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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보여
행 연구를 바탕으로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고, 탐방자원,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관리로 
구분하였다. 강화 나들길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코스를 선정하였고 자연중심형과 문화중심형 탐방로로 분류하여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실태를 평가하였다. 자연중심형 탐방로는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의 생활문화자원을 발굴해야 하고, 버
스정류장, 슈퍼마켓을 이용하여 편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중심형 탐방로는 쇠퇴시설을 활용한 경제적 재생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용어 : 도보여행, 탐방로, 탐방시설, 운영관리, 강화 나들길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deducting the evaluation standard of the walking tour trail and evaluating the real condition of 
trail facilities and operation &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on the walking tour, this study deducted the 
evaluation index of the trail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control, and divided it into visit resources, visit facilities and 
trail operation-management. This study selected the course of high use satisfaction among the Ganghwa Nadeul-gil 
section, and evaluated the real condition of Ganghwa Nadeul-gil trail by classifying the route as nature-oriented trail 
and culture-oriented trail. In case of nature-oriented trail, it's necessary to discover living culture resources of the 
village linked with the trail, and to develop amenities using bus stations and supermarket. In case of culture-oriented 
trail, it's required that economic regeneration plan should be arranged using the decli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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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앙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을 걸어서 돌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을 선정하였고,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의 특성

에 맞게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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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사업을 통해 전국 도시에 595개의 탐방로가 조성되

어 있다1). 

제주 올레길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도보여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도보여행은 2009년 

4.6%에서 2015년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제주올레길은 2009년 22만명에서 2015년 170만명까지 증

1) 국의 도보여행길 황을 살펴보면, 탐방로는 총 595개이고, 
1,989개 코스, 약  17,671㎞가 조성되어 있다. 앙정부의 지원

에 의해 조성된 탐방로 390개로 10,246㎞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서 자체 으로 조성한 탐방로는 196개로, 6,559㎞이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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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Jeong et al., 2010). 도보탐방로 코스

와 도보여행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보탐

방로는 유명한 여행지를 따라 획일적인 탐방로 코스로 구

성되어 있고 탐방로의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보 탐방로의 탐방자원과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관

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시설과 운

영관리 실태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간적 범위는 인

천광역시 강화군의 강화나들길로 선정한다. 여행행태 연구

에서 여행객들은 교통접근성이 용이한 여행지를 선호하고 

재방문한다고 제시되었다. 강화군은 수도권에서 1-2시간 

소요되어 여행시간과 거리가 적절하고, 자가용 이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이 방문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20개의 탐방로 코스가 있

어 수도권 시민들은 강화군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다. 

내용적 범위는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 기준 도출과 강화 

나들길 탐방로의 실태 평가로 구분된다. 첫째, 도보여행 연

구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탐방로의 시설과 운영관리 평가의 

틀을 도출한다. 둘째, 도보여행객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탐방로 코스를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도보여행객 인터

뷰를 바탕으로 강화 나들길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

를 평가한다. 셋째,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 및 현황 고찰

2.1 도보여행의 이론적 고찰 

도보여행은 신체활동인 걷기를 통해서 여행지역의 자연ㆍ

역사ㆍ문화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트레킹, 하

이킹, 백 패킹, 도보순례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제주 올레길2)이 도

보여행 코스로 알려지게 되면서 도보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탐

방로를 조성하였다. 현재, 제주권의 올레길, 지리산권의 둘

레길, 수도권의 성곽순례길과 강화 나들길, 충청권의 백제

역사도보길과 불교문화체험길, 강원권의 바우길, 전라권의 

질마재길과 마실길, 경상권의 대구 올레길이 있다. 

도보여행과 관련된 연구는 제주 올레길이 성공하면서 

2) 제주 올 는 2007년 시흥에서 치기 해변까지 1코스가 개장
된 이래, 제주의 해안선을 심으로 재 25개 코스가 조성되
어 있다. 제주 올 는 2007년에 처음 개장 시 도보여행 탐방객
이 3천명에 불과하 으나 2010년에 60여만 명으로 탐방객이 
격히 증가하 으며 2013년 제주도 여행객 천만 명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Lee & Jung, 2014). 

2009년 후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연구주제로는 도보

여행의 행태, 도보탐방로의 조성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

는 전국 도보탐방로의 조성이 완료되면서 도보여행의 경제

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도보여행의 특성 및 방문동기와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도보여행은 중년 이상의 연령층과 고학력, 전

문ㆍ관리직 종사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동반여행객과 함

께 여행하고 소규모집단과 함께 참여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 Jung, 2011). 도보여행의 참여횟

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참여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Lee, 2012). 방문동기와 만족도 연

구에서는 자연감상과 일상탈출을 위해 도보여행을 선택하

고(Sim et al., 2010; Rho, 2011; Na & Lee, 2012), 도보

여행의 동기 중 자연추구, 문화학습, 일상탈출은 높은 만족

도를 보이고 있다(Sim et al., 2010). 도보여행은 국내외 여

행, 도시여행, 농어촌여행과 달리 자연감상과 일상탈출 요

소가 강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3)(Kim & 

In, 2014). 

둘째, 관광공간과 탐방로의 특성을 살펴보고, 도보탐방로

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유명 관광지를 따라 도

보여행 코스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으

며 도보여행 코스와 연계된 마을분위기와 문화매력도를 살

려 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Choi & Lee, 2011; Kim et al., 2012). 탐방코

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탐방로의 시점과 종점, 편의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Yoo & Kim, 2009; Choi & Lee, 2011; Kim 

et al., 2011). 지금까지 선 중심의 탐방로, 점과 선이 결합

된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기

존의 탐방로들을 연계시켜 다양한 형태의 도보여행 탐방로

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Kim et al., 2010). 

셋째, 도보여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한 연구가 있

다. 도보여행 코스는 길게 늘어진 선 중심의 관광지이기 때

문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마을단위

의 소규모 자본과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Jeong et al., 2011). 도보여행객들

은 탐방로에 있는 편의시설, 휴게시설, 농ㆍ특산물 판매장

에 방문하고,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

다(Lim et al. 2013). 지역주민들은 낡은 집들을 수리하여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고, 탐방로 내에 생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판매하는 상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

시하였다(Park, 2012). 한편, 도보여행 코스 개발은 인근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가격상승률이 0.03%로 미미한 수치이지만 낙후지역의 

3) 국내외 여행, 도시여행, 농어 여행 련 선행연구에서 객

들은 지, 시설에 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Lee, 2011; Oh & Oh, 2011; Kim & O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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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은 지역개발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

았다(Lee & Jung, 2014). 

지금까지 도보여행과 관련한 연구는 탐방자원을 중심으

로 도보탐방로를 조성하고, 도보여행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

여 도보여행을 활성화시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전국적

으로 수많은 도보탐방로가 조성된 현 시점에서 도보탐방로 

코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를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방로의 구성요

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탐방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도

보여행객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탐방로에 대한 실태 평가

를 하고자 한다. 

2.2 인천 강화 나들길의 현황 고찰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강화 본도와 석모도, 교동도 등 10

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반도 중심부의 서쪽 끝

에 있고, 동쪽에는 경기도 김포시, 남쪽에는 인천시와 인천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다. 강화군에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이 분포하고 있다. 자연자원으로는 서해안 전체 갯벌면적의 

17.4%를 차지하는 강화남단 갯벌, 2008년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매화마름군락지, 화강암의 기암절벽이 있는 마니산

이 있다. 문화자원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단군의 제천지 참성단, 몽골항쟁과 강화 천도의 역

사를 지닌 고려궁지, 강화산성이 있다(Cho & Hwang, 

2009). 

강화군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09년 1,248,568명, 2010년 

1,561,074명, 2011년 1,991,890명, 2012년 1,879,122명으

로 꾸준히 증가,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객들은 자연경

관 감상, 역사유적지 방문, 휴식 및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하

고, 재방문율과 재방문 의향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

다(Ganghwa-gun, 2010)4). 강화군은 우수하고 풍부한 자연

경관과 선사시대에서 근현대까지의 역사유적이 분포하고 있

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휴양 및 숙박시설, 

대중교통시설, 체험시설이 취약하다고 조사되어 관광기반시

설의 개선이 필요하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 

강화군은 2008년 문화관광부의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탐방로를 걸으면서 자연자

원과 문화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강화 나들길을 조성하였

다. 강화 나들길은 2009년 4개 코스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코스가 조성되어 있고, 선사시대의 고인돌, 고려시대의 왕

릉과 건축물, 조선시대의 진보와 돈대 등의 문화자원과 세

계적인 갯벌과 저어새, 두루미 등 철새가 서식하는 자연자

원을 보고 느낄 수 있다5). 지금까지 강화 나들길에 방문여

4) 강화군 여행객의 목 은 자연ㆍ풍경 람(49.6%), 역사문화유
지 방문(35.6%), 휴식  휴양(35.6%)로 조사되었고, 동반
객은 가족  친지(42.9%), 친구  연인(27.7%), 직장동료

(18.3%) 순으로 나타났다. 강화군 재방문율은 54.3%로 높게 나
타났으며 재방문 의향율은 74.5%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Ganghwa-gun, 2010). 

행객의 수는 2010년 약 200만명, 2011년 약 30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월별 방문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and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2). 

3.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도보여행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탐방로의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틀을 마련하고,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시설 및 운영관리 실

태를 평가하고자 한다(Table 1.). 도보여행 탐방로의 평가

는 탐방자원과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관리로 분류한다. 탐

방로는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가 구성되었

고 탐방로 시설, 탐방안내시설, 탐방연계시설인 탐방시설이 

있으며 탐방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 

먼저, 탐방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2009)의 문화생태탐방

로의 유형을 바탕으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구분한다. 

자연자원은 자연생태자원과 자연경관자원으로 나눌 수 있

다. 자연생태자원은 동ㆍ식물, 해양자원, 산악과 평지자원 

등 자연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물 또는 비생물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자연경관자원은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철새도래

지 등 자연적 측면에서 시각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 지형 

또는 이에 부속된 요소가 포함된다. 문화자원은 역사문화자

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으로 구분된다. 역사문화자

원은 유적지, 명승지, 전설, 풍습 등 역사적 유래와 특징을 

지니는 문화자원이고, 예술문화자원은 문학, 미술, 공연예

술 등 다양한 장르의 소재 또는 배경으로 활용되는 문화자

원이 포함된다. 생활문화자원은 지역의 문화 또는 생활 속

에서 제공되는 문화자원이 속한다. 

둘째, 탐방시설은 임창수 외 4인(2013)의 도보여행길 유

형을 바탕으로 탐방로 시설, 탐방안내시설, 탐방연계시설로 

구분한다. 탐방로 시설은 탐방로 코스, 탐방로 네트워크로 

분류한다. 탐방로 코스는 탐방로의 노선, 소요시간과 거리, 

탐방로의 형태 및 안전성이 포함되고 탐방로 네트워크는 

탐방로 내 연결성과 탐방로간 연결성을 평가한다. 탐방안내

시설에는 해설표지, 이정표지, 관광안내소가 포함된다. 탐

방연계시설은 탐방로와 연계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교통

시설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탐방로 운영 및 관리 부문은 탐방로와 관련된 

주체인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로 분류하여 

5) 강화 나들길은 심도역사문화길, 호국돈 길, 능묘가는길, 해가지는 
마을길, 고비고개길, 화남생가 가는 길, 갯벌 보러 가는 길, 동막해변 
가는 길, 철새보러 가는 길, 교동도 다을새길, 머르메 가는 길, 바람
길(보문사 가는 길), 주문도길, 볼음도 길, 강화도령 첫사랑길, 고려
궁 성곽길, 서해황 들녘길, 고인돌 탐방길, 왕골공 마을 가는 

길, 석모도 상주해안길로, 재 총 20개 코스가 있다. 나들길 명칭에
서 알 수 있듯이, 강화 나들길은 강화의 역사자원, 자연경 , 생활문
화가 어우러진 생태문화탐방로이고, 나들길이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고 들어서는 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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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amework of analysis

Major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Sub-Classification 

Visit Resources

Natural Resources
Natural Eco-Resources

Natural Landscape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Cultural Resources

Art & Culture Resources

Living Culture Resources

Visit Facilities

Trail Facilities
Trail Course

Trail Network

Visit Guide Facilities
Guide Sign

Guide Information

Visit-connected Facilities

Amenities

Lodging Facilities

Traffic Facilities

Trail Operation&Management 
Village-led Operation

Public Agency-led Management

Footnote 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Projects for cultural ecology trail. 
b. Lim et al. (2013)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rural village related with the trail. 

평가한다. 지역주민 운영 부문에서는 탐방로 코스와 연계한 

마을과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운영을 살펴보고, 공공

기관의 관리 부문에서는 탐방로와 탐방자원의 관리, 탐방로

의 마케팅 및 홍보를 평가한다. 

4. 분석 결과

강화군 곳곳에는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분포되

어 있고, 이러한 자원을 중심으로 강화 나들길이 조성되어

있다. 강화 나들길은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중심형 

탐방로와 지역의 문화ㆍ역사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중

심형 탐방로가 있는 혼합형 탐방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 나들길 관계자와 이용객의 인터뷰를 

통해 이용 만족도가 높은 탐방로 코스를 선정하고, 강화 나

들길에 대한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탐방자원, 탐방시

설, 탐방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자 한다. 

4.1 자연중심형 탐방로 

강화 나들길의 대표적인 자연중심형 탐방로는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이다. 7코

스와 8코스는 강화군 남단의 화도면과 길상면에 위치해있

으며 강화 갯벌과 철새 서식지가 있고 낙조가 아름다운 곳

으로 유명하다.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은 강화 갯벌과 저어새, 낙조

를 볼 수 있는 코스로, 화도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갯벌

센터를 경유하고 화도공영주차장으로 순환한다. 내리고개

와 일만보길은 낮은 고개를 오르는 구간으로 후포항과 석

모도의 경관을 볼 수 있고, 기존의 산길을 이용하여 자연생

태자원의 훼손을 최소화시켰다. 장화리 일몰조망지에서 낙

조테마공원 전망대와 갯벌센터까지의 구간은 제방을 따라 

걸을 수 있어 강화 갯벌과 해안경관을 볼 수 있고, 강화 갯

벌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6). 강화갯

벌센터에서 화도공영주차장까지 구간은 기존 마을 안길을 

이용하여 도보여행을 할 수 있게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화

도공영주차장에서 강화 갯벌센터까지의 구간은 7코스 갯벌 

보러 가는 길과 7-1코스 동막해변 가는 길의 중복되어진 

코스이고,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은 강화 남단의 해안

경관을 따라 7-1코스의 동막해변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화도공영주차장으로, 강화도 남

부와 수도권 서부를 잇는 초지대교와 서울과 김포에서 오

고 가는 버스가 있어 교통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편의시설

은 초ㆍ중반 구간인 일몰조망지, 낙조테마공원 전망대, 갯

벌센터에 있고, 탐방로 시간과 거리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

족한 편이다. 장화리와 여차리 마을 주민들은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창

출하고 있고, 마을 곳곳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이 자리

를 잡고 있다.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은 겨울 철새도래지와 강화 남

쪽 해안경관을 볼 수 있는 코스로, 초지진에서 출발하여 황

산도선착장과 선두어시장을 지나 분오리돈대까지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있다7). 초지진에서 황산도 구간은 어시장과 

6) 7코스 갯벌 보러 가는 길은 자연생태  가치와 자연경  가

치를 지닌 탐방로이다. 자연생태자원으로는 강화 갯벌과 겨울
철새 어새가 있고 자연경 자원으로는 상 산책로, 장화리 
일몰조망지, 낙조 망 , 갯벌센터가 있다. 

7) 8코스 철새 보러 가는 길은 해안경 이 아름다운 코스로 우수한 

자연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자연생태자원으로는 동검도 입구의 
칠면 와 재두루미, 어새가 있고 자연경 자원으로는 황산도, 
선두리 해안경 마을, 분오리 선착장이 있다. 해든뮤지엄, 소리체
험바물 , 자연체험장 등 탐방로와 연계하여 문화자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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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가 있고 자연자원을 보전시키기 위해 갯벌 위에 해

안데크를 설치하였다. 섬암교에서 동검도 입구 구간에는 지

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미술관과 박물관, 체험장이 있어 여행

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강화 나들길

과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후애돈대에서 분오

리돈대까지 구간은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볼 수 있는 조망

시설이 있다. 

철새 보러 가는 길은 해안을 따라 제방과 해안데크로 탐

방로 길이 조성되어 있어 날씨, 기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유의해야 한다. 8코스 도착지점인 분오리 돈대에서 부터는 

7코스 갯벌 보러 가는 길과 7-1코스 동막해변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다. 편의시설은 초지진, 황산도, 선두리 어판장, 

분오리 어판장에 위치해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조형물과 

탐방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도보여행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

은 해안을 따라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강화 갯벌과 해양

생물,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는 자연중심형 탐방로이다. 탐

방로와 연계된 마을은 숙박시설이 있고, 8코스는 마을주민

들이 운영하는 체험농장과 박물관, 어판장이 있다. 그러나 

7코스의 강화갯벌센터에서 화도공영주차장 구간은 농촌마

을 안길과 연계된 탐방로이지만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부족

한 편으로 마을의 탐방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탐

방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Nature-oriented trail 

of Table 2.). 

4.2 문화중심형 탐방로 

강화 나들길의 대표적인 문화중심형 탐방로는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과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이 있다. 1코스

의 심도역사문화길은 강화읍에 있는 주요 문화유적지를 돌

아보는 코스이고,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고려궁 성곽

과 강화산성을 돌아보는 코스이다.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

길과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강화군의 중심지인 강화읍

에 위치해있으며 행정,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

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전적

지가 산재해있는 곳이다.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은 천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의 

길로 불리며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갑곶돈대까지의 거리

는 17.2㎞로, 5시간 40분이 소요된다.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에서 출발하여 강화산성 동문, 성공회성당, 용흥궁, 고려궁

지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볼 수 있으며 강화산성 북문을 지

나 북장대에서는 강화읍의 마을경관을 볼 수 있고, 연미정

에서 갑곶돈대까지는 옥개방죽길을 따라 해안산책이 가능

하다8). 

8) 1코스 심도역사문화길은 문화자원을 심으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특히 역사문화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역사문화자원은 
강화산성 동문, 성공회성당, 용흥궁, 강화고려궁지, 강화향교, 강화
산성 북문, 오읍약수, 연미정, 갑곶성지, 갑곶돈 가 있고, 생활문화
자원은 강화풍물시장, 강화인삼센터, 고려인삼센터가 있다. 

출발지점은 강화시외버스터미널이고 도착지점은 갑곶돈

대로, 강화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발지점인 강화시외버스

터미널과 도착지점인 갑곶돈대의 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탈 수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높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

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화장실과 휴식

시설, 매점 및 식당이 탐방로 곳곳에 위치해있다. 

탐방로는 마을안길과 자연 길을 이용하여 자연과 문화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초반 

구간은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해있고 강화 거주민들이 거주

하고 생활하는 지역으로, 기존의 마을안길을 이용하여 보도

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아스팔트길로 조성되어 있다. 중반 

구간은 강화향교에서 북장대까지 성곽을 따라 올라가는 산

길로, 자연과 문화를 그대로 보전하였고 흙길로 조성되어 

있다. 연미정에서 갑곶돈대로 이어지는 길은 제방길과 해안

도로를 이용하였고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이 있어 안전하게 

도보여행을 할 수 있다.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강화산성을 돌아보는 코스이

고 강화산성 남문에서 강화산성 동문까지의 거리는 11㎞로 

4시간이 소요된다. 강화산성 남문에서 남장대까지, 강화산

성 서문에서 북장대까지는 성곽을 따라 산을 오르는 코스

로, 강화읍의 남쪽과 북쪽 경관을 볼 수 있다. 국화저수지

에서 강화산성 서문까지는 생태문화로로 조성되어 있고, 고

려궁지에서 강화산성 동문까지는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

성당이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볼 수 있다9).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강화산성 남문과 동문으로, 강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과의 교통접근

성이 높은 편이다. 화장실과 휴식시설이 곳곳에 위치해 있

고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크고 작은 식당과 매점이 있다. 

강화산성 성곽과 마을 안길을 따라 도보여행을 할 수 있으

며 남산과 북산을 오르는 코스 외에는 평탄한 길로 조성되

어 있다.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과 15코스의 고려궁 성곽길은 강

화읍의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강화

읍에는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 중앙시장, 강화 풍물시장과 강화 인삼센터, 강화읍 동

문의 드라마 촬영지 등 생활문화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여

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

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자원과 탐방로 코

스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화산성 동문에서 용흥궁공원까지, 강화향교에서 북장

대까지의 탐방로 구간은 1코스, 5코스, 14코스, 15코스가 

연결되어 있다. 강화 나들길 코스의 주요 지점에 해설표지

와 방향표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도보여행객들은 

코스의 분리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스의 분리지점에 탐방안내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Culture-oriented trail of Table 2.). 

9) 15코스 고려궁 성곽길은 강화산성을 심으로 이루어진 문화
심형 탐방로이다. 역사문화자원으로는 강화산성, 고려궁지, 
용흥궁, 성공회성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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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Ganghwa Nadeul-gil

Major Classification
Medium 

Classification
Sub-

Classification 

Nature-oriented trail Culture-oriented trail

7 Corse 8 Corse 1 Corse 15 Corse

Visit Resources

Natural Resources

Natural Eco-Resources ● ● - -

Natural Landscape 
Resources

● ● ● ●

Cultural Resources

Historical&Cultural 
Resources

- - ● ●

Art & Culture Resources ○ ● ● ○

Living Culture Resources ○ ● ● ○

Visit Facilities

Trail Facilities
Trail Course ◐ ● ● ●

Trail Network ○ ● ● ◐

Visit Guide 
Facilities

Guide Sign ◐ ● ◐ ◐

Guide Information ◐ ● ● ●

Visit-connected 
Facilities

Amenities ○ ● ● ●

Lodging Facilities ● ● ○ ○

Traffic Facilities ◐ ◐ ● ●

Trail Operation&
Management

Village-led Operation ◐ ● ○ ○

Public Agency-led Management ● ● ● ●

Footnote. ● (Aptitude), ◐ (Usually), ○ (Shortage)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보여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보여행 탐방로

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출하였

고, 강화 나들길의 자연중심형 탐방로와 문화중심형 탐방로

의 특성과 탐방로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도보여행 이용객의 특성, 탐방로의 구성요소와 탐방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도보여행 탐방로

의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

였다. 도보여행 탐방로는 탐방자원, 탐방시설, 탐방로 운영 

및 관리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탐방자원은 탐방로 코스의 

중점을 둔 자원을 토대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분류하

였고, 탐방시설은 탐방로 시설, 탐방안내시설, 탐방연계시

설로 탐방로 코스에 있는 주요 시설들이 포함된다. 탐방로 

운영 및 관리는 탐방로와 관련된 주체의 운영 및 관리로 분

류하였다. 

도보여행 탐방로의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강

화 나들길 관계자와 이용객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용 만족

도가 높은 코스를 선정하였고, 자연중심형 탐방로와 문화중

심형 탐방로로 분류하여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실태를 평

가하였다. 자연중심형 탐방로 코스로는 7코스의 갯벌 보러 

가는 길과 8코스의 철새 보러 가는 길로 선정하였으며 강

화 남단의 해안경관을 따라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고 강화 

갯벌과 해양생물,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다. 탐방로 코스와 

근접한 마을 곳곳에 숙박시설이 위치해있으며 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3차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코스 철새 보러 가는 길 주변에

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체험농장, 박물관, 어판장이 있

어 주민주도적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중심형 탐방로로는 1코스의 심도역사문화길과 15코

스의 고려궁 성곽길로 선정하였으며 강화읍의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탐방로 코스가 조성되어 있고, 기존의 길을 이용

하여 자연과 문화의 훼손을 최소화시켰다. 1코스와 15코스

는 화장실과 휴식시설,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이 곳곳에 

있고,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강화군

청 주변에 상점과 중앙시장 등 생활문화자원도 다수 분포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상점들은 문을 닫은 상태로, 경제적 

재생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화 나들길의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의 생활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 현재 강화 나들길은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

원을 중심으로 탐방로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마을의 생활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보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7코스의 강화갯

벌센터에서 화도공영주차장 구간은 농촌마을의 경관 외에

는 볼거리가 없어 도보여행객들의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여차리와 내리 마을의 생활문화자원을 발굴

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강화 나들길 탐방로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쇠퇴시설을 활용한 경제적 재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화읍은 행정,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강화

군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

을 관광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다. 그러나 강화 

중앙시장과 강화군청 주변의 상점은 대부분 상점 문을 닫

아 여행객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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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 강화읍에 있는 

쇠퇴한 상점과 시장을 경제적 소비와 문화적 교류의 장으

로 재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강화 나들길의 도보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시

간 정도가 소요된다. 문화중심형 탐방로는 강화군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관광지가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자연중심형 탐방로는 화

장실, 음수대, 매점, 쉼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탐방로와 연계된 마을의 주민들과 협의

를 통해 마을회관, 슈퍼마켓의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하고, 

새로운 조형물과 쉼터의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버스정류

장을 이용하여 여행객들의 쉼터로 재조성해야 한다. 

넷째, 머물 수 있는 도보여행 탐방로 코스로 재구성할 필

요가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여

행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

광객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낮과 밤, 

오랜 기간을 머물 수 있는 도보여행 탐방로 코스를 재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7코스는 낙조가 아름다운 코스이

지만 도보여행을 통해 오랜 시간을 머물기에는 탐방로 코

스 내 네트워크가 긴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전

에 마니산을 등반하고 낮에는 주변 마을에서 농촌마을 체

험과 갯벌센터에서 해양생물을 관찰한 후 밤 시간대에는 

장화리 낙조마을에서 일몰을 조망하고 숙박을 하도록 탐방

로 코스를 재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방로의 현장답사와 강화 나들길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강화 나들길 20코스 중 이용 만족도가 

높은 4개의 코스에 대한 도보여행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향후, 도보 탐방로의 객관적이고 주관

적인 평가 자료를 통해 탐방로 시설과 운영관리 실태 평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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