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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Ecotourism?

What is ecotourism? It means much more than 
생 태 관 광

holidays in popular destinations. Ecotourism is 

responsible travel to natural areas in a way that 

conserves the environment and improves the well-

being of local people. You can visit anywhere in the 

world as an ecotourist by being environmentally 

more responsible.

Principles of Ecotourism

 

Ecotourism combines conservation, communities, 

and travel together. Those who participate in 

ecotourism should follow these principles:

• Minimize your travel impact on nature.

• Build environmental and cultural awareness and 

respect.

• Provide positive experiences for both visitors and 

hosts.

• Provide direct financial benefits for conservation of 

nature.

• Eat local food and buy things from the local 

people.

• Raise sensitivity to environmental and social 

climates in the local area.

생태 관광이란 무엇인가? 

생태 관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명한 여행지에

서 보내는 휴일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생태 관광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도 개선하게 해 주는 자연으로의 책임 있는 

여행을 말한다. 여러분은 환경적으로 더 책임 있게 

행동하면서 생태 관광객으로서 전 세계 어디든 방

문할 수 있다.

생태 관광의 원칙

생태 관광은 환경 보호, 지역 사회, 그리고 여행을 

함께 결합한다. 생태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

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신의 여행이 자연에 미치는 여행을 최소화하라.

환경적‧문화적 인식과 존중 의식을 길러라.

방문객이나 주인 모두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라.

자연의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

하라.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라.

그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감을 길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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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ourism in the Galapagos

"Take only photographs, and leave nothing."

"Not even footprints?"

"Not even footprints."

Welcome to the Galapagos

 The moment I set foot on the Galapagos, this 

instruction drew my attention. I had heard the 
a t t r a c t

expression "leave footprints only," but I had never 

heard that we should not leave even a footprint. 

•  The moment / The minute S+ V: ~하자마자

It means / the Galapagos do not want you to leave 

anything that indicates / you were there. They do not 

want to know the brand and size of your boots, and 

they do not want the animals or plants to know 

them, either. 

The Galapagos Islands are unique in many ways 

and this instruction is just one of them. The 

Galapagos is a set of volcanic islands which are 

located nearly a thousand kilometers out in the 

ocean, off the coast of Ecuador. The islands 

possess one of the world's most diverse 

ecosystems.

갈라파고스 제도에서의 생태 관광

“사진만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

“발자국도요?”

“네, 발자국도 남기지 마세요.”

갈라파고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갈라파고스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이 안내판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발자국조차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는 갈라파고스가 당신이 그곳에 있었음을 나타내

는 어떤 것도 남기길 원치 않음을 뜻한다. 그들은 

당신의 신발 상표나 크기를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그

들은 그곳의 동물이나 식물도 역시 그것에 대해 알

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이 안내

판은 단지 그것들 중 하나였다. 갈라파고스는 에콰

도르 해안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일군의 화산섬이다. 이 섬은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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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act, the various species in the Galapagos 

inspired Charles Darwin's great book, The Origin of 

the Species. The Galapagos has gradually become 

popular for various types of tourists including those 

who are interested in ecotourism. 

Before I came to the Galapagos, I wa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tourists. That is, I searched for 

information about the islands, such as famous 

species as well as their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significance. 

However, what I experienced in the place was much 

greater than I had ever expected. Mostly, what I 

remember are the fur seals. 

They were everywhere, from the minute we arrived 

at the beach that welcomed us to the moment we 

said our farewells. 

The fur seals were my favorite, particularly because 

they did not mind the tourists. In fact, nearly all of 

them went out of their way to ignore us.

Instead of being offended, I was pleased with their 

indifference to us because we were able to walk 

along the brown and golden sand beaches, moving 

among the fur seals, without bothering them.

 

번역

사실, 이 섬의 다양한 생물 종들이 찰스 다윈의 위

대한 저서 ⌜종의 기원⌟에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

갈라파고스는 생태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포

함하여 다양한 여행자들에게 점차적으로 유명해지

고 있다. 

내가 이 섬에 오기 전에 나도 다른 여행자들과 많이 

다르지는 않았다. 즉, 이 섬의 유명한 종, 환경적‧생

물학적 중요성 등과 같은 정보를 검색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느낀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

개였다.  

그들은 우리를 맞이하던 해변에 도착했던 순간부터 

작별을 고하는 그 순간까지 어디에나 있었다. 

물개가 가장 좋았던 이유는 특히 그들이 여행객들

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 대부분

이 우리를 무시하기 위해 애썼다. 

기분이 나빠지는 대신에 나는 우리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이 기분 좋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서 물개들 사이를 옮겨가며 갈색과 

금색의 모래 해변을 걸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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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on the day of my arrival, I was tempted to 

reach out and touch the seals. They were lovely, and 

their indifference made them even more charming. 
매 력 적 인

However, I restrained myself. Interestingly, by the 
자 제 했 다

second day, the desire to touch the animals was gone. 

It was replaced by the notion that this is not our home, 

and we do not have control over these animals.

In addition to the fur seals, there were various 

animals and plants. The Galapagos National Park 

has strict tourist regulations to protect them. 

Our group was small and had to be accompanied 

by  park guide all the time. All the animals must not 

be touched or disturbed. 

We were allowed to take only photographs and 

memories, and leave nothing. The trip to the 

Galapagos taught me something very important 

about responsible travel. 

That is, we are visitors and observers, and 

therefore, we should be as natural as possible. This 

is the goal of ecotourism in the Galapagos.

번역

도착한 날, 처음에는 나는 손을 뻗어 물개를 만지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들은 매우 예뻤고 그들의 무

관심이 더욱 그들을 매력적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자제했다. 둘째 날이 되자 흥

미롭게도, 그 동물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사라졌다. 

그것은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며 우리는 이 동물

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물개 외에도, 다양한 동‧식물이 있었다. 갈라파고스 

국립 공원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여행객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팀은 소수였고, 항상 공원 안내자와 동행해야 

했다. 모든 동물은 만지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사진을 찍고 기억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만 허락되었다. 갈라파고스 여행은 책임 있

는 여행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

었다. 

그것은 우리가 방문자이자 관찰자이고, 따라서 우

리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이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태 관광의 목표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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