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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법 및 시연
박영준(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환경 해설 이론

1

1. 자연환경 해설이란?

자연환경 해설은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과 탐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자

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방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해설의 범위가 자연자원뿐 아니라 해설 대상지의 역사, 문화자원까

지 확대되고 있다. 

자연환경 해설이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2년 국립공원관

리공단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주요 자연자원에 대한 관찰 해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면서부터이다.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의 목적은 소비적, 유희적 

탐방 문화로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자연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

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환경 해설을 ‘자연자원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탐방객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해 그 의미

를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환경 해설을 통

해 탐방객의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기관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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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해설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 휴양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탐방

객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환경 서비스이다. 사람들은 일상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재충전을 위해 이런 공간을 방문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방문하는 곳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방문지의 지형·지질, 동물, 식물, 생태적인 군집, 역사와 인간의 발자취 등)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여가와 학습을 동시에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와 학습에 대한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연환경 해설이란 여

가와 학습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탐방객과 방문지의 다양한 자연

을 연결하여주는 의사소통 통로이다. 

이 밖에 자연환경 해설은 여러 사람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기본개념은 비

슷하다고 할 수 있다.

● 틸든(Freeman Tilden)은 ‘자연환경 해설이란 단순히 사실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

기보다는 실제 대상물을 보여주고 직접 경험하거나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현상에 내재한 

의미와 관련성을 보여주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 알드리지(D. Aldridge, 1972)는 ‘자연환경 해설이란 방문자에게 그가 있는 곳을 설명해

주는 기술로서 방문자로 하여금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환경보

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했다.

● 캐나다 자연환경 해설서(Canada Interpretation, 1976)는‘자연환경 해설이란 특정한 

대상물, 인공물, 경관 혹은 장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자연유산과 문화가 갖는 관련성과 그 

의미를 드러내어 방문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한 하나의 의사전달 과정’이

라고 했다.

● 영국 농촌휴양용어집(The countryside recreation glossary, England, 1970)에서는 

‘자연환경 해설은 대상 지역의 특징과 상호 관련성을 묘사하거나 설명함으로써 그곳에 

대한 방문자의 관심 및 즐거움, 이해를 증진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 왈린(H. Wallin, 1965)은 ‘자연환경 해설이란 환경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느끼는 민감함, 경이로움 내지는 호기심 등을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문자가 느끼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며, 방문자가 처음으로 찾

아간 환경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방문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

혀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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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해설의 역사

자연환경 해설은 19세기 말 미국의 자연주의자들(naturalist)에서 그 효시를 찾아볼 수 있

다. Enos A. Mills라는 자연주의자는 1889년부터 1922년까지 록키산맥에서 수많은 사람들

을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지금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하고자 하는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인터프리터(interpreter, 통역사)라고 하는 전문직의 창시자라

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록키산맥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불렸으며,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

램 운영 및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trail school’의 창설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후 여러 사람의 노력에 의해 자연환경 해설은 1916년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의 설립과 함께 국립공원 관리 업무의 한 가지로 도입되었다. 1919년 국립공원, 국

가기념물의 경관 또는 천연 동식물상 등을 교과서나 영상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전달하는 일

이 국립공원청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되었고, 1920년 요세미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청 최초의 프로그램(무료 자연 안내 서비스, 하이킹, 관련 영화 상영 등)이 제공되기 시작하

였다. 1930년대에는 역사, 문화 분야에 대한 자연환경 해설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각 국립

공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해설은 1992년 내장산에 최초로 자연학습 개념이 도입된 

자연관찰로를 설치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미국의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공원별 특성과 탐방객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3. 자연환경 해설의 목적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탐방객 만족을 위한 해설

• 탐방객에게 편안함을 주고, 여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유도한다.

• 탐방객이 자연자원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애정을 부여한다.

• 탐방객이 적극적으로 탐방지역을 방문 또는 이용할 기회를 얻도록 한다.

• 탐방객의 연령 또는 수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주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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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설

• 양질의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창출한다.

•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자의 자연 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 관리자의 공원 관리 노력에 대한 방문자의 이해를 높인다.

• 관리자가 방문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다. 자원관리에 필요한 해설

• 자원과 시설에 대한 사려 깊은 이용을 유도한다.

• 자연자원에 대한 방문객의 지식 부족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게 한다.

• 국립공원 지정 목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4. 자연환경 해설, 환경교육, 그리고 생태교육

자연환경 해설과 관련하여 환경교육, 생태교육, 자연관찰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일정 부분 공통분모를 갖고 있더라도, 접근방법과 

내용, 교수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자연환경 해설 활동

이 다른 분야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자연환경 해설

자연환경 해설은 ‘단순히 사실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대상물을 보여주

고, 직접 경험하게 하거나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현상에 내재된 의미와 관련성을 나타내 보

이려고 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정의를 보자면 ‘방문자에게 그가 있는 

곳을 설명해주는 기술로서 방문자로 하여금 환경의 상호 관련성을 중요하게 느끼도록 함으

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이다.

나. 환경교육

환경교육은 환경과 환경 문제를 탐구하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학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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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환경교육은 교육을 통해 현재의 세대를 포함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환경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은 물론, 우리가 당면하고 있

는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환경 문제를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 생태교육

생태교육은 생물적 자연과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무생물적 자연, 그리고 그들의 상호 관

련성, 인간과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보살핌과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야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생태교육을 통하여 우

리는 생명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과 안목 있는 관찰력으로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인식과 태도, 기술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는 생태교육은 환경교육보다 좁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보기도 한다.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은 그 범위의 넓고 좁음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매우 비슷한 개념

이다. 이에 비해 자연환경 해설은 그 발생이 국립공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립공

원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앞서의 환경교육, 생태교

육과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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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 해설 이론

가. 직접해설

자연환경해설은 직접해설(personal interpretation)과 간접해설(nonpersonal interpre

tation)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직접해설은 자연환경 해설을 듣기 원하는 사람 또는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가 직접 해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연환경해설사가 

탐방객과 함께 동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자연환경 해설은 직접해설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직접해설은 거점식 해설과 이동식 해설로 다

시 나누어진다. 최근에는 자연환경 해설에 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거점식 해설과 이동

식 해설을 변형한 팀 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해설의 장점은 자연환경 해설에 참가한 탐방객이 자연환경해설사의 안내로 해설 현장

에서 대상물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대

상물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므로 방문지에 대하여 좀 더 풍요롭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

다.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는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를 목표로 해설을 제공할 경우 

자연자원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이 훼손된 지역 또는 훼손이 우려

되는 지역에서는 방문자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와 적절한 행동의 유도가 가능하여 사람들에 

의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거점식 해설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나 위치를 몇 군데씩 선정하여 선정된 지

점의 특성(예를 들어, 수목, 곤충, 풀, 야생화, 파충류 등)을 정하고 찾아오는 탐방객이나 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을 해설하는 방식이다. 해설자가 굳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현

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하루의 변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

은 있지만, 장소와 내용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많

은 해설사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참가자 자신들이 자연 속에서 능

동적으로 이동하고 찾아가서 묻고 답을 들으며 이동 중에 스스로 체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다. 어차피 자연 속에서는 ‘스스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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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식 해설

해설자가 직접 참가자를 인도하여 특정한 자연현상이 있는 곳이나 해설에 필요한 대상이 

지정된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상황과 현장에 맞는 해설과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연을 이해하고 아낀다는 차원에서라

면 소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탐방의 성격이 바람직하므로 요즘은 이런 방식이 가장 무난하게 

채택되고 있다.

다만, 해설자가 이동하며 만나게 되는 자연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가자의 관심과 흥미

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재를 충분히 활용하는 다양한 해설기법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3) 팀 해설

거점식 해설이나 이동식 해설처럼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경우는 특

성에 맞는 해설자들 여러 명이 동시에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각자의 상황과 현장에 맞

춰서 해설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숲에서는 풀과 나무, 곤충, 새, 토양 등의 해설이 모두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해설자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설하는 것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알릴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특정 분야 전문 해설사들이 참가하여 정해

진 순서나 상황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분담하여 해설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자연환경 해설

을 이어가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진행의 묘미를 살린다면 한 가지 주제

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큰 장점

이 있다. 그리고 해설 프로그램 참여 후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공통적으로 피력하는 의견

을 보면, ‘전문가 다수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참가자들의 질문과 관심 그리고 해설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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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해설

간접해설이란 해설사를 동반하지 않고 인쇄물, 안내판, 해설판, 음성기기, 전자장비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 스스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간접해설은 탐방

안내소 해설, 자연관찰로 해설, 해설안내판 해설, 인쇄물 이용 해설, 전자기기를 이용한 해설 

등이 있다.

간접해설은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해설인력에 대한 소요가 없으며, 

해설사 양성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 소규모의 예산으로도 최소한의 탐방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대상지에 대한 해설시간과 체류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해설 장소 또한 방문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탐방안내소(visitor center) 해설

탐방안내소 내에서 인쇄물, 영상물, 자연자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시물이나 체험

물을 활용하여 탐방객 스스로 대상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위를 탐방안내소 해

설이라 부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설사가 상주하면서 탐방안내소 안내 및 전시물에 대한 설

명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탐방안내소에서는 직접해설과 간접해설

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연관찰로 해설

자연관찰로는 공원 입구를 중심으로 자연학습 및 체험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탐방로를 말

하며, 대부분 순환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연관찰로에는 관찰로 주변의 생태계나 문화자원 

등을 해설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설명된 종합안내

판과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다. 탐방객은 자연환경 해설판 및 안내서를 보면서 스스로 자연자

원에 대한 학습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다. 

(3) 음성기기 및 전자기기 이용 해설

MP3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해설로 탐방안내소처럼 비교적 단순하거나, 오랜 

기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장소에서 유용하다. 음성기기에 해설할 내용을 미리 녹음하여 

사용하거나, 해설과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한다. 해설사를 동반하지 않지만 비교적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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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안내판 해설

해설자가 없는 상황에서 특수한 경관, 환경의 변화, 특이한 생물 등에 관하여 방문객 스스

로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설안내판으로 주로 자연관찰로

나 탐방로 주변에 많이 사용된다.

(5) 리플릿을 활용한 해설 

탐방로상에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말뚝이나 표찰을 이용하여 번호를 표시해두고, 

그 자원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탐방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번호가 표

시된 곳에 다다르면 리플릿을 통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설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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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해설 실습 및 평가

2

1.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 과정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는 크게 프로그램 기획과 사전 준비,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진행 

목적과 운영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는 운영 단체

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 해설 프로그램 운영 과정 >

목표 설정  ☞  자료 수집  ☞  시나리오 작성 및 교재 준비  ☞  검토

☞ 참가자 모집 ☞  운영  ☞  평가 및 개선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목적에 따른 목표가 정해지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다

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대상지와 참가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연환

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 대상지와 참가 대상이 선정되면 대상지와 참여자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과 목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초안은 시범 운

영과 평가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을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서 계속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가. 목표 설정 

자연환경해설사는 프로그램 운영단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이

해하여야 한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 목적은 탐방객에게 올바른 국립공

원 이용방법과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국립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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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자료 수집

(1) 자료의 수집과 활용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면, 이

를 진행하기 위한 장소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정해지면, 프로그램 진행 대상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자연환경 해설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은 정보 검색의 편의성과 처리 

속도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정보

는 자료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정확성 또한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환경 해설에 사용될 자연과학적 자료와 인문사회학적 자료는 가급적 관련 도서나 학

술논문 등에 기반을 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이용 시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야 한다. 혹시 인터넷상에서 검색한 정보를 자연환경 해설에 활용할 때에도 검색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출처 또한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대상지에 대한 자료 수집

해설 프로그램 대상지에 대한 자료 수집은 문헌자료 수집과 현장 모니터링 자료 수집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설 프로그램 대상지에 대한 문헌자료는 우선적으로 자연자원 조사 및 자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야 한다. 

자연과학 분야의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그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자료도 함께 수집해야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설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수집은 그 대상지가 기존에 자연자원 연구조사나 모니

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상지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분

야는 크게 동물과 식물, 고등균류로 나눌 수 있으며 대상지 내 계곡이 있다면 수서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나면 대상지 내 역사

자원 및 문화자원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채록하거나 수집하여야 한다. 대상지 내에 있는 자

연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등 모든 해설자원은 사진이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해설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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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나리오 작성 및 교재 제작

(1) 해설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성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되면 참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해설 시 현장에서 사용할 교구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환경 해설 시나리

오는 일정한 형식의 틀을 사전에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해설사가 해

설해야 할 사항과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사진 및 그림과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시나

리오에 사용되는 사진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참고자료를 함

께 기재하여 향후 보완작업이 쉽도록 한다.

(2) 교재 및 교구 준비

해설 프로그램을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설교재와 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양의 서식지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나 서식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면, 산양 서식지에 대한 그림과 사진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해설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서식지 설명 시 미리 준비한 산양의 털이나 뿔을 직접 보여주고 만지게 

하거나 산양의 발자국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한다면 참여자의 흥미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산양에 대한 그림과 사진이 들어간 유인물 등은 좋은 해설교재가 될 수 있으며, 산

양의 실제 털이나 뿔 혹은 발자국을 만들 수 있는 발자국 틀이나 진흙 등은 보조교구가 된

다.

해설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구는 해설교재와 교구이다. 프로그램에서 진행

할 내용과 다양한 참고자료와 사진, 그림이 들어 있는 교재는 해설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다. 

해설교재는 프로그램에 따라 계절별, 대상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참고자료 등이 매번 달라져

야 하므로 대량으로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해설사가 그때그때 프린터 등을 이용해 간

이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동일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참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장기적,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전문 출력소 및 인쇄소를 이용한 대량 제작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해설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이

고 재미있는 해설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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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

(1) 해설 시나리오와 교재 및 교구 검토

다양한 자료 수집과 해설 대상지의 모니터링을 통해 만들어진 해설 시나리오와 교재, 교

구는 해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내용의 정확성과 사

용한 사진과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해설교재와 교구를 작성한 자연

환경해설사를 중심으로 내부검토가 완료된 해설 시나리오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검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해설교재와 교구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검수는 해설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치악산국립공원 해설교재 표지 월악산국립공원 해설교재 일부

(2) 해설 대상지에 대한 위험요소 검토

해설 대상지가 선정되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사항 등이 검토

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참여자에 대한 위험요소이다. 자연환경 해설 대상지

는 대부분 야외이므로 독버섯, 벌, 뱀, 진드기, 알러지 유발 식물 등 동식물에 의한 위험과 

낙석 위험지역, 낭떠러지 등 환경적인 위험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설사는 이러한 자연·환경적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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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대상지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

해설 대상지는 다양한 부류의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설 시 이용하게 될 탐방

로의 정확한 거리와 소요시간, 노면 상태와 폭, 휴게공간, 화장실, 급수시설 등에 대한 정확

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정보가 정확히 검토되어야 해설사가 참가 대상자의 체력과 이동능력을 고려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해설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정확히 지킬 수 있다.

(4) 시범 운영을 통한 최종 검토

해설 시나리오와 해설교재, 해설교구, 해설 대상지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자연

환경해설사는 완성된 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을 통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

제점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마. 참가자 모집

(1)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어떤 단체에 정말로 흥미롭고 유익한 해설 프로그

램이 잘 갖추어져 있고 훌륭한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더라도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가 한 명도 

없다면 그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되며 해설사 또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설 프로그램에 대

한 홍보와 참여자 모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를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

해서는 방송매체와 일간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홍보물 배포를 통한 직접홍보, 인터

넷 노출 등을 활용한 간접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약 시스템 운영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함께 필요한 것은 해설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이다. 누구나 언제든

지 쉽게 접근해서 원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예약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용자 편의성

과 접근성이 고려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인터넷 예약 시스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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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약할 수 있는 전화예약 혹은 방

문예약 등의 예약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한다.

국립공원 자연환경 탐방 프로그램 예약 홈페이지

(http://www.knps.or.kr/front/portal/res/programList.do?menuNo=7020019)

(3)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은 운영 장소가 산악, 계곡, 바닷가 등 대부분 야외이므로 안전사

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하고 대

비하여야 하며, 예측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프로그램 운영자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전체이다. 프로그램 운영 

시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상해보험 혹은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중 자연환경 해설 운영자 및 참여자를 위하여 특별히 개발

된 상품이 없으므로, 여행자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

능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방

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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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 1, 2일 전에는 최소 1회 이상 해설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해 해설자원의 상태와 탐방로의 안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프로그램 운영 당일에는 

대상지에 대한 최종 모니터링과 함께 참여자에 대한 예약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프로

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준비한다.

(3) 운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전 준비가 완벽히 갖춰졌다면 자연환경 해설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며 해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

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 약속 현장에 30분 일찍 도착하여 참가자를 맞이한다.

해설사가 참가자보다 약속시간에 늦게 도착한다면 자연환경 해설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

이다. 참가자들은 해설사를 불신하게 되고 해설사는 경황이 없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나) 먼저 참가자를 파악한 다음, 인사와 자기소개를 한다.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한다. 자기소개 때는 반드시 소속

과 이름을 밝히도록 한다.

(다) 인사와 자기소개가 끝나면, 참여자에게 환영하는 인사를 한다.

이때 참가자 수가 적으면 참여자 모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참가자를 소개하

는 시간을 가지면 참가자끼리 서로 서먹한 관계가 풀어지며, 해설사는 긴장이 풀리고 자연환

경 해설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자의 수준이나 해설에 임하



1. 해설 기법 및 시연  23

는 자세를 파악하게 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된다.

(라) 프로그램 일정, 자연환경 해설 테마(주제)를 간략히 소개한다.

그날의 간략한 일정과 무엇에 대해 해설할 것인지에 대한 테마(주제)를 간단히 이야기한다.

(마) 운영단체 소개 및 해설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한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해설 프로그램이라면 구체적인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

기 전에 국립공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간략히 소개한다.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의 목표 

중 하나는 국립공원의 개념, 의의, 가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시켜 국립공원의 보전과 올바

른 이용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바)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전 준비 과정에서 분석한 자료와 이미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대로 자연환경 해설을 진행

한다. 똑같은 내용으로 자연환경 해설을 하더라도 해설사마다 해설기법은 다양하다. 자신만

의 자연환경 해설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 해설 프로그램이 끝나면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프로그램 내용이 모두 진행되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

설사가 자연환경 해설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 정리한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프로

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참가자에게 질문을 하여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질문을 받고 응답을 한다.

혹시 참가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적절한 대답을 한다. 만약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추후 알아봐서 개별연락을 통해 질문에 대

한 답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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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별인사를 한다.

오늘 자연환경 해설에 참가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작별인사 후 헤어진다.

(차) 평가 및 개선

① 평가

평가는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자,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여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예산 확보, 비용 대비 효

과성 평가, 운영단체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평가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참여자 평가와 운영자 평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사전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시나리오의 적정성 평가가 있으

며, 사후 평가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다. 

참여자 평가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환경해설사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운영자 평가라 한다. 이러한 평가서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특성과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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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운영자 평가서(사례)

자연환경�해설�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1. 참가자보다 빨리 도착하였는가?   □      □     □  

2. 자기소개를 하였는가?   □      □     □ 

3. 해설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였는가?   □      □     □  

4. 일정, 코스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는가?   □      □     □  

5.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는가?   □      □     □ 

6. 참가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질문 등)   □      □     □  

7.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8.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하였는가?   □      □     □  

9. 바디 랭귀지는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      □     □ 

10.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였는가?   □      □     □ 

11. 참가자 전원이 모인 후 해설을 하였는가?   □      □     □  

12. 선두에 서서 걸었는가?   □      □     □  

13. 즐거운 해설이 되었는가?   □      □     □  

14. 참가자가 ‘와’, ‘호’ 등의 감탄을 하였는가?   □      □     □  

15. 참가자는 만족하고 있었는가?   □      □     □  

16. 해설지점(포인트)은 적절하였는가?   □      □     □ 

17. 효과적으로 준비물을 활용하였는가?   □      □     □ 

18.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     □ 

19. 테마는 확실하게 정하였는가?   □      □     □ 

20. 해설에 스토리는 있었는가?   □      □     □ 

21. 해설의 내용은 정확하였는가?   □      □     □ 

22. 정리시간을 가졌는가?   □      □     □ 

23. 참가자의 감상을 들었는가?   □      □     □ 

24. 국립공원에 대하여 설명하였는가?   □      □     □ 

25. 예정시간에 끝마쳤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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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평가서

                                            일자 :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길이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해 관리

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일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지는 저희 공단에서 실시한 자연환경 해설에 참가한 분들이 해설 프로그램

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의견을 수렴하여 이후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

니다. 정성껏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V 또는 O 표시를 해주세요.

성별 ①남자       ②여자 연령 만     세

직업
①초등학생   ②중·고등학생     ③대학생 이상   ④주부        ⑤자영업

⑥사무직     ⑦생산직         ⑧교사          ⑨ 기타(       )

1. 오늘 이전에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2. 오늘 참여하신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었다.   ② 대체로 알고 있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잘 몰랐다.             ⑤ 전혀 몰랐다.

3. 오늘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자발적 참여   ②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주변의 권유로

③ 잡지, 신문, 인터넷 등의 홍보물을 통해  ④ 기타(                )

4.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중 가장 유익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5.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서



1. 해설 기법 및 시연  27

6 .오늘 참가한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V또는 O표로 해주세요.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교육교재의 내용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육교재가 보기 쉽고, 휴대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

해설사의 태도가 뛰어났다.

해설사의 목소리와 억양이 듣기 편했다.

해설 테마(주제)를 이해하기 쉬웠다.

진행 일정에 무리가 없었다.

해설 내용이 전체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

7. 오늘 참가한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운영되었다.      ② 대체로 잘 운영되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  ⑤ 매우 원활하지 못했다.

☞④, ⑤번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 적어주세요.

(                                                                   )

8. 오늘과 같은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오늘 해설을 마치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                                                                          )

대단히 감사합니다.

② 개선 

모든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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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Tip

(1) 우선 탐방객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자연환경해설사가 아닌 탐방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해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 알 수 있다. 탐방객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탐방객이 무엇

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진행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당신이 듣고 있다면 

과연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2) 자연환경해설사가 먼저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

본인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정보를 탐방객에게 단순히 전달만 한다면 탐방객 또한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 스스로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근처에 보이는 자연물을 해설 소재로 우선 활용한다.

자연환경 해설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자연이다. 자연물을 해설 소재로 할 때 멀리 떨어져 

있어 관찰하기 어렵거나 보기 어려운 자연물을 해설하는 것보다 근처에 쉽게 보이거나 관찰

할 수 있는 자연물을 먼저 해설 소재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자연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얕지만 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고, 둘째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식은 다방면에 걸쳐 깊은 지식을 쌓는 것이지만, 이는 현

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 자신의 역량, 관심 정도,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한 분야 이

상 흥미를 갖고 꾸준히 지식을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소모임이 결성되어 있는 상

태라면 정기 세미나를 통한 주제별 공부도 가능하며, 기타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

식을 습득해간다.

(5) 다양한 자연환경해설사의 해설에 참여한다.

틈나는 대로 다양한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고, 각 전문가의 해설방법, 기법 

등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본인 나름대로의 것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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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어라.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유명강사의 강의기법 등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자연환경해설에 응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다양

한 기법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미리 준비한다.

자연환경 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 

준비는 기본이다. 이 외에 원활한 자연환경 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는 되도록이면 프

로그램 진행 전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당일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훨씬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8) 먼저 도착한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참가자를 맞이한다면 훨씬 

마음이 여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시간에 쫓겨 약속 장소에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면 참가자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줄 뿐 아니라 자칫 마음이 조급해져 프로그램

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

(9) 참가자를 분석한다.

참가자 파악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참가자를 대면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 분석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충

분히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첫 대면은 참가자의 면면을 대략 확인하고, 전체 분위기를 

익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

(10) 이동할 때는 항상 선두에 선다. 

자연환경 해설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동할 때는 항

상 해설사가 선두에 서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끔 참가자가 해설사를 앞질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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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요한 내용은 먼저 말한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참가자의 관심이 높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초반부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방해하지 않는다.

가급적 타인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에서의 자연환경 해설은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

(13) 다 모이고 나서 해설을 시작한다.

사람의 이동속도에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다. 맨 뒤편에 있는 사람이 해설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해설을 시작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동 

중 해설 지점에 이르게 되면 참가자가 모두 도착한 후 해설을 시작한다.

(14) 교보재를 적극 활용한다.

자연환경 해설은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설 소재의 직접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가끔 해설 소재를 직접 관찰하거나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관찰 대상의 이미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보여준다면 프로그램을 훨씬 더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다. 표본, 이미지 자료, 모형 등 해설과 관련된 교구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활

용하면 좋은 자연환경 해설을 할 수 있다.

(15) 때로는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가 효과적이다.

해설이 지속되다 보면, 참가자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어수선해지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이때 목소리의 크기 조절만으로 참가자의 관심을 쉽게 모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목소리가 큰 목소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16) 보기만 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식물 채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식물을 해설하거나 관찰할 

경우에도 식물을 꺾거나 뽑아서는 안 된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한 보

조자료(표본, 이미지 자료 등)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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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눈높이를 맞춘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해설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와 해

설할 때 상대방의 키 높이에 맞추어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아이들인 경우, 위에서 내려다보며 해설하는 것보다는 허리를 숙이고 아이들 눈

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18) 자연을 생각한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물을 포획하여 

관찰한 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준다. 어떤 경우라도 대상(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19) 적절한 장소를 선택한다.

해설할 지점은 항상 해설 내용과 관련된 대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민들레와 서양민들레를 구분하는 것이 해설의 주 내용이라면, 

해설할 지점은 민들레만을 관찰할 수 있는 지점보다는 서양민들레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바람직하다.

(20) 자연의 변화를 해설 소재로 적극 활용한다.

자연 속에서는 항상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 맞추어 정해진 해

설을 하다가도 주변의 자연 속에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변화를 해설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오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자연환경 해설은 대상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 주요 목표이다. 따라서 보기, 소리 듣기, 냄새 맡기, 맛보기, 만져보기 등 사람의 오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한다.

(22) 귀중한 것, 희귀한 것의 해설은 신중하게 한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동식물을 함부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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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다. 특히 대상이 희귀하고 진귀한 경우에는 더 그렇다. 따라서 희귀식물, 보호종, 멸

종 위기종, 특산종 등 특별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한 해설은 가급적 피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훼손 가능성을 방지한다.

(23) 이야기는 간단히, 내용은 쉽게 한다.

한 장소에서 해설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라도 해설은 가급

적 간단히 한다. 더불어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24) 이야기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만으로 끝내지 말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도록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거미줄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하여 거미줄의 특성을 체험해보도록 유도한다. 이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앞에서 누차 강조한 자연에 대한 배려이다.

(25) 이런 장소에서는 해설을 피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급경사, 벌집 등)나 주변 소음이 심한 지역(자갈밭, 폭포 등)에서는 

해설을 피한다. 또한 양지에서 해설을 하는 경우라면 참여자가 햇빛을 등지도록 위치를 선정

하는 것이 좋다.

(26) 아이에게 말을 걸어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라면 어른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에게 수시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해 지속적

으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해설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27) 재미있는 소재를 적극 찾아본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적인 대상보다 동적인 대상, 정적인 해설보다는 동적인 해설이 

바람직하다. 끊임없이 아이들이 움직이고 무언가를 찾아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적극 

찾아보고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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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머를 적절히 사용한다.

유머는 딱딱한 해설이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유머 등

을 사전에 준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다.

(29) 해설판을 적극 사용한다.

국립공원에는 자연 관찰로와 같은 자연 학습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자연환경 해설도 

자연 관찰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설 안내 표지판을 적극 활용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해설판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를 무시한 채 해설이 이루어

지게 되면 일부 참가자의 경우 해설판에 관심을 갖게 되어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다.

(30) 흔쾌히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설 과정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 없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 어려운 전문용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용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도록이면 쉬운 말로 바꿔 쓰고, 

비유적인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자연환경 해설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32) 모를 때는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경험이 많지 않은 해설사는 질문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질문에 대해 항상 정확한 답을 해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상 어떤 박사를 데려다놓더라도 대

답할 수 없는 질문은 항상 존재한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신, 이메일, 전화로 해준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좋은 평가

를 이끌어낼 수 있다.

(33)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설을 진행할 때는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해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말고, 참가자가 스스로 찾아보고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34  Ⅰ.해설 안내

(34) 특정인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안 된다.

해설사도 사람인지라 참가자 중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타 참가자들

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해설사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선호에 따라 특

정 참가자에게 관심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든 참가자에게 관심과 시선을 골고루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35) 이야기는 줄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는 주제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줄거리가  

있어야 한다.

(36) 올 때보다도 깨끗하게 돌아간다.

자연환경 해설의 목적은 대상의 보전에 있다. 따라서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

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성공한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37)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해설이 완료되는 마지막 지점에서는 자연환경 해설 과정 중에서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38)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경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다양한 형태의 자연환경 해설에 참여하고 지도해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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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분석

• 분석일 : 2014. 5. 5. 

• 작성자 : 지리산 산돌이   • 대상지 :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노고단 탐방로

분석�항목 분석�내용 자연환경�해설�유의점

참가자�수에

적합한�공간성

뱀사골에서 정상부 인근 장소까지 

구간은 탐방로 폭이 평균 3~4m 이

상이며 정상부 인근 장소 이후는 폭

이 1~2m이지만 군데군데 넓은 쉼

터가 있음.

정상부 인근 지역부터는 탐방로가 

좁아져 참가자가 많을 경우 탐방로 

상 해설은 불가능하고 중간에 넓은 

쉼터에서 진행해야 함.

소요시간

첫째 날의 경우 오전 10시에 출발해

서 오후 5시에 뱀사골대피소에 도착

하고, 둘째 날은 오전 9시에 시작하

여 성삼재에 오후 4시쯤 도착하므로 

1일 6~7시간이 소요됨.

1박 2일 일정이므로 참가자가 힘

들지 않게 적정한 곳에서 휴식을 취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시나리오 

가. 지리산, 뱀사골~노고단 생태탐방 프로그램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산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탐방객 이용 행태를 고려한 사전답사와 대상지 및 참가자 분석을 바탕으로 생태탐방 프

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1) 사전 준비

① 대상지, 참가자, 진행 목표 분석

② 프로그램 구상 및 기획

③ 생태탐방 프로그램 진행

④ 프로그램 평가

(가) 대상지 분석

뱀사골~노고단 생태탐방 코스의 총 길이는 18km로 일반 탐방객이 아침 일찍 뱀사골이나 

노고단에서 출발하면 하루에 탐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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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자연현상

뱀사골계곡의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울창한 산림 속의 다래덩굴을 이용하

여 그네타기를 할 수 있음.

다래덩굴 설명과 함께 ‘나도 타잔이

다(그네타기)’ 체험 가능

위험요소

첫째 날 뱀사골대피소까지의 구간 

중 마지막 약 1km 구간이 암석지의

급경사 구간이므로 어린이에게는 위

험요소가 있음.

장거리의 고산지 산행이므로 초등학

교 4학년 이상으로 참가자격 제한

자연(경관)자원

현황

• 생태탐방 진행 시기가 주로 여름

철이므로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생강나무, 노

각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함박

꽃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등의 

수피 관찰과 산수국, 매미꽃, 지리

터리풀, 산꼬리풀, 둥근이질풀, 일

월비비추, 동자꽃, 산오이풀 등의 

꽃 관찰이 가능함.

• 또한 뱀사골계곡 지류에서 엽새우, 

가재, 날도래 애벌레, 강도래 애벌

레, 꼬리치레도롱뇽 등을 관찰할 

수 있음.

• 정상부에서는 지리산 최고봉인 천

왕봉을 비롯한 고산능선과 주요 봉

우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음.

삼도봉 정상에서, 천왕봉부터 노고단

까지의 주요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

으므로 시간 할애를 많이 하여 고산

지 경관 설명

초입부터 뱀사골계곡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의 탐방로는 가족 단위의 탐

방객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코스이며, 뱀사골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 탐방하

는 화개재부터 노고단까지의 고산능선 코스도 주변 경관을 보면서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처음 산행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참가자 분석

생태탐방 참가 대상은 주로 가족 단위로 학부모와 학생 등 20여 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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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분석

• 분석일 : 2014. 5. 6.              • 작성자 : 지리산 산돌이

• 참가자유형 : 단체

분석�항목 분석�내용 자연환경�해설�유의점

참가자�연령대
30, 40대의 부모,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 20, 30대의 일반인

성인과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해설 필요

참가자�수 20명 12명 안팎이 적정 인원

생태탐방�경험�유무 없음 -

참가�목적

(특별한�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리산을 

꼭 한번 오고 싶었다고 함.

단순한 산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절한 해설 필요

장애인�유무 없음 -

기타�특기사항 2인 이상의 진행자 필요
1박 2일의 장시간 해설이므로 

최소 2인 이상이 역할 분담

(다) 목표 분석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이 목표로 하는 것과 참가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의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목표�분석

• 분석일 : 2014. 5. 7.                   • 작성자 : 지리산 산돌이

해설사�목표 참석자�요구

단순한 정상 정복형 산행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의미를 부여

노선 선택이나 소요시간, 준비물, 주의사항 등

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나, 노련한 탐방

가이드와 함께 하므로 심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

에 얽힌 이야기에 집중하길 원함

프로그램�계획�목표

•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대자연 속에서 자연이 갖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참가자의 연령층이 다양한 것과 비교하여 자연 속에서

도 다양한 구성원과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 1박 2일의 장시간 소요되는 코스로 단순한 해설 위주로 진행할 경우, 힘든 산행과 더불어 

쉽게 지치게 되므로 오감을 이용한 해설과 감수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

다.

• 또한 장거리 산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산행장비를 체크하고 무리 없이 진

행하며, 대피소에서의 자연친화적인 취사방법을 설명하고 대피소 숙박 체험 등 참가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을 흥미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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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진행

① 탐방객보다 먼저 도착하여 준비

② 탐방안내소 앞에 모여 참가자 간 인사와 자기소개를 유도

③ 해설지점으로 이동하면서 해설

(1) 해설 1지점 - 뱀사골 탐방안내소

안전 산행 준비 등 사전 설명이 길어지므로 간이의자를 준비하여 편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함.

해설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에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

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번 생태탐방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

록 도와주실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죠? 여러분이 오신 이곳이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 줄 아시는 분?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이 분포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자

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우리 국민들이 훼손 없이 이용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정답 유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은 모두 21개가 있습니다. 지리산을 1967년도에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하였

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이라고 할 수 있죠.

지리산국립공원 소개

  지리산국립공원 면적은 472k㎡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서울에서 오신 분?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 km나 될까요?(정답유도) 네, 약 320km 정도 되죠? 지리산의 둘레도 

320km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리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지리산은 3개 도, 1

개 시, 4개 군에 걸쳐 있습니다(3개 도, 1개 시, 4개 군 설명).

  이제 지리산의 주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는 제

일 높은 곳인 천왕봉(1915m)이 경상남도에 있고, 두 번째 높은 반야봉(1732m)이 전

라북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 번째 높은 봉우리는 원추리 군락지로 유명한 노고단(150

7m)으로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주요 계곡은 오늘 탐방하게 될 뱀사골계곡과 피아골

계곡, 대원사계곡, 칠선계곡, 그리고 백무동계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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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 경우, 국립공원 인근의 저지대에는 소나무, 저지대에서 아고산대 사이에는 참나

무류가 많으며, 아고산지대에는 한국 특산종인 구상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목이 반야봉과 연하천 일대에 서식하고 있으며, 또 지리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거

나 지리산에서만 서식한다는 지리바꽃, 지리대사초, 지리고들빼기, 지리오갈피 등을 비

롯하여 약 1500여 종이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요즘 TV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5마리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추

정되며, 맑은 계곡에만 산다는 수달, 그리고 하늘다람쥐, 고라니, 노루 등이 살고 있습니

다. 그리고 문화자원으로는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실상사, 구례군에 있는 화엄사, 하동

군에 있는 쌍계사 등 크고 작은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다 소개하려면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소개

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뱀사골 유래

  지리산은 지혜로운 이인이 많이 사는 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리

산국립공원 뱀사골계곡 입구인데 뱀사골 유래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뱀사골 유래는 세 가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부터 약 1km 지점에 배암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암사골이라고 부르다가 이것이 뱀사골로 되었답니다.

  또 한 가지는 9km에 이르는 뱀사골계곡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고 길게 생겼다고 해서 뱀

사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유래는 큰 뱀이 살다가 죽은 골짜기라 해서 뱀사골이라

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안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와 인사 나누기

  진행하는 저희들은 소개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가족이나 팀별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박 2일 동안 동행하게 될 텐데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그리고 동행한 가족이나 친구 소개를 해주시고 참가하게 된 동기, 기타 하고 싶은 말씀

을 간단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소개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일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을 출발하여 뱀사골계곡 명소의 유래를 알아보면서 탐방로 주변에 있

는 식물을 관찰하고, 동물의 이동 흔적을 살펴보면서 뱀사골대피소에 오후 5시쯤에 도착

하여 1박을 하고, 내일 화개재, 삼도봉, 임걸령, 그리고 돼지평전을 거쳐 노고단에 오후 2

시쯤에 도착한 뒤 노고단 자연환경 해설을 듣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동안 걷게 되는 총 거리는 18km로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 출발하면 하

루에 탐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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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전달

  그럼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국립공원의 주인, 지리산의 주인

은 누구일까요?(정답 유도) 네, 자연이죠? 그러니까 숲 속에 사는 나무와 풀 그리고 

동물, 곤충들이죠?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

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기 스카프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탐방 

유의사항이 적힌 스카프 준비). 누가 나와서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 나와서 읽어보도

록 하겠습니다.

  (읽고 난 후) 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방을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하나, 둘, 셋, 출발” 하고 외치겠

습니다(손을 다 얹고 “하나, 둘, 셋, 출발!”).

(2) 해설 2지점 - 석실

귀화식물 개망초

  여기를 보세요!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이 식물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도 이름이 다 

있듯이 이름 없는 식물은 없죠? 누군가 식물 이름을 지을 때에 생김새, 냄새, 쓰임새 

등 그 식물의 특징적인 것을 보고 지었답니다. 자, 이 꽃을 보세요. 꽃 가운데가 노란색이

고 가장자리는 하얗죠! 이 꽃 생김새가 꼭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계란부침 같다 해서 

‘계란꽃’이라고도 불리는 개망초입니다. 이 꽃은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데, 특히 밭

가에 자라면서 우리 농부들을 귀찮게 하는 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망초는 원래 

우리나라 고유식물이 아닌 외래식물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입니다.

물푸레나무

  자, 이제 계곡 가에서 자라는 키가 큰 나무 이름을 알아볼까요? 어느 식물이든 자세히 관

찰하면 저마다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을 잘 찾아보세요.

수피를 관찰해보면 버짐같이 생겼고, 또 가지 맨 끝에 나는 잎이 다른 잎에 비해 넓게 

자라기 때문에 구별이 쉽습니다. 나뭇가지를 꺾거나 잎을 따서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게 

변한다 해서 ‘물푸레’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목질이 단단해서 옛날 우리 할아

버지들은 도리깨의 날개목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을 좋아하여 물가에서 

자라면서 수질정화 역할을 하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3) 해설 3지점 - 요룡대

요룡대 유래

  “저기 계곡 건너에 큰 바위가 보이죠?”

  바위 위에서 살고 있는 소나무는 자연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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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바위는 마치 용이 승천하려고 머리를 흔들며 몸부림치고 있는 형상 같다 하여 ‘요

룡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약 0.8km 위에 (와운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와운’이라는 마을이 있습

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뱀사골계곡 물과 와운계곡 물이 만나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같이 보인다 해서 ‘배 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곡휴식년제란?

  이곳 뱀사골계곡 요룡대에서 막차 위까지 6.4km 구간은 계곡휴식년제 구간입니다. 국

립공원에서는 많은 이용으로 자연훼손이 심한 곳이나 주요 식물군락지 등을 자연휴식년

제 구간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탐방을 통제하여 자연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 뱀사골계곡도 탐방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계곡 

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500m 정도 올라간 지점부터는 반선마을 주민들

이 식수를 취수하는 곳이 있는데, 계곡휴식년제는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수국

  탐방로에 탐스럽고 아름답게 피어 있는 이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 가장자리에 있는 꽃

은 크고, 가운데에 있는 꽃은 작게 피어있습니다.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있는데 어떤 

게 진짜 꽃일까요?… 화려하고 크게 피어 있는 가장자리 꽃은 가운데의 볼품없이 작

게 피어 있는 진짜 꽃이 수정할 수 있도록 곤충들을 유혹하기 위한 가짜 꽃입니다. 우리 

몸에서 손과 발, 머리가 다 다른 역할을 하듯이 이 꽃도 부분별로 역할이 다르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산수국인데 메마른 곳보다 습한 곳을 더 좋아합니다.

탁용소 유래

  용이 목욕을 하고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깃든 곳으로 100여m의 암반 위로 수정같이 맑

은 물이 크고 작은 폭포를 이루며 흐르고 있습니다.

(4) 해설 4지점 - 금포교 위 약 500m 지점 탐방로 넓은 곳

중  략 

(17) 해설 17지점 - 노고단

▪ 노고단 탐방예약제 해설 프로그램 참가(별도의 해설 프로그램, 1시간 소요)

▪ 일정 마무리(노고단 대피소)

  참가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뱀사골 반선에서 출발하여 숲 속에

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명소 유래를 알아보았고, 자연놀이 체험과 함께 식물이름, 지

명 유래, 동물 흔적 등을 관찰해보았습니다. 또, 뱀사골대피소에서 색다른 하룻밤을 체

험해보고 이곳 노고단까지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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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출발하기 전에 이번 탐방의 주제를 살펴보았듯이 자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체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어느 국립공원을 가시든지 이번처럼 탐방하신다면 자연

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고, 훼손되었던 자연은 스스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름다

운 지리산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마음속 깊이 담아서 이웃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동료 

등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아무 탈 없이 귀가하길 바라

며,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지

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립공원 사랑해요!”를 외쳐볼까요? 감사합니다.

(3) 프로그램 평가

평가는 참가자 각자가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식물표본과 야생동물 족

적표본 등 다양한 교보재를 활용하여 진행한 것에 만족해했고, 단순한 산행이 아닌 자연에 

대해 많이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하였다.

전체 일정에 대한 비디오를 촬영한 후에 비디오를 보면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야생동물의 흔적이 많지 않아 식물 위주의 설명으로 다소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 차후에

는 동물의 사진, 배설물 표본을 준비하고 숲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설명해서 전체적

인 자연생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고산지 경관 

설명의 경우, 기상 상태에 따라서는 당초 기대한 만큼 경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 치악산, 구룡지구의 역사 문화와 생태 이야기

(1)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① 대상자 : 일반인 20명

② 대상지 : 구룡지구 자연관찰로

③ 준비물

  • 참여자 : 필기도구, 메모장, 물통

  • 안내자 : 카메라, 안내책자, 교재, 쌍안경, 투명관찰통, 돋보기, 구급약,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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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절 : 연중(봄, 여름, 가을, 겨울)

⑤ 소요시간 : 2시간

⑥ 안내거리 : 1500m

⑦ 관찰로 특성 및 편의시설

  • 자연관찰로는 역사문화의 길, 숲 체험의 길, 산촌 체험의 길로 나뉘어 있으며, 참가 대

상자의 주요 관심 분야와 소요시간에 따라 해설 장소와 내용을 선정.

  • 관찰로는 5% 미만의 완만한 경사로이며 폭은 2, 3m이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으

며, 일부 구간은 마사토 포장이 되어 있음.

  • 500m, 1000m, 1500m 지점에 20~30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넓은 쉼터와 통나무

의자가 있음.

  • 20m, 700m, 1000m, 1300m 지점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음.

  • 200m, 900m, 1300m 지점에 음수대가 있음.

  • 20m, 900m 지점에 간이매점이 있으며, 1300m 지점에 음료수 자동판매기가 있음.

  • 장애인 탐방 여부 : 경증 장애인은 자연관찰로 전 구간에 대하여 탐방 가능하나, 휠체

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체 1.5km 구간 중 1.3km 구간만 이용할 수 있

다. 산촌체험 구간은 관찰로의 폭이 좁아 이용 불가.

⑧ 해설사 주의사항

  • 오늘의 주인공은 탐방객

  • 주인공인 탐방객이 자연을 직접 느끼고 참여하도록 최대한 도와줍니다.

  • 궁극적으로 해설사가 아닌 탐방객이 자연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탐방객에 맞춘 맞춤식 해설

: 참여자의 연령과 관심의 정도에 따른 맞춤식 해설을 합니다.

  •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칭찬’을 많이 한다.

: 어린이들이 발견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정말, 굉장해!”, “대단한 질문이야!” 하면

서 자연에 대한 발견과 질문에 대하여 탐방객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

록 합니다.

  • 체험을 우선적으로 한다.

: 모든 해설은 항상 체험 후에 합니다.

  • 해설 전 모니터링은 필수

: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해설 전에는 사전 모니터링과 관찰을 하면서 해설 계

획을 매번 새로이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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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한다.

: 해설자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탐방객도 즐거워합니다.

⑨ 탐방 안내방식

  •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동적인 체험과 정적인 체험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리듬을 가지

고 실시합니다.

  • 이동하면서 안내를 할 때 한 장소에서의 설명이 5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설명이 길어질 경우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면 좋습니다.

  • 앉을 수 있는 장소일지라도 1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참가자들이 지루함을 느끼면 전달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 탐방객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과 응답식으로 진행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갑니

다.

  • 질문은 모두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줍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시기별, 학년별, 대상자별로 설명의 난이도와 체험의 대

상, 방법을 달리 선택합니다.

  • 자연환경 해설 중 자연과의 교감을 위한 시간은 꼭 갖도록 합니다.

  • 집중시킬 수 있는 소리도구를 준비합니다.

  • 이동할 때 해설사는 아이들보다 앞서서 가고 보조진행자는 뒤에서 아이들의 안전

을 지킵니다.

(2) 첫 만남 : 참가자들과의 인사

안녕하십니까? 치악산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참

가자들을 파악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 어디서 왔는지, 여행 일정, 체류 장소 등에 대해 

질문을 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반갑

습니다! (가벼운 인사로 어색함을 풀어본다.)

지금 기분들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지치고 힘드셨지요? 약 두 시간 후에는 

아주 기분이 좋아지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무가 내뿜는 자연의 힘인 ‘피톤치드’는 치악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자연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톤치드는 피부를 자극해 신체의 활성을 

높이고 피를 잘 돌게 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살균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자연환경 해설은 치악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직접 

숲을 체험하며 마지막으로 옛날 산촌마을의 풍경을 보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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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 일정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자연과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럼 가보실까요?

(3) 프로그램 진행 

(1) 황장금표 

  황장금표는 조선시대에 소나무 중에서 특히 재질이 좋은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벌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경고 표시로 

설치된 것으로서 현재 치악산국립공원에 두 개가 있습니다. 금표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일종의 보호림 표식이입니다. 치악산은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을 뿐 아니라 강원감

영이 가까워 관리에 유리하고, 한강 상류에 자리하여 뗏목으로 한양까지 운반이 편리했기 

때문에 전국의 황장목 봉산  60개소 가운데 이름난 곳의 하나였습니다.

이곳 말고, 또 하나는 새재골(치악산사무소에서 매표소 오는 중간 내리막길 근처)에 있

는데 흙 속에 일부가 묻혀 있습니다. 

(2) 소나무(소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구분하는 법)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

해 질문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나라 소나무는 잎

이 두 개이고, 미국이 고향인 리기다소나무는 잎이 세 개씩 모여 나지만,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뭉쳐납니다. 또한 오래된 나무껍질의 질감은 잣나무보다 소나무가 거친데, 소

나무는 두껍고 거북이 등 모양의 비늘조각으로 쪼개 떨어지는 반면, 잣나무는 얇고 서

로 모양이 다른 조각으로 떨어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구룡교에서 물 마시기(말하기 전에 먼저 체험을)

  숨을 크게 들이마셔 봅시다.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나요?

제가 더 기분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수물을 건네며) 자~ 시원하고 맛좋은 약수

물입니다. (잠시 쉬어간다.)

구룡사의 전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6년(666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지금의 대웅전 터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는데, 의상대사가 

사찰 짓기에 좋은 터라 생각되어 용을 쫓아내려고 용과 싸움을 하였답니다.

  용은 하늘로 치솟아 우박 같은 비를 뿌려 의상대사를 위협했으나 의상대사는 무사했고, 

의상대사가 부적을 써서 연못에 던져 물을 뜨겁게 하자 여덟 마리 용들은 동해바다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한 마리는 눈이 멀어 도망가지 못하고 근처 작은 연

못으로 갔는데, 그곳이 조금 후에 가게 될 용소라는 곳입니다. (다음 장소에 대한 여운

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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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통문

  원통문은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개 

내지 네 개의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형식입니다. 이제 신성한 땅에 들어왔으니 어수선

한 마음을 거두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주문을 

통과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볼까요?

(5) 부도군 

  부도란 스님들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탑을 말하는데, 이곳 부도의 수를 보면 일정한 수

행의 단계에 오른 고승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 양식은 8각원

당형, 석종형, 특수형, 탑형 등이 있습니다. 부도에 그림이나 글을 새긴 조형기술은 당

시 석조 공예가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6) 은행나무 이야기

  이 나무는 공룡이 살았던 시대부터 있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도 합니

다. 대부분의 나무는 암수 한 그루인데, 은행나무는 암수가 따로 있으며 암나무만 열매를 

맺습니다.

(7) 개구리와 도롱뇽 이야기 

  개구리와 도롱뇽은 어릴 때에는 물속에 살며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어른이 되어 물 밖

으로 나오게 되면 폐로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 곳에서 산다 하여 양서류라고 하는

데,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습지와 숲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봄에 물속에 알을 낳고, 여름이 되면 못이나 개울 주변과 같이 습한 곳에서 살아

갑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안전한 바위틈이나 땅속, 물속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중  략 

(31) 물고기(뱀장어를 중심으로) 

  치악산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22종이며, 이 중에서 한반도 고유종은 금강모치, 쉬리, 가

는돌고기, 어름치, 돌마자, 배가사리, 새코미꾸리, 참종개, 미유기, 눈동자개, 퉁가리, 얼룩

동사리, 꺽지 등 13종입니다. 치악산에 살았던 뱀장어는 팔당댐, 학곡저수지 등의 장애물 

때문에 한강 하구로부터 올라오지 못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2) 마무리 : 평가서 작성(준비물 : 평가서, 필기도구)

  이쪽 넓은 곳으로 모이세요.

각자 준비된 평가서에 지금까지 체험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가

장 재미있었던 것 등 오늘 보고, 느낀 것을 글로 표현해보세요.

오늘 즐거웠나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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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 해설 프로그램 시나리오 인증 사례

인 증 신 청 서

■ 탐방 프로그램      □ 해설사

프로그램명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목� � � � �표

아고산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노고단이 훼손되고 복원되는 과정을 주제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탐방 행태를 자연친화적 행태로 전환하고 올

바른 탐방문화를 유도

운영장소 ■공원구역 내        □찾아가는(공원 인근 또는 외부)        □혼합형

유� � � � �형 □해설자 안내  □스스로 안내   □체험형   ■복합(해설자 안내+ 체험)

범� � � � �주

■자연환경 해설   □역사문화      □해안생태    □갯벌사구    □거점 해설

□자연체험   □역사문화체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해안경관

□야간       □슬라이드      □탐방안내소  □혼합

운영�대상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장년층

□장애우      □외국인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가족 단위   ■구분 없음   □기타(            )

운영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음

운영인원 2명 (사진촬영 1명) 소요시간(분) 60분(실내  분/실외 60분)

활동장소�

및

특성

노고단 정상 0.7㎞

아고산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노고단은 우리나라 최대의 원추리 군락지이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었던 자연을 복원한 대표적인 장소로서, 인간의 간섭이 자

연에게 주는 피해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설

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임.

준�비�물
카메라, 돋보기, 루페, 야생화 사진, 낱말카드, 야생화 책받침, 노고할매 모자이

크 등

첨부자료

1. 인증 신청서(관련서식-1)

2. 프로그램 진행 개요(관련서식-2)

3. 프로그램 시나리오(관련서식-3)

4. 해설사용 참고자료(관련서식-4)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해설사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자 2009년 6월  일 신청인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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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 개요

프로그램명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목표
아고산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노고단의 훼손과 복원 과정을 주제로 해설프로그

램을 운영함으로써 무분별한 탐방 행태를 지양하고 올바른 탐방문화 유도

해설주제 하늘정원의 훼손, 그리고 복원 이야기

해설재료 노고단, 복원, 노고할매, 훼손지, 야생화 등 소요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 순서

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분)

동기

유발

1. ‘만남’
국립공원 소개 및 인사

- 인사 나누기 및 국립공원 소개
5분

2. ‘약속’
이것만은 알고 탐방해요!

- 노고단 정상 탐방 시 주의사항
5분

주제별

해설

3. 노고단은 

‘하늘정원’

※ 설명

아고산대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노고단

- 노고할매에 얽힌 노고단 이야기

- 아고산대 생태계

- 아름답게 펼쳐진 봉우리들

- 주요

봉우리

사진자료

- 한문카드

10분

주제

심화

4. 노고단의 

‘아픔’

※ 설명

아픔을 간직한 노고단

- 선교사별장과 6․25전쟁의 아픔

- 무분별한 탐방으로 발생한 훼손

- 노고단

과거 사진
7분

5. 회생을 위한 

‘노력’

※ 설명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 군부대 철거와 훼손지 복원

- 자연도 쉬고 싶어요..

  (특별보호구, 탐방 가이드제)

- 그림카드

- 사진자료
10분

6. 노고단의 

‘회생’

※ 설명/체험

다시 찾아온 자연!

- 야생화를 찾아온 벌과 나비,

그리고 멧돼지 이야기

- 구상나무 할아버지

- 돋보기

- 야생화

사진

- 야생화  

퍼즐

8분

정리

7. 노고단의 

‘미래’

※ 설명/체험

우리들의 약속

- 하늘정원 자연놀이(자연놀이로 

알아보는 노고단 생태계)

- 아름다운 노고단, 함께 지켜요!!

- 낱말카드 10분

마무리 8.마무리

마무리 및 정리

- 평가지 작성

- 인사, 재방문 권유

- 평가지

  (설문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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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념도

“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

노고단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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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해설�주제 세부�시나리오

1. 만남 국립공원�소개�및�인사

인사나누기

/국립공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만

나서 반갑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대답 후~네 

그렇군요.) 혹시 여러분 중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계시는군요.)

우리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에서는 문화 해설, 자연환경 해설, 경관 해설, 찾

아가는 국립공원 교실 등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국의 각 공

원별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참가하셔서 아

름다운 감동과 추억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2개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이 18개소,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해안 그리고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사적공원인 경주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선진 탐방 문화를 조성하고, 국립공원 홍보, 자연보호 인식 증대

를 위해 많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셨으니 지리산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으로 프로그램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智異山)의 이름은 ‘어리석은 사람도 이곳에 

머물면 지혜롭게 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의 맥이 흘러내려 왔다 하여 두류산(頭流山)이라고도 하며, 옛 삼

신산의 하나인 방장산(方丈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의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과 전라남도의 구례군, 전

라북도의 남원시 등 5개 군, 15개면에 걸쳐 있으며 남부, 북부, 동부 3개의 지역

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고단 정상부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우리 모두의 안전한 탐방과 노고단 정상

부 보호를 위해 지켜주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

의사항 안내판 들여다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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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속 이것만은�알고�탐방해요!

탐방�시

주의사항

노고단을 탐방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노고단 정상부를 들어가시게 되면 정해진 탐방로(데크)를 이용해주

시기 바랍니다. 노고단 정상부에 또 다른 아픔의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

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노고단 일대는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많은 훼손의 

아픔을 겪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을 보세요. 풀 한 포

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돌과 흙먼지만 날리는 벌거벗은 맨 땅을 드러내

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반응확인 후~) 이곳은 천왕

봉으로 가는 종주의 시작이 노고단 정상이었기 때문에 정상부 일대에서 많

은 사람들이 야영과 취사 등으로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1988년에 천은사~성삼재 지방도861번 도로가 개설되면서 노고단으로의 

접근이 쉬워져 많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방 행태가 나타났고 파괴의 정

도도 심각해져 한때 노고단 정상부의 약 80% 이상이 지금의 노고단 고개

처럼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맨땅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둘째, 탐방 도중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큰 소리를 내서 다른 탐

방객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산에 오시면 

외치는 소리가 있죠! 바로 “야~호”라는 말인데 산에서 큰 소리를 내면 지리

산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이 놀라게 됩니다. 특히 산란기에 있는 산새들

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어 종종 산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야~호”라는 단어는 산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보내는 구조신호였다고 합

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호”라고 소리 지르면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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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속 이것만은�알고�탐방해요!

탐방�시

주의사항

셋째, 이곳은 음식물을 가지고 탐방하실 수 없습니다. 간혹 과일, 채소, 간

식 등을 가지고 와서 소풍 온 기분을 내며 음식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또한 그 음식물을 드신 후 껍질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 껍질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쓰레기입니다. 

버려진 과일 껍질을 먹은 야생동물들은 야생성을 잊어버려 굶어죽거나 

과일 껍질에 포함된 농약과 중금속 때문에 병이 들거나 기형의 새끼를 출

산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란, 야생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넷째, 여러분들의 등산장비 중에 스틱이나 아이젠(겨울)은 여기 보이는 탐

방로(목재 데크)를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훼손으로부터 자연을 보호

하고 여러분들의 좀 더 편리한 탐방을 위해 만들어놓은 탐방로를 오랫동

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져오신 스틱과 아이젠을 배낭에 넣

고 탐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의 탐방하실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곳 노고단 정

상부 일대는 특별보호구역(자연휴식년제) 구간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위

해 공공에티켓을 지켜주신다면 서로에게 즐거운 탐방의 추억을 남겨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름위에 꽃밭! 하늘정원 노고단”에 대해 함께 탐방하

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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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고단�하늘정원 아고산대�생태계의�아름다운을�간직한�노고단

노고할매에

얽힌�노고단�이야기

여러분이 계신 곳은 노고할매의 전설이 얽힌 노고단입니다. 그럼 여

기서 노고할매에 얽힌 노고단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노고단의 전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고 계신 분이 계신

가요? (대답을 들은 후)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더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고단은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 3대 봉우리 중 하나로, 예전에

는 길상봉(吉祥峰)으로 불렸습니다. 노고단이란 이름은 (‘노고단’ 한문

카드를 보여주며 설명) 늙을 노(老), 시어머니 고(姑), 제단 단(壇)을 써

서 신라시대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선도성모를 지리산의 산신으로 

받들고 나라의 수호신으로 모셔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리던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노고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대피소 부

근에 선도성모의 사당인 남악사를 세워 올렸는데 지금은 화엄사 앞으

로 옮겨와 구례군민들이 해마다 곡우절을 기해 약수제와 함께 산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악사의 유래는 ‘삼국사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

다.

늙은 시어머니 즉, ‘노고’는 지리산의 산신을 지칭하며 지리산 산신캐

릭터인 노고할매입니다. 노고단의 산신인 노고할매는 지리산을 지켜주

는 어머니로 오랜 세월 노고단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까지 노고할매에 얽힌 노고단 이야기와 노고단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지 않나

요? 노고단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거나 제를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노고단이 지리산 신을 초월하여 나라의 수호신에게 제사지내는 신성

한 장소였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던 

만큼 앞으로도 잘 지켜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하늘 정원’ 노고단의 아름다움을 찾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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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고단�하늘정원 아고산대�생태계의�아름다운을�간직한�노고단

아고산�생태계

여러분이 계신 곳은 아고산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노고단입니

다. 

노고단은 해발 1507m로 해발고도는 그다지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

지만 봄에 철쭉, 여름 원추리, 겨울의 눈꽃 그리고 지리 10경 중 노고운

해로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고산대라는 의미를 아시나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 노

고단은 아고산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아고산대의 높이는 얼마

나 될까요? (대답을 유도)

아고산대란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1500~2500m)으로 연중

바람과 비가 많고, 기온이 낮으며 맑은 날이 드물어 키가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으로 철쭉이나 털진달래, 원추리, 산오이풀 등 키 작은 나무들과 

풀들이 때로는 매서운 비, 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살고 있는 지

역입니다. 뛰어난 경관, 아름다운 야생화, 서늘한 기후 등의 특징 때문

에 희귀성, 경관, 생태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입

니다. (높이에 따른 산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

아고산 생태계는 우리나라에서 이곳 노고단과 세석평전, 한라산과 덕유

산 일부 등 4, 5곳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이곳과 비슷한 생태계

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한라산이 있습니다.

이런 아고산지대에는 거센 바람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키 작

은 나무들과 야생화를 비롯한 식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의 야생화들은 추운 노고단의 기후조건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종

족번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의 야생화에 비해 색깔이 

더 선명하고 또렷하고 향기도 강합니다. 그래야 멀리서도 곤충들의 눈

과 후각기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고산대는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될 경우 자연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

하므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고산대 특징을 지니고 

있는 노고단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진 않나요? 그럼 또 다른 노고단의 

아름다움을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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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고단�하늘정원 아고산대�생태계의�아름다운을�간직한�노고단

아름답게�펼쳐진

봉우리들

여기서 잠깐 쉬시면서 주변 경관을 한번 바라볼까요? 어떤가요? 굽이굽

이 이어지며 부드럽게 펼쳐진 봉우리가 아름답지 않나요?

노고단에서 바라보는 갖가지 지리산 봉우리와 운해는 향기로운 야생

화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리산의 봉우리

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지리산에는 경관이 빼어난 봉우리와 샘, 계곡 등이 많습니다. 날씨가 화

창한 날에는 이곳 노고단에서 바래봉과 천왕봉은 물론 백운산과 광양

만, 광주 무등산을 비롯하여 멀리는 영암 월출산까지 보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무슨 봉일까요? 네, 맞습니다. 반야봉입니다. 반

야봉(1732m)은 그 높이와 관계없이 지리산의 제2봉이며, 지리산을 상

징하는 대표적 봉우리입니다. 지리산 어느 곳을 가든 우뚝 솟아 있는 

두 봉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하

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 거 같나요? (반응을 살핀 후~) 대개 여인의 

엉덩이와 흡사하다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반야봉 주봉(1732m)

과 중봉이 절묘하게 빚어낸 지리산의 대표적인 봉우리답게 지리산 종

주능선 길에서는 계속 여러분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반

야봉은 또한 신비로운 낙조(落照)가 장관을 연출해 지리산 10경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탁 트인 경관을 보면서 마음속의 미움, 아픔, 걱

정을 털어놓는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한결 편안해 지

셨나요? ‘어머니의 산’,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게 안기고 싶은 산’ 지리

산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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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고단�하늘정원 아고산대�생태계의�아름다운을�간직한�노고단

아름답게�펼쳐진

봉우리들

지리산 종주는 여기 노고단에서 시작해서 천왕봉으로 향합니다. 천

왕봉은 남한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노고단을 출발

해 멧돼지가 많이 산다는 돼지령을 지나 임걸령 샘터를 지나게 되는데

요, 임걸령에는 4계절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옛날 의적

인 임걸의 본거지였다고 해서 ‘임걸령’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임걸

령에서 노루목을 지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3개도의 경계

인 삼도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노고단의 아름다운 경관과 운해를 보니 마음이 

탁 트이지 않나요? 저 푸른 지리산의 능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노고단은 이처럼 푸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답니

다. 그럼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노고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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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고단의�아픔 아픔을�간직한�노고단

선교사�별장과

6․25전쟁의�아픔

여러분 노고단이 항상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웠을까요?

지금의 노고단이 이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는 약 20

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

야 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노고단이 아픔을 겪었을까요? (여러 가지 대

답을 들은 후) 네, 그러한 많은 이유 때문에 노고단은 아픔을 겪었습니

다. 그럼 여기에서는 노고단이 간직하고 있는 아픈 기억을 짚어보는 시

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곳 노고단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

터일까요? (대답 후)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1920년대 무렵부터 외국인 선

교사들이 풍토병(말라리아, 이질)을 피해 여름에도 시원한 이곳 노고

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을 이곳에서 보내다 겨울이면 다

시 내려가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 1930년대는 별장을 지었는데 별장

의 수가 최대 52동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고단에 52동의 별

장이 있었으니 그만큼 훼손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었고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노고단에 별장을 지었던 이유도 그만큼 

노고단이 아름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1950년대에 지리산은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답 후) 한국사의 큰 비극으로 남은 6․25전쟁과 

빨치산 때문입니다. 그때 공비들이 숨어들어 근거지가 되었던 외국인 선

교사 별장을 다 불태우면서 이곳 노고단 일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

고, 지금은 뼈대만 남은 구조물들만 한두 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

970년대에 이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노고단은 또 한 번 훼손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노고단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

습니다. 노고단의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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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고단의�아픔 아픔을�간직한�노고단

무분별한�탐방으로

인한�훼손

198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겠

습니다. 스무고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맞히는 분에게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무고개 게임 진행] 

네, 모두들 잘 맞혀주셨네요.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천은사에서 반선까지 군사용 작전도로였던 지방도 86

1번 도로가 개통되어 일반인에게 개방되면서 노고단은 주말과 휴가

철 성수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답니

다. 성삼재까지 지방도가 뚫리기 전에는 노고단을 오를 수 있는 길은 

화엄사에서 무넹기를 거쳐 올라오는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삼재까지 길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쉽게 노고단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들은 후에)  

네, 이 때문에 노고단을 찾는 탐방객의 수가 급증하고 노고단은 점차 

많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면서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함께 살

펴볼까요? 노고단을 찾는 탐방객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면서 

갖가지 단체행사와 무분별한 야영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많은 탐방객

들이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아 노고단 일대가 훼손되었고 식물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탐방객들이 지키지 않았던 공공질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요? (대답을 유도)

주변에 피어 있는 예쁜 야생화를 보기 위해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들

어가 사진을 찍고, 혼자만의 욕심을 부려 그 꽃을 꺾었으며, 아무 곳에

서나 텐트를 치고 취사를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산철쭉, 털진달래)를 캐어가는 바람에 노고단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이용으로 노고단의 아픔은 자연휴식년

제가 도입된 199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고단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되찾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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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을�위한�노력 자연으로�돌아가는�길

훼손지�복원

노고단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국립공원에서는 1991년 1월에 자

연휴식년제, 특별보호구역(자연휴식년제)으로 지정하여 이용객의 출입

을 금지시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원의 의미를 아시나요? (대답을 유도) 

복원의 의미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되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훼

손이 심각해진 노고단 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1991년부터 1993년

까지 3년간 실시하여 복원방법을 연구한 후 1994년부터 복원을 시작

하였지요. 보통 자연생태계는 한번 훼손되면 100~2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치유되거나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고단은 아고산 지역이면서도 과거 군용트럭이 다니던 경사지였고 

강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지

역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복원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식생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옮겨와 심는 

공법(자생 풀포기 이식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급한 구

간에는 계단식으로 경사를 낮추고 그 위에 황마그물을 덮어 놓았습니

다. 황마그물은 복원 후 노출된 지면을 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줌으

로써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고 또한 이것이 썩으면 자라는 식물에게 양

분을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왼쪽의 울타리를 한번 보시고 다른 곳과 함께 비교해보세요. 어

떤 차이가 있나요? (대답을 유도) 울타리를 친 곳은 자연적으로 복원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나머지 구간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 복원되었

습니다. 차이가 느껴지나요? 약 20년이 지난 지금, 한번 훼손된 자

연은 스스로 복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

거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연은 훼손되기는 쉽지만 자연 스스로 복원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생화 가득한 하늘정원을 되돌리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함께 찾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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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을�위한�노력 자연으로�돌아가는�길

군부대�철거

여기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복원 과정 중에 있지만 이곳이 바로 예전에 군부대가 있었던 자

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 왜 군부대가 있었을까요?

(대답을 유도)

네, 예전에는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통신부대가 있었다고 합

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식생을 

복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던 군부대 시설물들을 2007년에 

해체하고 철거하여 과거 노고단의 아름다운 본래 모습을 조금씩 되찾

아가고 있답니다. 저기 보시면 누런색의 그물들이 땅을 덮고 있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황마그물입니다. 황마그물 사이로 식물들

이 조금씩 자라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저곳도 주변의 다른 곳과 마찬

가지로 자연스러운 노고단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정상 주변에 야생동물의 터전을 가로막던 철조망과 울타리도 사

라졌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던 철조망과 울타리

는 그동안 야생동물의 이동까지 철저하게 가로막던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조망과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지리산국립공원의 주인인 야생

동물은 아무런 장애 없이 노고단 일대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곳이 비록 작은 면적이지만 다시 옛

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곳에 살게 될 동식물들에게는 생활의 터전

이 되겠죠? 또한 이곳이 복원된다면 그것을 지켜볼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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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고단의�회생 다시�찾아온�자연

구상나무

할아버지

여러분 앞에 있는 나무를 잠깐 살펴볼까요? 키와 자라는 방향이 어

떻습니까? 

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수종으로서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지리산 밑에서 자라면 10~15m까지 자라는 교목입니다. 그

런데 여기 노고단에 있는 이 나무는 크지 않네요. 그럼 주위에 이 구

상나무보다 큰 나무를 찾아볼까요? 있나요? (대답 후) 이유가 뭘까

요? (대답 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고단 정상은 다른 곳보다 

특이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가지가 뻗어 있는 방향을 살펴볼까요? 가

지가 한 쪽은 짧고 한 쪽은 길게 자라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람에 

의해 가지가 부러진 것으로 구상나무 스스로가 선택한 성장방법입

니다.

둘째, 여기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개가 많이 끼면 일조량이 부족하겠

죠. 구상나무는 부족한 일조량을 햇살이 많이 비치는 남쪽을 향해 

가지를 뻗음으로써 보충합니다.

셋째, 이곳은 다른 곳보다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런 아고산대 기

후조건들 때문에 이 구상나무는 80년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작게 자

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들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나무들이 참으로 적응력

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령이 80년이 넘은 구상나무 할아버지는 옛날 노고단이 훼손되기 전

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고단의 아픔의 역사를 딛고 살아

남은 나무 중 하나입니다. 힘든 기후조건과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온 구상나무는 노고단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

니다. 구상나무의 아픔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인내와 자연의 위대함을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연도�쉬고�싶어요

(탐방�가이드)

이러한 복원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립공원에서는 2001년부

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방 프로그램은 국립공원을 이해하고 훼손지 복원 과정과 경관을 탐

방객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단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가고 자연의 소

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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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의 노고단이 사람에 의

해 훼손된 모습을 보여 왔고, 현재는 복원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떻

게 변해갈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렸답니다. 자, 그럼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노고단을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6. 노고단의�회생 다시�찾아온�자연

야생화를�찾아온�벌과�

나비, 그리고�멧돼지�

이야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가요? 수많은 야생화들로 가

득하지 않나요? 프로그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고단은 구름 

위에 수많은 야생화가 피고 지는 하늘정원입니다. 

조금 전 다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지

금부터는 하늘정원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직접 만져보고 향기도 맡아

보면서 맑고 향기로운 야생화들을 관찰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하면서 

주변에 피어 있는 야생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페나 돋보기를 나눠주고 야생화를 관찰하게 한다. 원추리, 산오

이풀, 범꼬리, 꽃향유 등 주변에 철따라 피어 있는 야생화에 대해 설

명한다.) 

노고단은 점점 아픔을 딛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

다. 정상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해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

고 벌과 나비들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벌과 나비들뿐만이 아닙니

다. 곳곳에 땅이 움푹 파인 자리가 보입니다. 그곳은 밤에 멧돼지들

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가 노고단 정상까지 찾아와 식물의 뿌리를 

캐어 먹은 자리입니다. 과거 사람에 의해 훼손된 노고단에는 벌과 

나비는 물론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동물도 없었

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고단 정상에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계절마

다 만발하고, 이곳을 찾는 벌과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한 

멧돼지 가족들이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고 자기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한 부분만 좋아진다고 해서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이 건강해질 때 건강한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강

한 생태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또한 아름다운 야생화를 비롯해 벌과 

나비,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정원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여

러분, 예쁜 저 꽃을 꺾어서 옆에 있는 연인에게 주거나 집에 가져가

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쁜 야생화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꺾는 행위는 혼자만의 욕심이며, 이곳을 찾아와 꽃을 보며 

웃음 지을 또 다른 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

가 주의할 점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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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해설�주제 세부�시나리오

7. 노고단의�미래 우리들의�약속

하늘정원

자연놀이

지금까지 우리는 노고단의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변해

가는 노고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연놀이를 통하여 노고단 하늘

정원의 친구들을 함께 찾아볼까요? 

(다양한 카드 중 하늘정원에 서식하는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선택하여 하늘정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늘정원 낱말카드 찾기> 또는 <하늘정원 문장 만들기>

- 여러 가지 낱말이 적혀 있는 카드를 펼쳐놓는다.

- 1명씩 돌아가며 오늘 함께했던 하늘정원 친구들의 이름이 적힌 카

드를 1장씩 뽑도록 한다. 

- 뽑은 카드의 대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전, 보호

(아름다운�노고단

함께�지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늘정원 노고단을 함께 탐방했는데요. 노고단은 

아고산대 야생화가 가득한 천상의 꽃밭입니다. 

사람에 의해 한번 파괴된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치유하고 회생되기는 

하지만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노고단은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고산대의 아름다운 하늘정원 노고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답을 유도)

네, 맞습니다. 지정된 탐방로로만 탐방하기! 탐방로를 벗어나 사진 찍

지 않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야호” 하고 소리치지 않기! 노고

단 탐방시간 지키기! 예쁜 꽃을 꺾지 않고 눈으로만 바라보기!

여러분, 이 약속 꼭 지켜주실 거죠?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노고

단은 아름다웠던 하늘정원 본래의 모습으로 더욱 빨리 되돌아갈 것입

니다. 자~! 눈을 감고 꽃과 나비, 노루와 토끼가 뛰어 노는 노고단 하

늘정원 속에 서 있는 여러분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시나

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날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

강하게 회복된 하늘정원 노고단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자연환경해설

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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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노고할매와 함께 하늘정원 걷기

해설�주제 세부�시나리오

8. 마무리 평가, 인사

평가�및�인사

※ 하늘 정원에서 함께한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1 8

2

3 7 4 9 5

6

[가로열쇠]

1. 노고단을 지키는 산신할머니. ○○할매

2. 지리산의 최고봉으로 높이 1915m

3.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

4. 예전의 모습 그대로 되돌려놓는 것, 생태○○

5.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 노고단은 ○○ 1516m

6.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1500~2500m)으로 연중 바람과 비

가 많고, 기온이 낮으며, 맑은 날이 드물어 키가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지대

[세로열쇠]

1. 노고할머니를 모시는 제단이 있었던 곳

7. 자주색 꽃을 피우며, 잎에서 오이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야생화

8. 노고단의 옛 이름. ○○봉

9. 여름이면 노란 물결로 노고단을 수놓는 야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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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조사지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참여하신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② 방문했다가 우연히

③ 리플릿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④ 주변 사람의 권유로   ⑤ 기타

2. 누구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동료     ④ 단체     ⑤ 기타

3. 참여하신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이 프로그램에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

5. 이 프로그램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

6.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이전에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9.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10. 귀하의 거주지는?

                    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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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기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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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텔링을이용한사례들

3. 스토리텔링을활용한생태해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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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기법(Ⅰ) 일반분야

이가령(경희대 사회교육원)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1

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story)’와 ‘말하기(telling)’의 합성어로 ‘이야기하기’

로 정의된다. story+tell+ing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현재진행형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 종결

된 사건을 의미하는 ‘이야기’와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하기’가 결합되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현재성’과 ‘듣는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스토리텔링은 원래 문학용어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표현하고, 만들고,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서사, 이야기, 담론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이야기하기’란 현재진행형의 개념을 쓰는 이

유는 스토리텔링의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새로 등장한 

여러 디지털 매체가 인쇄매체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가끔 화려한 그래픽과 엄청난 액션으로 무장했지만 스토리가 허약한 영화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때가 있다. 반면 화려한 그래픽이나 액션이 없더라도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영

화에는 열광하고 박수를 보낸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다. 스토리텔링

은 상호교감의 매개체이며 상대방을 좀 더 의미 있게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쉽게 표현해서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

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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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의 출발점은 이야기다. 이야기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

인다. 

①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잘 안 믿어.”

② “모처럼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네.”

③ “이 소설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④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이야기가 퍼졌어.”

같은 ‘이야기’라는 단어지만 그 쓰는 뜻은 각각 달라서, ①번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

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의 뜻으로 쓰였고, ②번은 ‘말하는 사람끼

리 서로 오가는 말’의 뜻으로 ③번은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

며 재미있게 하는 말’의 뜻으로 ④번은 ‘소문이나 평판’의 뜻으로 쓰였다.

사람들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같은 이

야기라도 어떤 사람이 전달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전달하면 아주 

시시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야기가 ‘사실(fact)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구성능력과 의미화 능력의 차이에 따라 듣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른 의미화가 잘 

이루어져야 이야기에 힘이 실린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토리텔링이란 단순히 사실(fact)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전달

자의 관점이나 의미화, 가치화를 덧붙여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미화나 가치화가 되지 않

고 단순히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진정한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다. 

인간에게 인지를 심어주는 것은 이야기(스토리)가 아니라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이다.

단순히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광의의 스토리텔링이라 한다면 무엇인가를 전

달하는 도구로 이야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협의의(혹은 진정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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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스토리텔링

;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

협의의(진정한) 스토리텔링

;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

를 이야기로 만들어 전달하는 일.

스토리텔링 전문가 스티브 데닝은 스토리의 힘을 이렇게 설명한다.1)

첫째, 스토리는 빠르고 강력하다. 스토리는 강한 흡인력을 가진다. 스토리의 재미와 감동

은 호소력이 강해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들며, 아무리 복잡한 아이디어도 스토리를 통하면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스토리는 공짜다. 스토리는 설비나 시스템에 대한 값비싼 투자나 고액  연봉의 전문

가가 아니어도 능통할 수 있다. 스토리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다. 

셋째, 스토리는 재미있다. 개념 설명은 지루하고 재미없다. 대중은 살아 있는 이야기에 끌리

며, 동시에 활기 없는 것들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스토리는 늘 우리의 생생한 모습을 그려

낸다. 

넷째, 스토리는 늘 감성에 호소한다. 감성은 이성보다 강력하게 참여를 유도하고 행동을 

촉진한다. 감정의 존재인 인간에게 스토리는 가장 적합한 형식이다. 

다섯째, 스토리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추상적 개념이 곧 잊히는 이유는 그것이 아무런 감

동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리는 감정에 맞닿아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만들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한다. 

1) 스티브 데닝, 안진환 역(2006),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하라,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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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텔링의 특징

가.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한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희로애락을 맛본다. 그 이야기가

가 허구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푹 빠져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끊임없이 소설이나 

영화, 연극, 드라마가 생산되는 것도 인간의 표현 본능과 더불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과 맞아떨어진 때문이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야기에 열광한다. 이야기가 담긴 물건을 사

고, 이야기가 있는 옷을 입고, 이야기가 있는 장소에 가보려고 한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이라는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이라는 심정적 요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사

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 이야기는 오래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

‘아라비안 나이트(천일야화)’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어느 왕이 왕비의 불륜을 목격하고 처

형한다. 여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에 가득 찬 왕은 날마다 왕비를 새로 맞아들이고는 하

룻밤이 지나기 전에 죽이곤 한다. 세헤라자드라는 현명한 여성은 왕비로 뽑히자 밤늦게까지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다가 가장 흥미로운 장면에서 내일 계속 이야기하겠다며 중단한다. 왕

은 이야기가 궁금하여 세헤라자드를 죽이지 못한다. 다음 날도 다음 날도… 그런 식으로 천 

일 동안 목숨을 이어간다.  

세헤라자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 덕분이다. 이야기의 재미가 그녀의 목

숨을 구한 셈이다. 천 일 동안 여러 이야기를 들은 왕은 결국 마음을 바꾸어 세헤라자드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선정을 베풀었다고 전한다.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

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들은 메시지는 더 오래 기억한다.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

보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에 담아 전달하면 더 잘 몰입하고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감동을 받

은 일은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는다. 과학적인 이야기에도 발명가의 에피소드나 그가 살아온 이야기가 들어가면  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한다.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

이 이야기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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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려운 이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추상적인 설명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훨씬 더 잘 이해한다. 어려운 이론도 

이야기로 만들어 전달하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자연법칙이 

관계성에 대해 불변하고,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이론이다. 이것을 이

야기로 만들어 “당신이 마음 통하고 예쁜 여인과 함께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 따뜻한 

카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만약 그 카페에서 당신이 혼자 멀거니 앉아 있었다면 5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1시간이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

입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훨씬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어려운 이론도 쉽게 전

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교육이나 강의 현장에서도 많이 쓰인다.

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 시킨다

이야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천일야화’의 왕

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왕을 변화시킨 것은 이야기의 힘이다. 한

때 모 방송국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각막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다. 각

막을 이식받고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후 각막 기증의 의사를 나

타낸 사람들이 급증했다. 또 한 인기 탤런트가 입양한 아이를 밝고 따뜻하게 잘 키우는 이야

기가 방송되자 입양 문의가 크게 늘어난 일도 있다. 이야기가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스토

리텔링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재미로 사람을 푹 빠지게 하는 데에 이야기의 힘이 

있기도 하지만, 이야기가 사람을 바꾼다는 점 또한 중요한 요소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

토리텔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마.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야기는 때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주기도 한다. 1991년 일본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불었다. 아오모리 현은 사과 농사를 주된 산업으로 하는 곳인데 90%의 사과가 풍해를 입었

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아모리현의 농부들은 아이디어를 냈다. 낙과하지 않는 10%의 사

과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의미를 부여해 수험생들에게 ‘합격사과’를 판매하기 시작했

다. 일반 사과의 10배가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염원하는 일본 전역의 수험생들에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농부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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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내 감성을 자극하는 것, 나와 공감대 형성된 것을 갖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 상품 속 이야기의 대상이 내가 된다는 상상을 하

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어떤 상품을 만들지’와 함께 ‘상품에 어떤 스토리를 입힐까’

를 고민하게 되었고, 때로는 스토리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3.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진 이유

스토리텔링은 원래 문학용어다. 하지만 문학의 영역에서 뛰쳐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

이다. 이야기의 힘을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화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마케팅 용어로

까지 의미가 확대되었고, 이제 스토리텔링은 사회와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오히려 요즈음의 스토리텔링은 문학이라는 고향보다는 다른 곳(산업, 문화, 광고 등)에서 더

욱 꽃을 피우고 있다.

최근 들어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진 이유로는 ① 디지털 사회로 진입 ② 네트워크 사회로 

이동 ③ 글로벌 사회의 도래 등을 들 수 있다.3)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자 중심의 사회에서 영상 중심의 사회로 넘어왔다. 영상매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인쇄․출판매체가 문화의 중심이었다. 종이에 씌어 있는 활자가 문화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영상매체 시대에는 스마트폰, 게임기, 컴퓨터

처럼 종이를 대체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나타났다. 종이를 대체한 디지털 매체들은 

수용자들에게 텍스트를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던져준다. 수많은 정보들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매체의 화면 위에서 휙휙 지나간다. 이런 특징은 수용자들을 이전과 다른 사람

들로 만들어버렸다. 활자의 나열을 ‘이해’하는 이성 중심 인간에서 눈앞에 펼쳐진 이미지를 

‘느끼는’ 감성 중심의 인간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 예다. 

활자 중심 시대의 광고는 대부분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페인트 광고를 

예를 들면, 이 페인트는 ‘농도가 알맞아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색깔을 섞

어 쓰기도 좋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냉장고의 경우에는 ‘이 냉장고는 성에가 끼지 않고, 전

기요금도  아주 적게 나오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영상매체 시대에 오면 광고에서 설명은 지극히 줄어든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

2) 이 비슷한 일화로는 2006년 11월 강릉을 강타한 태풍으로 많은 양의 사과가 낙과하자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사과를 같
은 방식으로 판매한 강릉 사과 농부들의 이야기도 유명하다.

3) 조정래(2012),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지식의 날개. pp.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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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어떤 인기가수가 나와서 휴대전화를 들고 춤을 추는 

화려한 영상만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휴대폰의 실제 

기능보다는 영상이 주는 이미지에 이끌려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로 아주 인기를 끌

었던 ‘효리폰’이 그 좋은 예다. 냉장고의 경우도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설명하기보

다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델이 등장해서 냉장고 앞에서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우아한’ 이미

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신도 그 냉장고를 소유하면 저 모델과 동일

시될 것 같은 감정에 빠져들어 결국 그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가 문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람들도 감성적인 인간으로 바르게 변해가고 있다.

영상은 직접적이고 감각적이다. 영상물을 보는 독자들은 텍스트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한

다. 그러나 활자 매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나열된 글자를 순차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문자매체 독자들은 그 문자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像)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낱말을 읽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서+울’이라는 음성기호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스키마(schema)4)를 동원해서 서울이 주는 영상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어떤 사람은 전철을 타려고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63빌딩을, 

어떤 사람은 불야성을 이룬 강남의 밤거리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독자들이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스스로 상상력을 작동시켜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복

잡하고 힘들지만 상상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영상 문화는 만들어준 사람의 영상을 그대로 수용만 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힘들

고 귀찮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상(像)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합당한 스토리텔링이 없

는 영상은 수용자의 머릿속에 남아 있지 못하고 쉽게 날아가 버리게 된다. 이 때문에 스토리

텔링은 감각적 영상매체 시대에 문화 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자와 영상의 차이는 다양하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5)

4) 바틀레트(Bartlett, F. C.)가 주장한 심리학의 개념. 인간의 기억 속에 쌓인 지식의 구조로 인간의 지각과 대상 간의 관계
를 해석하는 데 쓴다. ‘배경지식’의 뜻으로 흔히 쓰인다.

5) 최혜실(2012),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삼성경제연구소.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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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세대 영상�세대

이성 중심 감성 중심

옳고 그름으로 판단 좋고 싫음의 선호로 판단

논리적 심사숙고 감각적 판단에 따른 행동

미래의 득실이 기준 당장의 호오(好惡)가 기준

동질 지향 가치관 이질 지향 가치관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

자기 절제 자기표현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 스스로 가치 창조

남을 의식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자기 지향적

억제된 감성 해방된 감성

보고 듣고 구경하던 경직 문화 참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적 문화

소유에 대한 욕구 사용가치 중시

  

정보와 기술이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정보가 아닌 이야기를 욕망하기 

시작했고, 나를 표현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중요한 소통방식이 되었

다. 이야기는 항상 인간과 함께 존재했다.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 즉 호모 나란스

(homo narrans)라고 정의6)하거나 '스토리텔링하는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 이야기가 이 시대에 유독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일까? 그것은 '이야기하기'라는 행위가 인류를 이끌어가는 힘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정보사회의 태양이 지고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

ety)’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 하면서 드림 소사이어티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움직이는 

사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류가 사냥과 농경, 수공업,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를 거쳐 이제 

‘꿈의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7)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분야의 지도자들은 ‘꿈’을 기치

로 내걸고, 사람들은 꿈을 전하는 이야기를 사거나 팔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 꿈이 담긴 이

야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6)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영문학과 교수인 존 닐(John D. Niles)이 1999년 출간한 
‘호모나란스(Homo Narrans)라는 책에서 비롯된 신조어로, 존 닐은 이 책에서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
기를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호모나란스는 영어의 ‘스토리텔러(storyteller)’에 해당하는 말로, 정보에 대
한 사실적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뜻한다. 호모나란스라는 용어는 인터
넷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스토리텔러, 즉 ‘디지털 호모나란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케팅 분야의 용어
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출처 두산백과).

7) 롤프 옌센 지음, 서정환 옮김(2005), 드림 소사이어티, 리드리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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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리텔링의 OSMU 방식

OSMU(one source multi use)는 하나의 소스(source), 즉 하나의 콘텐츠(contents)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하나의 이야기를 원료로 하여 추가 생산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의 인기에 힘입어 크게 힘

들이지 않고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OS

MU 사례로 ‘해리포터’가 있다. 해리포터는 소설로 성공을 거두면서 곧바로 영화, 애니메이

션, 게임, 캐릭터 산업, 테마파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었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

게 되었다. 

<스토리텔링의 OSMU 방식>  

출처 : 최혜실,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가스통 르루(Gaston Leroux)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은 뮤지컬로 재생산되었다. 이것 역

시 OSMU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뮤지컬이 성공하면서 소설이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는

데 특히 뮤지컬은 독특한 무대 문법에 따라 주제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원작을 

가져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이 많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겨울연가’를 일본에 팔아 KBS가 번 돈은 27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겨울연가’를 통하여 40배가 넘는 1조 2000억 원을 벌어들였다.8) 일본에서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DVD, 사진집, 액세서리 등 관련 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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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U를 잘 활용하는 나라답게 최대한의 매체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했다. 일본 NHK에 

‘겨울연가’의  방영권을 비롯한 부가 판권 일체가 함께 팔려가 정작 드라마가 일본 내에서 

열풍을 일으켰을 때 국내로 유입된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 판권에 대한 권리

를 일본 측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OSMU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

례다.

8)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인터뷰 중에서. 유 장관은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전략 계획’ 브
리핑에서 한국 내 킬러콘텐츠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KBS에서 ‘겨울연가’를 일본에 270억 원에 팔았는데,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실제 벌어들인 돈은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 장관은 “물론 270억 원에 드라
마를 수출한 것도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으면 ‘겨울연가’로 발생한 콘텐츠 수입이 더 많았을 것”이
라고 덧붙였다(2008.11.24.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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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사례들

2

1. 스토리텔링이 사용되는 부분

스토리텔링은 산업체나 문화 전반에 걸쳐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이 활용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산업 : 방송, 영화, CF, 게임,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 

공연예술 : 연극 극본, 뮤지컬 대본, 무용 스토리, 음악 가사

사업 활동 : 마케팅, 관광 안내, 사업 소개, 전시 스토리 등

기타 분야 : 교육, 조직 관리, 의사소통, 심리치료, 종교 활동 등 

롤프 얀센은 “디즈니는 구석기시대의 원시인부터 안데르센의 동화를 거쳐 인디언 소녀의 

삶에 이르는 수없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천 가지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윤을 올

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세계는 ‘이야기 경제’로 진입했다. 2006년 디즈니의 매출은 총 3

53억 달러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인텔(315억 달러)을 추월했다. 영업 수익률은 무려 1

6%로 기업분석가 윌리엄 캐포다글리(Capodagli)는 “디즈니의 수익성은 인텔(18%)과 맞먹

고 도요타(7%)를 압도 한다”며 “앞으로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을 정도로 

‘이야기 경제’의 힘은 막강하다.9)

이제는 ‘이야기 경제’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다는 평이 나올 만큼 스토리텔링

의 힘이 커졌다. 스토리텔링은 전달의 기술이며, 표현의 방법론이다. 그리고 문화야말로 스

토리텔링의 원천임에 분명하다. 결국 ‘이야기 경제’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문화이며, 문화는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9) 조선일보 2007.12.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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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통 레몬축제>

2. 스토리텔링 활용 사례

가. 축제 스토리텔링 

(1) 프랑스 망통 레몬축제(La Fete du Citron)

매년 2월이면 프랑스를 들썩이게 하는 프랑스 남부의 대형 축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

로 지도상 모나코 옆 망통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레몬축제이다. 1934년에 창안돼 개

최돼오고 있는 망통 레몬축제는 해마다 바뀌는 주제(예를 들어 ‘피노키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등의 만화나 동화, 특정 국가 등)에 맞게 전시물들을 레몬과 오렌지로 장식하고 표현

하며, 거대한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한다.10)

망통 축제의 스토리텔링은 동화 속 주인공들의 모습과 이야기 배경을 예술작품으로 형상

화하여 거대한 조형물로 완성하는 것인데 이때 쓰이는 재료가 레몬이다. 주제가 정해지면 여

기에 따라 주민들은 그 고장의 싱싱한 레몬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들을 만든다. 대형 작품과 

소형 작품으로 나누어 전시되는데 

대형 작품은 보통 7, 8개 정도에 이

른다.

작품들은 높이 7m에 둘레가 20

m에서 50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

하다. 보통 1m를 레몬으로 채우는 

데 200여 개의 레몬이 필요하다고 

하니 엄청난 양의 레몬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망통이 

프랑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이제

는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탈바꿈한 데에

는 이 축제의 공이 아주 크다.

10) http://travel.daum.net/place/place.daum?placeid=HTCH01CNCE0001 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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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에미 산타마을>

나. 마을 스토리텔링 

(1) 산타마을 로바니에미(Finland Rovaniemi Santa Claus Village)

핀란드 북부의 한 오지 마을인 로바니에미는 역사적으로 산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은 이곳에 진짜 산타가 산다고 믿는다. 이 마을의 스토리텔

링 덕분이다. 이 마을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800km 떨어진 곳으로 인구는 6만 명 정도

이며, 북극권에 위치해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2도인 혹한 지방이다.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외지인이 찾아오기 어려웠지만 북극 어딘가에 산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의 한 자락을 잡고 산

타 스토리텔링에 성공해 멋진 산타마을을 일구어냈다. 그 결과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

객이 다녀간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마을의 재건을 위해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끌어들였다. 한 

해의 절반이 눈에 덮여 있고 오로라와 백야가 있는 지리적 특징을 ‘산타의 나라’로 상징하고 

적극 홍보했다. 1980년대부터 

산타 복장을 한 화가들이 관광

객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면

서 산타마을의 브랜드 작업이 

본격화했다.

세계 각지에서 아이들의 편

지가 쏟아지고 산타우체국에

서는 일일이 각 나라의 언어로 

답장을 보내준다. 산타의 집무

실과 우체국, 순록이 끄는 썰

매, 산타파크에 이르기까지 마

을 전체가 동화책이 되어 ‘산

타’를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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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주부 마을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별주부마을은 전체가 별주부 이야기를 모티브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별주부전’은 우리나라 고전 설화의 하나인 ‘귀토지설’을 바탕으로 한 판

소리계 소설이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재미를 더 하고 있는 ‘별주부전’은 ‘토끼와 자라’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친숙한 이야기다. 별주부마을은 소설의 내용과 어울리는 바위나 지형에 스

토리텔링을 덧붙여 관광객들을 상상의 나라로 이끈다. 자라가 용왕의 명을 받고 토끼의 생간

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육지에 올라온 ‘용새골’, 죽어 있던 자라가 바위로 변한 ‘자라바위

(덕바위)’, 수궁 앞에 위치한 ‘궁앞’ 등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별주부전’으로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하고 토끼의 주식인 참취 나물을 재배해 50여 농가

에서 매년 1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마을 전체가 스토리텔링으로 하나가 된 사례

라 할 수 있다.

(3) 상품 브랜드 스토리텔링

백세주 이야기 

한 선비가 길을 가던 중 청년이 노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어찌 노인을 때리는가” 하

고 꾸짖자 청년이 “이 아이는 내가 여든에 본 자식인데, 그 술을 먹지 않아 나보다 먼

저 늙었소.” 하여, 선비가 청년에게 절하고 그 술이 무엇인가 물었다. 그랬더니 청년은 

“구기자와 여러 약초가 들어간 구기 백세주.”라고 알려주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 나오는 ‘구기 백세주’ 설화다. 백세주는 

이 설화에서 상품명을 따왔다. 누구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과장, 풍

자, 해학이 넘치는 전통 이야기를 통해 술의 효험을 강조한 백세주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백세주를 널리 알리는 구실을 하였다.

이렇듯 전설이나 민담, 신화를 활용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은 고객

의 감성을 자극하며, 친밀감을 주고 제품의 가치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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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생태해설 방법

3

스토리텔링 창작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주체),

이야기가 다루는 세계(객체),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매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1. 주체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체, 즉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일(예를 들어 생태 해설)에 도움을 얻는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2. 객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바로 객체다. 객체를 잘 다루는 방법은 ‘체험과 학습’이다. 역사를 이야기로 만들어 공부를 한

다면 역사는 객체가 된다. 객체를 잘 다루려면 그 이야기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습득

해야 한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주체)

이야기가 

다루는 세계

(객체)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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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매체다. 글로 쓰면 글이 매체이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매체이

다. 영화로 만든다면 영상이 매체가 될 것이다. 매체는 많이 쓰면 저절로 숙달하게 된다. 많

이 읽는 것도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문학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마케팅 수단으로, 지역이나 상품을 알리는 광고

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등 다방

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태해설가들이 생태 해설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스토리텔

링에 한정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가. 설화를 공부하라.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독서가 도움이 된다.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설화를 많이 듣고 읽어야 한다. 수사법(修辭法)이나 문장의 기교를 배우려고 하기 보다는 이

야기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야기의 문법을 지키면서 오랜 세월 전해져온 것은 

바로 설화(說話)다. 짧은 내용과 간단한 구조로 구전되기 쉽도록 만들어졌다. 설화는 이야기

의 원형을 잘 갖추고 있어 스토리텔링의 기본기를 익힐 수 있다. 옛날이야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듣고 읽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설화를 공부한 뒤 동양과 서양의 설화를 깊

이 공부하면 좋다. 이야기의 기본을 잘 닦아놓는 것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지름길이다.

나. 사실, 관점, 가치화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에피소드)를 구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fact)을 자신만의 관

점으로 가치화 또는 의미화 하여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또는 지어낸 이야기를 다른 사람

에게 들려주면서 서로 소통하고 상상력과 감성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야

기하느냐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준법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생들과 나눌 때와 초등학생들과 나눌 때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의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

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느낌(관점)을 덧붙여 재구성(가치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스토리를 가지고 얼마나 가치화와 의미화를 탁월하게 하는지가 스토리텔링의 성패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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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다. 가치화되지 않고 단순히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스토리다. 

다음 사진을 보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① A : 시원한 음료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컵에 담겨 있습니다. 

기포도 올라옵니다.

② B :“엄마, 컵이 땀을 흘려요.”

③ C : 이 컵 안에는 사이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주 시원

해 보입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

겠지요. 가족의 사랑은 마음의 활력소입니다. 사랑이 담

긴 문자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보세요. 

① 번은 ‘시원한 음료수’, ‘투명한 컵’, ‘기포도 올라온다’는 등의 사실만 말하고 있다.(사실 

나열)

② 번은 그 음료수 컵을 보면서 느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관점)

③ 번은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관점(시원한 음료수=활력소)으로 해석하면서 ‘가족 사

랑을 나누자’는 메시지로 가치화(의미화)하고 있다.

이때 관점이나 가치화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

게 변형되고 창조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개연성을 가질 때 설득력은 커진다. 

사실, 관점, 가치화를 개나리꽃 등의 설화를 예로 알아본다.

(1) 개나리꽃에 대한 사전적 설명     

연교 또는 신리화라고도 하며, 북한에서는 개나리꽃나무라고 부른다. 산기슭 양지에서 많이 

자란다. 높이 약 3m이다. 가지 끝이 밑으로 처지며, 잔가지는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점차 회

갈색으로 변하고 껍질눈(皮目)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이며 톱니가 있고 

길이는 3∼12cm이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황록색인데 양쪽 모두 털이 없다. 잎

자루는 길이 1∼2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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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노란색 꽃이 1

∼3개씩 피며 꽃자루는 짧다. 꽃받침은 

4갈래이며 녹색이다. 화관은 길이 2.5c

m 정도이고 끝이 4갈래로 깊게 갈라지

는데 갈라진 조각은 긴 타원형이다. 수

술은 2개이고 화관에 붙어 있으며 암술

은 1개이다. 암술대가 수술보다 위로 솟

은 것은 암꽃이고, 암술대가 짧아 수술 

밑에 숨은 것은 수꽃이다. 열매는 9월에 

삭과로 달리는데, 길이는 1.5∼2cm이고 

달걀 모양이다. 번식은 종자로도 하지만 가지를 휘묻이하거나 꺾꽂이로 한다. 병충해와 추위

에 잘 견디므로 흔히 관상용과 생울타리용으로 심는다. 

한방에서 쓰는 연교는 개나리 종류의 열매를 말린 것인데 한열(寒熱), 발열, 화농성질환, 

림프선염, 소변불리, 종기, 신장염, 습진 등에 처방한다. 뿌리를 연교근, 줄기와 잎을 연교지

엽이라 하여 모두 약용으로 쓴다. 개나리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에는 항균 성분이 있다. 

개나리꽃으로 담근 술을 개나리주라 하고, 햇볕에 말린 열매를 술에 담가 저장한 것을 연교

주라 한다. 한국(함경남도·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중국에 분포한다.(두산백과)

(2) 개나리꽃 설화

옛날 어느 마을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집에는 홀어머니가 삼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개나리는 그 집의 큰딸이었다. 흉년이 들어 더욱 살기 어려워진 어느 해 어머

니마저 병들어 눕자, 어린 개나리가 밥 동냥을 하여 네 식구가 겨우겨우 살아갔다. 

겨울이 되자 식구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서로를 꼭 껴안고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만 아궁이에 지핀 불이 번져서 집이 몽땅 타버렸다. 개나리의 네 식구도 그 불에 다 죽고 말

았다. 

다음해 봄, 개나리네 집터에 이름 모르는 나무가 자라났고 잎이 넉 장인 노란 꽃이 피어났

다. 나무 가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개나리네 가족들처럼 가늘었고, 꽃잎은 식구 수대로 넉 

장이어서 사람들은 후일에 그 꽃을 개나리라고 불렀다고 한다.11)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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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점, 가치화의 예

관점 가치화12)

사례1 가난한 백성의 삶이 안타깝다. 
오늘날에도 개나리네 가족 같은 집은 없

을지 살펴보자.

사례2 슬픈 사연이지만 꽃은 아름답다.

어려움 속에서 핀 꽃이라 아무데서나 잘 

자라나는 모양이다. 어려움은 또 다른 힘

을 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

  

(4) 관점, 가치화 연습

<연습 1> 달맞이꽃

사전적 지식

남아메리카의 칠레가 원산지이며 한국 

곳곳에서 귀화식물로 자란다. 꽃이 아침

부터 저녁까지는 오므라들었다가 밤이 되

면 활짝 벌어지기 때문에 밤에 달을 맞이

하는 꽃이라고 해서 ‘달맞이꽃’이란 이름

이 붙었다. 키는 50~90㎝이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로제트로 달리지만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어긋나며 너비가 좁고 길이

는 길다. 잎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들이 

있다. 꽃은 지름이 3㎝ 정도이고 노란색

이며 7월부터 가을까지 핀다. 꽃잎과 꽃

받침잎은 각각 4장이며, 수술은 8개이나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4갈래로 나누어져 있

다. 열매는 긴 삭과(蒴果)로 맺히고 위쪽부터 갈라져 나오는 씨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약으로 

쓰인다. 큰달맞이꽃(o. lamarckiana)과 함께 관상용으로 심고 있는데, 큰달맞이꽃은 꽃지름

이 8㎝ 정도로 달맞이꽃에 비해 매우 크다(신현철 글).13)

12) 가치화를 너무 교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 것. 작고 사소한 생각을 덧붙여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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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옛날 어느 마을에 달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 처녀는 부모님

의 강권에 이끌려 마을의 양반 집 아들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달구경을 하

던 처녀는 멋진 총각을 보고 흠모하게 되었다. 마침내 혼약한 날이 되었지만 처녀는 혼인을 

않겠다고 떼를 썼다. 마을에서는 처녀를 벌하고 험한 골짜기로 내쫓아버렸다. 그 후 그 처녀

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듬해, 처녀가 달구경을 하다 우연히 보게 된 그 총각이 소문을 듣고 그 골짜기를 찾

았다. 하지만 골짜기에는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없었고 대신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

어 있었다. 그 꽃은 낮에는 시들어 있다가 달이 뜰 때 쯤 되니 활짝 피어났다. 사람들은 달을 

좋아하던 처녀가 이 꽃으로 피어났다고 믿었다. 하루 온종일 그저 달이 뜨기만 기다리고 있

는 꽃이 바로 달맞이꽃이다.

관점 가치화

뜨거운 사랑의 힘은 크다.

13) 다음 백과사전 식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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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2> 나도밤나무

사전적 지식

해안 또는 산골짜기에서 자라며 높이가 

10m에 달한다. 줄기는 곧게 올라가며 나

무껍질은 갈색이고 작은 구멍인 피목이 많

다. 잎은 어긋나고 타원 모양이거나 달걀

을 거꾸로 세운 모양의 긴 타원형이며 끝

이 뾰족하고 밑은 둥글거나 쐐기 모양이다. 

잎은 길이가 10∼25cm, 폭이 4∼8cm이

고 가장자리에 예리한 잔 톱니가 규칙적으

로 있으며 양면에 털이 있고 뒷면의 털은 

검은빛을 띤 갈색이다. 잎자루는 길이가 1, 

2cm 정도이다.

꽃은 6월에 흰색으로 피고 가지 끝에 길

이와 폭이 각각 15∼25cm인 원추꽃차례

를 이룬다. 꽃잎 3개는 둥글고 나머지 2, 3

개는 줄 모양이다. 수술은 3개인데 2, 3개

가 완전하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핵과

로 둥글며 지름이 7mm 정도이고 9월에 

붉게 익는다. 추위와 공해에 약하며 정원수로 심는다. 한국(경기, 전남, 전북, 경남, 충남, 황

해)과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두산백과).

설화

율곡 선생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도사가 찾아와 이 아이는  열 살 되는 해 호란

(虎難)을 입을 숙명이라고 알려주었다. 율곡의 외할아버지가 그 숙명을 피할 수 있는 법을 가

르쳐달라고 하자 도승은 밤나무 1000그루를 심고 잘 가꾸라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율

곡의 외할아버지는 밤나무 1000그루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다.

열 살이 되는 해, 도사가 다시 찾아와 밤나무 1000그루를 잘 가꾸었는지 세어보자고 했

다. 집안사람들이 심어놓은 밤나무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구백구십팔, 

구백구십구. 딱 한 그루가 모자랐다. 그러자 도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서 공중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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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며 호랑이로 변신해 율곡 선생을 잡아가려고 하였다.

그때 옆에 있던 밤나무 한 그루가 “나도 밤나무요.” 하고 나서는 바람에 도사는 율곡을 잡

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관점 가치화

하찮은 나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화를 많이 알고 있으면

1. 해설에 윤기를 더할 수 있고

2. 관람객이 당신이 해설해준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며

3. 지역사회 홍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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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기법(Ⅱ) 해설분야

신용석(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교육과 환경해설

1

1. 환경교육과 환경해설

환경교육1)은 환경에 관한 지식, 인식, 태도를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환경행동

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Hungerford & Volk, 1990), 그간 대부분의 학습방법은 생

태학적 기초와 환경자원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에 치우쳤다.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

적 경험은 ‘자기 환경화’2)를 통해 환경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기 환경화를 위한 자연의 

직접체험은 환경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고 환경에 대한 본능적 반응을 경험하게 한

다.3)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 안에서의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Lucas, 1980), 최근 여기에 환경을 통한 교육 또는 환경과 더불어 하는 교육을 추가하여 

삶의 질과 환경의 질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Hungerford, 1980)고 하

였다.4)

1) 환경교육의 정의(환경교육진흫법 제2조) ;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
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기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자기 환경화 ; 주변의 또는 먼 곳의 환경을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본능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선경, 1993,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과 자기환경화를 통한 환경교육전략의 효과,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6쪽)

3) 김혜리, 2012, 감정이입 스토리텔링 수업이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129쪽(일부 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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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은 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자체가 인간을 성장시키

고, 마음을 수양하게 하며, 세상의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갖게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환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특히 도시화, 

기계화된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교육 및 자연체험은 평생 동안 갖게 될 환

경인식과 환경윤리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실학습을 벗어나 현장체험을 통해 환경의 실제 모습을 체감함으로

써 환경감수성6)을 기르고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이러한 현장 체험학습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입시 위주 학

습 때문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 현장에서 제공되는 환경

해설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 

  

환경해설은 환경체험을 통해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좀 더 생생하게 인식하여 환경보호

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야외에서 흥미와 즐거

움을 유발하고, 해설자와 참가자 간의 상호 대화 및 느낌 공유에 의한 환경인식이 강하게 형

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해설은 적극적인 환경태도와 환경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다. 이를테면 환경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려

는 진지한 태도를 갖게 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감시, 자원봉사, 캠페인, 모금 

등의 자발적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해설의 궁극적 목표는 지식 습득과 인식 형성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참가

자가 환경 윤리적 관념을 갖고, 환경을 배려하는 일상생활을 실천하며, 사회에서 바람직한 

환경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 문제(원인, 결과, 대응)가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거

의 모든 영역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 환경교육의 진화적 형태로 지속가능교

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7)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해설

4) 환경부, 2010, 초중등 및 대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u-learning 콘텐츠 개발, 5쪽

5) 이두곤, 2006, 탐구 중심 환경교육의 개념과 의미, 환경교육, 19(1), 80~89쪽

6) 환경감수성 ; 환경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환경문제에 공감을 갖고 감정이입하여 주변세계를 감지하는 능력. 환경감수성
은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능력으로 볼 수 있음. 즉, 자신도 환경의 일부이며, 주체적으로 환경
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임.(김혜리, 같은 논문, 36쪽)

7)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진취적이며, 그리고 평등한 사회에
서 살 수 있도록 현재의 시민들에게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함양시켜 그들이 개인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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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설 영역을 확대하여 환경과 인문�사회, 정치�경제와의 관련성 등 ‘지속 가능 발전을 위

한 해설(ISD, Interpre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환

경해설을 위한 넓은 식견과 깊은 통찰력, 그리고 보편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이다.  

2. 국립공원과 해설

국립공원과 같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에서의 만남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구축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나가는 데 주역인 현재 및 

미래세대에게 필수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8)

국립공원은 국가의 대표적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며, 그 안에 민족의 고유한 역사

와 문화가 담겨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국립공원을 존중하고 사랑하

여야 하나, 아직도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등산 장소, 유원지, 단순한 숲과 바다 등

에 머물러 있고, 공원 관리업무 역시 청소, 단속, 시설 관리 등의 단순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공원에서 행하는 해설의 목적은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

를 돕고, 국립공원과 사람과의 연관성(생태계 서비스, 생태복지)에 대한 인식 증진을 통해 국

립공원에 대한 보전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것에 있다. 즉, 공원 밖에서는 하기 어려운 

생생한 자연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흥미 있게’ 제공함으로써 공원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가치 및 혜택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립공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갖

게 하는 데 해설의 목적이 있다. 

공원 관리당국은 탐방객이 알기 어려운 ‘보전과 개발의 갈등’, ‘자연생태계 관리의 어려

움’, ‘탐방활동에 의한 자연훼손 및 시설파손’ 등 공원 업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협조와 지

지를 구하는 ‘해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공원 입구와 저지대에서 이루어지는 해설 

프로그램은 산 정상이나 명소 등의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함에 따른 과밀현상과 자연훼

손을 완화하기 위한 탐방객 분산정책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공동체적 행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하는 동적 
과정. ...(신동원, 2010, OECD 국가 ESD 실행체계 및 국가전략 현황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1쪽)

8) 이선경, 201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국립공원 경험 통합하기’, ESD through National Park Experiences(2012 WCC, 
Conservation Campus No. 0130)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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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에서의 해설은 공원관리청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에도 도움

을 준다. 즉, 자연을 대하는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 공원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입장에서는 신규 탐방수요에 의한 수입 증가와 지역주민의 해설요원 고용 등에 의한 일

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 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해설을 통해 이해하고(unders

tanding), 이해를 통해 감상하며(appreciation), 감상을 통해 보호(protection)한다.’9) 해

설은 공원 바깥의 지역사회, 공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도 제공됨

으로써(outreach program) 광범위한 계층에게 국립공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국립공원이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준다. 해설은 사

회적 이슈와 현안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원자원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보완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10)

9) Freeman Tilden, 1977, Interpreting our Heritag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38 

10) National Park Service, 2006, Management Policies,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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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먼 틸든(Freeman Tilden)의 해설 원칙’ 해설 11)  

2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해설을 하나의 ‘과학’으로 정립하여 ‘해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리

먼 틸든의 여섯 가지 해설 원칙은 아직도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해설 원칙을 조목조목 음미해보는 것은 해설 공부의 첫걸음이다.

1. 참가자의 개성 및 경험과 연관되지 않는 해설은 쓸모가 없다.

• 참가자는 해설가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본다. 참가자는 해설가의 해설내

용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관련시켜 재해석한다. 따라서 알아듣기 힘든 전문지식은 참

가자를 질식시킨다.(14~15쪽)

• 예를 들면, 고래가 바닷물을 들이켜 내뱉으면서 고래수염(baleen)을 사용하여 새우(kri

ll)를 걸러내는 기능을 해설할 때, 주방에서 콩과 국수를 걸러내는 체의 기능을 비유적

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유용하다.12)

• 해설자의 해설은 참가자의 귀가 아니라 마음과 기억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참가

자가 해설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참가자는 어떤 경험과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그의 흥미를 유발시킬 요소는 무엇일까를 사전에 분석해서 그에 맞는 해설 준비를 하여

야 한다. 경험 있는 해설가라면, 참가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설을 진행하는 참가자를 

배려하는 해설을 해야 한다.

11) 다음 책을 기초로 작성 ; Freeman Tilden, 같은 책, pp. 14~110

12) Lisa Brochu, et al., 2008, Personal Interpret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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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보 자체가 해설은 아니다.

해설은 좀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 진정한 해설은 마음(consciousness)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사물의 이름과  

사실을 암기하거나,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불러일으켜 사물에 담겨 있는 영혼, 

즉 진실을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38쪽)

• 이를테면, 전쟁기념지에서 방문객들의 관심은 전쟁의 역사와 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

라 ‘내가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전쟁이 현재의 나와 국가에 어

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등의 물음에 있을 것이다.13)

• 정보(사실)는 해설의 기초자료로서, 해설자가 풍부한 정보를 갖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그 정보가 갖고 있는 내면적 의미, 또는 사람과의 관

련성을 호소함으로써 참가자에게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해설은 과학, 역사, 건축 등의 다양한 소재가 합쳐진 예술이다.

주제, 대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도구와 방법이 동원되며 일정한 틀이 있을 수 없다.

• 해설가는 어느 정도 시인이 되어야 한다. 시 한 줄 써본 적이 없어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

할 기회가 없었을 뿐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시인이며 예술가이다. 해설가는 다양한 예

술 분야를 조합시켜야 하고, 이를 표현하려면 쓰기와 말하기에 능숙해야 한다.(27~31쪽)

• 해설가는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보다는 ‘폭넓은 지식을 가진 교양인’으로서 과

학, 문화, 예술적 소양을 아우르면서 해설 소재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이야기를 풀어나

가야 한다. 

13) 조계중, 2005, 자연환경해설 개론, 수문출판사,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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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의 목표는 참가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것이다.

• 해설자가 어떤 경관을 아름답다고 말함으로써 그 경관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

다. 즉, 덜 아름답게 말할 우려가 많은 것이다. 자연 스스로가 자기를 해설하므로, 해설가

는 아름다움을 교육하지 않고 단지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80, 110쪽)

• 해설 소재 또는 어떤 경관에 대하여 참가자들에게 해설자의 느낌을 미리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그 해설 소재와 경관에 대한 참가자들의 느낌이나 감동의 폭과 깊이를 제

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시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관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더러운 물도 거기에서 생활하는 

생물들을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물로 인식할 수 있다. 

5. 해설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다루어야 한다.

• 어떤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장소 전체가 갖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해설하되(thematic interpretation), 해설내용의 수준

은 전체 탐방객을 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즉, 지식적으로, 욕구(need)적으로 평균 수

준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되 그 평균 이하 계층을 배려하는(쉽게 이해시키는) 해설을 

하여야 한다.14)

• 해설은 하나의 해설 소재나 장소가 그 주변의 환경과 어떤 자연적, 인문적, 철학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테면, 남향과 북향의 숲 차

이를 만들어낸 생태적, 기후적 요인이 지역주민의 마을 형성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 해설할 수 있다. 혹은 사찰 건물을 해설하면서 불교관이 반영된 전통사찰의 입

지가 주변 자연요소와 어떻게 관련되면서 사찰경관을 형성해 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 하나의 생물과 그 서식지를 전체 생태계와 경관, 그리고 인간사회와 필연적인 관계성을 

갖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시킴으로써 ‘부분보다 전체’를 생각하게 하는 해설이 되어야 한

다. 또한 그런 전체적 관계 속에서 ‘이 미미한 해설 소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 상기시켜야 한다. 

14) Larry Beck, et al., 1998, Interpretation for the 21st Century, Sagamore Publishing, pp.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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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12살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어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 어린이들의 세계는 어른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어른의 시각과 지식으로 

어린이를 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해설가는 평소에 어린이들의 언어와 습성, 학습

과정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연을 접해보지 않은 어린이는 커서도 환

경에 대한 이해력과 관심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자연과 친숙해지는 프

로그램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 어린아이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설요령이 있어 소개한다.15)

   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자는 1명으로 제한하고 모둠도 10명 이하로 제한

   ② 아이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도입. 부모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파충류를 보여주면 아이들의 호기심이 자극됨

   ③ 주의력 집중을 위해 한 장소에서의 프로그램을 짧게 하고 신속하게 장소를 이동시킴

   ④ 해설 장소 ; ‘아이들 수준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아이들이 계속 움직이도록 유도

   ⑤ 노래, 운(韻, rhyme), 동물 소리 등의 소리효과(vocalization)를 내도록 유도

프리먼 틸든의 책에서 현재의 해설가들에게 교훈이 될 몇 개의 문장을 소개한다. 

●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른들은 자기가 틀리지 않을

까 두려워 질문하지 않는다.(53쪽)

● 해설자가 해설 소재(자연, 문화자원)를 사랑하고, 해설을 들으러 온 사람을 사랑한다면 

해설 내용을 암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해설 소재를 사랑한다면 능력이 닿는 데까지 그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삶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가운데(in the general ri

chness of life's beauty) 그 해설 소재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껴야 한다.(90쪽)

● 해설자는 일종의 교육에 종사하지만, 교실에서의 교육은 아니다. 참가자에게 무엇을 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 무엇을 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휴일을 즐기

는 사람이 교육을 받기 위해 공원에 오는 것은 아니다.(111쪽)

15) Larry Beck, etc., 같은 책,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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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스토리텔링

3

1. 스토리(이야기)

일반적으로 스토리란 ‘어떤 사실이나 허구적인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재미있게 늘어놓는 

말’(국어사전, 민중서림), 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일정한 줄거리(시작-본론-끝, 기

승전결)를 가지고 구사하는 말이나 글’을 의미한다. 스토리는 이성적, 과학적이기보다는 감

성적,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것일까? 그

것은 이야기가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알 수 없는 정보 속에서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이다.16)

스토리는 인류에게 카타르시스(catharsis)라는 감정적 배설을 가능하게 해주며, 보편적이

고 궁극적인 쾌락과 깨달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스토리는 반드시 대중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17) 보편성은 시간과 공간, 민족과 종교를 떠나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특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보다 역사를 각색한 드라마

를 더 쉽고 재미있게 기억한다. 왕도 사랑을 하고 실수를 하는 인간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픽

션과 상상이 가미된 드라마는 실제의 사건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긴다.18)

해설에서 스토리의 대중성과 보편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감하기 쉬운 스토리를 통해 해설

소재와 자신과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삶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

게 된다. 또한 그런 대중성과 보편성으로 개인 간 사고의 격차를 줄여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한다. 공통적인 설화나 위인전, 영웅담, 또는 상징적인 동식물이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이

야기를 통하여 일체감이나 애국심, 또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환경윤리 등이 형성되는 

것이다.

16) 최혜실, 2010,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미학의 최고봉,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활용되나?’, 방송작가 제47권, 22쪽

17) 박기수 등, 2012,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현황과 전망, 인문콘텐츠 제27호, 인문콘텐츠학회, 12쪽

18) 홍숙영, 2011, 스토리텔링, 인간을 디자인하다, 상상채널, 196~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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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정보 박지성은 2007~2008년 선발 출장한 14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다.

스토리
맨유는 박지성이 뛴 이 14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평균 실점은 0.14

점에 불과했다. 박지성은 수비형 미드필더이다.

예2)

정보 전자레인지에 2분을 데우면 갓 지은 밥과 같은 상태가 된다.

스토리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영희는 배가 너무 고팠다. 새로 밥을 하려면 30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마침 냉장고에 찬밥이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을 돌렸더니 갓 지은 밥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고 윤기 도는 따듯한 밥이 되

었다. 김치 한 가지로도 꿀맛 같았다.19)

예3)

정보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야기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 바닷물 수

위가 올라가므로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스토리

무한도전의 나비효과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에너지 과다 사용에 있다는 것

을 표현하기 위해 세트장에 2층 건물을 지었다. 1층은 물에 잠기기 직전의 

몰디브 호텔이고, 2층은 북극의 얼음 호텔이다. 1층에서 에어컨을 켜면 실외

기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2층의 북극 얼음 호텔을 녹게 한다. 결국 그 물

은 1층으로 내려와 몰디브 호텔을 더욱 물에 잠기게 한다. 

정보(사실, fact)와 스토리의 차이 

정보는 수학이나 물리학의 결과물처럼 과학적이고 정형적인 사실이며, 군더더기가 없는 

객관적인 표현이다. 이에 반하여 스토리는 관점과 통찰을 통하여 정보의 뒤에 담긴 의미를 

드러나게 하거나 창의성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보를 치장하는 감성적·주관적인 표현이다. 

스토리는 하나의 ‘이야깃거리’를 모방과 변형을 통하여 색다른, 또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는 

것으로 만든 표현물일 수도 있다.

19) 허행량, 2010, ‘스토리텔링과 문화유산’, 스토리텔링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이야기, 한국전통문화학교, 39쪽 (일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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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

글(書)은 말(言)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뜻(意)을 다하지 못한다(공자).…그래서 스토리텔링(意)이다.

이야기하기, 즉 스토리텔링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된 의사소통 행위로서 이야기(st

ory)와 구술적(口述的) 혹은 멀티미디어적 속성(tell), 그리고 현재성(-ing)의 특징이 고루 포

함되어 있다.20)

스토리텔링은 해설 또는 안내보다 세련되고 확장된 개념이다. 대상물(매력물)을 둘러싸고 

스토리, 스토리텔러(해설자 또는 지역주민), 방문객이 상호교류를 통해 의미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호교류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공동의 체험과 추억 만들기를 통

해 새로운 감성고리를 만들어가는 작용을 한다.21)

어려운 지식을 한 편의 이야기에 담아 쉽고 거부감 없이 전달하는 글을 쓰는 것도 스토리

텔링이다. 예를 들어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무인도에 갇힌 주인

공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과학적 지

식을 전달하고 있다.22)

이와 같은 여러 개념을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가 ‘의미화 또는 각색

화’된 상태(스토리)에서, 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감

성, 의도, 표현의 강약 등을 통해 듣는 사람에게 더욱 현재성과 공감성, 그리고 흥미성을 불

러일으키는 ‘이야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할머니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옛날이

야기에 몰입하여 무서운 기분이 들게 하거나, 또는 황량한 빈터에서 옛 숲의 아름다움을 들

려주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현재성과 공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20) 최혜실, 2008,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글누림, 17쪽

21) 한강희, 2010, 스토리 스토리텔링 스토리디자인, 푸른사상, 56쪽

22) 김의숙 외, 2008,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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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옛날이야기 / 울릉도 개척민 이야기23)

울릉도 석포마을에서 옛날 울릉도의 모습과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지금은 천연기념

물로 지정된 깍새(슴새)가 많이 날아다니던 시절, 먹을 게 없던 당시에는 깍새를 잡아 구워

서 명이나물에 싸서 먹었다고 한다. 

산나물인 명이(산마늘)는 아주 이른 봄에 눈 속에서 자란다. 을릉도 개척 당시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녹기 시작하면 산에 올라

가 눈을 헤치고 이 나물을 캐어다 삶아 먹었는데, 주민들이 이 나물 덕분으로 ‘생명을 이었

다’해서 ‘명이’라고 불렀다.

...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는 ‘명이나물’에 대하여 현재성과 공감성을 

느끼게 된다.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

조 램버트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하여 다음의 3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4)

① 관점, 독특한 시각(point of view) ; 스토리텔러는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거나, 같

은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만의 견해를 갖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② 드라마틱한 질문 ; 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질문으로 관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

러일으켜 마지막 순간까지 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성적인 콘텐츠 ; 관객들을 감정적으로 동조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꾸며야 한

다.

스토리텔러에게 요구되는 자질25)

① 자기에 대한 진실(진정성) ;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고 이를 사람들

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좋은 면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면까지 드러내는 것

은 많은 사람 앞에서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피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스스로에

게 진실하지 않고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없다. 

23) 이승주 외, 2012, ‘생태관광 정보 표준화를 위한 생태관광 스토리텔링 유형 분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8권 제1호, 
12쪽

24) 홍숙영, 같은 책, 22~23쪽 (http://www.storycenter.org/cookbook.pdf, Digital storytelling cookbook)

25) Peter Guber, 2007, 'The four truths of the storyteller', Harvard Business Review, December, pp. 1!7 (홍숙
영, 같은 책, 215~21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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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에 대한 진실 ; 해설자에게 시간을 낸 상대방(해설 참가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파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리를 창조하는 노력과 작업이 필요

하다.

③ 순간(moment)에 대한 진실 ; 해설은 순간적이고 짧을 수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늘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매번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 곱씹으며 덧붙이고 잘라내서 더욱 참신한 스토리로 발전시켜야 한

다.

④ 사명, 임무(mission)에 대한 진실 ; 스토리텔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 껄끄럽고 

괴로운 이야기일지라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치를 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위해 함께 움직이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스토리텔러는 때로는 과장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

하여 메시지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스토리텔러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이념을 스토리텔링하는 사람이다.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사회관, 

경제관 등을 확립하여 정의롭고 신념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26)

26) 홍숙영, 같은 책, 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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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스토리텔링

4

1. 관광지 스토리텔링

관광지 스토리텔링은 그 지역의 자연, 사람, 역사, 문화 등에 관한 기존의 스토리를 활용

하거나, 또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방문객에게 흥미 있게 전달함으로써 방문 만족도를 높

이는 수단이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방문객은 그 지역을 더욱 호감 있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지역에 대한 보호의식이 증진된다. 그 결과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브랜드를 구축하게 되고 방문객 증가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장소성

장소성(場所性, placeness)이란 다른 장소에 비해 고유하면서 차별적인 특성으로, 곧 그 

장소를 방문해보고 싶은, 또는 기억하고 싶은 매력성이다. 각각의 관광지는 저마다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생활양식,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리를 근

간으로 특유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진주 촉석루(논개), 양평의 소나기마을(황

순원), 벌교와 태백산맥(조정래), 남이섬과 겨울연가, 영화 매디슨카운티의 다리 등은 높은 

장소성을 갖고 있다. 이런 대중적 장소성 이외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개인적 장소성이 있다. 

관광지 스토리텔링은 그곳의 장소성(자연성, 역사성, 문화성, 예술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방문객에게 그곳의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따라서 색다른 체험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 만일 장소성이 미약하다면 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간 조

성과 특별한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2. 공간 스토리텔링

관광지 스토리텔링을 어떤 루트나 지점을 대상으로 구체화한 것이 공간 스토리텔링이다. 

즉, 방문객이 지나가는 루트에서 장소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고, 그 루트의 전반적인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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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제)과 각 지점의 구체적 매력성(콘텐츠)에 관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구성하며, 이야기

하는 것을 공간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 구성 과정27)

① 스토리 탐색 ; 해당 장소와 주변에서 이야기 소재(사물, 사건, 인물 등)를 수집해 분석

한다. 즉, 기존의 장소성을 파악한다.

② 스토리 기획 ; 선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콘셉트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야기 전개방향

과 범위를 설정한다.

③ 스토리 구성 ; 이야기 전개방향과 범위에 맞추어 캐릭터를 구축하고, 이야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등에 관한 구체적 플롯28)을 구성한다.

④ 스토리텔링 ; 완성된 스토리를 청각적,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방문객들과 감성적으로 공

유한다.

3. 향토음식 스토리텔링

향토음식은 자연의 식재료를 지역 고유의 조리법으로 가공하여 만든 음식과 그 문화를 말한

다. 따라서 향토음식은 풍부한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되며, 이 스토리텔링은 소비자의 구매 의

도와 구전 의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29)

관광 경험에서 음식 체험은 관광지 감상 이후의 2차적 요소로 여겨진 때도 있었지만, 요

즈음은 ‘음식관광’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디를 갈까?’가 아니

라 ‘무엇을 먹으러 갈까?’가 관광지 선택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과 같은 자

연지역에서의 향토음식, 로컬푸드 체험은 관광 만족도를 좌우할 만한 요소이다. 

향토음식에 관한 해설 및 스토리텔링은 맛 이외에 그 음식의 유래, 자연재료, 조리 과정, 

건강성 등의 전통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음식과 음식 문화가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27) 윤현호 등, 2011, ‘관광지 스토리텔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관광연구 제26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78~279쪽

28) 플롯 ; 플롯은 스토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전개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는 데 반해, 플롯은 복선을 깔거나 반전을 내세워 시간과 사건의 층위를 조절하며 
다양하게 구성한다. 잘 구성된 플롯은 관객을 몰입하게 하여 콘텐츠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홍숙영, 같은 책, 206~209
쪽)

29) 박아름 등, 2010, ‘향토음식점의 스토리텔링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5(6), 7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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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소재로 한 스토리 제작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30) 글을 읽고 입에 침이 고

이면 성공적으로 작성된 스토리이다.

갈치조림(존슨탕)

단맛이 제대로 든 무나 두꺼운 감자를 찌그러진 냄비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두툼한 갈치 토막을 얹은 다음, 매콤한 양념장을 뿌려 끓인 것이다. 

담백한 갈치살을 발라먹는 맛도 좋지만 칼칼하게 조린 빨간 국물 맛, 그

리고 양념이 푹 밴 뜨거운 무나 감자를 혀로 굴려 넘기는 맛도 잊을 수 없

다. 이 갈치는 이제 너무 비싸 금치다.

부대찌개

6․25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미군부대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소시

지와 햄에 고추장을 풀고 김치를 넣어 끓이면 느끼한 맛이 사라져 먹을 

만했다. 

원래는 막걸리 안주로서 철판에 버터와 소시지, 햄, 양배추, 양파 등을 넣

고 볶아낸 안주였는데, 여기에 고추장과 김치, 육수를 부어 끓여 먹게 되

면서 오늘의 부대찌개 맛이 완성되었다. 찌개가 부글부글 끓을 때 라면사

리를 넣어 끓이면 국물 맛은 부드러워지고 갓 떠낸 쫄깃한 면발은 라면 

이상이다. 

막걸리

막걸리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 있는 우리 고유의 술이다. 찹쌀, 

멥쌀, 보리, 밀가루 등의 곡물을 찐 다음 누룩과 물을 섞어서 발효시킨 

후, 증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 걸러서 마신다고 하여 막걸리라는 이름

이 붙었다. 

술의 빛깔이 탁해서 탁주, 농부들이 먹어서 농주, 밥알이 동동 떠 있다고 

해서 동동주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은 서민들에게 친숙한 

술이기 때문이다. 막걸리에는 풍부한 영양분이 들어 있고, 특히 시중에서 

파는 음료보다 수백 배 많은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들어 있다. 그래서 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에 좋다. 

30) 농수산물유통공사, 2010,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 이야기, 88, 117, 213쪽(일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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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스토리, 스토리텔링 31)

5

1. 강력한(compelling) 스토리란?

해설과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정보나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해 

참가자들에게 느낌과 감동을 주는 의사소통 행위이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 대하는 다양한 참

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감정을 흔들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자

연해설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비슷한 해설을 경험한 사람들

일 수 있다. 따라서 틀에 박힌 콘텐츠나 일반적 수준의 스토리를 벗어난 강력한 스토리가 필

요하다. 

왜 강력한 스토리가 필요한가? 

•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온다.

•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

• 해설자는 참가자들의 감정 변화를 유도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강력한 스토리는 어떤 것인가?

• 색다른 흥미를 유발하고, 강렬한 느낌과 감동을 불러일으켜, 오랫동안 기억되거나 사고

의 전환을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하는 스토리이다.

• 이를테면 공통적 관심사(기후변화, 4대강, 고령화 시대 등), 윤리적 딜레마(보전과 개발 

등), 신념(자연주의, 기술지상주의 등), 극적인 요소(멸종 위기종 복원), 일화(逸話), 

비화(秘話) 등의 보편적 소재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

여 → 해설 대상물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사랑하고 보전하도록 유도

하는 스토리이다.

31) 다음 자료를 기초로 작성 ; National Park Service, Compelling Stories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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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스토리와 강력한 스토리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해설 소재는 설악산, 주제

는 ‘자연을 배려하는 올바른 산행 문화’이다.

보통�스토리

설악산은 백두대간의 중심이고 수많은 야생동식물들의 터전이며, 화려한 자

연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무절제

한 이용으로 본래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연을 배려하

는 올바른 산행 문화가 필요합니다.

감성적�스토리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으로, 풍부한 자연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이 우리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자연의 생명을 위

해서는 물론,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도 자연을 배려하는 올

바른 산행 문화가 필요합니다. 

강력한�스토리

엄마 젖가슴처럼 부드러운 지리산과 달리, 아빠 어깨처럼 거칠고 강한 설악

산. 이곳에서 우리는 백두대간의 기상과 동해바다의 광대함을 마음에 담아 

가져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감동을 영원히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을 배려

하는 올바른 산행 문화가 필요합니다.  

감성적, 감정이입 스토리

강력한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참가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해설자가 참가

자 입장(눈높이, 정서)에서 감정을 이입하여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간은 행동을 결정할 때 이성적 사고와 분석에 의해 완벽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감정과 

직관에 의해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감성인 환경감수성을 자극

하면 이러한 감정적 접근에 의해 환경행동이 결정되고 변화할 것이다.32) 33)

  

32) 김혜리, 같은 논문, 130쪽

33) 기후변화에 관한 전통적 수업방식(과학적 데이터와 자료를 근거로 정보 전달 및 대응행동 유도)과 감정이입 스토리텔링
(북극곰, 제발 살려주세요!, 투발로의 운명 등 희생자 효과 강조 및 동영상과 음악 사용),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용한 
방식에서 감정이입 스토리텔링 방식이 학생들의 환경행동을 더 많이 이끌어냈다(기부금 내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
약 등). 이 연구에서 두 가지를 혼용한 방식이 효과(기부금 액수)가 더 적은 것은 합리적 사고를 할 경우 기부금 액수를 
낮추게 하기 때문이다.(김혜리, 같은 논문 130~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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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반달가슴곰�복원�

필요성

이성적

스토리

반달가슴곰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전체적인 먹이사

슬과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하여야 한다. 

감성적

스토리

우리 민족은 곰의 자손이고, 모든 어린이들은 곰 인형과 잠을 

잔다. 민족 신화를 살아 있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려

면 곰을 복원해야 한다. 

예2)

우주기술�개발

이성적

스토리

앞으로 10년간 국가의 모든 첨단 과학기술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주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감성적

스토리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화성에 착륙시켜 정착촌을 만들겠

다. 그곳에서 지구 밖 최초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다.

해설 스토리에서 사람의 입장보다는 동식물 등 자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가자

들의 감성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문제에서 보존과 개발의 대립, 또는 이해관계

자 간 갈등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감정이입적 스토리가 효과적일 수 있다.

감정이입은 본래 인간의 감정(feeling), 정서(emotion), 태도(attitude)를 무생물에 투사

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김한종, 2006),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

감하기 위해 타인이나 집단의 내적 체험을 통해 타인의 관점을 경험하는 것이다.34)  과다한 

식물 채취에 관한 감정이입 전후의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감정이입�전

사람들이 산나물을 마구잡이로 채취해 씨까지 말리는 세상이다. 머지않아 

많은 식물들이 멸종하고, 먹이사슬에 의해 결국은 동물들까지 멸종할 것이

며, 나아가 사람이 사는 환경도 나빠질 것이다. 

감정이입�후

식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간신히 

싹을 틔웠는데,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씨앗

을 퍼뜨리지 못하면 식물에 의존하는 동물들도 사람을 원망하고, 나아가 

사람이 사는 환경도 나빠질 것이다.

34) 허수미, 2012, ‘감정이입을 활용한 사회과 수업 실천전략’, 사회과교육 51(3), 105~111쪽(일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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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효과(victim effect)

강력한 스토리의 수단으로 희생자 효과가 있다. 희생자 효과는 어떤 사람이나 생물이 희생

되었거나 고통 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때 더 큰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물 부족 현상에 대하여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누렇게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시는 

장면, 밀렵의 폐해에 대하여는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죽은 모습 등

이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사람 또는 동물이 너

무 많다는 정보를 접하면 오히려 자극은 감소될 수 있다. 자기 개인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되

기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2. 강력한 시나리오 개발

가. 어떻게 강력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가

(1) 해설가의 직접체험과 간접경험

• 해설 소재에 대한 자신만의 체험과 느낌으로 스토리를 만든다.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다양

한 환경(밤낮, 사계절, 다양한 기상)에서의 체험이 필요하다.

• 수많은 해설 소재에 대한 직접체험은 사실상 어렵다. 많은 독서, 영화 감상, 다른 해설프

로그램 참가, 해설가 모임 등을 통한 다양한 간접경험이 필요하다. 

(2) 그 장소와 주제에 대하여,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키워드와 느낌을 공유

• 같은 해설자 또는 체험자끼리 그 해설 소재와 주제에 대한 느낌을 공유해본다. 서로의 느낌

이 과장되거나 일탈되지 않았는지 의견을 나눈다. 

(3) 그 장소와 주제에 대하여,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혀 다른 다양성을 수렴

• 해설 참가자들은 불특정 다수이므로, 그 해설 소재와 주제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각각 

어떤 첫인상을 갖는지 알아본다. 그들의 다양한 느낌들과 해설자의 느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본다.

• 해설자가 아무리 해설을 잘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참가자 자신들이 내린다는 것을 유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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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력한 시나리오 만들기 순서 

강력한 시나리오 = 정보, 사실�+ 진실, 의미�+ 스토리�주제�+ 메시지

(1) 정보와 사실 ; 겉으로 보이는 기존의 정보와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한다. 해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최신의, 풍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 대상물(object) ; 관련된 지식, 사실 등의 정보

• 장소(place) ; 대상물과의 관련성

• 역사성(event) ; 상징적인 사건이나 모습, 사람과의 관련성

(2) 진실, 의미 ;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을 파악한다. 하나의 동식물이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고 소멸되는지, 주변의 자연요소들 및 물리적 환경과는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 하나의 서

식처 또는 경관이 주변의 토지 이용 또는 도시나 지역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파악해본다.

• 과정(process) ; 해설대상물, 해설대상지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변화 과정

• 시스템(system) ; 해설대상물, 해설대상지의 환경적․사회적․관리적 시스템, 또는 기관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요소

(3) 스토리 주제 ; ①, ②를 기초로 해설자가 말하려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가장 잘 전

달할 수 있도록 ①, ②에서 정리한 자료를 배열한다. 배열된 자료가 물 흐르듯 구성(시작-본론-

마무리)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맥락에 단절요소가 있으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스토리 중간 중간에 주제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해본다. 단, 공감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설화․민담, 동화·그

림책, 소설·수필·시, 영화·연극, 최신의 뉴스·드라마·사진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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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주제에 대하여35) 36)

• 사람들은 사실(fact)은 잊어버리고 주제만을 기억한다. 주제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에게 불어넣으려는 요점(main point), 메시지, 또는 빅 아이디어(big idea)이다. 주제

를 개발하려면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subject matter)과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토픽은 수목, 바위, 물 등이 될 수 있다. 목적은 그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서, 토픽과 관련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거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 주제 개발의 3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오늘의 프로그램은 토양에 관한 것입니다(토픽).

  ⒝ 특히 농촌에서 토양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세부 토픽 및 목적).

  ⒞ 제 해설을 통해, 여러분들이 식수와 농업생산물 증대를 위해 토양 보전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주제). 주제는 해설 제목을 본 참가자들이 “하찮은 토

양(토픽)이 어떻다는 거야?”라고 시큰둥한 의문을 표하는 것에 대해 “내가 먹는 식

수와 식량을 위해 토양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구나!”라는 답을 주는 것이다.

(4) 메시지, 관점 ; 해설자의 메시지 또는 참가자들과 주고받을 관점, 담론 등이 충분히 반영되

었는지 정리해본다. 주입된 메시지는 똑같지만 느낌은 각자가 다르다. 즉, 최종적인 결론은 참가

자가 내리게 되므로 해설자의 메시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관념(idea) ; 예) 자연보전의 중요성 vs. 개발 지향적인 사회 

• 가치(value) ; 예) 하나의 꽃, 숲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국립공원이 없어도 내 생활

에는 지장이 없지 않은가? 

35) Sam H. Ham, 1992,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Fulcrum Publishing, pp. 35~37

36) Joyce Meredith, 2002, 'Interpretive Thems', 2002 interpretive sourcebook, Proceedings of the interpreters 
workshop,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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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해설 시나리오를 ‘강력한 스토리!’ 차원에서 검토해보자

●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려 했던‘내면의 진실’이 담겨 있는가?

●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사고(思考)와 행동요소가 담겨 있는가?

● 부분보다는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 이 해설을 함으로써 나의 메시지, 내 기관의 목적이 달성되겠는가? 

다. 강력한 시나리오 사례

별꽃

사실
석죽과. 학명 Stellaria media. 영어명 chick weed. 키 10~20cm. 5~6월에 하

얀 꽃.  8~9월 열매. 우리나라 전역의 밭이나 길에 자생

진실
꽃잎은 다섯 개이며 각각 끝이 갈라져 10개로 보인다. 왜? 손톱보다 작은 꽃이

어서 꽃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여 곤충을 불러들이려는 꽃가루받이 전략이다.

스토리�1
‘별이 되고픈 꽃이었을까, 꽃이 되고픈 별이었을까.’ (정숙자 시, 도라지)

단 두 줄의 이 시는 마치 별꽃의 제목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요?

스토리�2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참 별들이 많이 떴다.’ (도종환 시, 어떤 마을)

마을 어귀나 도랑가에 나타냄 없이 피는 별꽃에서 순박한 동네 사람들이 연상된다.

메시지

별꽃은 쓸모없어 보이는 빈 땅, 무심코 지나가는 길가, 저습지 등에 낮게 깔려 있

는 작은 풀이지만, 그 별 모양은 우주를 향해 뻗으려는 꿈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다. 별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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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꽃

사실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 학명 Anemone narcissiflora. / 영어명 wind flower. 

바람의 딸. 봄, 여름에 하얀 꽃. 120종의 바람꽃 중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이북

에서 주로 자생하는 꽃대가 하나인 홀아비바람꽃(A. koraiensis). 높은 산 위의 반그

늘에 너도바람꽃. 주로 강원도와 백두대간 지대에 피는 나도바람꽃. 남부지방의 변산바

람꽃

진실

왜 바람꽃인가? 꽃이나 줄기가 매우 가늘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에서 유래. 

너도바람꽃을 절분초(節分草)라고 부르는 이유는? 입춘 즈음에 피어 절기를 구분해 

준다고 하여 그렇게 부름.

스토리

왜 바람이 난다는(바람을 피운다는) 표현을 할까? 봄과 꽃의 여신 클로리스의 시녀인 

아네모네가 서풍(西風)의 신 제피로스(클로리스의 남편)의 유혹에 빠지자 크게 분노

한 클로리스가 아네모네를 바람에 영원히 흔들리는 한 떨기 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래서 제피로스가 그 꽃을 만지려 할 때마다 바람에 흔들려 만질 수 없다고 한다.

메시지
바람처럼 사라진 꽃. 고산지대에서 일찍 피고 쉽게 져 바람처럼 사라진 그 꽃을 그 장소에

서 다시 만나러 2년을 기다리다.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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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꽃

사실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풀. 4~5월에 개화. 학명 pulsatilla koreana. pulsatilla는

‘소리내다’라는 라틴어로 종 모양의 꽃에서 유래. 열매의 하얀 숱이 할머니의 머리

카락 같다고 해서 한방에서는 백두옹(白頭翁)이라고 부름. 바위나 돌 틈에서 자라

는 동강할미꽃은 꽃이 (고개를 들어) 옆이나 위를 향함. 

진실
무덤 근처에 많은 이유는? 이름 때문에? 인 성분을 좋아해서? 뿌리에 독성이 있어 이

를 짓이겨 뿌리면 파리 따위의 벌레가 꼬이지 않음.

스토리37)

어느 산골에서 할머니가 부모를 여읜 손녀 셋을 곱게 기르다 모두 시집을 보냈다. 손

녀들이 다 떠나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해 추위와 배고픔에 

떨게 되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부자에게 시집 간’ 큰 손녀를 찾아갔으나 그 손녀

가 남편에게 할머니를 쫓아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둘째 손녀

를 찾아갔으나 반기기는커녕 헛간에 가둬둘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난한’ 막내손녀를 찾아 길을 나섰으나 힘이 다하여 그만 손녀 집

이 보이는 등성이에서 쓰러져 손녀의 이름을 부르다가 끝내 눈을 감았다. 막내손녀

는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그곳에 이르러 차갑게 누워 있는 할머니

를 발견하고 슬피 통곡했다. 

이듬해 따스한 봄날, 할머니가 쓰러졌던 자리에 허리가 굽어 할머니처럼 생긴 자그

마한 꽃이 고개를 숙이고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을 할머니의 영혼이 담겼다고 

해서 할미꽃으로 불렀다.

메시지
옛날에는 도처에 널려 있던 할미꽃을 요즘엔 보기 힘들다. 사람 사회도 할미꽃 스

토리와 마찬가지 아닌가? 할머니께 인사간 지가 언제인지…. 

37) 김의숙 외, 2010,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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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相思花) 38)

  

사실

수선화과. 학명 Lycoris squamigera. 영어명 magic lily. 중부 이남에 분포하는 여

러해살이 풀. 잎은 2~3월에 넓고 길게 올라오며 꽃대가 올라오기 전인 6~7월에 

없어진다. 7~8월에 연한 홍자색 꽃이 줄기 끝에 4~8개 달린다. 열매는 맺지 않고

알뿌리로 번식한다. 비슷한 종으로 붉은상사화(개꽃무릇), 붉노랑상사화, 진노랑상

사화, 백양꽃, 제주상사화, 석산(꽃무릇)이 있다.

석산은 사찰 근처에 많이 심었는데, 불경을 제본하거나 탱화나 고승의 영정을 만들 

때 석산의 알뿌리에서 추출한 녹말을 바르면 좀이 슬지 않고 색이 바래지 않는다.

진실1

화엽불상견(花葉不相見). 잎이 진 후 꽃이 피므로 잎과 꽃이 서로 만날 수 없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 

상사화와 비슷한 석산(石蒜)은 피처럼 붉은색의 꽃과 비늘줄기가 가진 독성 때문

에 ‘죽음의 꽃’으로 여겨져 왔고, 그래서인지 꽃말도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슬픈 

추억’이다.

진실2

불교에서는 상사화를 피안화(彼岸花)라 불러왔다. 잎이 무성하게 난 상태는 번뇌

와 망념이 불길같이 일어나는 차안(此岸, 생사의 고통이 있는 현실세계)을, 잎이 

완전히 사그라진 상태는 번뇌와 망념이 소멸된 것을 의미하고, 꽃대가 올라와 밝게 

핀 상태는 곧 피안(彼岸, 해탈하여 열반에 이른 경지)을 의미한다. 

스토리1

자식을 얻지 못한 부부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딸 하나를 낳아 정성스럽게 키

웠다. 아버지가 죽자 딸이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절에서 백일 동안 탑돌

이를 했다. 이 절에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 처녀의 고운 자태에 반해서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된다. 

백일이 지나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자 젊은 스님은 마음의 병이 생겨 죽는다. 이 스

님의 무덤가에 고운 꽃이 피어 살펴보니 잎이 지고 난 후에 꽃이 피어 서로 만나지 

못한다. 처녀를 그리워하다 만나지 못하고 죽은 스님이 꽃으로 피어났다고 하여 ‘상사

화’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스토리1

어떤 아리따운 처녀가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갔다가 젊은 스님을 흠모하게 된다. 처

녀는 이 젊은 스님이 큰 절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사랑을 고백했으나 ‘불자

의 몸으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된다. 

처녀는 충격에 빠져 요절하게 되고, 요절한 자리에 새싹이 돋았는데, 잎이 지고 난 후

에 꽃이 피어 서로 만나지 못한다. 젊은 스님을 그리워하다 만나지 못하고 죽은 처

녀가 꽃으로 피어났다고 하여 ‘상사화’란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메시지

상사화는 짝사랑,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회상하게 한다. 양희은의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생각난다.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부드러운 네 모습

은 지금은 어디에 / 가랑비야 내 얼굴을 / 더 세게 때려다오 / 슬픈 내 눈물이 감춰

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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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해설판 해설문 비교39)

어떤 해설문이 더 어필하는가?

제목 담수�습지� (freshwater marsh)                *일반적, 사실적인�스토리

사실

이 습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처라는 것이다. 밤에 수많은 개구

리와 두꺼비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도롱뇽들이 알을 낳기 위해 모여든다. 어

린 물고기들이 수초 사이에 숨어 있고, 새들이 갈대와 부들 사이에서 새끼들을 키

우고 있다. 이 습지는 철새, 사슴, 너구리, 살쾡이, 사향쥐, 밍크 등에게 중요한 서식

처이다.

진실

이 습지에서 악어는 다른 동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어는 종종 깊은 구

멍을 파서 건기에 물이 고이도록 한다. 이 악어 구멍에 많은 생명들이 의지함으로

써 우기가 오면 새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시지
이 습지는 홍수의 저장고, 폐수 저장고이며 지하수를 재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습지는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목 생명의�저수지� (reservoirs of life)             *강력한�감성적�스토리

진실
이 습지는 살아 있는 스폰지로, 오염물질을 걸러 물을 정화시킨다. 또한 다양한 동

식물들의 집(home)이기도 하다.

메시지

이 습지는 당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습지는 물을 저장하여 지하수로 천

천히 흘려보낸다. 습지식물들은 오염물질을 걸러 식수로 이용하게 한다. 또한 빗

물이 지표에서 흐르는 속도를 완화시켜 홍수를 막는다. 습지는 모든 생물체의 생

명을 위한 저수지이다. 사람을 포함하여.

반전이�있는�

스토리

악어 구멍 ; 건기에도 악어가 파놓은 구멍에 물이 남아 있다. 많은 생물들이 이 위

험한 대피소에서 건기에 살아남는다. 그들 중 일부는 이곳의 거주자 악어에게 잡

혀 먹히지만. 

38) 정명철 외, ‘지역 설화를 활용한 공간스토리텔링 연구, 남도민속연구 제25집, 236~238쪽
정연옥 외, 2012, 야생화 백과사전, 가람누리

39) Suzanne Trapp, et al., 1994, Signs, Trails, and Wayside Exhibits, UW-SP Foundation Press, INC., pp.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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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바위 해설 사례

사실(fact)은 같지만, 표현(스토리)은 각기 다르다. 참가자 입장에서 지질해설은 매우 어

렵다. 어떤 해설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강력한 해설인가)?

화강암의�세계40)

땅속 깊은 곳에는 바위가 녹아서 생긴 마그마가 있다. 이 마그마가 땅속의 압력을 받아 지각의 

갈라진 틈을 타고 땅 표면을 향해 올라오면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나 어떤 마그마는 깊은 곳에

서 굳어 화강암이 된다. 도봉산, 설악산도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는데, 원래 그 위를 덮고 있던 

다른 바위들이 깎여나간 것이다. 화강암은 아주 단단하지만 원하는 모양대로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건축이나 조각의 재료로 쓰였다.

풍화, 침식

작용

화강암 바위들은 보통 둥그스름하거나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화강암 위로 물이 흘러 바닥을 갈라지게 한다. 물이 넓게 흐르면 바위가 둥글게 

깎이고, 얼음에는 뾰족하게 깎인다. 바스러진 바위 조각은 진흙이 된다. 그래서 화

강암이 침식된 지역에서는 풀과 나무가 잘 자란다.

40) 장순근 역, 프랑소와 미셸, 2006, 초등학생이 읽는 지질학의 첫걸음, 사계절, 5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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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의�화강암� (김미경, 북한산사무소)

북한산의 화강암은 약 1억7000만 년 전 중생대 쥐라기에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올

라오다 냉각되어 굳은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화강암 위의 물질들이 침식과 풍화로 깎여

나가고,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낮아진 압력으로 암석이 팽창하면서 쩍쩍 갈라지게 되었

다. 갈라진 틈을 따라 화강암은 풍화와 침식을 받게 되어 북한산에 여러 계곡과 골짜기가 발달

하고, 여러 바위 봉우리들과 함께 기암, 괴석들이 생겨났다.

풍화작용

여기 시험관에 여러 개의 각설탕이 들어 있다. 풍화 전의 암석이라고 생각해보

자. 이 시험관을 흔들어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깎여나간다. 바로 기계적 

풍화작용이다. 이번엔 물을 떨어뜨려보자. 각설탕은 물에 녹아 작아진다. 바로 

화학적 풍화작용이다. 

화강암은�살아서�움직인다� (필자)

설악산, 북한산, 월출산과 같이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바위경관은 화강암에 의해서 만들어졌

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각의 틈을 뚫고 올라오다 지표 밑에서 굳은 것이다. 마그마가 올라

올 때 엄청난 힘이 작용하므로 화강암 위 지표는 푸석푸석해진다. 약해진 지표가 빗물에 씻기

거나 얼음의 수축․팽창현상으로 무너져내려 결국 화강암이 지상에 노출된다. 이 화강암도 빗

물과 얼음에 의한 풍화·침식작용으로 약한 부분이 깎이거나 벗겨져 오늘의 기암괴석들이 생

겨났다. 

풍화작용

기다란 식빵을 위에서 밑으로 눌러보자. 지표 밑에 있던 화강암은 이처럼 눌린 상

태였지만, 지표가 깎여나가 누르는 압력이 없어지자 이렇게 팽창하면서 푸석푸

석해지고 틈이 많이 생겼다. 이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 화강암을 깎아내거나 마모

시키고 얼음의 팽창으로 깨뜨려 각양각색의 바위를 조각하게 된다. 바위틈으로 

풀씨가 들어가 뿌리가 성장하거나 이끼가 덮여 습기를 머금는다. 이 뿌리와 습기

가 결국 바위를 깨뜨려 자갈-흙-모래로 마모시키는 현상이 풍화작용이다. 

강력한 멘트, 문장

평소의 관심과 다독(多讀)을 통해 해설에 관련시킬 수 있는 시, 글, 슬로건, 멘트 등을 적

은 두꺼운 노트를 갖고 있으면 ‘강력한 해설’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필자의 노트 기록물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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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자연보호, 자연은�사람보호� ; 가장�단순하지만, 가장�분명하고, 공감적인�슬로건

내�손�안에�작은�펼침, 미래로의�깊은�번짐, 독서(국회도서관)

인디언 추장의 편지 ; 어떻게�이�땅(향기, 조상의�숨결)을�사고팔�수�있단�말이냐?…�

지의류� ; 문제는�공기야! (It's in the air!)41)

이 바위에 그려진 작은 조각 칠은 바로 지의류(lichens), 이곳의 첫 생명체(균류+조류)이다. 

(습기와 화학물질에 의해) 이들이 바위를 서서히 흙으로 분해시키고, 그러면 좀 더 고등한 식

물(advanced plants)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들은 본래 강하지만 사람에 의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공기에 있는 화학물질을 세포에 

담아 놓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 이들의 세포를 들여다보면 오염된 공기로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있는지 알게 된다. 첫 번째 생명체로 태어나자마자 상처를 입어 이곳의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

어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얼레지� (김훈, 내�젊은�날의�숲)

꽃은 식물의 성기라는데, 눈을 뚫고 올라온 얼레지 꽃은 진분홍빛 꽃잎을 뒤로 활짝 젖히고 암

술이 늘어진 성기의 안쪽을 당돌하게도 열어 보였다.

꽃의�지혜42)

원추리의 초대를 받아들인 말벌들이 꿀을 찾아 꽃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그리고 얼마 뒤, 술

집을 나서는 취객처럼, 벌들은 취해서 비틀거리며 기어 나온다. 벌은 날아오르기 직전 원추리

의 가냘픈 수술 다발을 떠밀고 나오면서 꽃가루를 흠뻑 뒤집어쓴다. 많은 꽃들이 암술과 수술

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를 섞기 위해, 자가수분(自家受粉)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자가수분을 피하는 방법으로 밑씨와 꽃가루가 결합할 수 없게 하는 화학적 방법, 수술과 암술

이 접촉하지 못하게 위치시키는 방법, 수술이 꽃가루를 만들고 암술이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시

기에 편차를 두는 방법 등이 있다.

41) Alan Leftridge, 2006, Interpretive writing,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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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나무� (필자)

뒤틀리고, 상처 나고, 벗겨지고, 뚫리고… 

그러나 여전히 아기 손가락, 아기 발바닥과 같은 새싹을 낸다. 

예전보다 더 많은 갓난아이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할아버지 나무.

그 그늘 아래 아이들이 뛰고 있다. 어른들이 쉬고 있다. 

나무� (Baume. Walter Helmut Fritz, 독일)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든다고 나무를 베어냈다.

우리가 그 곁에 있을 때면 친구처럼 인사하곤 했는데.

어느새 범죄가 되어 버린 것은, 그 나무에 대해 침묵하는 것. 

거기 함께한 바람과 새들에 대해, 나무가 떠올려주는 평화에 대해, 침묵하는 것.

흑산도�철새� (필자)

새는 대단한 동물이다. 그 가냘픈 몸으로 동남아시아로부터 쉼 없이 날아와 이곳 흑산도에 잠시 

기착해 기운을 차린 후 다시 한반도 너머 북쪽 대륙으로 발진하는 초소형 항공기이다. 

그들의 앙상한 다리에 가락지를 부착할 때, 그들의 뜨거운 체온과 심장의 고동에서 항공기 이

상의 엔진동력을 느끼게 된다. 너희 인간들에게도 이런 에너지가 있느냐고 묻는 듯 짹짹 하는 

발성이 대견하다.

지리산�반달가슴곰� (김기홍, 탐방객)

난 이 땅에 사람들이 살던 옛적부터 / 하얀 반달 가슴에 안고 대를 이어

백두대간 지리산에 터를 잡았다.

누가 날 보고 미련하다 했느냐? 

단군신화 웅녀 이야기 잊으라고, / 일제강점기 민족성 말살정책인 것을.

지혜롭게 상사리 지어 여유로움도 느끼고, / 따뜻한 곰탱이 만들어 포근함도 맛보며,

한겨울 예쁜 능소니(새끼 곰) 낳아 기르는 / 유순한 반달가슴곰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정말로 미련한 건 말야 / 자연의 소중함도 모르고 사는 / 욕심쟁이 너!

바로 사람들이다.

누가 날 보고 “괴롭힌다” 했느냐?

먹고 싶은 산열매, 산천어… / 모두 빼앗아간 사람들아,

웅담 그리도 탐나면 떼어놓고 다닐란다. / 쓸개 빠진 사람들도 있잖느냐?

제발 부탁한다. /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다오. / 예전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오.

우리 자연과 함께 / 더불어 살아가자.

42) 이경식 역, 마이클 폴란, 2008, 욕망하는 식물, 황소자리, 13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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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43)

바람으로 돌을 깎고 빛으로 생명을 깨워 산 하나를 일으켜 세웠다. 

벌거벗은 능선 위엔 흰 눈을 뿌리고, 날카로운 봉우리엔 겨울꽃을 내려앉힌 

천지신명의 조화로운 작품 설악산.

웅장함으로 남성의 자태를, 아기자기함으로 여성의 향기를 내비치는 산

1억 년의 바람이 조각하고 세월이 다듬은 산이 있다.

천의 자태로 눈을 압도하고, 천의 얼굴로 마음을 흔드는 산

골짜기에 숨어든 절세의 미인

있는 듯 없는 듯 고운 모습 내비쳐 가는 이, 오는 이 감탄만 자아내는 산

그 품에 한 번 안기노라면 누구든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산

동해바다를 뚫고 우뚝 솟은 기암괴석, …화강암으로 조각한 걸작, 설악산이다.

수질�보호의�중요성44)

‘재사용 물(used water)’로 목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구상의 생물들은 같은 물을 재사용하고 있

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은 ‘물 순환 사이클(global water cycle)’에 의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욕물에는 아마 워싱턴 대통령이 먹던 차나 나폴레옹의 헤어토닉, 또는 공룡이 먹던 

음료수 성분이 들어 있을 겁니다. 

43)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방송 홈페이지 http://tv.knps.or.kr (국립공원기행, 설악산)

44) Alan Leftridge, 같은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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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훌륭한 해설가,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6

1. 해설가로서 적성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본다.

• 나는 진정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인가? 자연으로의 ‘불편한 여행, 거친 환경’

에 적응할 수 있는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 배설물 등을 좋아할 수 있는가?

• 나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상과 사회

에 대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내 표정과 마음에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 위와 같은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나는 과연 해설가로서 관련 지식과 감성, 

그리고 스토리 쓰기, 말하기 등 해설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2. 해설가로서 일상생활을 한다. 

• 자기의 일상생활을 모두 해설에 연관시킨다. 해설 소재와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낸다.

• 만일 해설 날짜 바로 전에 해설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지식(정보)의 전달에 불과할 것이

다. 사람들은 전문가보다는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해설가를 기대한다. 

• 직접체험은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간접경험(독서, 여행, 해설 참관)에 나선다.

• 메모, 필드노트, 스크랩, 스케치북, 스마트폰 노트·카메라 등을 일상적으로 활용한다.

3. 해설 대상물을 자꾸 접해본다. 몰입한다. 

• 변화과정을 직접관찰 하거나(밤낮, 사계절, 악천후) 직접체험 한다(재배, 사육, 농사).

• 한 장소, 또는 한 루트에서 다양한 해설 소재와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한 다음 책자, 

도감, 인터넷 등의 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사실 등을 정리하여 이들을 선별

하거나 엮어내는 다음 단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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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대상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자꾸 생각해본다 

• 이성 +감성 +상상력 / 부분 +전체. 어떤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가?

• 해설 대상물보다는 해설 장소의 특성, 즉 장소성이 중요하다.

5. 자꾸 써본다, 고치고, 고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든다

• 강력한 스토리텔링 = 사실(정보) +진실(느낌, 의미, 해석) +스토리(줄거리, 감정이입, 

자극요소) + 메시지(짧고 분명하게)

• 해설 시나리오는 알아듣기 쉬운 표준어로 여러 단문(短文)45)의 조합이어야 하되, 구성

(플롯)은 자연스러운 흐름과 극적인 요소의 가미가 요구된다. 

• 초안에서 해설 주제 및 메시지와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여야 하고(그러나, 어렵

게 만든 초안이므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다. 초안을 완전히 버릴 정

도로 재작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남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소화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스토

리를 완성하고 이를 어린이, 청소년, 어른용으로 각각 각색해본다. 

• 말로써 설명이 부족한 주제나 해설 소재는 그림, 그래픽, 사진, 신문기사 등의 보조도구

를 준비한다.

• 만일 자기가 판단했을 때 만족할 만한 스토리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①, ②, ③의 단계

로 되돌아가야 한다. 명문(名文)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명문은 인용하면 된다.

6. 자꾸 연습하고 평가를 받는다

• 보편성과 다양성을 보완. 표정, 음성, 제스처. 호소력과 자신감을 기름.

•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5분용, 10분용 등 주어진 시간을 가정하고 연습한다.

• 시작하는 말(유연하게)과 맺는 말(분명하게)에 특히 유의한다. 

• 질문에 대비한다. 해설은 해설가에게는 일종의 오디션, 면접시험이다. 

45) ‘해설 작문’의 원칙을 다 버리더라도, 마지막까지 고수해야 할 것은 바로 문장을 쉽고 짧게 쓰라는 것이다(keep it shor
t!). 이는 해설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만을 제시하라는 의미이다. 그래야 사람
들의 기억에 남는다. (Alan Leftridge, 같은 책,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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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꾸 실제 해설에 나선다.

• 열 번 연습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제상황은 더 많은 효과를 가져다준다. 실수와 실패는 당시

의 참가자에겐 실망스럽겠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다음의 참가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

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해설 경험이 적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

이 좋다. 해설 초기에는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버릇(과장 또는 거짓)’을 갖지 않는 것

이 더 중요하다.

•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다양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기대 수준을 모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험 있는 해설가는 참가자들의 기대 수준 자체를 변화시킨다. 즉, 연륜이 

깊은 산골의 노인해설가에게 참가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 해설은 해설 소재(자연, 문화)를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해설 소재는 미리 학습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리 학습할 수 없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을 접해보는 

것만이 유일한 학습법이다.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다양성에도 일정한 패턴

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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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놀이 실습

장상욱(셰어링네이처 코리아)

들어가는 글

1

“자연은 우리들의 어머니이며 선생님입니다. 자연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자라

는 아이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이나 아이들이 가슴에 직접 와 닿는 체험을 통

해 자연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은 마음속을 빛나게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 2002)

자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이들은 자연체험교육을 통해서 자연을 체감

(體感)하면서 ‘자연’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연과 대

화하는 법을 알게 되며,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누구나 자연 속에 있어 보

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의 저자인 조셉 

코넬은 약간의 빵만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광활한 숲에서 거대한 나무와 야생동

물들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

거나 착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리어 거대한 우주계의 하나인 지구라 불리는 혹

성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 즉 자연의 일부이며 동시에 자연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 말하고 있다.  

자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요즘 아이들은 공원에서 발견한 작은 곤충 

한 마리에도 흥분한다. 특히 도시 아이들에겐 이보다 더 신기한 일은 없다.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는 동네에 흐르는 개천에 바지를 걷고 들어가 송사리를 잡고 놀았다. 집 근처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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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지천으로 자라고 있는 진달래, 봉숭아, 토끼풀을 뜯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놀았다. 자연

은 우리 마음속에 친근한 친구처럼 남아 있는 기억이며, 삶의 소중한 순간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조 과일과 그릇을 자연의 대용품으로 삼아 콘크리트

로 만든 상자 안에 갇혀 소꿉놀이를 한다. 이들은 획일적인 인공 환경을 통해 가려진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셈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 안에서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의해 고생들을 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아름다운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자연’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이나 일반인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다니며 자연 체험을 하면서 얻게 

된 결론은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한 인간이 ‘자연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

되었다.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가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참가자 스스로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돕는 ‘안내인’ 역할을 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참가자들과 함께 자연을 육감(六感)으로 

느끼고, 마음에 담는 것이 자연체감교육의 목적이며 의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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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체험교육의 중요성

2

1. 왜 자연체험교육이어야 하는가?

자연교육은 그 특성상 인간과 자연이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교육

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실 안에서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텔레비전 

및 비디오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이론적 지식을 얻

게 할지는 몰라도 몸으로 느끼는 직접적인 감동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책을 읽으며 이론적으

로 얻은 자연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오

감체험 활동은 언젠가 행동과 실천을 가져올 만큼 큰 감동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듯 참가자

들이 무리 없이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의 영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일이 중요하

다. 자연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생명체를 관찰하는 실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 더욱이 자연체감교육은 풍부한 감수성과 창

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참가자들에게 자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을 보전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자연체감교육의 목적이며 의의인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 몸과 마음으로 많이 배우고 익힌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

될 것이고, 따라서 친환경적인 신념들이 형성되어 자연보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다. 교육성과가 반드시 행동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

체감교육을 다녀보면 교육을 받은 전과 후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2. 자연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연교육자인 조셉 코넬은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은 외형적인 분류일 뿐 참모습이 아닙니

다”라고 그의 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 2’(우리교육)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

은 참나무는 ‘참나무’라는 이름이 담는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가르쳐줄 때 이름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보다는 생물의 특징을 스스로 관

찰하며 동식물에 친숙해지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더 의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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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체험교육은 과학교육과 구별된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자연환경

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 몸과 마음으로 느끼

고 머리로 이해하며 ‘자연’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가. 자연체험교육의 이론적 배경

<도표 1>

자연에�대한�교육

지식

자연을�통한�교

육
기능 자연체험교육 윤리

자연을�위한�

교육

체험

자연�속에서의�교육

나. 자연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활동 유형

1) 오감을 통한 감수성 증진활동 → 자연과 친숙, 소중함을 일깨움 → 일상생활 속에서의 

환경보전 실천활동

2) 자연을 소재로 하는 창작 및 예술활동

3) 생물 조사 및 자연 실태조사 등 자연을 배우는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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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건

1) 참가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단지 보조 안내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해줄 수 있는 가치

가 뚜렷해야 한다. 

3) 일회성이 돼선 안 되며 지속적이고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4)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체험과 감동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5) 언제까지나 참가자의 마음속에 남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에 

대한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 프로그램이란?

‘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 자연나눔)’는 국내에서는 일명 ‘자연놀이(nature game)’로

많이 불리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이며 이렇게 불러

야 할 이유가 있다. 이 프로그램 속에는 자연놀이(nature game)와 자연활동(nature activit

y)이라는 개념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자연놀이로만 불린다면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성격, 즉 자연과 만나는 체험을 서로 나누고 자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목적성

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셰어링네이처 프로그램은  1979년 미국의 자연교육자인 조셉 코넬(Joseph B. Cornell)에

의해 고안된 자연체험 환경생태 프로그램(원제 : sharing nature with children)으로 국내

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오감을 사용해 자연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나눔을 실천

하게 하는 자연인식(자연체감) 프로그램이다.

자연나눔(sharing nature)활동은 현재 140종류 이상이 있으며, 사계절 구분 없이 숲 속

이나 공원, 강, 해변 등에서도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자연과의 만남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는 자연체험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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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셰어링네이처의 목적

키워드 ‘자연에 대한 인식(awareness)’

자연나눔(sharing nature)의 목적인 ‘자연에 대한 인식’이란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몸

과 마음으로 직접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자연에 대한 인식’은 자연환경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환경교육은 여러 가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인류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며, 

아이들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조셉 코넬은 환경교육을 다음 3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1단계 인식(awareness)

제2단계 이해(understanding)

제3단계 행동(action)

인식이란 머리로 하는 이해나 과학적인 판단을 넘어 자연체험을 통해 몸으로 깨닫는 것을 

말한다. 자연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친근감을 일깨워준다. 이 경외감을 통하여 자연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 자연 

속에서 행동하면 좋은가를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 왔다. 그렇지만 자연

에 대한 경외감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

러분이 이 활동을 지도하는 경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것을 지나쳐버리면서까지 놀이를 

계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는 ‘놀이’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참가

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지도자의 5가지 마음가짐   

키워드 ‘나눔(sharing)’

자연 체감을 통해 느끼고 배운 자연에 대한 깨달음을 참가자 스스로 외부로 표현하여 자신

의 태도와 가치관을 서로 나눔으로써 참가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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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5가지 마음가짐 

①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나누자!

② 마음을 열자!

③ 기회를 놓치지 말자!

④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 설명하자!

⑤ 즐거움이야말로 배움의 원동력이다.

지도자의 5가지 마음가짐 가운데 자연나눔(sharing nature) 안내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나누자!’라는 원칙이다.

다. 프로그램의 사고(思考)

키워드 ‘플로러닝(flow learning)’

플로러닝이란 조셉 코넬에 의해 고안된 교육방법론의 하나로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깨닫

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의 마음 상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4단계를 의식하고 프

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을 기본으로 각 활동에는 플로러닝을 나타내

는 단계별 동물마크가 붙어 있다. 

동물 마크 단계 내용

수달
제1단계

열의를 일깨운다

놀이 요소가 넘치는 활발한 활동. 재미있고 활동적

이며 생생한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활동.

까마귀

제2단계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감수성을 키우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활동. 오

감을 움직여서 관찰력을 키우는 활동.

곰

제3단계

자연을 직접 

체험한다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 조용히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과 일체감을 맛보는 활동.

돌고래

제4단계

감동을 서로 

나눈다

이상과 공감을 서로 나누는 활동. 자연으로부터 받

은 감동을 서로 나누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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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 단계 속에서 주제(테마)와 어린이의 마음 상태에 맞추어 활동을 만든다. 예를 들

면 ‘나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수달 마크가 있는 ‘나뭇잎 알아맞히기’로 어린이

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면서, 나뭇잎의 형태나 크기에 관하여 배우고, 다음에 까마귀 마

크의 ‘같은 것을 찾아라!’로 기분을 가라앉게 한 후, 나뭇잎이나 열매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찾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곰 마크의 ‘나무의 맥박 듣기’로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서 나무의 생명에 관해 생각하게 하고, 마지막에 돌고래 마크의 ‘사이랜드 워크’로 숲 속을 

산책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의 발견과 감동을 서로 나눈다. 이와 같은 플로러닝의 ‘흐름’에 의

해 아이들은 항상 신선한 기분과 열의를 가지고 자연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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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프로그램 매뉴얼

셰어링
네이처

Sharing Nature

자연으로부터 배워 나누는
체감 중심의 산림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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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애벌레 산책(Caterpillar Walk)

2 나무 맥박 듣기(Heartbeat of a Tree)

3 박쥐와 나방(Bat & Moth)

4 숲 설계도(Recipe for a Forest) 

5 나는 누구일까요?(What animal am I?) 

6 자연주의자의 이야기(Naturalist's Story ) 

7 먹이사슬(Webbing)

8 내 나무예요!(Meet a Tree)

9 자연빙고(Nature Bingo)

10 필드빙고(Field Bingo)

11 생물 피라미드(Pyramid of Life) 

12 동물 변호사(An animal lawyer) 



4. 자연놀이 실습  145

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1. 애벌레 산책(Caterpillar Walk)

개요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자연의 다양성과 구성인자를 몸으로 직접 느끼

면서 이해할 수 있다.

가. 목표

1) 산림 생태계 이해(생물다양성, 구성인자 및 변화 이해)

2)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자연 관찰

3) 오감 증진과 정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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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의 다양성, 구성인자, 오감 증진

참가자 5세 이상

장소 학교운동장, 공원, 숲 등

참가�인원 2인 이상

시간 20~60분

계절 언제나 

준비물 손수건, 눈 가리게 인원수 분(2사람당 1장)

나. 활동 순서

1) 2, 3명이 눈을 가린다.

2) 안내역을 맡은 사람은 눈을 가리지 않는다.

3) 안내역을 맡은 사람은 눈을 가린 사람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안내한

다. 안내역을 맡은 사람은 나무줄기, 잎, 들꽃, 따뜻한 곳, 찬 곳 등 변화 있는 자연물을 

만져보게 한다.

4)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냄새나 소리 등도 의식할 수 있도록 코나 귀를 가볍게 만져서 

서로 신호를 정해 놓으면 말 없이도 안내자의 의지를 전달하기 쉽다.

5) 5~15분 정도 지나면 교대한다.

6) 두 사람 모두 산책이 끝나면 체험한 것에 대해 서로 느꼈던 것과 발견한 것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눈다.

다. 실전활동 포인트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눈을 가린 사람이 눈 이외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

한다. 안내자는 옻나무, 뱀, 벌 등 위험이 있는 동식물에 주의한다.

라. 안전대책 

1) 맨발로 활동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지역이 유행성 출혈열 발생지역인지와 유리병 조각

이나 못 등 위험물이 없는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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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이 끝난 후에는 깨끗한 물로 발을 씻는다.

3) 발이 간지럽고 몸에 열이 나면 유행성 출혈열 감염이 의심되므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마. 평가 목표

• 생물의 다양성을 몸으로 체험했는지 확인한다.

• 오감 증진을 확인한다.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50p ‘활동명 : 애벌레 산책’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 2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Ⅰ

교육 보조자료

1980년 숲은 누가 만들었나, ‘3일간 세상을 볼 수 있다면’윌리엄 제스퍼슨, 다산기획

알아보며 즐기는 잎사귀 박물관, 타다타 에코, 2005, 진선출판사

나무도감, 식물도감, 곤충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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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2. 나무 맥박 듣기(Heartbeat of a Tree)

개요

나무는 우리와 똑같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나무가 살아가는 데 필요

한 에너지의 순환과 생리를 이해하게 한다.

가. 목표

1) 산림과 인간의 관계(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이해)

2) 산림 생태계(에너지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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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무의 생리 이해를 통해 살아 있음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인식하게 한다.

4) 감정이입

키워드 상호관계, 생태에너지의 순환, 자연과의 일체감

참가자 4세 이상

장소 다양한 나무 종류가 있는 곳

참가�인원 몇 명이고 가능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청진기(기본 2사람당 1개)

나. 활동 순서

1) 듣고 싶은 나무를 선정한다(직경 15cm 이상의 나무).

2) 나무줄기에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들어본다.

3) 이번에는 다른 나무의 소리를 들어본다. 활엽수, 침엽수, 나뭇잎이 있는 나무와 없는 나

무 등 다양한 나무의 소리를 들어본다.

4) 어떤 나무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서로 나눈다.

5) 왜 나무에서 소리가 들리는지를 생각해본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보

도록 한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나무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뭇잎이나 나무줄기가 흔들리는 소리이거나 또는 수분을 빨아올

리는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복합된 것이다. 지도할 때 주의할 것은 이 소리가 수액이 올라

가는 소리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 안전대책 

1) 주위에 벌집이 있는지 사전 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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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옻나무, 붉나무 등 만지면 위험한 식물이나 나무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마. 평가 목표

•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과 상호관계를 체험했는지 확인한다.

•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확인한다.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질문을 통해 참가자의  느낌과 생각을 스스

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28~29p ‘활동명 : 나무의 맥박 듣기’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Ⅰ

교육 보조자료

나무도감, 식물도감, 곤충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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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3. 박쥐와 나방(Bat & Moth) 

개요

박쥐와 나방의 상관관계를 참가자 스스로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생태계의 순환 및 인간이 산림

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 이해하게 한다.

가. 목표

1) 산림생태계(에너지의 순환, 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관계)

2) 산림과 인간의 관계(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미치는 영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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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적과 먹이관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이해하게 한다.

4) 청각을 이용한 자연관찰

키워드 천적, 먹이, 상호관계, 생태에너지의 순환

참가자 6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실내 등 공간이 있는 곳

참가�인원 5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눈가리개, 로프

나. 활동 순서

1) 참가자 전원이 손을 잡아 원을 만든다.

2) 지도자가 먼저 박쥐가 되어 참가자 가운데 나방을 정한다.

3) 활동규칙을 설명한다.

   ① 박쥐가 “박쥐!”라고 소리치면 나방은 “나방”이라 큰 소리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② 원을 만들고 있는 참가자는 나방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벽이 된다.

   ③ 박쥐가 터치하거나 벽 밖으로 도망친 나방은 벽이 된다.

4) 먼저 지도자가 박쥐가 되어 나방을 잡는다.

5) 다음부터는 참가자가 박쥐와 나방이 되어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박쥐가 지쳐서 잡지 못할 경우 박쥐를 교대하거나 원을 작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라. 안전대책

땅 위에 커다란 돌이나 유리조각 등 위험물이 없는지 사전에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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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목표

• 생태계의 에너지 순환과 상호관계를 체험했는지 확인한다.

• 천적과 먹이 용어 이해

•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확인한다.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108~109p, ‘활동명 : 박쥐와 나방’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Ⅰ

교육 보조자료

곤충도감, 동물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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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4. 숲 설계도(Recipe for a Forest) 

개요

자신만의 숲을 만들게 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산림 문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가. 목표

1) 산림 문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인간의 문명 활동과 산림관계 이해)

2) 산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도출 및 해결방안 개발)

3)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과 자연계 균형 이해하기



4. 자연놀이 실습  155

키워드 자연계 균형

참가자 7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실내

참가�인원 2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필기구, 색연필 또는 크레용, A4 또는 B4 도화지, 받침 또는 화판

나. 활동 순서

1) 도화지를 나누어주고, 자신만의 숲을 상상하게 한다.

2) 자신만의 숲에 있었으면 하는 자연을 써서 정리한다.

3) 정리한 것을 기본으로 숲을 설계한다.

4) 자신이 설계한 숲을 발표한다.

5) 모둠별로 설계한 숲 생태계의 균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

눈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자신의 숲을 발표하기를 꺼리는 참가자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 모둠원은 생태계 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제안을 제시하는 운영이 되게 한다.

라. 안전대책 : 없음

마. 평가 목표

• 자연의 아름다움 느끼기

• 생태계 균형 이해 확인

• 문제점 인식과 해결책 모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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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67p ‘활동명 : 숲 설계도’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Ⅰ

교육 보조자료

나무도감, 식물도감, 곤충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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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5. 나는 누구일까요?(What animal am I?) 

개요

동물들은 사는 곳, 먹이, 몸의 특징 등이 다양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동물의 특징을 통해 

자연환경의 다양성과 구성인자를 이해할 수 있다.

가. 목표 

1) 산림 생태계 이해(생물다양성, 구성인자 및 변화 이해)

2) 동식물의 분류 및 생태 알기

3) 오감 증진과 정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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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의 다양성, 구성인자, 자연환경의 다양성

참가자 6세 이상

장소 학교 운동장, 공원, 숲, 실내 등

참가�인원 2인 이상(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것이 좋다.)

시간 20~60분

계절 언제나 

준비물 그림카드, 집게(인원수만큼)

나. 활동 순서

1) 진행자는 참가자 모두를 원이 되게 모이게 한다.

2) 참가자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요령을 가르쳐준다.

3) 진행방법을 설명한다.

   ① 두 사람이 한 모둠이 되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동물을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한다.

      예) 나는 발이 2개입니까? 

   ②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모릅니다’라는 세 가지 대답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③ 서로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은 후 다시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질문을 한다.

   ④ 답을 알아맞힌 사람은 지도자에게 답을 확인받은 후 카드를 가슴 앞에 달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참가한다.

4) 진행자는 참가자 모두의 등에 동물그림 카드를 집게로 달아준다. 

5) 시작이라는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한 모둠이 되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

6) 한 가지 질문이 끝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 정답을 맞출 때까지 질문을 계속한다.

7) 활동이 끝나면 등장 동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통해 생물과 환경조건의 다양성을 이

야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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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전 활동 포인트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눈을 가린 사람이 눈 이외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다. 안내자는 옻나무, 뱀, 벌 등 위험이 있는 동식물에 주의 한다.

라. 안전대책 

옻나무, 뱀, 벌 등 위험이 있는 동식물에 주의한다.

마. 평가 목표

생물과 환경조건의 다양성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80p ‘활동명 : 나는 누구일까요?’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 2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Ⅰ

교육 보조자료

1980년 숲은 누가 만들었나?, 윌리엄 제스퍼슨, 다산기획

동물도감, 식물도감, 곤충도감, 어류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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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6. 자연주의자의 이야기(Naturalist's Story ) 

개요

자연주의자의 자연보호 활동과 그들의 이상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개인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해 알아본다. 

가. 목표

1)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문제 해결의 위한 노력, 개인의 의무와 책임 이해)

2) 산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도출 및 해결방안 개발)

3)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과 자연계 균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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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연주의자

참가자 7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실내

참가�인원 2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필기구, 색연필 또는 크레용, A4 또는 B4 도화지, 받침 또는 화판

나. 활동 순서

1) 지도자가 자연주의자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요약자료를 나누어준다. 

2) 참가자와 지도자가 자연주의자 관련 그림책이나 요약자료를 함께 읽는다.

3) 모둠별로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본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언어, 표정, 몸동작 등을 활용해 자연주의자에 대해 이야기로 풀어간다. 이 때 소도구(예, 

모자, 의상 등)를 활용하면 좋다.

라. 안전대책 

야외에서 진행할 경우 일사병과 적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주의한다.

마. 평가 목표

• ‘자연주의자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스스로 실행 가능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을 정리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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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2권, 106p ‘활동명 : 자연주의자 이야기’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2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Ⅱ

교육 보조자료

나무를 심는 사람

인디언 추장의 편지

존 뮤어

장성 편백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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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7. 먹이사슬(Webbing) 

개요

자연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실로 연결하면서 생식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의존관계

를 통해 에너지 순환을 체험하고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험한다.

가. 목표

1) 산림생태계(산림생태계 내의 에너지 순환 이해)

2) 산림과 인간관계(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3) 자연계의 상호 의존관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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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먹이사슬, 에너지 순환

참가자 5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실내

참가�인원 3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실 뭉치, 필기구, B7용지(인원수만큼)

나. 활동 순서

1) 참가자에게 원을 만들게 한다. 

2) 주위에 있는 식물 이름 한 가지를 말하게 한 후 실을 잡게 한다. 

3) 자연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이름을 써서 가슴에 붙이고 실 끝을 잡게 한다. 

4) 전원이 실로 연결되면 ‘농약 살포’ 또는 ‘산불’에 의한 피해를 통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확인한다. 

5) 어느 동식물이 멸종되었을 때 자연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상상하게 한다. 또는 실제

로 실을 손에서 놓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계의 관계를 체험하게 한다.

6) 체험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자연계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면서 마지막 사람부터 처음 시

작한 사람의 실을 풀어간다.

7) 자연계의 에너지 순환에 관한 생각과 지식을 나눈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 모둠별로 산림 생태의 균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나눈다.

• 참가 인원이 소인원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다.

•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경우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감각으로!

• ‘자연계의 상호 의존관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의 숲 발표를 꺼리는 참가자는 강요하지 않는다. 

• 모둠원은 생태계 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제안을 제시하는 운영

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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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대책 : 없음

마. 평가 목표

• 자연계의 에너지 순환 이해 확인

• 생태계 상호 의존관계 이해 확인

•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법 모색 확인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64p ‘활동명 : 먹이사슬’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Ⅰ

교육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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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8. 내 나무예요!(Meet a Tree)

개요

나무를 단지 숲의 일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개성을 가진 생명체로 보고, 참가자와 나무 

사이의 우정관계를 통해 나무의 다양한 가치와 상호관계를 이해한다.

가. 목표

1) 산림과 인간의 관계(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인간의 상호관계 이해)

2)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정이입을 통해 촉각과 후각으로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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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태순환

참가자 5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참가�인원 2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눈가리개, 필기구, 색연필 또는 크레용, A4 또는 B4 도화지,

받침 또는 화판

나. 활동 순서

1) 두 사람이 한 모둠이 되어 각자 상대에게 소개할 나무를 정한다.

2) 나무가 선정되면 소개받을 사람의 눈을 가리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3) 안내하면서 주위에 있는 자연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4) 오감을 통해 이해하게 한다. 

5) 나무 소개가 끝나면 출발한 장소로 다시 돌아와 눈가리개를 풀고 찾아가게 한다. 

6) 만나게 된 나무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

7) 이번에는 소개받은 사람이 반대로 나무 소개를 한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 나무를 선정할 때 교육장소에서 꼭 소개하여 만나고 싶은 나무를 선정한다.

• 단지 눈 가리고 나무 찾기 놀이로 끝나지 않게 주의한다.

• 나무 안내를 위해 여러 곳으로 길을 안내하거나, 빙글빙글 돌려 방향을 모르게 하는 것

은 금지한다. 

라. 안전 대책 

눈을 가리고 안내하므로 천천히 안내한다. 옻나무 등 위험한 식물을 만지거나 소개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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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목표

• 산림과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산림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에 대해 확인한다.

• 자연의 아름다움 느끼기.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 소개받은 자신의 나무를 그려보게 한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32p ‘활동명 : 내 나무예요!’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Ⅱ

교육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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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9. 자연빙고(Nature Bingo)

개요

산림학, 지리, 생물의 생태 등에 관한 상상을 통해 자연의 구조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재미

있게 배울 수 있다.

가. 목표 

1) 산림생태계(구성인자 및 생물다양성 이해)

2) 박물학, 지리학, 생태학 지식 쌓기

3) 자연보호 환경윤리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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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의 생태

참가자 8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 실내

참가�인원 3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빙고카드(3×3, 4×4, 5×5), 항목카드(1항목 8개 정도), 필기구,

말(인원수×간 수), 주머니

나. 활동순서

1) 자연빙고 카드를 나누어준다.

2) 빙고카드 주제란에 주제를 기입한다.

3) 주제를 통해 연상되는 항목을 기입한다.

4) 지도자가 주머니에서 항목카드를 꺼내 읽으면서 해설을 추가한다.

5) 발표한 항목이 있으면 그 위에 말을 올려놓는다. 

6) 도중에 빙고가 완성된 사람이 있어도 준비한 항목을 마지막까지 꺼내 읽는다.

7) 전 항목카드 읽기가 끝나면 어떤 항목이 인상적이었는지, 빙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은 어떤 것이었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항목 전부를 참가자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항목이 어느 정도 적혀 있는 빙고카드를 나누어 주고 3, 4항목 정도만 생각해서 적

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 항목이 적혀 있는 일람표를 준비한 후 그 가운

데서 선별해 적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 안전대책 

장시간 앉아서 하는 활동이므로 야외에서 진행할 때는 나무 그늘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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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 목표

• 산림생태계(구성인자 및 생물 다양성 이해) 확인

• 박물학, 지리학, 생태학 지식 쌓기,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2권,  58p ‘활동명 : 자연빙고!’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Ⅱ

교육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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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10. 필드빙고(Field Bingo)

개요

자연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다양하고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다.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오감을 통해 찾아보자. 

가. 목표 

1) 산림생태계 구성인자 및 변화 이해

2)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이해

3) 관찰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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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물다양성, 산림생태계

참가자 5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참가�인원 3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빙고카드(3×3, 4×4, 5×5), 필기구

나. 활동 순서

1) 2, 3명 정도의 모둠으로 나눈다.

2) 필드 빙고카드를 나누어준다.

3) 카드에 있는 항목을 오감을 통해 찾는다. 

4) 참가자 전원이 그 항목에 대해 납득하면 빙고 표시를 한다.

5) 카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활동범위와 시간을 전달한다.

6) 집합 신호 후 모두 집합하면 발견한 것을 확인한다.

7) 전 항목 확인이 끝나면 어떤 항목이 인상적이었는지, 찾지 못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었

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1) 사전에 활동 주제 또는 장소에 맞는 빙고카드를 만들어 참가자 인원수 만큼 준비해 둔

다.

2) 활동 마무리 시간에 “전부 빙고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몇 개정도 빙고 했는

지?” 질문하는 것은 좋다. 경쟁을 유발하여 승부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다. 이것보다도 활동 도중에 발견한 진귀하거나 소중히 생각한 자연의 보물에 대해 질

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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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대책 

활동할 때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범위와 시간과 방법을 꼭 확인한다.

마. 평가 목표

• 산림생태계(구성인자 및 생물 다양성 이해) 확인

• 생태학 지식 쌓기

• 관찰력 증진 확인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126p ‘활동명 : 필드빙고!’

Hurihat Shinichi, 발안자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2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Ⅱ

교육 보조자료

필드빙고(Field Bingo)

버섯 빨강색�꽃 곤충

가시가�있는�나무 구름 새�집

손바닥�모양의�

나뭇잎
보라색�야생화

♣�

잎�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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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11. 생물 피라미드(Pyramid of Life) 

개요

산림 생태계의 구성인자를 이해하고 자연계의 균형과 먹이사슬 관계를 통해 에너지의 순환

을 배워보자.

가. 목표 

1) 산림생태계(산림생태계 내의 구성인자 이해)

2) 산림과 인간관계(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이해)

3) 산림 생태계 내의 에너지 순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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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먹이사슬, 에너지 순환, 생물학적 농축

참가자 7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실내

참가�인원 6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필기구, 동식물 이름을 적은 카드(인원수만큼), 손수건

나. 활동 순서

1) 참가자를 집합하게 한 후 종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적어내게 한다.

2) 참가자에게 생물들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질문한다.

3)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식물이라는 대답이 나오면 생물 피라미드를 참

가자와 만들어본다.

4) 참가자가 써낸 것 가운데 식물 이름을 써낸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 먼저 엎드리게 한다. 

5) 다음 동식물 이름을 쓴 사람 가운데 초식동물을 쓴 사람과 육식동물을 쓴 사람을 구분

한다.

6) 식물의 위에 초식동물이 올라가고 육식동물을 써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게 해서 피

라미드를 만든다.

7) 자연계의 에너지 순환에 관한 생각과 지식을 나눈다.

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1)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적어낸 항목을 보면 식물 이름이 적은 경우가 

많다. 위쪽이 많고 아래쪽이 적다면 안전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없다. 이때 아이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큰 아이가 식물을 맡도록 하고 다시 피라미드를 만들어본다. 이렇게 만

들어보면 먹이사슬에서는 위로 올라 갈수록 수가 적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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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때 무리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종이컵을 사용해 생물 피

라미드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비가 오는 날에는 강의실 내에서 종이컵을 사용해 생물 피라미드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라. 안전대책 : 없음

마. 평가 목표

• 자연계의 에너지 순환 이해 확인

• 생태계 상호의존 관계 이해 확인

• 먹이사슬과 균형 이해 확인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59p ‘활동명 : 생물피라미드’

조셉 B. 코넬 저, 장상욱 옮김, 우리교육 

참고자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Sharing Nature with Children Ⅰ

교육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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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12. 동물 변호사(An animal lawyer) 

개요

현재 동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본다. 

가. 목표 

1) 산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한 평가 및 선택 이해)

2) 문제 발생에 따른 결과 예측방법 이해

3)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도출 및 해결책 이해

키워드 멸종

참가자 10세 이상

장소 공원, 학교, 숲, 실내

참가�인원 6명 이상

시간 20~60분 이상

계절 언제나 

준비물
필기구, ‘동물 상담실’ 간판, 상담역 이름표(인원수만큼),

변장용 소도구

나. 활동 순서

1) 공원이나 숲 속에 ‘동물 상담실’이란 간판을 설치한다. 

2) 동물이 동물 상담실로 상담하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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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은 자신의 고민거리와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4) 이것을 들은 상담원은 2, 3명 모둠이 되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논

한다.

5)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산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방법

을 생각하게 한다.

동물 상담실 운영의 예

지도자가 동물과 변호사역이 되어 시범을 보여준다. 변호사는 동물로부터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과 문제점’,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를 물어본다.

(상담하러 온 동물은 멧돼지이다. 멧돼지는 어슬렁거리며 곰처럼 연기를 한 후 참가자 앞에 앉는

다.)

변호사 :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변호사는 어떻게 왔는지 물어본다.)

멧돼지 : 나는 저 앞에 사는 멧돼지입니다. 요즘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을 

총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 왜 죽이려고 하나요?

멧돼지 : 요즘 산에는 먹이가 적어 사람들이 만든 밭에 가서 맛있는 고구마나 채소를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변호사 : 음~ 그렇군요. 그러면 멧돼지가 총에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담역 여러분 좋은 지혜

가 없을까요? 상담역 여러분, 멧돼지에게 질문 있으면 부탁합니다.

(아무도 좋은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3, 5분 정도 상담역들이 의견을 나누게 한

다. 잠시 후 의견과 질문이 다시 이루어진다.)

상담역 : 멧돼지님은 산에서 무엇을 먹고 사나요?

멧돼지 : 나는 도토리나 밤 같은 열매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무가 적고, 열매를 사람들이 

많이 집어갑니다.

상담역-1 : 해결방법으로 많은 나무를 심으면 좋겠군요.

상담역-2 : 그러나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담역-3 : 그러면 그때까지 누군가가 먹이를 주면 좋겠어요.

멧돼지 : 먹이를 주면 습관이 되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해결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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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전 지도상의 포인트

1) 현장에서 바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활동은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담임 또는 방문 지도자가 특별활동 시

간이나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자연에 의한 피해를 사회문제로 다

루는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한다.

2) 동물 역을 연기하기 위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소도구가 있으면 좋다. 참가자

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사전에 연기할 동물에 대해 자료 등을 조사하고 공부

해둔다. 상담원 역은 다른 지도자가 담당하여 의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변호

사 역을 맡은 지도자는 진행 담당자로서 참가자 전원이 흥미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멧돼지, 고라니의 도시 출몰과 농장 피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본다.

라. 안전대책 : 없음

마. 평가 목표

• 문제 발생에 따른 결과 예측  확인

•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도출과 해결방안 확인

바. 평가 방법

• 참가자가 활동의 흐름을 되돌아보게 한 후 체험한 것을 스스로 나눔을 통해 이야기하게 

한다.

• 활동지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활동명 : 동물 변호사’ 장상욱 옮김 

참고자료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みんなでトライ　ネイチャーゲーム 이안 마리루 지음, 

앤듀 그림,  이충식 옮김, 뜨인돌 어린이,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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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연구소 

연구 과제

1. 체험 산림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2.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체험학습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고찰해

보자.

3. 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방안을 

고찰해보자.

4. 셰어링네이처(Sharing Nature)의 교육방법론인 플로러닝의 활용방안을 고찰해보자.

5.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고찰해

보자.

참고

문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 2, 우리교육 출판, 저자 : 조셉 코넬 , 옮김 : 장상욱

셰어링네이처 전문지도자 매뉴얼, 셰어링네이처연구소, 저자 : 장상욱

みんなでトライ　ネイチャーゲーム, 일본Nature Game협회 출판

자연보호 운동의 선구자 존 뮤어, 바다어린이출판, 저자 : 조셉 코넬 , 옮김 : 장상욱

스티킨, 바다어린이출판, 저자 : 존 뮤어 , 엮음 : 도넬 루바이 , 옮김 : 장상욱

오래된 숲에는 누가 살까요?, 바다어린이출판, 저자 : 캐롤 리드 존스  , 그림 : 크리스터퍼 캐니언   , 옮

김 : 장상욱

자연과 함께한 인생, 느낌표 출판사, 저자 : 존 뮤어 , 옮김 : 장상원 , 감수 : 장상욱

호기심 가득! 벌레들의 한 살이, 24권 CM JUNIOR, 글 : 오오키 쿠니히코  , 사진 : 운노 카즈오   , 옮김 

: 장상욱

도표 1 : 2002,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참조 환경부

         1999,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환경부

         셰어링네이처 전문 지도자 매뉴얼 저자 : 장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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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해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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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

김인호(신구대 환경조경과)

자연환경해설사 도입 필요성

1

1. 수요자 중심의 녹색서비스 시대 전환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여가

시간 확대로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생활패턴의 변화는 1차적으로는 국

민소득 향상과 주5일제 근무의 정착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서 오는 각박함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가 높아진 데 따

른 것이다. 녹색휴양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면서 국립공원 관리 업무도 그 영역이 넓어져 

기존의 환경적 기능을 넘어 사회문화적 기능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환경해

설사 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연환경해설사 제도가 도입되면 공급자 중심의 보전 관리에 머물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녹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립공원, 군

립공원의 위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해 파트너십에 의한 자연공원 관리 시대를 여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과 같이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환경해설사 제도의 정착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질 높은 녹색서비

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녹색복지(Green Welfare)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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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인프라 기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연환경해설사 제도와 같은 자격 관련 정책의 핵심은 자격의 효용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과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는 법적 토대를 갖고 있으며 녹색인프라(Green-Infra)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

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공간적 대상을 활동무대로 할 수 있기 때문

에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공원 관리에 새로

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되어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사회적 성과를 

거두는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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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

2

1.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의 정의, 직무 및 역할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생태･경관보전

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여 자연환경 보전의 인식 증진을 비롯한 자연환경

해설, 홍보, 교육, 생태탐방 안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

[표 1]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환경해설사 내용

조�문 내� �용

제59조�

(자연환경

해설사) 

①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연환

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 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 보전

의 인식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 홍보, 교육, 생태탐방 안내 등

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

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단순 해설․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체험교육, 건강 증진(치유), 문화․

역사, 생태관광 등 특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직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사회적 변화와 문화 트렌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녹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해설사의 직무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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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 직무의 확대

2. 자연환경해설사의 소양과 역할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감수성과 환경윤리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방문객

들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을 해설하는 역할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자연환경해설사는 

단순히 자연에 대한 지식을 해설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연의 다양한 모습에 

감동을 느끼는 감수성을 갖고 사람들에 대한 인간애를 해설에 접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와 환경과 자연에 

대한 윤리감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을 매개

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확산시키는 자원활동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구적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

구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관찰과 체험 위주의 생태체험교육을 뛰어넘어 역사교육, 문화교육, 생태관광, 건강

(웰빙)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연계된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환경윤리운동을 

전파하는 자연환경운동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자연해설 중심의 유희적 프로그

램이 아니라 지역별, 주제별로 차별화된 생산적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속성과 차별성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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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의 매력과 자연이 갖는 풍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간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다른 해설사, 자원활동

가와 함께 자연환경 해설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민주적인 리더로서의 자질도 갖춰야 한다.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환경교육을 주

도해가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해설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하고, 자연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생태적 지식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육자로서의 소양과 함께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획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

[표 2]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과 소양

구� � �분 내� � �용

정보�전달자

(생태�및�역사문화적

지식)

해설가가 가져야 하는 기초적 소양,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목 필요.

지식 습득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랜 시간 지

속적으로 학습해야 함.

교육자

(전문교육자로서의�소양)

전문교육자로서의 능력은 해설가에게 필수적인 소양. 해설은 

교육의 한 형태로 안내자의 역할 중 하나가 방문객에 대한 

교육임.

전문교육자로서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나 실제 소홀히 다뤄지

는 경우가 많음.

프로그램�기획자

(프로그램�기획과

운영․관리능력)

방문객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해설 내용과 방법

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이러한 기본적인 것 외에 점 더 구체적이고 노하우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것도 많다. 자연

환경해설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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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보호에 관한 지식과 그것에 기초한 체계적 사고방식

생태학에 의거한 자연보호의 실제 지식과 기술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행하

려고 하는 환경교육이 자연보호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생각하는 

능력도 요구된다.

나. 판단력과 지도력, 통솔력, 교섭능력

지도자로서 자연환경해설을 맡게 될 경우 실제로 다양한 장면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

다.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원활동가 등의 협력자를 리드해가는 것도 요구된다. 

다. 전달력과 표현력

다른 사람에게 지식이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야기와 

문장으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기

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차는 있지만 전달능력은 훈련에 의해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수

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표현력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면 자연환경

해설에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라. 사무와 정보처리 능력

자연환경 현장에서의 해설을 기획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무처리가 요구된다. 또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처리는 적은 인원으로 행하는 자연환경해설 시설의 운영에 꼭 필요하

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면 비로소 넓은 현장들의 정보 정리와 보존이 가능해진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컴퓨터, 인터넷, SNS 등에 관한 실용적 지식이 있으면 다른 자연환

경해설 시설과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마. 창조력과 기획력

환경해설 프로그램은 자연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음악과 회화,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

야와 연계함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다. 환경해설은 창조적인 일로서 

항상 새로운 시도 속에서 좀 더 나은 교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기변혁적인 창조력이 없으면 

프로그램의 반복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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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영감각

자연환경해설에도 한정된 인원과 예산을 활용해 환경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만큼 

경영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사. 지역의 상황에 관한 지식

자연환경해설은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또 대부분의 경우 환경해설의 일차적

인 목적은 그 지역의 자연을 이해하고 지키는 인간을 기르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환경해설가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을 이해하려면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 사회와 경제, 행정, 매스컴, 자연보

호상의 문제점과 자연보호운동(단체)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다.

아. 환경관리기술, 간단한 건설기술

현장을 가진 자연환경 교육시설에서는 환경관리기술과 건설기술이 꼭 필요하다. 현장은 

자연보호의 장인 동시에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장소이다. 자연을 지키고 자연과 인간이 만나

는 일을 조화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현장 조사를 기초로 한 세세한 관리가 수반돼

야 한다. 또 자원활동가 등의 협력을 받아 관리작업을 할 때는 간단한 건설작업이 필요한 경

우도 있다. 조사와 계획, 설계, 시공 지도, 관리라는 일련의 흐름을 생태학적으로 행하는 지

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자. 안전 관리

자연환경해설의 무대는 야외인 아웃도어이다. 사람들을 인솔하고 자연해설을 행하는 경우

에도, 자원활동가의 협력을 구할 경우에도 항상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간단한 구급법은 물

론 연락․통신 방법, 위험한 생물 등에 대한 지식, 보험 등에 대해서 두루 익혀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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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해설의 개념과 목적

해설이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쉽게 풀어서 밝히는 것이다. 

자연환경해설이란 야외에서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경험하면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방문객 등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야외 환경교육의 유형이다.

자연환경해설의 목적은 특정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

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바람직한 환경 행동을 유도하여 관리 목표를 달성하며, 공공의 관리

주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표 3] 자연환경해설의 관점별 목적

구  분 목  적

방문객�관점
• 방문객에게 지적 호기심과 영감을 제공

• 심적 여유와 풍요로움, 즐거움, 경험을 제공

자원�관리�관점
• 자원과 시설에 대한 사려 깊은 이용 유도

• 방문 활동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피해 예방

관리주체�관점
• 관리주체의 목표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 증진

• 자원관리 및 보호 노력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 증진

환경해설이란 단순한 독립된 사실, 정보,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적 체계라기보다는 사실과 

정보를 대상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경험, 체험, 사고와의 관계 모색을 통해 일정 주제에 대한 

자극 혹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말한다.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궁극적 목표는 공히 환경 윤리의 창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부적 

전달 목표와 정보 전달체계 등에는 기본적 차이가 있다. 환경교육이 과학적 사실의 전달을 

중시하는 데 비하여 환경해설은 사실에 대한 문제점과 의미의 이해를 돕고자 과학적 사실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해설가에게는 일반적 교사의 기능이 아닌, 메시지 전달

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이를 통해 환경해설은 환경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원

의 적절한 이용 및 행동 도모, 경험과 만족 제고 같은 관리적 효과와 관리주체의 이미지 제

고 같은 홍보적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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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차이점

구분� 환경교육 환경해설

전달�목표

∙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고취

∙ 환경 문제의 해결 기술 제공

∙ 환경 대한 직접적 참여 유도

∙ 대상지의 적절한 이용 도모

∙ 관리주체의 이해 증진

∙ 참여자의 경험 만족 제공

정보�전달체계

∙ 공식적 학습과정

∙ 정형화된 교과과정에 기초

∙ 일정 대상자 연속과정 가능

∙ 지식 전달 강조

∙ 비공식적 학습과정

∙ 정형화된 교과과정 없음

∙ 대상자에 대한 1회성 전달과정

∙ 자극, 메시지 전달 강조

흥미와�즐거움 ∙ 학습효과의 수단 요소 ∙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요소

대상자 ∙ 일정 의무적 참여자 ∙ 자율적 참여자

참여자와�강사�관계 ∙ 수직관계 ∙ 수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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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

이경숙(호호컨설팅)

고객이 가지는 의미

1

고객은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고객이 될 수 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과 어울리며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관계는 결국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때문에 우리는 행복

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이런 관계의 대부분은 주종관계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원이 되기도 한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있고, 또 선생님이 있기에 학생이 존재하며, 학생

이 있기에 선생님과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주와 종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한 동

행을 하기 위해 일련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고객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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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중요성

2

   ① 이득을 높여 주는 실질적인 오너(Owner)이다.

   ②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축이 된다.

   ③ 행복을 건네주는 수호천사이다.

   ④ 고객에게 우리는 호의나 서비스를 베풀거나 고객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 응대의 기본 포인트

3

1. 고객의 심리 및 욕구

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Abraham Maslow)의 욕구단계론에 보면 인간은 낮은 단계인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면 소속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자아실현, 자아 존중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

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은 환영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우

월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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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의�욕구단계론>

자아실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안전과 신체적 보호 욕구

생리적 욕구

성격심리학. 학지사. Charles S. Carver & Michael F. Scheier

나. 고객은 손해 보고 싶지 않다. 

고객은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기에 이에 따라 그 값어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만족해

지게 마련이다.

2.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축이 된다.

고객이 만족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의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말

해 고객은 자신의 업무에 만족감을 주는 축이 되므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고객 응대의 기본 마인드

고객을 응대하는 데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픈 마인드(Open 

Mind)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자세로 고객을 대하느냐가 고객 응대의 승패를 결정한다. 고

객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은 고객으로 하여금 그 진실성을 전달받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고객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도 그 전달되는 의미는 천태만상

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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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경우에는 고객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을 뿐이지만 고객이 크게 감동을 받기도 

한다. 이는 고객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객과 

직원은 모두 열린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먼저라기보

다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심리 변화

4

① 고객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는 흔히 고객을 ‘왕’이라 했다. 그래서 ‘고

객은 왕이다.’, ‘고객은 하늘이다.’ 등등의 표현을 써서 고객을 최고로 우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도 이런 최고 대접보다는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어주길 원한다. 함께 공유

하고 가족같이 대우해주길 원하고 있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고객의 마인드가 변해 이제는 가족이나 파트너 같은 친근감을 보여주길 

원하면서도 기본이 흔들리거나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으로 고객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

는 느낌을 받으면 고객은 더 심한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② 과거에는 직원이 실수를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상사를 불러 직원의 잘못을 널리 알리는 

행동을 하는 고객이 다수였다면 오늘날의 고객은 아무런 불평 없이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고객’으로 변하기도 하고, 투고나 인터넷을 이용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방법을 택하는 고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하며 기억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법은 바로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는 것이다. 고객을 관찰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이

름과 연관시키면 훨씬 외우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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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절

5

1. 예의범절(禮儀凡節)

▶ 바른 몸가짐을 말하는 예의와 올바른 격식이나 절차를 말하는 범절의 약어로 사람의 

바른 몸가짐과 격식을 말한다.

예의범절의 기본정신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 타인에게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의 미덕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 지나친 언어나 과도한 과묵은 오히려 상대에 대한 실례가 된다.

○ 몸가짐이 단정하고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소속단체에 손해가 되는 일은 삼가야 한다.

2. 공수(拱手,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어 잡음)하는 방법

▶ 남성의 경우 : 평상시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흉상시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 여성의 경우 : 평상시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흉상시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 

▶ 두 손을 가지런히 하여 배꼽 주위에 올려놓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이때 엄지손가락을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며 겨드랑이는 붙지 않게 살짝 

벌려주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다리는 무릎이 붙게 11자로 서 주되 만약 무릎을 붙이기가 어렵다면 발끝을 15°로 

살짝 벌려주는 것도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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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예절

상대에 대한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인사에도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인사이므로 이에 따른 기본적인 표현

법을 알아두도록 한다.

▶ 인사는 사회생활에서 고객과 처음 만나는 첫걸음이다.

▷ 만남의 시작을 알리는 직접적인 신호이다.

▶ 상대에 대한 존경심과 친절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첫번째의 감동이다.

올바른 인사 습관이 자신의 생활을 바꾼다.

인사는 상대를 위한 표현방법 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바꾸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그늘진 성격의 변화를 일으킨다.

○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인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 정적인 행동양식을 동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킨다.

○ 우울한 사람을 명랑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면서 대인관계에서 활력소를 가져다주는 원동

력이 될 것이다.

4. 인사예절의 포인트

가. 내가 먼저 하기

우물쭈물 하다가 인사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이 없어 눈치만 

보는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된다. 인사를 하려면 내가 먼저 하자. 인사에도 용기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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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의 눈을 보며 밝은 표정으로.

눈높이를 맞춰 상대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다.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인사를 할 때도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이다. 상대가 인사를 받기 거북한 

상태에서는 가벼운 목례의 인사나 눈인사를 하여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당당함을 잃지 말자.

부끄럽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인사를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상대가 인사를

받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정확한 인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인사의 종류

가. 목례 : 15° 인사(가벼운 인사법)

▶ 손님이 들어올 때

▶ 고객이 신청서 등을 접수시킬 때

▶ 악수를 나눌 때

▶ 명함을 주고받을 때

▶ 고객과의 대화 중에 양해를 구할 때

나. 보통례 : 30° 인사(보통인사)

▶ 고객에 대한 정식적 인사

▶ 고객을 맞이할 때

▶ 고객을 전송할 때 

다. 정중례 : 45° 인사(정중한 인사)

▶ 감사를 표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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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에 대한 사과를 표현할 때 

▶ 고객을 배웅할 때

▶ 웃어른이나 상사를 대할 때에도 정중한 인사 

<목례> <보통례> <정중통례>

바른 인사 자세 알아두기

○ 똑바로 선 자세에서 → __ __ __ 탐방객님(고객님)

이때 Point → 고객과 눈을 맞춘다.

○ 허리를 굽히면서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의 속도 : 하나, 1초 Stop, 둘에 올라온다. (15°목례)

하나, 둘, 1초 Stop, 셋, 넷에 올라온다. (30°보통례)

하나, 둘, 1초 Stop, 셋, 넷, 다섯에 올라온다.

(45°정중통례)

○ 핵심 Point → 굽힌 상태에서의 1초 멈춤은 고객으로 하여금 정중함을 느끼게 되므로 

인사에서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방법이다.

            → 인사를 하기 전에 고객과 눈을 맞추었다면 역시 인사를 마치고 올라오면

서 다시 한 번 고객과 눈을 마주치는 마무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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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

“좋은 아침입니다.” 김 아무개 해설사는 용기를 내어 친절하게 탐방객을 보며 인사를 했으

나 탐방객은 멋쩍은지 고개를 돌렸다. 김 아무개 해설사는 이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지만 

되도록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뒤에 오는 탐방객에게 인

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김 해설사는 이어서 들어오는 탐방객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

고 이는 불만요소로 되돌아왔다.

탐방객이 인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탐방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다면 친절한 해설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표정 이미지

6

1. 표정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

▶ 첫인상을 결정하는 순간은 3, 4초

▷ 이 첫인상의 순간에 무려 70~80%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 표정은 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되며 미남, 미녀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2. 웃음의 효능

가. 마인드 컨트롤의 효능

○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하면서 스스로 다짐을 한다. 

즉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고 싶다면 활짝 웃어보자. 

웃음보다 더 큰 행복바이러스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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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웃음 확산의 효능

○ 웃는 나의 기분도 이를 보는 상대의 기분도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웃음이 가진 가장 큰 

힘일 것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말이다.

다. 활력 증진의 효능

○ ‘웃음이 치료의 특효약 이다.’라는 말은 여러 학자나 주위의  사례를 통해 이미 알려

진 사실이다. 우리도 웃음으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웃음은 삶

의 활력소가 되며 이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특효약이 될 것이다.

라. 기분 전환의 효능

○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고달픈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어

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웃는 일이다. 웃

음은 기분을 전환하게 해주며, 이는 신바람을 일으키는 활력이 되어줄 것이다.

마. 좋은 인상의 효능

○ 웃음은 우리의 인상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 고로 이 웃음으로 고객을 대한다면 더 

친근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으로부터 호감을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 이득 창출의 효능

○ 그 무엇보다 웃음으로 고객을 대하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 바로 실적이나 해

설사의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웃음으로 고객

을 대하다 보면 해설사로서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자신감을 획득하는 가장 훌륭한 

결과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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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소의 조건 

좋은�미소의�조건 좋은�미소가�되려면

양�입�꼬리는�올라가게 비웃음을�짓는�행동은�No

입술은�가볍게� �다물고 큰�소리로�웃는�웃음은�자제

표정은�최대한�밝게 시선을�피하는�웃음은�금물

눈가�주름은�자연스럽게
상대의�기분을�고려하지�않는�웃음은

이기적인�행동

미소는 항상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야 하지만 때론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웃음을 지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4. 시선 처리

올바른�시선�처리 올바른�시선�처리를�하려면

자연스럽고�부드럽게

상대의�눈을�주시하며

위나�아래로�시선을�두면�자신감이�없는

인상을�줌

중앙에�눈동자를�놓고 곁눈질이나�흘겨서�보는�시선은�신뢰성�훼손

눈높이는�고객에게�맞추고 한곳만�응시하는�시선은�공감�형성의�장애물

5. 안면근육 이완 연습

▶ 자세를 바르게 한다. → 코와 입으로 동시에 숨을 들이 마신다. → 숨을 잠시 동안

(10초 정도 적당) 참는다. → 입을 꼭 다물고 마신 숨을 밀어낸다. →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내뱉는다.

▷ 아, 에, 이,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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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모양을 크게 하여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타카토를 이용하여 

짧고 강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아-’를 길게 끌어주며 안면을 크게 움직여주어야 

한다. 

▶ 아이-, 에이-, 이이-, 오이-, 우이-

소리를 뱉듯이 힘차게 발음하면서 연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6. 시선 연습

▶ 눈동자 운동 연습

눈 → 이마 → 눈 → 턱 순으로 눈동자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며 다시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리면서 반복 연습한다.

▷ 숨을 깊이 들이 마시고 → 천천히 고개를 들고 → 숨을 멈춘 상태에서 → 눈을 깜박

이지 않으면서 30초 이상 정면을 응시한다.

7. 미소 연습

▶ 복상과 밉상의 차이 ; 입 꼬리가 올라가면 복상, 반대로 입 꼬리가 내려가면 밉상

▷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입 꼬리를 올리면서 미소를 지어본다.

▶ 입술을 양쪽으로 귀 밑까지 당겨지도록 연습한다.

(노가리, 막걸리, 와이키키, 위스키…)

▷ 마주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며 대상이 없을 경우는 거울을 사용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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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중요성 >

○ 우리는 표현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도 없고 간혹 오해

의 소지도 생기게 마련이다. 

○ 상대의 말에 미소로 화답한다. → 상대의 말을 듣고 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다.

○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 상대의 말 도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 상대의 말에 눈썹을 치켜 올린다. → 상대의 말에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당신의 말에 공감

한다는 표현을 해주어야 한다.

○ 상대의 말 중간 중간에 이런 표현을 해줌으로써 고객이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 여기에 Tip을 하나 더 주자면 “그렇군요!”, “아! 그러셨어요?”라는 대꾸를 해줌으로써 상

대, 즉 고객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객응대 시 주요 포인트

7

1. 맞이할 때

눈을 마주치고 → 인사를 하며(이때 보통례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표정은 밝게

(치아가 8개 보이면 가장 아름다운 미소) → 인사말을 건넨다.(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 환영합니다. 등) → 정리정돈을 부탁하며 일정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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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웅할 때

눈을 마주치고 → 인사를 하며(이때 정중통례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표정은 밝게 → 

인사말을 건넨다.(또 뵙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하십시오. / 행복하세요. 등) → 

고객이 등을 돌리더라도 인사를 멈추지 않도록 유념한다.

3. 큐션 어법

큐션 어법은 고객과 한층 더 친근해지고 고객으로 하여금 존중감을 느끼게 하는 어법으로 

전화 응대나 고객 응대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어법이다.

<이렇게 바꿔보아요!>         

자리를�옮겨주시겠습니까?

▶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리를�옮겨주시겠습니까?

이름을�적어주시겠습니까? 실례지만, 고객님�존함을�적어주시겠습니까?

조용히�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조금만�조용히�해주시겠습니까!

4. ‘다까오체’의 사용 → 정중하지만 친근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멀리서 오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5. ‘요죠체’의 사용 → 편안하고 친근감은 있지만

   간혹 무례함을 느낄 수도 있다.

○ “멀리서 오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셨죠!”

○ “멀리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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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까체’와 ‘요죠체’를 적절히 사용해야 정중하면서도 친근감을 줘 고객이 친절함을 느끼고 좋

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6. 메시지 반복 전달 

▶ 메시지를 반복 전달함은 불만 고객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며 고객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원동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해설사들의 실수를 줄이고 능력 있는 해설사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다. 

7. 고객 응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할 것인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아요!!>

○ 탐방객 : “해설사님! 힘드시죠. 이거 하나 드세요.”

   해설사 :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탐방객 : “네~ 이건 제가 집에서 가져온 영양빵인데요. 곡물이라 몸에 좋아요.”

   해설사 : “앗! 저 지금 배불러서 못 먹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띠리링~~~~~~

과연 내가 위의 해설사라면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보자.

1) 해설사 : “정말 몸에 좋겠네요. 맛과 정성을 음미하면서 제가 나중에 천천히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2) 해설사 : “와우~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다 만드세요? 제가 나중에 혼자 몰래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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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아요!!>

○ 탐방객 : “해설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해설사 : “장소가 넓어서 잘 안 들리시죠? 더 집중해주세요.”

띠리링~~~~~~

    해설사 : “네~ 그러셨군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 우리 탐방객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더 집중 부탁드립니다.”

전화 응대

8

1. 전화 응대의 필요성

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전화는 보이지 않는 고객과의 만남이므로 면대면

의 고객 응대의 경우보다 신중해야 하며 더 신경을 써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고객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론 표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음성에 표정을 더해야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전화 응대의 중요성

▶ 한 번의 전화로 회사, 조직, 단체의 이미지가 결정되며 친절과 불친절을 평가받을 수 

있다.

▷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고객을 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의 기본적인 톤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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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 응대의 기본자세

▶ 고객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응대에 임한다.

▷ 내용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용건만 간단히 말한다.

▶ 말은 정중하며 발음을 정확히 한다. 

4. 기본요령

▶ 전화벨은 즉시 받는다. 

늦게 받았을 경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란 멘트를 정중하게 하면서 통화를 시작

한다.

▷ 또렷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 국립공원 자연해설사  ○○○입니다.” 

▶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여 용건을 정확히 파악한다.

▷ 상대방의 정보가 틀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청한 후 친절하게 응대한다. 

▶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네.” 또는 “네 그렇습니까?” 혹은 “아! 네 그랬군요!” 라는 응

대를 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 필요한 내용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꼭 메모를 하여야 한다.

▶ 메모 전달을 요청받았을 때는 지정된 양식이나 기타 메모지를 이용하여 전달할 내

용을 작성하여 부재 담당자의 책상에 올려놓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눈에 잘 띄는

모니터 중앙이나 책상의 중앙 또는 전화기 위에 메모지를 부착하여 부재 중 담당자가

돌아와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확인 여부를 물어보는 책임감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5. 메모 작성 요령

메모를 할 때에는 꼭 기재해야 하는 몇 가지의 주요 내용들이 있다. 통화시간, 언제 전화

가 걸려왔는지를 확인해야 담당자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첫마디가 달라질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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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예를 들어 “늦게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등의 양해를 구하는 말을 해야 할 필요성

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발신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미 등록된 고객이라면 차트나 기본 

사항을 미리 알고 응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달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고객과의 응대 과정에서 고객이 다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즉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담당 직원이 통화 전에 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림 1>의 메모지 예시를 참고하기 바람. 

[그림�1]�메모지�예시

♣�전화�왔었습니다.♣�

수신일시 ○○○○년�○○월�○○일�○○시�○○분

발�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님

통� � � �화

내� � � �용

□ 다시 연락 달라고 하심

□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심

□ 알았다고 하시고 전화 끊으심

□ 전화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신�자

▶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측해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문제해결 방법이 틀렸을 경우에는 회사나 소속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피해를 보게 되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 고객이 답을 즉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양해를 구하고 차후 연락할 것을 약속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반드시 주의할 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담당자나 상사에게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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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알아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바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들어

오면 고객님께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과의 전화를 끊을 때는 마지막 인사말을 잊지 않도록 한다.

▷ 고객이 전화를 먼저 끊었음을 확인한 후에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6. 전화 응대 시 담당자를 바꿔줄 때의 요령

▶ 전화를 받을 사람을 확인한다.

“어느 ○○ 소속 ○○를 찾으십니까?”

  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 

“○○ 소속, ○○○ 자연해설사 맞으십니까?” 

또한 전화를 걸어온 고객의 성명이나 간단한 전달 사항을 여쭤본 후에 고객에게 기다려달

라는 정중한 표현을 하고 부재 중 신호음을 누른다. 부재 중 신호음이 없을 경우는 수화기를 

막고 응대하여야 하며 연결이 어려운 경우는 내선번호를 알려주거나 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전화내용을 적어보도록 한다.

   해설사 : “어느 소속 누구를 찾으십니까?”

   탐방객 : “ ○○ 소속의 ○○○ 해설사님을 부탁합니다.”

   해설사 : “네, ○○ 소속의 ○○○ 자연해설사님 맞으십니까?”

   탐방객 : “네.”

   해설사 : “ 네, 고객님 실례지만, 어느 분이라고 전해드릴까요?”

   탐방객 : “네, 저는 ○○○이라고 합니다.”

   해설사 : “네, 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1234-5678번으로 다시 

한 번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며 전화

를 연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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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을 담당 직원이 연결이 되면 ○○○ 고객님을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연

결하도록 한다.

▶ 직원이 부재 중일 경우나 즉시 통화가 어려울 경우

담당 직원이 즉시 통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기다리는 방

법과 직원이 차후 전화를 드리는 방법을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통화가 길어지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라

든가 좀 더 길어지는 경우라면 “존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해설사가 통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연락처와 간단한 내용을 메모한 후 고객에게 

다시 연락드릴 것을 약속한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담당 직원에게 차질 없이 메모를

전달하도록 하며 추후 확인 절차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7. 문의 전화를 받을 경우의 요령

▶ 고객의 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문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정중한 표현으로 담당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대 즉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답변하고 지나친 전문용어는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8. 전화를 걸 때의 요령

▶ 제일 먼저 고객과 통화할 내용을 메모하고 전화를 걸어야 한다. 용건은 되도록 5W1H의

육하원칙을 사용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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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1H 란>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왜(Why), 어떻게(How)

▷ 통화가 되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의 ‘T.O.P’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용

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실례를 범하는 것을 넘어 불만 고객을 만들 수 있다.

<T.O.P란?>

T(Time) : 고객이 통화 가능한 시간인지를 알아본다.

O(Occasion)  : 고객이 통화 가능한 상황인지를 파악한다.

P(Place) : 고객이 통화 가능한 장소인지를 파악한다.

▶ 이에 필요한 예시로는 “고객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라고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미

리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공원 ○○소속의 ○○○ 자연해설사라고 합니다. ○○○ 고객님 

맞으시죠?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한 후 고객의 문의 사항을 다시 이야기하

고 응답을 하도록 한다. 

▷ 이때의 주의사항은 자신의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의 시간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명

료하게 응답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시 끝인사는 정중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마

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를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화를 종료하는 것에도 신경

을 써야 한다. 간혹 마지막 수화기를 잘못 내려놓거나 고객이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

서 업무로 복귀를 하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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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상황의 요령

가.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경우

○ 잘못 걸려왔음을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 상대방에게 이곳의 전화번호와 기관명을 알려준다.

“여기는 ◌◌◌ 국립공원입니다. 1234-5678번입니다만, 

몇 번으로 걸으셨는지요?”

나. 항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

○ 상대방이 흥분된 상태로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는 차분하고 친절하게 상대의 말을 경청

하며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메모하여야 한다.

○ 이때 고객의 항의 사항에 대해 동감하고, 잘못을 인정하여  고객의 마음을 최대한 진정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주의할 점은 자신이 해결책

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결책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지 말고 관련 부서나 담

당자에게 빨리 연결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인식 ▶ 동감과�이해 ▶ 해결책�제시�및�조속한�해결

다. 통화 중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 “확인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바쁘시면 제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

까?”

라. 통화 중에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 나올 경우

○ 양해를 구하고, 기침, 재채기가 멈춘 후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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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담 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상담 중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후에 전화 드리면 어

떠시겠습니까?”

○ 이때 상담 중인 고객에게도 양해를 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10. Plus 요령

<전화 상담에서 호감을 주는 말>

긍정적인�경우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부정적인�경우
그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만,

무언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만,

맞장구�치는�경우
네�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거북함을�호소하는�경우
죄송합니다만, 정말�죄송합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 불편하셨겠군요~.

부탁할�경우
양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사과할�경우

폐를�끼쳐�정말로�죄송합니다만,

무엇이라고�사과드려야�할지�모르겠습니다.

불편을�드려�정말�죄송합니다.

겸양을�나타내는�경우 천만의�말씀입니다. 

분명하지�않을�경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아직은�결론이�나지�않은�상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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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꿔보아요!>

전�모릅니다.

▶

제가�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드릴�수�없어요.

규정에�어긋납니다.

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하셔야�합니다. 고객님~. 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기다려주시겠습니까?

안�됩니다. 못�합니다. 최선을�다해�알아보겠습니다만,

제�업무가�아니거든요. 담당�부서로�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응대 시 나쁜 습관>

○ 내가 담당하는 전화만 잘 받고 동료의 고객 전화는 무시하는 행위

○ 자신의 용건을 말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위

○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무성의한 전화 응대를 하는 행위

○ 메모 대신 구두로 전달하거나 성의 없는 메모를 전달하는 행위

○ 건성으로 하는 답변이나 충실치 못한 답변을 하는 행위

○ 양해 없이 또는 이유 없이 고객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행위 

○ 통화 중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고객의 물음을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행위

<전화 통화 시 주의 사항>

○ 보이지 않는 전화 통화라고 해서 턱을 괸다든지 무례한 자세로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

한다.

○ 고객이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건 전화의 벨소리가 세 번 이상 울릴 때까지 받지 않아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화기를 들자마자 “여보세요”를 연거푸 이야기하거나 호들갑을 떠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여기저기 다른 데로 전화를 돌리지 않도록 주의

한다.

○ 고객이 용건을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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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응대 시의 말투>

○ 평소의 말 톤보다 한 톤 높게

○ 상대의 말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같은 말투로 일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

○ 억양의 변화를 통해 단조롭지 않게 응대해야 할 것이다.

○ 처음 고객이 아닌 듯 친근감 있는 말투로 응대해야 한다.

불만 고객의 응대

9

1. 불만 고객 응대의 중요성 

불만 고객은 기업은 물론 전화를 받는 직원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불만을 표

현하는 고객은 언제든 충성 고객으로 변할 수 있으며, 직원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

문이다. 이런 불만 고객을 잘 응대함으로써 개인과 회사, 조직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탐방객과의 대립 및 충돌 → 감정의 발산 및 표현

→ 신용의 위기와 극복 → 반성과 교훈의 좋은 기회

→ 새로운 발전의 경험 습득 기회

2. 불만 고객의 발생 요인

가. 국립공원 측이나 해설사의 실수가 있을 때

○ 해설사의 지식 부족이나 설명 부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업무 처리의 미숙이나 착오가 있을 때나 탐방객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결여 되어 있는 경우

○ 교육이나 훈련의 부족으로 응대가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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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탐방객 측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때

○ 지식이나 상식 또는 인식의 부족이 원인인 경우

○ 기억의 착오나 성급한 결론, 독단적인 해석, 사정의 변화가 원인인 경우와 감정의 반발

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

다. 제3자의 잘못인 경우

○ 수송의 지체나 수송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3.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자세

▶ 고객의 감정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성의를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겸손한 자세로 맞장구를 치면서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 논쟁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한다.

▷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공손한 자세로 응대해야 한다.

▶ 설명은 사실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한다.

▷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충성 고객을 만드는 지름길

▶ 고객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4. 불만 고객 응대의 처리법

가. MPT기법

○ M(Man) : 응대하는 직원을 바꾼다.

신입 직원은 → 선배 직원에게

기존 직원은 → 상사에게

○ P(Place) : 응대하던 자리를 바꿔준다.

서서 응대하는 경우 → 앉아서 응대하도록

고객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다.

현장에서 사무실이나 상담실로 자리를 이동하게 한다.

타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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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ime) : 시간을 바꿔준다.

즉시 답하는 것보다 냉각기간을 두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로 고객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또한 고객에게 중간보고를 해서 고객의 답답함을 덜어준다.

Point : 이때 미지근한 차 한 잔으로 고객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이다.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

○ 피뢰침의 원칙 : 고객의 분노에 의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 피뢰침의 원

칙을 사용하라. 고객의 분노는 내가 아닌 일처리에 대한 불만이므로 고객의 분노 표출

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라. 번개를 맞아도 상처 없이 번개를 땅으로 흘려보

내는 피뢰침처럼 말이다.

○ 언어 절제의 원칙 :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경우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

인다. 고객도 역시 불만이 있을 때 그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

므로 이에 응대하는 직원은 되도록 절제하고 경청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역지사지의 원칙 :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고객의 불만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규정이나 원칙을 설명하기 이전에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책임 공감의 원칙 : 고객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누가 실수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보다 누가 해결해줄 것인지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므로 자신이 담당하지 않아도 책임

을 공유하고 고객과 공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감정 통제의 원칙 : 고객의 분노에 오랜 시간 응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

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분노와 분노가 만나는 사태가 발생하

므로 일은 해결되기 어렵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는 습관만이 고객의 불

만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24  Ⅱ. 커뮤니케이션

5. 불만 고객 응대의 처리 6단계

가. 1단계 : 우선 사과와 경청의 단계

○ 일단 어떤 이유로든 고객에게 먼저 사과를 한다. 이때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진심이 없으면 고객은 더 흥분하게 된다.

○ 선입견이나 자신의 의견을 개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

청하는 태도를 보인다.

나. 2단계 : 원인 분석의 단계

○ 고객의 불만을 먼저 듣고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하도록 한다.

○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

여주어야 한다. 

다. 3단계 : 방안 검토의 단계

○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신속한 해결 일정을 검토한다.

라. 4단계 : 해결책의 제안 및 타협의 단계

○ 해결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 권한 이외의 방안은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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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단계 : 해결방안 처리의 단계

○ 고객에게 동의를 얻는 단계로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고객이 다시 불만을 갖지 않도록 

미리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객의 동의를 얻은 해결책을 실행하는 단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바. 6단계 : 사후 처리 단계

○ 처리가 된 불만을 고객이 만족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단계로 앞의 5

단계보다 친절함과 정확성을 더 많이 보여야 할 것이다.

고객 응대의 가장 기본은 진심 어린 마음임을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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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김정원(호호컨설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1

커뮤니케이션이란 ‘메시지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John Fiske, 1990년). 커뮤니케

이션이란 교화의 과정이며 수단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발신자(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호체계를 사용한다. 또 참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도 이루

어지며 감정적이다(Burgoon & Ruffner, 1978).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및 개념

2

1.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의 경로, 수신자의 반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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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신자(sender)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나. 수신자(receiver)

메시지를 받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다.

다. 메시지(messages) 

표정, 언어, 몸짓, 그림, 사진, 문자, 소리 등으로 수신자를 이해시키는 언어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라. 커뮤니케이션의 경로(channel)

정보 상품인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CD, 컴퓨터 등의 매스미디어를 말한다. 경로를 이용

할 때는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인지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연해설에서는 시각과 음성이 주

요 경로가 된다. 

마. 수신자의 반응(effect)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열쇠.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한다. 반응을 나타내는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에 활력소가 된다.

2.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해설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생각을 말이나 신체 언어를 통해 상대방과 나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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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장애요인

3

1.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적절한 언어 선택, 목소리의 높낮이와 강약, 정확한 발음, 표준어 사용, 적당한 속도 

유지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조사를 사용하지 말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음~”, “쓰~”, “에~” 등이다. 낮은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목소리를 계속 높이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음 연습과 감정 표출 연습을 한다. 이런 연

습을 통해 탐방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해설의 의의를 전달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단

어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한다. 잠시 분위기를 전환해 탐방객들로 하여금 들은 

내용에 대해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한다. 탐방객의 질문과 반응을 통해 

해설사는 더 나은 해설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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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을 자극시키는 목소리/언어 연습 방법 】

○�천천히�끊어서, 때로는�빠르게�한다.

십일만천백십일 / 이십이만이천이백이십이 / 삼십삼만삼천삼백삼십삼

사십사만사천사백사십사/ 오십오만오천오백오십오 / 육십육만육천육백육

칠심칠만칠천칠백칠십칠 / 팔십팔만팔천팔백팔십팔 / 구십구만구천구백구십구

(매일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표현이 풍부하고 자신감 있는 음성을 갖게 된다.)

○�아래의�문장을�가지고�같은�상황을�다르게�표현해본다.

오늘 참여한 탐방객 중 10년 전의 첫사랑이 있다.

두근두근 뛰는 마음으로 해설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그 사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문장을�자연스럽게�표현해본다(뒤�문장을�만들어�표현해본다).

2. 몸짓을�넣어서�과장된�표현을�해본다.

3. 기쁨에�참을�수�없다는�표현을�해본다.

4. 화가�나서�참을�수�없다는�표현을�해본다.

언어를 선택할 때 명령형을 청유형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말하는 연습을 꾸

준히 한다.

명령형� : 나와요� / 내려�놔 청유형� : 쉬는�게�어떨까? / 한번�해보자

부정� : 안�돼� � / 못�해� / 싫어� 긍정� : 할�수�있어� / 하자� / 좋아



2.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233

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얼굴 표현, 손동작, 자세, 옷차림, 해설에 필요한 도구를 잘 점검하고 커뮤니케이션 환

경을 잘 살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순간적으로 잘 드러

나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센스가 요구된다.

☞ 행동심리학자인 멜라비언은 송신자가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력 중 시각적인 부

분(이미지, 태도, 자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이른다고 했다. 즉, 아무리 좋은

해설을 한다고 해도 시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탐방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멜라비언의�법칙� 】

○ 얼굴은 밝은 표정을 유지한다.

시선 처리에 신경을 쓴다.

(해설 시 상황에 맞는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손동작을 사용할 때는 깍지를 끼는 것보다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좋다.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보인다.

→ 허리 위 손등, 허리 아래 손바닥)

         

○ 옷차림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므로 옷은 항상 해설사로서의 복장을 갖춘다.

○ 몸은 상대를 향하게 한다.(거울을 보듯 살짝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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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

왜곡, 생략, 커뮤니케이션의 과중, 타이밍, 수용성이 있다.

이러한 5가지 장애요소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생긴다.

가. 왜곡(distortion)

송신자와 수신자의 의도하는 바가 가치관이나 생각 차이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

우이다. 왜곡 현상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해설자는 탐방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탐방객

은 해설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그것을 감추려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생략(omission)

송신자가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 해설자가 탐방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으레 이 정도는 알 것이라고 스스로 판

단하고 해설을 생략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다. 과중(overload)

전달해야 하는 정보나 지식이 너무 많아 전달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예) 해설자가 주어진 해설 시간과 탐방객의 연령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정

해놓은 범위 내의 것을 모두 다 해설하려고 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과중 현상을 일으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라. 타이밍(timing)

필요할 때에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 해설사는 탐방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진달래와 철쭉에 대해 설명을 할 때가 있다. 

이때는 진달래(철쭉)를 설명할 때 철쭉(진달래)과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쳐 나중에 하게 되면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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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용성(acceptance)

수신자가 정보를 수신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 해설사는 정해진 매뉴얼에 맞추어 해설을 하지만 탐방객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 탐방객들의 목적이 지식 습득에 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일어난다.

경어 사용법

4

1. 상대방을 높여주는 언어 

예) 커피 한잔 하고 가실게요. →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예) 이쪽으로 오실게요. →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자리를 옮기실게요. →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저기요! → 또는 탐방객님

먹어요. → 잡수세요, 드세요.

말해요. →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요. →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온 사람 → 함께 오신 분, 동행하신 분

이쪽으로 오세요. →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세요. →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또 오세요. → 다시 한 번 방문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찾아주십시오.

해설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 해설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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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

제가, 저희들, 저희, 뵙다, 여쭙다, 드리다

☞ 아름다운 말은 품위 있고 정중한 표현이다. 경어에 익숙하지 않는 어린이나 청소년

에게 경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설사와 탐방객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에서 어색해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조건

5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수신자와의 이야기 속에서 송신자(나)와 수신자의 모순점을 발견

하면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해설사 수준의 정보는 탐방객도 이해할 

것이다. 탐방객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커뮤니케이

션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해설사는 탐방객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

성해야 한다.

1. 수평적인 대화

커뮤니케이터의 첫 번째 조건은 수평적인 대화이다. 탐방객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관심사

와 수준에 맞추어 접근한다.

가. 수평적 대화의 장애요인 

해설사는 탐방객이 해설에 끼어들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설사가 탐방객 구성원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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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즉, 문화와 인식의 차이 때문에 수평적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수

평

적

접

근

어리석은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인간이란 무엇이옵니까?”

스승은 말했다.

“두 발로 걷는 짐승이니라!”

제자는 만족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의심이 되어 물었다

하오면 닭도 두 발로 걸으니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제자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두 손, 두 발을 다 쓰는 원숭이도 인간이옵니까?

스승은 말했다.

두 손, 두 발을 다 쓰되 털이 없어야 하느니라!

털을 몽땅 깎아버리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제법이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너같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인간이니라.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 수준마다 이렇게 다르다.

(‘시스템 사고의 실천’ 중에서)

수평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화법을 사용한다.

(1) 간접화법

문장이나 대화의 표현에서 남의 말을 전할 때, 말하는 이가 다른 이의 말을 자기 말로 고

쳐서 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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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 “탐방객 여러분은 정말 경청을 잘하시는군요.”(직접화법)

간접화법 → 해설사 분이 우리들이 경청을 잘한다고 하셨어.

해설사 : “머리가 아파서 숙소로 먼저 돌아가겠습니다.”(직접화법)

간접화법 → OOO 선생님께서 머리가 아파서 숙소로 먼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사 :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간접화법 → 국립공원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 / 저기 흡연실이 있습니다.

(2) 긍정화법

안 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화법 시스템을 만들어본다. 내가 쓰는 말은 곧 나를 말하기 때문이다.

해설사 : 이번에는 OOO 탐방객님이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화법 →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발표하시겠습니다.

(3) 플러스 화법 : 탐방객에게 좋은 점을 설명한다.

해설사 : 이번 해설 시간에는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플러스 화법 → 대신에 시간을 조금 당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IF 화법 :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대안을 설명한다.

해설사 : OOO 탐방객님은 그린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없습니다.

IF 화법 → OOO 탐방객님께서는 그린카드를 먼저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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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es / But 화법 : 일단 인정을 하고 난 후 그러나 차이를 설명한다.

탐방객 : 해설사님 시간이 좀 남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소나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Yes / But 화법 : 예. 그곳의 소나무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므

로 탐방객님께서 돌아가는 길에도 소나무가 있으니 그곳에서 설명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6) 나 메시지 / 너 메시지

가. 나 전달법의 이해(I-Message)

자신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상대방에게도 자신을 더 잘 알릴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보고 들은 그대로 느낌을 전달해야 한다. 

(1) 전달법의 장점 ⇒ 나 전달법의 장점

상대에게 나의 입장과 감정을 전달하며 서로 이해를 돕는다. 상대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느낌을 전달한다. 상대는 나의 느낌을 수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2) 나 전달법의 효과 

해설사가 나 메시지를 사용하면 탐방객도 서서히 나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며, 신뢰감을 형

성할 수 있다.

예) 조용히 해주십시오. → 주위가 시끄러워서 다른 탐방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해설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나 전달법의 유의사항

• 말을 하기 전에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호흡을 크게 하거나 시간을 두고 내가 하고 싶

은 말을 다시 정리해본다. 약간의 시간을 두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240  Ⅱ.커뮤니케이션

• 서로의 눈을 보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며,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준다.

• 대화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 상대의 행동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 나 전달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언어

(표정, 자세)와 함께 표현해야 한다.

(4) 나 전달법의 3요소

나�전달법의�3요소

상황(상대방의 행동) 결과(나에게 미치는 영향) 느낌(나의 느낌)

객관적 사실만을 

이야기한다.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5) 나 전달법 실습

(너-전달법)

“너�형편없구나.”

↓

(나 전달법)

“네가�그렇게�행동을�하니【행동】, 다른�탐방객에게�피해를�줄�거�같아【결과】

내가�속이�상한다.”【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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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전달법)

“자네�일이나�신경�쓰게.”

↓

(나-전달법)

“자네가�일일이�해설에�참견을�하니【행동】, 나를�무시하는�것�같아【결과】,

내가�기분이�별로�좋지�않네.”【감정】

(나 전달법) 상황

OOO 탐방객은�해설에�늦게�참석한다.

그�때문에�해설을�할�때�다른�탐방객들이�10~20분�정도�기다렸다.

그렇지만�미안해하는�기색을�전혀�보이지�않는다.

↓

평소의�당신� :

어떻게�말하겠는가?

상대방의�느낌� :

해설에�20분�늦게�참석하는�OOO 탐방객의�느낌은?

나�전달법으로�표현해보자.

상대방의�느낌� :

나�전달법으로�이야기�들은�20분�늦게�참석한�OOO 탐방객의�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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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전달법의 이해 (You-Message)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비평을 하는 대화 방식이다. 일방적

으로 강요받거나 공격당하는 느낌을 주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반감을 갖

고 방어적으로 대처하거나 반항하게 된다.

다.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

구분 나-전달법 너-전달법

정의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표현
“해설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걱정입니다.”
“왜 빨리 못 오십니까?”

감정

해설사 탐방객 해설사 탐방객

해설이 늦어져서

초조함

해설이 늦어져서

걱정하고 있구나.

해설이 늦어져서

초조함

해설을 알아듣지

못하고 걸음이

늦다고 생각하는 군.

결과

∙ 상대방에게 나의 처지와 감정을 전달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돕는다.

∙ 상대에게 솔직하다는 느낌을 전달해

준다.

∙ 상대는 나의 느낌을 수용하고 자발적

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

도를 가진다.

∙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파괴시킨다.

∙ 상대방에게 강요, 공격, 비난의 느낌을 준

다.

∙ 상대는 변명하려 하거나 공격성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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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다 아름다운 실패

‘남극 탐험’ 하면 사람들은 흔히 아문센이나 스콧을 떠올린다. 세계 최초, 1등이라는 이름만 들

어보았기 때문이다. 아문센은 북극에 이어 세계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이다. 스콧은 영

국군 출신으로 역시 남극점을 밟는 데 성공했지만 아문센보다 한 달이 늦었기 때문에 최초 

정복의 영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남극 탐험의 역사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아

문센이나 스콧이 아니라 영국의 극지 탐험가 새클턴 경이다.

1914년 새클턴은 대원 27명과 함께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남극대륙 횡단에 나섰다. 그러나 

인듀런스호는 남극대륙에 도착하기도 전에 얼음에 밀려 침몰되고, 대원들은 상상을 초월하

는 역경과 싸우게 된다.

대장 새클턴과 대원들은 썰매를 타고 554km를 행군해 얼음 위에 첫 기지를 세우고 고래 

기름으로 스튜를 만들고 바다표범과 펭귄 고기를 먹으며 버텼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머

물던 얼음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육지를 찾아 배를 띄우고 험난한 남극해를 

가까스로 빠져나오긴 했으나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게 될 상황이었

다. 새클턴과 대원 5명은 6m짜리 구명보트 한 척으로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났다. 이때부터 

남아 있던 22명의 대원들의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새클턴 일행 역시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험하다는 1280km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해야만 

했고,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얼음산도 헤쳐 나와야 했다. 그들이 숱한 실패

를 거듭한 끝에 1916년 5월 드디어 포경지가 있는 스트롬니스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해 

8월 새클턴과 대원 5명은 4개월 만에 22명의 대원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새클턴은 남

(7) 수다의 법칙 

수다는 ‘쓸데없이 말수가 많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잘 살펴보면 수다를 떠는 사람

들은 늘 즐거워 보인다. 사람들이 즐겁고 기분 좋을 수 있다면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

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를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수다이다. 대화 구조

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수평적 대화 방식을 선호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하고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말할 기회가 주어짐은 물론이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얼마만큼 탐방객들과 수평적인 대화를 즐기느냐에 따라

서 주변에 모이는 탐방객들 수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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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권에 들어선 지 537일 만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전 대원을 이끌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그 오랜 시간 숱한 위기에 맞닥뜨렸으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

엇일까?

새클턴은 대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으며 팀을 이끌었

다. 그 전에 남극 탐험을 했던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정신이상과 질

병에 많이 걸린 데 반해, 새클턴의 대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축제를 열고 함께 웃을 수 있

는 일을 찾았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결국 생존에 결정적인 힘

이 된 것이다.

새클턴 탐험대의 가장 훌륭했던 점은 팀워크이다. 당시는 신분사회였으므로 탐험대 내부의 

상하질서가 엄격했다. 갑판 위의 사람과 갑판 밑의 사람은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나는 이거, 너는 저거 하는 식으로 경직된 조직은 위

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다. 대장 새클턴은 권위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대원들과 수평적

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탐험대 내부의 계층을 파괴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했고, 명령하지 

않음으로써 대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식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즈음, 말다툼 끝에 한 대원이 우유

를 엎지르고 말았다. 그는 피같이 소중한 우유가 바닥에 스며드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

다. 그때 대원들은 말다툼을 멈추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조금씩 자기 몫의 우유를 나눠주

었다. 이런 팀워크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 그들에게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냈다. 만약 

새클턴이 기존의 탐험가들처럼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아마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

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권위적으로 자기 목표만 고집했던 스콧 대위 팀은 귀환을 150마

일 남기고 모두 목숨을 잃었다.

1등과 정복만을 추구하는 시각에서 보면 새클턴의 남극 탐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가 발휘한 리더십은 모든 대원을 살렸다. 생존의 비결은 바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팀

워크였다.

출처 : 당신의 스피치를 위한 특별한 온라인 코칭 제33호 2010년 3월 31일

☞ 해설사는 자연에서는 리더이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해설

사와 탐방객의 팀워크가 발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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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쌍방향 대화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일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훌륭한 대화란 상대방과의 이야기 속

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1) Hear 

본질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들어야 한다.

(2) Listen

잘 듣고 열심히 듣는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소리가 들

린다.

(3) 올바른 경청의 10가지 방법

1)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거나 두리번거리

지 않는다.

2)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반복하면서 듣는다. 공감도 형성이 높아진다.

3) 대화는 최소 두 명이 하는 게임이다. 말로, 표정으로, 눈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

기를 들어주는 것이 맞장구이다. 음성을 단순하게 표현해야만 (아, 예, 응, 그랬구나)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열을 올리고 있을 때는 맞장구를 잠시 멈

춘다. 

4) “아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자기중심적 경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존심을 해치는 말을 하면 본능적으로 적의를 느낀다.

5) 시선과 자세는 상대방 쪽으로 한다. 

6)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따라 하게 되면 더욱 경청하게 된다.

○ 탐방객 : 주차하는 데 40분 걸렸어요.

→ 해설사 : 40분 걸리셨어요?(40분이라는 핵심을 따라 한다.)

7) 상대방에게 사실이나 확인을 하는 질문을 삼가고 상대방의 관심이나 행동에 대한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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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비언어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9) 적절한 때에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너무 자주 끄덕이면 안 된다. 때에 따라 상대방

에게 의미가 다양하게 전달된다.

10)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

○ 아. 그러셨군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나. 동기부여

마음속의 강한 욕구에 따라 인간은 행동한다.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장

차 설득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불

러일으키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관심을�

나타내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거나 특정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까?

(파워풀 커뮤니케이션의 저자 : 캐빈 호건, 지그 지글러의 말)

(1)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세상 사람은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잊도록 한다. 자기 외에 아무도 그것에 흥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해와 공감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

미의 이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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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6

1. 대상별 커뮤니케이션

가. DISC 행동유형

1928년 미 컬럼비아대학의 심리학교수 William Mouston 박사가 개발하였다.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환경 속에서 자기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연구

하였다. 

주도형(domi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형(steadiness), 신중형(conscientiousness)

나. DISC의 목적

자신의 행동유형과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신에게 맞는 갈등관리 방법, 대인관계 유지방법, 

학습방법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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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별 행동양식의 특징

주도형 사교형

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환경을 조성한다.

I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 스스로 환경을 조성한다.

∙ 결과를 빨리 얻는다.

∙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유발시킨다.

∙ 도전을 받아들인다.

∙ 의사결정이 빠르다.

∙ 기존의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 지도력을 발휘한다.

∙ 어려운 문제를 처리한다.

∙ 문제를 해결한다.

∙ 사람들과 접촉한다.

∙ 호의적인 인상을 준다.

∙ 말솜씨가 있다.

∙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동기유발

을 시킨다.

∙ 열정적이다.

∙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 사람과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다.

∙ 그룹 활동을 좋아한다.

신중형 안정형

C 업무의 질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환경 안에서 신중하게 일한다.

S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한다.

∙ 중요한 지시나 기준에 관심을 둔다.

∙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쓴다.

∙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찬반, 장단점 등을 

고려한다.

∙ 외교적 수완이 있다.

∙ 갈등에 대해 간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접근한다.

∙ 정확성을 점검한다.

∙ 업무 수행에 대해 비평적으로 분석한다.

∙ 예측 가능한 일을 일관성 있게 수행한다.

∙ 참을성을 보인다.

∙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한다.

∙ 충실함을 보인다.

∙ 남의 말을 잘 듣는다.

∙ 흥분한 사람을 진정시킨다.

∙ 안정되고, 조화로운 업무 환경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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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도형(D) 파악 방법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통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종종

가로막고, 대체로 서두르는 편이며,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대응성이 낮은 주도형은 상대방의 주권을 잡으려 하며, 목적 지향적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고집이 세다. 세부사항을 

무시하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 일에 집착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는 상대의 욕구를 무시한다.

○ 되도록이면 빨리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결론을 빨리 내리려 한다.

○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 상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2) 사교형(I) 파악 방법

활기차고 개방적이며 친절하다.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며, 사물이

나 주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대응성이 낮은 사교형은 낙관적이며, 표현력이 좋다. 즐거운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하며 열정적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 끝마무리가 잘 없고, 교묘한 말로 설득을 한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 대화가 다른 길로 잘 벗어난다.

○ 말이 지나치게 빠르고, 너무 밀어붙이는 인상을 준다.

○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고, 자료가 부족하다.

○ 상대와의 관계에 너무 민감하다.

○ 중요한 핵심보다는 이것저것 다 좋다 한다.

(3) 안정형(S) 파악 방법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조심성 있게 추진한다.

대응성이 낮은 안정형은 충성스럽고 쉽게 동의하며 안정되게 작업 수행을 한다. 대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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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원만하므로 협조적이고 꾸준하다. 급격한 변화를 꺼리므로 지나치게 관대하기도 하

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한다. 정해진 기간에 일을 끝마치기 어렵

다.

○ 상대방의 급한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한다.

○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 너무 끈질기고, 곤란한 질문을 잘한다.

○ 상대의 요구에 결정을 못하고 지지부진한다.

(4) 신중형(C) 파악 방법

질서정연하고 세부 사항에 초점을 둔다. 외교적인 방식으로 예의를 갖추고 있다.

대응성이 낮은 신중형은 유능하며 정확하고 철저하며 분석적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

으며 자기 훈련에 능숙하다. 지나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세부적인 일에 얽매인다. 자발성이 

약하며 의심이 많고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 

○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본다.

○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자세한 것을 제공한다.

○ 일에만 집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 지나치게 신중하다.

○ 너무 분석적이고 보수적이며 원칙대로 하려 한다.

라. 유형별 행동 : Case Study

☞ 경주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가설(보리사와 마애석불 해설)

D : 보리사만�해설을�들읍시다.

I : 아니야, 그래도�여기까지�왔는데�마애석불은�보고�

가야지. 전에�왔을�때�보니까�학습적으로�너무�

좋더라고….

C : 경주�남한산성도�가봅시다. S : 예. 그렇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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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에 따른 상황 패턴

D : “……”

멱살부터�잡고�본다.

I : 자꾸�이러면�화냅니다. 저한테�어떻게�이럴�

수가�있습니까?

C : 논리적으로�생각해봅시다. 이렇게�서로�

감정만�앞세운다고�해결될�일이�아닙니다. 

일단….

S : 잠깐만요!…

(말리거나�침묵)

2. 대상별 갈등 회피 방법

D : What?

∙ 핵심�결론부터�말한다.

∙ 결과�및�개선에�초점을�맞춘다.

      (도전적, 지배적, 단도직입적, 주도적)

I : Who?

∙ 업무에�중점을�두고�문제�회피를�막는다.

∙ 납기일을�두고�긍정적�상호�접촉�기회를�

가진다.

  (여유, 즐거움, 흥미, 관심)

C : Why?

∙ 전문성을�살릴�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질�높은�결과에�대해�후원을�한다.

(자료, 분석, 합리성, 확신, 이유)

S : How?

∙ 꾸준한�결과와�협조적�태도에�대해�칭찬을�

한다.

∙ 생각과�느낌을�표현할�기회를�준다.

  (인정, 안정, 봉사, 가족, 준비)

출처 : KECI 자료 24~31쪽, 단원 6. 대상자 특성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다양성)

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읽을 것인가?

다른 사람을 읽는 2가지 질문

첫째, 이 사람은 직접적인 사람인가? 간접적인 사람인가? 둘째, 이 사람보다 개방적인 사

람인가? 폐쇄적인 사람인가?

(1) 직접적인 사람

행동과 말이 빠르다. 목소리가 크고 억양 변화가 많다.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에게

묻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는 편이다. 경쟁적이고 대화 분위기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몸짓을 사용한다.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도 빠르다.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악수를 힘 있게 한다. 지속적으로 눈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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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인 사람

말과 행동이 느리다. 목소리가 작고 부드러우며 높낮이에 변화도 없다. 자신의 말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편이다. 침착하게 행동한다. 몸짓을 잘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이며 의사결정을 미루려는 편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제한다. 악수를 부드럽게 한다. 간헐적으로 눈을 맞춘다.

(3) 개방적인 사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한다. 

감정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나곤 한다. 신체 접촉에 자연

스럽다. 타인의 시간 사용에 대해 관대하다. 사람에 우선순위를 둔다.

(4) 폐쇄적인 사람

차갑고 사무적인 느낌을 준다. 표정이 다양하지 않다. 감정의 노출을 꺼린다. 사실에 기

초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대화 중에는 주제에 집중한다. 신체적 접촉을 피하거나 줄인다. 타

인의 시간 사용에 대해 엄격하다.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나. 판독을 잘하기 위한 방법

상대가 대화를 주도하게 하라. 상대의 비언어를 주목하라. 최초의 판단은 하나의 가정

으로만 삼는다. 행동의 판독은 상대에 대한 이해의 시작일 뿐이므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한다.

(1)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바람직한 자아 유도)

1단계 : 말 유도하기 

2단계 : 단서 찾기

3단계 : 간단하게 대꾸하기

4단계 : 멈춤

5단계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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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의 인간관계 만들기

1단계 : 인터뷰하기

☞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가 관심을 갖는 것을 주제로 삼는 것이 좋다. 상대가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때 이야기는 편해진다.

2단계 : 개인 스타일 파악하기

3단계 : 개인 스타일 맞춤

4단계 : 개인 스타일 인정하기

D형 결심한�것은�뭐든지�해결하시는�분�같군요.

I형 인간관계가�무척�좋으신�분�같습니다.

S형 해설을�끝까지�성실하게�들으시는�분�같습니다.

C형 아주�섬세하고�꼼꼼하게�해설�관련�메모를�잘하시는군요.

커뮤니케이션 대상자 및 대화 상대와의 친밀감 형성 방법

7

1. 칭찬 스킬

가. 칭찬의 원칙

1) 즉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짧게 한다. 말치레는 하지 않는다.

2) 칭찬은 공개석상에서 하고 지적은 개인적으로 한다.

3) 소유물을 칭찬하기보다는 사람의 행동을 칭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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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복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 올바른 칭찬 : “등산복 고르시는 안목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라고 한다.등산

복이 예쁘다는 말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복을 칭찬하

는 것이다.

등산복을 고르는 안목을 칭찬해야 제대로 된 칭찬을 할 수 있다.

4) 자존심을 지켜준다.

○ 탐방객님 자연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군요. 다음에는 더 잘하셔야 합니다.

    → “탐방객님께서 자연환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제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낸다.

5) 말꼬리를 붙이지 않는다.

나. 칭찬의 화법

1) 대담 찬사법

  → 50대 탐방객에게 “젊어 보이시네요. 동안이십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30대 초반 

같으세요.”라고 대담하게 칭찬할 때 상대방은 더 기억한다.

2) 감탄 찬사법

상대방을 보며 감탄을 하며, “와! 야! 어쩐지!”라는 말을 해준다.

3) 비유 찬사법

“자연환경 박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순신처럼 리더십이 있으십니다.” 등과 같이 비

유한다.

4) 단순 찬사법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예뻐 보이십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찬사다. 

5) 소유물 찬사법

“등산복이 아주 멋지십니다.”, “등산 모자가 멋지십니다.” 등의 말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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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칭찬의 123법칙

라. 칭찬의 세부 스킬

1)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찾아내서 칭찬한다.

2)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점을 비교해서 지적한다.

마. 칭찬의 4가지 순서에 따른 호감도 평가

일관된 긍정 → 1. 긍정 2.부정 → 1.부정 2.긍정 → 일관된 부정

가장 호감도가 낮은 방식 : 긍정 → 부정

가장 호감도가 높은 방식 : 부정 → 긍정

바. 칭찬의 유의점 

1) 진실한 마음으로 대한다.

2)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표현해야 한다.

3) 집단일 경우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대한다.

2. 사실과 감정 표현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며 표현해준다. 하지만 섣불리 사람의 감정을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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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아~그랬군요. 그렇지요? 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힘드셨지요? 등의 적절한 감정을 표현해준다.

3. 호감 효과의 상승

상대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상대는 모든 고민의 결론을 본인이 알고 

있으므로, 들어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도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8

1.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방법

1) 책 :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한다.

2) 신문 & 잡지 : 문자언어를 중심으로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기사(언어)를 작성한다.

3) 라디오 : 음성언어를 실어 전파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4) 텔레비전 : 문자와 음성언어의 매체이다.

5) 인터넷 :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쌍방향성, 즉시성, 개별성 등을 가지고 있다.

나. 매체정보 꼼꼼하게 살펴서 활용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매

체가 주는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하게 살펴서 활용해야 한다. 쉽고 편리한 만큼 지켜야 할 것

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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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박근제(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환경과 안전관리

1

1. 자연환경의 위험요소

자연환경 특히 산악지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요소는 크게 자연적 위험과 인위적 

위험으로 분류된다. 자연적 위험에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즉 기온의 차이, 폭우, 폭설, 

돌풍, 낙뢰, 강한 햇빛, 어둠, 안개 등이 있으며, 산악지형 자체가 가지는 산의 높이, 암릉, 

깊은 계곡도 위험요소일 수 있다. 또한 기상요건과 산악지형이 맞물려서 발생하는 급류와 

계곡 범람, 산사태, 눈사태 등도 자연적 위험요소이다.

인위적 위험은 방심과 부주의, 무모한 행동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과 사전 

준비와 계획이 부족한 경우 등 대부분 사람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다. 

2. 안전사고의 종류

자연환경이 가진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위험에 처했

을 때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사고는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가. 저체온증(hypothermia)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37℃의 범위에서 유지되며 신체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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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가 자신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떨려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땀을 배출시켜 체온을 내리기

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어기전이 손상을 받아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

에 걸리게 된다. 

저체온증은 습하고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탈진과 동반해 자주 

발생하고, 일교차가 크거나 평지와 체감온도가 큰 높은 산에 오를 때도 발생한다. 저체온

증은 아주 추운 날씨에서만 걸리는 것은 아니며 비나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젖은 

옷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등 열 손실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나 눈에 옷이 젖지 않도록 주의하고 젖은 옷은 가급적 빨리 갈아입고 열량이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다.

바깥 활동 중에 말을 정확히 할 수 없을 정도의 격한 떨림과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비

틀거리는 등 저체온증이 의심된다면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젖은 의복은 즉시 제거하고 마

른 담요나 옷으로 감싸준다.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를 먹게 하고, 음료를 마시지 못할 

만큼 의식이 없거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하다면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즉시 병원으

로 후송해야 한다.

나. 동상(frostbite)

동상은 영하 2℃ 이하의 추위에 노출되어 피부와 연부 조직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주로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와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귀, 코, 

손가락, 발가락에 수포가 형성되고 괴사가 일어난다. 동상을 예방하려면 너무 꽉 끼지 않은

장갑과 양말, 신발 등을 착용해야 하며 물기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분의 장갑과

양말을 준비해야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서 혈액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차

가워진 손발은 미지근한 물(37~40℃)로 녹여주는 것도 좋다.

다. 탈진(burn out)과 피로(fatigue)

자신의 신체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걷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발생한다. 신체의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은 에너지가 고갈되는 탈진으로 이어진다.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지치지 않도록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이동해야 하며,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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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이 뜨거운 낮 시간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열량이 높은 간

편한 간식을 지치기 전에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라. 일사병(sunstroke), 열사병(heatstroke)

여름철 강한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려 체액이 부족해지

면서 일사병에 걸리기 쉽다. 반면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활동했을 때 체온을 조

절하는 중추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열사병이다. 두 질환은 병리가 다르고 나타나

는 증상을 구별하기 쉽지 않으나 예방법은 비슷하다. 여름철 강한 햇볕 아래서의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여 천천히 

걷도록 하며 헐렁한 옷과 챙이 넓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망사 형

태의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마. 계곡 급류사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계곡물이 급류로 바뀐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하며, 계

곡 주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계곡의 하류보다는 상류 쪽이 물살이 약하고 계곡의 폭

이 좁아 건너가기에 더 안전하다. 계곡물이 불어서 건너가기 망설여질 때에는 여유를 가

지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빠르게 불어난 계

곡물은 폭우가 그치면 그만큼 빨리 줄어들기도 한다.



262  Ⅱ.커뮤니케이션

바. 낙뢰사고

낙뢰가 발생하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낙뢰는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즉시 저

지대나 안전한 건물 안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우산이나 스틱 같은 물건이 머리 위로 올

라와 있으면 벼락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피한다. 캠핑, 야영 등으로 즉시 대피할 수 

없을 때에는 나무, 바위 등 낙뢰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침낭이나 담요 같은 것을 깔고 

앉아 몸을 웅크리는 것이 좋다. 

  

사. 유독성 식물 중독

야외 활동 중 식용나물, 약초와 모양이 비슷한 독초를 섭취해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경

우가 있다. 어떤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야생식물을 볼 때 주의할 점으로는 아무 열매나 따서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야

생화를 따서 입에 물거나 꽃술을 빨지 않도록 해야 하고 버섯류, 특히 색깔이 화려하고 

고운 버섯은 만지거나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아. 낙석 사고

낙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다녀야 하며,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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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는 돌을 떨어뜨리거나 맞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특

히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낙석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야영지 등을 

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3. 야외에서의 조난 시 대처

자연환경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고일지라도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거나 적절한 판단과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더 큰 사고와 조난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에는 아는 곳까지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이 있는 곳이

정확히 파악되었을 때 계획했던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한다. 안개나 어둠으로 방향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밤을 지새워야 할 때

우의, 비닐, 텐트 플라이, 큰 배낭 등을 이용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야 한다. 옷이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큰 나무나 바위 굴

등을 찾아 낙엽, 나뭇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이용하여 바람을 막고 추위를 이기도

록 해야 한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는 무릎을 구부려 몸 쪽으로 당기고 양팔을 교

차하여 손바닥을 겨드랑이에 대고 팔은 옆구리에 붙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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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수칙

여러 가지 야외 활동(탐사활동, 등산, 자연 해설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

켜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계절과 날씨에 맞는 안전 장비와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 야외 활동 장소와 코스를 사전에 익혀둔다.

• 지정된 탐방로로 다녀야 한다.

• 모든 야외 활동은 해가 지기 전에 마치도록 계획한다.

•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갈 때에는 자신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한다.

• 비상연락이 가능한 통신방법을 사전에 확보한다.

• 산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 지도교사(해설사) 1인당 교육생이 15명을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한다.

• 야외 활동 중에는 과식하지 않도록 하며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야외 활동은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여 준비하도록 한다.

응급처치 개요

2

1.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응급처치(first aid)는 갑작스러운 사고 현장의 부상자, 급성질환자 등에게 사고 현장에서 

환자 상태의 악화와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행위로서 119신고를 포함한 사고 현

장의 발견자나 첫 도착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 처치를 말한다.

최근 들어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연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90% 이상이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경우는 10% 이하에 불과하다(대한적십자사, 2011, 심폐소생술).

도심과 거리가 먼 환경에서는 구조대원의 도착이 늦어지므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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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어떤 처리를 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따라서 평소에 정확한 응급처치법을 익혀두어야 한다.

2. 위급 상황 시 행동요령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목격했을 때 상황을 정확히 인지

하고 행동을 결정하여야 한다. 상황 파악이 되어야 119 신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후에는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시

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확인(check)

먼저 사고 현장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하고, 어떤 사고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쳤는지 

파악을 해야 정확한 신고와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나. 구조요청(call)

구조요청은 응급처치에 자신 없는 일반인이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면 가능한 다른 사람을 지목하여 신

고하도록 요청한다. 구조요청 시에는 현장에서 확인(check)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

고, 구급요원의 지시에 따라 처치를 계속하면 된다.

다. 처치 및 도움(care)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구조요청을 한 후에는 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 이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응급처치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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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치의 순서와 원칙(c-a-b)

모든 응급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대해 확인해야 할 점과 처치의 원칙으로는

  • 순환(circulation, 심장박동)이 되는지 확인한다.

  • 환자의 기도(airway)를 유지하여 호흡(breath)이 되는지 확인한다.

  •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한다.

마.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선한 사마리아인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

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닌 자, 응급의료 종사자 및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각각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

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별 응급처치

3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처치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첫 단추이므로 팀의 리더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실신(syncope)

잠깐 동안의 의식을 잃는 것을 말하며, 여러 원인 때문에 뇌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발생한다. 장시간 햇볕 아래에서 활동하거나 서 있다가 의식을 잃고 실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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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신 전후에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에는 출혈, 골절, 척추나 머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실신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체는 베개 높이 정도로 올려준다.

  • 목,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 구토 증상이 있으면 머리나 몸 전체를 옆으로 돌려준다.

  • 의식이 돌아오면 앉은 자세로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 호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2. 이물질에 의한 손상

가. 기도막힘(asphyxia, 질식)

호흡의 정상적인 공기 흐름은 코~인후두~기관~기관지~폐에 도달하게 되며 이러한 공기

의 흐름을 기도라고 한다. 기도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막히는 것을 기도 막힘(질식) 혹은 

기도 폐쇄라고 한다. 기도는 이물질이나 알레르기 반응, 화학물질의 흡인에 의한 손상 등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이물질에 의한 폐쇄는 성인의 경우 주로 음식물에 의한 것으로 흔

히 웃으면서 먹거나 잘못된 틀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 땅콩, 장

난감, 동전 등을 잘못 삼켜 기도를 막을 수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완전 기도 폐쇄로 말을 할 수 없거나 숨을 쉴 수 없다면 하임리히 방법(heimlich m

aneuver)을 시행한다.

(1) 하임리히 방법(heimlich maneuver)

• 환자의 등 뒤에 선다.

• 양손으로 환자를 감싸 안고 배꼽 위에 양손을 마주 잡거나 포개 얹는다.

• 마주 잡거나 포갠 양손을 환자의 등 쪽으로 세게 당겨주기를 반복한다.

• 이 방법의 주안점은 흉강 내 압력을 순간적으로 높여서 기도에 막힌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것이다.



268  Ⅱ.커뮤니케이션

(2) 눈의 이물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간 눈을 아래쪽으로 하여 흐르는 물로 씻어낸다.

흐르는 물이 없다면 생수병이나 주전자에 물을 담아 흐르게 한다. 이물감이 계속되면 

양쪽 눈을 가리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만약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있더라도 제거하지 

말고 컵 등으로 눈을 보호하여 이송한다.

(3) 귀의 이물질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귀에서 벌레가 움직이고, 한번 들어간 벌레는 안쪽으로 파고들어

고막을 긁기도 하여 천둥소리 같이 큰소리가 들리고 통증이 있게 된다. 소리와 통증으로 

공포에 질리게 된다. 벌레가 들어갔을 경우의 응급처치로는 올리브유 몇 방울을 귀에 떨어

뜨리면 벌레가 죽게 된다. 즉시 병원으로 가서 벌레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벌레를 제거하고자 하면 벌레가 더 깊이 들어가므로 위험하다. 콩, 

구슬 등 기타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직접 꺼내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여 제거해야 한다.

(4) 신체에 이물질이 박혔을 때

신체에 나뭇가지, 칼 등이 깊이 박혔을 때는 현장에서 뽑지 않고 이물질이 더 이상 움직

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현장에서 제거할 경우 2차 손상이 우려되며,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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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상(wound, 상처)

가. 응급처치

자연환경에서는 넘어지거나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하며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피부의 정상적인 구조가 파괴된 상태를 창상 혹은 상처라고 한다. 응급처치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처치를 한 후 병원에서 치료하게 한다.

• 외부 이물과의 차단 : 거즈, 붕대 등으로 드레싱

• 출혈 부위는 지혈 : 거즈 등으로 덧대어 압박

• 추가 손상을 방지 : 붕대, 부목 등으로 고정

나. 상처의 종류

• 타박상 : 멍든 상처를 말하며 물리적 충돌로 발생한다. 초기에 냉찜질을 하면 타박상 부

위를 줄여준다. 뼈와 근육에 손상이 없다면 큰 문제없이 호전된다.

• 찰과상 : 긁혀서 발생하는 상처로 주로 넘어질 때 무릎과 팔꿈치, 손바닥에 흔하다. 표피

층만 다치면 출혈은 많지 않지만 상처 부위가 넓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

으므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열상․절상 :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로 날카로운 정도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

난다. 봉합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상처의 깊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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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따라 내부 신경이나 근육, 인대 손상이 동반 될 수 있다.

• 자상 : 찔린 상처로 주로 못, 압정, 깨진 유리 등으로 발생한다. 외부 출혈이 심하지 않

더라도 깊이 찔린 상처는 감염의 위험이 높다. 깊이 박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경우 제

거하지 않고 고정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

• 절단상 : 신체 부위가 떨어져나간 경우로 떨어져나간 부분은 깨끗한 물로 가볍게 세척하

여 깨끗한 물에 적신 거즈로 감싸서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

    

다. 상처의 일반적 처치

상처 처치는 지혈과 감염의 예방이 중요하다. 현장 처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처 처치 전에 처치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 상처 확인 : 상처의 상태, 이물질, 출혈 부위 등을 확인

• 상처 소독 : 깨끗한 물, 소독 약품

• 지혈 : 거즈를 덧대는 방법으로 직접 압박, 스며 나오면 덧대는 방법

• 상처 드레싱 : 거즈, 붕대, 삼각건 등을 이용

• 붕대, 삼각건 등으로 감았을 경우 상처 부위보다 원위부 맥박을 확인한다.

• 출혈이 있는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준다.

• 심한 출혈, 아스피린 복용자, 혈우병 등의 환자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

라. 기타

그 밖에 기타 상황으로 코의 상처로 코피가 나거나 치아 손상 등이 야외 활동에 발생

할 수 있다.

코피는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도에 의한 기압 변화로 나기도 하고 건조한 겨울철에 자

주 발생한다. 피를 보고 흥분하여 혈압이 상승하면 더 많은 출혈이 있으므로 환자를 안



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271

정시키고 앉은 자세로 거즈나 휴지 등으로 코를 깊숙이 막도록 한다. 다른 부위의 외상, 특

히 머리 부위의 손상과 함께 코피가 난다면 두개골 골절도 의심해야 하므로 지혈을 하지 

않고 즉시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져 나간 경우에는 거즈 등을 뭉쳐서 꽉 물게 하여 지혈을 하고 

빠져나간 치아는 치근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유나 물에 넣어 가능한 한 빨리 

치과 치료를 받게 한다.

4. 근골격계 손상

추락 혹은 물리적인 큰 충격으로 뼈, 관절, 인대, 근육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손상이 복합적으로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골절, 탈구, 염좌 등을 판단하기 어

려우므로 우선 골절을 의심하여 처치를 한다.

가. 골절(fracture)

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로 어린아이의 경우 뼈가 부

러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휘어지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통증과 함께 외형상 변형이 있

거나 심하게 부어오르기도 한다. 정상적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움

직임이 있거나 부러진 뼈가 부딪혀 소리기 나기도 한다.

나. 염좌(sprain)

염좌는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관절 부위의 과도한 부하나 충격으로 발생한다. 통증과 

부종, 정상적 관절 범위를 넘어서는 관절 움직임이 나타난다. 주로 손·발목, 무릎 관절에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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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구(dislocation)

탈구는 정상적인 관절에 뼈가 이탈되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의 심한 충격과 관절의 과

부하로 발생하므로 인대나 주변 근육, 신경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관절

의 변형과 심한 통증이 있다.

라. 응급처치

근골격계 손상의 현장 응급처치는 기본적으로 다친 부위를 보호(protection), 안정(rest), 

냉찜질(ice pack), 압박(compression), 높이 올려줌(elevation) 등의 방법으로 처치한다. 

영문의 첫 글자만 붙여서 P.R.I.C.E 혹은 R.I.C.E 방법이라고도 한다. 현장 처치 후 병원 진

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 보호 및 안정 : 환자를 안정시키고 다친 부위를 보호한다.

• 냉찜질 : 찬 물수건, 얼음을 감싼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한다. 외상 부위를 피하고 손상 

부위에 직접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냉찜질은 부종을 방지하며 통증을 줄여준다.

• 압박 : 붕대, 부복, 삼각건 등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외형이 변형되어 

있더라도 억지로 뼈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만 한다. 부목 등으로 

고정했을 경우 손상 부위보다 아래 부위의 맥박을 반드시 확인한다.

• 거상 : 손상 부위의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마. 척수 손상(spinal injury)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목이나 척수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2차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구조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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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 곤충에 의한 교상

야외 활동에서는 동물이나 벌레에 물리거나 벌이나 독충에 쏘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

물의 입과 치아에는 각종 세균이 있으므로 물린 상처는 비누나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 치

료를 받게 한다. 주인이 있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광견병 접종 유무를 확인해야 한

다. 특히 가을철 야외 활동에는 뱀이나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한다.

가. 벌 쏘임

일반적으로 벌에 쏘이면 국소적인 통증과 붓는 것으로 끝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호흡 곤란, 저혈압, 의식 저하로 생명을 잃기도 한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은 

전신 발진과 함께 호흡 곤란, 쉰 목소리, 어지러움,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운 중상 등이 나

타난다. 이런 증상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해

야 한다.

현장 응급처치로는 벌침이 보인다면 핀셋이나 손가락으로 제거하지 말고 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고, 부종이 심할 경우 얼음찜질을 하도록 한다. 알러지 반응은 대부분 15분 

이내에 발생하므로 유심히 관찰한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향수, 냄새가 진한 화장품, 화려한 원색의 

옷은 피하는 게 좋다. 간혹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사전 파악을 하여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소매가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나. 뱀에 의한 교상

뱀에 물린 경우에는 먼저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뱀을 보지 못했을 경

우나 종류를 모를 때는 독사로 간주해야 한다. 현장 응급처치는 물린 곳은 심장보다 낮

게 하고 시계, 반지 등은 풀도록 하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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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진드기, 유행성출혈열 등

야외 활동 시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고 잔디나 풀밭에 눕지 않도록 한다. 야외 활동 후

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입은 옷은 세탁하도록 한다. 야외 활동 후 1~3주 사이에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기본 심폐소생술

4

기본 심폐소생술은 심장 박동이 없거나 심장 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

했을 때 구조 요청, 기도 유지와 함께 심장 압박(순환)을 하는 초기 단계의 처치를 말한

다.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에 즉시 알려 전문 소생술을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해야 하

며, 호흡과 순환을 시도하여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장 정지는 대부분 가정, 야외, 체육 시설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목격

자의 역할이 환자 소생에 매우 중요하다. 심장 정지가 발생한 후 4, 5분이 경과하면 

뇌 손상이 발생하므로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심장 정지가 의심되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 신고와 심폐소생술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러 

명이 있다면 한 명을 지목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행동요령과

신고요령은 2절의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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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존의 고리

신속한 심장 정지 확인과 신고 → 신속한 심폐소생술 → 신속한 제세동 → 효과적 전문 소

생술 → 심장 정지 이후 통합 치료로 이어지며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야 소생의 가능성을 높인

다.

2. 기본 심폐소생술

가. 기본 심폐소생술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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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식�확인 ②�도움�요청(119신고)

③ 흉부 압박(30회) ④ 기도 확보

⑤ 인공호흡(2회) ⑥ 자동제세동기(AED) 도착

⑦ 전원 켜기 ⑧ 패드 부착

⑨ 심전도 분석 ⑩ 전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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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흉부압박 반복 실시 ⑫ 회복 자세

나. 의식 및 반응 확인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불러본다. 이렇게 불러서 반

응이 없다면 즉시 신고와 함께 기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이때 보호자가 있다면 동

의를 구해야 하며, 환자 혼자일 때는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응급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

직접 신고하거나 두 명 이상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한 명을 지목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 자

동제세동기가 있다면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라. 환자의 자세

가능하면 환자의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며 평평한 바닥에 바로 눕힌다.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리는 자세는 기도를 개방한 자세가 된다.

기도�폐쇄 기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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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흉부(가슴) 압박

  

가슴 압박 부위는 보통 성인의 경우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가상의 선의 중간지점이 된

다. 압박은 손바닥의 뒤꿈치를 댄 다음 다른 손을 포개어 얹고 양손을 곧게 펴서 체중을 이

용하여 압박과 이완을 반복한다. 압박의 속도는 1분당 100~120회 정도이며, 압박의 

깊이는 5~6cm 정도가 되게 한다.

바. 인공호흡

인공호흡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이다. 인공호흡 전에는 반드시

기도 개방 자세를 유지한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코를 잡아 막고 구조자의 입으로 환자의 입

을 완전히 덮은 다음 약 1초 정도로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불어넣는다.

인공호흡은 2회 정도 시행 후 다시 흉부 압박을 실시한다. 보통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은

30 : 2 비율로 시행하며 인공호흡을 배우지 않았거나 얼굴의 상처가 심하다면 인공호흡

을 생략하고 흉부 압박만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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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자동제세동기는 심장 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실세동이 있을 경우 

전기적 충격을 주어 제세동을 유도하는 기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공항, 호텔 등에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법은 간단하여 일반인도 교

육을 받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켠다. 휴대용 가방이나 자동제세동기의 뚜껑을 열고 전원 스

위치(On/Off)를 누른다.

• 전극 패드를 붙인다. 전극 패드는 2개가 있으며 환자의 옷을 벗긴 후 첫 번째 패드는 환

자의 오른쪽 젖꼭지 위에 붙이고,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에 부착한

다. 대부분 패드에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 전극 패드와 자동제세동기의 연결 부위를 연결한다.

• 자동제세동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이때 환자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환자를 만져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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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충격(쇽)이 필요합니다. 반짝이는(점멸하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와 접촉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버튼을 누른다.

• 자동제세동기의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약 2분간의 심페소

생술을 실시한 후 다시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된다.

• 만일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면 지체 없이 흉부 압박을 시작

으로 기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아. 회복 자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순환이 회복되어 심장 박동과 호흡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면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회복 자세는 구토 등의 이물질에 의한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쪽 팔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팔에 기댄 자세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준다

자. 심폐소생술의 중단

심폐소생술은 자발적인 호흡과 순환이 되는 경우 중단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 응급처치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흉부 압박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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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의 이해(Ⅰ) 문화자원

서영각(국립공원관리공단)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이해(문화재의 의미와 분류)

1

1. 역사문화자원(문화재, 문화유산) 개념

가. 정의

① 인간의 문화활동 소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②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 무형의 구전된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

활양식 등 민족적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

③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민족·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예술·학

술·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나. 역사문화자원의 평가요소 

① 역사적 가치 : 역사적인 의미와 기록성

② 예술적 가치 : 예술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③ 학술적 가치 : 과거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이론․체계, 정보 등을 내포한 학술성

④ 경관적 가치 : 자연현상으로서 주변과의 조화, 생성 과정의 특이성, 자연의 경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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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 

☞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유산’(한국, 일본)

   - 북한 →‘문화유물’, 중국 →‘문물’

   - 문화(文化)+재(財, 경제적 가치)+역사‧학술‧예술적 가치≒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문화자원 >> 동식물, 지질 등의 자연적인 요소 포함

다. 역사문화자원의 법적 성격

<법적 성격> 공물이기는 하지만 공공용물이나 공용물처럼 일반 공중 또는 행정청의 현실

적인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인 당해 물건 자체의 보존’에 그 목적이 있음.

(1) 문화재보호법 기본 원리

① 원형 유지(현상 불변) 원칙

② ‘보존하면서 개발한다’의 원칙

③ ‘면(面)으로서의 문화적 환경’의 중시 원칙

④ ‘문화재 관련 결정의 신중성과 전문성’ 원칙

(2) 문화재 관련 법령‧기관 연혁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 제정된 이래 현행 법체계로 분법화되기 이전까지 1982

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 개정과 34차례 일부 개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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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법� �령 기� �관

일제

강점기

- 향교재산 보존령(1910. 4.)

- 사찰령(1911. 6.) 

-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1916. 7.)

-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1933. 8.)

1945.8.15.

~1948.8.14.

- 구황실사무청 발족

  (1945. 11. 

미군정)

대한민국

- 문화재보호법 제정(1962)

-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

(1982, 국가/지방지정, 문화재자료 구분)

-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2007)

- 문화재보호법 분법에 따른 전부 개정(2010)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2010)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0)

- 구황실재산 

사무총국 개편

(1955)

- 문화재관리국 설치

(1961, 문교부)

- 문화재청 

신설(1999. 5.)

2. 역사문화자원 분류

유형별

지정자별�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

민속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시도

유형문화재

시도

민속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

무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따라서 지정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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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문화자원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유형문화재

건축물, 전적(典籍)·서적(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등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이 

살아 숨 쉬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가)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

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광물, 동굴, 지질, 생

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나. 문화재의 지정 여부와 지정 주체에 의한 분류

(1)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보호

(2)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과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유적, 유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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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지정문화재 내용

(1)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국보로 지정

(2) 보물

(가)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전적류, 회화, 조각,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

(나)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의 유일무이한 독립적인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

하는 문화재는 이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역시 우리 문화재를 대표하는 귀중한 유물

(3) 사적

문화재 중 선사유적, 성곽, 고분, 가마터, 고인돌, 절터, 패총 등과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

될 만한 지역과 시설물을 일컫는 것으로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서울�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국보,�복제품) 북한산�진흥왕�순수비지(사적)

(4) 천연기념물

(가) 동물, 식물,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현상 중 민족의 역사성을 확인시

켜주거나 지구 생성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문화․과학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이 특별히 

아름다우면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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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 : 서식지와 번식지, 도래지까지 포함 

(다) 식물 : 자생지까지 포함. 노거수, 희귀식물, 수림지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천연동굴 포함), 

천연보호구역 등을 포함

(5) 명승

(가) 예로부터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경승지로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크며 자

연미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그 형성 과정에서 비롯된 고유성, 희귀성, 특수성이 큰 곳

(나) 경관적 요소로 구분하면 산악 경관, 계곡·폭포 경관, 하천 경관, 호소 경관, 도서 경

관, 해안 경관, 수계 경관, 고원·평원 경관, 암벽 경관, 식생 경관, 온천·냉광천지 경

관 등

가야산�해인사�일원(명승)� /�합천�해인사(사적) 가야산�해인사�일원(명승)의�문화재구역

(6)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며 보존과 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지정(종묘제례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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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문화재적 가치1)

☞ 한 지역의 자연유산은 결코 다른 지역에서 복제될 수 없으며, 또한 이식될 수도 없는 고

유한 것.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우리 유산임.

    - 노거수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나무가 생물학적인 생명체인 동

시에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와 정서, 문화의 총체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임.

    - 국가 내지 지역적인 고유성과 희귀성을 지니며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 신앙, 민속

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심미성, 상징성, 진귀성, 고유성 등의 문화적인 요소와 학

술적인 가치로 그 나라 고유문화의 한 부분이 됨.

라. 일반동산문화재

① 이동이 가능한 모든 문화재로서, 부동산문화재에 대응하는 개념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별표1(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 

    → 전적·서적·고문서류, 회화·조각류, 공예품류, 고고자료 등 

마. 매장문화재

(1) 정의 :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

(2) 구분 : 고고학에서 발굴 대상인 유적(遺蹟), 유구(遺構), 유물(遺物)

(가) 유적(遺蹟) :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

(나) 유구(遺構) : 집터, 고분, 건물터 등 옛 사람이 만든 구조물

(다) 유물(遺物) : 토기, 석기, 철기 등의 출토물

1) 이인규, 2012, 자연유산의 이해 ‘2012 문화재관리자 과정’,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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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문화재 조사 : 지표조사 + 발굴조사

(가) 지표조사

땅을 파지 않고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토기, 자기, 기와조각 등을 근거로 땅 속에 묻혀 있는 

유적을 추정하는 조사(간접조사)

(나) 발굴조사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 시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조사

(4) 매장문화재 특성

(가) 예측이 어렵다 / (나) 훼손과 재난 위험성이 높다

(다) 공공의 자산  / (라) 발굴조사 비용은 높고 효율성은 낮다

(5) 매장문화재 가치 판단의 기준

(가) 인식가치 - 예술가치

(나) 물리적 가치 - 보전성, 보존 상태

(다) 고유 가치 - 희소성, 학술성, 집단가치, 대표성

(6) 매장문화재 보존방법

(가) 현상 보존 / (나) 기록 보존 - 현상 보존이 어렵거나 학술가치 적은 경우

(다) 이전 보존 / (라) 전시관 건립

동대문역사문화공원�내�문화유적지�복원

(매장문화재�발굴�→�현상‧기록‧이전보존,�전시관�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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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등록문화재

(1) 정의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

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함(서울 화동 구 경기고교,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등)

(2) 근대문화유산의 범위

(가)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 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통상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

(나)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

될 수 있음(다만 건설된 지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건조물이나 시설물이라도 아

래 조건을 만족하며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함).

남해�덕신리�하천재(등록문화재) 청산도�상서마을�옛�담장(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 등록 조건

(가)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며,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다)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라)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과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예술적 가치가 큰 것

(마) 전통 건조물로서 당대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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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문화재 특징

(가) 허가 위주의 기존 지정제도와 구별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에 기초한 신고 위주의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함.

(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용도나 사정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도

록 하여 보호와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

3. 세계유산(world heritage)

가. 정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

→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부동산 유산

의 국가 관리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함.

나. 목적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파괴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와 보호활동 등 유산의 파괴를 근본

적으로 방지하고 국제협력 및 나라별 유산 보호활동을 고무하기 위함.

다. 구분 :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 163개국 1,031건(2015년 기준)

유네스코 제17차 총회(1971, 파리)에서 체결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

약’에서 문화, 자연, 복합유산으로 구별하여 정의함(문화유산 802건, 자연유산 197건, 복

합유산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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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가) 기념물 

역사와 예술, 과학적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碑銘), 동굴생활의 흔적, 고고

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이나 이들의 복합물

(나) 건조물군 

건축술이나 그 동질성, 주변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

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

(다) 유적지

인간작업의 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또는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

경주�역사유적지구� /�경주�국립공원�남산지구,�경주�남산�용장사곡�삼층석탑(보물)

(2)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가) 무기적(無機的)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뤄진 자연의 형태이거나 그러한 생성물의 

일군으로 이뤄진 미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

(나) 과학적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地文學) 생성

물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다)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구체적으

로 지어진 자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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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유산(mixed heritag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라.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 문화유산(11건)

불국사·석굴암(1995/Ⅰ, Ⅳ), 종묘(1995/Ⅳ, Ⅵ), 해인사 장경판전(1995/Ⅳ, Ⅵ), 창덕궁

(1997/Ⅱ, Ⅲ, Ⅳ), 수원 화성(1997/Ⅱ, Ⅲ),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Ⅱ, Ⅲ), 고창·화순·

강화 고인돌유적(2000/Ⅲ), 조선왕릉(2009/Ⅲ, Ⅳ, Ⅵ),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201

0/Ⅲ, Ⅳ), 남한산성(2014/Ⅱ,Ⅳ), 백제역사유적지구(Ⅱ,Ⅲ)

(2) 자연유산(1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Ⅶ, Ⅷ)

(3) 참고 - 북한의 세계유산(2건)

고구려고분군(2004/Ⅰ, Ⅱ, Ⅲ, Ⅳ), 개성역사유적지구(2013/Ⅱ, Ⅲ)

바.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1) 문화유산(11건)

강진 도요지(1994), 중부 내륙 산성군(2010), 염전(2010), 대곡천 암각화군(2010), 낙

안읍성(2011), 외암마을(2011), 한국의 서원(2011), 서울 한양도성(2012), 김해․함안 가

야고분군(2013),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2013), 한국의 전통 산사(2013)

(2) 자연유산(4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1994), 남해안 일대 공룡 화석지(2002), 서남해안 갯벌(2010), 

우포늪(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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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48건, 2015년 기준) 

북시리아의 고대마을(시리아, 2011 등재 / 2013 위험목록), 리버풀 해양무역도시(영국, 2

004 등재 / 2012 위험목록) 등

아. 세계유산 등재 기준

구�분 기�준 사�례

문화

유산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

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 조경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이

뤄진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

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

적

Ⅳ
인류 역사에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

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서울 종묘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 바

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 도시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

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

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

유산

Ⅶ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

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

산섬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

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

산섬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

과정에서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

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

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

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및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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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가. 정의

(1) 문화적 정체성과 창조성의 증진, 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의 핵심 요소

(2)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한 시급

한 대책방안으로 정부와 각종 단체, 지역 공동체 등에 구전 및 무형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 홍보 등을 촉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나. 목적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

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다. 연혁

•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1992)

• ‘무형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

tage)’ 채택(2003)

• 무형유산보호협약 발효에 따라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

종료(2006)

•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수립 

공표(2008)

라.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18건, 공동 등재 포함)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

0), 대목장(2010), 줄타기(2011), 택견(2011),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매

사냥(2012/중복)),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 인류무형유산 : 119개국 342건(공동등재 24건) /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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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준

(1) 무형유산협약 2조 1항에 명시된 무형유산의 조건을 충족할 것

(2) 무형유산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보여주고 인류 창

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것

(3)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을 것

(4)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참여가 있을 것

(5) 해당 유산이 등재 신청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 분류목록(inventor

y)에 포함되어 있을 것

바. 인류무형유산 등재 효과

(1) 무형유산의 국내적, 국제적 가시성 제고를 통한 무형유산 이해 증진

(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지원 가능

5.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

→ 현황 : 107개국 1대륙 4국제기구 348건(2015년 10월 기준)

가. 정의

(1) 전 세계 민족의 집단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기록을 의미

(2)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

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비문, 시청각자료(음악 콜렉션,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인터넷 기록물 등

나. 목적

(1)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2) 유산의 중요성을 전 세계인이 인식하여 보존의 필요성을 높이고, 기록유산사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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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과 신기술을 응용함으로써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세계기록사업 일반 운영지침 : 보존(preservation), 접근(access), 기록유산 부산물

들의 보급(distribution of derived products), 인식 제고(awareness)

다.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13건)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

왕조의궤(200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

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

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합천�해인사�대장경판(국보,�세계기록유산) 합천�해인사�장경판전(국보,�세계유산)

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1) 신빙성 : 유물이 진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자료

(2) 유일성과 영향력 : 유일하며 대체 불가능. 해당 유물의 손실, 훼손이 인류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일정 기간 동안 세계 특정 문화권에 역사적 의미

(3) 세계적 가치(하나 이상의 기준에 적합)

• 변화의 시기를 반영하는 시간성(time) 

• 역사 발전에 기여한 장소나 지역 관련 정보(place)

• 역사에 기여한 개인의 업적(people) 

• 세계사의 주요 주제(subject, theme)

• 형태나 스타일 등의 표본(form and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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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기준 : 완성도 또는 완전성이 탁월하고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마. 세계기록유산 등재 효과

(1) 국제적 보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로 발전 가능성 대비

(2) 보존 관리를 위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

(3)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유네스코 로고 사용 및 유네스코를 통한 지속적 홍보 가능

(4) 디지털기술(CD 등)을 활용하여 세계기록유산을 가능한 한 많은 대중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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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이해(불교 유산을 중심으로)

2

1. 사찰의 정의 및 어원

가. 사찰의 정의

부처를 조각한 불상을 모시고, 승려들이 수행을 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전하는 

곳을 이른다. 즉 절이란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과 ‘수행하는 승려’가 있는 곳을 말하며, 불

교에서는 이를 불(佛), 법(法), 승(僧)이라 하여 삼보(三寶)라고 한다.

나. 사찰의 어원

(1) 정사(精舍)

인도에서 사찰을 가리키는 말이다. 승려들의 수행처를 산스크리트어로 ‘상가람마(samgha

rama)’라 한다. 상가람마는 죽림정사나 기원정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을 수행하는 곳(

집)’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2) 가람(伽藍) 

‘samgharama’를 중국인들이 음역하여 ‘승가람마(僧伽藍摩)’라 표현하다가 다시 줄여서 

가람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

(3) 사(寺)

한나라 때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머물게 하던 관청을 ‘홍려시(鴻臚寺)’라 했다. 불교가 중

국으로 전래될 때 인도에서 온 승려들도 이곳에 머물렀기에 이후 중국에서는 승려들이 머무는 

곳을 ‘시’라 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관청과 구별하기 위해 ‘사’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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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庵)

산 속의 작은 예배공간이다. 큰 절에 딸린 작은 절 또는 승려가 임시로 거처하며 도를 닦는 

집을 뜻한다.

(5) 총림(叢林)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승려와 세속의 사람이 한데 모이는 곳을 의미한다. 총림이라 하면 

강원, 율원, 선원 등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큰 절을 뜻한다. 총림의 최고지도자를 방장스님

이라고 한다.

강원(講院) : 경전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 율원(律院) : 올바른 율법을 가르쳐 승려의 기강을 세우는 율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 선원(禪院) : 참선수행 전문도량. 선승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

우리나라 8대 총림

• 조계총림 송광사 :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

• 영축총림 통도사 :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사찰

• 해인총림 해인사 :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사찰

• 고불총림 백양사

• 덕숭총림 수덕사

• 금정총림 범어사

• 팔공총림 동화사

• 쌍계총림 쌍계사

(6) 선원(禪院)

원래 의미는 규모가 큰 사찰 또는 선방을 가지고 있는 사찰에 소속된 전각으로서, 스님들

이 참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곳(건물). 넓은 의미로는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주로 하는 참선 

전문 도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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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방(禪房)

선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좌선수행을 하는 방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다. 근래에는 참선수행을 하는 모임을 지칭하기도 한다.

절은 왜 산속에 있을까?

☞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산을 신성하게 여기는 산악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절도 산속에 자리 잡게 됨.

☞ 불교 교리상, 세속의 명예나 이득보다는 속세를 떠나 자기 수양을 통해 불도를 깨우치는 

것이므로 산속이 적합했음.

☞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절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호국사상, 도선

스님의 풍수지리학 영향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산의 적당한 곳에 절을 세워야 한

다는 믿음이 있었음.

   ※ 대부분의 사찰은 산지형 가람이지만 초기에는 평지형 가람이었다. 통일신라 말기 수행

을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절이 산속에 자리 잡기 시작함. 

2. 사찰 전각의 구성과 의미

사찰은 불상과 불화를 모시고 스님과 신도들이 수행하는 공간이자 설법을 듣는 다양한 기능

이 필요한 곳이다. 종교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건축적인 측면에서 격과 기능을 반영하여 공간

과 건물 배치를 하게 된다. 이를 가람 배치라 하며, 탑원(塔院)과 금당원(金堂院), 승원(僧

院) 및 부속건물로 구성된다.

가. 불전(佛殿)

수행승들이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드리는 곳이다. 불교신앙의 대상들이 불, 보살, 신중(神

衆)이란 명확한 3단의 위계를 갖기에 가람 내의 전각들도 3단의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처의 위계와 형상 및 교리에 대응하여 불전의 위치와 명칭이 달라진다. 부처를 모신 건물

은 가람의 중심에 자리하여 주불전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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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웅전(大雄殿), 대웅보전(大雄寶殿)

석가모니불을 봉안한 곳으로 조선시대 가장 유행한 주불전이다. 고대인도의 ‘마하바라’를 

한역한 말로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는 위대한 인물(大雄)로 일컬은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격

을 높여 부를 때는 대웅보전이라고도 한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하고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

사여래를 모시기도 하며, 협시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봉안하기도 한다.

(2) 대적광전(大寂光殿), 비로전(毘盧殿)

화엄경에 나타난 청정한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불전이다. 큰 불전일 경우 비로자나, 석

가, 노사나 등 삼신불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다. 화엄종 사찰의 주불전일 경우 대적광전(해인

사), 대광명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주불전이 아니면 비로전, 화엄전이라고 한다.

(3) 극락전(極樂殿), 무량수전(無量壽殿)

극락전의 주불은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불이며, 주불전

이 아닐 경우에는 미타전으로 부른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끝이 없고(無量光), 수명 또한 한

량없다(無量壽)는 뜻으로 무량수전(부석사) 또는 보광명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미타불

의 좌우 협시로 지장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다.

(4) 미륵전(彌勒殿)

미래불인 미륵불이나 미륵보살을 모신 불전이다. 미륵불을 모실 때에는 용화전, 도솔천에 

있는 미륵존을 모실 경우에는 미륵전이라고 하나 통상 미륵전으로 부른다. 금산사, 범어사, 

동화사, 용화사 등 주로 법상종 계통의 사찰에서 금당으로 쓰인다(속리산 법주사의 경우 법

상종과 화엄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5) 약사전(藥師殿)

질병을 고쳐주는 현세구복의 부처인 약사여래를 모신 불전이다. 만월보전, 유리광전, 보광

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약사불 좌우에는 일광‧월광보살이 협시하는데 모든 종파에서 신앙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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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음전(觀音殿), 원통전(圓通殿)

관음보살을 모신 전각이 주불전일 때 원통전이라 하며, 부속 전각일 때 관음전이라 한다

(속리산 법주사 원통보전). 이곳에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삼존불을 모시며 양류(楊柳), 십

일면(十一面), 해수(海水), 백의(白衣)관음 등을 봉안한 곳도 있다.

(7) 영산전(靈山殿), 나한전(羅漢殿), 응진전(應眞殿)

영산전은 석가모니의 설법장인 영산회상(靈山會相)에서 유래한 전각이다. 나한전은 주로 

부처의 500제자(나한)를 모신 전각이며, 응진전은 부처의 16나한(제자)을 모신 건물이다. 

응진은 부처의 또 다른 이름이며, 나한은 수행을 거쳐 깨달은 성자를 지칭한다(응진전-해인

사․천은사, 나한전-기림사 등)

(8) 팔상전(八相殿)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표현한 팔상도를 모시고 석가여래를 기리는 불전. 내부 중앙 전면에 

석가모니불을 단독으로 모시거나 영산회상도를 모시기도 한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갈라보

살과 미륵보살을 협시로 모신다(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9) 명부전(冥府殿), 지장전(地藏殿)

지장보살을 모시고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전각. 지옥의 심판

관 시왕을 모신 곳이란 뜻에서 시왕전(十王殿),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전각이란 의미에서 

쌍세전(雙世殿)이라고도 한다. 

나. 요사(寮舍), 부속시설

(1) 요사(寮舍)

승려들의 거처공간이자 일반 신도들을 접객하는 공간이다.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붙는데, 심검당(尋劍堂)은 지혜의 칼을 갈아 무명(無名)의 풀을 벤다는 뜻이다. 적묵당(寂黙

堂)은 말없이 참선한다는 의미이며, 설선당(說禪堂)은 강설과 참선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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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당, 설법전

스님들이 불교의 기초 교학을 배우며, 출가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과 계율을 익히는 

곳이다.

(3) 조사당(祖師堂)

절을 개산(開山)한 스님과 그 절에서 수행한 덕이 높은 고승들의 영정을 모셔두고 봄, 가

을로 기제를 지낸다.

(4) 삼성각(三聖閣)

산신, 칠성, 독성 등 삼성탱화를 한곳에 모신 전각으로서 우리의 고유신앙을 불교화한 것

이다. 별도로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을 두기도 한다. 

※ 산신각은 산신을 모시는 전각으로 산신탱화에는 인격체 산신과 화신으로 호랑이가 함

께 있다. 칠성각은 도교의 칠성신앙이 불교화한 것으로, 수명장수신인 칠성을 봉안하고 있으

며 조선 후기에 성행했다. 독성각은 홀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전하는 나

반존자를 모시고 있다.

※ 산신각은 산신을 모시는 전각으로 산신탱화에는 인격체 산신과 화신으로 호랑이가 함께 있

다. 칠성각은 도교의 칠성신앙이 불교화한 것으로, 수명장수신인 칠성을 봉안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 성행했다. 독성각은 홀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전하는 나반

존자를 모시고 있다.

영주�부석사�조사당(국보,�소백산국립공원) 불국사�무설전(비지정,�경주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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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門), 루(樓), 교량(橋梁)

(1) 일주문(一柱門)

사찰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다. 기둥이 한 줄로 있는 데서 유래했으나, 중생이 부처라는 한 

마음(一心)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가르고 차별하는 이분법적인 중생의 생각을 하나로 모

아서 절대 평등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일주문 전면의 편액은 사찰이 속한 산의 

이름과 사찰명을 담는다. 뒷면 편액은 해당 사찰이 불교종파 정통의 맥을 잇고 있는 유명한 

사찰임을 나타낸다(선종대가람, 해동 화엄종찰 등).

(2) 금강문(金剛門)

일주문 다음에 통과하는 문으로, 천왕문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고 속세의 더러움을 씻어내

는 곳이다. 금강석과 같은 깨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普提 下化衆

生)하는 서원이 다 이뤄지도록 스스로 다짐하는 곳이다. 대개 밀적금강역사(훔금강, 수비)와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동자, 나라연금강(아금강, 공격)과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동자가 그

려져 있다.

(3) 천왕문(天王門)

사찰의 삼문(三門) 가운데 두 번째 문으로 일주문과 불이문 사이에 둔다. 네 방위를 수호

하는 지국천왕(동방, 칼), 증장천왕(남방, 용과 여의주), 광목천왕(서방, 비파), 다문천왕(북

방, 탑)을 봉안한다. 사천왕은 인도 전래의 신이었으나 불교에서 수용하여서 제석천왕을 섬

기며 불법을 수호한다.

(4) 불이문(不二門), 해탈문(解脫門)

대웅전 등 중심 전각 앞에 세우는 문으로서 사찰의 삼문 가운데 셋째 문이다. 번뇌의 세계

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입부이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고 생과 사, 만남과 이

별 역시 그 근원이 모두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불이, 不二) 뜻에서 나온 명칭이다. 이런 깨

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해탈할 수 있기에 해탈문으로 부르기도 한다(월출산 도갑사 해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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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樓)

평지가람의 중문에 해당하며 중층 형식으로 되어 있다. 불전사물(범종, 법고, 운판, 목어)

을 보관하고 있으며, 산지가람에서는 주불전으로 진입하기 위한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

다(부석사 안양루).

(6) 교량

사찰에서 다리는 일반 다리와 달리 불계(佛界)와 중생계(衆生界)의 경계라는 의미가 있다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연화교‧칠보교).

기단과 기둥

☞ 기단 :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보다 높이 쌓은 것으로, 궁궐이나 사

찰, 관청에서는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기단을 높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건물의 격을 높임).

☞ 기둥 : 보통 기둥의 종류에는 원기둥과 각기둥이 있는데, 대개 원기둥의 격이 더 높다고 

하여 궁궐이나 사찰의 주요 건물은 원기둥을 사용하였다(천원지방-원형을 남성에, 방형

을 여성에 비유).

    ※ 원주는 공간을 통합하는 성격이 강하고, 방주는 공간을 분화하는 성격이 강함. 

3. 탑(塔)

가. 정의 

• 사리를 넣는 불교 무덤

• 부처님이나 기타 덕 높은 스님들의 신골(身骨)인 사리(舍利, sarira)를 넣은 무덤

• 모든 개념과 형식을 초월한 부처님의 경지를 표상하며 불교신앙의 중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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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의

• 범어의 스투파를 음역한 것이 ‘탑파(塔婆)’ > ‘탑’이라 통칭

• 음역 : 솔도파(窣覩婆), 수두파(藪斗婆), 소투파(蘇偸婆), 두파(兜婆), 투파(偸婆), 부도

(浮屠)

• 의역 : 대취(大聚), 총(塚), 고현(高顯), 분릉(墳陵)

다. 종류(불탑과 승탑)

• 불탑 : 부처님의 탑, 승탑 : 스님의 묘탑(≒浮屠)

※ 부도(浮屠) : 불(佛)의 음역으로 불상, 승탑, 불교 등의 다른 명칭

라. 구조 

• 기단부(기초) + 탑신부(중심, 사리 보관처) + 상륜부(탑머리)

• 인도에서 만든 최초의 탑은 반구형의 분묘 형태였지만, 목조누각 형태를 갖춘 중국식 목

탑으로 변화했다가 목탑과 석탑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했다.

마. 복발탑과 중층탑

(1) 복발탑(覆鉢塔) 

(가) 기단(基壇) : 탑의 기초로 탑신인 복발의 받침

(나) 복발(覆鉢) : 내부는 흙으로 채우고 표면을 벽돌로 장식

(다) 상륜부 : 평두(平頭) + 산개(傘蓋)

• 평두 : 사각형의 석감(石龕), 사리를 안치하기도 함. 상륜 기단의 역할

• 산개 : 햇빛을 가리는 일산을 뜻한다. 일산이 제왕의 권위를 상징하므로 이것은 법왕(法

王)의 권위를 알리는 상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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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복발탑�구조 중층탑�구조

(2) 중층탑(重層塔) 

탑신부가 중층인 탑으로 전탑, 목탑, 석탑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가) 기단부 

2층 또는 단층. 아래 것을 1층 기단, 위는 2층 기단이라 하며, 목탑이나 전탑의 경우 사리

를 기단 아래에 두기도 한다. 버팀기둥(탱주) 수에 따라 탑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기단부 하단에 12동물(12지신), 상단에는 8부신중을 새기기도 한다.

(나) 탑신부 

3, 5, 7, 9층 등 대부분 홀수의 중층으로 구성된다. 목탑일 경우 찰주(刹柱)는 기둥이 중

심부를 관통하면서 상륜부까지 계속되나 석탑은 상륜부에만 표현한다. 편년(編年)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옥개석 받침(屋石)인데, 신라 중대(7, 8세기)에는 5단, 신라 하대(9세기) 때는 

4단, 고려나 조선 때는 3단이 유행했기에 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사천왕이나 인왕상을 

배치하거나 사방불을 새겼고 문고리, 자물쇠 문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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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륜부 

복발탑의 기단에 복발과 평두 및 산개와 갖가지 장식. 노반+복발+앙화+보륜+보개+수

연+용차+보주와 찰주로 구성된다.

탑의 상륜부 구성과 명칭

☞ 노반(露盤) : 은혜를 베푼 이를 공경하여 받드는 대

☞ 복발(覆鉢) : 부처님의 발우(밥그릇)을 나타낸 것

☞ 앙화(仰花) : 연꽃으로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연화좌를 상징적으로 나타냄.

☞ 보륜(寶輪) : 법의 수레바퀴로 연화좌 위에 놓여 부처님의 육신을 대신함(영원성).

☞ 보개(寶蓋) : 천개(天蓋), 존귀한 신분임을 상징하는 일산(日傘) 

☞ 수연(水煙) : 물안개를 나타냄. 신성한 곳임을 상징화

☞ 용차(龍車) : 부처님을 가까이서 수호하는 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 보주(寶珠) : 중생이 원래 부처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

바. 재료 

벽돌탑(塼塔), 나무탑(木塔), 돌탑(石塔), 금속제탑, 기타

(1) 벽돌탑 

인도에서 가장 성행했다. 중국 또한 풍부한 재료와 보존의 용이성 때문에 목탑보다 전탑을 

많이 만들었으며,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돌을 벽돌 형태로 재

단해서 쌓은 모전탑도 있다.

(2) 목탑 

중국에서 크게 성행하였으며 나무를 건축의 주재료로 삼았다. 북위 영령사 9층 목탑의 높

이는 150m(또는 300m), 황룡사 9층 목탑(80m)은 이 목탑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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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탑. 풍부한 양질의 화강암을 활용했다.

(4) 금속제탑

금, 은, 동, 철로 만든 작은 탑. 금동탑도 있다.

(5) 기타

옥탑(수정, 유리), 니소탑(흙으로 제작, 탑 속에 넣는 작은 탑) 등이 있다.

사. 배치

탑을 사원의 중심에 놓는 주존적인 배치가 있고, 불상을 봉안한 금당과 같은 비중으로 두

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금당에 완전히 종속된 형태이며, 금당 앞에 1탑만 배치하거나 

좌우대칭의 쌍탑을 두기도 한다.

※ 탑원 조성법 : 탑 주위에 난간을 두르고 동서남북에 4문을 설치하거나(인도) 담 또는 회랑을 두기

도 한다(우리나라).



314  Ⅲ.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4. 승탑(≒부도(浮屠))

가. 의의

• 승탑은 스님의 사리탑(≒부도, 浮屠)을 의미한다. 

• 수행이 높은 스님을 부처와 같이 예우함으로써 승탑을 조성하게 되었다.

• 사찰의 경내나 변두리 외진 곳에 세워 탑의 위치와 쉽게 비교된다.

나. 발생

삼국시기 말 발생한 것으로 추정(‘삼국유사’에 백제와 신라 승려의 부도를 세웠다는 기록

이 있다)하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9세기 중엽에 만든 진전사지 도의선사 부도이다.

※ 부도를 본격적으로 만든 것은 9세기 이후 선종의 융성과 관련이 깊다. 조사 또는 스승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선종에선 부도를 만들어 그들의 사리를 봉안하고 섬김으로써 선승의 

깨달음, 즉 법(法)을 이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 형식

단층의 건물 형태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과 종형(鐘形), 복발형(覆鉢形)이 있다.

(1) 팔각원당형

• 신라 말 고려 초에 유행했으며, 우리나라 부도의 주류를 이룬다.

• 기단, 탑신, 옥개 모두 8각을 하고 있는 단층 형식

• 옥개는 목조건물을 모방해 기단과 탑신부에는 사자(獅子), 신장(神將), 비천(飛天) 등을 

새긴다.

(2) 종형, 복발형

인도의 불탑 형식에서 비롯되었다. 범종이나 바릿대를 기단 위에 올려놓은 형태로 고려 말

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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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원당형(구례�연곡사�북�승탑,�국보) 종형,�복발형(장성�백양사�소요대사탑,�보물)

5. 불상(佛像)

가. 의미

부처란 ‘Buddha(佛陀)’를 말하며 각자(覺者), 곧 진리를 깨달은 사람 또는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이다. ‘여래(如來)’라고도 하며, 불상은 이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든 상(像)이다.

나. 응신불(應身佛, 석가모니, 석가여래)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부처가 된 분을 말하며, 다양한 불상 중 가장 숭앙받고 많

이 조성되었다. 석가여래를 모신 법당으로는 대웅전, 응진전, 나한전, 영산전, 팔상전 등이 

있다.

다. 법신불(法身佛, 아미타여래, 약사여래 등) 

(1) 비로자나불

연꽃 속의 세계에 계시는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으로 진리의 몸이 온 누리를 두루 비치는 

큰 빛을 내어 모든 이들을 이끌어주는 부처이다. 비로자나불을 모신 불전을 대광명전, 대적

광전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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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미타불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부처. 아미타불을 모신 불전을 무

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등으로 부른다.

(3) 약사여래

모든 이들의 온갖 아픔을 고치고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해주며 재난과 근심을 없애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부처이다.

(4) 미륵불 

석가여래가 미처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기 위한 미래불이다. 미륵불이 봉안

된 불전을 용화전이라고 한다.

라. 보살 

성불하기 위하여 수행에 힘쓰는 사람의 총칭으로서 ‘보리살타’의 약칭이다. 불교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수행하는 동시에 부처의 자비행을 실천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자 노력하는 

수행자를 말한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이므로 머리에 관을 쓰고 몸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천의를 걸치고 

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영락 등의 장신구를 갖추고 손에는 연꽃, 정병, 구슬을 들고 있

다. 얼굴은 아름답고 온화하며 자비로운 성격을 표현하는데 여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1) 관세음보살 

중생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여러 모습

으로 나타나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관음신앙’이 유행하였다. 아

미타여래의 좌협시로서 우협시인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삼존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머리에 쓴 보관에 화불(化佛)이 있으며 손에는 연꽃이나 정병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

음보살을 모시는 불전은 원통전(圓通殿), 원통보전(圓通寶殿), 관음전(觀音殿), 관음보전(觀

音寶殿)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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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세지보살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중생을 널리 비추어 삼도고(三道苦)를 여의고 끝없는 힘을 얻게 하

므로 대세지(大勢至)라 한다.

가난과 고통에 좌절하여 쓰러지는 중생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머물 수 없다면서 부단히 독려하여 마침내 정토세계에 당도하게 하는 보살이다.

※ 삼도고(三道苦) : 육도(六道) 중에서 악인이 죽어서 간다는 세 가지 괴로운 세계. 곧, 지옥도

(地獄道), 축생도(畜生道), 아귀도(餓鬼道)를 뜻한다.

(3) 지장보살 

땅과 같이 세상 만물의 출발점이면서 고르게 자라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으로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신 다음 56억 7000만 년 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체

의 중생을 구제하도록 의뢰받은 보살이다. 머리에 보관 대신에 민머리 또는 두건을 쓴 모습

을 하고 있다.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은 지장전(地藏殿), 명부전(冥府殿) 등으로 불린다.

(4) 일광보살(日光菩薩), 월광보살(月光菩薩)

약사여래의 양협시 보살이다. 일광보살은 해를 상징하는 적홍색을, 월광보살은 달을 상징

하는 백홍색을 보관(寶冠)이나 손바닥에 나타내어 약사삼존으로 조성된다.

불상�명칭도(문화재청) 보살상�명칭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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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천(天)

불교를 수호하는 신들로 천에는 광명, 청정, 자재의 뜻이 있고 곧 호법신(護法神)으로서 인도

에 있던 여러 토착신이 불교에 흡수된 것이다. 예) 제석천, 사천왕, 팔부중, 비천 등

바. 나한(羅漢)

나한은 곧 아라한(阿羅漢)이다. 소승불교의 수행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자로 

온갖 번뇌를 끊고 고집멸도(苦潗滅道)의 사제(四諦) 이치를 깨달아 세상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갖춘 성자이다. 예) 십대제자상(경주 석굴암), 유마거사 등

사. 부처의 수인(手印)

불상 종류에 의한 수인은 교리적인 뜻을 가지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불상의 성격과 명칭을 

분명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칙이 엄밀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1) 선정인(禪定印)

부처가 결가부좌 상태로 참선, 즉 선정에 든 것을 상징하는 수인이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 금강좌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취한 수인이다. 결가부좌한 불좌상에서만 볼 

수 있으며 삼마지인(三摩地印), 삼매인, 법계정인(法界定印), 등지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왼쪽 손의 손바닥을 위로해서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도 손바닥을 위로해서 그 위에 겹쳐 

놓으면서 두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어놓는 형식이다.

(2)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 

부처가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으로 항마인, 촉지인, 지지인이라고 한다. 

이 수인은 결가부좌한 좌상에만 취하는 것으로 입상이나 의상에서는 볼 수 없다. 석가모니만

이 취하는 특정한 수인이다(석굴암).

(3) 전법륜인(轉法輪印) 

부처가 처음 깨달은 후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와 중생들에게 최초로 설법할 때의 

수인이다. 이 수인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일정치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가 많지 않으나 안압지 출토 금동삼존판불상의 본존불 등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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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무외인(施無畏印)

시무외인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어 우환과 고난을 해소시키는 덕을 보이는 수인이다. 

손의 모습은 다섯 손가락이 가지런히 위로 뻗치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 높이까지 올리

고 있다.

(5) 지권인(智拳印)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수인이다. 일체의 무명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항마촉지인
(경주 남산 미륵곡 석불좌상)

아미타인과�지권인(오른쪽)
(영주 비로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약기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중 동면 

약사여래상)

시무외여원인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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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간지주

가. 의 미

불화가 그려진 장식된 깃발의 일종인 당을 걸기 위한 당간을 고정하여 세우고자 만든 지주

이다. 사찰 입구에 세워서 신성한 불가의 공간이자 세속적인 세계와 경계를 이룬 곳임을 상

징하기도 한다. 또한 사찰의 위치와 경계 및 종파를 표시하기 위해 세우기도 하였다.

나. 구조

당간부, 기단부, 간대부, 지주부로 구성된다. 당간부는 주로 나무와 철, 돌 등의 재료로 만들

었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지주받침으로 나뉘며, 간대부는 양 지주 사이에 놓아 당간을 끼워 

받치는 부분을 말한다. 지주부는 당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재로, 다듬은 형태와 결구수

법에 따라서 제작 시기를 가늠하기도 한다.

다. 괘불지주

사찰에서 의식이나 행사 때 거는 불화(佛畵)인 괘불을 걸기 위해 만들었으며, 조선시대에 

많이 제작되었다. 주로 법당 앞이나 옆에 2쌍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으며, 별다른 장식 

없이 원형이나 사각형의 간공을 뚫어서 간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공주�갑사�철당간
(보물 제256호)

공주�갑사�철당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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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찰 해설 포인트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와 경쟁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수용되어 오랫동안 민족종

교의 지위를 누려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찰은 선조들의 지혜와 인문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담긴 전통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설해야 한다. 다양한 

사찰의 해설요소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엮고, 핵심을 도출하여 탐방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

창출해야 한다. 특히 엄숙과 침묵이 필요한 사찰의 성소(聖所)적 분위기를 존중하고, 사찰별

로 다른 시공간적 매력 요인을 탐방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유

념할 사찰 해설의 핵심이다.

가. 사찰 해설의 요소

(1) 역사와 사상 요소

창건 연대, 창건주, 사찰명, 중건 동기와 목적, 시대상황, 불교사상 등

(2) 문학 요소

창건 설화, 전설, 관련 스님과 유명인물, 시, 오도송, 유람기 등 

(3) 지리(지형) 요소

가람 형태, 길지, 풍수적인 명당, 자연 지리적 환경과 적용방법 등 

(4) 문화재 요소

당간, 다리, 전각, 문루, 종, 탑, 불상, 탱화, 벽화 등

(5) 불교풍습 요소

사찰의 생활상과 의례 풍속, 음식 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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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찰 해설 유의점

(1)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

석탑 하나에서 사찰 내력과 불교문화, 석공예, 기술 변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

(2) 개별 문화재의 나열은 지양

전각 구조, 불상 명칭, 일반 정보의 나열을 지양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로 재구성 

(3) 정보의 홍수에서 핵심을 낚기

탐방객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를 섞고 추출하되 감동을 발현하는 해설

(4) 사찰과 개인(경험)을 연관시키기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난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포용

(5) 침묵과 해설 포인트 잡기 

사찰의 성소적 분위기를 존중한 해설지 선택과 탐방객에게 여유 제공 

(6) 사찰의 시공간적 요소를 극대화

사찰 입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고로움과 더불어 개별 사찰 고유의 특징을 경험하도록 유

도 

8. 전통 건물의 주요 구조

가. 기 둥

목조건물의 공간을 이루는 기본 뼈대로 주춧돌 위에 세워서 보나 도리 등을 받치는 수직 

구조의 부재이다. 모양새나 쓰임새에 따라서 사모기둥, 원기둥, 민흘림기둥, 배흘림기둥, 도

랑주, 활주, 누상주, 누하주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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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흘림기둥 

기둥 높이의 3분의 1 지점이 가장 굵고 위나 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기둥이다(부

석사 무량수전, 해인사 사천왕문).

(2) 민흘림기둥 

기둥뿌리 지름이 기둥머리 지름보다 크게 만든 기둥이다(화암사 극락전).

(3) 사모기둥 

기둥의 단면이 네모난 기둥으로 방주라고도 한다. 작은 건물이나 살림집에 주로 사용된다

(청량사).

(4) 도랑주 

자연목의 껍질만 벗기고 거칠게 다듬어 만든 기둥 형태로 살림집이나 사찰에서 볼 수 있

다(화엄사 구층암).

(5) 누상, 누하주 

2층집이나 다락집과 같은 누각식 건물에서 위층에 세우는 기둥을 누상주, 아래층에 세우

는 기둥을 누하주라 한다(화엄사 보제루).

(6) 활주 

추녀가 처지지 않게 추녀를 받치고 있는 가는 기둥. 지붕의 네 모서리에 세워져 지붕의 무게

를 받치는 기능도 한다(통도사 대웅전).

나. 지붕

지붕은 눈비를 막고 태양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덮개 또는 구조를 

말한다. 재료에 따라 기와지붕, 초가지붕, 너와지붕, 굴피지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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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배지붕 

지붕면이 양면으로 경사를 이루어 책을 반쯤 펴놓은 ‘八’자 모양이다. 앞뒤에서 지붕면을 

보면 직사각형이고, 옆면에서는 지붕면의 테두리만 보인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만 있고 추녀

마루는 없다.

(2) 우진각지붕 

지붕모서리의 추녀마루가 처마 끝에서부터 경사지게 오르다 용마루에서 합쳐지는 지붕. 앞뒤

에서 지붕면을 보면 사다리꼴 모양이고 옆면에서는 삼각형 모양으로 보인다. 내림마루가 없

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있다.

(3) 팔작지붕 

우진각지붕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맞배지붕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지붕이다. 지붕면의 정면

은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합친 형태이고, 옆면은 사다리꼴에 삼각형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모두 갖춘 지붕이다.

(4) 모임지붕 

지붕의 추녀마루가 처마 끝에서부터 경사지게 오르면서 지붕 중앙의 한 점에 합쳐지는 지

붕. 지붕의 평면 모양에 따라서 사각형은 사모지붕, 육각형은 육모지붕, 팔각형은 팔모지붕

이라 한다. 용마루와 내림마루가 없고 추녀마루만 있다.

<맛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다. 공포(拱包)

간단히 포라고도 하며 목조건물에서 지붕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에 

짜맞추어 댄 나무 부재이다.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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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심포(柱心包) 

조선시대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형식으로 지붕은 맞배지붕

이 많다.

<�주심포�>

(2) 다포(多包)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놓이는 공포 형식이다. 기둥 위에 놓인 

공포를 주심포, 기둥 사이에 있는 공포를 주간포 또는 간포라 한다.

<�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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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공  

기둥 위에 새의 날개처럼 뻗어나온 첨차식(墅遮式) 장식이다. 익공이 하나인 경우를 초익

공, 두 개인 경우를 이익공이라 한다.

<�초익공�>

9. 서원의 이해

서원은 우리나라의 선현을 배향하고 유생들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학기관이다. 

서원의 효시는 백운동서원이다(1542년, 중종 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의 사묘를 세우

고 1543년에 학사(學舍)를 옮겨 세움). 백운동서원은 1550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요

청하여 소수서원이란 이름을 임금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교육 거점이자 선현을 

숭앙하는 제향처로서, 성리학 발전을 촉진하고 향촌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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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서원�입지�그림(겸재�정선)

가. 서원의 역사문화적 성격

서원의 가치는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문화적 시스템(무형의 문화이자 복합가치)이 서원 문화의 본질이다. 

(가) 각 서원의 특별한 교육철학 

(나) 지성들의 집회소 

(다) 사회교육의 장소 

(라) 도서관과 출판 기능

(마) 도덕적인 실천 장소 

나. 서원의 변천

(1) 제1기(16세기 중~후반)

• 16세기 중반 : 학문연구 중심, 배치 정형이 없는 초기(소수서원)

• 16세기 후반 : 일정한 배치(중심축, 대칭) → 공간의 중심성, 위계성 엄격하게 유지(도

동서원, 옥산서원, 병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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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17~18세기) : 향사(享祀) 우위시대

교육기능보다 향사 위주, 17세기 중엽부터 급격히 창설(덕봉서원 등)

(3) 제3기(19세기 이후) : 서원 정비시대

서원의 급격한 증가로 역을 피하거나 여흥의 처소로 변질. 당쟁의 근거지화 → 서원 철폐

령(47개만 존속, 1871년, 고종8) → 대부분 향사기능만 복원(19세기 말 이래)

다. 서원의 배치 형식

서원의 배치는 향사와 강학공간으로 구분하고, 지형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강당이 앞쪽에 

있으면 전학후묘식 배치(일반적 형식)이며, 사묘가 강당 앞에 있으면 전묘후학식 배치라고 

한다.

(가) 서원의 묘당에는 사묘만 두고, 부속건물은 거의 배치하지 않는다.

(나) 사묘는 반드시 담으로 두르고, 정면 중심에 묘문(신문)을 설치한다.

(다) 사묘의 명칭은 서원마다 다르게 붙인다(소수서원-문성공묘, 도산서원-상덕사, OO

廟, OO祠).

(라) 강학은 서원 내 강당과 동서 양재에서 이뤄진다(원장, 학생 기거).

(마) 강당 명칭은 OO堂, OO書院, OO講堂으로 쓴다(도산서원-전교당, 무성서원-무성서

원, 덕양서원-덕양강당).

(바) 전사청 : 제향 시 제수를 마련하거나 또는 제기를 두거나 보관한다.

(사) 장판각 : 경장각, 어서각이란 명칭도 쓰며 문집, 판각 등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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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서원�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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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의 이해(Ⅱ) 문화다양성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정의와 필요성

1

1. 문화와 문화다양성

‘문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세계

선언’에 의하면 ‘문화는 특정의 사회 또는 사회집단이 가진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특

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예술,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공생의 방법, 가치관, 전통 및 신

앙도 포함한다’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문화는 한 사

회의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라는 용어의 정의는 역사적 시대, 이데올로기, 사회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

어 오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종합하여 정의하면, 문화란 ‘자연에 대한 인

간의 적응 과정과 그것의 총체적인 산물’일 것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해서는 2005년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에 관

한 조약2)’에 의하면, ‘집단이나 사회문화가 표현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된다. 여

기에서 문화의 표현은 집단이나 사회, 혹은 타 집단과 사회 간에 전승되지만, 문화다양성은 

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dopted by the 31st Session of UNESCO's General C
onference,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31st Session Paris (15 Oct. ~ 3 Nov. 2001). Vol. 1, Resoluti
ons, Paris: UNESCO, 2002. pp. 62-63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46/124687e.pdf>

2) Conce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http://unesdoc.unes
co.org/images/0014/001429/142919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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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나타나거나 확산되고 전달되는 다양한 방법 외

에 예술적인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전승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2. 문화다양성의 필요성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해온 방식이 있다. 인류는 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매우 유연하게도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생존을 도모해왔다. 예를 들면, 1만 200

0년 전 빙하기가 끝날 무렵의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인류는 구석기시대의 수렵채집문화에서 

벗어나 집단정주, 어로 등 신기술과 저장습관 등 특징을 가진 새로운 시대로 이행되게 되었

다. 이러한 문화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급하게 형성된 것은 아니며, 빙하기시대를 지나

올 때 비록 소수이지만 일부 온대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밝혀지고 있다. 즉, 다

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기에 인류는 환경 변화를 극복해왔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서로 다

른 문화를 창출하여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

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에 필요하다. 문화 그 자체로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 문화의 존재가 필요하다. 새로운 창의력은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서 생기며, 끊

임없는 타 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창조력은 생성된다. 이처럼 문화다양성의 의의는 생물다양

성의 필요성과 병행하여 사용된다. 생물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문화와 언어도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 문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성의 중요성

2002년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 서미트’에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이 행한 연설

에서 문화는 환경, 경제, 사회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제4번째 핵심 축으로 정의되었

다. 이후 실행계획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의 하나로서 문화

다양성이 거론되었다.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tific and Cul

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등 국제기구의 논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

회의 구축을 목표로 벌이는 국제적인 활동에서도 환경,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취급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배려한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3). 

3) UNESCO,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Executive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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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논리에는 현지의 문화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며,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역사적 환경

인 문화유산의 보호와 함께 생태계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주민의 전통지식 등 유의해야 할 

항목이 광범위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냉전 종결 이후에 민족·종교분쟁이 심각하게 진

행되고 있는 시점에 타 문화 간의 대화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지구화(Globalization)가 진행

됨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최근 도

시정책에서도 문화산업의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통합 촉진의 관점에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문화의 창조성을 활용하여 타 문화와의 교류가 발전하도

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화하

는 것이다. 즉, 생물다양성이 확보된 곳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물다양성

의 법칙은 문학, 음악, 회화 등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문화다양성과 지구화

2

문화다양성이란 민족과 지역, 공동체가 독자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다양한 문화를 

갖는 것, 또는 그러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화예술은 창조성을 기반

으로 21세기의 인간 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주는 원천이 된다. 문화다

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은 여유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나아

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과 연계된다. 

국제적으로 경제 관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사람과 물건, 그리고 금융과 

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람들도 타 문화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서로 다른 

문화의 접점은 문화 간 창조적인 상호관계를 촉진한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조약에 

의해 국제적인 협약이 정해졌으며, 문화에 의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인식

mary, Paris: UNESCO, 2009, p. 24 (Chapter 7: Cultural diversity: A Key dimension of Sustainable develop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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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즉, 대표적인 석조문화인 유럽(그리스나 이태리 등)의 문화재뿐 아니라 목조문

화의 대표적인 아시아(우리나라나 일본)의 목조건물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되었고, 또한 해체

하여 복원한 문화재도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다면적

인 가치관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의 의식이 국제사회에서 생겨난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국경을 넘어 문화 콘텐츠가 교류하고, 정보가 공유되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문

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구화에 의하여 언어의 급속한 소멸, 제품이

나 법규범, 사회구조, 생활양식의 획일화 등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가 촉발되고 있어서 문화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문화산업이 개발도상

국의 시장에 침투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위에 형성된 고유한 문화를 훼손시킴으로써 지역문

화의 창조성과 정체성이 상실되어가고 있음도 지적된다. 

지구화와 문화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타 지

역, 타 집단의 문화와 가치관을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과 동등하게 존중하여 공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문화 교류를 통하여 각 나라, 각 민족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함으로써 타 문화, 타 문명과의 새로운 대화

를 위한 조건을 정비하고 그것에 의하여 국경과 언어, 민족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심성을 연

결해 세계평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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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사회경제적

경향
활동의�특징 주요�회의

제2차�세계

대전~1960

년대

문화다양성 인식 

태동

•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제시할 구

체적인 국제회의가 없었던 

시기

1980년대 실크로드 종합조사

를 실시한 ‘문명 간의 대화 프

로젝트’

1970년대�

개발과 문화의 

조화를 위한 국제

기구의 협력

• 유네스코와 국제자연보호연

맹(IUCN)에서는 문화유산

의 보호에 관한 협력

• 문화유산 파괴에 따른 '문화

관광의 개념'을 정비 

• 1972년 6월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

• 지역문화정책회의

1980년대
개발의 문화적 

측면 고려

• 개발 목적에 대한 정의

- 균형 있는 개발 강조

•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

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적시

•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생태학적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

• 1982년 멕시코시티 유네스

코 ‘문화정책에 관한 세계회

의 : 문화정책에 관한 멕시

코시티 선언’ 채택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

원회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적 동향

3

1. 국제회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회의

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2차 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 문화재의 복구와 함께 인류문화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각국의 문화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되었다. 문화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정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국 

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관련 조사가 수반되었다(표 1). 

[표�1]�문화다양성�개념의�발전과�국제적�활동�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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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리우 정상회의와 

원주민의

문화

• ‘아젠다21’-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

한 이용

• 토착민과 공동체의 전통지

식과 방법 존중

•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

한 유엔회의’

• 1995년 유엔 ‘문화와 개발

에 관한 세계위원회’

2000년대� ‘문화다양성 선언’

• 국가별 역할의 활성화

•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문

화다양성과 타 문화 간의 상

호 이해를 중요하게 인식함

• 문화다양성과 경제, 제품, 서

비스와의 연계 확대 및 논의

•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

가 환경, 경제, 사회의 세 분

야와 함께 기본요소로 확인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제안

• 2000년 5월 스웨덴 말메에

서 ‘세계 환경각료포럼’

• 2001년 제31회 유네스코총

회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

선언 (문화다양성선언)’ 채택

•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서미

트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수뇌회의 

실시계획’

• 2002년 유엔환경계획(UNE

P)과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

한 개발을 위한 생물다양성

과 문화다양성’

•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

양성 보고 및 촉진에 관한 조

약(문화다양성 조약)’ 채택

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서 1960년대까지 - 문화다양성 인식 태동

이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제시할 구체적인 국제

회의가 없었던 시기였다. 유엔의 모든 활동은 평화 구축과 유지를 위한 논의가 핵심이었다. 

문화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은 유엔 기관인 유네스코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네스코

에서의 문화 관련 논의는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상호이해를 통하여 평화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4)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유네스코에서 추진된 것이 ‘동․서

4) UNESCO, UNESCO and the Issue of Cultural Diversity, Review and Strategy, 1946~2004, a Study Based on 
Official Documents, Revised Version, Paris: UNESCO, 2004.9. <http://www.unesco.org/culture/culturaldive
rsity/doc_pre_2007/unesco_diversity_review_strategy_1946_2004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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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대화 프로젝트’이다. ‘문명 간의 대화’에 관한 아젠다는 그 이후 유네스코의 기본개념이 

되었으며, 1980년대에 실크로드 종합조사를 실시한 ‘문명 간의 대화 프로젝트’까지 발전하였

다. 1950년대에는 문화와 인권의 관계가 논의되었으며, 문화는 예술작품이나 유적의 보호뿐 

아니라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과 독립에 관한 문제로서 인식되었다. 1960년대에는 문화와 

개발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한때 문화유산의 보호 및 공개, 개발과 연계된 문화관광의 개념을 

제창하게 되었다.

나. 1970년대 - 개발과 문화

(1) 유엔 인간환경회의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

man Environment)’가 개최되어 6개 분야에 걸쳐 인간 환경을 위한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5)

그중 하나는 ‘환경 문제의 교육, 정보, 사회 및 문화적 측면’의 주제로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시점을 고려해야 함을 적시하였다. 당시 유네스코와 국제

자연보호연맹(IUCN)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안과 자연환경의 보호에 관한 조

약안을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위의 권고에 따라서 유네스코에서 양쪽의 작업을 통합

하여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권고를 수락하여 같은 해 11월 제17회 유네

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2) 지역문화정책회의

1970년대에는 개발과 문화를 둘러싼 의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서구 선진국의 

근대화 모델을 개도국에 적용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를 인식하고 유네스코에서는 

현지의 문화에 기초하며 당사국 측이 주체성을 가진 내발적(內發的) 발전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관광에서는 문화유산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점도 있음을 이해하면서 문

화관광의 개념을 정비하게 된다. 즉, 문화유산의 보호와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국과 지역주민

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시하였다. 

5) Action Plan for the Human Environment <http://www.unep.org/Dp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
entI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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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 개발의 문화적 측면 고려

(1) 문화정책에 관한 세계회의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유네스코에 의해 개최된 ‘문화정책에 관한 세계회의’에서는 ‘문화

정책에 관한 멕시코시티 선언’이 채택되었다6). 이 중에서 ‘개발의 문화적 측면’의 항목에 의

하면 ‘문화란 개발 프로세스의 기본적 부분을 구성하고, 국가의 독립, 주권 및 정체성을 강화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성장의 개념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문화적인 필요성

을 충족하는 질적 측면이 중요하지만, 너무 질적 측면만 고려돼왔다는 사실을 반성하면서 진

정한 개발의 목적은 모든 개인의 변함없는 웰빙(well-being)과 충족(fulfilment)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점검

하여 개발 전략에 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1987년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브룬트란트 위원회)’가 보고서를 정리하여 지

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적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생태계에 미

치는 일련의 행위(예 ; 유해물질의 배출 등)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생태학적 상호작용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으

며, 농업에서의 공동행동, 수리, 산림, 토지에 관한 규제가 시행되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서 전통적인 지식과 생활양식 등 문화적 요소가 개발에 미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반영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라. 1990년대 - 리우 정상회의와 원주민의 문화

(1)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리우 서미트)

1992년 6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에서는 토착민의 전통지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7). 

6)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ecies, Mexico City (6 Aug. 
1982) <http://portal.unesco.org/culture/en/files/12762/11295421661mexico_en.pdf/mexico_en.pdf>

7)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
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http://www.un.org/documents/ga/conf151/aconf1
5126-1annex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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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적 기량이 환경 관리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나아가 ‘아젠다21’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토착민과 공동체의 전통지식과 방법을 존중하고, 그 전통

적 방법 등에서 얻어진 경제적, 상업적 이익을 토착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적시하였다. 생물다양성이 확보되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토착민이 존재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들은 다양한 생태계에 대응하며 환경에 덜 영향을 주면서 공생해온 

전통적인 지혜와 생활양식 등 문화 체계를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문화와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1995년 11월에는 유엔 ‘문화와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우리들의 창조적인 다양성(O

ur Creative Diversity)’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8). 이 보고서에는 인간이 단순히 자연으로

부터 다양한 수혜를 받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충족한 만큼 가치 있는 공생의 방법을 선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문화는 단순히 개발의 수단이나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임을 정의하였다. 문화와 환경과

의 관계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적시되었고,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에서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회가 만들어낸 전통적인 방법의 존재가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마. 2000년대 - 문화다양성 선언

(1) 세계 환경각료포럼

2000년 5월 스웨덴 말메에서 ‘세계 환경각료포럼’이 개최되어 ‘말메 각료선언’이 채택되었

다9). 이 선언문에는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적, 정신적 가치의 존중과 토착민의 

지식 보호 등 문화다양성이 중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 환경’이라는 항목에서는 

문화다양성과 토착민 등 전통지식이 지구화 과정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8)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Our Creative Diversity,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Summary Version, Paris: UNESCO, July 1996. <http://unesdoc.unesco.org/im
age/0010/001055/105586.pdf>

9) Global Ministerial Environment Forum, Malmo, Sweden, 29-31 M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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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다양성 선언

2001년 11월 열린 제31회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 (문화다양

성 선언)’이 채택되었다10).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문화제

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유무역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프랑스․캐나다 측과 인정

할 수 없다는 미국 측 사이의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1999년 이후 유네스

코에서 관련 장관회의 등을 주도하면서 문화제품과 서비스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

안을 지속해왔다. 이처럼 문화다양성 선언채택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프랑스와 캐나다의 활동

과 더불어 지구화의 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의 결

과가 있다. ‘문화다양성 선언’은 전문과 12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 문화를 정

의한 후, 본문에서는 생물다양성이 자연에서 매우 필요하며, 문화다양성은 교류, 혁신, 창조

의 원천으로 인류에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

고 서술하고 있다(제1조). 또한 문화다양성은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정책에 의하여 실현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문화다원주의에 대해서는 문화 교류와 창조적 능력에 필요한 자원이며 

민주주의 기반이라고 정의하였다(제2조). 더욱이 문화다양성이 개발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제3조),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특히 소수민

족과 토착민의 권리가 중요함을 적시하였다(제4조). 이 선언에는 전 20개 항목에 대한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선언 실시를 위한 행동계획’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부록 제1항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법규 제정에 대한 검토도 제시되고 있다. 

(3)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서미트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수뇌회의 실시

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 치안, 안정, 인권, 기본적 자유의 존

중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서미트 기간 중에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네스코가 개최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원탁회의’에서는 지

구화에 의하여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제품과 규범, 언어가 날로 규격화되고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조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당시 프랑스 시라크 대통

령의 연설). 이러한 호소에 따라서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고 및 촉진에 관한 조약

(문화다양성 조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시라크 대통령은 연설에서 문화는 환경, 경제, 

10)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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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축임을 강조하였다.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문화가 환경, 경제, 사회의 세 분야와 함께 기본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4) 유엔 ESD의 국제 실시계획

2005년 1월 요하네스버그 서미트에서 제안된 결의에 따라서 제57회 유엔총회 결의를 거

쳐서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

D)’ 활동이 시작되었고, 유네스코는 각국 정부에 ESD 추진계획 책정의 지침으로서 ‘유엔 ES

D의 10년 국제 실시계획’을 공표했다. 여기에서는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축으

로뿐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의 세 분야를 받쳐주는 기반, 또한 통합하는 위치로서 개념화되

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과 타 문화 간 상호이해가 매우 중요한 

항목임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4

1.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약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개념은 문화다양성이다.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는 6개의 조약을 채택하였다(표 2). 이 중에서 

세 가지는 2000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국제법규의 정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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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문화다양성�보호를�위한�유네스코�국제조약(2010년�기준)

명칭
채택일

(발표일)
보호�대상 가입국

1

무력 분쟁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약(헤이

그 조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The Hague, 14 May 1954.

1954. 5. 14.
(1956. 8. 7.)

분쟁 시 유형의 부

동, 가동의 문화유

산

123

2

문화재 불법 수입, 수출 및 소유권 이전을 금

지하거나 방지를 위한 조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

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

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

perty, Paris, 14 November 1970.

1970. 11.

14.

(1972. 4. 24)

유형의 문화

유산
119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

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aris, 16 November 1972.

1972. 11.

16.

(1975. 12. 17.)

유형의 부동 문화

유산,

자연유산

186

4

수중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

rwater Cultural Heritage, Paris, 2 Novem

ber 2001.

2001. 11. 2.
(2009. 1. 2.)

영해 외 배타적경

계수역, 대륙붕 등

의 해양문화유산

31

5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

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17 Octo

ber 2003.

2003. 10.

17.

(2006. 4. 20.)

무형의 전통

문화유산
121

6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촉진에 관한 

조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

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

ns

2005. 10.

20.
(2007. 3. 18.)

무형의 현대문화적 

표현

(문화다양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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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유산조약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약의 하나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무형유산조

약)’이 있다. 인류가 전승한 문화에는 전통적인 예능, 의례, 공예기술, 설화 등 물질적 형태

를 따르지 않는 것도 있다. 풍부한 무형의 전통문화가 전승된 곳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개

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 2002년 채택된 ‘이스탄불 선언’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 문화다양성

의 원천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고 확인하였다. 무형유산보호에 대하여 유의

할 점은 유형유산이 과거의 물질이고 고정된 것이라면, 무형유산은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전

달되고 현재에도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늘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간이 계속하여 

무형유산을 보호하려면 전승자 집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전승자는 그 

공동체가 소멸되면서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하여 2003년 제32회 유네

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무형유산조약이다.

최근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약으로는 대응하지 못하였던 언어(원주민의 언어)의 보호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무형유산조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달수단으로

서의 언어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언어 자체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생물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언어다양성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그러나 2009년 유네스코 조사에 의하면 지구상의 약 6000개 언어 중 매우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가 538개 이상 되며, 이미 1950년 이후 200여 개 이상의 언어가 소멸되었

다고 한다. 언어는 정치적 정체성과 연계되기 쉽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한 국가 안

의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보호조약을 만들자고 국제적으로 합의하

기는 매우 어렵다. 하나의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자연환경과 공생해온 적응양식이 상실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향후 문화다양성 속에서 언어의 보호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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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문화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실천적 접근

5

1. 생물과 문화다양성의 연계 필요성 

생물다양성의 주요 관점은 주로 종, 서식처, 그리고 생태계로 구분되지만, 생물상에 미치

는 인간의 영향은 경관 규모와 지구 규모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라는 생물

학적 개념을 뛰어넘는 생물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생물다

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모두 창출하는 경관의 다양성은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전통생활과 밀접

하게 연관되는 인간 생존의 공간을 다룬다. 생물문화는 경관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되며 또한 변화한다(Maffi and Woodley 2010; Hong 2011b).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보호구역이나 성소와 같은 지역은 바로 생물 이용에 대한 지혜가 인간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문화라는 체제 속에 투영되면서 나타나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곳을 보호하

고 있고 이곳이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의 다양함에는 

기존의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식, 가치, 지혜와 같은 문화다양성까지 포함하고 

있다(UNESCO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참조). 

생물다양성이 자연생태계 내의 생태적 건강성과 질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문화다양

성은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Maffi 1998). 

문화다양성의 미래를 유지하며 지식과 창조에 대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

하는 인간 시스템의 수용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서로 상이한 문화는 자연과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환경에 맞추도록 서로 다른 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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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체계와�사회체계�사이의�경계를�연계하는�연구�분야

지속 가능한 농업(Agricultural sustainability) 

:  도서지역 토양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농업 

시스템 개발과 특정 작물(예. 구근산업 등)  

환경사회학(Environmental sociology) 

민족생물학(Ethnobiology) : 세계 도서민

의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전통지식, 

토착지식, 토착주민 생활사에 대한 비교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 유인도, 무

인도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 

민족식물학(Ethnobotany) : 세계 도서민

의 전통식물 이용(약재, 어구, 주거 등)에 

대한 비교

인지인류학(Cognitive anthropology) : 섬 정체

성과 인식체계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민족생태학(Ethnoecology) : 세계 도서지

역 어로도구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비교

코먼즈연구(Commons studies) : 어촌공동체, 

갯벌공동체

민족언어학(Enthnolinguistics) : 세계 도

서지역 방언과 언어다양성의 비교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 섬 생활

양식과 자원 이용, 풍습에 대한 연구

민족과학(Ethnoscience) : 전통 생태지식

과 정보에 대한 총체적 정보. 

문화지리학(Cultural geography) : 섬과 섬 사

이의 문화적 교류와 네트워크

역사생태학(Historical ecology) : 역사 

속에서 자원과 인간의 관계, 자연교란 등 

재해에 대한 인간의 적응, 복원, 자연 이용 

과정에 대한 통시적 관점

문화(경관)생태학(Cultural (landscape) ecolog

y) : 마을 경관의 형성과 발달

인간생태학(Human ecology) : 건강, 보

건, 삶의 질 향상 등 인간환경과 생활에 대

한 연구

심층생태학(Deep ecology) : 해양보전, 자연보

전론, 환경운동

인간지리학(Human geography) : 인간의 

생활사와 공간, 공간인식, 공간 이용, 자원

분포, 지리적 이동

사적개별주의론(Descriptive historical particul

arism) : 주민 공동체 이론, 주민생활사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 : 생물

자원의 전통지식, 어법, 어로도구, 물때, 

기후적응, 갯벌활동, 해조류 이용 등 

개발론(Development studies) : 도서지역 개발

과 보전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 

다문화, 해외노동력, 이주

에코페미니즘론(Ecofeminism) : 도서지역 여성

의 사회적 역할(해녀, 다문화 등)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 도서

지역의 토지 이용과 생태공간의 변화

[표�3]�자연과�문화를�연구하는�학술적�탈경계와�학제�간�연구�분야(Pretty�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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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인류학(Ecological anthropology) : 도서, 

갯벌지역 주민들의 환경 적응, 전통지식과 심층

생태학 등과 협력, 음식문화 등

자연사회론(Nature society theory) : 자

연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

론. 재물과 같은 자본의 이동과 잉여자본

의 축적 등 사회경제적 현상의 흐름

생태디자인(Ecological design) : 자연체계에 순

응하는 섬 생활공간, 지속 가능한 섬 디자인, 탄

소에너지 감소, 에너지 효율성를 고려한 건축 등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 지자체 

정부․주민․전문가의 협력, stakeholeder의 

정치적 이해, 자원 공유, 공동체 운영 및 

활동 등

생태경제(Ecological economics) : 생태계 서비

스,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창출 

복원과학(Resilience sciences (생태복원, 

문화복원) : 자연환경 복원, 문화 복원, 생

태공간의 복원, 문화생물 복원

생태계 건강성(Ecosystem health) : 자연자원

과 환경의 질 평가, 갯벌과 섬의 생태계 온전성, 

생물다양성 평가,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과학기술연구(Science and technology s

tudies) : 공간 이용, 생물서식지 복원, 지

속 가능성 증대를 위한 과학과 기술의 발

전

환경인류학(Environmental anthropology) : 자

원 이용에 대한 환경사, 인간과 자원의 상호작용

사회생태계(Socio-ecological systems) 

: 사회․경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기능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 주민교

육, 평생교육, 지역교육, 생물자원이용론, 토착지

식, 전통지식 등에 대한 정보 교류

지속가능성과학(Sustainability science) 

: 에너지, 물, 토지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

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수

용능력의 평가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s) : 개발 과정에

서의 생명의 존엄성,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전통

지식의 보전

상징생태학(Symbolic ecology) : 지역과 

토착주민들의 역사적이며 상징적인 대상체

에 대한 비교문화, 인류학적 연구. 민속, 

의례 속에서 나타나는 자원 이용과 문화적 

장치

환경사(Environmental history) : 자원과 인간

활동에 대한 통시적 이론과 사례조사, 분석

시스템생태학(System ecology) : 생태계

의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생물 이동 등 

생태 시스템 내에서의 생물과 무생물 간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산림, 

하천, 하구역, 갯벌, 연안 등 생태네트워크

에 대한 보전



2. 역사문화의 이해Ⅱ(문화다양성)  349

<표 3>은 현재 학술적으로 분리된 자연과 문화의 체계를 연결해줄 수 있는 교량의 역할

을 하는 학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분야는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사이의 상호연결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제 학문으로서 인간과 사회의 변동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연구 분야(문화

인류학, 환경사회학, 환경사 등)와 더불어 자연의 발달 과정과 관련된 과학지식(경관생태학, 

생물다양성 등), 생물학적 자본의 보전과 관련된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 분야들(코먼즈연구, 

정치생태학 등)이 중심이다(Rapport 2006). 자연과 문화는 가치, 종교, 생활양식, 지식과 언

어에 걸친 많은 분야에서 접점을 가지고 있다(Berkes 2004 ; Berkes et al. 2000). 자연

환경은 문화의 과정, 행위, 신앙,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결과가 경관 속에서 표출되고 정착하

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다양성과 생물다양성 사이의 연결은 물리적으로 융합한다. 전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핵심지역은 소수민족이나 언어다양성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두 분야의 경계가 만나는 접점인 ‘생물문화(bioculture)’와 ‘생

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의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고, 관련 학문 분야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 생물문화다양성의 개념

Maffi(1998)등 관련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축적된 결과에 의하여 ‘생

물문화다양성’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생물문화다양성은 생명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life)과 그것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문화적，언어적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생물문화다양성은 사회․생태적 복합적응

체계(a complex socio-ecological adaptation system) 내에서 상호 연결(혹은 상호 진

화)된다." 

이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항목이 포함된다 ; 

생명의 다양성(the diversity of life)은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식물과 동물종, 서식지, 생

태계의 다양성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다양성은 분리 혹은 평행적 범위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일의 복잡계가 서로 다

르게 발현되는 형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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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다양성 사이의 연결은 상호 적응방식(지역 내의 인간과 환경 사이, 혹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공진화와 같은 형태로)이 시간적으로 축적되는 지구적 효과를 거치면서 발달한다. 

3.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의 국제적 인식과 확산

가. 생물문화다양성과 국제기구

생태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하여 경제인들과 선진국 정치가들

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류가 생물과 생태계에 얼마만큼 의존해왔는지, 문화는 어

떻게 생물다양성과 연계하였고 또한 발생해왔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설명해왔

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을 비롯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생물다양성협약

(CBD) 등 국제기구에서는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많은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하고 있다(그림 1). 

[그림�1]�세계�생물문화다양성�지도

전 세계에 분포하는 주요 인종, 언어, 생태계의 중층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주로 아시아․태평양 일원의 섬 7지역과 아시아 중남미 등 대부분의 열대 지역이 포

함되고 있다 (http://mekongwatch.org/PDF/CBdiversity_ma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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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GEO-4(2007)에서 생물다양성 개념에 생태계, 생물종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인

간문화다양성(human cultural diversity)을 포함할 것을 정의하였고, 유네스코는 생물다양

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요 활동(Main Line of Action on Biodiversity and Cultural Di

versity)을 가지고 일본 아이치(2004년 4월)와 프랑스 파리(2007년 9월)에서 각각 전문가

모임을 가진 바 있다. CBD의 Article 8j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대

한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명기하고 있다. IUCN의 제4차 총회(제4회 WCC, 바르셀로나)에서

는 ‘생물다양성과 토착주민’에 관한 행사가 있었으며, 대회 이후 자연과 연계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가치, 그 관계를 연계하는 토착주민과 토착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2009~2012

년 동안 IUCN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IUCN의 환경경제사회정책위원회(CEESP, Com

mission on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olicy)에서는 세계가 생물다양성과 문

화다양성으로 얽혀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이며, 또한 

세계 문화 간 화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Rapprochement of Cultures)였다. 기후변

화, 무분별한 난개발, 자원 이용을 위한 원형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에 의하여 지구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쇠퇴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0년을 생물다양성

의 해와 문화 간 화해의 해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몬트

리올에서 생물다양성협약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의 보존, 다양한 생물 종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나 그 밖의 이용으

로 생겨난 이익의 공동 분배 등을 위하여 1993년 제정된 UNEP의 국가 간 협약이다. 생물다양

성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지구환경과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지표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활동

우리나라 대표적 섬 지역인 서‧남해 다도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생물자원과 문화자원

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생태적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는 

기후변화와 개발 과정에서 매우 취약한 생태계인 섬과 연안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문화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논의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섬․연안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주제의 발의안이 제안되어 통과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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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의안에는 섬․연안에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 변화, 과도한 인간활동 및 해양오염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돼온 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다양성과 경관다양성을 넘

어 문화다양성에 이르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전통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생태 시스

템 속에서 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에서 생물문화다양성이 발현되고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

변 경관과 생물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해왔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종을 개

발해왔다. 생물다양성의 활용은 음식 문화, 주거 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

었고, 이러한 생태적 지식은 인접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수준으로 전파돼오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언어와 방언은 서구화에 매우 취약한 형태이고 급속히 소멸돼가는 상황이다. 자연자

원 이용에 대한 토착지식은 마치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과 토지 이용에 의하여 내몰리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소멸되는 토착지식을 어떻게 역사적인 자료로서 보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요한 논점

이다. 특히 최근 국제기구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인간의 생존은 생물다양성에 크

게 의존할 것이며,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생태문화적 유

연성과 지속 가능성은 미래 인류의 존재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공존의 모델

로 이용되고 있다. WCC 발의안에서는 점차 기후변화와 섬․연안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을 이

용하는 생태지식을 바탕으로 생물문화다양성의 발달과 유지 기작에 대한 생태문화적 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보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 제주) 기간 중 이 발의안을 기초로 

한 국제워크숍을 통하여 ‘Island Biocultural Diversity Initiative’가 발족되었다. 

<표 4> 2012년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에서 채택된 최종 발의

안(한글 번역본). 지구적 규모의 섬과 연안 시스템이 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생태지식을 보

전하고 전승하면서 생물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발

의안은 ‘IUCN Resolution 5.115’로 전 세계 관련 단체와 국가에 전달되었고, IUCN에서 2

013~2016년 사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 발의안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도록 발

효되었다(제출된 발의안은 영문이며, 부록은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제시하였음).

[표�4]�제주에서�개최된�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에서�채택된�최종�발의안(한글�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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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확산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섬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는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의 

변화, 거대지진과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과도한 어업활동과 해양오염 등으로 

생물문화다양성의 소실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CBD의 Article 8j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보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IUCN은 세계의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인

식 속에서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섬과 연안지역에서 전통생태지식을 바탕으로 한 생물다양성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전모

델과 관련된 토론과 활동의 발전이 필요하다. 급속한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자원 착취에 의한 

생태계 파괴 등 생태계 변화는 전통생태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 IUCN 위원회 내에서의 전문기관 설립은 아시아․태평양 섬․연안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의 보

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주에서�2012년�9월�6일부터�15일까지�열리는�제5회�자연보전총회에서는,

1. 유엔의 기관 회원과 IUCN 내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국들은 섬․연안지역의 생물문화다

양성의 고유성과 희소성을 인식하고 전통생태지식과 생물문화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참여를 촉구한다.

2. IUCN 회원,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는 섬과 연안지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통생태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생태지식과 생물문화다양성의 보전과 발굴,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를 요청한다.

(a) 섬․연안지역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지식의 보전을 위해 유엔 내에 회원 국가와 I

UCN 회원국들의 참여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홍보와 지원을 위한 국제적 대회를 제안하

고 준비하기 위한 조직체 구성을 촉구한다.

(b) IUCN 위원회는 섬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고, 그것이 섬․연안지역에서의 생물문화다양성

과 전통생태지식의 보전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련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제주에서 2012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통해 2013

년부터 2016년까지 IUCN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공한다.

IUCN 회원, 위원회와 총재는 CBD와 유네스코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전문 인문학자를 포함한 

섬․연안 생물문화다양성 보전 정책 및 실천에 관한 전문가가 이끄는 ‘아시아․태평양 섬 생물문

화다양성 발의’의 설립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후원 : 한국생태학회

• 공동 협찬 : 환경부, 한국자연보전협회, TerraLingua(캐나다), Tonga Community Devel

opment Trust(통가), Small Fishers Federation(스리랑카)  

• 기타 지원 :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국립공원관리공단, The Christen

sen Fund(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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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생태지식과 문화다양성

6

1. 해양성과 해양문화

생태계의 복잡성에 의존하는 인간의 적응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생존을 위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순한 생존 방식은 토착지식

으로 발전한다. 육상과 달리 경관 바탕(landscape matrix)이 바다인 섬의 경우, 고립성과 

소통성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도해는 대륙의 생물이 해양으로 분산되는 교두보임

과 동시에 해양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환경 변화를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 

다도해는 대륙 쪽에서부터 분산되거나 해양 쪽에서부터 기원된 생물다양성이 접점을 나타

내고 있는 곳이며, 따라서 관련된 생태정보가 누적되면서 다도해 문화에 기반이 되는 ‘섬의 

생태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섬 생태계의 존재는 생물다양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태지식

의 전승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 인구 증가에 의하여 내륙의 생

태계가 크게 변형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도서지역에 대한 개발은 많이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34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남해는 리아스식 지형이 극도로 발달함과 동시에 넓은 갯벌과 200

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도해 지역이다. 이러한 지형, 경관, 생태적 특성과 생물다

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

e)으로 지정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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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유네스코�신안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오른쪽부터 신안군 증도(갯벌생태지역), 비금․도초(갯벌생태 및 연안사구지역), 홍

도․흑산(섬 생태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의 주요한 생태보전지역이 포함되었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온 지역 섬 주민들의 

전통지식과 생활양식이 그대로 숨 쉬고 있는 우리나라 생물문화다양성의 보고이다. 

2. 도서해양의 문화와 전통지식

내륙의 도시지역과는 달리 서남해 섬 지역 주민은 주변 생태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생물자

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갯벌, 해양, 무인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해초류, 어패류를 비롯하여 

갯벌지역의 토지 이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천일염과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젓갈류와 건어물

과 같은 가공식품은 어촌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기초산업이다. <표 5>는 우리

나라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는 주요 생물자원과 활용과의 관계

를 유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식물자원의 경우, 섬 주민들에 의하여 일상적인 민간약으로서뿐 아니라 주요 상품으로서 

소득 증대에 이용되고 있다. 식물자원의 대부분이 약용식물과 산나물인데, 산악지대인 동북

부 내륙지방과 비교하여 산나물과 관련된 식물다양성은 빈약하지만 주로 상록활엽수림에서 

성장하고 있는 고유한 식물들이 많다. 해양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류와 해조류의 다양

성이 높다(표 6). 과거 유럽과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seaweed(바다쓰레기)’라고 부르며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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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맛과 효능을 알게 되면서 ‘sea vegetable(바다채소)’이라고 부르

며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그림 3). 오랜 세월 우리지역에서 이용되어온 해조류는 건강

식이자 대표적인 지역음식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와 환경오염에 따라 해조류 생산량의 변동이 크고, 도서지역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어 갈수록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림�3]�해조류�양식과�해산물�채취

주민들의 생업이며 갯벌과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은 자연

환경에 의존해온 전통생태지식의 전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전남 진도군 조도면). 

어촌 주민들은 일반 농촌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환경 적응 방식인 어업력(fishery po

wer)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매우 섬세한 인지도를 발전시켜왔다. 어업활동은 어업력

에 의존하며, 이는 조수의 흐름을 나타내는 ‘물때’와 바람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물때’는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대체로 음력 초하루가 ‘일곱물’이며 조석간만의 차가 커 물살도 

빠르다. ‘사리’라고 하는 것이 이때이다. 이때부터 한 계단씩 증가하여 음력 초이레가 ‘열세 

물’, 즉 아침 ‘조금’이 된다. 여드레는 ‘조금’, 아흐레가 ‘무수’, 그리고 열흘부터 ‘한 물’이 시

작되어 보름에는 ‘여섯 물’이 된다. 열엿새부터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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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종류 지식과�활용

식물자원

황칠나무

그리스어로는 Dendro(나무), Panax,(만병통치약) Morbi(병), 

Ferus(옮기는)로 병을 가져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물이다. 전남 신안군 홍도와 흑산도에 분포하는 이 식물

의 나뭇잎과 줄기에서 나오는 성분이 식중독 등 해양성 풍토병

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후박나무

후박나무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식물이다. 주민들이 이 식물의 껍질을 모아

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천식과 소화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져 있다.

순비기나무

순비기나무는 사구식물로 서남해안의 모래가 있는 연안에 넓게 

분포한다. 나무(목본)이지만 줄기가 바닥에 누워 자라기 때문에 

쉽게 풀(초본)로 보는 경우가 있다. 열매는 가을에 검게 익는데 

이것을 잘 말려 베개 속에 넣고 이용하면 허브향이 두통을 치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민간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다. 작은 가지를 

잘게 잘라 끓이면 염료로도 사용이 가능해 순비기나무를 활용한 

천연염색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해산물 낙지잡이 방법

조간대(潮間帶)나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횃불, 가래, 낚시, 

맨손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 행위. 낙지는 통발, 낚시, 맨손, 횃

불, 가래 등을 이용해서 잡는데, 이를 각각 통발낙지, 낙지주낙, 

손낙지, 홰낙지, 가래낙지 등으로 부른다. 통발낙지는 수심이 깊

은 곳에 칠게 같은 미끼를 넣은 통발을 넣어 낙지를 유인해서 

잡는 방법으로 경남 남해, 전남 여수·고흥·해남·완도 같은 남해

안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낚시로 낙지를 잡는 방법

을 ‘낙지주낙’이라 한다. 이것은 주로 전남 여수·해남·신안·무안·

함평 같은 전남 서남해역의 갯벌이 발달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전남의 무안·신안·함평의 낙지주낙은 200~300m의 모릿줄에 

낚시가 달린 1~2m의 아릿줄을 1~2m 간격으로 달아서 낙지를 

잡는 방법이다. 미끼로는 칠게를 사용하며 여름과 겨울을 제외

하고 물때에 맞춰 조업한다.

굴 투석식 굴양식

굴 유생이 조류에 떠다니며 딱딱한 바위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돌들을 가져다가 갯벌 위에 던져두면 그 돌에 유생이 붙어 자라

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굴양식장이다. 이때 필요한 돌들을 구하

기 위해 연안 바위를 깨뜨린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생산된 굴은 

[표� 5]�다도해�섬의�주요�생물자원�활용에�대한�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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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양식이라고 하지만 먹이를 주거나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산굴이라고 할 수 있다. 

해조류

채취 방법

갈파래, 톳, 바위옷(독옷), 모자반(몰), 듬북 등이 자란다. 독옷

(바위옷)과 갈파래는 7월과 8월에 주로 성장하므로 그때 많이 

채취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채취한 해조류를 잘 말렸다가 밀

봉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 감태를 맬 때는 뿌리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만 손으로 걷어낸다. 이것이 

재생에 도움이 되어 3~4주 후에 다시 그곳에서 새로 나온 감태

를 맬 수 있다. 이때 감태는 처음 것보다 더 부드러워진다. 또 

갈퀴로 걷어내기도 하는데 이 갈퀴를 ‘당글개’라고도 한다.

모자반

주로 겨울에 채취하며, 봄철에 잘 말렸다가 연중 먹을 수 있다. 

자연산 모자반도 있지만 능산도 일대에서는 대규모 양식에 성공

해 겨울철 가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생산된 모자반은 부산이나 

진도의 가공공장으로 팔려나간다.

미역과 

다시마

대규모로 양식을 하며 대부분 전복의 먹이로 사용된다. 일부만 

상품화되어 판매되기도 한다.

감태
감태는 알긴산, 요오드, 칼륨 등 무기염류와 비타민이 풍부해 갯

벌의 봄나물 역할을 한다.

어업력 조수와 물때

해양에서 물의 이동시간은 어패류의 행동시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시간과 물살의 강약에 따라 특정 해양생물의 채취

를 결정한다.   

지명 항목 생태지식의�활용

고흥군
숭어, 망둥어, 삼치, 

참치의 어류

• 개맥이 : 숭어와 망둥어의 채취 방법 

나로도의 삼치 파시 

목포�

고하도 육지면

근대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방적

산업에서 원료로 쓰이는 것이 육지면이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육지면 재배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했는데 고하도가 

그 시험재배지였다.

압해면 낙지잡이
• 전통 낙지잡이 : 낙지가 서식하는 갯벌 구멍을 찾아서 호

미, 가래, 맨손으로 파 들어가며 낙지를 잡는다. 

[표� 6]�우리나라�서남해�도서별�주요�생물자원에�대한�생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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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살(doksal, stone-wire) :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종의 돌담장 같은 것이다. 즉, 밀물 때 

물의 흐름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물이 빠지는 썰물 때 

독살에 갇혀 나가지 못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어로법

이다. 

보성군� 벌교읍 꼬막

고흥반도와 여수반도가 감싸는 벌교 앞바다 여자만(汝自

灣)의 갯벌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 데다 오염되지 않아 꼬

막 서식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5년 국토해

양부는 여자만 갯벌을 우리나라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갯

벌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꼬막은 길이 2m, 폭 50cm 정도 

되는 널배에 꼬막 채를 걸어 갯벌을 훑으며 꼬막을 걷어 

올린다. 

신안군

흑산도 홍어

고기떼가 다니는 길목을 그물로 막아, 고기들이 그물을 피

해 다른 그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살아 있는 채로 잡거

나, 그물의 아랫깃이 바다 밑바닥에 닿도록 하여 어선으로 

끌어서 잡는다. 낚시로 잡기도 한다. 산란기인 겨울에서 이

른 봄이 제철이다. 

흑산 조기, 고등어

• 조기파시 형성 : 40년 전까지만 해도 흑산도에는 조기, 

고래, 고등어 파시가 2월부터 5월까지 형성되었다. 흑산

도 파시는 위도파시, 연평도 파시와 함께 서해 3대 파시

였다. 

흑산 고래

• 고래파시 형성 : 서해 어장의 고래잡이는 2월에 시작해

서 5월까지 이루어졌다. 동해에서 고래잡이가 끝나면 전

부 흑산도에 와서 고래를 잡았으며 고래잡이가 시작되면 

해체선, 운반선, 중매인도 따라 오기 때문에 거대한 선단

이 형성되었다.

홍도 참나무

서남해의 섬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선박 건조용 목재를 공

급하던 곳이었다. 왜구들도 선박 건조용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흑산도까지 진출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홍도에서 

참나무를 아궁이에 불을 지펴 숯을 공출했다. 홍도뿐만 아

니라 흑산도, 진도 등 서남해 지역에서 숯 공출은 흔한 일

이었다. 

홍도 돌미역

홍도 사람들에게 미역은 마을의 공동 채취와 공동 분배로 

이루어지는 어촌 공동체의 대표적인 관행어업으로 특별한 

해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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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멸치

• 가거도 멸치잡이 : 섬 주민이 모두 동원되었을 정도로 주 

생업활동이었으며, 다른 다도해 지역의 멸치잡이와는 다

르게 가거도의 멸치잡이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의 정식 명칭인 ‘분기초망 챗배’는 그물이 달

린 챗대를 배의 오른쪽에 붙여 불빛으로 멸치를 유인해 

떠서 잡는다.   

가거도의 해조류 

(톳, 미역, 김, 우뭇가사

리, 풀가사리)

일제강점기에 주민들이 우뭇가사리나 풀가사리를 채취해

놓으면 일본에서 공업용이나 건축용 원자재로 사용하였으

며 마을에서는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다.

안좌도 우실

• 팽나무, 음나무, 소나무 : 남해의 섬들은 남서풍의 영향

을 막기 위해 마을 앞에 방풍림이나 어부림을 조성한다. 

신안에 사는 섬사람들은 북서풍을 막기 위해 마을 뒤에 

나무를 심었다. 숲에는 당집을 지어 마을을 지키는 신을 

모시기도 했다. 안좌도의 마을들 대부분에 우실이 있었

다. 주민들은 우실을 단순히 북서풍을 막는 기능으로서

가 아니라 외부와 마을을 구분하는 경계로 인식했다. 

• 대척리 우실 : 마을 북서쪽에 위치. 수령이 100년 이상 

되는 자귀나무와 팽나무 30그루, 동백나무, 후박나무와 

조릿대가 300m가량 조성돼 있다. 이 숲은 마을은 동북

쪽 바다가 훤히 드러나는 것을 풍수적으로 막아주는 비

보 숲 역할을 한다. 

• 여흘리 우실 : 서쪽 바다의 해풍과 파도 소리를 막는 역

할을 한다. 300년생 팽나무와 음나무로 조성된 우실은 

여흘리 서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진도 관매도

• 백사송림, 곰솔, 강송, 반송, 리기다 등(마을 숲) : 300

년이 넘은 곰솔 숲이 존재하며 해송으로 알려진 곰솔은 

강한 염분에도 잘 견디고 두 잎씩 붙어서 나는데 튼튼하

여 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마을 숲을 형성해 방풍림과 방

사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숲은 풍수지리 축면에서 

‘수구막’이라고 하여 해와 살을 막고 바위나 산이 곧바로 

마을에 기운을 마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 후박나무 :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면 후박나무 아래에서 

당제를 지낸다. 해송 숲은 당제나 굿을 위한 마을 의례의 

공간이었다. 당제는 입도조에 마을 안녕과 해산물의 풍

요를 비는 마을 제사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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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다양성의 활용과 생태계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로서 생물자원과 생태서식공간은 전통생태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

owledge)의 기반이 되어오고 있다. 생물자원을 활용해온 인간의 적응 과정과 그 과정에서 

창출된 전통지식은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상호 의존관계

가 있음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자연자원으로서 생물다양성은 한 사회의 문화

적 특성을 결정해주는 기초가 되며, 생물다양성이 다양한 지역들이 언어, 건축, 사회구조 등 

문화적 다양성도 그 범위가 넓다. 즉, 자신의 환경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수 세기를 살아온 

작은 집단들이 사용했던 인간의 언어들 속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담겨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 의약품 중 4분의 1이 세계의 열대 다우림 지

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에서 추출한 것처럼, 우리나라 신안 다도해의 난대림 숲과 해양생물(수

산물, 해조류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추출물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4]�전남�진도군�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계는 문화다양성의 창출의 원동력이며, 그 자체로 생태계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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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의 토착지식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도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1991년 ‘타임’지가 실은 기사 ‘사라진 부족, 사라진 지식’이 지적한 것처럼 원주민 문화가 사

라지면 과학과 의학의 지혜도 사라진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 변화에 인류가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토착지식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다도해의 지속 가능성은 섬의 환경생태 시스템인 ‘생물권’과 인간사회 시스템인 ‘문화’가

공존하고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다도해를 포함한 도서지

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평가와 지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해양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섬 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반의 변화 등 지구적 기후변화에 적응하

는 다도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다도해지역 바이오에너지 도입, 녹지공간 확보, 생태 건축을 이용한 저탄소 생

활기반 조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다도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성, 고립성, 자

원 한계성, 문화 특이성, 지역성 등의 장단점을 오히려 최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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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의 이해

강미희(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생태관광의 개념과 등장 배경

1

1.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의 등장

오늘날 환경문제는 인류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범지구적 과제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

은 환경보호가 경제개발에 방해가 되며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전통적인 환경관을 극복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환경보호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자원과 

기술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 환경보전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계기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과 환경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환경보전을 세계 공통의 과제로 채택하였다. 

그 이후 1980년에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

able development)’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개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개념

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리우선언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었고, 그 실행계획으

로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은 세계환경

개발위원회(WCED)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WCED, 1987).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 개발이란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1960년

대부터 시작된 환경에 대한 관광 분야의 관심이 구체화된 것은 1980년 마닐라선언(Man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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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n tourism)을 통해서이다. 이 선언을 통해 관광과 환경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

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필요성과 인류의 유산인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최

초로 공표되었다.

리우선언 이후 실천적인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물은, 1995년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럽연합(EU) 등이 ‘지속가능관

광 헌장(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을 채택한 것이다. 이 헌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

광 기준 선정의 필요성, 지속 가능 관광의 원칙․방법․역할 등 18개 조항의 행동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김성일과 강미희, 2002).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 21이 수립되는데, 1996년에 세계여행관

광위원회(WTTC,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와 WTO 그리고 지구협의회(Earth 

Council) 등의 3개 국제기구가 지속 가능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여행과 관광산

업에 대한 의제 21(agenda 21 for the travel & tourism industry)’을 공동으로 채택한 것

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은 관광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호와 자연보전을 고려

한 적절한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활

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은 지역사회에 대한 ‘생활의 질 

향상’, 여행자에게 ‘양질의 경험 제공’, 지역사회와 여행자를 위한 ‘양질의 환경 유지’를 그 내

용으로 하며, 생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강미희, 1999).

21세기에 지속 가능한 관광은 모든 형태의 관광에서 추구해야 할 개발규범이 되었다. 그

런데 관광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관광이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한 모범답안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은 

여전히 지속 가능 관광의 실행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생태관광의 등장과 개념

가. 생태관광의 학문적 개념

생태관광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야외휴양(outdoor recreation)에서 뿌

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이나 아마존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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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림을 탐험하던 여행자들이 모두 초기 생태관광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65년 Hetzer가 기

존 관광에 대한 대안으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을 언급하였으나(Wallace, 199

2), 현재 우리가 쓰는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는 1983년 Hector Ceballos-Las

curain에 의해 만들어졌다. 멕시코 유카탄 북부습지의 마리나 개발계획을 반대하면서 보전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에 제시한 것이 바로 생태관광이었다.

그렇다면 생태관광이란 무엇인가? 199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학자들과 국제기구에서 생

태관광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세계생태관광협회(TIES, The Internationa

l Ecotourism Society)의 개념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생태관광협회에

서는 생태관광을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

임 있는 여행’(Western, 1993)으로 정의한다.

[표�1]�생태관광의�정의

출�처 정�의

Ceballos-Lascurain

(1988)

문화유산은 물론 경관과 야생동식물을 감상하고 연구하며 즐기기 위하

여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

Shoup(1989) 제한된 수의 관광객이 행하는 세심하게 통제된 여행

Valentine(1991)

적합한 관리제도 하에서,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으로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자연의 훼손 없이 보호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

Figgis(1992)
타인의 경험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와 감상을 제고하기 위해 오지 혹은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여행

Young(1992)
환경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보전할 수 있도록 조장하며, 지역사회의 문

화와 복지를 유지시키는, 자연지역으로의 관광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지역으로의 떠나

는 책임 있는 여행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환경의 문화적, 자연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

임 있는 여행)

Ecotourism

Association of

Australia*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상과 보전을 조장하며 자연지역의 경험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 다음의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의를 인용함
  http://www.ecotourism.org/ 및 http://www.ecotourism.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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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관광의 법적 개념

국내법에서 생태관광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보자. 먼저 생태관광이라는 용어가 직접

적으로 언급된 법과 관련 용어(지속 가능한 관광, 지속 가능한 개발, 자연생태관광 등)가 들

어가 있는 법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2]�생태관광�및�관련�용어를�포함한�법률명

생태관광�용어�포함�법률 관련�용어�포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습지보전법 시행령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연안관리법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중 2013년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기존 제41조에서 간략히 생태관광을 정의한 것

을 보완하여 제2조에 생태관광의 정의를 포함하였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생태관광을 간략히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 생태관광이란 용어와 관련 용어가 어떤 법률에서 어떤 내용으로 포함됐는지를 소개

하면 다음의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3]�법률상의�생태관광�정의

법률명 조문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

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

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 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관광(이하 ‘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

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보전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

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

하여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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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생태관광�용어가�포함된�법률과�조문

법률명 조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

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

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태

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국립생태원의�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사업) 10. 생태관광(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 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독도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개정 2012.2.22.>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6.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 제1

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 안내



372  Ⅲ.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표�5]�생태관광�관련�용어가�포함된�법률

법률명 조문

관광

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제48조의3(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관

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

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

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

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

(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연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

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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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관광 추세

세계적으로 생태관광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관광만 보더라도 2012년까지 

국제 관광시장은 꾸준히 4%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향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2020년에 국제 관광객 수가 15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

는데, 이미 2012년에 국제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0억 명을 넘으면서 관광산업의 규모와 중요

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관광 성장은 특히 괄목할 만하다.

이미 2004년 기준으로 생태관광을 포함한 자연관광은 전체 관광시장의 성장률보다 3배 빠

르게 성장하며 향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속 가능성의 확보

는 관광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 시장은 세계 관광시장

에서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WTO, 2004). 이에 따라 생태관광은 199

0년을 기점으로 매년 20%에서 34%까지(Mastny, 2001), 자연관광은 매년 10~12%씩 성

장하고 있다(Mintel Report, 2004).

소비자의 선호 역시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시설과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어 친환경 

리조트와 호텔, 그리고 자연관광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영

국, 호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조사 표본의 70%가 ‘책임 있는 환경

태도’를 가진 호텔에 2주간 숙박하는 데에 150달러까지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Travelbiz, 

2002). 또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관광객의 87%가 그들의 휴가여행이 환경을 훼

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39%는 윤리적 실행을 보장하는 공급자에게는 5%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Mori, 2002). 한편 미국 관광객의 53%는 그들이 지역의 관습과 

문화를 가능한 한 많이 배울 수 있을 때 여행 경험이 증진된다고 응답하였고, 스위스 관광객

의 95%는 지역문화 존중이 휴가여행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http://ww

w.fairtourismsa.org.za/fairtrade/index.html).



374  Ⅲ.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그림�1]�국제�관광시장의�성장

출처: 

http://aboutourism.wordpress.com/2013/01/30/international-tourism-trends-2013/

3. 생태관광과 유사 개념의 구분

가. 생태관광과 자연관광

다양한 유형의, 혹은 용어를 가진 대안관광들이 쏟아지면서 생태관광 개념이 잘못 이해되

거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생태관광은 분명 대중관광에 대한 대안적 형태로 등장한 것이며 

관광의 지속 가능성 달성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관광 유형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

라서는 대상지나 프로그램 등이 다른 관광 유형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로 보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자연관광과 동일하게 혹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것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광 유형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김성일과 강미희, 

2002).

자연관광은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관광으로 정의되고, 생태관광은 자연관

광의 하나로 언급된다. Goodwin(1996)은 자연관광을 ‘종, 서식지, 경관 등등을 포함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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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상태나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자연적 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으로, 대중관광, 모험관광, 저

영향관광, 생태관광 등과 같이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Laarman과 Durst(1993)도 해변과 전원경관 등을 포함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을 모

두 자연관광으로 명명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생태관광과 자연관광은 매우 유사하며 실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으나 

두 개념은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태관광은 대상지의 자연 및 문화 환경의 보전

과 유지에 공헌하는 ‘적극적인 참여’로 표현되는데, 교육적이고 해설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관광객

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Griffiths, 1993; Burton, 1998).

Buckley(1994)는 <그림 1>과 같이 생태관광을 좀 더 엄격히 정의하여 자연관광을 비

롯한 다른 대안적 관광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Buckley는 생태관광의 특성을 설명하

면서 자연지역에서 행해진다는 특성 외에 지속 가능한 운영(sustainably-run tourism), 보

전에 대한 지지(conservation-supporting tourism), 환경인식 제고(environmentally-a

ware tourism) 등을 포함한다. 즉 생태관광은 단순히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 아니라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 및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여러 

유형의 환경교육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여행자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는 관광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생태관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강미

희, 1999).

[그림�2]�생태관광�틀

출처 : Buckley(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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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과 자연관광의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비교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6]�생태관광과�자연관광의�특성�차이

생태관광 자연관광

• 특화된 자연관광 유형으로 정의됨

- ‘보전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의 직접적

인 방법으로 혹은 지역주민들이 전통적

으로 물려받은 야생생물지역의 가치를 

깨닫고 소득원의 하나로 해당 지역을 보

호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편익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

법으로 종과 서식지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저영향의 자연관광’(Goodwin, 199

6: p.288)

• 적극적 참여 : 대상지 자연․문화 환경의 

보전과 유지에 공헌

• 환경 교육․해설 제공 : 관광객의 환경인

식 제고, 관광객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 습득시

킴

• 지적, 감정적 질을 동반한 육체적, 정신

적 도전 요구됨

•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관광으로 정의됨

- ‘개발되지 않은 자연지역이나 야생생물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여행’(Goodwin, 19

96; 287)

-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공원과 자연

지역, 습지, 야생동물 보호지역, 기타 동

식물과 서식지 보호지역 등과 같이 주로 

자연자원에 초점을 맞춘 관광’(Laarman 

and Durst, 1993: 2)

- 생태관광, 저영향관광, 모험관광 등 포함. 

대중관광이 자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도 자연관광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소극적 참여 : 자연관광 활동이 환경보전

에 반드시 기여하지는 않음

출처 : 환경부(2002)

나. 생태관광과 모험관광

생태관광은 모험관광과도 혼용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생태관광지가 주로 오

지에 있고 자가용은 물론 기존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육체적 어려움과 도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주로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자연관광과 더불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연과 모험이라는 두 요소를 가진 생태관광의 특성에 기초해 Laarman과 Durst(19

87)는 자연에 대한 관심의 크고 작음과 육체적 난이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생태관광의 경․연

성 정도를 표현하였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으면서 동시에 육체적 어려움이 크게 뒤

따른다면 이는 좀 더 격렬한 생태관광 경험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생태

관광과 모험관광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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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생태관광의�경․연성�범위

자연에 대한 관심

육체적

난이도

Harder Ecotourism 

Experience

많음(헌신적)                적음(무관심)

높음(고됨)   

낮음(편안함)

출처 : Laarman and Durst(1987)

Canadian Tourism Commission(1995; p.5)은 모험관광을 ‘특별하고 이색적이며, 외딴 

곳 혹은 원생지역에서 이루어지며, 판에 박히지 않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흔히 활동 수준의 

강약과 관계되는 야외 여가활동’으로 정의하였다. Canadian Tourism Commission이 제시

한 모험관광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연관찰, 야생동물 관찰(예; 조류 관찰, 고래 관

찰), 수중 모험 상품(예; 카누 타기, 카약 타기), 육지 모험 상품(예; 하이킹, 등산), 겨울 모험 

상품(예; 크로스컨트리, 스키), 공중 모험 상품(예; 행글라이딩,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등

이다.

이렇게 보면 생태관광의 활동과 모험관광의 활동이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

면 모험관광 활동은 생태관광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특정 활동이 

생태관광 활동인지 모험관광 활동인지는 관광활동에 참여하게 된 원인을 인식과 행동이라는 

두 관점에서 규명해보면 구분할 수 있다(Fennell, 1999).

모험관광 참여는 위험(risk)이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Ewert, 1985 ; Hall, 1

992), 모험관광이 추구하는 주요한 매력물은 환경(setting)보다는 활동(activity)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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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Hall, 1992). 즉 위험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동기 두 가지는 도

전(challenge)과 기술(skill)이다. 다시 말하면, 모험관광은 모험활동 참여를 위해 더 많은 

준비와 훈련 즉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위험과 도전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생태관광

은 위험이나 도전 그 자체가 활동 참여의 주 동기가 아니라 자연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모험활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4]�관광활동�스펙트럼

모험여행  ↔  생태관광  ↔  관광여행
불확실한
결과
위험성

알려진 결과
안정성

확실성․안정성 증대

준비․훈련의 증대

출처 : Fennell and Eagles(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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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의 유형과 원칙

2

1. 생태관광의 유형

현실에서 생태관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호주의 Department of Tourism, Small Business and Industry에서는 생태관광을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방문하는 장소, 여행 집단의 규모, 그리고 활동 등에 

따라 독립적 생태관광(self-reliant ecotourism), 소집단 생태관광(small group ecotouri

sm), 그리고 대중적 생태관광(popular ecotourism)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생

태관광은 관광객 수의 제한을 매우 중요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자연관광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지역개발의 한 방안으로 생태관광이 도입될 때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집단의 규모만으로는 생태관광인가의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관광 활동의 내용과 관광업체의 경영철학과 실제 운영방식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생태관광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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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생태관광의�유형

기준
독립적�생태관광

(self-reliant ecotourism)

소집단�생태관광
(small group ecotourism)

대중적�생태관광
(popular ecotourism)

이동수단

일반적으로 도보나 

카누 등 자동차가 

아닌 이동 수단 이용

∙ 비동력수단 이용

∙ 저용량 교통수단

(자가용, 4WD, 

소형버스나 보트, 

산악자전거 등)

대용량 자가용

(대형버스 및 고속력 

선박)

요구되는

기반시설

치안, 환경보호 또는 

해설을 위한 기구나 

시설

∙ 도로, 화장실, 

야영장, 해설판

∙ 가능한 한 영구적인 

숙박시설

일반적으로 양질의 

당일 여행에서 

기대되는 시설 모두 

포함

집단규모 10명 이하 30명 이하 무제한

독립성 높음 낮음/중간 낮음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준

중간/높음 낮음/중간
지식과 기술을 거의 

요구하지 않음

교육/해설�

제공�수단

가이드와의 개인적 

상호작용 또는 

자기학습 자료 이용

∙ 가이드 설명 또는 

자기학습식 자료

∙ 해설판 및 기타 

정보가 현장에서 

흔히 제공됨

비디오, 카세트, 설명, 

진열된 자료, 사진 등 

다양한 수단 이용

관리유형

주로 환경교육 및 

정보를 통한 현장 밖 

관리 유형

현장 안팎 관리기법 

혼합
명백한 현장 관리

예상

결과의�특성

참여자가 생물학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의 

복잡성에 대해 배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

환경에 대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지식을 

얻음

방문지의 생태계나 

일부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 획득

활동/

환경의�예

∙ 환경 교육적 요소를 

포함한 

오지트레킹과 야영

∙ 해설이 제공되는 

모험활동(카누, 

래프팅, 카약)

∙ 조류 관찰

∙ 특정지역에 대해 

해설을 듣는 여행

∙ 스스로 학습하면서 

산림지역을 

드라이브하거나 

걸음

∙ 기타 해설이 

제공되는 여행

∙ 교육적 여행 혹은 

해설이 제공되는 

기타 여행(고래 

관찰, 해양교육여행, 

보트여행 등)

출처 : Department of Tourism, Small Business and Industry(199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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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관광의 원칙

생태관광이 다른 유사한 개념과 의미상 구분이 힘들고, 또 외형적으로도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태관광이 다른 유형의 관광과 확실히 다른 것은 추구하는 원칙과 그것의 실천이다.

생태관광의 원칙은 크게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객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양질의 경험을 하는 동시에 자

연보전에 기여토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함과 더불어 삶

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광지의 수용력에 기반을 두어 공급량을 산정하고 

소규모 운영을 지향함으로써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 지켜질 수 있

다. 또한 대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환경 해설 및 지역주민 가이드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하며, 관광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반드시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생태관광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

생태관광의 원칙을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8]�생태관광의�원칙

구분 세부�원칙

환

경

적

지

속

성

자연환경의

보전

∙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소비 최소화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증진
∙ 수용력 기반 관광객 수 제한을 통해 자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수용력 기반 소규모 개발 지향
∙ 관광객의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
∙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자연 및 문화 경관의 보전
∙ 친환경 생산활동(유기농재배 등) 및 친환경건축 도입
∙ 생태관광 편익 일부를 보전활동에 환원

사

회

문

화

적

지

속

성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 지역의 사회․문화․자연 매력물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참여
∙ 대상지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 생태관광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 생태관광 관련 주민 간 갈등의 이해와 저감 노력
∙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이드 교육 및 훈

련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인식

증진・양질

경험 제공

∙ 관광객 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 제공
∙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회 확대
∙ 자원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정보 제공

경

제

적

지

속

성

경제적 편익

창출 및 합리적 

분배

∙ 지역사회의 전통적 경제활동 보전
∙ 관광의존도를 낮춤
∙ 지역을 대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매력요소 발견 

및 개발에 초점을 둠으로써 시장 경쟁력 확보
∙ 지역역량에 부합하는 공급량 산정(외부자본 유입 및 편익누출 최소화)
∙ 지역생산물을 1차적으로 이용한 상품 개발
∙ 지역생산물의 상품화로 관광 이외 지역경제활동의 매력성 증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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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객

3

어떤 사람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하는가? 그들은 일반 관광객과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특징

이 있는가?

많은 연구 결과들은 생태관광객을 자연지역이나 자연현상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소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가정한다(Boo, 1990; Lindberg, 1991; Wall, 199

4). Jenner와 Smith(1992)는 생태관광객을 ‘모든 사람의 유산인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견지에서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계몽

된 여행자’로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관광객은 다른 관광객, 특히 대중관광객(mass tourists)과 다른 여행

동기와 선호를 갖고 있다(강미희, 1999). 생태관광객은 일반 관광객보다 자연 경관을 감상

하고 자연을 체험하고 배우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에 참여

하며, 여행 도중에 적극적으로 야외활동에 참여하고, 원시 환경과 희귀한 자연 매력물을 선호

한다. 또 생태관광객은 안전이나 존경을 받는 것보다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생태관광객은 오지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는 문

화적으로 다른 거주환경과 원시적인 자연환경 때문이다. 생태관광객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서 자연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유사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재량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또 새로운 야외활동 기술을 배우

고 싶어 한다. 물론 생태관광객이 대중관광의 주요 상품인 해변이나 리조트, 주제공원, 기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지나 관광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다만 더 자연적인 곳에서 더 모험적이며 교육적인 경험을 추구할 뿐이다.

생태관광객은 연령이나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다른 관광객 집단과 구별된다(김성일과 강미

희, 2002). 일반적으로 생태관광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과 고학력,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 생태관광객의 성비는 연구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1990년대 초・중반 

연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우세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남녀의 성비가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난다. 생태관광객의 연령 분포 역시 초기에는 중년 이후가 다수였으나 현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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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강미희, 1999).

[그림�5]�생태관광객과�에코가이드

지역주민의 참여

4

1. 생태관광과 주민 참여

최근 관광 개발의 세계적 추세 중 하나는 관광 개발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도입하고

자 시도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관광 개발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외부의 거대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책 결정이나 계획 과

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이다(Brandon, 1993). 그 결과 관광 편익은 지역 외

부의 투자자들에 의해 지역 밖으로 유출되었고, 오염과 혼잡 그리고 범죄 같은 부정적인 영

향만이 지역에 떠맡겨졌다.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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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만족의 저하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다시 관광객 수 감소와 관광수익의 감소, 지역경

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관광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비

판, 지역사회가 배제된 관광 개발에 따른 관광 환경과 경험의 질적 저하, 지역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의 이해와 체험에 대한 관광객의 새로운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김성일과 강미희, 2002).

생태관광은 관광객과 관광지 주민 그리고 관광지 환경 모두의 만족과 발전을 추구한다. 즉 

생태관광을 통해 관광객은 질 높은 여행 경험을, 지역사회는 삶의 질 개선을, 관광지 환경은 

더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관광이 다양하고 개별적인 요

구를 강조한다면 생태관광은 관련 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만족을 강조한다. 관광 개발 전 과정

에서의 지역주민 참여는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며,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그들의 요

구에 따른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일방적인 요구자로서가 아니라 개발과 운영의 주체로서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김성일과 강미희, 2002).

따라서 생태관광과 같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서는 그동안 관광 계획이나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의 참여가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참여 의식

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지역 정체성의 혼란과 환경의식 부재로 결국은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김성일과 강미희, 2002).

[그림�6]�생태관광지와�지역사회의�바람직한�관계�설정

지역사회

생태관광지

지역사회

생태관광지

지역사회

생태관광지

지역사회

생태관광지

왼쪽 : 물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상호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함.

오른쪽 : 생태관광지와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갈등 혹은 무관심의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의미함.

출처: 김성일・강미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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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참여의 의미와 참여체계

주민 참여는 다양한 유형과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소극적인 참여

에서부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참여까지 가능하다. Mit

chell과 Reid(2001)는 관광 개발에서 주민 참여를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로 구분하고 각

각의 발전 과정을 <그림 7>과 같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7]�지역주민�참여체계

계획의 설립

계획의 실행

계획의 평가

수동적�참여

능동적�참여

주민 인식 단계
-교육과 정보의 교환

주민의식 조직화 단계
- 지도자의 형성

파워 형성 단계
- 협의회 요구, 권한 위임

출처: Mitchell and Reid(2001) p.116에서 수정

생태관광에서 주민의 참여는 선택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참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

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단순히 

협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 혹은 권한 위임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참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하

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 진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을 적절히 분배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익이 보전으

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Brandon, 1993). 지역사회 지도자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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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동시에 중개인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역의 특수적 상황을 이해하여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되, 진척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Brandon, 1993; 

김성일과 강미희, 2002).

1990년대 초기 두 해외 사례를 통해 주민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네

팔의 안나푸르나 보호지역에서 생태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한 사

례이다. 안나푸르나 보호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산림녹화나 등산로 유지활동과 같

은 사업에 재정적인 투자를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주민들이 사업의 투자자

가 되도록 하였다. 또 숙박업체의 소유자들에게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투자하도록 요청

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참여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멕시코의 황제나비 월동 보호지역의 사례이다. 이곳에서는 생태관광 사업

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나무를 심도록 하고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지역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식재된 나무의 소유자가 없어 관리가 어려워졌다. 왜냐 하

면 주민들은 나무를 심는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것이지 나무의 소유자

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은 지역상점 형성 계획이나 운영에 참여하지 못

했고 입장료 수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익 역시 주민들이 통제할 수 없었다. 결국 생태관광

을 통한 이익 창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결국 추가적인 주민의 참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김성일과 강미희, 2002).

이익의 분배와 평가는 주민 참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개별적 이익을 중시할 것인가 

공동체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는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 사업의 시작은 

일부 영향력 있는 주민들, 즉 예전부터 부유하고 소규모 사업에 투자할 만한 재력을 가진 지

역주민 또는 기존에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점

차 이 수준을 넘어서 수익자의 범위가 더 넓게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폭 넒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

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할 필요는 없다. 많은 이익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익이 견실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 생태관광 개발 단계별로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행할 내용들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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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생태관광�개발�단계별�주민�참여�방안

준비(탐색)단계

생태관광�개발�단계

∙ 근린조직 중심 가능성 탐색

∙ 사업 설명, 인식 제고

단계별 주민 참여 방안

자료 수집․분석

세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계획안 실행

운영 및 관리

평가

피드백

∙ 모니터링, 피드백

목적․목표 설정
∙ 지역의 가치 규명

∙ 개발의 최종 목표와 목적 설정

∙ 자원조사 참여

∙ 선진 사례 공동조사

∙ 주민 조직화(추진위원회)

∙ 지도자 선발 및 육성

∙ 전문가 참여, 주민사업 제시

∙ 이해 조정

∙ 지역자재, 설비, 편의 제공

∙ 계획안 실행 여부 모니터링

∙ 안내 해설, 이용자 관리

∙ 특산물 개발 및 판매

피드백

피드백

출처: 환경부(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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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상품

5

1. 생태관광 매력물의 이해

관광에서는 매력물(attr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매력물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특

정 장소에 혹은 특정 여행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력물은 어떤 

특정 자연물 같은 자연자원일 수도 있고, 문화재 같은 문화적 요소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서는 인공적인 시설일 수도 있으며, 사람이 매력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림�9]�매력물의�예

생태관광에서의 매력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중심 매력물, 보완 매력물, 

자원 매력물 등이다. 중심 매력물(focal attraction)은 생태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구별

되고 우세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생태관광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주요 이유가 되는 

요소를 말한다. 보완 매력물(complementary attraction)은 중심 매력물 만큼의 중요성과 특

이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생태관광지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하는 요소

를 말한다. 보완 매력물은 생태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지원 매력물(s

upport attraction)은 방문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만족을 높여주는 인공시설물 및 서비스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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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예를 들어 생태숙박시설, 식당, 해설센터, 생태탐방로, 전망대, 관찰대, 승마 또는 보트

탑승 서비스, 에코가이드 등등을 말하는데, 생태관광객이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주요 이유는 

아니지만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결국 생태관광 상품은 위의 세 매력물이 적절히 더해져서 만들어지게 된다.

2. 생태관광 상품

생태관광 상품은 생태관광의 원칙이 반영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생태관광 여행상품(현지 

프로그램 포함)이든 혹은 숙박시설을 비롯한 인공시설이든 간에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고, 이들

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인증 프로그램이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생태, 생태관광, 지

속 가능성 등의 용어를 하나의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할 뿐 제대로 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생태관광 용어의 오용 및 남용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진짜 생태관광은 무엇일까? 원칙들이 반영된 몇 가지 여행상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생태관광이 자연과 가장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

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학이다. 이 철학은 환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한 태도

와 인식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하며 책임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부터 보자. 인도에서 럭셔

리 에코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리조트(Orange County Resort)는 인도의 

Coorg 및 Kabini 두 곳에 리조트를 개발했다. Coorg는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커피농장으로 

개발된 곳으로 리조트 건설 후 커피나무 식재를 위해 모두 베어낸 자생 수목들을 다시 심고 

유기농으로 커피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Kabini는 국립공원 바로 인근에 있지만 경제적으

로 매우 열악한 지역사회에 둘러싸여 있는데, 황폐화된 곳을 리조트로 바꾸면서 자생식물들

을 심고 가꾸어 환경 복원을 이룬 곳이다. 두 곳의 리조트 모두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건설된 

것은 물론 경영의 목표 역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책임 있는 관광 프로

그램(responsible tour program)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리조트가 어떻게 친환경적으

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될 수 있는지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좀 더 전

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 관광을 전공한 관리자를 고용하였다.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 리조트가 벌이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출신 우선 고용 및 훈련, 지역 환경 개선과 보전(훼손지 복원, 지역 자생식물 복원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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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인근 유기농 농장 방문, 문화 보전마을 방문, 인근 마을 자전거 투

어, 리조트 내 상시 지역전통예술 공연 개최 등), 지역 학교 지원(교사 인건비 지원, 컴퓨터 

수업 지원, 컴퓨터 및 학용품 지원, 학생 견학수업 지원, 장학금 수여 등)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출신 고용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단순노동자부터 관리자급까지 지원 폭도 개방되어 있

으며, 고용 후 주어지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직위로의 승진까지 보장하고 있다. 

또 모든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바이오가스로 생산하여 지역에 미치는 환

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역 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아이들이 

책임 있는 관광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젊은이들이 지역 고유의 춤과 전

통 환영식, 또는 기타의 음악과 같은 전통문화와 예술을 배우도록 장려하고 있다. 나아가 아

직 낮은 수준이지만 관광객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객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여 수립하고 실천하

고 있는데, 장학금 제도, 마을 화장실 설치, 도로 개선 등이 그러한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책임 있는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기업 경영을 하는 예는 여럿 찾을 수 있

다. 생태관광으로 특화한 여행사 중 (주)제주생태관광의 사례를 보자. 2000년에 설립된 

(주)제주생태관광에서는 2003년부터 제주도 내 마을들과 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마을과 

연계된 상품 개발에만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마을의 매력물을 발굴하고 마

을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마을특산품을 개발하고, 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일 외

에도 마을 가이드 양성 등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20

10년 말 기준으로 7개 마을과 협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보전을 위

해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 탄소 지우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 매출액의 1%를 기부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

애인센터나 아동복지센터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인문학교 프로그램’, 

‘독립영화제’, ‘청소년 여행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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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주)제주생태관광의�지역사회�복지�증진�프로그램�사례

일본의 생태관광여행사 Spirit of Japan Travel의 사례를 보자. 이 여행사는 모든 여행상

품마다 관광객이 낸 여행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또 각 여행활동이 유발하는 

탄소량을 제공하고, 탄소 상쇄를 위한 자연환경보전기금을 별도로 책정해놓고 있다. 다음의 

<표 9>에서 보여주는 3박 4일의 여행상품 사례에서는 바다거북 보호를 위한 기금을 관련 

보호단체에 지불함으로써 기업이 취한 편익 일부를 환경보전에 환원하는 체계를 실천하고 있

다. 이때 보전기금 액수는 여행상품마다 모두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게다가 여행 참여자의 

수 역시 철저하게 소수를 유지하고 있다.

(주)제주생태관광이든 Spirit of Japan Travel이든 모두 지역의 인력과 지역의 식당 그

리고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생태관광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도 저탄소 여행이 되어야 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여행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는 여행이

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관광 상품은 매력물을 지속 가능한 원칙하에서 엮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은 생태친화적인 시설이어야 하고, 제공되는 식사는 로컬푸드이어야 하고 유기농이어야 

한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가이드(해설가)가 필수적임은 당연하다.

이상에서 설명한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품을 생태관광 상품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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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일본�Spirit� of� Japan� Travel의�여행상품�사례

- 여행비용 : 1인당 14만5000~28만8000엔(교토 출발 기준)

- 여행경로 : Kyoto-Tokushima-Hiwasa-Kaifu-Kyoto

- 여행자 수 : 최소 1명, 최대 5명

- 여행활동 사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 1일차 :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 버스&기차 8.0kg, 숙소 4.1kg

▪ 2일차 :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 자전거 0kg, 숙소 4.1kg

▪ 3일차 :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 카약 0kg, 트레킹 0kg, 기차 1.0kg, 숙소 4.1kg

▪ 4일차 :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 버스&기차 8.2kg

- 부문별 여행비 지출(2명의 여행 참가자 기준)

▪ 20.4% 식사, 숙박

▪ 39.0% 지역 고용

▪ 20.7% 여행사 봉급, 보험, 사무실 비용

▪ 8.2% 교통비

▪ 4.0% 사회 투자 프로젝트(예; 바다거북 보호기금)

▪ 7.7% 세금, 기타 수수료 등

출처: http://www.eco-tourism.jp/tour_detail.php?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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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의 이해

최재천(국립생태원) / 박영철(강원대 산림환경보호학과)

생태 복지

1

1. 생태 복지의 세계적 담론

기후변화와 더불어 오늘날 생태 복지는 인류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범지구적 과제

로 떠올랐다. 최근 미래학자들은 21세기 미래사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

운 변화를 겪게 될 대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경제 

및 산업 환경 변화와 같은 현재의 경제구조의 연장선상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 

생활양식, 가치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다. 

2008년에 방한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IT 다음은 생태학’이라는 화두를 던

져 경제 및 정책 결정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비단 앨빈 토플러의 예측이 

아니더라도 현재 생태학자 및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부터 향후 20년은 지구온난화와 장기적

인 생태계 변화가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복지와 생활환경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가장 중요

한 국제적인 화두는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의 동

시 실현, 생태계에 기반을 둔 인간 복지 실현 등이다.

산업화 시대에 인간 행복의 기준은 수입, 교육 배경, 가족생활, 거주 장소 등이었다. 인간

의 물질적인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자원을 남용하는 등 생태계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해왔다(정지용 2008).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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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된 생태계 파괴 및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는 범지구적 차원에서 인간 복지의 악화를 초래

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쾌적한 삶’, ‘건강한 삶’, ‘수준 높은 삶’ 등 거주지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생태계 파괴는 생태

환경이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중요 요소이며, 생태계 건강성과 인간 복지는 연계돼 있

고, 인간과 생태계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Gardner and As

sadourian 2004, MEA 2005). 

따라서 유엔은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한 인간 복지 간의 상호관계와 소통의 문제들

을 전 세계적으로 담론화하고 생태계 파괴에 따른 인간 복지 환경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간 복지와 생태계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지를 추구하고자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평가단(MEA, Millenium Ecosystem As

sessment)’이라는 국제 전문가 연대그룹을 2001년에 발족했다. 이 평가단에는 2005년까

지 전 세계 생태학 및 환경 관련 전문가 1360여 명이 참여하여 생태계의 건강성과 인간 복

지의 상호 연관성 및 지속  가능한 인간 복지 실현을 위한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등에 관한 

보고서를 6권의 책으로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국내 생태 복지 개념의 출현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경제규모 세계 15위(World Economic Outlook 2012)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속하지만,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경제 위협 요

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기후환경 면으로는 한반도의 아열대화 등 유례없는 생태환경 변화가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국내에서도 급격한 기

후변화, 환경오염, 소득 수준의 증대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친화적 욕구가 증

대되고 있으며 생태 복지에 관련된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화두가 된 키워

드는 ‘쾌적한 삶’, ‘질 높은 삶’, ‘실버 계층’, ‘건강’, ‘녹색 성장’ ‘복지’ 등이다. 새로운 밀레니

엄을 맞은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복지는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경제적, 

물적 토대에 근거해 ‘생태계를 활용한 쾌적한 삶과 고령인구의 건강 유지’라는 생태계 복지

와 인간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물질적 부의 축적에 걸맞은 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키려면 

환경 친화적인 국민 복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는 새로

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대응적 복지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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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후대응 복지 체계(reactive welfare system)에서 선대응적 복지 체계(proac

tive welfare system)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후 수습하는 복 지원 체계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미리 준비하는(proactive) 건강복지 체계를 창출하고, 생태환경 요소를 복지 

체계에 통합 시행하여 쾌적한 삶, 건강한 삶, 환경 친화적인 삶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기대

에 부응할 수 있는 신개념 복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복지에 생태주의를 접목해 실현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었

다. 경제성장과 생태계 건강성은 상호 대립되며,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면 경제에 나쁜 영

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무역이 확대

되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가운데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Pezzey(198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원집약적 산업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이 환경

의 질을 악화시키지만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되면서 환경 투자와 함께 친환경적 사업

구조의 개선으로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그림�1]�경제성장과�환경의�질의�관계(Pezzey� 1989).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을 구분하는 지금까지의 

이원론적 사고를 지양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협력적이며 인간이 자연에 대해 우위에 있지 

않다는 동양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인간 복지가 물질적, 경제적 상태뿐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구현될 수 있다는 생태 복지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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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해야 한다. 철학적으로는 최재천(2011)이 제안한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로

의 생태적 전환(ecological switch)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생태 복지의 개념

가. 생태 복지 개념의 정의

생태 복지는 서구의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동양적인 사고로의 귀환에서 출발한

다. ‘생태 복지’는 ‘생태계와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 인간 복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궁극적으로 생태계 

복지와 인간 복지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생존

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국민의 생존권은 물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제1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를 의미한다. 좁은 의

미의 생태 복지는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인간의 건강 복지를 위한 친환경적 생태계의 활용 

및 이를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선대응(proactive) 복지체계 구축에 의한 건강한 삶의 추

구’라고 할 수 있다,

생태 복지는 생태계의 주요 속성인 순환성, 통합성, 변화성에 기초한 세 개의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다. ‘순환하는 복지’는 현재의 복지 시스템에 생태 자원 및 콘텐츠를 도입하고  확

산하는 것이며, ‘통합하는 복지’는 생태계와 복지의 여러 요소 및 콘텐츠의 연계 혹은 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복지’는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사전 대응성을 통해 진화

하는 복지로서 이러한 개념들에 내재한 속성으로는 ‘지속 가능성’, ‘평등성’, ‘다양성’, ‘사전 

대응’, ‘인간과 자연의 조화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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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 복지의 지향점

생태 복지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 ‘지속 가능성’, ‘평등성’, ‘다양성’, ‘사전 대응성’ 등 다

섯 종류의  내재한 목표를 지니며, 이에 기초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를 질

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인간 삶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구현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1) 인간과 환경의 조화

자연과 그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개

발을 통한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 등에 기초한 인간 복지가 아니라 생태계의 보전과 복구를 

통해 인간이 건강한 생태계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

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 대응성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환경 관련 질병은 증가하고 있다. 질병이 발생한 뒤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

니라 사전에 환경 관련 질병을 예방해 인간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땅, 물, 공기, 생물체, 즉 생태계를 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질병, 특히 고령화에 따

른 질병을 사전에 선대응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평등성

평등이란 모든 생태적,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

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권을 지

닌다. 또한 인간과 더불어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은 평등하며, 따라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경적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태 환경을 누리게 함을 의미한다.

(4) 다양성

다양한 속성을 가진 인간과 다양한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 및 인간 사회를 추구

한다. 지구의 생명다양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보전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인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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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생태�복지�개념�모형

(최재천 등 2009). 

회의 개성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성 사회를 구축해

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참여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중

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

라서 다양성은 인간의 삶과 행동뿐 아니라 생태계 영역에도 적용된다.

(5)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환경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자산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

을 포함한다. 또한 건강한 생태계에 기반을 둔 인간 복지의 실현만이 저비용·고효율의 지속 

가능한 복지임을 의미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생태 복지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

은 환경과 삶의 자산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소득 불평등

과 환경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사전 대응 방식

으로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생태 복지의 이러한 목표들은 생태계의 주요 세부 

개념인 ‘순환성-순환하는 복지’, ‘통합성-통합하는 복지’, ‘변화성-진화하는 복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다. 생태 복지의 특징

생태 복지의 실현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전제로 하며, 다양한 생태적 속성과 원리에 기초해 

친환경적인 인간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탄소, 저비용, 고효율, 지속 가능성, 통합성, 순

환성 등을 내포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생태 자원을 발굴하여 기존의 복지 자원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생태적으로 건강

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융합적 복지

• 생태계에 기반을 두어 미리 준비하는 저비용․고효율성 복지

• 개별적인 생태 콘텐츠와 복지 콘텐츠를 연계하고 네트워크화하여 생애 주기 전반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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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는 복지 구현 

• 가족, 공동체 및 지역 단위의 유․무형의 생태 자원 및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생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혜택을 입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 지역의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지역 내 모든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행

복감을 제공하는 복지

• 지역 특유의 자연 환경과 전원 풍경, 지역공동체 문화, 지역 특유의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는 생태적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주민의 행복 자원으로 활용하는 복지

• 생산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과 도시 지향적 행복 추구를 뛰어넘어 지역 생태 환경에 기

반을 둔 지역 중심의 특화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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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복지와 생태계 서비스

2

1. 인간 복지(Human well-being)

인간의 행복은 지역의 지형, 문화, 생태적 환경에 의존적이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및 

지리, 생태, 연령, 성, 문화 등에 대한 개인적 반응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Prescott-All

en 2001). 그러나 23개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수행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voices of 

the poor)’라는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몇몇 보편적인 복지 요인들이 드러

난다(Narayan et al. 1999, 2000). 특히 국제 전문가 그룹인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평가단

(MEA)’에서는 복지를 구성하는 상호 연계된 5개의 주요 복지 범위(dimension)를 제안하

고 있는데(그림3), 이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행복한 삶을 위한 물질적 풍요(mater

ially enough for a good life), 선택과 행동의 자유(freedom of choice and action), 건강

(health),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사회안전망(security)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구성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불행(Ill-being)은 사회적 무력감(powerlessness), 빈약한 사회관계(bad social relatio

ns), 물질적 빈곤(material lack), 건강 악화(poor health), 취약한 사회안전망(vulnerabili

ty)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 <그림3>에서 보듯이 각각의 복지 요인들은 서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요인의 변화는 종종 다른 요인의 변화, 즉 

더 나쁜 변화 혹은 더 좋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불행(ill-being)에서 빈약한 

사회관계(bad social relations)는 건강 악화(poor health)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결

과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부족(material lack)을 초래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불행과는 반대로 행복은 행복한 삶(good life), 좋은 건강(good health), 풍요로운 사회

관계(good social relations), 사회 안전망(security)의 보장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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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인간�복지�구성의�중요한�5가지�요인

(MEA 2005, Narayan et al. 1999, 2000a,b).

• 행복한 삶(good life)을 위한 필요한 물질적 자원 : 수입, 자산, 거주지, 가구, 의류 및 

기타 재료들에 대한 접근성 

• 좋은 건강(good health) :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주변

의 건강한 환경

• 풍요로운 사회관계(good social relations) : 사회적 결집력, 상호 존경, 가족관계, 상대

방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 상태

• 사회안전망(security)의 보장 : 자연 및 다른 자원들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개인의 안

녕과 자산의 안정성, 자연재해 혹은 인재로부터 안전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환

경에서의 삶

• 선택과 행동의 자유(freedom of choice and action) :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성 

및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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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물들과 그 외 비생물체인 환경이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

로서 작동하는 역동적인 복합체이며 인간은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생태계의 영역은 

종류와 수, 범위 등 무한히 많을 수 있으나 MEA 기준에 따라 포괄적으로 다음 10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중첩될 수 있다(표 1). 각 

범주 내에는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동일 범주에 속하는 각각의 생태계는 

생물적, 기후적, 사회적 요인들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표�1]�생태계�영역의�범주들(MEA�2005).

범주 중심개념 영역�경계면에�대한�설명

해양 바다 수심이 50m보다 더 깊은 지역

해안 바다와 육지의 경계지역

해수면 50m부터 조수면(tied level) 50m 

이상 사이의 구간 혹은 해안으로부터 

100km까지 내륙으로 팽창한 지역

내륙수

변지역

해안지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내륙지역과 꾸준히, 

계절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범람이 

일어나는 지역

강, 호수, 범람하는 평야지대, 호수,

습지 등

산림 나무들이 우점한 지역
높이 5m 이상 목본성 나무들의 수관부가

최소 40% 이상을 점유하는 곳

건조

지역

물 이용성 때문에 식물 생산성이 

제한된 지역

연간 강수량이 잠재적인 증발량의 3분의

2보다 낮은 지역

섬
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높은 비율을 

해안을 보유함

AOSIS(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의 

정의에 따름

산 경사지와 고지대
산의 고도, 고도의 범위 및 경사 등을

종합하여 영역을 정함

극지역 연중 얼어 있는 고위도 지역

툰드라, 극사막, 극 해안지역 등 얼음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지만 저위도의 얼음이

있는 고산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

경작지 경작 식물종이 우점하는 지역 경관의 최소 30%가 경작되고 있는 지역

도시 인간의 밀도가 높은 건설된 환경

5000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거나, 혹은 

공중에서 보았을 때 야간의 불빛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지역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을 총칭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크게 4가

지로 나뉜다(표 2, 그림4). 음식과 물과 같은 제공 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홍수․가

뭄․질병․경지 퇴화의 조절과 같은 조절 서비스(regulating services), 토양 형성 및 영양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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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과 같은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s),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및 정신적, 종교적, 

기타 비물질적인 이익들과 같은 문화 서비스(cultural services) 등을 포함한다.

[표�2]�생태계의�서비스,�기능�및�그�사례들(Costanza� et� al.� 1997).

생태계�서비스 생태계�기능 보기

대기�조절 대기의 화학적 구성성분의 조절
산소와 이산화탄소 균형, UVB 

보호를 위한 오존층 등

기후�조절
지구 온도, 강수량 등 생물과 연계된 기후 

과정들의 조절

그린하우스 가스 조절,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DMS 생산  

교란�조절
환경 변동에 대한 생태계의 수용 및 

자정능력
폭풍 보호, 홍수 조절, 가뭄 회복

물�조절 물 흐름의 조절
농경 혹은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물의 제공

물�공급 물 저장 및 보유능력
수계, 우물 등 물 저장지역에 물 

제공

침식�통제 생태계 내 토양의 보유
바람, 폭우 등에 의한 토양 소실 

예방

토양�형성 토양 형성 과정 조절 유기물질의 축적

영양염�순환 영양염의 순환, 저장 등
질소 고정, 인 등 영양요소들의 

순환

폐기물�처리
초과영양분의 제거 및 부족한 영양분의 

회복
폐기물 처리, 오염 통제, 해독화

수분 꽃배우체들의 운반
식물 생산에 필요한 수분 

매개자들의 제공

생물�통제 개체군의 영양 단계 조절
핵심 포식동물 등을 이용한 생물 

종의 조절 및 해충, 질병의 조절

피난처 개체군의 서식처 제공
이동하는 종, 지역 거주종, 

월동하는 종 등에게 서식지 제공

음식�생산 음식물을 위한 1차 총생산의 대부분 어업, 농업, 게임 산업 등

생물질
생물질 추출을 위한 1차 총생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함
연료, 사료 등의 생산

유전자원
독특한 생물학적 물질들과 생산물들의 

원천
의약, 과학재료 등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 생태관광 등

문화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기회 제공 심미적, 교육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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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 제공 서비스 : 생태계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이다.

• 식량과 섬유(food and fiber) : 이것은 생태계에서 유래하는 나무, 황마, 대마, 비단과 

같은 물질들과 더불어 식물, 동물, 미생물들로부터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식량 산물을 

포괄한다.

• 연료(fuel) :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 배설물 등을 포함한 생물 물질을 

포괄한다. 

• 유전 자원(genetic resources) : 동물, 식물 육종, 생물공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

전자 및 유전정보를 포괄한다.

• 생화학물질, 자연의학, 천연약재(biochemicals, natural medicines) 등 : 많은 의약재, 

음식 첨가물, 생물물질을 포괄한다.

• 관상용, 장식용 자원(ornamental resources) : 표피, 껍질, 꽃처럼 장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포괄한다.

• 신선한 물(fresh water) : 식수, 농업용수 등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의 순환과 조절 기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능적 자원들이다.

• 대기 질 조절(air quality maintenance) : 대기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 기후 조절(climate regulation) : 생태계는 지역별로 기후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 물 조절(water regulation) : 급류, 범람 등은 토양 변형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생태계는 

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 침식 방제(erosion control) : 식생피복은 토양을 유지하고 산사태를 방지한다.

• 물 정화 및 폐기물 정화(water purification and waste treatment) : 생태계는 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유입될 수도 있지만 부유 유기물을 정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 질병 조절(disease regulation) : 생태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콜레라와 같은 인간 질

병 및 모기와 같은 질병 매개자들의 개체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 생물학적 통제(biological control) : 생태계는 농작물과 가축의 해충이나 질병을 통제

한다.

• 수분(pollination) : 수분 매개자의 분포, 풍부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 폭풍재해 방제(storm protection) : 해안 방풍림, 산호초 등의 생태계 요인들은 대형 

파도와 태풍 같은 폭풍 피해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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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서비스 :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비물질적 자원들을 포괄한다.

•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 생태계의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 정신 및 종교(spirituality and religion) : 많은 종교는 생태계 혹은 생태계의 구성 요

소들에 정신적 가치를 연계한다.

• 지식 체계 (knowledge systems) : 생태계는 다양한 문화에 의해 개발되어온 지식체계

들에 영향을 미친다.

•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s) : 생태계 및 그들의 구성 요소들은 교육에 토대를 제

공한다.

• 영감(inspiration) : 예술, 민속, 건축, 광고 등의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 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 : 공원, 풍광이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등 생태계의 다

양한 구성은 아름다움과 심미적 가치를 지닌다.

•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 생태계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낚시동호회, 등산동호회 등).

• 장소감(sense of place) :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자연환경과 연계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장소감에 높은 가치를 둔다.

• 문화유산적 가치(cultural heritage values) : 다양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

관, 문화적으로 중요한 생물 종 등을 유지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 레크리에이션과 생태관광(recreation and ecotourism) : 생태계를 레저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인간은 생태계로부터 가능하면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므로 원하는 서비스를 생태계

가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생태계의 상황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간 복지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및 유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 복지 콘텐츠 자체도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고려한 

생태 친화적 복지 콘텐츠여야 한다. 특히 인간 복지 콘텐츠와 관련해 생태계의 각 영역마다 

어떤 서비스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별하고,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인

지 또한 이를 위해 생태계의 건강성이 어떻게 복원 혹은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통합

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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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와 인간 복지의 관계

생태 복지(ecowelfare)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전제로 하며, 다양한 생태적 속성과 원리에 

기초해 친환경적인 인간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태 복지의 실현은 생태계 복지(ecosyste

m wellbing)가 인간 복지(human wellbeing)와 더불어 추구될 때 가능하다. 건강한 생태계

는 물질 제공(provisioning) 기능, 조절(regulating) 기능, 문화(cultural) 등 비물질적 기

능, 지원(supporting) 기능 등을 제공한다.

[그림�4]�생태계와의�관계�속에서�인간�복지에�영향을�미치는�5가지�주요한�범주

이 중 건강이 인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에 속한다(MEA 2005).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MEA에서 선정한 인간 복

지의 5개 범주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건강(health)이 가장 중심에 놓인다(그림 4). 이들 5

가지의 복지 요소들은 모두 생태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생태계와 인간 복지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4범주로 구분할 때, 인간 복지를 중심

으로 1개의 ‘변화를 초래하는 간접적 요인’과 2개의 ‘변화를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들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5>의 왼쪽 상단에서 보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인간의 복지 수준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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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기술 발달, 생활방식 등을 포함하는 ‘변화를 야기하는 간접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5>에서 오른쪽 상단의 ‘변화를 초래하는 간접적 요인’들은 오른쪽 하단에서처

럼 수산업이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비료의 활용 등과 같이 생태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생

태계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 복지에도 영향을 준다. 생태계의 변화는 직접 혹은 생태

계 서비스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생태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많은 다른 요인들이 인간의 복지 상황을 변화시

키며, 인간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자연적인 힘들이 생태계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많

다. 하지만 <그림 5>에서 보듯이 생태계와 인간 복지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인간 복지의 상황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며, 생태계

의 변화는 다시 인간 복지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건강성과 인간 복지를 동

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범주 간의 조절을 위한 통합적 전략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림� 5]�인간�복지와�생태계�및�관련�범주들�간의�상호작용�관계(ME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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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보건 질병

3

1. 생태계 스트레스와 보건 질병

생태계는 인간의 건강 복지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태계는 기후변

화, 오존층 고갈, 사막화, 수질 악화,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 기능 악화 등 생태계의 여러 요소

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6).

[그림�6]�생태계의�다양한�요소들�간�상호작용과�이들이�인간의�건강에�미치는�작용�경로

(MEA 2005, 최재천 등 2009).

앞에서 살펴본 생태계의 4가지 기능적 역할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은 

생태계의 4가지 기능 중 특히 생태계의 조절 및 제공 기능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야기해왔

다. 인간이 유발하는 생태계 스트레스는 기후변화, 토양 피복도 변화와 오염, 사막화, 습지 

손실, 생태계의 범위와 생물다양성 감소, 수자원 감소와 오염, 도시화, 해안 사주 감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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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생태계의 기능적 역할에 변화를 초래하며, 그 때문

에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림 7).

[그림�7]�생태계의�다양한�소요들의�상황�변화가�인간의�건강에�미치는

효과들의�과정에�대한�모델

(MEA 2005).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생태계는 각각의 생태 영역들마다 적절한 생태계서비스

들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산림의 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는 공기 중의 각종 세균과 바

이러스를 억제하거나 죽여 공기를 정화하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산림생태계가 교란되었을 경우,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거나 변화됨으로써 인간

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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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생태계�교란과�연관된�건강�지표들의�보기(MEA�2005).

생태계 서비스 변화 위험물 건강�효과 지표

해안
폐기물(노폐물)

정화

과도한 유기물

방출
미생물 설사병, 콜레라 출현 빈도

도시 공기의 질 조절 공기 오염
CO, NO산물, 

이산화황
천식

질병 빈도,

중금속 체내

농도

담수 물 정화 고갈 위생환경 열악 설사병 유아 사망률

열대산림
물과 영양염

순환의 조절
벌목 감염

말라리아 등

열대 바이러스
출현 빈도

농경�생태 식량 생산 살충제 남용 독성물질 노출 생식 문제 야기 수정률

민물․바다 어업 과도한 어획
어업자원

고갈

물고기

소비량 감소

단백질 결핍

증상

2. 기후변화와 질병

생태계의 변화 중에서 최근 범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장 긴급한 현황 중 하

나는 지구온난화일 것이다. 범세계적 지구온난화는 다양한 지역적 기후변화, 이를테면 열 파

장, 강수량, 온도 등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지역적 기후변화는 지역의 수생태계, 토양생

태계, 산림생태계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질병 감염 등 인간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그림 8). 

이러한 변화는 특히 노인층과 유아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

근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온이 1℃ 높아질 경우 인구 사망률은 서울의 경우 1.33%, 

부산의 경우 2.4%씩 각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김호 ‘세계적 온실효과가 한국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제6차 기후변화 국제학술대회, 2008, 제주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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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기후변화가�생태계�및�생태계가�제공하는�서비스에�미치는�영향과

이러한�영향들을�평가하기�위한�접근�모델도

(MEA 2005).

또한 기후변화는 범세계적으로 아열대성 질병의 창궐, 수질 악화,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에 

의한 환경 재난, 농작물 파동, 수자원 부족 등을 야기하며 이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을 심각하

게 저해하고 막대한 복지예산 지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MEA는 지구온난화 및 생태

계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중간 

보고서인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Synthesis’ 편에서 보건 질병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종류별,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 및 근본원인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생태 환경, 특히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천식, 한타바이러스, 콜레라 등이 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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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세계적인�규모에서�생태계와�연관된�주요�질병�사례(MEA� 2005).

질병 직접적인�출현�기작 근본적인�출현�원인 지리적�분포

천식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식물 성장 및 화분(pollen)의 증가
온난화 범지구적

말라리아 니치(niche) 침입, 벡터(vector) 팽창 산림 파괴

열대(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댕기열 벡터 팽창
도시화, 열악한

주거환경
열대

HIV 숙주 전달
산림 잠식, 사냥, 인간

행동 
범지구적

라임병 포식자 고갈, 생물다양성 소실 서식지 절편화 북미, 유럽

샤가스병 서식지 변형
산림 파괴, 도시 스프롤

화(sprawl) 
아메리카

일본뇌염 벡터 팽창 관개된 논경작지 동남아시아

웨스트나일 - -
아메리카,

유라시아

한타바이러스
자연 식량자원에 대한 개체군

밀도에서의 변화
기후변화 -

광견병 생물다양성 감소, 변화된 숙주 선택 산림 파괴, 채광 열대

렙토스피라증 - -
범지구적

(열대)

콜레라 바다 표면 온도 상승 -
범지구적

(열대)

3. 실버 세대의 생태 복지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는 50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9). 미국의 경우 1988년

부터 이미 수명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노인층의 복지와 보건, 고

용 제공을 위해 고령층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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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유년․노령인구�비교�전망
(최재천 2005). 

같이 우리나라도 21세기 고령화 추세에 걸맞은 실버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복지가 중

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재정 수준이 여타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기

후변화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

서 대규모 고령 인구가 실버계층을 형성하는 2020년을 대비해 다양한 생태 복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인구를 대상

으로 한 실버 건강복지를 고려할 때는 

<그림 8>처럼 기후변화로 실버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생태

환경 요인들의 상호작용 경로와 이들이 

인간의 건강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실버세대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크게 사회․문화적 환

경, 경제적 환경, 그리고 생태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은 지금까지 사회․문화적 요인 및 경제적 요

인에만 치중돼왔는데, 앞으로는 ‘생태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실버세대를 위한 생태 복지 정책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실버 복지 정책에 생태적 요인을 도입하여, 실버세대가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건강

하게 늙어가는 복지정책을 구현한다면, 실버세대가 대량으로 형성되는 2020년 이후에는 막대

한 의료보험 예산과 사회적 부대 비용들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사후 수습하는 복지 지원체계가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미리 

준비하는(proactive) 복지체계를 창출해야 하고, 생태환경 요소를 실버 복지 체계에 통합해 

실버세대의 쾌적한 삶, 건강한 삶,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한 신개념 복지체계를 수립해야 할 

때이다.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실버세대 생태 복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국가 예산을 미리 투입

하는 것은 생태계 자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구온난화와 고령화사회에서 실버세대가 건강 

복지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 대응 실버 생태 복지를 구

현하려면 국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의 실버 복지 정책 기조가 아래와 같이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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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의 질병 발생 후 예산을 지출하는 사후 대응 복지체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을 수 있도록 예산을 사전에 투입하는 사전 대응 복지체계로 전환

• 고령화 시대를 위한 생태환경의 건강성 유지 및 실버 생태 콘텐츠 발굴

• 지구온난화에 걸맞은 실버 생태 복지체계 구축

• 지역 단위 실버 복지 요소들과 주변 생태환경을 연계한 자가 조직적 실버 생태 복지 실현

우리나라 국가 복지의 수준과 제안

4

1. 국가 복지 지수

국가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생태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복지에서 

탈피해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유지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와 연계된 친환경적 인간 복지만

이 지속 가능하다는 생태 복지 개념이 국가 복지의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한 나라의 복지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그 국가의 인간 복지만이 아니라 생태

계 복지와 인간 복지를 모두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20

01년 최초로 전 세계 180개국(아메리카 35개국, 아프리카 53개국, 유럽 37개국, 아시아․태

평양 55개국)의 국가 복지를 평가한 <The Wellbeing of Nations, Prescott-Allen 200

1>가 IUCN, UNEP 등 다수의 국제기구들과의 공조 아래 IDRC(International Developm

ent Research Center)와 Island Press에 의해 출간되었다. 여기서 ‘국가 복지’란 개념은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국가 복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생

태계 복지 지수와 인간 복지 지수를 함께 적용했다.

<The Wellbeing of Nations>에 따르면, ‘인간 복지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

구를 충족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

태’이며, ‘생태계 복지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질을 유지하고(사람과 그 사람의 휴

식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함)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를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갖는 상태’이다. 인

간 복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인구 수(health and population), 부(wealth),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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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knowledge and culture), 공동체(community), 평등성(equity)’ 등 5개의 영역을 

선정했으며, 생태계 복지를 위해서는 ‘땅(land), 물(water), 공기(air), 생물 종과 유전자(s

pecies and genes), 자원  활용(resource use)’ 등 5개 영역을 선정했다(표 5). 또한 각 

영역들을 상(100점, 범위 81~100), 중상(10점, 범위 61~80), 중(60점, 범위 41~60), 

중하(40점, 범위 21~40), 하(20점, 범위 1~20), 출발점(0점) 등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

였다.   

[표�5]�국가�복지를�평가하기�위한�인간�복지�지수와�생태계�복지�지수

인간�복지�지수(HWI, Human Wellbeing Index)

건강과�인구�수

(health and population)
건강을 유지한 채 살 수 있는 삶의 길이와 가족 규모의 안정성

부(wealth)

수입, 음식, 안전한 물, 위생 등 욕구의 충족 정도와 국가 

경제규모의 크기와 환경(인플레이션, 실업, 국가부채 부담 정도 

등)

지식과�문화

(knowledge and culture)

교육 정도(1차, 2차, 3차 학교 교육 등록률), 통신(인터넷과 

전화시설의 접근성) 등

공동체(community)
자유와 지배구조(정치권리, 시민자유, 출판자유, 부패), 

평화(군비 지출, 무력분쟁에 의한 사망), 범죄율

평등성(equity)

인구의 최상위 50%와 최하위 50% 간 수익 배분의 차이 정도, 

남성과 여성의 수입, 교육, 의회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의 평등 

등

생태계�복지�지수(EWI, Ecosystem Wellbeing Index)

땅(land)
천연 육상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는 정도와 개발 시 생태계 

질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의 정도 

물(water) 댐에 의한 강물 전용 정도, 배수구역에서 수질의 질

공기(air) 온실가스, 오존물질의 대기권 방출 정도와 도시의 공기 질

종과�유전자

(species and genes)

국가가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정도(포유동물,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고등식물의 보전 및 가축동물의 다양성 정도)

자원의�사용(resource use) 국가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정도(농업, 어업, 목재 등)

(Prescott-All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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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llbeing of Nations>에서 인간 복지 지수(HWI)를 적용하여 평가한 우리나라

의 인간 복지 수준은 180개국 중 27위로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생태계 복지 지수(EW

I)를 적용한 생태계 복지 수준은 161위였다. 그리고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를 둘 다 고려

한 종합적인 국가 복지 수준은 58위였다(그림 10). 

[그림�10]�생태계�복지�지수(EWI)와�인간�복지�지수(HWI)에�근거한�한국,�중국,�일본의국

가�복지�비교.�

복지�달걀의�흰자위는�생태계�복지�점수,�흰자위�안쪽의�파란색은�인간�복지�점수를�나타낸

다.�국가�복지�수준의�5등급은�빨강색(bad)� :�하-아주나쁨,�분홍색(poor)� :�중하-나쁨,�노

란색(medium)�:�중-양호,�파란색(fair)� :�중상-좋음,�녹색(good)� :�상-아주�좋음을�나타낸

다(최재천�등�2009).

중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과 비교하면, 인간 복지 점수는 한국 67점, 일본 80점, 중국 

36점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중상(Fair, 좋음)’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에 

반해 생태계 복지 점수는 한국 27점, 중국 28점, 일본 25점으로 3국 모두 ‘중하(Poor, 나

쁨)’에 속했다.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를 평균화한 국가 복지 점수는 한국 47점, 중국 32

점, 일본 52.5점으로 모두 ‘중하’에 해당했다. 그러므로 인간 복지보다 상대적으로 생태계 복

지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복지 지수를 높인다면, 종합적인 국가 복지의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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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많은 지자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 친화적 복지에 적극성을 보이

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생태 복지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 한국형 생태 복지가 실

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태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생태 복지 

담론의 활성화는 생태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을 포함한 관련 의제들을 발굴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도출을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 생태 복지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태 전문가, 복지 전문가, 관련 학계 등이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태 복지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하고, 생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함으로

써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이다.

2. 한국형 복지지수 개발의 필요성

<The Wellbeing of Nations>에서 개발한 국가 복지 지수는 국가 간 국가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나온 거시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복

지 지수를 평가하려면 한국형 생태 복지에 관한 평가지수 및 평가 기준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The Wellbeing of Nations>에서 국가별 복지(WI)를 비교할 수 있는 생태계 복지 

지수(EWI) 및 인간 복지 지수(HWI)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국가 이하의 수준, 이를테면 

도시나 지자체 수준에서 생태 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지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

다. 국내 실정에 알맞은 한국형 생태 복지 평가지수를 개발한다면 국내의 각 도시 및 지자체

들을 대상으로 생태 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중요 산림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고 국립공원 복지지수를 개발하고, 국립공원이 인

간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최재천 등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국가 복지 평가지수를 적

용하여 서울과 제주를 대상으로 지자체 복지지수를 산출한 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구의 복지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인간 복지 지수는 

77점으로 같은 점수를 보였으나 생태계 복지 지수값은 서울특별시가 42점, 제주특별자치구

가 53점으로 제주특별자치구가 약간 높게 나타나 제주도의 생태계 복지 수준이 서울특별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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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한국,�한국�주변국과�서울․제주의�복지�현황

흰자�:�생태계�복지,�노른자�:�인간�복지.�빨강색�:�아주�나쁨,�분홍색�:�나쁨,�노란색�:�양호,� �

파란색� :�좋음,�녹색� :�아주�좋음(최재천�등,�2009).

3. 생애 주기 생태 복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생태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간 복지의 실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초한 인간 복지

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생태 콘텐츠와 복지 콘텐츠의 연계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애 주

기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즉 가족 단위, 공동체 및 지역 단위의 유․무형의 생태 자원과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생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혜택을 입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

는 생애 주기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그림 12).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들을 총칭하는데, 음식과 물과 같은 제공

서비스, 홍수․가뭄․질병경지 퇴화의 조절과 같은 조절 서비스, 토양 형성 및 영양염 순환과 같

은 지지서비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및 정신적, 종교적, 기타 비물질적인 이익들과 같은 문

화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생태 자원을 발굴하

고 기존 복지 자원과 상호 연계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한 생애 주기 복지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생태계에 기반을 둔 에너지 및 비용적인 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성 복지 프로그램이어

야 한다. 둘째, 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지역 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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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원 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 지역 특유의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는 생태적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거주민의 행복 자원으로 활용하는 프

로그램이어야 한다. 넷째, 생산 기반시설 위주, 개발, 도시 지향적 행복 추구를 뛰어넘어 지

역 생태에 기반을 둔 지역 중심의 특화된 생태 복지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그림�12]�복지�콘텐츠와�생태�콘텐츠를�연계한�생태�복지�콘텐츠�연계모델을

통한�생애�주기�복지�실현의�가능한�방법론

(최재천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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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최재천 등(2009)이 수행한 ‘생태 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Framework and Conceptual Model of Korean Ecowelfare)’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그 목적에 맞게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또한 전 세계 1360여 명의 전문가가 2001년부터 2005년까

지 참여해 작성한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보고서들과 전 세계 180개국의 국가 복

지를 평가한 <The Wellbeing of Nations, Robert Prescott-Allen, 2001>에 기술된 내용들을 글

의 목적에 맞게 발췌해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