택배 서비스 지원

□ 마을단위 태양광 판넬 교체지원

□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지원

□ 폐기물 철거 및 반출 지원

□ 독거노인 반려로봇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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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공원
국내·외 상생협력
1

3

지역주민 지원활동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감수하며 희생하는 주민들이 생산하는
특산물 판매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 등 생태농업 활동지원

□ 특산물 활용 도시락 판매 등 후원

□ 농어촌 일손돕기

□ 구내식당 특산물 납품

□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 명절선물 구입

□ 마을정화 활동

공원내 봉사활동 참여
공원 내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협력

Ⅲ. 기업의 투자·후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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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 친환경 특산물 판매

4

국제교류 협력 지원
한국 국립공원 관리경험과 선진사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보호지역 관리 능력향상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기여

□ 개도국 공원청 직원연수 프로그램 지원

28

□ 1사 1탐방로 관리제

□ 후원 기업의 산업현장 시찰

□ 자원봉사센터 신축

□ 개도국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 미래세대 국제회의 참여 비용 지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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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후원기업
인센티브
1

기부금
처리
2
시설물 건립 후원시

동판
부착
KOREA NATIONAL PARK SERVICE

3
공단 홈페이지상 ESG 파트너 상시노출

4
후원 관련 언론보도시 기업명 명시

Ⅳ. 후원기업 인센티브

홈페이지

언론보도

5

국제행사
6

국제행사 지원시 기업후원 활동 소개
IUCN, UNESCO 등 국제기구 주최의
국제회의, 협력국가 방문시 기업CEO 동반참석

사례집
7
후원기업 직원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전국 소재 생태탐방원
신입사원 연수, 직원 힐링(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등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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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Ⅵ

투자후원
기대효과

국립공원
후원기업

기업

국립공원공단

ESG 경영 최고 파트너 확보

기업과의 ESG 파트너십 구축

친환경 이미지 상승 및 기업홍보

부족한 경영자원 충당

신기술 확보 및 해외진출 기회마련

자연보호 및 국민행복 실현

자원조사 및
생태계 보전·복원

취약계층 생태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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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업·공단
협력

지역사회 협력

Ⅴ. 기대효과

공원시설 설치·관리

재난·안전 관리

고객(국민)
소외계층 국립공원 이용기회 확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호

양질의 생태계서비스 혜택

생물다양성 증진

환경의 중요성 인식 증대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위기 완화

영상물 제작, 도서 기증 등

Ⅵ. 후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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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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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공원
연락처
사무소명

KOREA NATIONAL PARK SERVICE

34

주소

전화번호

탐방원명

주소

전화번호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200

055-930-8015

가야산생태탐방원

경북 성주군 수륜면 봉양로 1길 313

054-930-7000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북 경주시 천북남로 12

054-778-4113

내장산생태탐방원

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063-538-1700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27-6

042-825-3001

무등산생태탐방원

광주 북구 덕의길 20

062-263-1187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328

063-530-7925

북한산생태탐방원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86

02-901-0700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116

061-392-7288

설악산생태탐방원

강원 인제군 북면 쇠리길 106-40

033-439-9300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17-12

061-550-0933

소백산생태탐방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영단로 253

054-630-5500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02-1

061-280-9539

지리산생태탐방원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02-25

061-780-8700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 1로 159

063-320-3841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1361-96

055-640-3400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 광역시 동구 동산길 29

062-230-2022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백운촌길 3-3

061-370-5724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262

02-940-3733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51-97

031-828-8017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방파제길 11

063-580-7822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 속초시 설악산로 833

033-801-0929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794

054-630-0732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494

043-420-9213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충북 보은군 법주사로 84

043-540-5814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2

033-330-4615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

043-640-8533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천황사로 280-43

061-470-5226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169-7

054-870-5312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376

055-970-1023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전북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255

063-630-8931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56

061-780-7724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 2길 26

033-740-9905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강원 태백시 태백산로 4778

033-550-0023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귀실길 9

041-672-7267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5-9 2층

055-860-5805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경남 통영시 도남로 117

055-640-2428

ESG 경영에 성공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 ESG 협력사업문의 ]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처
033.769.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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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친환경 용지와 친환경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