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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수익모델 유형
1

유형 및 개념
유형
판매형 수익모델
(Sales Revenue Model)

중개형[거래 수수료형]수익모델
(Transaction Fee Revenue Model)

개념

내용

사례

⦁고객에게 단위 서비스, 상품, 정보를 판매

- 관광 패키지 상품,

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

⦁수요자와 공급자 간 거래 발생에 대한 발
생 금액/건 수 단위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

호텔 숙박권 등

- Amozon, Innocentive,
쿠팡, 마켓컬리 등

⦁신문/잡지 등과 같이 정해진 구독료를 내
구독형 수익모델

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 Netflix, Youtube

(Subscription Revenue Model)

사용하는 소비경제를 통해 수익을 발생

Premium, 술담화 등

시키는 모델
광고형 수익모델
(Advertising Revenue Model)

⦁웹사이트, 배너, 검색, 위젯, SNS 등 미디어
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광고를 노출하여 광
고 집행비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

- Google ads, Instagram,
네이버 등

⦁제휴사이트/플랫폼이 사용자를 다른 사이트
제휴형 수익모델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거나 잠재고객에게

(Affiliate Revenue Model)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개료 혹은 고

- Epinions, Yelp 등

객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취하는 수익모델
3

Ⅱ. 비즈니스 모델·서비스 모델 유형
1

스마트관광도시 서비스 모델 유형1) 및 수익화 검토 Matrix (1/2)
서비스 모델 유형

수익화
가능성

가능한 수익모델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비즈니스모델 KSF

제휴형

⦁기존 교통 인프라에 대한 높은 접근성, 권역 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H

⋎

⋎

⋎

⋎

⋎

충분한 디바이스 배치
⦁조회~예약~결제~사용~주차까지 Seamless한 사용자 경험
⦁권역 특성 고려 최적 교통수단 간 데이터 공유
및 호환성 확보(공항, 철도, 버스, 택시 등

스마트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H

⋎

⋎

⋎

⋎

⋎

대중교통, 개인자동차 등)
⦁조회~예약~결제~사용~주차까지 Seamless한
사용자경험

직
접
수
익
창
출

핸즈프리 배송 서비스

H

⋎

⋎

-

⋎

⋎

⦁권역 내 다양한 관광객 접점 (쇼핑, 음식, 숙박,
공항, 관광안내소 등)Eco-System 형성
⦁권역 내 다양한 관광객 접점(쇼핑, 음식, 숙박,

스마트 예약결제 서비스

M

⋎

⋎

-

⋎

⋎

공항, 관광안내소 등)Eco-System 형성
⦁개인화·맞춤화 360°고객경험관리
⦁지속성 있는 Recurring Revenue 창출 위한 Killer

AR/VR 체험형 서비스

M

⋎

-

⋎

⋎

⋎

Contents 발굴 (테마파크, 체험존과 같이 일회성
체험관 중심 BM탈피)
⦁지역 관광자원에의 높은 이해도 기반 사계절

테마형 관광 상품

M

⋎

-

⋎

⋎

⋎

체류형 상품 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가가치 창출
Driver(테마)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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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관광도시 서비스 모델 유형 및 수익화 검토 Matrix (2/2)
서비스 모델 유형

수익화
가능성

가능한 수익모델
비즈니스모델 KSF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권역 내 방문 관광객들의 스마트 관광 경험

관광 교통 안내 서비스
(스마트주차포함)

L

-

-

-

⋎

⋎

증진을 위한 저변 서비스로, 자체 수익
창출보다 타 서비스의 수익화 견인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축적에 집중
⦁권역 내 방문 관광객들의 스마트 관광 경험

관광 편의 서비스
(다국어, 푸시알림, 추천 등)
간
접
수
익
창
출

L

-

-

-

⋎

⋎

증진을 위한 저변 서비스로, 자체 수익
창출보다 타 서비스의 수익화 견인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축적에 집중
⦁개인정보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자체 수집 DB판매, 가공·분석 및 컨설팅,

관광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L

⋎

-

-

-

⋎

시각화까지 단계 별 Data Monetization Portfolio
구성 및 상품화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공공데이터
거래 플랫폼 활성화
⦁공공 WIFI의 부정적 인식(접속 편의성 부족,

공공WIFI

L

-

-

-

⋎

⋎

통신품질 불량 등)개선
⦁지역 기반 광고 플랫폼 활용 등 Killer
Service 통한 수익모델 창출

1) 공모단계 서면평가를 통과한 6개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제시된 총 79개 개별 서비스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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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관광도시 관광객 유형 구체화
1

주요 관광객 유형 및 관광 여정별 주요 니즈

“YOLO”현재를 즐기는
청춘 여행

“for Kids”내아이의
경험을 위한 여행

“Visit Korea”한국문화
체험여행

❝대학입학 후 첫 방학을 맞아 ❝5~6세 아이들과 함께 떠나 ❝K-Culture의 이색 경험을 위해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국여행❞
절친과 함께 떠나는 즉흥여행❞ 는 가슴 설레는 여름휴가❞
❝1분 1초를 쪼개 알차게 최신 ❝지역 곳곳의 아름다움을 아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러벵
유행 관광 콘텐츠를 모두 즐기 들과 체험하면서 안전하게 다채 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만
로운 추억을 쌓는 것이 목표❞ 의 현지 문화 체험이 목표❞
고 SNS에 업로드❞

정보탐색
▼
SNS 검색하며 실시간 계획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

SNS에서 유명한 관광 콘텐츠를 최대한 많은 객관적인 정보를
검색하며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수집하여 위험요소가 없는 관광
경험
일정 계획 수립

현지인의 현지정보를
활용한 맞춤 계획
현지 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인이 나의 취향을
고려하여 설계해준 맞춤 계획
선호

이동
▼
새로운 경험 선호

아이들이 지치지 않는 짧은 동선 최적의 이동경로 안내 필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돈을 지불해서라도 아이들을
탐색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선 위해 관광여정별 최적 경로로
호하며, 관심 콘텐츠 포착 시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량 선호
바로 체험

현지 교통정보에 대한 접근
성이 낮아, 교통수단을 종
합하여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 정보 선호

관광
Me-Centric

Kids-pleasing

다른 사람들과 일관된 여행 아이들이 좋아하고 성장에
일정은 비선호, 나의 취향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및
반영된 나만의 맞춤 관광 교육 위주의 관광
여행을 선호

Convenience-Centric
언어장벽으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해외여행, 관광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서
비스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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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1. “YOLO”현재를 즐기는 청춘여행

□ 스마트 관광도시 Tourist Journey Map 기반 서비스 모델 구체화
ㅇ 청춘 여행 유형의 스마트관광도시 여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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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예약 결제] 관광상품 온라인 예약·결제서비스(1/2)
ㅇ관광상품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의 개요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관광지 내 관광상품 및 서비스 대상 웹·모바일 기기·ICT 디바이스
를 통한 O2O(Online to Offline) 간편 예약·결제 서비스 제공
기능적
범위
공간적
범위
이용자
범위

서비스 모델 개념도

QR코드, NFC 등 ICT기술 접목을 통한 비대면 예약·결제
일부 서비스의 경우 결제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페이먼트존 내 제공
간편 예약·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디바이스 소지
관광객 및 주민

⦁관광객 오프라인 티케팅·구매의 불편 및 시간 소비를 줄여 간편한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원스톱 예약결제 경험 제공
⦁현지 통화 및 신용 결제 절차가 까다로운 방한외래객 대상 결제
편의성 향상
⦁제휴 관광 사업지 결제 편의성 향상을 통한 관광객 방문 및 매출 증대
⦁권역 내 다양한 관광객 접점(쇼핑, 숙박, 체험 상품, 교통 등)
Eco-System 형성

K·S·F
(Key
Success
Factor)

⦁민감한 결제 정보 유출에 대한 기술적 보완 체계 구축
⦁광범위한 제휴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상품 할인 등 관광객에게 다양
한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 및 가맹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콘텐츠
발굴(e.g., 지자체 지원을 통한 가맹 사업자 결제 수수료 절감 등)
⦁포화 상태로 도달하고 있는 각종 간편 페이먼트 시스템 내 차별화

BottleNeck

된 경쟁 우위 확보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성과 리스트 관
리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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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예약 결제] 관광상품 온라인 예약·결제서비스(2/2)
ㅇ관광상품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사례
Case Study –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한국)
수익모델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네이버/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수익모델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로 농어촌공사와 네이버의 협업을

⦁휴대폰 결제기업 KG모빌리언스는 제주도 100여개 관광지와

통한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휴를 통해 모바일 QR코드 기반 페이먼트존을 구축

- 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촌관광 상품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웰촌)과 네이버 예약 플랫폼의 콘텐츠 연동 및 네이버
페이 서비스의 결합으로 전국 농촌 체험마을 상품의
One-stop 예약결제 시스템 구현(현재 20개 상품 서비스)

Case Study – 제주 엠틱(한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KG모빌리언스/ 제주엠틱

⦁박물관, 테마파크, 레저시설, 렌터카 등 제주 내 관광시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이용 시 스마트폰 내 엠틱 바코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
며, 신용카드 연동을 통한 후불 결제와 계좌 연동을 통
한 직불 결제를 선택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지원(약 2억 7천만 원)을 받아 공사와

⦁관광지 제휴를 통해 이용객이 별도의 할인 쿠폰을

네이버가 합동 구축하였으며, 해당 간편예약 시스템 이용 시

구매할 필요 없이 엠틱 결제 사용 시 해당 관광지 할인이

농촌여행 상품 판매자에 결제 수수료(1%~2.9%)부과

즉시 적용되어 관광객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하며,
관광지 운영사는 엠틱 페이먼트 결제 수수료를 지불

⦁농촌마을 운영자의 원활한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과

⦁관광지 이용객에게 단순 결제 편의성 제공뿐 아니라

서비스 가입 권장을 위해 네이버 주도로 체험마을 운영

차별화
Point

자 대상 ‘예약결제 서비스 운영 교육’을 실시
⦁서비스 운영사(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농촌여행
상품 공동구매, 여행후기 등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
시하며 홍보·마케팅을 주도

제휴 네트워크를 통한 할인 혜택까지 원스톱 제공

차별화
Point

⦁개인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한 PG(Payment Gateway)사업
특성을 고려, 암호화 알고리즘 결제 솔루션 적용 및 정
보보호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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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Last-mile 서비스(1/2)
ㅇ Last-mile 서비스의 개요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300m 이상 5km이하 단·중거리 이동객을 주요 Target 고객군으로
설정하여 공유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서비스 지역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

서비스 모델 개념도

기능적 GPS 기술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단거리 모빌리티 서비스
범위
공간적 주요 관광지 반경 5km 지역을 우선 서비스 제공
범위
범위로 고려
이용자 만 13세(전동 킥보드 나이 제한)이상 관광객, 지역
범위
주민 등
⦁자가용, 택시, 렌터카 등 전통적 이동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한 이용가격으로 목적지 이동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위치 안내, One-Stop 결제 및 관광지 이
동 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 없는 편리한 Drop 시스템
⦁관광지 간 이동 시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을 통한 부가적 관광 경험 제
공 및 지역 교통체증·대기오염 문제 완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및

K·S·F
(Key
Success
Factor)

모니터링 수행
⦁요금제의 다양화 및 장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이용객 니즈를 반영한 과금 모델 구축
⦁고객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유동적 서비스 제공 범위 설정 및
지역 관광지원과 연계 통한 마케팅 수행
⦁내구성이 약한 전동 킥보드, 자전거의 잦은 파손 및 도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BottleNeck

⦁무방비하게 방치(주차)된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 발생
⦁꾸준히 증가하는 Last-mile 모빌리티 사고에 의한 사업 규제 강화
등 잠재적 운영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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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Last-mile 서비스(2/2)
ㅇLast-mile 서비스의 사례
수익모델

Case Study – Lime(미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Case Study – Beam(싱가폴)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Lime

Beam

⦁앱 다운로드-회원가입-QR코드 스캔-주행-반납 후 앱사진

⦁판매형 수익 모델로 분당 180원의 이용 요금제를 채택

등록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 지역(Hub) 내 전동 킥보드 이용

⦁잠금해제 비용을 경쟁사에 비해 낮추고 분당 이용 요금을

⦁기본적으로 판매형 수익 모델인 분단위 요금제를 채택하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있으며, 전자 지갑 기능 제공으로 6천원 단위 先충전 가능
⦁또한 월간패스 등과 같은 월단위 구독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독형 요금제의 경우 30분 무료 제공)으로 장기 이용

- 경쟁업체 잠금 해제 1,000원, 분당 100원의 이용료를
책정한 반면 Beam의 경우 600원/180원을 책정
⦁소정의 금액을 한번에 결제 시(선불권) 적립 가능한

고객 유입 유도

포인트를 제공하여 장기 이용을 유도

⦁빅데이터 기반 소비자 사용 패턴 분석으로 서비스 제공

⦁수요에 맞춘 운영시간 설정으로 24시간 논스톱 운영

지역을 유동적으로 변경

차별화
Point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초단거리 이용객 니즈에 집중

체제 구축

⦁상태 진단, 수리 업무 등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를 100%

⦁전문 라이더를 통한 ‘안전주행 아카데미’운영으로

내부 기술자들(Lime Juicer)로 수행하여 최신형 진동 킥

안전 교육과 함께 라이딩 경험을 제공하며, 이수 시 무료

보드를 최적으로 관리
⦁KC 전자파 적합성 인증, KC 안전 인증, ISO 규격 인증,
리튬 배터리 인증 등 다양한 제품 안전 인증 획득을 통
한 안전사고 방지

차별화
Point

헬멧 증정
- 지자체(강동구)와 협력을 통한 안전교육 제공
⦁Lime과 더불어 ‘빔 레인저’라는 자체 유지보수 조직
을 운영하며 제품관리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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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관광상품] ICT 기술기반 스마트 관광상품(1/2)
ㅇ ICT 기술기반 스마트 관광상품의 개요 및 서비스 모델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VR, AR, 홀로그램, 5G 등 신기술과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해 관광객의
관광 경험 극대화를 목적으로 체험형 실감 콘텐츠 제공

서비스 모델 개념도

기능적 AICBM 기술 기반 체험형 관광 서비스
범위
공간적 기술 환경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관광지 내부, 외부,
범위
온라인 등 유동적
이용자
관광상품에 수요가 존재하는 모든 관광객
범위
⦁VR/AR/모바일 등 기술 기반 전통 관광경험 대비 실감나는 콘텐츠 체험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관광 경험·체험
가능 (e.g., VR 기술 통한 역사 탐험, 해저 탐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등)
⦁현재 ICT 기술기반 스마트 관광 상품·서비스 다수의 경우 단순

K·S·F
(Key
Success
Factor)

이용 요금 부과를 통한 일회성·단발성 콘텐츠 제공에 치중
- 지속적 수요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 Killer 콘텐츠 설계·주기적 콘텐츠 업
데이트 및 지역 관광지와의 제휴, 광고 등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필요

⦁온라인(기술요소) - 오프라인(관광자원)간 시너지 극대화 관점의
서비스 모델 설계
⦁값비싼 하드웨어 구매 비용과 3D 콘텐츠 제작 비용(CAPEX)
⦁VR 등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관련 정확한 기준 및 법률 부재로

BottleNeck

사업 운영 리스크 발생 가능성 존재(e.g., VR체험기구 설치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2)

2) ‘관광진흥법’규제 적용 시 매년 1회 이상의 안전 상태 점검과 내풍·내진·내설과 부하 시험 통과 필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적용 시 선정성폭력성범죄언어 등 포함 여부에 따른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 적용 Sources：News Cl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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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ICT 기술기반 스마트 관광상품(2/2)
ㅇ ICT 기술기반 스마트 관광상품의 사례
수익모델

Case Study – K-Live(한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KT/BARUNSON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 내 舊해군기지 부지를 울산 남

⦁KT와 VR콘텐츠 전문기업 바른손의 협력 사업으로 운영

구가 매입하여 고래관광을 테마로한 키즈 놀이공간으로

되는 실감형 미디어 복합체험 서비스

리모델링

⦁서비스 컨텐츠는 크게 공연, 쇼 등을 상영하는 홀로그램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극장(K-Live), VR/AR Gamificaion 체험존, 기프트샵 등의
어트랙션존으로 구성

Case Study – 장생포 웰리키즈랜드(한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기본적으로 공연 관림 및 미디어 체험 이용권 판매를

⦁고래 범퍼카 등 이용 가능한 키즈 놀이시설 내 울산대
학교와 협력 제작한 VR 체험존을 구축하여 VR놀이기
구, 바다속 가상 체험 등 VR Gamification 서비스 제공
⦁키즈랜드 기본 입장권 판매를 통해 VR체험기구 2회 이

주요 수익원으로 하며, 민간기업 제휴를 통하나 K-pop 굿

용 기회가 주어지며, 추가 이용시 회당 2,000원(소인

즈 판매, 스타포토 기계 배치 등을 통한 부가 수익을 창출

1,000원)의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판매형 수익모델

⦁매력적인 콘텐츠 IP구매가 사업의 주요 성장 전략

⦁단순히 주요 서비스 콘텐츠인 공연, 쇼 외 방문객들의

⦁지역 관광자원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가족단위 고객군

경험 극대화를 위한 ICT 기반 스포츠, 교육, 전시 등

차별화
Point

다양한 체험 컨텐츠를 동반 구축
⦁VR/AR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요소와 탄탄한 컨텐츠가
적절히 조합된 Mixed Reality(MR)의 구현

을 타겟으로 한 VR체험 인프라 구축

차별화
Point

⦁ICT 기술 기반의 손목밴드형 티켓팅 방식을 통해 기본
입장료 외 부가 서비스 이용 시 간편 결제 및 서비스
이용 정보를 시스템 DB 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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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2. “for Kids”내 아이의 경험을 위한 여행

□ 스마트 관광도시 Tourist Journey Map 기반 서비스 모델 구체화
ㅇ “for Kids”내 아이의 경험을 위한 여행 유형의 스마트 관광도시 관광 여정 예시

14

□ [스마트 예약·결제] 핸즈프리 배송 서비스(1/2)
ㅇ 핸즈프리 배송 서비스의 개요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여행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
프라인거점 내 짐 보관 및 오프라인 거점 간 짐을 배송하는 O2O서비스
기능적
범위
공간적
범위
이용자
범위
⦁온라인

온라인플랫폼 예약을 통한 오프라인 거점 기반 보관/배송 서비스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스마트 관광도시 해당 자치구 전역의 오프라인 거점 간 배송
짐 때문에 겪는 관광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관광객, 지역주민
플랫폼을 통하여 제휴 오프라인 거점을 조회, 예약,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적시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물류배송 시스템을 구축 (자체 또는 중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소물류사와 협력)하여 짐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신뢰성 제고
⦁지역주민이 빈 사무실, 빈 창고를 짐 보관 장소로 공유하거나 Spot성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운영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광객이 여행 전부터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광에 필요한
대형 짐(e.g., 유모차, 유아용품 살균기 등)렌탈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
⦁분실/파손 보험 가입으로 관광객의 지정된 시간 및 장소로의

K·S·F
(Key
Success
Factor)

안전한 배송 담보
⦁지역 전역에 다양한 오프라인 거점을 대여, 제휴 등의 형태로
확보하여 관광객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고객 정보,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계 관광 편의 서비스
발굴 및 확장 추진
⦁물류배송 시스템, 배송기사, 창고 유지비 등 과다한 운영비가 발생

BottleNeck

가능(지역자원과 연계 및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짐 손상 및 분실에 대한 고객의 불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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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예약·결제] 핸즈프리 배송 서비스(2/2)
ㅇ 핸즈프리 배송 서비스 사례
수익모델

Case Study – Safex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ITRIP/SAFEX

⦁일본 관광청(JNTO)가 일본의 4대 주요 공항에서 운영하는

⦁공항철도와 공동사업을 통한 거점(트래블센터)과 수송망

방일 관광객 대상의 수하물 배송 및 보관 서비스 제공

(공항철도)등 오프라인 인프라와 온라인 사전예약 및 실

- 공항, 기차역, 쇼핑시설, 편의점, 호첼 등 일본 전역의 다양

시간 배송조회 기능을 결합한 O2O 수하물 배송 서비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공항/KTX/버스터미널과 숙소/가맹점 간 연계)
- 공항철도와 공동사업으로 트레블센터 & 스토어를 구축 ·운영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후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금으로 예약 및 배

11,300~22,600원)

⦁OTA 채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으로 고객 접점 확대

⦁일본 국책 항공사 JAL 산하의 수하물 운송사 배송서비스 제공
⦁일본 관광청과 일본 국책 항공사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공동사업자인 공항철도를 이용해 수하물을 배송하여 차

서비스로 안정성 및 보안성이 담보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량을 이용하는 타 동종 서비스보다 적시성과 안전성 제고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여행 편의성 제고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서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

- 가격(나리타 공항~도쿄 시내 호텔 기준): 약 1,000~2,000엔 (약

(4hr, 1day)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격 책정

상품 플랫폼(Data Heaven) 등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Hands-Free Travel”마크가 부착된 장소에서 신청서를

- 서비스 유형 : 임시보관, 당일배송, 다음날 배송

⦁(배송) 수하물 크기/지역별, (보관)수하물 크기/보관 시간

⦁여행아이템 렌탈(Just Rent), 옷 보관(Mr.Coatroom), 통신

한 오프라인 거점 확보

언어장벽을 겪는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송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

차별화
Point

Case Study – JNTO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Japan Hands-Free Travel

차별화
Point

가격에 제공
⦁일본 전역의 다양한 오프라인 거점을 확보하여 다양한
관광여정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맞춤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Sources: 각 사 홈페이지, Desk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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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Car-Sharing 서비스(1/2)
ㅇ Car-Sharing 서비스의 개요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차량을 대여하여 이동하고 싶어하는
고객과 인접한 공유 차량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
기능적 GPS 기술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인접한 공유 차량 이용 서비스
범위
공간적 스마트관광도시 해당 자치구를 서비스 제공 범위로 고려
범위
이용자 관광지간의 이동 편리성을 중시하는 관광객, 지역 주민
범위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 정시배송 등의 기본 서비스와 관광객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차량 용품(e.g., 카시트 등) 대여 등의 부가 서비스 제공
⦁모바일 App내 공유차량 위치 확인 및 예약뿐만 아니라 반납까지 모
든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 편의성 제고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 App에서 차량점검, 추가납부금액 조회 등 반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후 지정주차공간에 셀프 주차반납

⦁숙박, 관광지, 카드사,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으로 주요
관광지 입장권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부가 혜택 제공
⦁차량 배차 시, 매번 살균, 세차, 정비, 주유 등의 차량 유지관리를 철저히 수행
- 지역주민에게 관련 서비스와 차량 배송 서비스를 spot성 일자리로 제공하여 운영비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일정한 주기로 전문인력의 품질 대면 확인은 필수)

K·S·F
(Key
Success
Factor)
BottleNeck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고객이용정보, 교통정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사 대비 경쟁력 있
는 요금체계 수립 및 다양한 이용객 니즈를 반영한 과금 모델 구축
⦁낮은 고객 전환 비용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비교해 업체를 선택
하는‘멀티호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객 유지비용 과다
⦁간소화된 인증 절차에 따라 미성년자들이나 무면허 운전자가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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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Car-Sharing 서비스(2/2)
ㅇ Car-Sharing 서비스 사례
수익모델

Case Study – 딜카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Case Study – 쏘카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딜카/수눌음카/나눔카
⦁차량, 지역 정보 등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한 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차량을 배송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차량, 차고지, 배

금제 등 관리, 실시간 최적 가격을 제시

송기사 매칭

- 차종, 지역, 시간대, 내륙/제주 등 조건에 따른 탄력
제, 시간대별 수요밀집지역 차량 배치 등

⦁고객의 예약과 반납 과정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에 기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한 요금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해 타사대비 경쟁력 있는
요금제 제공
- 예약 후 이용 1시간 전 대여요금, 보험료를 결제하며, 반납 시

요금

⦁기본적으로 분단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변화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고객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요금제 다각화
- 기간제 대여서비스 ‘쏘카플랜’, 월 구독 서비스‘쏘카패스’등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을 받아볼 수 있는 ‘부름 서비스’

유류비 등 요금 추가 결제(하이패스, 통행료 등 별도)

등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구조 다각화

* 유류비(별도 주유카드 사용):총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기준으

⦁공유경제 일자리 서비스 ‘쏘카 핸들러’, 주차장 공유

로 km 당 기본금액 산정 후 차종, 유종, 배기량, 차 등급 등

서비스‘쏘카플러스’ 등으로 차량·차고지 운영 및

을 반영해 최종 요금 책정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중소 렌트사와의 제휴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렌트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수시로 차량의 품질점검 시행

⦁유가연동형으로 유류비를 책정하여 내부정책에 따라
⦁타겟 고객군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 특화 서비스 제공

차별화
Point

-‘KTX-딜카’(법인고객 특화) KTX 역사 내 바로픽업존 운영
-‘수눌음카’(제주도 특화)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실현을 위해
100% 전기차. 주행요금 및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나눔카’(서울 특화)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 등

유류비를 책정하는 타 사 대비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

차별화
Point

⦁전국 3,500개 이상의 쏘카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 30분 부터 10 분 단위로 예약 가능하여 쏘카 이용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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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관광상품] 지역 관광자원 기반 관광상품 서비스(1/2)
ㅇ 지역 관광자원 기반 관광상품의 개요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단일권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기능적 지역 관광자원 기반 체험형 관광 서비스
범위
공간적 지역 관광자원의 집적도 및 유형에 따라 유동적
범위
이용자 관광상품에 수요가 존재하는 모든 관광객
범위
⦁실시간 관광상품 정보 (운영여부, 혼잡도 등) 확인, 위치 안내 및 예약/결제를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one stop 이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주변 상권의 정보, 할인쿠폰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권역 내 관광콘텐츠를 금액대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대
별 이용권, 종일/반나절 자유이용권 판매 (잔여금은 지역포인트로 전환)
⦁입장료의 일부를 App을 통해서 권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포인트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권역 내 결제 간편화 (바코드, QR
코드 결제) 및 권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물품 대여 및 판매, 사진 촬영, 지역특산품 판매 등 관광상품과 연

K·S·F
(Key
Success
Factor)

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 창출원 다각화
⦁관광지의 인문, 자연, 생활 정체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지역 특화 프로그램 기획
⦁관광객을 관광지로 유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OTA, 여행사 등) 및
지역 상권과 연계된 프로모션 (지역 호텔 투숙객에게 입장 할인권 제공 등) 운영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권역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수많은 국내의 일률적인 축제와 대별되는 관광 상품/서비스 기획 및 운영 필수

BottleNeck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 상품 특성 상, 실시간 운영 정보
안내로 관광객의 혼돈 최소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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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관광상품] 지역 관광자원 기반 관광상품 서비스(2/2)
ㅇ 지역 관광자원 기반 관광상품의 사례
Case Study – 삼척 장호항 어촌체험관광마을
수익모델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Case Study – 화천 겨울축제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화천군 지역 축제의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해양수산부가 장호 1리를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

하여, 권역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스노쿨링, 투명

* 화천사랑상품권: 화천지역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 농

카누, 씨워커, 슬라이드, 선상 낚시 등)를 연계 체험할 수

특산물교환권: 화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 출품

있도록 권역을 관광프로그램화

한 물품 중 선별된 최상위 상품 교환

- 수상레저 상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OTA 채널 내 다

- 축제장에서 농산물 판매, 식당 등을 운영한 수익금 일부를

양한 옵션의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관광객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관광상품, 숙박 등의 관광자원의 정보

축제 발전기금으로 기탁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산천어식당, 기념품판매소, 구이터, 회센터, 먹거리터, 놀이기구/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체 판매하는 지역특산물도 구매 가능

체험프로그램 입장권 등 단위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 발생

- 관광상품별 준비물,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안내로

-’19 산천어축제 수입 약 58억 (운영수입 32억+공식부스 수입 26억)

상품 이용 편의성 제고

⦁축제 기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상품을 운영하며 입장권, 관련 물품,

- 숙박 관광객의 숙박 금액 기준 프로그램 이용권 차등 지급

지역 특산품 판매 등으로 수익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 축제 단독 상품 출시, 3시간 이상 축제장에 체류하는 여행
사에 체험료 할인권, 입장권 등 지급

⦁유입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 지역

차별화
Point

경제 활성화 도모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차별화
Point

한 프로모션 진행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장치로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20

4

시나리오 3. “Visit Korea”한국문화체험 여행

□ 스마트 관광도시 Tourist Journey Map 기반 서비스 모델 구체화
ㅇ “Visit Korea”한국문화체험 여행 유형의 스마트관광도시 관광 여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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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Multi-modal 서비스(1/2)
ㅇ Multi-modal 서비스의 개념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및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주차, 택시
등 민간
기능적
범위
공간적
범위
이용자
범위

운영 교통 서비스의 복합 제공
교통정보(길찾기, 경로 설계 등) 및 교통수단 이용권 제공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제휴 모빌리티 업체의 서비스 커버리지에 따라 유동적
스마트폰 소지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설정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단일 교통수단 기반 경로설정 및 정보 제공이 아닌 멀티-모달 제공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정액권 구입을 통한 다양한 교통요금 해결 및 일정에 맞는 교통
수단 선택 가능
⦁현지 교통정보 접근성이 낮은 외래방한객 등 하나의 앱 사용으로
이동 편의성 증대
⦁지자체-공사-다양한 분야 민간기업의 협력․소통 및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K·S·F
(Key
Success
Factor)

⦁이용자 및 구독자 증대에 따른 많은 이용 데이터 확보와 네트워크 효과 창출
* 네트워크 효과 : 앱 사용자가 많을수록 비즈니스 모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용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선순환 효과

⦁단순 Multi-Modal의 기초 서비스인 정보 연동․제공 외 정액 패키지형 상품 도입
⦁모바일 통합결제(월정액 교통상품 등)기능 탑재 시 오랜 기간 소요

BottleNeck

- 통합 결제 도입의 경우 지자체/연락운송업 관련 단체 간 협의 등에 의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인 Multi-modal은 기초적인
복합교통정보 제공 단계에 머물러 있음

⦁국내 규제 상, 수용 가능한 모빌리티 한정의 서비스 제공 한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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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Multi-modal 서비스(2/2)
ㅇ Multi-modal 서비스의 사례
수익모델

Case Study – Whim(필란드)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Case Study – Citymapper(영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시티맵퍼는 버스, 지하철, 우버, 택시 등 연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 정보와 사용자 수집 실시간 정보의 크라우드소싱

⦁핀란드 교통당국이 운영하는 트램, 버스, 전철뿐 아니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민간이 운영하는 택시, 렌터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결합,
교통 통합정보망과 연결된 전용 앱 기반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PASS) 도입을 통해 월정액 결제 시 ‘그린교통카드’

⦁기존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채용해 오던 월정액 이

지급을 통해 대중교통 및 우버 이용 서비스 제공

용권 판매를 기본 수익창출 모델로 하며, 한 달 이용료로

⦁플랫폼 사업의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6인승 벤을 통한

249유로(약 30만 원)를 책정, 제휴 업체와 수익 분배

자체적 Car-hailing 서비스 확장, 제휴 비즈니스에 따른

⦁교통통합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 교통수단 이용권

서비스 사각지역을 자체 모빌리티 사업으로 커버하며 경쟁

판매가 아닌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이동경로 추천 등의

우위 확보

서비스 제공
⦁단순 기업 차원의 수익 창출이 아닌 정부의 스마트 교통 방향
성과의 부합 및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이슈 관점의 서비스
⦁개별 이동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복합 MaaS를
추구, 이벤트성 서비스가 아닌 B.M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공을 기본 무료 서비스로 채택

⦁기본 무료 서비스 외 구독형 수익 모델(Citymapper

서비스 제공

차별화
Point

을 통한 길 찾기, 최적 이동경로 및 예상 소요 시간 등 정보

⦁복합 교통수단 이용 서비스 외 질 높은 무료 교통정보 서

차별화
Point

비스 제공(e.g., 네비게이션, 기상정보 연동을 통한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제공 등)

Sources :각 사 홈페이지, Desk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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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예약·결제] 간편 사후면세 서비스(1/2)
ㅇ 간편 사후면세 서비스의 개념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사후면세점 방문 외래방한객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다양한 환급수단(모바일, QR
코드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제공하여 간편하고 빠른 세금 환급을 도모
기능적
비대면 온라인 세금(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범위
공간적
환급대행사 가맹 네트워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환경에 따라 유동적
범위
이용자
사후면세 물품 구입 후 세금 환급을 원하는 외래방한객
범위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출국 전 오프라인 환급창구 방문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불편함/비효율 해소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 국내 사후면세품 부가가치세 환급 한도 상향에 따라 환급 수요 증대로 오
프라인 채널 서비스 이용 시 비효율 증가 예상

⦁별도의 실물 영수증 관리가 필요 없는 ICT 기술 기반의 즉시 환급 서비스
⦁환급창구를 비롯 무인발급기(KIOSK), 여권 스캐닝 시스템, 모바일

K·S·F
(Key
Success
Factor)

QR코드 기반 즉시 환급 시스템 등 다양한 고객 Touchpoint 확보를
통한 고객 편의성 증대
⦁다수의 가맹 사후면세점 네트워크 확보
- 중개형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 상 매출액에 비례하지 않은 일정한 고정비
성 사업 성격으로, 많은 가맹 네트워크 확보가 수익 증대로 직결

⦁COVID19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소비 추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BottleNeck

따라 수익 창출이 불안정한 비즈니스
⦁주로 간편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형태로 간편결제 기업과의
업무협약이 비즈니스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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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예약·결제] 간편 사후면세 서비스(2/2)
ㅇ 간편 사후면세 서비스의 주요 사례
수익모델

Case Study – 글로벌택스프리(한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Case Study – MHQ글로벌(한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중국인 방한객을 타겟 고객군으로 설정하여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국내 최대 환급대행사인 글로벌택스프리는 외국인이 국
내 물품 구입 시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를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채널을 통해 되돌려주는 환급 서비스를 제공

기반

택스리펀드

서비스

및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 언어 통역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국내 가맹점 내 자체 개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단말기
를 설치(QR코드, NFC 등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국내외 발

⦁사후면세점들과의 환급 위탁 계약을 통해 End-user에게

행 모든 신용카드 및 간편페이, 즉시 환급 시스템을 구축

직접 세금을 환급해주며, 오프라인 환급창구 부터 자동

⦁택스 환급대행 수수료(부가가치세 환급액의 2%), 간편결제

환급기, QR코드 기반 모바일 즉시 환급 서비스를 운영

대행 수수료(사업자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상이)를 주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중 8%를 환급하며 2%를

수익원으로 하는 중개형 수익모델

환급 수수료로 수취하는 중개형 수익모델
⦁단순 택스리펀드 사업뿐 아니라 외래방한객의 결제

⦁KTIS 등 경쟁 환급대행업 BU를 흡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차별화
Point

영업 네트워크(가맹점)를 보유하며 약 60%의 점유율 차지
⦁짐좀에어 등 타 분야의 관광 서비스 기업과의 MoU를 통해
서비스 채널을 확장

편의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한 플랫폼 구축

차별화
Point

⦁텐센트 클라우드, 위챗페이 연동 등 명확한 타겟 고객군을
설정하여, 해당 고객에 맞춤화된 서비스 제공 (언어
지원, 결제수단 등)

Sources :각 사 홈페이지, Desk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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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관광상품] 외래관광객 맞춤 서비스(1/2)
ㅇ 외래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제공 서비스 개념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외국인 FIT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지역 관광지원 기반 투어 상품 제공 서비스
기능적

주요
내용

범위
공간적
범위
이용자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인바운드 관광객 위한 국내 지역 관광 및 체험 서비스 제공
관광상품 별 행선지 및 부가 서비스 커버리지에 따라 유동적

인바운드 관광객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주요 이용자로 고려
범위
⦁불특정 다수를 위한 상품 구성이 아닌, 오로지 인바운드 관광객의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지역 관광자원 체험 및 경험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광 시 의사소통, 관광지 정보 부재 등 외래객의 Pain point 해소
⦁개별 관광지 정보 검색 및 예약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동선 자문 서비스 제공
⦁개별 관심사, 여행 스타일, 연령대, 언어 등 맞춤형 관광 Consulting
서비스 제공

K·S·F
(Key
Success
Factor)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반영한 관광 코스 Pool 구성 및 광광지 제휴
⦁관광 시 Pain point 등 이슈 사항 즉각 반영 가능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 환경 구축
⦁단순한 투어 및 가이드 외 지역 문화,맛집 소개 등 외국인 관광
경험 극대화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이용객 주도의 홍보․마케팅 환경 조성

BottleNeck

⦁인바운드 관광객 방문 추이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수익 창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 경쟁 심화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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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관광상품] 외래관광객 맞춤 서비스(2/2)
ㅇ 외래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 제공 서비스
수익모델

Case Study – 아이러브서울투어(한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수익모델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방한 개별여행객(FIT) 대상 맞춤형

⦁부산 관광자원 기반 상품 구성으로 외국인 방한객에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인바운드 여행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기존 여행사 관광상품과 달리 인바운드 이용객들의 니즈,
애로사항, 관심에 따라 투어 상품을 유동적으로 구성하여
개별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초첨을 맞춘 프라이빗 투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조직 내 실시간 통역안내지원 기능 구축, 맞춤형 가이드

불편함을 최소화

모델로 하며, 관광지 제휴, 온라인 한류 관광상품 판매 등

⦁패키지 구성에 따라 상품 이용 가격을 유동적으로

을 통한 부가 수익을 창출

책정하는 판매형 수익 모델
⦁FIT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외국인 선호

⦁불특정 다수의 외래방한객 대상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 세계각지 시차를 고려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투어 자문

현지 인기 맛집, 한국전통주 체험 등 외국인 방문객의

드라이버의 항시 동행을 통해 의사소통 및 체험 시

⦁관광상품 패키지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본적인 수익

상품 홀세일러 역할 수행

및 결정, 단순한 투어․가이드 뿐만 아니라 숨겨진 명소,

⦁아웃소싱이 아닌 자체 채용 통역 가이더와 로컬

극대화

투어 그룹별 취향과 Pain point를 반영한 인바운드 관광

⦁투어디자이너와 함께 부산 내 명소 투어 코스를 의논

국내 지역 관광 경험을 극대화

제공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기반 외국인 투어 경험을

차별화
Point

Case Study – 부산메이트(한국)
☑판매형 □중개형 □구독형 □광고형 □제휴형

차별화
Point

방문지 코스를 상품 구성 Pool로 구축
⦁SNS

글로벌

채널

구축을

통해

외국인

이용객의

자발적 홍보․마케팅 활동 촉진

Sources :각 사 홈페이지, Desk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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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서비스

□ [공적서비스] 공공와이파이(1/2)
ㅇ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념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관광지 내 통신 데이터 용량 제약 해소 및 ICT 기술 기반 관광 콘텐츠의 원활
한 이용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기능적
관광지 내 AP(Access Point) 설치를 통한 와이파이 제공
범위
공간적
AP가 설치된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
범위
이용자
모바일 기기를 소지한 지역 방문 관광객 및 주민
범위
⦁데이터 사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관광객/주민 대상 별도의 무선 통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신 디바이스(에그 등) 구매 등의 불편 요소 완화 및 비용적 혜택(통
신비 절감) 제공
⦁모바일 AR 관광 콘텐츠 등 데이터 사용을 요하는 다양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의 접근성 증대

K·S·F
(Key
Success
Factor)

BottleNeck

⦁접속 편의성 부족, 통신품질 불량 등 공공 와이파이의 부정적 인식 개선
⦁인프라 구축 후 점검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기한 명확하를 통한
지속 가능 서비스 환경 조성
⦁관광지 내 관광객 이동 행태 및 수요 분석을 통한 서비스 제공지 설정

⦁보안에 취약한 공공 와이파이 기술 특성에 따른 정보 유출 리스크 존재
⦁미비한 수익 창출에 따른 장기적 유지보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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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서비스] 공공와이파이(2/2)
ㅇ 해외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주요 수익모델
Case Study – 해외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인도)
관련 서비스의 요금 결합
프리미엄 고객 요금제 설정

⦁해당 수익 모델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 사용
자에게 어떠한 추가 비용도 청구하지 않으
나, 사업자(혹은 지자체)의 타 서비스 혹은
제품에 Mark-up을 붙여 공공 와이파이 서비
스의 간접 수익 창출을 도모
⦁즉, 사업다의 다른 서비스‧제품의 일부로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 서
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
시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사용료를 취득함
- 호텔의 숙박 가격 소폭 인상과 함께 투숙 시
호첼 내 무제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제휴 및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공공 와이파이 사업자들의 일부는 Special

⦁End User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접속 전

User Funded Models(UFM)을 기반으로 서비

광고 메시지 혹은 동영상 시청 의무화 및

스 수익을 창출

특정 웹사이트 노출(제휴사 홈페이지)로 간

⦁해당 수익 모델의 경우 공공 와이파이 서비
스 내 두 가지 User Plan을 구축
- Free Plan Users : Primium Plan 대비 느린

접 수익을 창출하는 유형
- 와이파이 제공 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사 브랜
드 혹은 서비스의 홍보 및 타사 광고 대행

속도의 와이파이 환경이 제공되며, 사용시간

⦁버스 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 단시간 사용을

및 데이터 용량에 제한을 두고 소진 시 추가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에게 가입‧인증과 더불

이용분에 대해 비용 청구

어 광고 시청을 의무화할 시 해당 공공 와

- Premium Plan Users :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의 와이파이 환경과 데이터 용량에 제한이
매우 적으며, 일반적으로 특별 바우처 코드를
판매하여 서비스 제공

이파이 이용률이 급감할 수 있으며, 과도한
광고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
는 단점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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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서비스] 관광 Barrier-free 서비스(1/2)
ㅇ 관광약자를 위한 Barrier-free 서비스 개념 및 개념도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관광약자(신체적 장애, 동행환경에 의한 이동권 제약 등)의 관광 편의성 및 경
험 증대를 위한 공적서비스
기능적
관광약자의 관광지 이동성 확장 및 각종 무장애 지원 서비스
범위
공간적
관광약자 유형별 Pain-point에 따른 공간적 범위 설정
범위
이용자
신체적 장애자, 영유아 동반 관광객 등 관광약자 및 지역주민
범위

서비스 모델 개념도(예시적)

⦁관광약자의 유형(신체적 약자, 사회적 약자, 관광정보 약자 등)별

Value
Proposition
(가치제안)

관광시 Pain-point 완화를 통한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스마트관광도시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운영자 측면)
⦁단순 명목상의 시행 및 지역 홍보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아니라

K·S·F
(Key
Success
Factor)

관련 사업과의 연계, 서비스 모델의 확장 등 지속 가능한 서비스
환경 구축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 모델 설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요 조사, 타당성 검토 등 체계적인 사전 계획활동을 통한 서비스
유효성 검증

BottleNeck

⦁공적 관광 Barrier-free 서비스 대다수의 경우, 직접 수익창출이 어
려운 성격의 서비스 모델로 장기적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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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서비스] 관광 Barrier-free 서비스(2/2)
ㅇ 관광약자를 위한 Barrier-free 서비스 주요사례
Case Study – 관광약자를 위한 Barrier free 서비스 예시
스마트 횡단보도(부산시)
스마트 미아방지(부산시)

장애인 관광버스(서울시)

서비스모델

서비스모델

서비스모델

⦁SKT와 부산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교통사

⦁민-관 협력 서비스 모델로 지자체 사업 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휠체어 리프트가

고‧사망율 감소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괄 관리 및 LPWA인프라 구축, 민간기업에

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

서 실질 서비스‧기술 구현

⦁보행신호 음성안내, 신호위반 경고방송을 지

⦁GPS, 공공 Wi-Fi망, 웨어러블 등 ICT기술과

원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도로상

지역 통신망을 활용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황 안내, 신호연동 안전차단바를 작동하는

내 영유아 위치 확인, 긴급신고, 이탈 경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보행자감지를 통한

등 미아방지 서비스 제공

보행신호 연동시스템 등을 기존 횡단보도에
연계 설치

⦁관광안내소 방문-신청서 작성 및 관리자 등
록-웨어러블 기기 대여 및 앱설치 – 반납/설
문조사 진행

장착된 장애인 관광버스를 도입 및 운영
⦁휠체어 8석, 일반 17석의 특장버스를 운영하
여 남산전망대 등 서울 주요 관광명소를 순
환하는 투어 서비스를 제공
⦁예약자 당(1~3급 장애판정자 동행) 연간 10
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3명의 동반
인원 탑승 가능
⦁이 외 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여행(지방방문
포함)을 위한 버스 대여 서비스 제공(유료)

기대효과
⦁사고 위험이 높은 신체적 약자 및 영유아의
사고율을 낮추어 사회적,경제적 손실 절감
⦁안전한 도시라는 사회적 이미지 제고

기대효과

기대효과

⦁영유아 동행 관광의 리스크‧배리어 완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통한 무장애 관광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성 존재

환경 조성 및 지역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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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 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구체화 지원 Tool-kit
1

Design Thinking 방법론 개요

ㅇDesign Thinking은 Business Thinking의 상호 보완적인 방법론으로 타겟 고객이 가지고 있는 핵심문제를 고객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을 통하여 발굴한 후 빠른 실행의 반복을 통해 시장효과성이 검증된 대안을 도출하는 혁신적인 프로세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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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sign Thinking 방법론

ㅇ Design Thinking은 공감, 문제정의, 개선방안,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5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본 사업에서는 스마트관광 서비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모델로 고도화하고 관광객들에게 Seamless 한 관광 경험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연계 방안 수립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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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siness Model Canvas

ㅇ Business Model Canvas는 가치제안이 타겟 고객에게 도달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관점의 요소를 정의 및 설계 하는데 활용되는 도구이며,
스마트관광 서비스가 Market-fit한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Business Model로 고도화 하는데 활용 가능함

34

[예시] 스마트 모바일 여행 가이드 플랫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캔버스 예시

핵심파트너십
⦁정보수요자
⦁정보 공급자
⦁호텔 및 카페 등 제휴업체

가치제안

핵심활동
⦁정보

수요자

및

정보

공급자 참여 촉진
⦁플랫폼 참여자 Lock in
⦁플랫폼 참여자 네트워크
효과 활성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X/UI
⦁제휴사 협력 추진

⦁여행책이 필요 없는 앱
⦁배낭

여행자의

마음을

대변한 앱

고객관계

고객세그먼트

⦁앱 다운

⦁정보 수요자

⦁호텔 및 카페 등

⦁새로운 여행 경험을 추

제휴업체 할인 혜택 제공

⦁“여행을 여행답게”

⦁여행지 추천

⦁같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개인의

취향이나

⦁동선과

구성에 따라 여러 조합

일정을

스스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하고

맛집 정보까지 모두 저장

싶은 사람
채널
⦁모바일 앱

• 여행객 실제 후기

-IOS

• 제휴 호텔 및 숙박업소

-Android

⦁정보 공급자
⦁여행을

사랑하고

추억

하는 사람
⦁좋은 여행지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

분석 기술

⦁다음 여행을 좀 더 저렴

• 여행객 리워즈 클럽
비용구조

구매를

⦁현지 가이드 도움 없이

⦁항공편부터 관광지 메모,

• 여행 패턴과 행동을 연구한

가이드북

짤 시간이 없는 고객

의 여행 일정 도출

• GPS/AI 기술

⦁비싼

원치 않는 여행객

일정

핵심 자원

구하는 청년 여행객

하게 가고 싶은 사람
수익원

⦁제휴 업체 계약 비용

⦁광고 수익

⦁플랫폼 구축/유지보수비

⦁홍보 수익

⦁세일즈 & 마케팅비(연예인 홍보/프로모션 등)
⦁운영 인건비
35

4
ㅇ고객

Customer Journey Map(1/2)
관점에서 개별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보다 Market-fit 하게 고도화하고, 서비스간 연속성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간의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의 5단계에 걸쳐 Customer Journey Map을 작성함

진행프로세스

주요내용
⦁스마트관광도시의 정체성, 스마트 관광 주요 서비스의 Concept등을 고려하여 Target 고객군 설정

1

Target Persona 설정 및
감정이입

⦁Target 고객군을 대표할만한 가상의 인물 “Target Persona”를 설정하고, Target Persona의 관광여정 단계
(e.g., 정보탐색, 관광, 이동 등)별 주요 니즈 정의

2

⦁Target Persona의 관점에서 스마트관광도시의 관광 여정 단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시화
스마트관광도시 고객 여정
단계설정 및 서비스별 접점 도출 ⦁Target Persona가 스마트관광서비스를 모두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관광서비스별 접점 도출
⦁Target Persona가 앞서 설계한 관광 여정을 경험한다고 상상하며 서비스 접점별 Target Persona가 서비스별,

3

서비스 접점별 Target
Persona 감정 포착

서비스간 느낄 수 있는 불만 및 미충족 니즈 포착
- A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은 없었는가?, 서비스간 Seamless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느끼는 불만은 없었는가? 등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앞서 포착된 Target Persona의 불만 및 미충족 니즈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

4

집단지성을 활용한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선별

어를 발굴(개별 서비스의 개선 아이디어 및 서비스간 연계성을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시장효용성, 실현가능성 등이 담보된 아이디어 선별

5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선별된 개선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내 반영하여 개별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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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ustomer Journey Map(2/2)

ㅇ Customer Journey Map은 Target Persona 관점에서 Target Persona의 경험 여정 단계별 감정을 가시화하여, 단계별 개선에 필요한 요소 및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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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Business Model Canvas Template
핵심파트너십

핵심활동

고객관계

가치제안

핵심 자원

비용

타겟

채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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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Customer Journey Map Template

스마트 관광도시

·①

②

③

④

⑤

관광여정

관광여정별 이용
스마트관광 서비스

Target Persona 감정
(Pain Point/
Unmet Needs)

개선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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