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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과업 개요
1. 과업 추진 목적 및 필요성
관광산업 정책 수행 관련 한국관광공사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조사
해외 관광산업 육성 정책 또는 사업 관련 사례조사를 통한 관광산업 분야 창업지원 및
기업육성에 적용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 발굴
정책금융, 창업지원, 제도 및 인프라 등 관광산업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의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체계 확보

2. 과업 내용 개발
한국관광공사 내 관광산업본부 각 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공사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분야별 필요 주제를 조사하고 이를 과업 내용에 반영함
<표 1-1> 관광산업정책 해외 사례조사 관련 관광산업본부 각 팀의견 반영 취합 결과
조사분야

조사 주제
▪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부분 정부정책 성공사례 (안내교통팀 의견반영)
▪ 4차 사업연계 숙박 서비스 제공 사례, 정부 또는 NTO의 전통 숙박시설
활성화 사례 (숙박개선팀 의견반영)

①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 공사 주도의 스마트관광 사업에서의 민간 중복사업문제/ 민간침해 관련 사례
조사 및 법･제도 포함 해결방안 (스마트관광사업팀 의견 반영)
▪ 관광위치정보(POI) 수집절차 및 관리방법, 수집된 위치정보 제공사례
(스마트관광기획팀, ICT운영팀 의견반영)
▪ 기존 관광과 스마트도시 육성이 우수하게 융합 발전한 사례
▪ 글로벌 OTA의 세계시장 잠식에 대한 국가별 우수 대응 사례

②
관광사업체육성

▪ 해외 주요선진국의 관광산업 범주 조사 및 관광산업통계 조사․관리현황
(관광인증센터 의견 반영)
▪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을 위한 우수 정책 지원 사례
▪ 전통적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우수 융합관광 창업 지원 사례

③관광산업

▪ 4차 산업 대비 관광산업종사(예정자포함)대상 훈련 교육방향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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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광취업지원팀 의견반영)
인력육성

▪ 정부 또는 NTO 관광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 우수 정책 사례
▪ 정부 또는 NTO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우수 정책 사례

상기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논의 및 자문을 통한 벤치마킹 가능 해외 우수
관광정책 사례를 사전 탐색함
<표 1-2> 벤치마킹 가능 해외 우수 관광정책 사례 탐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결과
조사 주제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부분
정부정책 성공사례

전문가 의견
▪ 일본, 호주, 독일, 태국의 목표시장별
관광품질제고 전략 조사

추진
가능

4차 산업혁명 연계 숙박 서비스
제공 사례

▪ New Business Models in the
Accommodation Industry(UNWTO, 2019)

추진
가능

정부 또는 NTO의 전통 숙박시설
활성화 사례

▪ 일본의 료칸, 스페인(Turespana)의 국영 관광
호텔 Paradores 사업전략 및 실행플랜 사례가
있으나 국내 관광 여건 및 공사의 관광정책
추진사업으로 부적합 의견

추진
어려움

▪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관련 전문 기업 및 전문가
공사 주도 스마트관광 사업에서의
연계를 통한 추진 필요
민간 중복사업문제/민간침해 관련
▪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에 연구 자문 의뢰했으나
사례 조사 및 법/제도 포함
진행 어려움 표시) 관련 전문 지식 한계로 인하여
해결방안
직접 수행 어려움

추진
어려움

관광위치정보(POI) 수집절차 및
관리방법, 수집된 위치 정보
제공사례
기존 관광과 스마트도시 육성이
우수하게 융합 발전한 사례
글로벌 OTA의 세계시장 잠식에
대한 국가별 우수 대응 사례

▪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관련 전문 기업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추진 필요
(관련 전공 교수에게 연구 자문 의뢰했으나 진행
어려움 표시)
▪ European Capitals of Smart Tourism for
2019 및 싱가포르 사례 등 조사 가능
▪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관련 전문 기업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추진 필요
(야놀자, 트립 어드바이스, 카카오 모빌리티 등에
연구 자문 의뢰했으나 진행 어려움 표시)

해외 주요선진국의 관광산업 범주 ▪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관광산업 통계
조사 및 관광산업통계
조사 선진 사례 존재

2

비고

한국관광공사

추진
어려움
추진
가능
추진
어려움
추진
가능

조사⋅관리현황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을 위한
우수 정책 지원 사례

4차 산업 대비
관광산업종사(예정자포함)대상
훈련 교육 방향 벤치마킹 사례
정부 또는 NTO 관광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 우수 정책 사례
정부 또는 NTO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우수 정책 사례

▪ 싱가포르, 중동 지역 국가, 중국, 인도,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육성 사례 다수 존재
▪ Top 10 Travel Startups to Watch in 2019
사례 조사 가능
▪ The Future of Work and Skills Development
in Tourism (UNWTO, 2019)
▪ FROM INDUSTRY 4.0 TO TOURISM 4.0 등
관련 연구 조사 가능

추진
가능

추진
가능

▪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사례 존재
▪ 싱가포르, 태국,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정부 정책 발표 내용 조사 정리 가능

추진
가능

전문가 논의 및 사전 탐색 결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호주), 사우디
아라비아(+UAE) 등 5개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 관광정책 벤치마킹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이에 해당 5개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관광정책 분야에 대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조사 연구를 통한 한국 관광산업 육성 정책 사업 발굴 및 제안함

3. 과업 추진 내용
가. 관광서비스인프라 및 스마트관광 분야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정책 사례조사
4차 산업혁명 연계 신기술 기반 숙박서비스 사례
스마트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사례

나. 관광사업체 육성 분야
해외 관광산업 통계 조사 관리 현황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우수 정책지원 사례
융합관광 육성 및 창업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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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산업 인력 육성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종사자 교육 지원정책 사례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 정책 및 지원 사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 정책 및 지원 사례

라. 관광산업 육성의 시사점 도출 및 제안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시사점 도출
한국관광공사의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 전략 제안

4. 참여 연구진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지식융합대학 글로벌MICE전공 소속 연구진을
중심으로 수행됨
<표 1-3> 참여 연구진

4

구분

성명

소속 및 직급

비고

책임연구원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주임교수
문화관광이벤트전략연구소 소장

관광학
박사

공동연구원

이은성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조교수

관광학
박사

공동연구원

윤영혜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조교수

관광학
박사

연구원

차주용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관광이벤트전략연구소 연구원

MICE경영학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박지영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관광이벤트전략연구소 연구보조원

행정/연구
조교

한국관광공사

I I . 국가별 벤치마킹 사례 요약
가. 관광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관광 분야
국가

주요 내용

페이지

▪(조직개편) 싱가포르 관광청은 기술이전 본부 및 부서 신설(디지털 전환,

데이터 산업 전환, 디지털 콘텐츠 등)을 통한 4차 산업 혁명시대 대응

▪ 10

▪(호텔 신기술 지원) 스마트호텔 기술 가이드 북 개발, 기금 및 솔루션 지원
▪(공유 및 협력) 타 부처간 업무 협력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스마트네이션 ▪ 15~19
싱가포르

플랫폼 활용
▪(Tourism Information and Service Hub) 관광객 대상 관광정보 제공뿐만 ▪ 22~24

아니라, 관광사업자 대상 관광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비즈니스 홍보 기회 제공
▪(Visit Singapore Travel Guide)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 실시간 제공 및 관광객 ▪ 25

데이터 수집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등록제도로 일정 기준을 ▪ 56
준수해야 하며, 등록업체 대상 세제혜택 및 설비투자비 지원
▪(이벤트 민박제도)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 기간 한정, 등록되지 않은 숙박시설 ▪ 57
숙박 가능
일본

▪(Safety tips app) 관광객 재난정보 제공 및 API 연동으로 다른 App에서도 ▪ 58
활용 가능
▪(오버투어리즘) 웹사이트 및 빅데이터 분석 활용 아침 및 야간 관광정보 제공 ▪ 66
▪(Kyoto Travel Guide Web) 관광정보 제공, 교통편 검색, 통역, 비 현금결제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 67

▪(Maas) ‘AT LOCAL’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 자동차, 버스, 전철 ▪ 139
뉴질랜드

등 모든 교통 이용 가능
▪(가상 도시 체험) IOT와 VR 기술을 활용 가상 도시체험 게임 개발, 웰링턴 도시 홍보

▪ 141

▪(e-service) 비자신청 절차 및 숙박품질 개선, 관광사업자 편의 제고 목적 ▪ 160
서비스 제공
사우디
▪(오버투어리즘) 이슬람 사원 인근 관광객 혼잡예측 및 관리를 위해 모바일 ▪ 165
아라비아

App 개발
▪(Smart Wallet) 스마트폰을 여권으로 사용 및 관광 안내 어플리케이션 기능 제공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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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분야
국가

주요 내용
▪(데이터신뢰 헌장 발표) 이해 관계자 간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데이터 공유

페이지

▪ 27

및 사용 목적
싱가포르

▪(Singapore Tourism Analytics Network) 효과적인 관광마케팅을 위해
국가 통계 기관과 협업 자체적인 관광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기업지원) 무인 체크인 카운터, 데이터 분석 등 혁신기술 도입 및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빅데이터 관광사업체 제공) 로밍, GPS, 이동경로 등의 분석결과 DMO.net을

통해 제공
일본

▪(관광수요 분산) Wifi 접속 데이터 활용 관광수요 분산 목적 관광수요
예측사업 시행
▪(기업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 IT 플랫폼 개발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빅데이터 활용 FIT 특성 분석) 관광객 유형 분석 Tool에 의거 관광사업자별
캐나다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분석데이터 제공
▪(관광산업정보 제공) 관광현황 및 산업통계, 관광 지출데이터 등 기업대상
제공

▪(마케팅 솔루션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통계 및 연구결과, 시장별

여행객 데이터 등 기업대상 제공
뉴질랜드

▪(개방형 데이터 확대) 개방형 데이터 확대․보장을 위한 헌장 발표 및 국제‘
Open Data Charter' 가입
▪(관광데이터 허브 구축) 관광 동향, 국제 방문자 활동 등 뉴질랜드 관광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사우디
아라비아

6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숙박시설 이용률 및 관광객 이동 등 관광분야
모든 데이터 허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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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9

▪ 32

▪ 68~69

▪ 69

▪ 71

▪ 83~90

▪ 96~97

▪131~137

▪ 142

▪ 146

▪ 173

다. 관광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국가

주요 내용

페이지

▪(Area Tourist Guide) FIT의 다양한 관심 충족 목적 특정 분야 전문가가 ▪ 13

투어 가이드로 활동
▪(관광인력 원스탑 포털 구축) 관광트렌드, 직종 및 직무, 교육프로그램 ▪ 42
싱가포르

등의 정보 제공
▪(STB Marketing College) 관광업계 마케팅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 43~44

프로그램으로 업계 호응이 큼
▪(전문가이드 매칭) ‘TRUST’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가이드 FIT 매칭지원 ▪ 44
▪(미래 인재육성) 관광환경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관광 MBA 설치 및
▪ 74

관광경영능력 강화사업 시행
▪(자원봉사 가이드 매칭)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자원봉사 관광안내사
일본

소개 웹사이트 운영

▪ 76

▪(가이드 제도개선) 통역안내사 자격 규정 재검토, 랜드 오퍼레이터
등록제도 창설

▪ 76

▪(지역관광 안내 통역사 제도) 특정 현 또는 도시 내에서만 가이드 업무 ▪ 77
수행 가능
▪(Tourism HR Canada) 관광인력 양성기관으로 대학 및 전문기관과 협업

신기술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국가인증, 고등학생 대상 관광교육, ▪115~118
캐나다

국가직업표준, 프로페셔널 인증 등의 사업 추진
▪(Ready to Work Program) 국가직업표준에 근거 실업자와 미취업자 ▪ 119
대상 관광인력 전환 인턴쉽 프로그램

뉴질랜드

▪(ServiceIQ

역할) 관광관련 직무교육기관으로 기업들과 협력
▪152
심층교육과 후속지원 시행

▪(국가관광인적자원개발센터) 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기업과 종사자
사우디
아라비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
▪(스마트시티 네옴)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과 인력양성 추진

▪ 184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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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싱가포르 사례 연구
1. 싱가포르 사례 연구 필요성
가.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2019년도 싱가포르를 방문한 인바운드 외래객수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약
1,910만 명 기록하였으며 이는 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임
(STB1) Overseas Visitors Survey)
싱가포르 인바운드 관광의 주력 시장은 역시 아시아 시장이나, 영국, 미국,
독일을 필두로 한 미주와 유럽 인바운드 관광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시사하는 점이 큼
<표 3-1> 싱가포르 주요 국가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항목/년도

2016

2017

2018

2019

미국

680,644

758,653

861,717

961,896

동남아시아

6,007,480

6,225,114

6,520,966

6,622,871

중국

3,821,254

4,116,054

4,342,801

4,571,192

남아시아

1,350,878

1,424,416

1,459,611

1,530,135

동아시아

1,378,995

1,559,487

1,745,337

1,713,420

서아시아

180,545

174,574

163,658

168,866

유럽

1,743,071

1,853,903

2,063,284

2,132,277

오세아니아

1,168,067

1,235,686

1,267,103

1,319,750

아프리카

72,409

76,711

83,805

90,931

기타

116

13

20

5

총계

16,403,459

17,424,611

18,508,302

19,111,343

평균 거주기간(일)

3.4

3.4

3.3

3.4

방문객 총 체류기간(일)

56,261,555

58,823,151

61,635,140

64,125,132

출처 : STB Overseas Visitors Survey 20 Oct 2019

1) STB : Singapore Tourism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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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표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238건으로 이는 전
세계 점유율의 11.1%로 1위를 기록함(UIA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한편 싱가포르는 인바운드 외래객 및 국제회의 개최건수 증가와 같은 관광
산업의 양적 측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성장도 이루고 있다는 평가임
관광의 질적 성장의 지표로 고려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제 방문자 지출(TR)은
세계 7위를 기록함(City Travel Tourism Impact 2019 Key Highlights)

출처 : 싱가포르 관광청

[그림 3-1] 싱가포르 국제 방문자 지출(TR)

싱가포르는 2019년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TTCI ; Travel & Tourism Cometitiveness
Index)’ 에서 전체 141개 국가 중 최근 4순위 하락한 17위를 기록하여 16위를
기록한 한국 보다 낮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 관광산업 육성 방안 개발에
시사하는 점이 큼
실제로 싱가포르의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 세부 내용에서 ‘관광산업 규제형태’ 부분에서 세계
1위,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 5위로 매우 높은 경쟁력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인적,
문화적, 자연적 자원’ 부문에서는 40위 기록하였음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 순위는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노동시장(5위), ICT
준비도(15위), 안전 및 보안(6위), T&T 정책 및 조건(2위) 및 전체 인프라(3위)와 같은 기본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관광 요인과는
다른 새로운 경쟁력 요인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임

이에 싱가포르 정부 및 관광청은 자신들이 가진 현시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 및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강점을 보다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관광산업 혁신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관광산업전략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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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STB 구조 및 역할 변화
과거 6개 본부(마케팅, 비즈니스 계발, 정책&계획, CEO, 경험 계발, 국제)로
구성된 STB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2020년 기준으로 ‘CEO 본부’ 대신 ‘경영
본부’, ‘비즈니스 개발 본부’ 대신 ‘기술 전환 본부’로 변경함
전체적으로 ‘전략과 발전’에 관련된 세부 부서들은 사라졌고 ‘관리와 협력’에
초점을 맞춘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의 공유형태에 집중함

‘협력’그룹
(前 ‘CEO’그룹)

‘기술이전’그룹
(신설)

출처 : 싱가포르 관광청

[그림 3-2] 4차 산업 혁명을 맞아 변경된 STB의 조직도
마케팅 본부에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콘텐츠’와 ‘제휴 마케팅 & 기획’ 부서를
신설함
경험 개발 본부에는 문화 개발 대신 엔터테인먼트 & 투어리즘 컨셉 개발 부서를 만들었음
2020년 신설된 ‘기술 전환 본부’에는 데이터 관리자의 관리 하에 7개의 부서가 존재함. 이는
‘디지털 전환’, ‘산업 데이터 전환’, ‘방문자 경험’, ‘협업’, ‘조직 가능성’, ‘안내 서비스’, ‘전략
적 제휴’ 부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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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B는 전 세계에 광범위한 지역 사무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7개의
지역에 20개의 지역 사무소와 4명의 마케팅 담당자가 있음
STB 지역 사무소는 관광 마케팅에서 투자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체 관광 기능을 수행함
이들은 시장 내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싱가포르를 해외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투자 계획 및
비즈니스 제휴에 있어 관광 회사를 촉진하고, 경쟁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양국 또는 다자간
협약의 개발을 지원함

<참고> 싱가포르 관광 행정 및 마케팅 조직
① 통상산업부(MTI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중앙정부 행정원 교통부 관광국 소속으로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안정에 필요한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함
통상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및 개선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제 현황 및 전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MTI 산하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싱가포르 관광공사(Singapore
Tourism Board)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관광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② 유관 협회 및 조직
TCC(Tourism Consultative Council)
관광산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위기요소들에 대해 견해를 제공하며,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관광 산업의 위기 대처능력을 입증한 바 있음

NATAS(National Travel Agents in Singapore)
연 2회 싱가포르 최대 소비자 대상 관광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가입한
회원사들의 네트워킹과 이익 증진을 추구함

SECB(Singapore Exhibition & Convention Bureau)
STB의 MICE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및 MICE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MICE 산업
주관 및 국가행사의 관광분야 프로그램 개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관광산업전략팀 11

해외 관광산업전략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

2. 관광서비스인프라 및 스마트관광 육성 분야
가.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관리 정책 사례
①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케팅 전략 “Ready, Set, Go” 수립
싱가포르는 최근 개별독립관광객(FIT; Free Independent Tourist) 수용태세 개선
정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싱가포르관광청(STB)은 싱가포르의 문화적, 그리고 자연적 자원개발을 통한 관광
산업 육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객의 경험 효율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관광
경험의 개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
이를 위해 행복함을 전달한다는 마케팅 전략인 “Ready, Set, Go”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관광객의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임
특히, 스마트 기술을 사용한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관광경험
개선 방안을 기획하는 등 개별독립관광객(FIT) 니즈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관광산업 통계를 개선하여 ‘방문객당 비용’과 ‘호텔 체류’, ‘크루즈 여행’ 관련 빅데이터를
측정하는 등 관광산업 통계 시스템을 신설･강화함

싱가포르의 FIT 비즈니스는 진정한 현지 경험이 싱가포르를 독창적인 지역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정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공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② 싱가포르 스탑오버(stop-over) 여행 프리미엄 패키지 운영
STB는 2017년부터 CAG(Changi Airport Group), Alipay, Spotify, Traveloka 및
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싱가포르
스탑오버(stop-over) 여행 프리미엄 패키지 운영을 시작함
그중 하나로 ‘스토리텔링 관광지역 문화탐방 패키지 열정투어’를 운영하였는데, 기존 대비
전체 스탑오버 패키지 참가자 수가 10~35% 증가함
2019년 현재로 총 27개 스탑오버 여행 프리미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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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 관광객 경험 강화를 위한 STB와 SIA, CAG 전략적 제휴
STB는 싱가포르 국제 관광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IA(Singapore
International Airport), CAG(Changi Airport Group) 전략적 협력 및 제휴를
진행함
이들은 레저, 비즈니스 회의,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및 전시 산업의 국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부터의 싱가포르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항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에 약 2천만 달러를 공동 투자함
④ 스포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연계 싱가포르 관광 매력 개발
STB는 특정 영역(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격이 있는 개인이 맞춤형 및 틈새
투어 가이드로서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Area Tourist
Guide(ATG) 제도를 개발･운영함
이는 최근 FIT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관심(흥미) 기반 투어(interest-based tour)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임
처음에는 자연 또는 음식 분야의 지식을 갖춘 개인으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카테고리를 늘려나갈 계획임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Nathan Hartono나 실내 스카이다이버 Kyra Poh,
관광 가이드 Cai Yinzhou 등과 협력하여 이들 고유의 재능을 보여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추가로 STB는 현대 미술 잡지 Frieze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싱가포르와 런던에서
사고-리더십 아트 이벤트(thought-leadership art events) 3부작 시리즈를 진행하고, 이를
2019 싱가포르 아트 주간(Singapore Art Week)으로 연결하여 싱가포르를 지역 예술
애호가들에게 훌륭한 관광목적지로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함

2020년 2월 기준 97명의 ATG가 STB에 등록되었음

⑤ 호텔 기업 제휴를 통한 FIT 경험 품질 향상 프로젝트 운영
STB는 호텔 기업들과 제휴해 스토리텔링 투어를 통해 호텔 체류 경험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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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마데우스-IHG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여행자의 61%가 호텔이 제시한
기본 객실 가격에 추가 맞춤형 옵션을 허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STB는
싱가포르의 호텔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FIT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관광 수입 증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중시함
STB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호텔과 관광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스마트 기술 기반의 숙박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호텔
기업에 제공하므로 고객에게 일관되게 만족스러운 스마트 관광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함

⑥ 타겟 국가별 밀레니얼 여행객 및 FIT 유치 전략 수립
STB는 싱가포르 아웃바운드 시장 점유율에 따라 국가별 밀레니얼 여행객 및 FIT
유치 전략을 개별적으로 수립함
FIT들은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신들이 선택한 관광 활동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자기 맞춤형 관광 소비를 좋아하는데 이는 이미 오늘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음악, 오락, 패션을 소비하는 방식과 유사함
2017년 APAC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여행객들의 여행 행동, 요구, 선호도 등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으며, 여행 시 이용하는 디바이스의 종류도 천차만별인데 각
디바이스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의 기술 및 콘텐츠 제공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노트북
및 데스크탑 활용도가 강세임
모바일 활용도가 높은 국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강세이며 이는 와이파이를 비롯한
웨어러블기기 활용 인프라 및 환경조성에 영향을 미침

⑦ 싱가포르 국민 대상 스테이케이션 캠페인 추진
STB는 싱가포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을 벗어난 짧은 휴식 ‘스테이케이션 (Staycation)’
캠페인을 추진함2)

2) Kotra 해외시장 뉴스, 싱가포르 관광산업(//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
do?dataIdx=176100&searchNationCd=10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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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케이션은 친숙한 곳에서의 휴식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형태를 이르는 일종의
단기·근거리 여행으로써, 낯선 곳에서 관광을 하며 생길 수 있는 일정, 예산 짜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다는 측면을 장점으로 하여, 자녀가 있는 가족,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기를 끌고 있음
Expedia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리안의 현지 호텔 예약이 매년 증가(2016년에는 25%,
2017년에는 40% 증가함)하고 있으며, 싱가포리안의 60%가 지난 일년간 최소 한 번의
스테이케이션을 한 것으로 나타남

나. 4차 산업혁명 연계 신기술 기반 관광서비스 개선 사례
① 스마트호텔 기술가이드 개발
2019년 STB는 싱가포르 호텔들로 구성된 Hotel Innovation Committee(HIC)와
협력하여 호텔의 신기술 채택 및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차세대 시스템 기능 및 기술 솔루션을 식별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호텔 기술가이드(Smart Hotel Technology Guide)’를 개발함
스마트호텔 기술가이드는 포커스그룹 토론 및 40개 이상의 국제 호텔, 지역 체인 및 부티크
호텔을 대표하는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음
스마트호텔기술가이드는 모든 기록 및 사용자 리뷰 데이터에 입각하여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개별 고객 니즈를 정확히 이해 및 예상하여, 즉각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기업 내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들이 싱가포르 호텔 비즈니스에 빠르게 적용되게
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 호텔 기술 진흥이 보다 활발해질 것을 도모하기 위함임
이는 고객들의 여행 단계를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싱가포르 호텔이 차별화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고차원의 서비스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호텔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 및 업무들을 분류하고, 각 활동 및 업무에 연관된 기술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프레이저 호스피탈리티, 만다린 오리엔탈, 밀레니엄 및 콥톤 그룹, 호텔 벤 쿨렌,
팬 퍼시픽 호텔 그룹, 그리고 마리나베이 샌즈 등 6개 호텔 그룹이 스마트 호텔
개발 과정에서 이 스마트 호텔 가이드를 채택함
스마트호텔 기술가이드는 4차산업 혁명 관련 총 8가지 기술을 포함함
데이터 분석 & 클라우드 서비스 : 고객이 호텔 예약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인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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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함3)
사물인터넷(IoT) : 식품 재고량, 객실 사용량, 하우스키핑 작업, 에너지 절약모드, 사용된 미니
바 품목 추적, 식당 트레이 및 롤러웨이의 실시간 위치 추적 등으로 직원들의 동선을 효율화함
AI : 채팅봇/디지털 도우미가 번거로운 관리업무를 단순화함
개방형 API : 게스트 룸에 설치해 실내를 제어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함
로보틱스 : 로봇을 이용해 정보 및 서비스 허브(TIH) 구축 가능. 호텔 리프트, 식사 제공 등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는 업무에 투입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도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 체크인 체크아웃 등의
투숙객에게 알리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업무를 자동화함
비디오 분석 : 의사결정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물체를 구별하고 식별하는데 사용함. 손님의
얼굴인식 체크인 및 손님 도착 감지 등의 정보를 프런트오피스에 제공함
AI 지원 수익 관리 시스템(RMS) : 사람의 단순반복 행동 패턴 예측을 통해 데이터 분석으로
실시간 최적화를 만들어냄

<표 3-2> 스마트호텔 기술가이드 내용 구성
여행 단계

스마트 기술 적용 내용

The Search

실시간 마케팅, 배포 및 리뷰 추적 기술, AI, 머신러닝 및 예측 분석, VR의
기술을 통해 웹 챗봇을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추적하여 호텔의 홍보에 사용될 수 있게끔 제시함

Purchase or
Booking

OCR(광학 문자 판독기, 인쇄 혹은 손으로 쓴 문자 등을 광학적 수단에 의해
컴퓨터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기술)과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규칙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합하여 데이터 수집이 반복되는 경우 이점을 가짐)를
활용하여 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사용자 제공 정보를 호텔 예약 시 제공하는
점을 제시함

Pre-arrival

셀프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며, 파악된 정보에 의거 고객 선호도에 맞추어
호텔들은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고, 고객 개개인의 관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행 일정을 추천하는 등 손님들의 요구를 예상할 수 있음

Arrival and
Check-in

생체 인식과 비디오 분석, 로봇을 활용해서 키오스크(kiosks)와 모바일 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셀프 체크인 후 로봇이 고객의 짐을 방으로 바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제시함

3) 룸 예약을 실시간 대시보드에 고객이 직접 하도록 설계하여 관련 인력을 절감하고, 실시간 재 예약 가능하도록 구현함. 평균
14%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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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단계

스마트 기술 적용 내용

Stay
Experience

- in room : 고객 개인의 기계(휴대폰, 스마트 워치 등)로 방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IoT 기술 도입을 제시함
- in hotel : F&B 제공 시 부족한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음식이 서빙되는
시간을 단축하게끔 IoT 기술을 활용하는 점을 제시함
- outside hotel : 외출 시에는 객실 청소를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함

Departure
and
Check-out

결제, 영수증 지급 과정의 자동화(AI, 셀프서비스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및
비디오 분석, IoT 기술 활용) 방안을 제시함

[그림 3-3] Smart Hotel Technology Guid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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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호텔 혁신 기술 구현 사례연구 시리즈 제작
스마트호텔 기술가이드에는 혁신적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호텔들에 대한
사례 연구도 포함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조직에서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
STB는 스마트호텔 기술가이드 이해와 확산이 원활하도록 호텔 혁신 사례연구
영상 시리즈 (Hotel Innovation Case Study Video Series)를 제작･배포함
이는 싱가포르 내 실제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진 호텔들의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해 관련 업계가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림 3-4] 혁신 기술 구현 조직 Case study 소개

[그림 3-5] Hotel Innovation Case Study Video Series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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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마트 숙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금 및 솔루션 지원
STB는 싱가포르 스마트 숙박 서비스 개선을 위해 BIF(Business Improvement
Fund)사업 개선 기금을 이용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 호텔기업에 70% 이상의
자금 지원(지원자에게 최대 50%의 자금 지원)을 제공함

스마트 숙박 개선 지원 자금의 신청 이전에 먼저 ‘호텔 기술 디렉토리(Hotel
Technology Directories)’를 참고하도록 하고, 스스로 스마트 호텔 설계를 고민할
수 있도록 70개가 넘는 싱가포르 현지 및 해외 솔루션 공급 업체를 소개, 필요 시
연결함
④ 지속 가능한 호텔 경영을 위한 녹색 정책 수립 지원
STB는 2020년까지 신규 호텔을 100% 저탄소 건물로 건립하는 정책을 추진함
또한 싱가포르 호텔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 정책을 수립･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관련 사례로 아코르 호텔 그룹은 음식물쓰레기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Planet21 정책을
수립･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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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사례
①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사업 추진
싱가포르는 ‘스마트네이션(smartnation)’ 사업 추진을 통해 싱가포르 전역의
스마트도시화를 추진 중임
스마트네이션 사업은 ICT,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해 싱가포르 지역사회 삶의 질 발전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됨

STB는 타 정부부처 간의 업무 협력 및 데이터 공유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게
하는 ‘스마트네이션(smartnation)’ 플랫폼을 적극 활용함
싱가포르는 2018 WTTC 총회에서 국가와 도시 간 관광 인프라 개발이 균형 있게
잘 갖춰진 ‘균형 다이나믹스’에 선정되었음
국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도시 관광 개발 확대로 지역사회 관광 개발에 적극 참여시킴을
인정받음

싱가포르는 IT솔루션 제공업체 Cisco와 MOU를 체결해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이는 싱가포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및 서울 등의 도시를 포함하는 CUD
(Connected Urban Development)와 Cisco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임

싱가포르는 2018 IESE Cities in Motion Index 결과, 아시아 Smart city 2위를
기록함(1위는 일본, 3위는 한국임)
싱가포르는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한
ITS(지능형 교통 체계) ‘One Motoring'를 구현함
‘One Motoring'은 싱가포르의 모든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포털로,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교통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속도위반 발생 시 One Motoring 웹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서비스를 구현하여 싱가포르 도로 상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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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One Motoring 웹 사이트 메인 페이지와 실시간 감시 카메라 조회 화면

싱가포르 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20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접목시킴4)
싱가포르 교통부는 2018년 6월 센토사 탄농 비치에서 15인승, 20인승 자율 주행 버스 2대를
투입해 시험 운행을 진행하였고, 2019년엔 주행거리와 운행 기간을 늘려 추가로 시험 운행을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본격적인 40인승 자율 주행 대중교통 버스 상용화에 나설 계획임

[그림 3-7] 시험운행 중인 자율 주행 버스(출처 https://www.smartnation.sg)

Integrated city planning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데이터 분석 설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싱가포르에 완전히 통합되어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는 없으나, 개별 기관별로 자체적인 데이터
운영 센터를 관리함
싱가포르 육상 교통청(LTA)은 2개의 운영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통화청(OCCs)은
연중무휴로 운영해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송함
수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피드백 및 사건 보고를 위한 통합 모바일 앱을 활용 중에 있음
4) [스마트시티➀] 싱가포르, 3D 가상현실로 스마트 국가 건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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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security
실시간 비디오 감독 및 분석으로 공공 안전 개선, 조기 홍수 경고, 신속한 비상 대응에 활용함
APAC에서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해결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현재
비디오 감시 및 생체 인식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전자 경찰 센터(Electronic Police Center)라는 즉각적인 온라인 치안관리 플랫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긴급 사건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그림 3-8] Electronic Police Center(전자 경찰 센터)

스마트네이션 구현을 위하여 Digital Tween이라는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그대로
복재해 3D 가상현실(VR) 플랫폼을 개발함5)
버추얼 싱가포르의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대규모 공동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해 대피로 설계가 가능하며, 유독가스 혹은 생화학적 위협의 경우
유출되는 방향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2015년부터 3년에 거쳐 2018년에 완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스마트네이션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함

② TIH(Tourism Information and Services Hub) 구축 운영
STB는 관광 업계가 여행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싱가포르 방문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도록 TIH(Tourism Information and Services Hub)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6) 활용을 통해 업계의 방문자 대면 채널을 강화할 수 있는 일련의 스마트
관광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투자･개발함
5) [스마트시티➀] 싱가포르, 3D 가상현실로 스마트 국가 건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4908) 재구성
6) 온라인 협업 센서 데이터 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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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더 나은 방문자 경험을 제공하고 권장 엔진, 일정 계획 및 향상된
길 찾기 도구를 포함하여 업계의 기준을 높임

TIH는 싱가포르 관광상품 및 여행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리소스 플랫폼으로, 관광, 숙박, 식음료, 쇼핑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내비게이션과 여정 계획 등의 PnP(Plug-and-Play)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 고급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더 나은 방문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음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플은 공공성을 가진 정보 제공의 목적이 큰 반면, TIH는
소규모 관광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상품을 업로드 할 수 있고, 노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게시된 자료를 수익 목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차이를 보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산업 관련 사용자(업체들), 관광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사용자들에게 각자의 브랜드 및 서비스 홍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용자들
간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3-9] Business Model of TIH
관광정보 제공 : 11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된 1,700개 분야 이상의 관광 정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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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H의 Travel Software Service는 특히 비즈니스 방문객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임

[그림 3-10] TIH 11개 관광상품 및 서비스와 Travel Software Service
출처: TIH Website: https://tih.stb.gov.sg / TIH Toolkit ver. 3.0

③ 스마트관광 디지털 컨시어지 센터 구축
싱가포르는 FIT 대상 스마트관광 수용태세 개선 전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디지털 컨시어지(Digital Concierge) 센터를 구축하여 관광객이
관광관련 정보에 장애물 없이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함
디지털 컨시어지 센터에서는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여행객의 제한적인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매칭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위치 기반‘의 개인화되고, 디지털화된 관광 콘텐츠 추천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STB Festivals & Events 홈페이지의 싱가포르 월간 이벤트 일정표와 연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축제 및 이벤트 참여로 유도하는 등의 전략을 수행함

[그림 3-11] Calendar of events 20207)에서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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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Visit Singapore Travel Guide) 슈퍼앱 출시
2020년 STB는 모바일 인터넷 확산 트렌드에 발맞춰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Visit
Singapore Travel Guide)’ 슈퍼앱을 출시함
슈퍼앱은 앱 안에 앱을 가진 개념으로 고객의 생활 커뮤니케이션, 라이프 스타일,
여행, 사회, 금융 및 소매와 같은 여러 기능을 중앙 플랫폼에서 결합한 다기능
모바일 앱을 지칭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마트 폰 보급률이 높은 세계의 모바일 허브로, 모바일 소셜커머스와
슈퍼앱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슈퍼앱은 여행의 필수품으로까지 자리 잡음
월간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정보 검색과 결제를 포함한 Meituan Dianping , Grab, Line
및 Gojek 등의 서비스를 이용함
앱을 통해 기업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음. 모바일 결제, 티켓 예약 및 음식 배달이 이어져있는 경험을 통해 소비자는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경험을 수용함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앱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Discover Singapore” : 싱가포르 지하철 시스템, 관광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상경험
여행 시 주의사항 : 나이트 라이프, 숙박 시설, 쇼핑 경험, 여행 및 음식에 대한 주의 사항
이벤트 알림 : 인근 및 섬 주변에서 다가오는 이벤트 및 라이프 스타일 제공
관심 있는 장소 찾기 : 경로를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역을 추가로 추천함
즐겨 찾기 기능 : 이동 중에 쉽게 엑세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저장함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앱은 TIH(Tourism Information and services hub) 플랫폼에서
사용함. 싱가포르 여행 14일 전 여행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음
사용자 자신이 예약한 서비스 일정 확인과 더불어 추가로 경험하고 싶은 서비스의
실시간 예약 상황 등에 대한 정보는 관광객 뿐 아니라 관광지의 서비스 제공
기업에게도 최신 정보 공유 기회로써 편리하고 원활한 고객 관리를 가능하게 함
사용자 정보 입력 및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정확한 동선과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고객 관계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함
7) STB Festivals & Events 홈페이지(https://www.visitsingapore.com/festivals-events-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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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광 관련 회사들과의 연락처를 공유하여 거래처를 찾는 데에도
사용 가능함

⑤ 스마트 아일랜드 센토사 프로젝트 실시
STB는 Sentosa리조트와 Alipay간 협업 체계를 구축을 통해 현금이 필요 없는
스마트 아일랜드 센토사(Cashless Smart Island) 프로젝트를 기획･실시함
Alipay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Alipay를 사용한 소비를
장려하는 공동 마케팅 활동에 투자함
STB와 Alipay는 Sentosa리조트와 협력하여 Alipay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금 없이 자유롭게
Sentosa의 관광명소, 식음료 및 소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Sentosa리조트 내 매장에서 Alipay 채택률이 30%에서 70%로 증가하였으며, 1,800개 이상의
Sentosa 멤버십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강력한 소비자 인식 수준과 참여 의지를 나타냄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Smart Sentosa campaign’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구성하였는데,
2월의 중국 음력설(Lunar New Year)과 같은 중국 방문객의 주요 여행기간과 일치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한 것임
이 캠페인을 통해 중국 관광객은 Sentosa Islander 멤버십을 특별 할인가격으로 구매 가능함
이는 회원 및 동반자들이 Sentosa 섬을 무제한 무료입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Alipay를
사용하여 Sentosa 섬 내 관광지, 호텔 및 소매점에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였음
STB-Alipay-Sentosa 파트너십은 중국 관광객이 싱가포르 도착 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할인 및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막힘없는 소비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의 좋은 사례로 꼽힘

출처 : STB. Annual Report 2018-2019

[그림 3-12] Smart Sentosa Campaig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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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사업체 육성 분야
가. 관광산업 통계 조사 관리 사례
① 데이터 신뢰 헌장 발표
STB는 관광 관련 이해 관계자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데이터 공유 및 사용을
공개하기 위해 데이터 신뢰 헌장(Data Trust Charter)을 제정하여 발표함
STB는 싱가포르 관광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해관계자가 비즈니스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Data Trust Charter를 제정해 공표한
최초의 싱가포르 정부 기관임
싱가포르의 데이터 관련 법률 및 지침과 일치하며 공정성 유지, 공통 결과 달성,
데이터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와 같은 STB의 원칙을 자세히 설명함
② Singapore Tourism Analytics Network(STAN)
STB의 효과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 실행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분석･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통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체적인 관광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Singapore Tourism Analytics Network(STAN)’을 구축함
STAN에서는 주로 호텔과 크루즈, MICE 분야에서의 관광객 체류기간, 여행 소비
지출 및 쇼핑 패턴 등과 같은 관광객의 행동 데이터 분석에 주력함
STAN은 2018년 개최된 Innovation Labs World Summit과 Goduringsider Innovation
Awards에서 Best Data 상을 수상함8)
STAN 네트워크를 통해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의 주요 쇼핑 지역을
방문할 때의 소비패턴을 파악함
또한, 관광객들이 방문한 호텔에의 체류기간과 어떤 호텔 유형 및 객실 유형 선택과 변경을
원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는지도 파악함
파악한 데이터를 통해 관광객이 싱가포르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프로모션 패키지도
관광객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자체 생성하는 것을 추진함

8)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여행사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STB(출처 : https://zebelle.sg/2018/07/04/stb-to-helplocal-travel-businesses-benefit-from-data-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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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에서는 매년 연간 관광입국 및 수입(Tourism Receipt) 통계를 발표함
싱가포르는 세계 10대 TR 시장으로서 전년 대비 0.5% 성장한 $26.9억을 기록함.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국제 방문자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2018년 싱가포르에 입국한 국제 방문자는 2017년 대비 6.2% 상승하여 역대 최대인 1,850만
명을 기록함
이는 아세안 지역 관광수요 증가와 항공 연결성의 확대, 국제회의 행사 유치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됨

출처 : 싱가포르 관광청

[그림 3-13] 싱가포르 국제 방문자 지출(TR)
2018년 항공료 수입이 증가하여 총 수입이 17% 증가했고 숙박 기간(-6%), 식음료(-2 %) 및
쇼핑(-13 %)이 감소함
싱가포르 방문객들은 관광,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함(+ 4%)
2018년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35%의 크루즈 산업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승객 입국을
기록함
2018년 호텔업은 공실률 14%와 평균객실비용 219 싱가포르 달러로 모든 방면에서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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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싱가포르 주요 관광항목별 관광수입 (단위 : 백만달러)
항목/년도

2015

2016

2017

2018

쇼핑

3,913

5,958

6,172

5,385

숙박

4,680

5,916

6,016

5,666

식음료

2,319

2,787

2,649

2,593

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5,093

5,348

5,618

5,859

기타

5,772

5,739

6,352

7,440

출처 : STB Overseas Visitors Survey 15 Oct 2019

<표 3-4> 싱가포르 크루즈 선박 및 연도별 승객 처리량 (단위 : 건)
항목/년도

2015

2016

2017

2018

통화횟수

385

411

421

401

승객처리량

1,017,048

1,184,594

1,380,486

1,865,621

출처 : STB Overseas Visitors Survey 14 Oct 2019

<표 3-5> 싱가포르 연간 호텔 통계 (단위 : $)
항목/년도

2016

2017

2018

2019

최대숙박룸

19,981

20,964

21,916

22,325

가능한숙박룸

19,177

20,153

21,248

21,813

총 임대료

15,941

17,099

18,281

18,988

지불된임대료

15,867

17,038

18,229

18,939

표준평균점유율(%)

83.1

84.8

86.0

87.1

표준 평균 객실 요금

222.9

217.1

218.5

221.5

사용 가능한 객실당 매출액

185.3

184.2

188.0

192.8

출처 : STB’s survey on ‘Return of Hotel on Room Lettings’ 09 Feb 2020

③ 싱가포르 정부 오픈 데이터 웹 포털 ‘data.gov.sg’9) 연계 활용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 중 공개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포털
서비스 ‘data.gov.sg’를 운영하고 있음
‘data.gov.sg’ 사이트는 싱가포르 재무부의 계획 하에 싱가포르 국가기술청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음

9) data.gov.sg 홈페이지(https://data.gov.sg/about)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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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Data.gov.sg의 홈페이지

2011년부터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0년 현재까지 ‘data.gov.sg’ 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1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제작되었음
현재 새로운 포털은 데이터 저장소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부 공개 데이터에 대한 원스톱 액세스 제공, 시각화 및 기사를 통해 정부 데이터 및 분석
전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속화하여 가치 창출, 분석 및 연구 촉진 등의 목적을 가짐

STB는 STAN과 ‘data.gov.sg’ 연계를 통한 싱가포르 관광 마케팅 데이터 수집 및
활용성 강화 정책을 도모함
④ 생활 분석 리서치 센터(LARC : Living Analytics Research Centre) 연계 운영
싱가포르 정부 산하 국립연구재단(NRF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 연구기관으로, 생활 데이터 중 소비자, 기업, 사회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싱가포르 시민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행동 분석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관련 자체 기술을 타 연구기관에서도 활용하며,
STB 역시 연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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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콘텐츠를 이용한 사회 현상 분석, 소매 금융 부문의 소비자 인사이트 분석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최근 관광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테마파크 소비자
데이터 분석 및 이를 통한 수익률 관리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

⑤ 국제무역전시회인증제(Approved International Fair) 시행
AIF 제도는 1990년에 개발된 제도로써 현재는 싱가포르 전시컨벤션뷰로(SECB)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및 상업적으로 입증된 전시회 및 이벤트에 STB와
SECB 차원의 공식 인증을 부여하며, 최근에는 특히 중국과 인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품질 인증에 집중하고 있음
STB와 SECB가 접촉 포인트와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국제 바이어 상담과 무역
거래 성과 향상을 도모함
또한 AIF 행사에 싱가포르 지역기업이 참가할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이중세액공제(DTD; Double 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음
AIF 행사 참가자 유치 증대는 곧 싱가포르 내 FIT 수요로 전환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FIT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지원함
⑥ 안전한 공공 디지털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STB는 사이버 위험 증가와 업계 혁신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안 정책, 프로세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위험 관리 및 ICT 투자 수익 개선을 위한
모범 사례들을 발굴함
‘시프트래프트(shift left)’라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관광 데이터 및 디지털
마케팅 설계별 보안 철학을 구축하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빈번한 통합
보안테스트를 진행함
최고 보안 책임자(CTO)가 직접 관리하는 사이버보안필러(Cyber security Pillar)를
만들어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고위 관리 지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함
정기적인 피싱 예방 연습, 보안 관련 기사 게시, IT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브리핑,
보안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사무실 점검 등의 내부 직원 강화 프로그램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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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사례
① 관광 부문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STB는 2018년 ‘사업개선기금(BIF; Business Improvement Fund)’를 통해 44개의
호텔과 55개의 여행사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함
이는 무인 체크인 카운터, 데이터 분석, 로봇 솔루션 및 비즈니스 리모델링 등과 같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싱가포르 관광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실행임
BIF(Business Improvement Fund)를 통해 관광업 관련 신기술 개발과 활용 장려를 위한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0% 지원함
BIF(Business Improvement Fund)는 기술 혁신 및 채택, 관광 부문 비즈니스 모델 및
프로세스의 재설계를 장려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그림 3-15] BIF 프로그램 안내

STB는 ‘STA(Singapore Tourism Accelerator)’ 및 ‘Found 8’ 간 협력 구축을 통해
6개월간 12개의 관광 스타트업 육성(스타트업 당 최대 2만 5천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 프로젝트를 실행함10)
10) STA 홈페이지(https://www.stb.gov.sg/content/stb/en/trade-events-and-resources/Singapore-Tourism-Accelerator.html)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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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집중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럿 프로젝트의 잠재성과 범위를 파악한
뒤 상위 10개의 협력 기업을 선정, 4개월간 실제 사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프로그램의 마지막 교육일에는 산업 파트너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모데이가 개최됨
STA 협력 기업의 경우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MBS), 유니버셜
스튜디오 파크와 아쿠아리움 등의 관광지가 있는 리조트 월드 센토사(RWS),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등이 있음

[그림 3-16] STA 협력 업체
1:1 멘토링, 설립자 및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 시험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기술에 대한 첨삭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규모와 재정 전략을 수립하게 함
사업 분야의 경우 데이터 분석, 자연어 프로그래밍-다국어 변환/채팅봇, 클라우드 컴퓨팅/비즈니스
분석, 마케팅/테크 및 CRM, 다중 플랫폼 UI/UX 등이 있음
지원 조건의 경우 싱가포르 우수 관광객 유치, pre에서 post투어까지 FIT 대상에게 경험을
제공, 관광 사업 매출 증대/방문객 지출 확대 등의 목표를 하나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유망 신생
관광업체를 모집함

STB 주도하에 ‘관광상품개발기금(TPDF; Tourism Product Development Fund)’
운영을 통해 싱가포르 내 새로운 관광상품 및 관광 인프라 개발 추진 기업에게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함
TPDF(Tourism Product Development Fund)는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 또는 기존 관광
상품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방문객들에게 싱가포르의 매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기금임
이 기금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 회사, 협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지원자는
프로젝트의 범위와 장점에 대한 STB의 평가에 따라 적격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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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비용에는 전문 서비스, HW/SW, 자재 및 소모품, 생산 비용과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사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또한 ‘Kickstart Fund(KF)’를 통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콘셉트
콘텐츠에 대하여 산업 베테랑 멘토링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지원함
KF(Kickstart Fund)는 강력한 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및 이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지원함
이는 싱가포르에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를 양질의 관광 소프트웨어로 추가하므로, 관광지로서
싱가포르의 활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함
KF는 기업, 회사, 협회, 연구소 등 모든 법인들이 지원 가능하며, 적격한 프로젝트에는 고객
중심 이벤트 및 콘셉트도 포함됨(B2B2C 이벤트를 포함한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이벤트, 단일 또는 다중 버전의 이벤트성 운영 매장, 큰 행사의 예술
투어, 미식투어 등 일부 서비스 포함)
선정된 지원자는 프로젝트 당 최대 S$200,000(약 1억 7,000만원) 내에서 최대 70%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타사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원금 내 포함되지 않음. 이용 가능 비용으로는
전문 서비스, 장비, 생산 및 마케팅 비용, 내부 인건비가 가능함
KF로 지원 받는 프로젝트는 STB 보조금 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함

STB는 상기 외에도 다양한 관광 기금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활용함
레저이벤트펀드(LEF; Leisure Event Fund)는 싱가포르에서 세계적 수준의 차별화되고 유명한
레저 이벤트 경험 개발을 지원함
크루즈개발기금(CDF; Cruse Development Fund)은 크루즈 노선과 관련 여행사, 크루즈 선원
및 트레이너 등이 싱가포르 크루즈 운행 관련 강력한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함
체험향상기금(ESF; Experience Step-Up Fund)은 싱가포르 방문객에 대한 관광 경험을
향상시키는 관광 경험 개발 및 개선 활동을 지원
관광산업전문가교육(TIP-iT) 기금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관광 사업체의 직원역량 강화,
재능 및 리더십 개발 관련한 TIP-iT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② SSG(Startup SG) 플랫폼 연계를 통한 관광 스타트업 육성
Startup SG(SSG)은 싱가포르의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국내외에 선보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2017년에 만들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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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창업 커뮤니티의 공통 관심사를 대표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노력임
<표 3-6> Startup SG Platform 주요 내용
구분
Startup SG Founder

Startup SG Equity

Startup SG Accelerator

주요내용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최초 기업가에게 창업 자금
및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
싱가포르 정부가 제3의 투자자와 함께 창업 회사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지적 잠재력에 대한 세계 시장 잠재력을
가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혁신적인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고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창업의 성공을 위해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 성장 부문에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을 통해 육성책과
촉진책을 제공함

현재 관광 및 서비스산업(Travel & Hospitality Sector) 분야에서 79개의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광산업, 숙박서비스, 기술 솔루션 제공업, 식음료, 로컬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③ 관광 기업 대상 혁신 프로젝트 공모전 ‘Innovation Challenge’ 정기 개최
STB는 주요 관광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2017년 ‘Hotel & Travel Agents’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MICE산업’, 2019년에는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공모전 형태의 관련
사업체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함
정기적으로 관광산업 주요 분야 관련 사업체의 혁신 아이디어 개발 공모전
개최를 통해 각 산업이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고찰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실제 사업화를 추진함
STB가 공모전의 주제를 제시하면, 참여업체들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해결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음
참여하는 업체들은 ‘혁신 아이디어의 관련 산업 내 빠른 진입’과 ‘STB의 지원을
통한 위험 요소 감소’,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인지도 상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다양한 업체들이 본 공모전 프로젝트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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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 개발’, ‘이벤트 개발’, ‘제품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에 지원하며, 여행사 및 관광 가이드 라이센스 및 오차드로드에서 개최되는 이벤트
참가를 위한 임시 라이센스 등을 보증･지원함. 또한 싱가포르 현지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관광
산업 박람회에 참여하는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함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모전형 관광 기업 혁신 육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유지･진행함

[그림 3-17] Attractions & MICE 산업 관련 도전 과제 주제

[그림 3-18] STB의 Innovation Challenge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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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합관광 육성 사례
①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신규 자금 지원
싱가포르를 창의적인 문화로 고취시키고, 관광 매력과 수요를 창출할 만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화, 비디오 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함

② 싱가포르 방문객 센터(SVC)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하는 관광 산업 분야 종사자 및 기업체와 싱가포르 방문자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관광 콘텐츠 및 제품을 선보이고 싶은 공급업체 간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함

③ Grab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여행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싱가포르 창업을 기반으로 2012년 시작된 Grab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 버전임
2020년 STB는 Grab과 3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관광객에 대한 주문형 운송 서비스를
시작함
‘Grab-Pay’를 통해 방문자에게 현금 없는 교통서비스 체험을 촉진하고 보다 잘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GrabPay’는 Hawker Centres, 레스토랑, 쇼핑몰, 관광지에서 구입 가능

STB와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방문자의 여행 및 지불 행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여행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들 빅데이터를 STB의 TIH로 축적하여 분석･활용함
Orchard Road, Marina Bay 및 의료 시설은 Grab 승객들이 가장 자주 여행하는 곳으로 나타남

Grab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예약도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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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클룩 파트너십을 통한 쉬운 여행 서비스 제공
STB는 관광 활동 플랫폼 서비스로서 홍콩 기반 유니콘 기업인 클룩, 그리고 또
다른 관광 정보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다양한 앱 기업과 FIT를 위한
여행플랫폼 개발 사업 등의 협업을 통해 싱가포르 국제 관광객 대상으로 싱가포르
현지 생활 관광 체험 촉진을 노력함
그 중에서도 클룩은 유럽 진출을 포함한 글로벌 규모 확장에 주력하고 있어
싱가포르 관광 시장 협력 참여는 STB와 클룩 상호에게 win-win 전략임
STB와 클룩 협업을 통해 싱가포르 여행 중 현지 레스토랑이나 스파 같은 싱가포르
생활 방식 서비스와 관광 경험의 결합을 도모할 수 있음
STB는 클룩과 트립어드바이저 외에도 Booking.com, FareHabor, Traveloka 등의
OTA 기업과 Marriot Moments, IHG Guest Service 등의 호텔 기업, 그리고 Get
Your Guide와 같은 현지 활동 추천 서비스 기업 등의 다양한 스마트 앱 기업와의
연계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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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산업 인력 육성 분야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종사자 육성 사례
① STB와 NATAS가 협력 개발한 Travel Agent Road-map
2016년 STB는 NATAS(National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Singapore)와
Travel Agent Road-map을 개발･제시함

[그림 3-19] Travel Agent Roadmap(2016)

이 로드맵은 ‘비즈니스 변화’, ‘기술’ 및 ‘인력’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통해 여행사
비즈니스의 기능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임
인력 영역에서는 ‘Travel Agent Onboarding Guide(2017)’와 ‘인턴십 가이드(2017)’를
개발하여 신입사원 채용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여행사 교육을 통해 인재
유치 및 유지를 목표로 함
Travel Agent Onboarding Guide는 여행사 신규 진입자들에게 산업에 대한 이해를 얻고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소개함
인턴십 가이드는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여행사를 위한 안내서로,
여행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멘토가
인턴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와 인턴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양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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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Travel Agent Onboarding Guide

[그림 3-21] 인턴십 프로그램 가이드

이들은 계속해서 워크숍과 네트워킹 이벤트를 기획하여 현장과제를 이해하고
여행사 직원에게 HR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STB와 NATAS는 또한 경력 종사원을 대상으로는 ‘기술 수용 가이드(2017)’를
개발하여 여행사와 관련 종사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최신 기술
솔루션들을 정리하여 소개함

[그림 3-22] 기술 수용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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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기술 수용 가이드북

지원되는 최신 기술 수용 솔루션에는 온라인 견적 및 예약, 여행 운영 관리 및
백엔드 프로세스 단순화 등이 기본 시스템으로 포함되어 있음
STB와 NATAS는 비즈니스 관련 솔루션에 대한 여행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수용 쇼케이스 및 간담회를 진행함
급변하는 기술 발전 환경에서 여행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함
한편 NATAS는 WSG(Workforce Singapore, 싱가포르 인력개발국)의 ‘Adapt and
Grow’ 이니셔티브에 따라 ‘P-MAX’ 프로그램의 분야별 지부업무자로 지정되어
여행사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P-MAX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함
P-MAX는 중소기업이 새로 채용할 전문가, 관리자, 임원 및 기술자(PMETs;
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and Technicians)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집,
교육, 관리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임

[그림 3-24] P-MAX by WSG

나.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례
① Training Industry professionals in Tourism scheme 개발
STB에 의하면 싱가포르 관광 산업은 싱가포르 경제에 있어 6.4% GDP 기여율을
보이고, 179.6백만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함
2018년 WTTC 발표에 따르면 싱가포르 관광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노동력(1위)과 유리한 노동시장(10위). 관광 우선순위 지정(10위)에서
우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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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관광 분야의 일자리가 특히 여성, 청소년 및 소외된 사회에
지원에 용이하며,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킴으로써, 평화, 빈곤 감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래에 대한 관련 기술과 지식
개발에 유리하다고 인식함
인구 변화, 특히 기대 수명 증가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부문별 청소년 고용
경쟁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공공-민간 협력이 유능한 인력을 육성
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 인식함
이에 STB에서는 싱가포르 관광인력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운영하므로, 보증된 관광인력이 제공하는 관광 서비스품질에 대한
관광객의 신뢰성 및 만족도 제고를 도모함
Training Industry professionals in Tourism scheme 개발을 통해 관광 전문인력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구축함
② SkillsFuture Singapore(SSG) 연계 관광 직업 교육
SkillsFuture Singapore(SSG)는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
담당기관임
STB는 SkillsFuture Singapore, WSG(싱가포르인재개발국), 관광협회 및 교육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관광 기술 인력 양성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함

[그림 3-25] SkillsFuture Singapore 사이트 내 Skills framework for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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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Future Singapore라는 원스탑 포털은 관광 트렌드, 직종 및 직무를 포함한
진로 방향, 기존 및 신흥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는 우수 관광 인재 유치 및 유지, 개인 경력 및 기술 개발 관리 지원, 고용주 및 교육업체가
관련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원하는 직무역할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STB는 SkillsFuture Singapore 내 관광산업 분야 트렌드와 이를 위한 SkillsFuture
프레임워크를 소개함
교육 주체인 개인, 기업 및 교육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안내를 중심으로,
관광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 이벤트 관리 및 운영, 여행 관리 및 운영
등 69개 직업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함
③ STB Marketing College 프로그램 추진

[그림 3-26] STB Marketing College 학습 체제

STB Marketing College는 STB Marketing Conference 2018에서 시작된 관광업계
마케팅 전문가를 위한 학습 및 개발 프로그램으로, 초기 진행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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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화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STB Learning Portal’은 2018년 5월 업계
파트너에게 개방되어 ‘상시 학습’을 위한 6가지 모듈에서 20가지 마케팅 기술을
제공하는데, 싱가포르 관광 업계의 호응이 상당함
싱가포르 관광산업 분야 마케터가 STB Marketing College의 6개 모듈을 각각 완료하면
학습 기간 및 학습한 기술에 대한 인증을 포함한 맞춤형 전자 수료증(인증서)이 발급됨
④ 기타 관광산업 인력 교육 프로그램
STB는 관광산업전문가교육(TIP-iT)을 실시함
TIP-iT (Training Industry Professionals of Tourism)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들이
지원 대상으로 직원 ‘역량강화(Employee Upgrading) 프로그램’과 ‘관광 재능 및 리더십
개발(Tourism Talent and Leadership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운영됨
Employee Upgrading은 관광 인력의 능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코스 개발에 대한 장려책을 제공함. 지원되는 교육 범위는 신규/전문 기술, 다중 기술,
향상된 서비스 전달 등의 내용이 포함됨
Tourism Talent and Leadership Development는 젊은 인재를 관광 부문으로 유치하고 관광
회사의 중간 경영진을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임
TIP-iT 프로그램은 TIP-iT 기금 조성을 통해 운영 재원을 마련함

STB는 Tourist Guide(관광 통역사) 교육을 실시함
싱가포르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안내서비스 인력은 STB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General
Tourist Guide Licenc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SkillsFuture Singapore(SSG)에서 제공하는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WSQ)’의 ‘Tourist Guide’ 코스를 수강하고 관련된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함
자격증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함. 또한, 1년에 2번 STB에서 .
제시하는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STB가 요구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STB는 이를 관광인력 관련 홈페이지 ‘TRUST’를 통해 언어권별 STB에 등록된
관광 통역사를 검색하고 개별 직접 컨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TRUST에는 ‘Area Tourist Guide’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는 FIT 활성화 측면에서 특정
관심분야 전문 가이드를 검색･매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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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TRUST(관광안내사 검색 기능)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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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일본 사례 연구
1. 일본 사례 연구 필요성
가. 일본 관광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2019년 방일 외국인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3,188만 2,000명으로, JNTO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4년 이후 한국을 제외한 19개국에서 사상 최대를 기록함
국가별로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외 13개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함

아시아 시장은 한국에서 2019년 8월 이후 방일 외국인이 반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국가에서 신규 취항 및 증편 등으로 항공 좌석 공급량이
증가하여 높은 성장을 보임
북미 및 오세아니아 관광 시장은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개최를 계기로 연중
강한 성장세를 보여줌

출처 : 일본관광청(www.jnto.go.jp)

[그림 4-1] 방일 외국인 점유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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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에서 하는 소비를 ‘인바운드 소비’라 정의하고
있는데, 인바운드 소비는 2012년 이후 급증하여 2017년에는 4조 4162억 엔을
기록하였고 이는 2012년에 비해 4.1배 증가한 수치임
<표 4-1> 일본 인바운드 규모
구분
인바운드

2014
규모
증감률
(천명)
(%)

2015
규모
증감률
(천명)
(%)

2016
규모
증감률
(천명)
(%)

2017
규모
증감률
(천명)
(%)

13,413

19,737

24,040

28,691

29.4%

47.1%

21.8%

19.3%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일본 정부는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환대’라는 의미로 일본 예절의 기본을
뜻하는 ‘오모테나시’를 활용해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사용하면서 전국가적
정책 차원의 관광 입국을 추진 전략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실제 일본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급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임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TTCI)' 에서 일본은
전체 140개 국가 중 4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임
풍부한 자연자원 (25위) 및 문화 자원(5위), 전체 인프라(8위), T&T 우선 순위 지정(23위),
국제 개방성 (6위) 및 환경 활성화 (10위) 기록함
스포츠 경기장 시설(3위)은 다가오는 국제 스포츠 및 기타 행사에 일본이 입지를 굳혔으며
세계 경제 중심 위치는 다수의 국제회의를 보장함(7위)

출처 :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

[그림 4-2] 아시아 태평양 여행 및 관광 경쟁력 국가/경제 지수 (2019)

국제회의연맹(UIA)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597건으로 국제회의 개최 세계 5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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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일본 관광경제 성장률
2015

구분

2016

2017

2018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관광지출
(Billion US$)

3,032.9

32.5%

3,533.3

16.5%

4,959.4

40.4%

5,358.5

8.0%

관광수입
(Billion US$)

1,082.5

46.8%

1,357.7

25.4%

1,501

10.6%

1,619.6

7.9%

관광수지
(Billion US$)

-1,950.4

-

-2,175.6

-

-3,458.4

-

-3,738.9

-

2.3

-

2.3

-

2.3

-

2.4

-

7

-

7.1

-

7.2

-

7.4

-

직접효과
(%)
GDP
기여도 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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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일 외래관광객수 4천만 명, 2030년 6천만 명을 목표로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회의 ‘관광전략 실행 추진회의’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년의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함
주회의 내용은 수용태세 개선,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일본정부 관광국과 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 출입국 원활화 등임

방일 프로모션의 근본적 개혁과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를 추진하여 중점적인
20개국을 새로운 타겟층으로 하는 ‘방일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함
아시아뿐 아니라 일본 여행에 관심도가 낮았던 구미주 시장도 본격 공략하였고 2019년
통계로 그 성과가 나타남
JNTO 체제 강화를 실시하고, 본부 및 해외 사무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지자체 및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와의 연계를 추진함
‘MICE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의 인재 육성’ 사업도 예산 증액함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숙박 및 관광인프라의 원활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추진
2020년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 여행자 감소로 일본은 776억 엔
손해를 측정했으며, 일본 여행사 협회 JATA((Japan Association of Travel
Agents)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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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TA 사무국장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일본 관광 인바운드 수요는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과거 SARS 경험과 올림픽 등의 계기 등을 활용해 다시 복구 할 계획임을 강조함
특별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 제공을 위한 독점 웹사이트를 열며,
동시에 일본 정부 또는 관련 공공 기관에 문제가 있는 여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함

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관광청 및 일본관광공사 역할 변화 참고
일본의 관광정책은 국토교통성 산하 관광청과 일본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함
‘관광입국 실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와 차관급 회의인 워킹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됨

일본관광청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관광 루트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광역 관광 주요 루트 사업과 DMO를 통한 관광정책
구현을 적극적으로 진행함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관광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평가를 실시, 정책
주요 지표에 대해 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목표 달성 정도 평가를 실시함

출처 : 일본관광청 홈페이지. 연구자재구성

[그림 4-3] 일본관광청 조직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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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광청은 2017년 인바운드 정책추진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 타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서 약 100명 정도를 증원함
과 체재는 총무과, 관광전략과, 관광산업과, 국제관광과, 관광지역진흥부에 관광지역진흥과,
관광자원과를 두는 조직편성은 유지함
과 내에 설치된 실은 재편돼 국제관광과에는 종합계획실, 아시아시장 추진실, 구미주시장
추진실, 신규시장개발실을 두고 관광지역진흥과에는 광역관광추진실, 관광자원과에는
신콘텐츠개발 추진실을 두는 등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진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함

일본관광공사(JNTO)는 2015년 방일 프로모션 사업의 핵심 조직으로 변모함
‘독립 행정법인 개혁 등에 관한 기본 방침’, ‘관광 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 2014’,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에서 JNTO는 방일 프로모션 사업의 실시 주체로 자리 매김함
2020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도쿄 대회를 고려한 인바운드의 비약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해외 사무소를 두고 외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JNTO의 마케팅 데이터는 정책 기획과
입안 기초정보로 사용됨

출처 : 일본관광청 홈페이지. 연구자재구성

[그림 4-4] 일본정부관광국(JNTO) 조직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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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진흥 목적으로 국토교통성에 지방운수국을 두어 업무 추진함
현재 국토교통성 산하 지방운수국은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호쿠리쿠신에츠, 주부, 주고쿠,
시코쿠, 규슈 등 각 지방 별로 설치함
각 지방운수국의 관광부 하에 관광기획과, 국제관광과, 국제지역진흥과를 두고 있으며, 고베
운수 감리부, 오키나와 총합사무국운수부에서도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또한 각 지방운수국
산하에는 도도부현별 운수지국 있음

출처 : 일본관광청 홈페이지

[그림 4-5] 일본 관광청과 JNTO와의 관계 변화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협력 체계 구축이 훌륭함
일본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 정부가 PPP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프라 상황 때문이기도 한데,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함에 따라 일본에서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20세기 후반의 빠른 경제 성장시대에 기존
인프라의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임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메가이벤트 개최를 통한 4,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PP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본의
관광 계획을 달성해 나가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함
일본 정부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광 증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이유로 PPP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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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Future of Japan’s Tourism: Path for sustainable growth towards 2020

[그림 4-6] 일본관광 PPP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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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서비스인프라 및 스마트관광 육성 분야
가.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관리 정책 사례
① '동아시아 관광객‘ 중심의 수용태세 개선 전략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 4,000만명, 2030년까지 6,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중국, 대만, 홍콩)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방일 외래 관광객의 11%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상위 6개국의 관광객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며
소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유치 증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전략도 개발 중에 있음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럭셔리 잠재수요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모션 및 마케팅 활동 예정
<표 4-3> 동아시아 FIT 대상 수용태세 분야별 주요 개선 전략
전략분야

내용

출입국
정책

▪ 방일 중국인 관광객 개별관광 비자 정책 추진 :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인이면, 30일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추진함
▪ ANA 항공사, JTB 여행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지방 블록별 연결회’를 설립함
▪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는 공통된 의료 기관의 명단 정비

관광
안내체계

▪ 숙박시설에서의 중국어 방송 보급, 중국어 안내 충실 등 방일 중국인을 위한
응대서비스 개선 노력을 추진 중에 있음
▪ 숙박시설, 다 언어대응, 지방공항 유치 강화 등의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함
▪ 스토리텔링 기반 동영상 관광 콘텐츠 제공 등 젊은 개별 관광객 집중공략
▪ 외국인 관광 여행 등 재해피해 축소를 위해 환경 정비를 진행 : 비상시의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책 마련 진행 중
▪ 27개 지방공항 착륙료 우대 : 2016년부터 지방 공항 이용 시 항공사가 지불하는
착륙료를 최대 무료로 하는 우대 제도를 도입함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무료대여, 외국어 안내판 개선 등 외국인 항공여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고 있음11)

쇼핑

▪ 일본 내 중국 결제 수단의 사용 편의 개선
▪ 소비 면세 제도 확충을 기반으로 한 쇼핑 투어리즘 진흥과 지방 소비 확대
▪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지역브랜드’ 판매 촉진 : 각 지역마다 브랜드 마크
‘Japan + 지역명 Brand’를 수여해 판로 확대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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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자의 전략적 완화
일본 정부는 관광국의 프로모션과 연계하여 비자 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재외공관에서 비자 심사에 관한 물적·인적 체제 정비를 추진함
2020년부터 방일 중국인 비자 신청을 전자화하고 7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함. 온라인 신청 대상은 중국인 단체나 개인으로, 1회 입국에 한해 유효한
90일 이내 단기 체류비자를 제공하며, 일본 측이 지정하는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면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급함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일 외래객 목표 4천만 명 달성을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중점 5개국의 관광객 비자발급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임

③ 지방 도시 국제공항 건립 증대 및 나리타 공항 확장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관광 강국으로 부상한데에는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 강화에 집중한 것이 주요함
일본에는 현재 29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며, 그 중 22개가 2000년대에 완공함
과거 국제공항 건립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및 비즈니스 목적이었다면
근래 국제공항 건립은 일본 내 지방 도시로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을 일본 각지로 분산시켜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이 큼
2020 도쿄 올림픽 인바운드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여 도쿄로 들어가는 핵심
국제공항 인프라 중 하나인 나리타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함
나리타 국제 공항 확장 프로젝트는 2020년대 완공될 예정으로 관련 사업은 크게 활주로 확장,
비행 네트워크 확대, 인바운드 관광 및 화물 환적 포착, 공항 소매업 홍보 등 4가지로 구성됨
나리타 국제공항과 지역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활주로 수용력을 연간 30만 회의 이착륙을
50만 건으로 확장하기 위해 활주로 B를 2.5km에서 3.5km로 연장하고 3.5km에 이르는
새로운 활주로 C를 건설하여 야간 비행 제한을 완화할 예정임
나리타 국제공항은 다른 국가와의 항공 운송에 대한 정부의 open sky agreement 계약에 따라
119개 국가와 20개의 국내 위치를 포함하도록 비행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

11) 조아라·이성태, 「한일 국제관광 정책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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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게 최대 100%의 착륙 요금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노선을 구축하고 기존
노선의 빈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음
또한 승객 및 화물량이 많은 항공사를 위한 마케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항공사들과의 협업 및 윈윈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물류 시설 옆에 공항이 위치해 있어 항공화물에도 적합하며, 2024년까지 공항은 건설 중인
대규모 벨트 시스템을 통해 광역 도쿄 지역의 제조업체와 연결될 예정
또한, 자율 이동 로봇 가이드와 9가지 언어의 대화형 시스템인 인포터치를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올림픽 선수단을 수용하기 위해 현대화된 제 1, 2 터미널을 홍보하고 있음

③ '관광 수용환경 정비 서포터‘ 파견 사업
2010년부터 SNS로 해외에 일본의 안전성을 어필하는 사업인 ‘관광 수용환경
정비 서포터’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을 통합하는 쿨재팬(Cool Japan)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을 좋아하는 외국인을 DB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둠
일본에 주재하는 유학생 1,100명을 ‘일본관광 대사’로 임명함

④ ‘Japan Farm Stay’ 공유민박 정책 시행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 농가 민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
농림어업 체험이 가능한 공유민박업소에 ‘Japan Farm Stay’ 마크를 부착하는
인증제도, 농가 민박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관광청은 2016년의 「관광비전의 실현을 향한 액션 프로그램2016」에서 숙박 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제시된 ‘농림어업 민박 활성화 지속 추진’,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숙박업계와
함께 ‘민간에 의한 숙박시설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함

일본만의 독특한 주거문화 및 식사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공유민박제도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방문하고 싶은 매력 요인 중 하나로써 해외 마케팅 되어 일본 FIT 시장
증대에 일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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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Japan Farm Stay 해외 마케팅 사례

⑤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 및 ’이벤트 민박‘ 제도 실시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은 호텔 및 기타 외국인 여행자 숙박시설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이러한 시설의 정비를 꾀함과 동시에 외국인 여행자에게 등록
호텔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촉진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접객을 충실하게
하고 국제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록 호텔 및 여관(료칸)은 외국인 여행자가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대신 등록 호텔 및 여관은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인정되어 지방세 불균일과세와
외국인 여행자 유치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세제상 특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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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 인근의 고급 호텔은 한정되어 있고, 낮은 등급의 호텔들은
서비스 품질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2020 도쿄 올림픽 개최
시 외지 방문객들의 숙박시설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가용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벤트 민박 제도‘ 활성화 등의 유연한 대처 움직임을 보임
이벤트 민박 제도는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서도 특정 이벤트 개최 기간 및 전후
1일간 민박 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15년 6월 결정된 후생노동성 '규제개혁실시계획'과 관광청 및
후생노동성이 공동 발행한「이벤트 민박 가이드라인(2016.4.1 발행)」에 근거함
즉, (1) 대형 이벤트 개최 시, (2) 숙박시설 부족 예상 시, (3) 개최지 지자체 요청 등에 의해
높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숙박서비스 관련 2개 법률(여관업법,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른
영업허가가 없더라도 일반 주택의 민박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
최근 개정사항으로는 (1) 숙박시설 부족 판단 방법, 관련 부처 간의 연계, 업무위탁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추가, (2) 자택제공자(민박제공 희망자)의 지자체 신청방법 통일양식 작성
(3) 자택제공자 연수 등에 대한 안내, 지도 및 위생, 안전 등 주의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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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afety tips Application 개발
일본관광청은 관광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재해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Safety tips app’을 개발, push 알림의 형태로 해외 방문객에게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함

[그림 4-9] Safety tips Application 사례

앱을 설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진 조기 경보, 쓰나미 및 기타 기상 경보를
알려줌으로써 관광객들로 하여금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
일본관광청은 더 많은 해외 여행객들에게 체류 안전과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앱 개발사와 협업하여 다른 주요 앱 서비스들이 Safety tips app과
연동하여 재난 정보 제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나가고 있음
이를 통해 다른 앱 개발사들은 새로 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도 Safety tip의
API(Application Programme Interface)를 사용하여 5가지 언어(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번체)로 재난 관련 정보를 배포할 수 있음

[그림 4-10] Safety tips app 연동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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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Barrier-free’ 및 ‘Accessible Travel Japan’ 등 유니버설 관광 정책 고도화
2000년대 후반부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유니버설 투어리즘 정책이
조기 개발 시행됨12)
유니버설 관광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행이며, 노인이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스스럼없이 참가할 수 있는 여행을 목표로 함

최근에는 장애인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 역시 유니버설 투어리즘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음

[그림 4-11] 일본의 베리어프리 관광 인프라 조성 사례

관광시설,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의 베리어프리 또는 베리어소프트화 정책들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거점 조성 사업인 일본 BF(Barrier-free)관광 상담센터를 설치함

[그림 4-12] 일본의 베리어프리 여행상담 창구 현황
12)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pp 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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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베리어프리 관광 상담센터는 해당 지역 관광 관련 베리어프리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지역 관광 관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베리어프리 지도·상담 등 관광객 대응을 지원하는
유니버설 투어리즘 지원 센터 및 거점 조성 사업으로써 추진됨
환경 정비를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 NPO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 지역의
베리어프리 수용 태세를 강화하고, 관련 여행 상품 개발 및 확산 위한 노력을 실시하는 등
유니버설 관광의 보급과 촉진을 도모함
2018년 저출산 및 고령화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 대회를 대비해 다양한 범용
투어의 상품화 촉진을 목적으로 여행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사업을 추진함
2017년도부터 숙박 시설의 배리어프리화 정보 제공과 홍보를 담당하며, "숙박 시설의 장애인
정보 발신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함
현재 관광과 관련하여 도쿄를 중심으로 관광지 BF 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재해 시
피난행동이 어려운 지원자를 배려한 BF 피난지원 기본구상, ICT를 활용한 BF 정보발신 및
행동 지원 등을 진행 중

Accessible Travel Japan 웹사이트를 개설함
2020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유니버설 투어리즘 인바운드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BF 관련
필요 정보 항목을 외국인의 시선에서 검토하고, 관련한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웹
사이트를 개설함

[그림 4-13] Accessible Travel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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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을 통한 코드화 점자 블록 활용 AI 음성 유도 서비스13)
산학협력을 통해 가나자와 대학 공학부의 코드화 점자 블록은 시각 장애인의 보행 과제 경감뿐
아니라, 관광객이나 외국인도 관광정보 및 재해 시 피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를
목표로 함
미리 코드화한 점자 블록을 판매하고 타 지자체도 이용 가능하게끔 개방형 데이터화도 추진
중에 있음. 관광 안내 코드화 점자 블록은 코드 번호와 화장실 등의 종류 및 부설된 위도와
경도, 고도, 방위 텍스트 정보, 음성 정보 등으로 구성됨
2019년, 관광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관광 안내 코드화 점자 블록의 장착 지점을 선정하고
설치했음

[그림 4-14]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및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점자블록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코드화된 점자 블록에 도달하면, AI가 관광시설이나
식당 혹은 화장실 등을 음성으로 유도함
뿐만 아니라, 재해 시 대피소로의 유도 정보 변환도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뽑아, 추후 관광 스탬프
랠리에도 적용 시킬 수 있음

나. 4차 산업혁명 연계 신기술 기반 숙박서비스 개선 사례
① 신기술 기반 숙박서비스 개선 정책 방향 및 전략
일본 오라클 주식회사의 설문조사 ‘Oracle Hotel 2025’에 따르면, 호텔 운영
회사의 약 72%의 경우 체크인 시 투숙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하도록 향후
5년 이내 얼굴 인증을 사용하겠다며 응답함
호텔 운영 회사의 78%가 2025년까지 투숙객이 음성에 의해 실내 공기 조절이나 조명 등의
객실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고 응답함

13) 코드화 점자 블록을 활용한 AI음성 유도 서비스의 사회구현 연구를 개시(출처 : http://kyodonewsprwire.jp/release/2019122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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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의 41%가 호텔 프런트가 고객이 자신의 이름이나 포인트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고객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호텔에 예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음

네트워크 연결 호텔 시설 솔루션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며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국제 호텔&레스토랑 쇼’에는 다수의 네트워크 연동형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음
‘하우스텐보스’가 진행한 스마트호텔 프로젝트 ‘기이한 호텔’은 2015년에 화제가
되어 로봇이 접수(실제로는 카메라의 반대편에 사람이 개입함)를 실시하고 로봇이
짐 운반 및 룸서비스를 수행함
글로벌 고급 호텔 브랜드를 중심으로 환대 향상 체험과 품질 향상이라는 방향에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네트워크와 호텔 서비스가 연결되어 원스탑 스마트호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나 의외로 일본 호텔서비스의 스마트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
힐튼 호텔은 회원용 서비스를 집약한 어플리케이션 “Hilton Honors”를 개발하고 예약, 사전
체크인, 객실 위치 예약, 룸서비스 사전 주문, 필요 장비 및 시설 준비 요청 등 가능한 범위에서
응용 서비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제공하고자 함
또한 “Connected Room”이라는 앱을 사용하면 실내 조명, 에어컨, AV 시스템 등 제어가
가능하도록 함
서구권에서는 투숙객의 스마트 폰이 룸 키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익숙하나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대면 체크인이 의무화되어 있어 사례 연구가 없었던 것이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호텔의 예약 시스템은 일부 기업이 점유율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패키지 제품과
연결하려면 일본 시스템 및 기기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② 신기술 적용 숙박서비스 추진 사례
미츠이 부동산 호텔 매니지먼트의 'Sequence(시퀀스 호텔)'14)
호텔 체크인, 엔터테인먼트 시설 입장, 상업 시설에서의 결제 등에 얼굴 인증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편리성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는 고품격 체험을 선사함
사전에 등록한 얼굴 정보와 예약정보를 연결하여 호텔 방 입주 시 카드와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객실 출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음
14) NEC, 미츠이 부동산 그룹의 새 호텔 브랜드 'Sequence'에 얼굴 인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서비스 제공 (출처
일본 전기 주식회사,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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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얼굴 인증에 의해 체크인, 입실 예상 이미지
얼굴 인증 기술의 경우 얼굴 정보의 사용에 동의하고 등록한 투숙객만 사용할 수 있기에,
동의를 얻지 않은 투숙객의 얼굴 정보 보유 및 대조는 진행하지 않음
추후 해당 호텔의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는 고객이 공항 등의 수하물 배송 카운터에
마련된 전용 태블릿에서 얼굴 인증 후 예약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숙소로 수하물을 배송하는
것으로 확대 예정임

TATERU bnb의 ‘Musubi Hotel(무스비 호텔)’

[그림 4-16] TATERU bnb Kit 구성
교토에 위치한 해당 호텔은 객실마다 여행자용 IoT 기기 “TRIP PHONE"을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예약 서비스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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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텔 내부에 예술 공간을 겸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전시회 혹은 라이브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투숙객이 지역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TATERU bnb 모바일 앱에서는 "BNB Kit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잠금장치 및 체크인
패드)"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음

릭리에의 “Grand Base Tenjin, Fukuoka(그랜드 베이스 텐진, 후쿠오카 호텔)"
릭리에의 최첨단 기술 호텔 시리즈는 ‘Tech Plus Hospitality'를 주제로 쾌적하고 널찍한 거실
공간을 갖춘 기술의 최대 접점으로 새로운 숙박 스타일을 제공함
감시 카메라에 의한 “ITV(Industrial Television) 감시 시스템”으로 릭리에 본사에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여 보안에서 강점을 보임

일본 Henn Na Hotel
도쿄의 Henn-na Hotel은 ‘기이한 호텔’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5년부터 1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고 운영 중임
이 호텔의 눈을 깜빡이고 숨쉬는 액트로이드(일본 로봇 형태 중 하나)는 시선을 맞추고 신체
언어에 반응하며 유창한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
이들은 객실 손님을 위한 체크인/아웃 업무와 가방을 운반해주고 커피를 만들어주며, 방을
청소하고 세탁물 배달하며, 각 객실에는 현지 식당 또는 즐길 거리를 추천해주는 소형 로봇이
배치됨
로봇 외에도 호텔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객실 문을 열어주고, ‘복사 패널’ 에어컨 시스템은
체온에 따라 온도를 조절해줌. 또한, 필름형 차세대 태양전지를 활용해 호텔 간판 조명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5개까지 호텔이 증가함

[그림 4-17] Hen-na Hotel 프론트 데스크 로봇 직원 (나가사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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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사례
① 스마트시티 추진 사례
총무성, 경제산업성, 환경부, 내각부, 국토교통성 등 총 5개의 정부 관련 부처가
스마트 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지원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15)
총무성에서는 소프트웨어(데이터 활용)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며, 통신 환경의 정비와 데이터
활용, IoT 활용에 주력함
경제산업성에서는 ’차세대 에너지·사회 시스템 실증 사업을 비롯한 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함
환경부는 에너지 관련 사업과 지역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을 활용한 자립 분산형 지역 만들기
모델 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내각부는 미래도시 환경 모델 도시 지정과 과학 기술 혁신을 실현하는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에 관한 사업을 추진 중임
국토교통성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공간의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율 주행 운전 구현을 위해 검토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② 스마트시티 관광 융･복합 연계 추진 사례
일본 국토교통성은 새로운 기술과 민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선행 모델 프로젝트’ 15건과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사업화를 추진할 '중점 사업화 촉진 프로젝트' 23건을
선정함
이 중에는 관광지와 축제 등의 이동데이터 분석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자동운전
차량 관광객 이동 지원 및 관광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대응 등 관광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됨
주요 관광 관련 선행모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우쯔노미야시(宇都宮市) : 관광지와 이벤트 방문객 데이터 분석, 모바일서비스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임

15) 『스마트도시 해외사례 및 주요기관 : 일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제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2019,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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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보쿠시(仙北市) : 스마트폰과 앱 사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정보 발신, 체류형 관광 유도
사업임
시즈오카현 : 자동운전차량 관광객 이동 지원, MaaS 앱을 통한 관광객 교통 정보 및 재해 정보
제공,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VIRTUAL SIZUOKA」제작 등임

폐 철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개발16)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는 버려진 철길을 버스 전용도로로 정비해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할
계획임을 밝힘
‘히타치 BRT’라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 3.2km의 선로를 이용해
소프트 뱅크와 SB 드라이브가 버스 자율주행 실험을 실행함
정식 운행은 2021년부터 이며, 도로상에 매설된 자기장 마커와 카메라를 통해 신호 정보를
연동해 주행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임
해당 서비스는 고령자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병원, 상업시설 등에 방문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전망하고 있음

③ 교토시의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례
비현금 결제 도입 점포를 확대함
2019년 교토시 관광협회가 실시한 비현금 결제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념품 매장,
문화/관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889개 점포 중 비현금 결제를 도입한 점포는 83.8%로
2015년(64.8%) 대비 19%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88.2%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교토시 기준)
비현금 결제를 도입한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포는 33.4%로 음식점(47.4%)과 기념품
매장(45.6%)이 두드러짐
비현금 결제 현황 : 신용카드(비자·마스터카드·JCB 등 97.8%, 은련카드는 68.8%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 QR코드(중국계 27.7%, 국내업체는 17.4%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아침 및 야간 관광정보 제공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완화를 도모함
교토시 관광협회는 교토 관광 공식 사이트(교토 관광 네비)에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교토 아침/야간 관광' 페이지를 오픈함

16) 지방소멸 먼저 온 일본, 스마트시티로 해결 (출처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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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는 혼잡시간대 관광객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체류 시간 연장 및 소비액 증가를 기대함
본 사업은 교토시의 숙박시설에서 징수되는 숙박세를 활용하여 실시함
- (아침관광) 이른 아침 영업 식당, 교토역 인근 사찰 새벽 법회 참가 정보 등
- (야간관광)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야간 단풍관광 정보 등

교토 여행 가이드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은 외국인들의 편리하고 쉬운 교토 여행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3개 언어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길찾기(네비게이션)
및 실시간 가용 교통편 검색, 통역, 비현금 결제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4-18] Kyoto Travel Guide의 SMART 관광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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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사업체 육성 분야
가. 관광산업 통계 조사 관리 사례
① Japan Tourism Statistics
Japan Tourism Statistics은 JNTO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통계 플랫폼으로,
내외국인의 여행 트렌드 파악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함
또한, 일본 지역 내에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내고,
외국인 방문객들의 다양한 성향을 데이터를 통해 제시함

출처 : JNTO 관광통계 플랫폼 웹사이트, https://statistics.jnto.go.jp

[그림 4-19] JNTO Japan Tourism Statistics

② 공익사단법인 일본관광진흥협회(JATA) 관광 통계
JATA는 관광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협회로, 관광에 관한
통계를 정비하고 관광관련 자료를 간행하고 있음
해당 통계 및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토산품 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
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이를 활용한 관광 관련 제도 및 시책에 관련한 정부 기관 건의 및 자문을
처리하며, 관광지 미화, 시설정비, 용지취득 등도 관리함
③ GPS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진흥 연구
외국인 관광객의 로밍, GPS, SNS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경로, 온라인
내 해당 지역 언급빈도, 평가 및 의견 수렴 후 관광전략에 재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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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 Net'은 일본 전역의 DMO 간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인재확보와 역할분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연대를 지원함
각종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명확한 개념에 기초한 전략(브랜딩)의
수립, KPI 설정, PDCA 사이클의 확립을 지원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관광 진흥 방안과 방문객의 시기별 관광 행동(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에 맞는 서비스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관광
지역 만들기에 임하는 지역의 관광 진흥 관련 문제의식이나 방문객의 요구 사항
등에 대응해 지역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들을 정리･제시함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관점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 실태 및
잠재적인 요구 파악할 수 있는 ICT 기반 조사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정리하고 이를
각 지역 정부의 관광 시책 검토 시 참고할 수 있게 함
GPS 기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관광지에서 방문자의 행동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 관광 진흥 정책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 행동 연구 사업도 실시함

④ ICT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수요 예측 사업을 실시함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관광수요예측 시범사업의 일환인 교토시 단풍시즌
아라시야마 지역의 관광수요 분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8.11~12월)한 결과,
관광객 혼잡 지역의 방문시간 분산 효과가 나타남
일본에서 처음으로 Wifi 접속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수요 예측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관광지 혼잡 방지 및 관리, 주변 지역방문 유도 등을 촉진할 목적임
아라시야마 13개소에 Wifi 접속 감시 센서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 상황 파악,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광환경 개선도 설정, 관광객 유입 상황에 따른 향후 상황을
예측하여 웹사이트(https://arashiyama.fun)를 통해 관광객에게 여행 쾌적도와
추천관광지 정보를 제공함
해당 사이트를 참고한 사람들의 50%가 혼잡한 시간을 늦춰서 방문하였고, 약
40%가 해당 사이트를 계기로 유명관광지 주변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시범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교토시는 관광협회,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관광수요 분산을 위한 웹사이트(여행 쾌적도 가시화)운영을 본격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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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사례
① 일본형 DMO 육성 사업
일본의 DMO는 지역의 ‘돈을 버는 힘’을 활용하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관광지역 만들기의 키잡이 역할을 수행함
명확하고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관광을 통한 지역 상품 소비를 활성화하는
관광지역 만들기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립된 전략을 착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조정 기능을 갖춘 지역 법인을
창업시키는 것이 일본형 DMO 육성 사업의 목표임
일본관광청과 지역 정부, 유관 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를
추구한 점은 한국형 DMO 개발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함
새로운 콘텐츠 창출과 지역에 대한 지원 실시, 지역관광의 주체가 되는 DMO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
DMO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관광목적지로 만들며, 해당 목적지의 브랜드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함
최첨단 ICT를 활용한 관광과 잠재적 관광자원 및 야간 관광 자원을 육성 등 DMO와 지자체 간
역할 명확화, 일원적 정보 발신 체계 수립 및 디지털 마케팅 정보 강화를 추진함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마케팅,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DMO 설치, 지역 브랜드를
대표하는 지역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함
중점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위한 지방 관광환경의
정비, 지방의 수용 태도 정비 등을 진행함
해당 DMO는 일본 관광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법인 신청 후 일본관광청의 심사를 통해
관계부처에 의해 타부서와의 연계지원이 이루어짐
지역 신청 → 관광청 등록 → 유관 기관의 연계 지원의 과정을 거쳐야 DMO가 설립됨

② 일본관광청,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9개 테마 선정 및 지원
일본관광청은 2016년도부터 지속된 '테마별 관광에 따른 지방 관광객 유치
사업'에 따라 2018년에 지원한 17건 중 9건을 최종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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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9개 사업에 대해 만족도 조사,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매뉴얼 제작,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공동 웹사이트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임
애니메이션 투어리즘 : 애니메이션 관광지 홍보 (관광정보 팸플릿 제작 등)
사이클 투어리즘 : 지역 사이클 가이드 육성, 모니터 투어 개최 등
전국 현지 마라톤 : 외국인 모객 증가를 위한 중국인 대상 참가 사이트 개설 등
닌자 투어리즘 : 전국 각지 닌자 활용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인플루언서 활용 PR 등
오래된 고급 음식점 : 유서 깊은 음식점의 매력 홍보, 여행코스 개발 등
산업시찰 관광 : 소비자용 실태조사 실시 및 웹사이트 기능 정비 등
온천 미식여행 :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확립을 위한 온천지역 심포지엄, 포털사이트 기능
강화, 장기체류 투어 시험사업 등
향토음식 탐방(푸드 투어리즘) : 지역 고유 음식문화 정보제공, 음식관광 인재육성 등
하늘 투어리즘 : 일본의 하늘과, 별, 우주 등의 관련 관광지 인지도 향상

④ end-to-end 고객 경험 플랫폼 구축을 위한 IT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고객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 운영되는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은
관광객의 구매 행동 및 선호도를 포함하여 관광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될 수 있음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통, 숙박, 식당 및 지역 이벤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패키지화하여 맞춤식 종합 여행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광 IT 플랫폼의 개발 및 구현을 위해 IT 회사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스타트업을
포함한 서비스 영역 관련 업체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할 수 있어야 함
Huber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겪는 이슈인 언어 장벽, 정보 부족, 획일화된
체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해외 관광객들을 일본 가이드와
연결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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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Huber 비즈니스 모델

[그림 4-21] TABICA 체험 종류

출처: The Future of Japan’s Tourism Growth 2020

TABICA는 게스트가 ‘체험하고 싶은, 알고 싶은, 만들고 싶은’ 체험에 대해
호스트들이 실제 가능 장소에서 구체화시켜 제공하는 생활 공유 플랫폼임
일본 전국 다양한 지역에 사는 호스트가 기획하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기회 또한 제공
체험을 기획하는 호스트는 누구든지 무료로 서비스를 등록 및 게재할 수 있고,
모든 체험에 보험이 적용되므로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음

다. 융합관광 육성 사례
① 인프라 투어리즘 매력 증가 프로젝트
2019년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내 구축된 댐과 대교 등의 기반시설 (infrastructure)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인프라 투어리즘 (Infrastructure Tourism)‘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함
이는 2018년 11월 실시한 '인프라 투어리즘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인프라
투어리즘 매력 증가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임
일본 최초 아치댐인 나루코댐을 비롯하여 얀바댐, 교토의 아마가세댐, 아이치의
구루시마해협대교, 가고시마의 츠루다댐 등 5곳을 인프라 투어리즘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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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일본 인프라 투어리즘 개발･운영 사례

시범사업지구에서는 일본형 DMO와 연계한 투어 구성, 광역 관광모델 개발 등의
다양한 관광객 유치 사업과 국내·외 홍보 및 인바운드 대응사업 등이 실시되었음
전국에 걸쳐 437건의 인프라 투어리즘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여름
방학기간 신규 여행 수요 창출을 유도했으며, 지역 간에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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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산업 인력 육성 분야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종사자 육성 사례
① 미래형 관광 경영 관리 인재 육성
관광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IT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까지 없었던 관광
비즈니스 영역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광객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음
2016년 ’내일의 일본을 지탱 관광 비전 구상 회의‘에서 관광산업의 인재 육성은
중요한 기둥의 하나로서 국제 경쟁력을 더욱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이에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경영 인재 육성 강화 추진을 계획함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경영 인재”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 MBA 설치 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경영 인재 육성 및 강화
여행 및 숙박 등의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의 육성·강화를
목적으로 대학 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산학 연계에 의한 자립·지속 가능한 구조
만들기를 실시함

즉시 전력이 되는 지역의 실질적인 관광 인재 육성
즉시 전력이 되는 지역의 실질적인 관광 인재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 중소 규모의 여관·호텔 등
관광산업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일할 의욕이 있는 여성 시니어의 활용 등 휴면
인력시장 접근 검토

② 관광 경영 능력 강화 정책 사업17)
도쿄도 및 도쿄관광재단은 관광 진흥을 전략적, 종합적으로 전개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관광 관련 사업자의 경영 능력 향상 사업을 진행함
ICT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광분야에서의 새로운 서비스 상품의 개발,
외국인 여행자용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도쿄도 내의 2년 이상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사업자 5팀을 선정함

17) 일본 도쿄부 산업노동국 관광부 관광 경영 능력 강화 사업(http://www.sangyo-rodo.metro.tokyo.jp/tourism/kakusyu/tokusanhin/)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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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도입비, ICT화 비용(시스템 구축비, 소프트웨어 도입비, 클라우드 이용비, 데이커
취득, 데이터 해석 경비), 전문가 지도비, 신상품 개발비(외주 밑 위탁비, 원부 자재비, 시설
공사비, 산업 재산권 출원 및 도입비), 유치 및 판로 개척비(전시회 등 출전 경비, 행사비,
광소비 등의 경비) 지원과 사업계획 수준 향상 및 실행을 돕는 어드바이저 지원을 동시에
진행함

그 결과 Grooves는 일본 인재 채용 기술 스타트업 회사로, 2019년 JTB(Japan Tourism
Bureau) 및 전일본 관광 국가기금(All-Japan Tourism National Fund)으로부터 3백만
달러를 투자받음
이 회사는 일본에 5,000개 이상의 회사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이 새로운 기금을
활용하여 국가 관광 부문의 고용 증대에 집중할 계획. 또한, 투자를 통해 일본 모든 지방에서의
사업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목표인
Grooves는 외국인 근로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Grooves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능력과 경영 기술이 일본 관광 경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그림 4-23] JTB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Grooves

나.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례
① 관광 지역 만들기 상담 창구 개설
관광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책 소개 및
관계 부처 중재 등을 통해 지역 관광 개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관광 지역
만들기 상담 창구’를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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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루트라 불리는 주요 관광 루트 외에 일본 전역의 지방 도시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의 숙박으로 연계할 수 있는 민박, 고택 등 숙박
인프라를 활용한 고용 증대 및 지역 특산품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고용 증대를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
②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자원봉사 가이드 제공(웹사이트 제공)
자원봉사로 관광 안내를 하는 가이드를 소개하며 지역별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제공 가이드를 매칭 제공함
국토교통성 관광청 웹사이트에서 지방 지역별 자원봉사 가이드 정보를 제공함
<표 4-4> 지역별 자원봉사자 가이드 정보 예시
구분

지역

홋카이도

홋카이도

동북지방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관동지방

이바라키, 토치,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카나가와, 야마나시

호쿠리쿠 신에츠 지방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나가노

중부지방

후쿠이, 기후,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긴키 지방

시가, 교토, 오사바, 효고, 나라, 와카야카

츄고쿠

돗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코쿠

도쿠시마, 카가와, 에히메, 고치

큐슈 지방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지방

오키나와

② 트렌디한 관광객 수요 맞춤형 통역 가이드 제도 개선
방일 외국인 여행자의 수용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통역 안내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함. 또한 여행의 안전과 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랜드 오퍼레이터
등록 제도 창설’ 등의 조치를 강구함
“통역 안내사법 및 여행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세이 29년 법률 제50호)”이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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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독점 규제의 폐지･명칭 독점 규제만 존재, 지역 통역 안내사 제도의 전국시행,
전국 통역 안내사에 등록한 연수기관 연수 수강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전국 통역 안내사는 5년에 한 번씩 관광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통역안내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2020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임
현재 일본관광청 관광 인재 정책실에서는 다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외국어 가이드의
실태 파악 조사･보급 개발 사업'을 실시함
여행사, 인재 파견 직업 소개 사업자, 지방 자치 단체(DMO 포함), 매칭 사이트, 여행 서비스
수배업자(랜드 오퍼레이터), 인터넷 리서치 서비스, 자원 봉사 통역 가이드 단체, 외국어
가이드 본인 등

관광 가이드 사업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사용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은, 일본관광청이 부여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활동 가능함
관광 통역 가이드 시험은 JNTO가 대신 실시함

이는 국가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면허 없이 보수가 따르는 관광 안내를 했을
경우 JPY 500,000(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특정 현(県) 또는 도시 내에서만 통역 가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별 관광 안내 통역사 제도도 시행 중임
이 자격은 희망하는 현에서만 시행되며, 시험도 각 현에 의해 실시됨
홋카이도, 이와테, 토치기, 시즈오카, 나가사키, 오키나와현 등이 있음

한편 JGA(Japan Guide Association)에서는 통역 가이드 검색 시스템을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해당 웹사이트 내에서는 지역, 언어, 특정 지식 분야 등을 통해 알맞은 가이드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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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체계적인 통역 가이드 시험 절차

[그림 4-25] 일본 통역 가이드 검색 시스템

③ 지역 관광산업 전담 핵심 인재 육성
일본 정부에서는 지역 관광 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사회인 양성 강좌를 전국 13개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
수강대상은 원칙적으로 이미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전국의 여관·호텔 경영
후계자, 임원 및 관리직 등의 차세대 경영진, 여행업 및 기타 관광 관련 산업 종사자 등임
수강료는 무료이며 경영 전략, 재무 회계, 조직, 마케팅, 브랜딩 등을 중심으로 업계 지식인과
대학 강사진의 강의, 토론 등 대학에 따라 강좌는 다르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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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VISIT JAPAN 대사 임명과 관광 카리스마 100선 시행
일본 국토교통성과 관광청에서는 일본의 매력을 홍보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용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VISIT JAPAN 대사(이전의
YŌKOSO! JAPAN 대사)'로 임명함
Selection of Successful Tourism Experts를 선정함
각 지역에서 관광 진흥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개인을 육성하기 위해 JTA는 “100명의 성공적
관광 전문가(관광 카리스마 백선)” 선정위원회를 설립하고 100명의 성공적 관광 전문가를
지명하여 전기 및 업적을 소개하고 있음
이는 기존 관광지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 진흥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기인하였음

[그림 4-26] Selection of Successful Touris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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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캐나다 사례 연구
1. 캐나다 사례 연구 필요성
가. 최근 정부차원의 관광 산업 육성 가치와 필요성 인식 증대
캐나다는 2001년 연방정부의 산업부(Industry Canada, 재정/경제 관할) 소속이었던
관광기구를 ‘Canadian Tourism Commission’이라는 여왕직속 공사(Crown Corporation)로
독립시켰으며 최근 ‘Destination Canada’로 명칭을 변경함
캐나다는 “Destination Canada(2018). Unlocking the Potential of Canada’s Visitor
Economy” 발간을 통해 과거 캐나다 관광 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지 못해 왔고
이는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향후 캐나다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함
2017년 기준 세계 GDP 평균 성장률 3.7%보다 더 큰 4.6%의 GDP 성장률을 보였고 이러한
평균 이상 성장률이 7년 연속 기록되었다는 점에 주목함
반면 캐나다 관광 시장은 캐나다 관광 자원의 매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중 3년
동안 세계 관광 시장의 성장률 대비 뒤처져 왔으며, 미국, 호주,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
비해 캐나다의 무역 수출 중 관광 수출의 비중이 훨씬 적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함

캐나다는 앞으로 더 많은 세계 관광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공정한 점유율’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하루아침에
발휘될 수 없으며, 정부나 민간 어느 한부분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견지함

나. 지방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관광산업 중요성 인식 증대
캐나다는 관광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관광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서비스 수출로 2018년 220억 달러 이상, 전체 서비스 수출의
20%에 육박하고 있어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함
관광산업은 단일 산업으로는 지리적으로 캐나다 영토에 가장 넓게 분포하기에
캐나다의 모든 지방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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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수입은 모든 지방의 소규모 지역사회의 사업과 비영리 활동 등과 연결되며,
실제로 관광업 일자리의 56%가 캐나다 지방에서 창출됨을 주목함
캐나다 관광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이르고 있으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때문에 낙후된 농촌이나 산악, 해안 지역일지라도
저마다의 지역 및 민족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 환경, 그리고 스토리를 기반으로
관광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음
캐나다 입국 해외 관광객이 1% 증가하면 수출 증가가 향후 2년 동안 8억1700만
달러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과 서비스 범위도 증가함
특히, 캐나다의 관광산업은 캐나다 대서양, 브리티시 컬럼비아 및 유콘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

관광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점 중의 하나는 경제적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캐나다 국내 경제 침체 시 경제 상황이 좋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의 중요도가 증대됨
특히 미국 관광객 중심의 관광 시장을 다각화하여 더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러한 경제 안정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에 주목함

다. 중산층 일자리 증대 목적 관광산업 정책 수립 사례 벤치마킹 필요
캐나다 정부는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2019).
Creating Middle Class Jobs: A Federal Tourism Growth Strategy’ 발간을 통해
캐나다 관광의 문제점 진단과 성장 기회 활용 방안에 의거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함
국가 경제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광산업 육성 정책의
강력한 실제적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집단 간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를 설립함
‘캐나다 경제전략위원회(Economic Strategy Tables)’는 2017년부터 캐나다 미래 경제 성장에
핵심이 되는 6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 모델 개발과 육성 정책을 실행해 왔음
2019년 캐나다 경제전략위원회는 관광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경제 성장에 대한 산업과 정부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의미에서 기존 6개에 산업 분야에 이은 7번째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
추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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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캐나다 관광산업 경제전략 모델 구축을 통해 중산층 일자리를
증대하기 위한 장기 과제 해결을 추진함

국가적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창출 전략은 3개의 중심축 강화와
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 관광산업 중장기 종합 육성 계획으로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핵심 목표를 중산층 일자리 창출로 설정한 것이라 하겠음

라. 빅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혁신 전략 사례 벤치마킹 필요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방문 관광객과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호텔
매출세 신고, 국경 출입국 현황, 고속도로 교통량, 관광 실태 조사, 주요 관광지나
행사장 매출 등)들이 서로 다른 출처에 근거하여 조사되어 왔음
캐나다 관광 업계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로 인해 관광마케팅 및
육성 정책 수립이 시의적으로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음에 자성함
예를 들어 호텔 매출세입 데이터 이용은 매출 발생 시점부터 6~8개월이 걸리며, 숙박료 변화를
감안할 수 없어 정확한 숙박객 현황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출처의 데이터들과 결합해야
하지만, 지역민과 관광객을 구분할 수 없고 입국 설문 등을 통해서도 특정 숙박 시설 이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활용 가치를 가진 데이터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TOTA(Thompson Okanagan Tourist Association)는 Destination
Canada 및 캐나다 통신회사인 TELUS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TELUS Insight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빅데이터 기반 캐나다 관광 시장 분석을 시도함
이를 통해 TOTA는 마케팅 예산을 약 20%를 절약하고, 지역 내 국제 관광객은
20% 증가시키는 캠페인 성과를 도출함
특히 Destination Canada가 개발한 캐나다 관광 탐험지수(EQ; EXPLORER QUOTIENT)와
연계를 통해 캐나다 FIT 육성 측면의 솔루션을 도출한 것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이
제시됨
EQ는 Destination Canada의 전신인 Canada Tourism Commission(CTC)에서 2013년
개발한 관광객 유형화 지수로 전통적인 관광시장 연구를 넘어서 개인의 관광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세계관을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왜 각기 다른 유형의 관광객들이 전혀
다른 여행 경험을 찾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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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서비스인프라 및 스마트관광 육성 분야
가.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관리 정책 사례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캐나다 FIT 시장 정보 분석
톰슨 오카나간 관광객 협회(TOTA)는 Destination Canada, 그리고 TELUS Insight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빅데이터 기반의 캐나다 세분 관광시장을 분석함
TELUS Insights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음
- 캐나다 통신회사인 TELUS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공공 및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수준의 조직들이 실제 상황 데이터에 근거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고급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임
- 모든 데이터는 식별이 완전히 해제된 후 대규모 데이터 풀로 통합되므로 항상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됨
- 모바일 기기가 온종일 서로 다른 무선 타워에 접속하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성하면,
업계 최고의 프라이버시 표준인 'Privacy By Design'을 사용하여 이 데이터들을 식별,
집계 및 추론하여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동 패턴과 추세를 판독함
- Big data solution은 물리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식별되고 집계된
데이터 세트와 연동됨
- TELUS Insights는 TOTA와 Destination Canada에게 총 여행 횟수, 피크 여행 시간, 주행
방향 및 주행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보 여행자와 자전거 여행자의 숫자도
파악할 수 있음
- TELUS Insights는 또한 인구조사 자료에서 도출된 인구 통계를 오버레이 하여 방문객
들의 출신 지역을 파악해 주었음
- 새로운 실시간 데이터는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해서 수집되어 현재와 관련이 있는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함
- 이러한 조사는 TOTA가 마케팅 예산을 약 20%를 절약한 반면, 관광객 20% 증가를
가능하게 함

캐나다는 한 장소에서 최소 90분 이상 머문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간주하여
특정하며, 연도별 총 관광객 산출은 90분 이상 체류하면서, 1일 이상 투숙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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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 방문 형태(당일, 체류)
출발지(도내, 국내)
체류형태(체류일수, 재방문)
국가(캐나다, 해외)

측정 데이터의 분석은 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Environics Analytics’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함
타겟 마케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BC, 앨버타, 온타리오의 상위 3개 시장에서 지배적인 EQ
유형을 제시
캐나다 관광 시장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인구 통계’, ‘심리학적 의사 결정’, ‘전통적 및 디지털
미디어 습관’ 등에 관련한 EQ 시장 프로파일을 제공

데이터 분석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마케팅 전략과 타겟
시장을 결정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2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Environics Analytics’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캐나다 내 지역별 타깃 마케팅 솔루션
테마별 타겟 마케팅 솔루션(예 : 하이킹, 바이킹, 요리)
사회적 가치별 타겟 마케팅 솔루션(예 : 글로벌 의식, 다원주의)
기타 사용자 정의 변수에 의한 타겟 마케팅 솔루션

[그림 5-1] 빅데이터 활용 캐나다 관광객 특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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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빅데이터 활용 캐나다 인바운드 관광객 현황 분석 사례

[그림 5-3] 빅데이터 활용 캐나다 관광객 EQ 유형화 분석 사례

이렇게 특정된 개별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와 EQ 유형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여 FIT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전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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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Q 분석을 활용한 캐나다 FIT 마케팅 전략 수립
EQ는 Destination Canada의 전신인 Canada Tourism Commission(CTC)에서
2013년 개발한 관광객 유형화 지수로써, 각기 다른 유형의 관광객들의 주요 여행
경험 패턴과 대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됨
EQ의 시장 세분화는 심리학과 인구통계학의 진화에 기초함
기존의 방식인 여행자를 연령, 소득, 출신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는 것에서 나아가서 여행객이
구매와 여행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와 세계관을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음
EQ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행자의 인구 통계, 기원, 행동 및 동기를 포함한 사회적, 여행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며, 이를 탐험유형(Explorer Type)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심리학적 그룹으로 정의함

EQ의 수행절차는 캐나다 관광 사업자별 마케팅 지식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estination Canada가 구축한 EQ Toolkit을
기반으로 EQ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관광 사업자가 목표고객 설정과 맞춤형
상품 및 마케팅 전략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필요 시 EQ 트레이터
매칭을 통해 육성 지원함)

[그림 5-4] EQ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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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모듈식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최고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경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영업 및 판촉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광 사업별 맞춤형
EQ 프로필’을 개발･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즉, 훌륭한 상품이나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웹사이트나 브로셔에 효과적인 단어와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하거나, 소셜 미디어 전략에 EQ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함

EQ 모듈의 활용은 캐나다 관광사업자의 개성과 스타일에 적합한 우수 EQ 고객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론 진행이 필요함
<표 5-1> EQ 활용 방법
EQ 활용 방법

내용

목표 고객설정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대상을 새로이 정의하거나 기존고객을 재정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함

기존 상품의
재검토

EQ 고객들의 관점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재검토함. 고객들이
휴가기간에 찾는 것에서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상품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경험 패키지화

고객 맞춤형 매력을 가진 패키지화된 경험을 개발하여 타겟 EQ 유형의
여행객에게 소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핵심적인 형태의 테마를 선정할 수 있고, 유형의 가치에 기반을 둔
패키지를 만들고, 상품명을 짓고, 가격을 책정하도록 지원함

경험 기술

경험을 정의하고 기술하여 타겟 EQ 유형들에게 그 가치와 선호를 이끌어낼
수 있음. 타겟 유형들의 관심을 끌고 행동으로 옮기게 할 매력적인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미지 평가
및 선택

EQ의 시각으로 목표 EQ 유형의 주의를 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음.
이미지가 제품의 흥분과 매력을 목표 EQ 유형에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

홍보와 판매

최고의 고객에게 진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홍보 메시지를
만들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대상 EQ 유형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음

EQ 분석 결과에 따라 Destination Canada의 다른 자료나 지원 정책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관광사업자가 최적의 관광객 유인과 만족 창출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영과 수입 증대, 일자리 유지 및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EQ 분석 기법의 핵심은 관광사업별 가장 경쟁이 심한 부분에 있어 누가 ‘최고의 고객’이며,
그들은 무엇을 구매하기 원하며,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므로 최종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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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모듈의 활용을 위해서는 캐나다 관광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가장 좋은
장점과 특정 고객들의 고유한 특성 간 매칭을 통해 ‘최고의 고객’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몇가지 단계별 진행이 필요함
1단계 : 관광사업자별 장점에 대한 검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 특성에 대해 재검토함. 관광 상품이나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
브로슈어나 다른 인쇄물 혹은 온라인 자료, 고객의 소리, 설문, 온･오프라인에서 관광 상품 및
경험에 대한 고객의 언급(후기),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이해집단 간의 토론을 통해 검토함

2단계 : 현재 고객에 대한 기술
출신지(어느 나라 혹은 어느 지역에서 방문 여부), 인구통계학적 요소(연령, 수입, 교육정도
등), 여행 행동(어떤 방식의 여행 선호 여부)에 대해 기술함

3단계 : EQ 프로파일의 적용
EQ 프로파일의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4단계 : 자신의 관광 상품 및 경험을 EQ 유형별 프로파일과 매칭
접근법 1. 본능적 접근 : 자신의 상품이나 경험을 EQ 프로파일 내 유형별 시장 혹은 국가별,
유형별 기술과 대조하여 매칭함
접근법 2. 채점식 접근 : 현재 고객들의 주요 출신 국가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목표(희망)
하는 국가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 간의 EQ 유형을 비교하여 목표 EQ 유형 프로파일 상 특성과
자신의 상품 및 경험 가치의 강점과 약점 간 매칭을 점수화 하여 자기 사업에 대한 ‘최고의
고객’ EQ 유형을 결정하고, 타겟 마케팅 강화 전략 도출에 활용함

[그림 5-5] EQ 유형별 프로파일과 매칭 채점식 접근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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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광객 EQ 유형은 다음의 9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표 5-2> EQ 유형별 기본 특징
EQ유형

기본 특징

자유로운 영혼
(Free Spirits)

매우 사회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 그들의
삶에 대한 열정은 여행에 대한 의식에까지 미침.
실험적이고 모험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최고의 경험을 향유함

문화 탐험가
(Cultural Explorers)

끊임없는 여행과 그들이 방문하는 곳의 문화, 사람,
환경에 자신을 포용하고, 발견하고, 몰입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정의됨

번거로운 걸
싫어하는 사람
(No-Hassle Travelers)

안전한 단체 여행을 추구하는 외향적이고 화려한
사람들로, 목적지의 주요 명소를 모두 보면서도
호화로운 환경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음

사회탐구자
(Social Samplers)

집단으로 여행하는 것에 대한 친화력과 여행하는
동안 시간이 제한된다는 생각에 의해 정의되며,
따라서 그들은 '꼭 봐야 한다'는 명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호함

진정한 전문가
(Authentic Experiencers)

일반적으로 그들이 찾는 목적지와 실제적인 접촉을
찾는 저명한 여행자로, 그들이 방문하는 장소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특히 관심이 있음

개인 역사 탐색가
(Personal History
Explorers)

여행자로서 주로 그들의 문화적 뿌리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정의되며, 편안하고, 스타일과,
그리고 안전하게 여행함

활력지향 여행가
(Rejuvenators)

가족 지향적인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임

점잖은 모험가
(Gentle Explorers)

주로 가정과 편안한 여행을 선호하고 모험을 꺼리며,
여행을 하여야 한다면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한
환경을 요구함

문화사 애호가
(Cultural History Buffs)

방문하는 장소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그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정의됨. 그들은 한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려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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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 Canada에서는 상기 9가지 EQ의 유형을 Global EQ Profiles와
Country-specific EQ Profiles로 분류하여 관광사업자들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함

[그림 5-6] Global EQ Profiles 예시

[그림 5-7] Country-specific EQ Profiles 예시

③ 낙후 지역 사회기반인프라 강화와 관광산업 육성 연계 추진
캐나다 전역 광대역 통신 구축에 투자함
관광 수용태세로 매우 중요한 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시스템을 캐나다 대도시 외 지자체
및 토착민 지역사회에 구축함. 2026년까지 캐나다 전체 가정과 기업의 95%가, 2030년까지
100%가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추진함
캐나다 시골 및 북부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고속 광대역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 17억
달러를 할당하며, 이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 수신범위를 확장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원활한 경험을 창출하고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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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도시 외 지자체 및 토착민 지역사회에 새로운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함
지방자치단체와 토착민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관련 우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예산에서 22억 달러를 배당함
해당 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근해운항, 소규모 공항, 교통,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관광 인프라 등의 신규 건설을 추진함

④ 캐나다 입국에 대한 교통 및 접근 편의성 개선
장애 없는 캐나다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캐나다 정부는 항공, 철도 등 연방 정부가 담당하는 모든 지역에서 접근에 대한 장벽을 사전에
식별, 제거 및 방지함으로써 장벽과 장애가 없는 캐나다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 없는 캐나다법
81(Barrier-Free C-81)’을 도입･제정함

오타와시 교통 인프라 개선 자금에 투자함
2019년 예산에서 신규 인프라 자금으로 책정된 22억 달러의 일부로, 오타와 시는 Light Rail
Transit(LRT) 확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약 5700만 달러를 받게 되었음
이는 오타와시 거주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임

토론토 교통 시스템 개선에 투자함
토론토 해밀턴 지역에 방문객들이 도심 안과 밖에서 그들의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하도록 7개의 GO 트랜짓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9,350만 달러를 투자함

동부 캐나다 페리 서비스 개발에 투자함
안전하고 안정적인 여객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2019년 예산 할당함
노바스코샤주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주 사이를 운항할 새 여객선 조달을 통해 선단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Marine Atlantic Inc.를 지원함
프린스 에드워드와 노바스코샤 사이에 두 대의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기존 서비스 수준과 선단 크기로 2022년까지 캐나다의 페리 서비스 기여 프로그램을 확장함
퀘벡과 프린스 에드워드 섬 사이를 운항하는 MV 마들렌과 프린스 에드워드 섬과 노바스코샤
사이를 운항하는 MV 홀리데이를 대체할 두 개의 페리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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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항공운송보안청(CATSA)의 기업구조 개선에 투자함
정부는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캐나다와 해외 여행자들이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인 캐나다 공항의 보안 검색에 민간 비영리 법인 설립을 추진함

항공 여객 보호 규정을 개선함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은 명확한 의사소통, 지연되거나 취소된 비행, 탑승 거부, 3시간
동안의 계류장 지연, 14세 미만의 어린이 좌석배정, 망실된 수화물 및 악기 운송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함
이 규정은 모든 항공사가 승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 요건, 표준 절차 및 최소한의 보상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더 명확하고 일관된 승객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캐나다 방문 도우미 제도 도입함
2019년 효율적인 캐나다 방문자 입국을 촉진하기 위한 출입국 및 국경 관리소의 업무지원을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7천7백만 달러를 지원함
이로 인해 방문자 비자와 업무 및 유학 허가가 전 세계 수요에 맞게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함

나. 스마트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사례
① 캐나다의 “스마트시티챌린지(SMART City Challenge)” 프로젝트
스마트시티챌린지 프로젝트 개최 목적과 목표
혁신, 데이터, 기술을 통한 캐나다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스마트시티챌린지”는
연방정부의 “Infrastructure Canada”와 “Impact Canada”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복잡한 경제,
환경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혁신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주류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함

프로젝트 운영 방법
자치단체, 지방정부, 토착사회 등이 포함된 캐나다 전역 모든 규모의 지역사회가 민간과
비영리 부문, 학계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캐나다 연방정부인 Infrastructure Canada는 독특한 현실과 이슈를 반영할 토착 공동체
특유의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착 지도자들, 지역사회, 조직들도 참여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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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심사위원단에 의해 최종 후보로 선정된 사업들은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
사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5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의 실행 예산도 배정함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캐나다 도시 공동체가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기간산업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변형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함
독창성과 아이디어를 통해 캐나다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 공동체를 형성함

프로젝트 개최결과

[그림 5-8] SMART City Challenge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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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이상의 지역사회(도시)가 스마트시티 전략을 제안하여 접수된 신청서 중 20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최종 후보지들은 2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실행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제안서로
발전시켰고 이중 최종 4개의 우수 제안을 제1대 스마트시티챌린지 Winner로 선정함
Town of Bridgewater, Nova Scotia : 에너지 빈곤을 줄이자는 제안에 5백만 달러 지원함
Nunavut Communities, Nunavut : 자살 예방을 위한 생활 촉진 접근법을 사용하자는 제안에
1,000만 달러 지원함
City of Guelph and Wellington County, Ontario : 순환식 식품 경제 창출 제안으로 1,000만
달러 지원함
City of Montréal, Quebec: 이동성과 식품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안에 5,000만 달러 지원함
4개의 우승 프로젝트는 5년 동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 및
도시 개발을 시행함

② 스마트도시의 “스마트시티챌린지” 적용 사례
Nunavut Communities, Nunavut
협업, 정보와 지식 공유, 자원 접근 및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누나부트 전역에 조성함
Makerspaces라고 불리는 이러한 독특한 커뮤니티 모임은 예술, 전통문화, 언어활동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STEAM18) 기반 활동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임
지역의 동년배, 어르신들과의 교류 증진을 통해 지역만의 독특한 예술, 전통문화를 외지인이
체험하고 싶을 만큼의 매력을 가진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City of Yellowknife, Northwest Territories
빛 오염을 제한하고 북극광의 시야를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이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바르셀로나의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과

18) STEAM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인문·예술), Mathematics(수학)의 약자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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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가로등은 시간, 주변 빛과 움직임 등에 의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로등 간에 주변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과 공기 상태, 적설량 등의
정보를 중앙 통제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됨

City of Montréal, Quebec
모든 몬트리올 사람들이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는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적인
이동성과 소비 방법을 포함한 도시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
스마트기술은 몬트리올 사람들에게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대안(주문형
자동차 공유, 자율 주행 차량, 자전거 공유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이 줄고 대중교통
의 사용이 증가하여, 누구나 장애 없이 생활과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것임
기술 차원의 보완과 더불어 거버넌스 및 시민 참여의 집단적 의사 결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측면에서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술 관리를 보장할 것임
혁신적이고 민첩한 거버넌스에 의해 구성되는 참여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식의 결합은
몬트리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 할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

[그림 5-9] 몬트리올 관광공사의 스마트시티챌린지 선정 관련 특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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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사업체 육성 분야
가. 관광산업 통계 조사 관리 사례
① Destination Canada 기업용 웹사이트의 체계적 산업 정보 공유 및 제공

[그림 5-10] Destination Canada 기업용 웹사이트의 산업 정보 공유 및 제공 내용

Destination Canada는 관광기업(corporate)을 대상으로 캐나다 관광 현황 및
산업 통계와 Market Insight를 포함한 ‘Research’과 10개 핵심 타겟 시장에 대한
‘Markets’ 정보, ‘Programs’에서의 캐나다 핵심 관광 경험(CSE; Canada Signature
Experience) 200선 관련 정보, 그리고 ‘Tools’의 캐나다 관광 자원 관련 정보와 EQ
정보,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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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섹션에서는 주로 다음의 통계 조사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업계 공유를
제공함
Monthly Tourism Snapshot : 캐나다 관광 실태에 대한 정기 기초 통계
Tourism Spend in Canada : 캐나다 내 20개의 관광 지역과 6개의 지출 범주를 다루는 분기별
국제 관광 지출 데이터
National Tourism Indicators : 관광 관련 일자리, GDP 및 지출 통계를 통해 관광 산업이
캐나다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확인
Visitor Economy : 캐나다 방문객 경제의 구조, 성과 및 잠재력에 대한 논의를 자극하고 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보고서 개발

Industry Sectors 섹션에서는 주로 다음에 대한 현황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업계
공유를 제공함
요리관광(Culinary Tourism), 원주민관광(Indigenous Tourism), 밀레니얼관광(Millennial
Travel), 스키관광(Ski Tourism) 등 캐나다 핵심 관광 분야 업계 현황 및 관련 트렌드 제공

Market Insight 섹션에서는 주로 다음에 대한 현황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한 업계
공유를 제공함
Global Tourism Watch : 국제 관광 시장의 소비자 기본 정보
Market Profiles : 시장별 심층적인 통찰력 및 마케팅 권장 사항
Market Highlights : 시장별 여행자에 대한 주요 현황 및 특징 정보

캐나다 10대 인바운드 시장에 관련한 ‘Markets’와 CSE 200에 관련한 ‘Programs’,
그리고 캐나다 관광 자원 및 EQ에 관련한 ‘Tools’ 카테고리 내용 역시 통계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연구 결과물을 업계와 공유･제공함

② 관광 인적자원 관련 통계 구축 및 활용도 강화
캐나다 정부는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 캐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특히 중산층
일자리 창출 증대로 결론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집중적이고 강력한 정책 사업
추진에 노력함
그 중 하나로 1993년 설립된 정부 기관 ‘Canadian Tourism Human Resource
Council’을 민･관협력의 비영리 단체인 ‘Tourism HR Canada’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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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HR Canada는 캐나다 정부에 의해 예산 지원을 받아 캐나다 관광 및
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력 교육 및 인증, 통계 조사 및 미래
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임
Tourism HR Canada는 특히 캐나다 관광산업 ‘Labour Market Information’ 통계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제공함
Tourism Facts : Tourism에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
Tourism by Federal Riding : 캐나다 연방 전역에 걸쳐 관광 부문에서 일하는 180여만 명의
캐나다인(캐나다 전체 고용의 10.6%)들이 338개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광 직원 수와 인력 비율 정보를 제공함
2019 Tourism Sector Compensation Study : 관광사업자가 관광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지속 가능한 채용,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 패키지 연구 결과를
캐나다 지역 및 관광부문별 임금율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제공함
Census Data. Who Works in Tourism? : 성별, 나이, 작업 패턴, 출생지, 모국어, 자산 규모,
출신 학교, 교육 수준 등과 관련해 캐나다 관광 인력 실태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그림 5-11] Tourism HR Canada의 Labour Market Information 제공 예시
Tourism Shortages. Jobs to Fill : 캐나다 관광 사업자가 직면 한 노동 문제, 특히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의 관광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통계 및 연구 보고서를 제공함
Human Resource Module : 캐나다 5대 관광 산업 부문(숙박, 식음료, 레크레이션 & 오락,
운송, 여행서비스) 및 유관 산업 부문(5대 관광 산업 부문 외) 노동 시장의 통계를 캐나다
통계청 정보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관리･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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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Tourism HR Canada의 Human Resource Module 구성 예시
기타 Tourism Labour Force Survey(관광 노동 시장 실태 조사), Rapid reSearch Tool(캐나다
관광 인력 시장 간편 검색 기능)을 제공함

나.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사례
① 캐나다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Tourism Economic Strategy Tables) 설치
2017년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핵심 산업 분야로써 캐나다 경제의 강점을
글로벌 우위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산업계와 ‘경제전략위원회(Economic Strategy
Tables)’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하였음
그리고 2019년 캐나다 정부는 관광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경제 성장에 대한
산업과 정부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의미에서 기존 6개에 산업 분야에 이은 7번째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 설치를 결정함
기존 6개 산업 분야는 첨단 제조, 농식품, 친환경 기술, 디지털 산업, 건강 및 생명 과학, 미래
자원 및 소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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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캐나다 경제전략위원회 내용 및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 설치 과정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많은 권고안을 이행함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투자 인센티브 방안 및 선진 기술의 연구･개발 세제 혜택
프로그램 등의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고 회사 규모 확대를 지원함
캐나다 기반의 혁신적인 회사를 지원하기위한 전략적 혁신 기금을 확대함
캐나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캐나다의 규제 시스템을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규제
경쟁에 관한 새로운 외부 자문위원회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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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고도화하는 인력 및 직업 개발의 통합적 기회의 확장을 지원함
캐나다인을 위한 범용 고속 인터넷 제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융합 개발을 지원함
관광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경제전략위원회 사업을 개발･지원함

2019년 12월 조직 설립 이후 현재는 코로나-19 대책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사후 회복 방안 집중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② 캐나다 체험기금(The Canadian Experiences Fund)을 통한 육성
캐나다 체험기금(CEF)은 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RDA)을 통해 지원되며 캐나다
전역의 지역사회가 관광상품, 시설, 경험을 창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지역
개발에 있어 얼마나 우선순위로 두는가에 따라 표적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함
캐나다 체험기금은 캐나다의 5대 핵심 관광 테마(농촌관광, shoulder-season
겨울관광, LGBTQ2+ 관광, 농장 간 관광, 토착관광 등) 전반에 걸친 캐나다의
관광상품과 체험 강화를 위해 투자함(2년간 5,850만 달러)
<표 5-3> 캐나다 체험기금(The Canadian Experiences Fund) 핵심 투자 분야
5대 관광 테마

개발 방향

겨울과
Shoulder-season
관광

▪캐나다는 겨울, 화려한 가을 색채, 아기자기한 북쪽 풍경 등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관광 성수기는 여름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스키를 타거나, 아이스하키 대회를 관람하고, 스노우 모바일을
즐기게 하며, 북극곰을 보고, 북극의 외진 모습을 경험하고, 북극 원주민
문화를 공유하고, 화려한 북극광을 목격하고, 카나발 드 퀘벡(Carnaval
de Québec), 오타와의 윈터루드(Winterlude), 레트브리지의 닛카 유코
일본 정원조명 축제(Nikka Yuko Japanese Garden lights festival)등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겨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또한 설탕 판잣집 전통(sugar shack tradition)을 경험하고 만화경 같은
가을 풍경은 캐나다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잠재력이 큼
▪캐나다 체험기금은 겨울과 shoulder-season에 투자함으로써 캐나다가
이미 잘 알려진 이점을 강화하는 한편, 성수기가 아닌 계절에 방문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할 것임

원주민 관광

▪원주민의 역사와 공헌은 캐나다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이러한 원주민들이 기꺼이 방문객들과 진정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캐나다원주민관광협회에 따르면 중국인 35%, 프랑스인 63% 등 3명 중
1명 이상이 원주민체험에 관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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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은 꾸준히 전국 원주민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공헌자, 일자리 창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에 캐나다 체험기금은 원주민들의 역사, 전통 이야기, 창조 예술, 현대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임
▪즉, 캐나다 원주민관광 성장 지원을 통하여 원주민 체험 관광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이 가능한 상품이 되도록 지원할 것임

시골 및 오지
관광

▪캐나다는 넓은 공간과 숨 막히는 자연의 나라로써, 캐나다 체험기금은
중산층 일자리와 지역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덜 알려진
지역들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시골과 외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 할 것임
▪지역사회가 보다 더 다양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 지역의 문화
관광 매력을 기반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임
▪캐나다 체험기금은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는 물론 주요
도시 외곽의 관광지 개발에 도움을 줄 것임
▪또한, 이 기금은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개발 계획, 지역사회 미화 프로젝트,
모험 관광, 생태 관광, 농업 관광에 대한 지원도 제공함

농장 및 어장
체험과 미식 관광

▪해외 관광객의 80%는 여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식도락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캐나다는 지역별로 맛있는 와인과 맥주를 비롯해 좋은
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0%만이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음
▪이에 캐나다 체험기금은 양조장, 와이너리, 농장, 어장, 메이플 시럽 생산업자와
같은 현장 체험 개발뿐만 아니라 토종요리체험, 음식축제, 농촌시장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함
▪그 목적은 다양한 와인, 주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기반으로
미식 여행 나라로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임

▪캐나다는 다양성, 형평성, 낙천성, 개인적 안전성의 공유된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특히 여행지를 선택할 때 안전과 수용도가
여전히 높은 LGBTQ2 커뮤니티와 잘 일치함
▪LGBTQ2 여행자들은 다른 일반 여행자들보다 더 많은 휴가 일수와 지출을
LGBTQ2+
기록하고 만족 시 재방문율도 높기에, 소수자에 개방적인 국가로서 캐나다는 경쟁
(성소수자 중
우위를 점하고 있음
레즈비언, 게이,
▪캐나다는 론리 플래닛와 허핑턴 포스트에서 최근 LGBTQ2 친화적인 목적지로
양성애자,
선정되었고, 더구나 트뤼도 총리는 국제게이앤레즈비언 여행협회로부터 최고
트랜스젠더, 퀴어,
관광지로 인식되는 ‘2018 피너클상’을 수상함
2개의 정신를
▪캐나다 체험기금은 LGBTQ2 다양성 교육 및 시장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합쳐서 부르는
캐나다 전역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단어)
제공하는 한편, 국제적인 관광상품이 된 주요 프라이드 페스티벌 모두를
관광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배정함
▪다른 소규모 프라이드 행사는 피에르테 캐나다 프라이드(Fierté Canada
Pride)19) 및 지역 개발 기관과 협력하여 캐나다 체험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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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중산층 일자리 창출 관련 캐나다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정책
지역경제개발전략 조정
지역경제개발 전략과 새로운 관광 전략이 추구하는 것은 기술 및 노동력 부족 해소, 광대역
인터넷 및 기술 채택 확대, 인프라 개선과 함께 지역 관광 상품과 체험을 향상하는 것임
이 두 가지 전략은 지역사회 및 관광 파트너와 함께 캐나다 지역 관광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지역 관광 투자 그룹
Destination Canada와 함께 지역 개발 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들은 캐나다
연방 정부 및 관할구역에 효율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더 많은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 관광 투자 그룹 결성을 주도함
이 단체들에는 Parks Canada, Canadian Heritage,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등이 포함될 것이며, Export Development Canada와 Invest in Canada는 관광상품
및 서비스 수출업체는 물론 캐나다 내 관광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임
연방정부는 지역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촉진 제도를 강화함. 캐나다 통상담당청은 관광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여하는 공공 및 민간 캐나다 기업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 밝힘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방안 제시
엑스포 2020은 2,5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객의 70%는 UAE
외지인으로 관광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일 것임
UAE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관광객이 다양하게 혼합될
것이며, 또한 중동 걸프 국가들과 인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상당수의 고위 사업가 및
투자자들과 영향력 행사자들이 모일 것이므로 세계 관광 국가 및 도시 간의 치열한
홍보･마케팅 각축장이 될 것임
따라서 엑스포 2020은 무역, 투자, 관광, 문화의 목적지로 수백만 명의 국제 비즈니스 및 레저
여행자들에게 캐나다를 홍보할 최상의 기회임
캐나다 관광의 2020년 테마 "Canada. The Future in Mind"는 캐나다 관광 산업의 미래 혁신을
19) 캐나다 LGBT 관련 축제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터프라이드의 캐나다 지부(지역 7)를 맡고 있으며, 임무는 행사 기획, 마케팅,
스폰서, 미디어 관계와 같은 측면에 대한 네트워킹, 옹호 활동, 회원 교육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LGBT 관련 행사를 홍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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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세계 시장에 접근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및 문화 관계를 수립하고 구축하기 위해
캐나다 관광 목적지 및 기업에 투자하고 참여할 것을 효율･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음

크리에이티브 수출 전략(Creative Export Strategy)의 관광 산업 연계 강화
캐나다 정부의 크리에이티브 수출 전략은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캐나다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사업화되도록 지원하며, 수출 준비가 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캐나다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 2020의 주빈국으로 참여하며, 최고의 관광지로서
캐나다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에 캐나다 관광 기업들의 브랜드 강화에 기여할 것임

다. 융합관광 육성 사례
① 지역 문화와 예술 융합을 통한 관광 육성
캐나다 예술 발표 기금(Canada Arts Presentation Fund, CAPF) 운영
CAPF 운영은 캐나다 문화유산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캐나다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전문적인 예술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예술 발표자들이 전문적으로 예술 축제나 공연예술 시리즈를 개최하는 단체와 예술 발표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
매년 캐나다 전역 250여 개 도시와 지역사회에서 약 600여 개의 전문예술 축제와 공연예술
시리즈를 지원
전문 라이브 예술 이벤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도시와 지방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캐나다
지역사회의 관광상품 라인을 활성화하도록 지원
2년에 걸쳐 1,600만 달러를 추가로 할당함으로써, 전문예술 축제와 공연예술 행사 추가 개최

예술과 문화유산 프로그램과 기념사업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
예술과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구축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 장인, 전통 공연자 또는 전문가들이 축제, 행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 단체들이 그들의 지역 역사와 유산을 기념할 수
있게 해줌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자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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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축제: 지역 예술가, 장인, 그리고 전통 공연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위해 지역 단체에 자금을 제공
(2) 지역 기념일: 100년 이상 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25년 단위로 기념하는 프로젝트.
지역 예술 프로젝트, 복원, 지역 역사책, 동상, 벽화 같은 자본 프로젝트는 최대
25,000달러까지 자금을 지원
(3) 유산기금(legacy fund): 지역사회를 위한 기존 건물이나 외부 공간(동상, 지역사회 회관,
기념비, 정원 또는 예술 작품 등)을 복원 또는 개조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자본 프로젝트
지역사회 방문객들에게 지역사회 축제와 행사에서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보여줌으로서 국가적 의의를 기념하는 기회 제공(2년간 2400만 달러)

②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
캐나다 정부의 원주민 관광 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First Nation20)과 Inuit community를 위한 프로젝트 기반 기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고 참여하는 데 지원

캐나다 정부의 지역 음식 산업 연계 요리 관광 활성화 지원
캐나다 청정 지역의 식품 생산 시스템과 생산물(해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Buy Canadian 프로모션 캠페인(2,500만 달러)을 관광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증대
전략과 연계하여 수행함
이 캠페인은 음식 서비스 및 요리 관광사업자에 의해 해외 관광객들 대상의 독특하고 고유한
캐나다 음식 체험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함

20) First Nations은 북극 아래 지역에 사는 캐나다 원주민들을 말하며, 북극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을 이누이트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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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산업 인력 육성 분야
가. 캐나다 중산층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
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창출 목표
<표 5-4> 캐나다 중산층 관광 일자리 창출 정책의 2025년 경제적 효과 목표
목표 차원
수입

성장률
25%

최종가치
1,280억 달러

일자리

7.3%

54,000 신규 일자리

GDP

국가 경제의 성장을 능가하는 관광객(Visitor)경제의 성장

상기 목표는 계절적, 지리적 세부 목표도 설정되었는데, 계절적으로는 11월~4월의 인바운드
관광객 증대, 지리적으로는 캐나다의 3대 관광 지역(그레이터 토론토 지역, 몬트리올 지역,
밴쿠버 연안 및 산악) 이외 지역의 지출 증대를 목표함

② 중산층 일자리 창출: 연방 관광 성장전략 도출 과정
2017년

• 캐나다 관광비전 발표

2018년 8월

• 관광부장관에 중산층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관광 전략을 개발하도록
위임
• 관광 촉진, 브랜드 강화, 투자의 구조적 장벽 해소, 캐나다의 관광 자원과
관광지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목표

2018년 가을

•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기회 확대와 캐나다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권고하는 일자리 자문위원회와 방문자 경제위원회 구성
•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 조직

2018년 12월

• Unlocking the Potential of Canada's Visitor Economy 발간
• 주요 경제동향으로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국제적인 동종업종에 대한 산업실적, 주요 과제, 강력한 성장 및 다양화
에 대한 잠재력을 기술

2019년

•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관광 성장 전략 수립
•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 : 관광을 높은 우선순위, 고성장 산업으로
인식하고 방문자 경제21) 지원에 새로운 초점 제시
• 2019년 연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문화, 유산, 장소, 계절을 이용하는
관광 명소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

[그림 5-14] 중산층 일자리 창출: 연방 관광 성장전략 도출 과정
21) 방문자 경제는 관광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WTTC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는 방문자가 목적지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및 유도적 경제 활동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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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산층 일자리 창출 관련 연방 관광 정책 문제점 분석
최근 캐나다는 해외여행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올바른 정책과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캐나다의 방문자 경제는 최대 250억 달러의 관광 수출 증가와 1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음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5가지 문제점 및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음
첫 번째 문제는 캐나다 관광 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현상임
캐나다 방문객은 캐나다 연방의 4개 주와 그 안에 있는 큰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캐나다
방문객의 85%는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퀘벡, 알버타주를 방문하며, 74%는 이들 지방의
3대 주요 도시(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방문에 집중됨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모든 지역이 관광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는 하지만, 상기된 4개의 주가
캐나다 관광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관광을 통해 캐나다 중산층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대도시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으로 유입되어 visitor economy를 확대해야 하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음
관광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덜 알려진 지역들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여행할 필요가 있음
계절적인 요인도 여름(7~9월)에는 겨울(1~3월)보다 3.5배 많은 레저 관광객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고, 캐나다의 겨울이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방문객 주요 활동 내역 중 1%만이
겨울 시즌 활동에 해당되기에 인력과 자본투자의 최적화를 꾀하는 관광사업자에게는 정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 특정 도시와 주변 지역만으로의 방문객의 지리적, 계절적 집중은 제한된 수용력으로 인해
숙박 시설과 관광지 가격을 높이며, 방문객의 관광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게다가,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임
캐나다 방문의 약 70%는 미국인으로 캐나다 관광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만약 미국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나 대규모 테러 공격 등이 발생하거나,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관계 변화 등은 캐나다 관광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가까운 최고의 고객이기에 이 주요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 미국 시장 육성을 기반으로 타겟 시장의 다양화가 최적의 해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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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접근성의 제약과 한계임
캐나다로의 항공료는 상당히 고가이며, 더욱이 주요 공항에서 유명자연 지역에 가는 것은
캐나다 내 주요 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됨
예를 들어 캐나다로 가는 미국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것은 비슷한 거리의 미국
도시들로 가는 것보다 약 30% 더 비싸며 이것은 수요의 상당한 차이를 유발시킴
몬트리올 경제 연구소는 "소비자들은 특히 관광 관련 여행의 경우, 적당한 가격 하락에
민감해서 1%의 가격 하락이 1.3-2%의 수요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음
캐나다 항공 여행 시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저가 항공사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신설 노선이 적다는 것도 문제임
외국인 관광객이 일단 캐나다에 도착하면, 이들은 주요 도시들, 특히 주요 공항과 도시, 호텔,
주요 관광지 사이의 교통편 부족은 관광객 만족도에 영향을 줌
최근에야 밴쿠버와 토론토는 각각의 공항과 시내 지역 사이에 경전철 연결망을 구축했지만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에는 이런 종류의 연결 고리가 없는데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룸
그중에서도 아마도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접근 문제는 주요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캐나다의
많은 자연 지역까지의 이동의 한계임
세계 자연에 관련한 관광시장이 2009년 890억 달러에서 2016년 4,50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캐나다의 자연 관광 자원 가치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접근성은
이러한 자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함
실제로 대부분의 캐나다 방문객 활동은 도시 중심적으로, 74%는 도시에서만, 24%는 도시 내
및 주변에 있고, 2%만이 자연 지역에서 활동함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에서는 69%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연 기반 활동을
경험하는데, 이는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주요 명소까지의 이동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호주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캐나다의 관광 브랜드는 자연에 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39개의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 자연경관이 많으나 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극소수이며 국립공원 방문객의 거의
50%가 단지 3개 공원을 방문함
뉴펀들랜드의 그로스 모르네와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와 같은 최고 등급의
공원이 각각 국립공원 방문객의 1%와 2%에 불과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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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에서 그로스 모르네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1인당 700달러의 비용으로 2.5시간을
비행하며,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도 이와 유사하게 상업 항공편이 없어 핼리팩스에서 차로
4시간을 이동해야함
이처럼 광대한 나라에서 여행을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은 지속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도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소규모 센터 및 저비용 여행 옵션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또한, 캐나다 관광지의 개발과 유지를 계속하기 위하여 최대 항공사를 포함한 민간 부문과
함께 노력을 계속할 것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도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자문위원회와 방문자 경제에서도
언급된 사항임

세 번째 문제는 노동력과 기술의 부족 현상임
노동력 부족은 이미 캐나다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관광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캐나다는 2020년대 중반까지 12만 명, 2030년에는 23만 명까지 관련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노동력의 부족은 우수한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한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함
관광업계에서 사업자들이 종종 직면하는 중요한 노동문제 중 하나는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시즌 내내 머무를 스태프 영입이 어려움
관광산업은 캐나다 노동 시장의 1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보지 않는 인식 부족 또는 경시 문제도 존재함

네 번째 문제는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투자 유치 부족임
주요 도시의 호텔 및 컨벤션 역량 구축, 소규모 지역사회와 지방의 리조트 및 부티크 시설 제공
등에 국내 및 국제 투자의 유치 증대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투자 유치 부족은 캐나다가 관광지, 숙박 시설 및 기타 관광 분야에 있어 중요한 물리적
조건들을 구축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주요 중심지에서 호텔 점유율이 이미 여름에 85-95%에 달하고 있어서, 새 호텔을
짓기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으나, 주거시설들(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의 수익률이 더 높아
새로운 호텔들이 지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의 호텔 신축상황으로 볼 때 2030년까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의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호텔 객실 수는 성수기 동안 2만 5천개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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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대형 국제회의 및 참가자 유치 증대, 나아가 관련한 연계 관광 시설 및 매력물
개발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이며, 약 13억 달러에 이르는 잠재적 관광객 지출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관광 사업체들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음
관광목적지는 목적지에 대한 접근 개선, 업그레이드된 도로와 고속도로, 해양항만 및 공항과
같은 인프라에 집중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시골과 외딴 지역 그리고 캐나다의 북쪽에 있는 잠재적인 관광지들에게
심각할 수 있는데, 이는 방문 가능한 관광지가 되기 위해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는 도시 중심지 외곽의 교통 인프라 개발과 새로운 목적지 및 관광 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관광사업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다른 재원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관광 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경쟁국들보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적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를 양산함
세계 관광객 유치 상위 20개의 국가는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평균 7.40달러를 지출하였고,
그중 호주는 11.40달러, 아일랜드는 12.30달러, 뉴질랜드는 22.30달러를 소비하였음
반면 캐나다는 평균보다 20%, 뉴질랜드보다 75% 적은 5.70달러를 지출함

마지막 문제는 관광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의 실패임
정부는 관광에 대한 중요한 국가적 접근방식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가 관광 전략의 국제적 사례에 비해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통합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음
캐나다 관광산업 육성의 거버넌스 즉, 통합된 관리구조 구축에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이
존재함
그 첫째는 관광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목적지(지역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며, 다음 둘째는 각 목적지는 서로 다른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어서 한 지역자치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다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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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캐나다 관광산업 성장과 다양화 기회 분석
캐나다 관광 부문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달성하려면 세 가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첫 번째는 기존의 주요 도시 중심지 인프라 개선임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분명히 해외 관광객들이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들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수용 능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 도시들은 관광객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경험하고, 가까운 자연 활동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며, 편리하고, 저렴하며, 연중 내내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 주요 도시의 잠재력을 배가하려면 캐나다 주요 도시에 적어도 25,000개 이상의 방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5개의 고급 호텔과 150개 이상의 고급 호텔 또는 중간 규모 호텔을
짓는 것과 같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함
또한, 주요 공항과 제2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늘리고, 캐나다 대도시와 그 주변의 주요
관광지 간의 대중교통 연결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투자는 이들 도시의 호텔 객실 공급을 25-30% 증가시키고 연간 방문객 수용능력을
180만 명 증가시키며 2030년까지 연간 10-15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올 것임

두 번째는 주요 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연 기반 명소 개발을
통해 캐나다 관광만의 즐거움을 자극할 수 있는 차별된 상품 개발임
캐나다의 자연과 야생동물은 캐나다 관광 브랜드의 주요 부분으로, 멋진 경관과 독특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겨울 관광 상품 개발 활성화가 중요함
멋진 자연과 계절적 여가 활동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관광 명소 개발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연을 경험하고자 하는 고소비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포화상태에 있는 주요 도시 중심지의
명소로부터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것은 또한, 항공 및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단체들이 새로운 자연 관광 목적지 개발을 위해 그들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 클러스터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휘슬러나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5성 혹은 그 이상의 호화 리조트와 같은
수준의 숙박시설에 최소 4만 개의 객실이 추가로 필요함
이러한 투자는 2030년까지 연간 500만 명이상의 방문객과 50~8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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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기회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에서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보여주는 것임
할리팩스, 퀘벡시, 빅토리아, 위니펙, 오타와 같은 도시들은 물가가 저렴하고, 관광에
불편함이 없고, 역사적인 도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관광지로의 이동이 용이함
이러한 작은 도시 관광 개발을 위해서도 최소 3개 이상의 특급호텔과 40개 이상의 고급호텔에
6,000개 이상의 객실 증설이 필요함
또한 이들 도시로 운항하는 국제노선 개발, 국내 중소기업의 관광 상품 육성, 수요 창출을 위한
목적지 마케팅 조직 정비 등이 요구됨
이러한 노력은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수가 30만 명 증가할 것이고, 호텔 객실 공급을 30%
확대하며, 연간 2-3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임

⑤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캐나다 연방 관광 성장전략의 3대 축 설정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캐나다 연방 관광 성장전략의 제1축은 ‘캐나다
지역사회에 관광 인식 구축’이며, 제2축은 ‘방문객(Visitor) 경제에 대한 투자
유치’, 제3축은 ‘민·관 협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설정됨
제1축 : 캐나다 지역사회에 관광 인식 구축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독특한 관광상품 라인을 확장하고 모든
지역에서 더 독특한 볼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캐나다로의 해외 여행객은 3대 도시와
벤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휘슬러(Whistler), 몽트 트렘블란트(Mont Tremblant),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와 같은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해외 관광객들이 여름을 중심으로 한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이
필요함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그 혜택을 얻으려면 지역사회가 지역의 상품을 특화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덜 알려진 지역을 경험하고, 비수기
동안 방문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함
캐나다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고의 국제 여행지로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관광 상품의
품질과 차별화가 그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캐나다가 관광객들이 보고,
경험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점점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독특한
관광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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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축 : 방문객 경제(Visitor Economy)에 대한 투자 유치
민관 협력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캐나다의 관광업계는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관광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협력이나 조정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해야 할 실행 가능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부처 간의 업무분장을 정확히 시행하고 민간 투자를 이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 관광투자그룹을 설립하여 영향력 있는 관광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함
연방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연방 정부 기관은 캐나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민관 협력 관광투자그룹이
각 지역관광 개발의 효과적인 파트너가 되어 유망한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자를 보장함
주 정부 및 지역 정부 간 조정 : 주 및 지역 소재의 협력업체도 기회 파악과 투자 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이 새로운 협업 방식은 캐나다에서 새로운 관광 목적지를 포함한
크고 영향력 있는 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나 지역이 유명 관광 목적지로서 이미 잘 알려진 지역사회나 지역과 정면으로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유명지역을 중심으로 독특한 환대 시설, 대체 야외 레크리에이션,
특별 행사, 웰니스 서비스 또는 원주민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해 이러한
낙후 지역도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특히 캐나다 인구의 50%가 원주민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관광 개발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

제3축 : 민･관 협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
‘중산층 일자리 창출: 연방 관광 성장 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5개의 캐나다 관광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단기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오랜 장벽을 캐나다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 리더들과의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강조해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Economic Strategy Table for Tourism)를
설립하였음
이는 2019년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광을 고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 부문으로
인정했으며, 경제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이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의
최전선에 있음을 보장하고 관광 경제를 성장시키고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과 전략적 기회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 것임
위원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영역에는 캐나다 여행 시 문제점, 여행 비용, 노동력 부족, 투자
부족 등이 포함되며, 또한 관광산업 경쟁력, 지속가능성, 공유 경제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산업 육성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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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창출 세부 전략 수립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일자리 창출 3대 추진 전략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그림 5-15] 전략 1 : 커뮤니티의 관광 체험 개발 역량 강화

[그림 5-16] 전략 2 : 기업 지원 및 관광 인력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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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전략 3 : 더 나은 인프라를 통한 관광 지원

나. Tourism HR Canada 사업 추진
① Tourism HR Canada 역할 및 기능
Tourism HR Canada는 세계적인 관광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범캐나다
단체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을 지원하고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노동력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이를 촉진하는 인적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함
Tourism HR Canada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 5-5> Tourism HR Canada 역할 및 기능
역할 및 기능

내용

관광 인력 기술,
생산성, 직무 설계

관광 직업에 필요한 기술 파악 및 조사 수행,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현장 교육 설계, 기술 불일치 내용 검토

관광 인력 공급,
유치 및 유지

일자리 기회 및 관광 경력 증진, 명확한 직업 경로 설정, 고용주를 위한
도구 및 지침 제공, 모범적인 실천을 한 '직원이 선정한 고용인' 시상

관광 인력 학습자 및
노동 이동성 증대

관광 인력 자격 프레임워크 개발, 가치 평가 및 신용 이전을 촉진하는
도구 제공, 외국의 자격증 부여 기관과 인정 및 상호주의 협정 체결

관광 노동 시장 및
인적 자본 전략

관광 노동시장 진흥 관련 연구수행, 계획, 개발, 정책 논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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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직업 기준 관리

관광 인력의 분야별 필요 역량 정의, 관광 인력 역량 표준 설정, 관광
인력 역량 강화 교육 표준 수립

교육에 대한 고용주
투자 촉진

관광 기업의 직원 교육 및 전문적 개발에 대한 고용주 투자 촉진 및
지원, 교육 투자 수익률 제시, 교육문화 개선

시장 수요 대응
커리큘럼 개선

시장 수요에 대한 조사 수행, 교육 졸업생의 취업 적성 적합성 확인, 학술
자문 위원회 참여, 관광 교육자의 커리큘럼 개발 지침 설정

품질 보증, 프로그램
인증, 평가 프로그램

관광 서비스 품질 기준 설정, 관광 서비스 프로그램 인증, 품질 감사 실시

관광 노동 관련
정책 논의 촉진

관광 노동 시장 전문가 포럼, 관광 노동 업계 상담 이벤트에 기여, 공공정책
자문행사 참여

관광 노동 시장
평가 및 조정, 관리

지역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 사업 및 지역별 노동 시장 평가

② Tourism HR Canada의 Programs & Service 내용

[그림 5-18] Tourism HR Canada의 Programs & Servic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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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it Skills Training and Certification
Emerit Skills Training and Certification은 관광산업 전문가와 협업해 Tourism HR Canada가
개발한 훈련 및 인증 브랜드로 캐나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우수성, 신뢰성, 전문성에 있어서
가장 인정받고 있음
Emerit Skills Training and Certification은 국가직업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온라인 학습 및 워크북(On-line Learning & workbook), 프로페셔널 인증(Professional
Certification) 등의 내용으로 교육 시행함
국가직업표준 : 관련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나열한 매뉴얼로, 다양한
관광 및 환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검증하여 고용주들이
원하는 신규 고용자들이 갖춰야 할 기술과 지식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현업에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학습 및 워크북 : 수십 개 직종에 대한 교육을 관리가 용이한 온라인 모듈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바쁜 직원들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워크북도 이용할 수 있음
프로페셔널 인증 : 국가적인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인증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성과
향상, 직원의 직무 만족도와 충성도 증진, 이직 및 교육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The SMART Accreditation Program
산업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 관련 교육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프로그램 개발, 제공 및 개선, 결과 측정의 모범 사례를 관광 관련 기관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메커니즘임. 자기평가와 제3자 검토로 표준화된 틀 안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이 충족되면 프로그램은 SMART 프로그램으로 인증됨. 추가 기준이
충족되면, 프로그램은 SMART+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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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현재 운영 중인 The SMART Accreditation Program
교육기관명

분야

SMART 등급

CÉGEP de St-Félicien (Quebec)

Techniques de tourisme

SMART + Premium
(2017)

Centennial College (Ontario)

Hospitality and Tourism
Administration

SMART + Premium
(2017)

Centennial College (Ontario)

Hospitality - Hotel
Operations Management

SMART + Premium
(2017)

Olds College (Alberta)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SMART + Premium
(2017)

Ryerson University (Ontario)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SMART + Premium
(2017)

Confederation College (Ontario)

Tourism – Travel and
Eco-Adventure

SMART + Premium
(2018)

HT Hospitality Training (Ontario)

Housekeeping Room
Attendant

SMART + Premium
(2018)

HT Hospitality Training (Ontario)

Banquet Server, In-Room
Dining, and Food &
Beverage Server

SMART + Premium
(2018)

HT Hospitality Training (Ontario)

Front Desk Agent

SMART + Premium
(2018)

New Brunswick Community
College (New Brunswick)

Hotel and Restaurant
Management

SMART + Premium
(2018)

New Brunswick Community
College (New Brunswick)

Hotel and Restaurant
Operations

SMART + Premium
(2018)

Canadian Academy of Travel and Tourism(CATT)
1995년 American Express Foundation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7년에 캐나다 관광 HR
프로그램으로 상설화됨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관광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00개 이상의 학교에서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함
CATT는 3단계로 제공되며 교사들은 지역 기업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체험 기회를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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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T는 여행과 관광 교육 제공 학교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GTTP(Global Travel and Tourism
Partnership)의 캐나다 회원으로, CATT 학교는 GTTP 커리큘럼 자원에 접속할 수 있으며 전
세계 관광 분야의 깊이와 폭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생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

Ready to Work Program
국가직업표준에 근거한 강의실 및 직장 교육을 통해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관광 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11,000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Ready to Work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준비 교육 및 경력 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함
참여자의 혜택은 다음과 같음
-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및 지식 함양
- 심폐소생술, WHMIS, 주류 관리 및 서비스, 식품안전 등 인증서 획득
- 산업 멘토/감독자의 지도하에 실무 경험
- 용이한 학습 교재로의 접근성 증대
- 관광 분야에서 직업 및 직업 기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지역사회, 지역 내 관광 관련 활동에 대한 지식 증가
-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고용주의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적절한 교육을 받은 신입사원의 확보
- 사내 재교육 등에 사용할 교육 자원 확보
- 사내 트레이너와 감독자가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 기법을 학습
하도록 하는 이틀간의 Train-the-Workplace-Trainer 프로그램 참여
- 신입사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도구
- 교육 자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
제공프로그램 모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취업 전 강의실 교육 : 진로 계획, 이전 가능한 기술, 강사가 주도하는 분야별 기술 교육
- 실무 교육 : 직장에 관한 교육, 실무 트레이너에 의한 직업별 교육, 멘토링 및 피드백
- 근무처 교육 : 참가자가 구직자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상담･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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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관광산업 종사자 육성 사례
글로벌 스킬 전략(Global Skill Strategy) 연계 우수 관광 인재 유치
캐나다의 글로벌 스킬 전략은 캐나다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최고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것임
Global Talent Stream은 적절한 캐나다 근로자가 없을 때 기업들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인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5년간 3,520만 달러, 현재 740만 달러)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와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은 관광 분야 내에서 글로벌 스킬 전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광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관광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함

지역 관광 고용 프로그램
Tourism HR Canada와 캐나다 호텔 협회, IRCC는 캐나다 내 다양한 지역 및 관광 분야에서
취업희망자들이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함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2학년 이후의 대학생들에게 관광 학업과 관련된 유급 근무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를 점차 예술, 인문, 사회과학 학생들의 관광 관련 인턴십 참가 기회로 확대함
관광 분야의 고용주 협회와 협력하여 중등교육기관과 캐나다 관광사업자 사이에 복수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며, 그 목적은 중등학생들을 위한 관광분야의 추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관광 산업 부문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현재와 미래의 기술 부족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여기에는 관광 산업 부문별
노동시장 정보, 국가 직업표준, 인증제도 개선이 포함됨
Tourism HR Canada의 연구, 노동 시장 정보, 예측, 역량 프레임워크 및 관광 분야의 인적
자원 계획, 기술 개발, 근로자 인증 및 관련 도구 지원과 기타 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함

노인을 위한 새로운 호라이즌 프로그램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사회에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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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캐나다 정부 예산 계획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2천만 달러의 추가 기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직장에서의 연령차별을 없애고 노인들의 노동 시장에 애착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 프로젝트를 포함함

일하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소득세 면제 강화
보장된 보장소득세 면제를 강화하여 더 많은 복리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을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은퇴를 보다 안전하게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함
이는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관광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노동 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함

캐나다 교육 혜택(Canada Training Benefit)
일하는 캐나다인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지원에 관광 분야를 포함
변화하는 업무 특성에 적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혜택(5년간
17억 달러 투자)을 제공함

미래기업가 프로그램(Futurpreneur Canada)
캐나다의 비즈니스 개발 은행과 제휴한 Fututpreneur Canada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멘토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여 차세대 캐나다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젊은
기업가들과 비즈니스 전문가와 학습 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도록 지원함
관광 분야의 젊은 기업가들에게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원주민지역 기업가 지원금 3백만 달러 포함하여 5년에
걸쳐 3천8백만 달러를 지원함

LGBTQ222) 워크샵
Tourism HR Canada와 협력을 통해 LGBTQ2 관광 분야를 더 잘 지원하고 관광 사업자들이 더
많은 LGBTQ2 여행자들을 캐나다로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성
교육 워크숍을 시행함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장 개발 및 수출지원 프로그램
Tourism HR Canada와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관광
사업자에게 중국 수출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함

22)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2개의 정신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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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소기업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향후 중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원주민 기업가정신 프로그램(Aboriginal Entrepreneurship Program)
원주민기업의 자본 확충, 사업기회 개선, 원주민의 고용 촉진 등을 통해 캐나다 원주민 사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체의 수 확충을 목표함

적체 해소를 위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개선
캐나다노동청(ESDC)은 증가하는 취업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340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통해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을 계속 고려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신청 지역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 신청서의 전반적인
평가, 제출일, 긴급한 요구가 있는지에 따라 합법적으로 우선 처리가 필요한 관광 사업
고용주에 대하여 신속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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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 뉴질랜드 사례 연구
1. 뉴질랜드 사례 연구 필요성
가. 국가 무역 수출 중 관광 비중 세계 1위 국가
천혜의 자연환경 및 마오리 전통문화 등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뉴질랜드는 매년 지속적인 인바운드 관광객 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표 6-1> 뉴질랜드 인바운드 관광객 수 증가세
단위: 명

연도

관광객 수

전년대비 증감율(%)

2013

2,670,048

2.9

2014

2,801,802

4.9

2015
2016

3,040,667
3,386,685

8.5
11.4

2017

3,677,744

8.6

2018

3,808,605

3.6

출처 : Stats NZ

뉴질랜드 관광 수입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뉴질랜드 국가
무역의 전체 수출 중 관광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큰 수준임
뉴질랜드 국내 관광객의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2015년 이후 외래 관광객의
지출의 증가폭이 커짐
<표 6-2> 뉴질랜드 관광 지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 관광 지출

국내 관광객 지출

외래 관광객 지출

총 지출

증감률(%)

총 지출

증감률(%)

총 지출

증감률(%)

2013
2014

27,077
28,416

1.8
4.9

17,119
17,973

4.1
5.0

9,958
10,444

-1.9
4.9

2015

31,739

11.7

19,313

7.5

12,426

19.0

2016

35,277

11.1

20,411

5.7

14,865

19.6

2017
2018

36,320
39,270

3.0
8.1

21,525
22,950

5.5
6.6

14,794
16,319

-0.5
10.3

출처 : Tourism Satellite Account 2019, Stats NZ

관광산업은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 산업으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GDP에 5.8%를 직접 기여하는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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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국가 수출 산업 중 관광 수출 비중

나.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관광 정책 벤치마킹 필요
뉴질랜드는 관광 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함
뉴질랜드는 일부 관광지와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비수기 관광객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함
특히 배낭여행객과 사이클, 하이킹, 골프 등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을 타겟으로 뉴질랜드가
그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청정 자연 지역에서 최상의 여유로움을
만끽 가능한 프리미엄 관광지로써 브랜딩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행함
한편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길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컨퍼런스 및 컨벤션 등의 비즈니스 이벤트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100% Pure New Zealand 관광 브랜드는 뉴질랜드 관광의 프리미엄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글로벌 관광 마케팅 도구로 개발･활용되고 있음
이는 2012년 World Travel Awards에서 최고의 마케팅 대상으로 선정됨

[그림 6-2] 100% Pure New Zealand 캠페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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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관광청은 우수한 뉴질랜드 관광 경험 품질을 보증하는 Qualmark
인증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1993년 뉴질랜드 관광청과 자동차 협회가 협력하여 뉴질랜드의 관광산업의 공식 품질 보증
기관이 되기 위해 Qualmark 인증제를 설립하였으며, 2015년 9월 뉴질랜드 관광청이
Qualmark의 완전 소유권을 획득하여 해외 방문객들에게 높은 관광 경험 품질 제공을 보증하는
뉴질랜드의 관광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뉴질랜드 관광 사업자는 기준에 따라 Bronze, Silver, Gold 라이센스 등급으로 구분된
Qualmark 인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100% Pure New Zealand Experience Awards는 Gold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음
뉴질랜드의 1,700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Qualmark를 획득하였으며 그 중 265개가 Gold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6-3] 뉴질랜드 Qualmark 라이센스 등급

다. 국가 핵심 동력 산업으로서의 관광 산업 정책 사례 벤치마킹 필요
뉴질랜드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23)과 관광협회인
TIA(Tourism Industry Aotearoa)24),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25) 내 관광산업 전담 조직 등 3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육성 정책과 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함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뉴질랜드 관광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229,566명,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163,713명으로 이는 뉴질랜드 전체 고용자의 14.4%
수준에 달하는 인구가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음

23) https://www.tourismnewzealand.com
24) https://tia.org.nz
25) https://www.mbi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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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2017년 관광지속가능위원회(Tourism Sustainability Commitment)26)
를 조직하여 모든 관광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운영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
관광사업자들은 지역사회와 관광객, 경제와 환경적 균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
또한 지속 가능성 성과 대시보드를 작성하여 매년 관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환경보전부 등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및 기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산업 수익, 지속적인 성장
호스트 지속 가능성: 호스트 커뮤니티 만족도, 커뮤니티 참여
방문자 지속 가능성: 방문자 만족도, 방문자 참여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보전, 환경 발자국 줄이기

[그림 6-4] 2019 관광 지속 가능성 성과 대시보드
26) https://sustainabletourism.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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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뉴질랜드 관광 관련 주요 정부 기관
뉴질랜드 관광청 (Tourism New Zealand)
뉴질랜드 관광청은 199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뉴질랜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진행함

Tourism Industry Aotearoa(TIA)
TIA는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협회로, 협회에 가입된 기업들이 뉴질랜드 관광 사업
매출의 약 85%를 차지함
TIA는 2019년 5월에 "Tourism 2025 & Beyond”를 제시하고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성장’을 비전으로 하여 뉴질랜드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통해 개인, 지역사회, 환경, 방문객의 가치를 높이는 관광을 추구하고자 노력함
Tourism 2025는 뉴질랜드 관광수요가 증가한 2014년에 시작되어 2025년까지 관광산업을
연간 410억 달러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다양한 산업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에 필요한 틀을
제시함
2017년에는 관광지속가능위원회(Tourism Sustainability Commitment)27)를 시작하여 모든
관광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고 관광사업자들은 지역사회와
관광객, 경제와 환경적 균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MBIE)
MBIE는 중앙 정부기관으로 관광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
부문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핵심으로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함

27) https://sustainabletourism.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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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서비스인프라 및 스마트관광 육성 분야
가.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관리 정책 사례
① 중국인 FIT 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중국인 관광객은 뉴질랜드 인바운드 관광 시장 중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지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큰 중요도를 가짐
<표 6-3> 국가별 뉴질랜드 인바운드 관광객 수(상위 10개국)
단위 : 명

국가
호주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싱가폴

2014
1,239,568
242,800
213,680
194,096
76,240
78,176
53,472
48,560
35,232
44,832

2015
1,304,384
327,904
237,312
198,960
81,648
85,200
60,416
51,680
43,920
48,032

연도
2016
1,384,432
405,504
269,984
215,488
92,304
96,608
79,856
56,128
49,296
55,200

2017
1,466,624
407,744
319,520
246,032
104,128
101,664
85,520
65,376
57,776
57,520

2018
1,474,464
452,944
340,864
233,440
101,456
101,424
91,824
69,312
68,512
60,848

출처 : Stats NZ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을 중국-뉴질랜드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림 6-5] 뉴질랜드-중국 홍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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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관광청은 중국 IT 기업 Tencent와 MOU를 체결하여 중국인 FIT를 대상으로
한 위챗(WeChat) 광고 및 WeChat Mini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중국 관광객의 소비,
습관, 선호도에 맞는 뉴질랜드 관광 상품 홍보･마케팅을 실시함

[그림 6-6] 뉴질랜드 관광청과 Tencent의 MOU 체결

② 프리미엄 시장 캠페인
뉴질랜드는 스키, 하이킹, 사이클 등의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그 중 하나로 뉴질랜드 관광청은 에어 뉴질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뉴질랜드 스키
지역에 대한 여행사 교육용 비디오 게임을 시작함
호주 관광객은 뉴질랜드를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호주 방문객의
50% 이상이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여행사 직원들에게 뉴질랜드 스키장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게임을 제작함
또한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호주 스키 캠페인인 Winter at the Peak에서 해당
게임을 진행함

또한 2009년 뉴질랜드 정부는 “National Cycleway Fund”에 5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여 뉴질랜드 사이클 트레일인 Nga Haerega 트레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2016년 이후 4년 동안 2,500만 달러의 프로젝트 자금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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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 Naerenga 사이클 트레일에는 Great Rides, Heartland Rides 및 Urban Cycling Network
사이클 트레일이 포함되며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뉴질랜드 사이클 트레일을 이용함
사이클 트레일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목적지로서 뉴질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품질 관광자원을 만들어 지역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

③ 책임 있는 캠핑(Responsible Camping) 지원
뉴질랜드에서 자유 캠핑(Free camping)28)을 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2013년 말
54,000명에서 2018년 말 123,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출도 약 2억 달러에서 약
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전역에서 책임 있는 캠핑을 돕기 위해 2018/19에
85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9/20 여름시즌에 약 8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캠핑 시설의 화장실, 폐수 탱크 및 펌프, 쓰레기 처리장 등의
운영비용과 간판, 안내 책자, 교육훈련 수당 등 교육 및 모니터링 비용을 지원함

[그림 6-7] 지역별 관광 인프라 기금 및 책임 있는 캠핑 기금 할당규모

28) 자유 캠핑(Free camping)이란 텐
트, 카라반, 캠퍼 밴/모터 홈의 공식 캠프 사이트가 아닌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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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지역별 관광 인프라 기금 및 책임 있는 캠핑 기금액
단위 : 달러

지역

관광 인프라 기금

책임 있는 캠핑 기금

총 기금액

Auckland

0

201,360

201,360

Bay of Plenty

3,872,519

1,325,672

5,198,191

Canterbury

7,263,693

2,539,455

9,803,148

Chatham Islands

168,061

0

168,061

Gisborne

2,031,200

325,905

2,357,105

Hawke's Bay

1,594,946

416,115

2,011,061

Manawatu-Whanganui

5,976,126

184,595

6,160,721

Marlborough

1,121,113

378,610

1,499,723

Nationwide
Nelson

0
1,133,550

718,550
256,878

718,550
1,390,428

Northland

8,564,882

1,180,500

9,745,382

Otago

4,644,451

2,233,435

6,877,886

Southland
Taranaki

6,361,910
833,687

31,000
156,000

6,392,910
989,687

Tasman

665,000

530,955

1,195,955

Waikato

7,878,955

2,462,026

10,340,981

Wellington-Wairarapa
West Coast

323,470
5,973,854

145,000
3,103,372

468,470
9,077,226

Grand Total

58,407,417

16,189,428

74,596,845

출처 : Tourism Infrastructure Fund, MBIE

④ 국내 성장 통찰 도구(Domestic Growth Insight Tool: DGiT)29) 개발･활용
DGiT는 TIA의 주도로 진행된 뉴질랜드의 국민국내 관광(domestic tourism)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2016년 9월에 6,000명의 뉴질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수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국내 관광 마케팅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음
TIA는 뉴질랜드 관광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에 지역사회의 지원과 투자 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국내 관광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며, 뉴질랜드 국민들도 활성화된 국내 관광
개발 정보를 접할 때에 더 많은 국내 여행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함
또한 국내 관광 시장 활성화는 지역 행사와 축제 육성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 뉴질랜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29) https://dgi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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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자들은 지역 관광 산업이 국제 시장으로 확장되게 하는 생명줄과도 같으며, 이
시장을 성장시키면 우리는 그들의 사업 능력과 '수출 준비'도 성장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며
DGiT 활용할 것을 제안함

여행 목적에 따라 뉴질랜드 국내 관광객 대상 FIT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고 각
세분시장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목적지, 여행 목적, 여행 수단, 동반자, 패키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숙박시설, 예약 경로, 지출 내역 등을 조사함
호주의 경우에는 매년 전국 방문자 조사(National Visitor Survey: NVS)30)를 통해 무작위로
선별된 120,000명의 호주 주민들의 국내 여행 실태 조사를 수행함
처음에는 유선 및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진행되던 조사를 2019년 100% 휴대전화를
사용한 설문조사로 전환하였음

DGiT 활용은 DGiT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사용한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무료로 이루어지며, 관련된 활용 방법 및 절차 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소개 영상,
성공 사례들의 케이스스터디 등이 자세하게 탑재되어 있음

[그림 6-8] DGiT; Activating Domestic Tourism 공식 페이지

DGiT에 사용되는 정보 자원은 다음 목록 내용으로 구성함
Tourism Industry Aotearoa : DGiT 추진 주체 및 민관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함
Tourism 2025 growth framework : 뉴질랜드 연간 관광 매출액을 500억 달러로의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뉴질랜드 관광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 체계임(10년 주기 계획)

30) National Visitor Survey Methodology,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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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ial Growth Fund and Regional Growth Studies : MBIE에서 실행하는 뉴질랜드
지방성장기금 사용 결과와 지역의 관광 경제 성장 기회 창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함
Chinese New Zealanders domestic travel survey 2018 : 중국계 뉴질랜드인의 90% 이상이
2018년에 적어도 한 번의 국내 휴가 여행을 떠났고, 약 3억 1천 5백만 달러를 지출함
Domestic Tourism Dashboard : 뉴질랜드인의 국내 관광에 의한 지출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의
관광산업 비중을 알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제공함
Monthly Regional Tourism Estimates : MBIE에서 실행하는 전국의 지역에서 국내외 방문객의
지출 측정 결과 제공. 사용자는 데이터 결과를 원하는 기준에 맞도록 필터링 할 수 있음
(숙박형태, 원산지별, 여객 운송 및 소매 판매, 연도별 관광 상품 그룹화 등)
Tourism Satellite Account : TSA는 매년 뉴질랜드 국내 관광 지출을 포함한 관광 산업의
뉴질랜드 경제 분야 역할의 청사진을 제공함
Domestic Satisfaction Series : 뉴질랜드 국내 관광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뉴질랜드
지역 여행지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수준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
Social media marketing tip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등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팁이 있는 블로그와 기사를 기반으로 국내 관광 마케팅 실행 인사이트를 제공함
How to research your market and competitors : 통계 사용 방법에 대한 팁을 사용하여
관광사업자가 자기 시장과 경쟁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Tips on developing your unique selling points :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하는 경쟁 요인 파악법을 제공함
Tips to build your brand : 뉴질랜드 관광사업자의 명칭, 로고, 슬로건, 그리고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고객들의 느낌과 이미지를 만드는 조언을 제공
Marketing & sales : 마케팅 계획과 판매 성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함
Digital toolkit : PwC에서 제작한 디지털 미디어 툴킷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략 개발 및 결과
측정 방법 등이 포함됨
Email marketing : 뉴질랜드 무역 및 기업들의 세일즈 상담 전략 및 스팸 관련 규칙을 포함한
이메일 마케팅 가이드를 제공함

이러한 자원들의 통합과 DGiT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전
관광분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펀딩이 집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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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DGiT 협력 이해관계자 구성
중앙 정부 관광 기관 및 협단체
•
•
•
•
•
•
•

Tourism Industry Aotearoa
Department of Conservation
MBIE
AA Traveller
Air New Zealand
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Ltd
Holiday Parks Association of New Zealand

•
•
•
•
•
•
•

Bluebridge Cook Strait Ferry Service
Christchurch International Airport Ltd
Ngai Tahu Tourism
Rainbow’s End Theme Park
Real Journeys
Tourism Holdings Ltd
InterCity Group

지자체 관광 기관
•
•
•
•
•
•
•
•
•
•
•
•
•
•
•

Christchurch & Canterbury Tourism
• Hawke’s Bay Tourism
Destination Clutha
• Lake Wanaka Tourism
Destination Coromandel
• Nelson Tasman Tourism
Destination Fiordland
• Northland Inc
Destination Great Lake Taupo
• Tourism Bay of Plenty
Destination Kaikoura
• Tourism Central Otago
Destination Marlborough
• Tourism Tairawhiti
Destination Manawatu
• Tourism Waitaki
Destination Mt Cook Mackenzie
• Tourism West Coast
Destination Queenstown
• Venture Southland
Destination Rotorua
• Venture Taranaki
Destination Wairarapa
• Visit Whanganui
Enterprise Dunedin
• Visit Ruapehu
Auckland Tourism, Ev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Wellingt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출처 : www.dgit.nz

DGiT 활용 증대를 위한 Webinar 온라인 컨퍼런스도 실행되고 있으며, 컨퍼런스
참여를 놓치더라도 녹화 영상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함

[그림 6-9] DGiT Webinar 온라인 컨퍼런스 녹화 영상 공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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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뉴질랜드 국내 관광 세분시장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공유함

[그림 6-10] 2019년 뉴질랜드 국내 관광 세분시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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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국내 관광의 세분시장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Family’와 ‘Fun
with Kids’로 각각 전체 국내 관광의 21%와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DGiT에서는 각 시장의 인구통계적 특성, 선호 관광 지역, 숙박 형태, 정보 습득 특성, 주요
활동 내용, 교통편 및 이동 경로 등을 제공하고 있음
지역별, 관광사업자 특성별로 추가적인 세부 마케팅 방안 컨설팅을 제공함

[그림 6-11] DGiT의 ‘Family’와 ‘Fun with Kids’ 세분시장 특성 제공 사례

⑨ 국제 관광 시장 프로필 모델 개발
뉴질랜드 관광청은 국내 관광 시장 수요 및 특징에 대한 이해가 관광 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DGiT 사례를 기반으로 뉴질랜드 인바운드 관광 시장
분석에 응용･적용함
그 결과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외국인 방문자들의 방문시기, 방문 동기, 선호하는
숙박 유형, 관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문자 프로필 모델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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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주요 인바운드 관광 송출국(호주,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시장을
대상으로 인바운드 관광사업자별 특성(관광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수준, 자연 또는 도시형 관광 여부 수준, 체험 또는 관람형 관광 여부 수준 등)에
따른 핵심 인바운드 관광 고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필터링 결과를 제시함

[그림 6-12]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프로필 예시

[그림 6-13] 인바운드 방문자 프로필 도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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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숙박 서비스 개선 사례
① 뉴질랜드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호텔을 표방하는 mi-pad Hotel 사례
뉴질랜드 최초의 스마트호텔 ‘mi-pad Hotel’이 2018년 8월 퀸즈타운에 오픈함
물리적인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는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규정하며, 완전한
스마트 호텔을 표방하는 이 6층짜리 57개 스타일리쉬한 부티크 객실을 가진
호텔은 스마트폰으로 ‘mia’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음

[그림 6-14] 완전한 스마트호텔을 표방하는 mi-pad Hotel 사례

mia 앱을 통해 체크인과 객실 스마트열쇠 수령, 객실 상태(조명, 온도, 청소 등)
관리, 룸서비스, 디지털 컨시어지(주변 관광 활동과 참여 가능 이벤트 안내 및
추천, 예약, 결제 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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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블레어가 디자인 하고 루이스 그다니츠가 건립한 이 호텔은 내부에서 간단한 음식과 간식,
아침 식사 옵션이 있지만 호텔 주변의 멋진 와카티푸 호수의 해안과 주변 수백 개의 술집,
식당을 만끽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F&B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mi-pad hotel은 손님들이 단순히 잠잘 곳을 위해 숙박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
호텔 숙박을 통해 마치 퀸즈타운에 거주하는 현지 주민처럼 생활해보는 참신한
경험에 지불하기 원함을 파악하고 mia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함
호텔 입구 로비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social wall’에서는 mia앱의 최신
업데이트 내역과 mi-pad hotel 손님들의 호텔 투숙 및 지역 관광 경험 후기에
대한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짐
호텔은 편리한 침대와 보관 옵션, 유기농 제품과 최고급 헤어 스타일링 도구,
스마트 TV와 감각적인 욕실 등 만족스러운 객실 경험을 위한 기본도 잊지 않았음

다. 스마트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사례
① 오클랜드 교통청 AT LOCAL 서비스
오클랜드 교통청이 ‘AT LOCAL'이라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데픈포트(Devonport)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중교통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AT LOCAL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T Local 공유 자동차, 버스, 전철,
페리 등의 모든 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2020년 5G 상용화를 통해 버스환승장과 역사 등에 AI(인공지능)와 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스테이션을 도입할 예정임
또한 오클랜드 정부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며 도시 전체 교통 혼잡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트램, 지하철, 경전철 도입
프로젝트를 검토･진행함
이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도심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남부
노선이 연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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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AT LOCAL 서비스 유형 및 가용 지역

② 오클랜드 매든 스트리트(Madden Street)
뉴질랜드 디지털 서비스 회사인 ‘Spark’는 Aden land Transport, NB Smart Cities,
Auckland Council과 함께 Madden Street를 구축함
Madden Street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구역 내 쓰레기통, 주차장, 가로등 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쓰레기통을 비울 때나 가로등을 작동 시 그리고 주차장 사용 현황 관리 등의 작업을
이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가로등을 스마트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격 실시간 대기 오염 및 소음 추적과 날씨 변화 감지 모니터링 등과 거리의 무료 공용
Wi-Fi와 스마트 CC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이는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개발은 아니나 무료 공용 Wi-Fi와 CCTV 안전, 혼잡
관리 측면에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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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Auckland Madden Street(Smartest Streets) 사례

③ 가상 웰링턴(Virtual Wellington) 도시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가상 및 증강 현실 에이전시인 ‘Wrestler’는 웰링턴 지역 경제 개발 기관 (Wellington
Regional Economic Develpment Agency)과 함께 IoT 기술과 VR 기술을 도입하여
WellTown을 만들어 가상현실의 웰링턴을 대화형 게임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VR 여행을 통해 웰링턴을 방문할 수 있으며 브로슈어나 영상물 대신
헤드셋을 통해 직접 웰링턴을 경험할 수 있음
재미와 게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도시 문제를 이해하고 도시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등 웰링턴 도시 가상 경험 가치를 제공함

[그림 6-17] Virtual Wellington(WellTown) 사례

관광산업전략팀 141

해외 관광산업전략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

3. 관광사업체 육성 분야
가. 관광산업 통계 조사 관리 사례
① 개방형 데이터 확대
뉴질랜드 정부는 개방형 데이터 확대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Declaration
on Open and Transparent Government를 시행하고 2017년 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에 가입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의 데이터 지원 및 정보 관리
원칙을 지지함

[그림 6-18] data.govt.nz 사이트

② 국제 방문자 조사(International Visitor Survey: IVS)
뉴질랜드 정부는 1984년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외국인 방문객들의 지출 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방문자 조사(IVS)를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뉴질랜드 외국인 방문객의 지출, 특성 및 행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분기별로 보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모든 조사는 2013년 7월을 기점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조사 표본 규모를
기존 5,200개에서 8,900개로 증가시켜 조사 및 분석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업그레이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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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VS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호주 이외에 중국과 미국, 영국 시장 규모와
휴가 및 친구･친지 방문 이외에 비즈니스 방문 지출 규모 증대가 두드러짐
<표 6-6> 뉴질랜드 IVS 조사 결과(국가별 국제 방문객 지출)
단위 : 백만 뉴질랜드 달러

송출 국가별 지출 규모
총합

2018
11,181

2019
11,468

증감률(%)
3

호주

2,578

2,739

6

중국

1,687

1,730

3

미국
영국

1,184
906

1,528
1,038

29
15

독일

581

573

-1

캐나다

267

296

11

일본

247

277

12

한국

283

213

-25

아시아

1,354

1,225

-10

유럽

1,07

1,137

6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중동

556
191

360
230

-35
21

미주

278

122

-56

방문목적별 지출 규모

2018

2019

증감률(%)

휴가

7,100

7,025

-1

친구/친지방문

2,316

2,124

-8

비즈니스
기타

793
972

832
1,488

5
53

출처 : International visitor survey, 2019

호주 정부는 2005년부터 국제 방문자 조사(IVS)31)를 진행함
연간 약 40,000명의 국제 방문자를 대상으로 8개의 주요 국제공항 출국 라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온라인 조사로 전환 작업 실행 중에 있음
설문 문항은 약 100개로 상당히 방대한데, 거주지, 재방문 여부, 단체 투어 여부,
여행 동반객, 호주 여행 정보 출처, 방문 목적, 숙박시설 및 교통편, 활동, 지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포함함

31) International Visitor Survey Methodology,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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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
관광위성계정은 관광활동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관광 데이터 자료로 국제 및 국내 관광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함
관광위성계정은 뉴질랜드 공식 국가 계정으로 통합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제 관광객 수와 지출, 지역 관광 지출 추정치, 숙박시설
통계, GDP, 관광 고용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전체의 규모를 보여줌
호주의 경우, 매년 호주 통계청(ABS)에서 국가수준의 전국 관광위성계정(TSA)을
작성하고 호주 관광청이 주 및 지역 관광위성계정(RTSA)을 생성하여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관광 총 지역 생산, 관광 지출, 관광 총 부가가치, 관광 고용 등의
관광산업 가치를 제공함32)

④ 월별 지역 관광 추정치(MRTEs ; Monthly Regional Tourism Estimates)
MRTEs는 국제 및 국내 소비자의 지출 중 관광에 대한 지역별 월별 지출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통계로 국가 내 카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됨
현금 지출 및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온라인을 통한 지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TSA 데이터를 반영하여 예측한 총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정치를 계산함
호주는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인 국제 및 국내 관광객의 지출을 추정하기 위해
관광객의 지출 유형을 여행 중 지출과 여행 전‧후 지출, 타인이 지불한 지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집함33)
⑤ 비즈니스 이벤트 활동 설문(Business Events Activity Survey)
비즈니스 이벤트 활동 설문은 비즈니스 이벤트 연구 프로그램의 공급 측면의 구성요소로
뉴질랜드 전국 14개 컨벤션 뷰로와 공동으로 진행함
주요 호텔 체인, 컨벤션 센터, 부티크 연회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주최되는 MICE
이벤트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전문 회의 및 장소의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을 가능하게 함
32) Tourism Satellite Accounts Explanatory Notes, Regional Touirsm Satellite Accounts Explanatory Notes 재구성
33) Regional Expenditure Methodology,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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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2020년 1월 월별 지역 관광 추정치
단위 : 백만 달러

지역
Taranaki
Southland
Manawatu-Whangaunui
Canterbury
Auckland
Wellington
Bay of Plenty
National
Waikato
Nelson
Otago
Marlborough
Hawke's Bay
Northland
West Coast
Gisborne
Tasman

2020년 1월 지출
480
82
99
449
850
255
261
3,355
353
52
452
60
81
157
68
21
53

전월 대비 성장률(%)
11
11
10
7
6
5
5
5
5
4
3
3
2
2
1
-4
-7

전년 대비 성장률(%)
6
5
2
2
6
7
5
4
3
0
2
2
4
0
-4
-1
-2

출처 : Monthly Regional Tourism Estimates, 2020.01

<표 6-8> 2018년 지역별 비즈니스 이벤트 활동 설문 결과
단위 : 건

지역
Auckland
Hamilton & Waikato
Bay of Plenty
Rotorua
Taupo
Hawkes Bay
Manawatu
Wellington
Marlborough
Nelson
Christchurch & Canterbury
Dunedin
Queenstown
총합

미팅
/세미나
10,013
3,513
1,343
1,071
587
965
1,942
4,631
746
1,010
3,715
930
736
31,202

사교
행사
2,517
717
357
764
255
272
544
1,178
284
371
904
304
306
8,771

컨퍼런스
/컨벤션
1,468
501
285
328
276
185
313
1,131
134
141
339
168
247
5,517

인센티
브 투어
145
102
43
38
13
29
45
71
60
78
95
30
140
887

무역전시회
/전시회
265
62
35
44
20
26
43
152
33
32
82
36
43
873

기타
1
1
4
6

출처 : Business event activity surve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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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숙박 설문조사(Accommodation Survey)
숙박 설문조사는 뉴질랜드 내 RTO와 협력하여 숙박 형태, 숙박일 수, 숙박점유율,
숙박비 등의 월별 숙박 통계를 제시하여 왔으나 2019년 11월에 종료됨
2014년 실시한 검토에서 전통적인 숙박시설 이외에 에어비앤비 등의 p2p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에 변경된 통계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
호주는 글로벌 데이터 분석 제공업체인 STR이 호주 숙박시설 모니터링 (Australian
Accommodation Monitor: AAM)34)을 수행하여 숙박시설 수, 객실 수, 객실 점유율,
평균 객실요금, 객실 당 수익 등의 호주 숙박산업의 성과를 측정 및 분석, 발표해
오고 있음

⑧ 뉴질랜드 관광 데이터 허브 ‘Figure.NZ Tourism Data Hub’ 운영
뉴질랜드관광청은 2018년 11월 로드쇼 진행을 통해 Figure.NZ와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한 관광 데이터 허브 ‘Figure.NZ Tourism Data Hub’를 공개함
Figure.NZ는 ‘See New Zealand clearly’를 표방하는, 데이터 공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허브로 원하는 대부분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모든 차트에는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 원래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링크 및
원하면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Figure.NZ Tourism Data Hub는 관광 동향, 국제 방문자 활동, 또는 지역 관광 가치
등에 대해 뉴질랜드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Figure.NZ라는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임
더불어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Google for Business'와 같은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함
이를 통해 뉴질랜드의 관광사업자, 투자자, 연구원, 그리고 언론 및 미디어들이 뉴질랜드
관광 산업 내에서의 기회를 더 잘 파악하고, 그 분야의 변화를 이해하고, 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정보에 입각한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34) Australian Accommodation Monitor(AAM) Methodology,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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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Figure.NZ for travel & Tourism 사례

나.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사례
① ’Tourism 2025 and Beyond‘ 뉴질랜드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 계획
뉴질랜드 정부는 10년 계획인 ’Tourism 2025 and Beyond‘ 뉴질랜드 중기 관광산업
육성 계획 수립에서 뉴질랜드 관광의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
수행을 위한 뉴질랜드 ’관광 시스템‘과 ’관광 경제‘, ’방문객 관리‘, ’지역사회 관리‘,
’환경 관리‘, ’연결성 관리‘, ’지식 관리‘ 등 7개 분야의 68개 추진 계획에 대한 정성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2015년부터 지속가능한 뉴질랜드 관광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뉴질랜드
관광청과 TIA 간 협력 강화, 세밀한 TSA 관리, 그리고 Qualmark 제도 활성화를 중시함
‘Tourism – Good(좋은 관광)’, 즉 지속가능한 관광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금조달
(fund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증대를
지속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매커니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함
각 지역별로 지방 정부 기금에 대한 생산성 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관광
경제(visitor economy) 활성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법 도출과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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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티캉가 마오리(TIKANGA MĀORI)의 지속가능한 원주민 관광 개발을 위한 원주민
기업 경영 및 창업에 대한 각종 자원 관리와 파트너십 구축을 매우 중시함
또한 관광 위기 발생은 곧 지역의 경제적 위기와 직결되므로 이를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역 관광 경제 회복에 대한 관광위기 대비능력을 확보･유지해야 함을 강조함
관광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되, 관광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보증을 위한 Qualmark
평가 프로그램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관광 인력 및 고용에 있어 관광사업자들이 뉴질랜드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주-뉴질랜드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의 질 보장을 통해 관광산업 고용 매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중시함
TSA는 지속적인 관리⋅개선을 통해 관광 경제의 지속가능한 공급가치사슬을 규명하고,
관광과 연관된 다양하고 보편적인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함

뉴질랜드 정부의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정책은 앞에서 언급된 DGiT 개발 및
컨설팅 지원에 사용되는 사전 데이터 원천 사업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② 마오리 원주민 관광 기업 지원 사업
마오리 지원 사업은 ’Tourism 2025 and Beyond‘의 68개 목표 중 5개 이상을
할애하여 육성 목표로 지정할 만큼 중요한 정책 과제임
뉴질랜드의 마오리 관광은 뉴질랜드를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는 문화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창출할 수 있으며 마오리 부족들의 상업 및 기술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음
마오리 원주민 관광 기업 설립을 위하여 뉴질랜드의 모든 관광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물론 특별한 추가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뉴질랜드 방문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대상의 마오리 예술, 공예, 공연 및 문화를
장려하고 마오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마오리 예술 공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사이트를 통해 관광 상품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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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태관광을 통한 6차산업화
뉴질랜드는 청정한 이미지와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6차 산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실현함
그 중 하나로 뉴질랜드 남섬 빙하 호수 지역의 ‘고지대 연어 농장’은 연어 양식장(체험장), 카페,
식당, 연어 판매장 등의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함
연어 먹이주기 체험, 물고기 생태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다음으로 ‘뉴질랜드 알파인 라벤더 팜’은 벤 오아후(Ben Oahu) 고산지역에서 라벤더
수확체험 및 상품 판매 등을 통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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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산업 인력 육성 분야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종사자 육성 사례
현재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별도의 관광산업종사자 육성 사례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나, 관광 데이터를 중시하는 관광 산업 및 경제 육성 기조에
따라 관련 전문인재가 육성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함
이는 관광 데이터 전문인재의 별도 육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양성된 우수한 데이터 전문인재가 관광 분야 직업에 대한 매력 인식에
따라 관광산업계로 유입됨을 유추할 수 있음
이는 ‘Tourism 2025 and Beyond’에서도 뉴질랜드 관광 인재 양성 및 기술 개발,
고용 증대 및 품질 보증 목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례
① “Go with Tourism"
"Go with Tourism”는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뉴질랜드 관광 고용과 구직, 교육
관련 통합 플랫폼 서비스임
이는 ‘Tourism 2025 and Beyond’의 "People & Skills” 프레임워크 29번 목표(뉴질랜드인의
관광산업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 인력 양성 및 고용 패키지 서비스를 시행함) 달성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뉴질랜드 관광 인력 양성과 뉴질랜드인의 관광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미래형 전략 사업임

이 프로젝트는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로부터 향후
3년간 52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 상태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뉴질랜드 관광산업 및 경제 회복의 핵심이 관광 인력 및 일자리 회복이라 규정하고
관련 전략 연구･개발에 집중함
특히 과거의 전통적이고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구인･구직
프로세스 대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온라인 디지털 구인･구직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하여 관광 구인･채용과 구직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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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고용부(MBIE) 이민 정책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을 위해
임시 취업 비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관광 활성화
인력 확보 계획 차원임

[그림 6-20] Go with Tourism 전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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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erviceIQ
‘ServiceIQ’는 항공, 숙박, 소매, 여행, 관광 및 박물관 부문을 위한 ITO(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으로 고객 접점 현장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교육함

[그림 6-21] ServiceIQ.org.nz 웹페이지
ITO는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정부 인정 기관으로 산업계를 대신하여 인재 양성 및 훈련을
관장하지만, 교육 및 훈련 제공자, 자금 제공자 및 정부를 포함한 많은 다른 당사자들도 참여함

ServiceIQ의 미션은 다음과 같음
항공, 숙박, 소매, 여행, 관광 및 박물관 부문 서비스 기술 관련 표준 설정
해당 표준에 대한 품질 보증
서비스 산업의 교육 공급 촉진
기술 리더십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업계를 대표하여 인재 육성⋅지원
국가적 또는 지역 서비스 업계에 선진 정책 제안

ServiceIQ는 짧은 온라인 강좌에서부터 국가 자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정부 지원 무료 프로그램부터 유료 프로그램까지 선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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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IQ의 초점은 직무교육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올바른 인력자원, 트레이너, 시스템 및 절차, 그리고 뉴질랜드 관광전문 인재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양의 심층 훈련과 후속 조치를 개발함
ServiceIQ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은 ‘On-job 프로그램‘을 통해 각 사업별로
적합한 기술을 교육시킬 수 있음
ServiceIQ는 또한 마오리 및 파시피카 원주민 학습자의 성공을 촉진하고 관광
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성인 문맹 퇴치를 위해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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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I .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연구
1.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연구 필요성
가. 2019년 세계에서 관광 산업이 가장 급성장한 국가로 선정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SA ; Kingdom of Saudi Arabia)은 2019년 이전까지 레저 및
휴가 목적의 인바운드 관광객 입국 비자를 허용하지 않고, 종교 및 비즈니스 목적의
인바운드 방문객 입국만을 허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인바운드 방문객이
18,260,000명을 기록할 만큼 인바운드 관광 수요의 잠재력이 매우 큼
2017년 인바운드 방문객은 16,109,000명으로 2016년 대비 약 10.7% 감소 했으나, 2010년에
10,850,000명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관광 시장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인바운드 관광 시장은 종교 목적의 관광 시장과 종교 이외 목적의
관광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2016년에는 종교 목적의 관광이 2016년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39.2%로 감소하며 종교 이외 목적의
관광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표 7-1> 사우디아라비아 인바운드 관광객 규모
2014
증감률
규모

구분
관광객 수

2015
규모
증감률

2016
규모
증감률

2017
규모
증감률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18,260

15.8

17,994

-1.5

18,044

0.3

16,109

-10.7

출처 : UNWTO-Barometer January 2019

[그림 7-1] 사우디 종교목적 및 종교 외 목적 관광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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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 종교 이외 목적의 관광은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의 관광객이라 할 수
있었으나, 2016년 이후 부분적인 레저 및 휴가 목적의 관광객 입국 허용에 대한
경제발전 효과를 인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 수립 이후 2019년 최초로
레저 및 휴가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함
그 결과 WTTC는 2019년 세계에서 관광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정함
WTTC가 매년 발간하는 경제영향보고서(EIR)에 의하면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산업은 2,450억 달러의 GDP를 창출했으며, 이는 전국 경제의 9.5% 수준임
중동 지역 경제가 연간 평균 0.6% 하락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산업 분야는
2018년 연간 2%의 성장에 이어 2019년 5.3% 성장함
2016년 이전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던 비즈니스 여행
시장이 2018년에는 전체 관광객 지출의 17%에 그친데 반해, 레저 여행 시장이
전체 관광객 지출의 83%를 차지하고, 특히 이중 국제 관광객 지출 비중이 63%에
달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제관광 시장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침
관광수지의 측면에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아웃 바운드
관광지출 규모가 인바운드 관광수입에 비해 커 관광무역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바운드 관광객의 지출의 급성장에 따라 관광수지 개선 현상을 보이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대륙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아시아태평양
지역(5.5%)과 중동 지역(5.3%)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관광 시장 개방은 사우디아라비아 특유의 종교 문화와
전통에 따른 의복 규정,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의복 규정 등과 밀접하게 엮여 있음
이에 기존 사회 통념과 상충되는 국제관광 시장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내용은 국가 및 사회 전체 혁신에 대한 관광 산업의 역할과 영향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한국 관광에 있어서도 벤치마킹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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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 일자리 창출 증대 목적의 정부 주도 국가 혁신 개발 추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현재 국가 경제의 핵심인 석유산업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의
주도에 의해 ‘Saudi Vision 2030’이라는 국가 주도형 산업 개발 정책을 통하여
석유산업 의존도 축소와 산업 구조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밝힘
산업 구조 다각화를 위해서 집중할 산업 분야는 건강, 교육, 인프라, 여가 및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 서비스 부문 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여가 및 관광 산업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Saudi Vision 2030’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세계 5대 관광목적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 육성이 기존의 석유 수출
중심의 국제 무역 구조에서 탈피한 소비재 무역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의
생활 경제 및 인프라 투자 유치 증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이후 실업률이 12%를 넘고 특히 젊은층의
실업률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석유 산업 이외 국가 산업 구조
다각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각한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광산업 및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저급하다는
인식이 강하여 과거 정부는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기울이지 않았고,
실제로 관광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몫이었음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관광 일자리 창출 정책은 경제 침체와 저가의
외국인 노동력에 오랫동안 의존해 온 고용 시장 환경,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극복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라 할 수 있음

관광산업 및 관광 일자리 육성 중심의 ‘Saudi Vision 2030’ 추진은 관광 일자리가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입장"이며, "특히 청년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 그리고 ”국제 사회 환경 변화 및 트렌드 흐름에 부합"한다는
정부와 젊은층 국민들의 인식 증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하게 된 계기로는 그들이 중동
종교관광의 중심지인 동시에 지정학적으로도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광 교통의
허브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과거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지 않아 호기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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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할 수 있는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관광산업 육성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기 때문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전체 고용의 11.2%를 차지하는 약 150만 개의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목표함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말까지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관광산업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중 1/3을 25세에서 29세 사이 연령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함

① Saudi Vision 2030 개요
‘Saudi Vision 2030’의 주요 비전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관광산업 육성 관련은
‘활기찬 사회’와 ‘번영하는 경제’ 파트에서 다루고 있음
<표 7-2> Saudi Vision 2030의 비전
비전

관련 내용

활기찬 사회
(A vibrant society)

도시,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Umrah(우무라35)),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대수명

번영하는 경제
(A thriving economy)

고용, 여성의 노동(인력), 국제 경쟁력, 공공 투자 기금,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 부문, 비 석유 수출

야심 찬 국가
(An ambitious nation)

비 석유 수입, 정부 효과 및 전자 정부, 가계 저축 및 소득,
비영리 단체 및 자원봉사

출처: Saudi Vision 2030 보고서를 재구성

활기찬 사회는 정부 자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여 국제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제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적합한 토지 제공을 통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장소를
만들어 경제 기여 및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구체적으로 종교관광(Umrah) 촉진, 관광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Umrah의 경우, 사우디의 종교관광 중심지로 2015년을 기준으로 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Umrah 방문객 수는 3배 증가함
따라서 사우디에서는 2020년 1,500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을 유치하고 2030년에는 3,000만
명의 순례자 유치를 목표로 함
35) 성지 순례 기간 이외에 임의로 하는 순례를 우무라(Umrah)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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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의 발상지 메카(Makkah)와 최초의 이슬람 사회가
탄생한 메디나(Medina)가 있으며 관련 유산에 대한 수집, 보존, 전시, 문서화에서
최신 방법을 적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집결시킨 이슬람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임
또한 이슬람 박물관을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고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과 연구센터를 박물관에 포함시켜 국제적인 종교와
문화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짐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의 경우, 기업의 활동 및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효과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해외의 기술과 인력을
유인하는 목적을 지님
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SME Authority)을
설립하여, 기업 친화적인 규제, 쉬운 자금조달, 파트너십 체결을 촉진함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까지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지원 자금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5% 수준에 그치던 것을 2020년 2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장려함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자원 및 경제의 안정과 투자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소유권을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으로 이전하여 집중적인 자본 투입이 필요한 관광 분야 같은 전략적 부문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려 함
또한,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해외의 기술 및 인력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유입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사우디아라비아 거주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 허가와 체류 비자 및 거주
허가증 발급 확대 등의 외국인 관련 규제 완화를 실시함
② Saudi Commission for Tourism and National Heritage(SCTH)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부인 SCTH는 사우디 관광객 유치, 투자 기회 창출 및
증가,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함
이는 2000년 4월 16일 SCT(Supreme Commission for Tourism)의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년 6월 29일 지금의 SCTH 명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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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H 설립의 주목적은 사우디 관광 분야에 대한 조직, 개발 및 홍보 등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관광 성장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고대 유산의 보존, 유지 및 개발을
통해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정책인 ‘Vision 2030’에 따라 비 석유 경제 분야 중
하나인 관광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주로 관광 개발 및 투자 촉진, 유산 보존,
e-service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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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서비스인프라 및 스마트관광 육성 분야
가. FIT 대상 관광수용태세 관리 정책 사례
① 비자발급 및 관광객 관련 규제 완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Saudi Vision 2030에 따라 관광객의 비자 발급 절차 및
관광객과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하여 개별여행객(FIT; Free Independent Tourist)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자발급은 출장, 종교 순례 및 가족 모임에만 발급하였으나,
2019년 9월 27일에 49개국의 방문객에게 80달러로 최대 90일의 관광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 규정을 완화하였음
나아가 이를 ‘온라인 비자(e-Visa)’ 또는 ‘도착시 비자’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SCTH의 의장인 Ahmed Al-Khateeb에 의하면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9년 12월까지 약
14만 명이 관광비자를 요청했으며, 중국인과 영국인 순으로 많다고 함36)

또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사회적 규제 완화 혁신을 단행함37)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의 운전을 허용함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은 외출 시 기존에 반드시 갖춰야 하던 아바야(abaya) 복장을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착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함
미혼의 외국인 커플이 호텔 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② 관광 e-service 개발
SCTH는 Saudi Vision 2030에 따라 e-service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비자신청
절차의 개선을 포함하여 숙박과 환대산업의 개선을 통해 관광객의 접근성 및
관광 품질을 높이고, 나아가 관광사업자와 투자자의 사업 진행 편의성을 높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6) Saudi attracts 50,000 visitors since easing visa regulations (출처 https://gulfbusiness.com/saudi-attracts-50000visitors-since-easing-visa-regulations/) 기사 내용 재구성
37) Saudi Arabia Drops Dress Code for Foreign Women in Tourism Push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 09-26/
saudi-arabia-opens-to-foreign-tourists-and-their-foreign-ways) 기사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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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ice는 국가출입국관리서비스(National Services), 스마트폰 앱을 통한 법령
정보 제공, 사우디 관광 사업자 E-Licenses 발급 외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표 7-3> e-service의 종류 및 특징
National Services

Tourist Visa

▪ 인터넷상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그룹(최대12명)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개인 정보 및 여권 정보가 필요하며, 의료보험회사를 통한
보험의 가입부터 결제 단계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함

National Tourism
Monitoring platform

▪ 숙박시설 실태 및 성과 통계를 포함한 연관된 데이터의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현지 투자 매력을 검증･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
1) 숙박시설과 SCTH 간 연결을 규제함
2) 관광숙박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이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e-플랫폼 개발
3) 모든 유형의 숙박시설 서비스 개선 및 향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옵션 제공
4) 실시간으로 정확한 관광이동 데이터 제공을 통한 국내외 투자 증대
5) 숙박시설 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정확도와 높은 품질을 보장
Smartphones apps

SCTH Rules
and Regulations

▪ SCTH 법령, 시분할 및 관광협회 규정, 기념품･박물관･도시유산에
대한 관광규정 등을 영어와 아랍어로 제공
E-Licenses

Accommodation
Facilities Licensing

▪ 신속한 라이센스 발급과 모든 숙박시설의 운영 및 통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품질을 확립하기 위하여 발급

Tour Operators

▪ 종합적인 관광활동의 창출, 설계, 실행, 마케팅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촉진과 발전을 위해 관광사업자 라이센스를 부여함

Travel Agencies
System

▪ 국내 및 국제 관광 관련 다양한 운송 수단 티켓과 현지 상품을
마케팅 및 판매하는 여행사 라이센스를 부여함

Tourist Guide

▪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관광 촉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광가이드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함
기타 서비스

Hotel Price Index

▪ 모든 도시 및 지역의 호텔가격지수를 제공하여 호텔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 및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Inquiry on
Vendor Payments

▪ 관광상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시공간적 제약 없이 결제･지불
단계를 추적할 수 있으며, 자금 이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 가능함

Virtual Tours Guide

▪ 가상 관광 기술과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현지 관광상품 및
고고학 유적지를 소개함

출처 : S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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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 인프라 확장 및 구축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항의
확장 및 고속철도를 도입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제다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Jeddah 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의 경우 2018년에 확장 공사를 완료함
2025년까지 4,300만 명의 승객, 2035년까지 8,000만 명의 승객 수용을 목표로 함38)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리야드(Riyadh)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의 경우 확장을 통하여, 연간 1,100만 명의 승객 수용을 목표로 함39)
2018년 10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하라마인(HARAMAIN) 고속철도는 사우디의 최대 성지가
있는 메카중앙역(Makka central station)과 메디나(Madinah centeral station)를 연결하며, 두
역 사이에는 킹압둘아지즈 국제공항, 라빅(Rabigh)지역의 킹압둘라 경제도시(King Abdullah
Economic City)를 경유 함40)

[그림 7-2] 하라마인 사진 및 노선

38) 88% OF 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IS COMPLETED (출처 https://www.weetas.com/
gccnews/88-king-abdulaziz-international-airport-expansion-completed/) 기사를 재구성
39) $589mn expansion work on 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 in KSA begins (출처 https://meconstructionnews.
com/33567/589mn-expansion-work-on-king-khalid-international-airport-in-ksa-begins) 기사를 재구성
40) New service schedule for Saudi Arabia's Haramain railway (출처 https://www.arabnews.com/node/1606331/ saudi-arabia)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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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순례 기간인 하즈(Hajj) 시기에 급증하는 관광객의 통신
수요에 대비하여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추진함
사우디의 통신정보기술부장관(Minister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인 Abdullah Al-Sawahah는 통신정보기술위원회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CITC)

및 통신공급 업체(이동

통신사)와의 민관 협력을 통하여 많은 순례자가 모이는 하즈 기간 동안 급증하는
통신 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계획을 수립함
이를 위해 2017년 하즈 기간 동안 7억 개 이상의 전화 및 23,000테라바이트
이상의 모바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통계를 중심으로 다음 하즈
기간의 준비 및 신규 트렌드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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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차 산업혁명 연계 신기술 기반 관광서비스 개선 사례
① 사우디아라비아 4차 산업 현황 및 관련 정책
사우디아라비아 정보통신기술부(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사우디가 중동 IT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 내 조직 및
기업들의 빠른 디지털화가 중요하다 판단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 내 ICT 시장이 2016년 약 336억 달러의 규모에서
2022년 약 36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사우디아라비아 내 ICT 지출 분야 중 빅데이터에 가장 많은 비중이 집중되고는
있으나, 로봇 및 AR/VR, 3D프린트 등의 분야들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함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빅데이터 시장은 2016년 4억 8,200만 달러 규모에서
2017년 5억 2,1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약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IoT 적용 확산 요인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 ‘관련
규제들의 완화’, ‘저비용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 등이 있으며 IoT 적용 확대로 데이터
접근성 및 연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짐에 따라서 IoT 기기에서 전송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적인 통찰력 획득, 운영의 최적화,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음

[그림 7-3] 사우디 ICT 시장 규모

[그림 7-4] 사우디 ICT 지출

[그림 7-5] 사우디 빅데이터 시장 규모
출처 : 「Unlocking the digital economy potential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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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정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내무부는 2019년 말까지 국가 내 모든 사업장에 CCTV
감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음
교통부에서는 5대 이상의 상업용 차량을 보유한 모든 기관에 대해 기업이 실시간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 탑재를 의무화함
IoT 솔루션 및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고 촉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리야드
고속버스환승 시스템, 리야드 메트로, 아마라, 네옴, 퀴디야 및 홍해 프로젝트가
있으며, 주로 제조, 화물관리, 차량 모니터링, 공공안전 및 비상 대응에 IoT를
적용할 예정임
또한 주요 빅데이터 적용사례는 행동 마케팅, 리스크 관리, 비즈니스 운영 강화
및 비즈니스 기회 개발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보건부, 교육부, 외교부, 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에서 방대한 공공 오픈 빅데이터를 제공함
관광부 및 상공부는 각기 다른 분야의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마케팅 자원화를 추진하며, 데이터의 분석 분야에서
딥러닝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 영역에 걸쳐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클라우드 퍼스트(Cloud-First) 정책으로 2019년 2월에 공공부문
기관 및 기업들이 기존 IT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기반 모델로 이전을 장려하는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도입함
클라우드 기반 확장으로 정보 공유의 신속성 및 보안 향상, 모니터링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 부각 될 것으로 기대됨

③ ‘i-Hajj’ 스마트 군중관리 도입
메카지역개발당국(Makkah Region Development Authority)과 DXC가 협력하여
향후 10년간 메카의 순례 관광객 혼잡 예측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iOS 및
Android 용 ‘i-Hajj’라는 순례자를 위한 모바일 앱을 출시함
모바일 앱의 궁극적인 목적은 메카의 모스크 인근 아랍현대미술관(mataf)과 Al-Massa
호텔 내부 및 주변의 관광객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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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ajj 앱을 통해 기도 시간 알림, 메카의 중앙 신전인 카바(Kaaba) 위치, 순례
여행 경로 추적 등을 할 수 있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그랜드 모스크의 혼잡관리(crowd management) 총책임자인 Fares bin Fayez
Mulla는 최신 기술과 장비로 방문객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 시설별
관리자와 공유하여 관광객 수용 및 혼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기업이 개발한 i-Hajj
유사 앱 예시임

[그림 7-6] i-Hajj 유사 앱 개발 예시

⑤ 두바이 데이터 관련 유사 정책 및 적용사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Vision 2030’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의 초기 진행
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 및 적용사례를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동의 왕정 체제 국가이면서 데이터 관련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앞선
두바이의 사례를 추가 조사함
두바이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법을 시행함
두바이는 DDE(Dubia Data Establishment) 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데이터의
10%를 공유하고, 개인적이거나 기밀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개되며, 데이터 접근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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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 시행의 주요 목적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촉진하도록 하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데이터 사용에 따른 각 개인 및 조직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
Dubai Data initiative는 두바이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과 관련 데이터의 효율적인
교환을 촉진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데이터 연결을 간소화하기 위한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지정함
<표 7-4> Dubai Data Initiative의 4가지 원칙
구분

관련 내용

공개 데이터(Open Data)

개인 또는 제 3자와 공개적으로 사용 또는 교환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 부문에서 공개 한 데이터

공유 데이터(Shared Data)
빅데이터(Big Data)
풍부한 데이터(Rich Data)

기업 간 공유 및 재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패턴, 트렌드,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분석해야 할 대량의 데이터
빅데이터의 사용으로 심층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한 통찰력 도출

출처 : Khan MS, Woo M, Nam K and Chathoth PK(2017). Smart City and Smart Tourism: A Case of Dubai.
Sustainability, 9(12), 2279.

이러한 두바이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은 공항과 호텔, 교통 등의 인프라에 도시 내
주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자원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임
다음은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요약한 것임
<표 7-5> 두바이 어플리케이션 사례
구분

관련 내용

iDubai

두바이 지자체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무실, 클리닉, 은행, 병원
및 약국, 모스크, 학교, 쇼핑몰과 같은 관광객 및 주민들이 관심있는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함

RTA Dubai

지하철역, 버스, 심지어 택시에 대한 도로와 교통 정보를 제공함. 이
는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며, iDubai와
같이 관광지, 쇼핑몰, 병원, 주유소 정보를 제공함

Dubai Calendar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 콘서트, 전시회, 축제 등의 이벤트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제공함

Time Out Dubai

두바이의 인기있는 라이프스타일 잡지로 음악, 레스토랑, 영화 및 호
텔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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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내용

mParking Dubai

두바이에서 자동으로 주차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용자의 SMS를 구성하여 RTA(Road and Transportation Authority)
에 전송하여 자동 결제를 할 수 있음

Dubai Metro

RTA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에게 두바이 메트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The Dubai Mall

GPS 및 3D 지도를 이용하여 쇼핑몰 입점 매장과 식당, 커피숍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승용차의 주차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UAE Yellow Pages
Careem/Uber

UAE의 현지 기업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연락처 및 정보를 제공함
Careem은 지역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Uber는 공유 교통수단의
이용에 도움을 제공함

출처: Khan MS, Woo M, Nam K and Chathoth PK(2017). Smart City and Smart Tourism: A Case of Dubai.
Sustainability, 9(12), 2279.

공항의 경우 공항 서비스를 관광 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용을 돕고 스마트폰을 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Emirates Smart Wallet (UAE
Wallet)”를 도입했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에서 여행자의 개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한 결과 가능한 서비스로 볼 수 있음
또한, 공항의 터미널에서 수하물 운반을 자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대화형 실시간
정보를 통해 개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수하물 트롤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그림 7-7] Emirates Smart Wallet 앱 개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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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사례
사우디 정부는 SAGIA와 SCTH가 관광부문의 투자 유치 노력을 통해 많은 지역 및
국제 투자자들과 1,000억 사우디달러 상당의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발표함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스마트시티 네옴(NEOM) 건설과 키디야(The Qiddiya,
엔터테인먼트 신도시) 건설, 그리고 홍해 프로젝트(The Red Sea Project)가 있음

① 스마트도시 NEOM 건설 프로젝트 사례
네옴 프로젝트는 타북(Tabuk) 지방의 홍해와 아카바(Aqaba)만 해안 468km
길이의 부지에 1조 9,000억 리얄(5,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완료까지는 30-50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 첫 번째 단계는
2025년까지 완료 예정임
국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SAGIA에서는 네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석유회사 아람코 지분 5%를 포함한 총 3000억 달러를 민간 기금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할 예정임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SAGIA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해 NEOM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네옴의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기회들을 홍보함
러시아는 RDIF(The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를 통한 합작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는 태양에너지, 헬스케어･교육, AI, 고속 교통수단 등 총 5개 중심 분야와
관련된 러시아 내 선도 기업들이 참여함
러시아-사우디 투자펀드가 RDIF와 PIF에 의해 조성된 이후,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중
1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우선 투자 대상으로 hi-tech, 인프라, 음식생산 및
농경, 소비재 및 서비스, 헬스케어･제약이 선정되었음41)

네옴 내부에는 주거 공간, 상업 공간,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포함되며,
세계 최초로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에 걸친 민간 개발 지역이 될
예정임

41) Russia’s RDIF To Participate In NEOM, Saudi Arabia’s City Of The Future (출처 https://cic.org.sa/2017/10/russias-rdif-to
-participate-in-neom-saudi-arabias-city-of-the-future/)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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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NEOM 개발 위치
출처 : http://www.alriyadhdaily.com/article/c4aab7928b3b4296a3d9e3937ade549d

네옴은 별도의 법, 세제 등의 규정을 적용한 독립적인 경제지구로 개발하여
투자자 및 거주자를 유치할 예정임
또한 풍력 및 태양 에너지로 전력 공급을 하며, 해수를 담수화하여 식수 공급을
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네옴의 IoT 개발은 티켓이 없는 주차 시스템(ticketless parking system),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및 공항 여권 관리 구역의 전자 게이트(e-gates)를 포함함
‘Dystopian surveillance’를 통하여 드론 카메라에서 인식되는 안면 인식 기술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예정임
관광객의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막에 인공비를 내릴 수 있는
‘cloud seeding’을 도입할 예정임42)
네옴은 100%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드론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 및 운송
수단 솔루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함
이러한 시스템 구축 완성도를 앞당기기 위하여 네옴의 인프라 개발과정에서 드론을 근로자용
무인수송기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42) Neom is Saudi’s mega-green Gotham city (출처 https://www.greenprophet.com/2020/04/neom-is-saudis-mega-greengotham-city/) 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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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과 공공 서비스, 의료 공급 서비스 등에 드론 활용하고, 우버와의 제휴를 통해
드론택시의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실험함43).

[그림 7-9] NEOM exhibition에 전시된 드론 택시

② Holo Journey project
SCTH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라비아 지사와 협력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과 국가
유산 체험 품질 향상을 위한 세계 최초의 ‘Holo Journey project 앱’ 개발을 발표함

[그림 7-10] Holo Journey project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간 협약 체결

43) NEOM: Saudi Arabia’s revolutionary smart city (출처 https://tbtech.co/neom-saudi-arabias-revolutionary-smart-city/) 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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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 Journey project’는 ‘복합현실(mixed reality)’,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oT)’이라는 3대 스마트 솔루션을 통합한 것임
SCTH는 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신의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관광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전략을 실행함
Holo Journey project 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적지와 박물관의 가상현실 투어를
가능하게 하고, 현지의 기온 및 습도 등의 정보 제공과 실시간 음료 주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Holo Journey project 앱은 현재 사용자 확보에 실패하여 잠재적인 관광 시장
활성화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CTH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발전을 위해 투자자 유치뿐만 아니라 신기술
적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음44)

44) The SCTH Launches the First Application in the World to Merge Three Developed Technologies (출처 https://scth.gov
sa/en/mediaCenter/News/GeneralNews/Pages/z-g-1-15-10-2018.aspx)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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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사업체 육성 분야
가. 관광산업 통계 조사 관리 사례
SCTH는 2019년 9월, 사우디 관광활동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National Tourism Monitoring Platform을 도입함45)
이 전자 플랫폼은 SCTH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사우디 숙박시설의 성과 및 관광객
이동의 모니터링 등 관광 분야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및 통계의 허브 역할을 함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숙박시설 이용률 및 성과, 고객 평가 수준에 대한 실시간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관광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SCTH는 모든 관광숙박시설 운영자에게 90일의 유예기간 이내에 웹사이트
www.ntmp.gov.sa에 접속하고 정부, 관광객,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연결 과정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지정 기간 이후 연결을 하지 않은 시설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그림 7-11] National Platform for Tourist Monitoring Platform 웹사이트
45) SCTH calls on investors to register on its monitoring web portal (출처 https://saudigazette.com.sa/article/584639)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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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Saudi Vision 2030의 핵심 부분인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모니터링 플랫폼과 같은 첨단 디지털 인프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집되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가용성은 수년간 향상되었지만, Vision
2030과 SDG 지침을 충족할 수준의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표개발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선 및 통계 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편 SCTH는 2019년 12월 17일에 알 쿠아심(Al Qassim) 지역의 지원을 받아
‘The National Platform for Tourist Monitoring’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National Platform for Tourist Monitoring Platform을
사우디아라비아 각 지역 관광산업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함임

나.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사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은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SAGIA(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의 관광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정책과 맞닿아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Saudi Vision 2030’에서 여러 해외 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SAGIA 및 PIF과 같은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SAGIA는 현지 및 해외 기업들의 사업 지원과 정보제공 협약을 맺어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PIF는 투자 유치 및 경제적 지원을 돕는 기관으로 관광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① PIF(Public Investment Fund)
PIF는 46년 이상 동안 국가투자기업의 발전 및 많은 대기업 설립에 기여함
2015년 3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는 PIF가 경제개발위원회(the
Council of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CEDA)에게 감독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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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 이사회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CEDA의 부총리 겸 의장)을 의장으로 하여 재조직되었으며,
이는 보다 포괄적인 권한과 명확한 국가적 전략 실행의 책임을 PIF에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경제개발위원회(CEDA)는 PIF의 전반적인 성과를 감독하는 반면, PIF 이사회는 펀드의 투자
정책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달성하는
국부펀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국제자산포트폴리오의 확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Vision
2030의 국가 경제 다양화 등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PIF는 경제개발위원회가 승인한 국가사업의 중요한 역할 수행을
통해 국가 경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빠르게 성장함

PIF 운영 형태는 크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운영위원(Governor)으로
구성되어 관리체계를 확립함46)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펀드의 장기 전략 설정, 사업 계획, 연간 예산 책정, PIF의 조직 및 관리,
투자 결정 승인을 하며,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PIF의 성과 검토 및 운영위원에게
전략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함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경우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새로운
투자, 새로운 회사 설립, 투자 정책 및 활동에 대하여 검토함
감사･위험･준수위원회(Audit, Risk and Compliance Committee)는 각종 투자 활동에서 위험관리
정책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법적 위험 및 운영상의 위험을 조정하며, 보수위원회(Remuneration
Committee)는 고위 경영진의 인사 및 보수에 대한 업무 및 성과관리를 함

PIF의 투자풀은 사우디 홀딩스, 사우디 부문별 개발, 사우디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 사우디 기가프로젝트, 국제전략투자, 국제적 다양성을 가진 풀 등 총 6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Vision 2030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부문
사업을 지원함
PIF는 Vision 2030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금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함
Vision 2030의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하여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의 해외 투자 비중을 10%에서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46) The Public Investment Fund Program(2018-2020) 보고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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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활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하여 직원 수를 2019년
말까지 45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하고, 2025년까지 2,000명의 직원을 둘 예정임47)
PIF는 각종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석유 에너지회사 Saudi Aramco와 같은 PIF 소유 회사의 지분을
매각함48)

PIF는 투자 촉진 활동으로서 2017년부터 매년 FII(The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를 개최하여 해외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함
FII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신기술 개발 등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투자 촉진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리더, 투자자 및 혁신가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국제행사임
2019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리야드에서 열린 제3회 FII는 글로벌 경제와 투자 환경을
형성할 신흥 산업을 탐색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의사 결정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함49)
PIF는 제3차 FII를 구성하는 ‘전략 부문’, ‘서비스 및 컨설팅 부문’, ‘테크놀로지’ 3개 부문에
대한 49명의 파트너를 발표함
PIF는 이 행사의 파트너 외에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300명의 주요 글로벌 의사 결정자,
전문가, 투자자가 제3차 FII에서 발표하였으며, 북미(39%), 유럽(20%), 아시아(19%) 및
중동(15%)을 포함한 6,000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 또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힘50)
또한 170명 이상의 글로벌 CEO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신기술 및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공유하고, 여러 투자 협력 및 계약을 성사시키는 플랫폼을 구축함

② SAGIA(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는 ‘Vision 2030’의 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의 지속적 변화를 위해 활발한
정부 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및 촉진 사업을 수행함

47) Saudi Arabia's huge investment fund is setting up shop in London and New York (출처 https://edition.cnn.com/2019
/02/13/investing/pif-saudi-london-new-york/index.html) 기사를 재구성
48) Saudi sovereign wealth fund scrambles for resources(출처 https://www.ft.com/content/ca35d8fa-9bba-11e8-9702-5946
bae86e6d) 기사를 재구성
49)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Convenes Saudi Arabia’s Largest Financial Conference Ever (출처 http://www.arabianow.
org/future-investment-initiative/) 기사를 재구성
50) PIF Unveils 49 Global Partners from Among the World’s Leading Corporations Across Industries for FII 2019 (출처
https://www.spa.gov.sa/viewfullstory.php?lang=en&newsid=1987233) 기사를 재구성

176

한국관광공사

왕국 전역의 비즈니스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부터 블루칩 다국적 기업까지, 국내외
모든 규모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절차가 더 간소화되도록 지원함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며, 매년 다양한 시장 정보 연구를
의뢰하고 개발 필요 지역의 합작투자 기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표 7-6> SAGIA 투자 지원 방법
구분

관련 내용

시장과 경제 정보 제공

표준 정보 패키지 제공, 정기 보고서와 사례조사 제공, Ad-hoc 정
보 패키지 개발, 연락처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

중개 및 연계 지원
투자 현장 방문 지원
입지 선정 지원

산업･무역 협회 설립, 커미션 조정, 대기업을 지역 투자 파트너로
소개, 전문적인 투자 중개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다른 FDI 기업과
의 연계 지원,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간 연계 지원
여행･물류･예약 계획 및 지원, 부처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계획 및 지원
지역･부동산 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입지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부
동산 기관과 연결 지원

Set-up 지원

회사 구조에 대한 조언, 정부 기관과의 연락 및 비자･허가･라이센
스･유틸리티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진 교육 지원 기관과 연결, 직
원 모집기관과 연결, 홍보･보도자료 지원, 각종 행사 개최 지원, 공
동자금조달을 위한 금융파트너와의 연결 지원

인센티브 지원

특정 인센티브 패키지 개발에 대한 조언, 지방당국과의 협상 중재
지원, 비즈니스 사례 및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환경개선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권고, 법률 개정을 위한 투자자의 제안
서 제출, 투자자의 운영 문제 해결 지원

출처: SAGIA 홈페이지(https://sagia.gov.sa/en/investor-support/)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프로모션으로 ‘Invest Saudi’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여가 및 관광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 계약을 성사해내고 있음
SAGIA의 투자 프로모션인 ‘Invest Saudi’는 성공적인 글로벌 국가가 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국가 혁신 프로그램의 핵심 계획임
Invest Saudi는 Vision 2030 실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의 투자 기회를 홍보하는 모든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함
투자 분야는 ‘화학’, ‘IT’, ‘에너지･물’, ‘공업･건설’, ‘헬스케어･생활과학’, ‘신흥부문’, ‘광업･금속’,
‘교통･물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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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기업 투자사례
2019년 9월, 왕국에서 새로운 비자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SAGIA와 SCTH는
270억 달러 규모의 관광 투자를 성사시킴
Triple 5(미국) : 100억 달러를 복합용도 관광지, 호스피탈리티, 엔터테인먼트
목적지에 투자하기로 함
Majid Al Futtaim(UAE) : 53억 달러의 투자로 복합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지를 개발하여 1,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가장 큰
실내 스키 슬로프와 스노우 파크를 유치할 예정임
FTG(터키) : 퀴디야의 호텔, 워터파크, 리테일 분야의 개발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NEOM에 1,500실 규모의 호텔과 제다(Jeddah)와 메카(Makkah)사이에
위치한 호텔에도 투자함
Oyo Rooms(인도) :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10개 이상의 고급 호텔과 왕국 내
럭셔리 및 프리미엄 호텔 10개 이상을 인수함
Nenking Group(중국) : Ajlan Brothers(사우디)는 리야드의 라이프스타일
랜드마크를 개발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에 서명함
Kerten Hospitality(아일랜드) : 7,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디 전역의 프로젝트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예정임
Dassault Systems(프랑스) :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Aramco와 데이터 분석 및 프로젝트 관리에 협력하기로 함
Extreme International(영국) :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여러 종류의 액션･어드벤처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개발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FII를 통해 23개 분야에서 총
150억 달러의 투자 규모에 달하는 MOU들을 체결함
위와 같은 관광 개발 및 투자의 성공 사례는 대부분 PIF 및 SAGIA 주도의 기업
지원 활동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가 관주도의
국가 개발이 아닌 공공과 민간 모두가 국가 개발 및 투자 증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중시한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
판단됨51)
51) Invest Saudi, Investment Hilights Winter 2020 보고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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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관광목적지 개발 사례
① 엔터테인먼트 스마트도시 The Qiddiya Project 사례
퀴디야는 사우디의 첫 번째 복합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목적지 개발 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한 이후 2022년에 완료될 예정임
334 평방킬로미터의 큰 규모를 가지며, 공원･어트랙션, 스포츠･웰니스, 모빌리티,
예술･문화, 자연･환경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건설 중에 있음

[그림 7-12] 퀴디야 개발 사진 및 지도
출처 : Qiddiya 홈페이지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Real Estate &
Community Services)의 지원을 받고 있음
퀴디야는 문화･여가･스포츠 액티비티 뿐만 아니라 사파리 공원과 Six Flags
테마파크 유치 예정으로 2030년까지 총 5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에 핵심 역할을 하는 QIC(Qiddiya Investment Company)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 2017년 4월 7일 퀴디야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2018년 5월 10일부로 PIF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폐쇄형 공동
주식회사로 편입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함
구체적으로 QIC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파트너십 우선
순위자에게는 계약자, 공급자, 전략적 자본 파트너, 인프라 파트너 및 헬스케어
공급자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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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디야 프로젝트는 해외 기업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예로
2019년 10월 29일에 삼성 C&T와 퀴디야는 레저･엔터테인먼트 목적지 개발을
위하여 여러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함
삼성은 퀴디야의 새로운 스포츠 복합단지의 건설·엔지니어링·디자인을 위한 파트너로 지정됨
또한 퀴디야의 가장 중요한 시설의 공동브랜딩과 작명권을 받고 삼성전자가 주요 기술
후원자가 되었으며, 그 대가로 퀴디야는 비즈니스 및 협력할 권리를 갖게 됨52)

② 홍해(The Red Sea) Project 사례
홍해 프로젝트는 아라비아 서해안에 28,000㎢ 이상의 토지 및 90개가 넘는 섬을
포함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로, PIF가 소유한 홍해개발회사(the Red Sea Development
Company, TRSDC)에 의해 추진됨
홍해 프로젝트 추진은 지속 가능한 개발 표준에 따라 추진되는 고급 관광목적지
개발 사업임
특히 TRSFC는 모든 환대 및 상업 자산의 마스터 개발자 및 단독 소유자로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노력이 프로젝트 진행의
원동력이 됨53)
홍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호텔, 주거용 부동산, 레저, 상업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의 인프라 유치가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48개의 호텔에서 8,000개의 객실이
공급될 예정임

52) Saudi Arabia: Milestone MoU Signed by Qiddiya Investment Company and Samsung C&T (출처 https://www.eap-ma
gazin.de//48-News/8201,Saudi-Arabia:-Milestone-MoU-Signed-by-Qiddiya-Investment-Company-and-Samsung-CT-.html)
기사를 재구성
53) https://www.meed.com/red-sea-project-saudi/ (출처 https://www.meed.com/red-sea-project-saudi/)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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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산업 인력 육성 분야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종사자 육성 사례
사우디아라비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종사자 육성 사례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으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4차 산업혁명
센터’의 중동 지사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치한 사례를 주목할 만함
2019년 11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협약 체결하고 미국,
인도, 중국, 일본에 이은 5번째 ‘WEF 4차 산업혁명 센터’를 리야드에 설립하기로 함
4차 산업혁명 센터는 국가정부와 국제기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의 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허브 인프라로써
이를 위한 연구 및 개발 인력 양성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임
사우디아라비아의 4차 산업혁명 센터 중동 지사 유치 역시 Vision 2030 실현
과정에서 미래형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관광산업 육성과 연관하여
어떻게 접목할지 주목됨

나.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례
① 사우디 국민 일자리 창출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9년 관광산업 14% 성장이라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고용에서 관광 분야는 11.2%인 15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써 두각을 보임54)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대부분은 노동 강도가 약하고 복지 혜택이 좋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선호하며 특히 관광산업 부문의 일자리는 기피해 왔기에 이는 대부분 외국 노동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54) Saudi Arabia named 2019’s fastest growing tourism sector globally (출처 https://live.saudigazette.com.sa/article/59187
9/SAUDI-ARABIA/Saudi-Arabia-named-2019s-fastest-growing-tourism-sector-globally)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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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지역별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노동자 비율 불균형 또한
정부의 고민거리임55)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북부 국경 지역은 0.8%인 반면, 가장 높은 리야드
지역의 비율은 39.4%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7-13] 지역별 사우디 국적의 노동자 비율
출처 : Saudi Arabia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Saudi Vision 2030’ 추진을 통해 석유 이외의 산업
다각화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부문에서 6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함
사우디의 고용법에 따르면, 자국민의 경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법안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자국민 및 걸프연합국민을 제외한 외국 국적의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및 거주 허가(Iqama)를
받은 해당 기간에만 고용되어 노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원들은 반드시 GOSI(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와 MLSD(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evelopment)에 등록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즉, 업무 및 거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인 이카마(Iqama)를 받기 위해서는 MLSD와 내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및 전문자격증 등 다수의 서류가 필요함

‘Saudi Vision 2030’에 따라 사우디 자국민 고용을 장려하고 고용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가정책인 니타카트(Nitaqat) 프로그램이 시행됨
니타카트 프로그램은 기업의 규모, 사우디 현지인 비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고용주를
플래티넘, 그린(high, medium, low), 옐로우, 레드로 총 6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됨

55) 신용석･조아라･이성태, 「중동 주요관광시장 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p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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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에 포함된 기업은 비준수, 옐로우는 낮은 규정 준수, 그린은 높은 규정 준수를 의미하며,
플래티넘은 가장 많은 준수를 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높은 범주에 속할수록 외국인 고용 및
관리의 유연성, 수수료 및 기타 행정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반면, 낮은 범주에 속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 제한이 존재함
니타카트의 등급은 사우디 국민의 비율뿐만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2017년 9월 산업 대부분에 니타카트 등급 기준을 더 높여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인
사우디제이션(Saudisation)의 가속화가 이루어짐
그 예로 총 직원 수가 10명에서 49명인 ‘스몰’ 기업 중 석유 및 가스회사는 플래티넘 기업이
되기 위해 최소 66%(기존 56%)의 사우디 국민의 노동자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기관과
IT기업은 각각 88%(기존 80%), 56%(기존 30%)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또한, 외국인 직원 고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 및 고용주들이 외국인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니타카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MLSD에 의해 외국인 직원의 이카마 갱신
거부 및 산업부의 상업등록증 갱신 거부,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강제력이 수반하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니타카트 프로그램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성과
측정에 한계점이 존재함
즉 사우디인의 비율만으로 사우디제이션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현지인이 외국인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 또한 중요하므로, 자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56)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분야 서비스업 주요
일자리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함57)
이는 사우디제이션의 일환으로 실업률 상승에 대한 조치임
방침의 적용 범위는 사우디 내 3성급 이상의 리조트･호텔, 4성급 레지던스 호텔이 해당되며,
프론트 데스크 및 매니저, 식당 지배인과 헬스클럽 관리자 등의 보직에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둔 반면 운전기사, 도어맨, 포터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관광산업의 개발에 따라 2018년 13%를 기록한 실업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정책이 성공할 경우 더 큰 고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56) Azhar, Duncan & Edgar(2018). The Implementaion of Saudization in the Hotel Industry. Journal of Human Resources in
Hospitality & Tourism, 17(2), 222-246.
57) Saudi hospitality sector targeted as part of Saudisation plans (출처 https://www.arabianbusiness.com/travel-hospitality/
424809-saudi-hospitality-sector-targeted-as-part-of-saudisation-plans)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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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AKAMUL(국가관광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
SCTH 산하 기관인 TAKAMUL(국가관광인적자원개발센터)은 관광분야 종사자와
사업체를 위한 조직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숙박･여행사･관광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걸쳐 총 176개의 프로그램이 있음
TAKAMUL은 관광산업의 국가 인력발전을 목표로 규제･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관광 전문 기준, 역량 및 인증을 위한 기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교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장려, 관광인재육성에서 파트너의 노력, 역할,
책임 간소화, 전통 수공예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마케팅 매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둠
2012년에는 관광 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King Fahd Security
College 및 내무부와 협력하여 94명의 담당자를 교육하는 “Training the Trainers”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9,549명의 관광 종사자 교육 이수자를 배출한 이후 2014년에는 약 34,000명
이상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여 성과를 높이고 있음58)
교육을 위한 시설의 경우, 2002년 12개에서 2016년에는 44개로 증가하였으며, 350개 이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함59)
또한 TAKAMUL은 ‘OYO Skills Institute’과 호스피탈리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음

Vision 2030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TAKAMUL을 중심으로 한 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함
TAKAMUL은 기존에 취업하기 어려웠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관광 분야
노동시장에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60)
TAKAMUL은 특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모든 지역의 관광부문 노동시장에서 자국민 여성의
참여율을 2016년 기준 22%에서 2030년 30%로 늘리는 목표를 수립함
2019년 기준 TAKAMUL에서 주관하는 관광･국가유산 분야 연수 프로그램의 여성 수혜자는
9,631명이며, 2020년까지 2만 5000명의 여성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2019년 464명의 여학생이 관광특성화 장학금을 받았으며 2020년 1,200명까지 확대함
58) Over 31,000 Saudis get tourism training (출처 https://www.arabnews.com/over-31000-saudis-get-tourism-training)
기사재구성
59) Tourism creates 1.3 million jobs for Saudis (출처 https://www.arabnews.com/node/1010156/saudi-arabia) 기사 재구성
60) SCTH Announces Specialized Programs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Saudi Women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to
30% (출처 https://mt.gov.sa/en/mediaCenter/News/GeneralNews/Pages/z-g-3-24-3-2019.aspx) 기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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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세스 노우라 빈 압둘 라흐만 대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콘티넨탈 리야드 호텔
방문을 주관하고 주요 호텔 섹션과 업무를 살펴보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관광분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함61)

TAKAMUL은 또한 노동사회개발부와 협력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에게 적합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약과 메커니즘을 개정하는데 기여함62)
2018년 9월부터 쇼핑몰 내 여성용품을 판매하는 장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만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2018년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고용에 장애물 역할을 한
운전을 허용하여 직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여성의 취업기회를 높임
또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든 아이를 간호하거나 출산휴가 중 해고되지
않는 권리와 배우자의 사망 시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등 여러 권리에 대한 법제도가 재정됨

③ NEOM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사례63)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NEOM에서는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을 하고 있음
2019년 12월 NEOM과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Corp(TVTC)는 네옴과 타북(Tabuk)
지역에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네옴 프로젝트에는 건설과 개발, 관리와 관련된 노동자가 필요하므로, 최대 6,000명의
거주자에게 에너지,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호스피탈리티, 운송, 물류 등의 핵심 산업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이수 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NEOM은 메디나(Medinah) 지역의 프린스 머그린 대학(University of Prince Mugrin)과
제휴하여, NEOM과 타북 지역의 수 백명의 학생들에게 환대 및 관광 분야 일자리를 제공함
해외 대학의 경우, 유명 호스피탈리티 학교인 에콜 호텔리에르 드 로잔(École Hôtelière de
Lausanne, EHL)과 제휴하여 2020년 1월부터 학부과정 학생 최대 250명이 프로젝트에
선발되었으며, 취업기회를 제공함

61) “Takamul” Organises a Hotel Visit for Female Students of the Princess Nourah University (출처 https://mt.gov.sa/en/me
diaCenter/News/GeneralNews/Pages/z-g-1-13-11-2019.aspx) 기사를 재구성
62) Working Toward Vision 2030: Key Employment Considerations in Saudi Arabia (출처 https://www.shrm.org/resourcesa
ndtools/legal-and-compliance/employment-law/pages/global-vision-2030-saudi-arabia.aspx) 기사를 재구성
63) Invest Saudi, Investment Hilights Winter 2020 보고서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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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Qiddiya Project의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QIC는 공동취업 프로그램과 미국테마파크 운영회사인 Six Flags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하여 Suadi Arabia’s 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GEA)와 MOU를 체결함64)
GEA의 장학금 프로그램이 2019년 7월 초에 시작되었으며, GEA와 퀴디야의 첫 번째 협력으로
미국 플로리다의 로젠 대학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Rosen College of Hospitality
Management)에서 공부하는 6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됨
이 학생들은 이벤트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배울 것이며, 2019년
가을부터 진행되는 5년의 프로그램 및 영어교육을 이수한 후 퀴디야 프로젝트에 참가해 Six
Flags Company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예정임

64) Saudi's GEA inks MoU to provide Six Flags scholarships for Qiddiya (출처 https://www.arabianbusiness.com/politics-ec
onomics/423607-saudis-gea-inks-mou-to-provide-six-flags-scholarships-for-qiddiya) 기사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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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I I .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및 KTO 사업 발굴 제안
1. 벤치마킹 연구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해외 우수 관광산업 전략 및 정책 벤치마킹 연구로 싱가포르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각 국가별 조사 결과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싱가포르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표 8-1> 싱가포르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2019년 1,910만 명 외래객 방문(4년 연속
싱가포르 사상 최고치 갱신)

사례 연구
필요성

관광
인프라
개선

FIT 대상
관광수용
태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전환(국제 방문자 ▪인바운드 관광 시장 다변화를
지출 규모 세계 7위 기록)
위한 전략 개발 필요
▪주력 시장은 아시아 국가이나 미주와 유럽 ▪관광산업 질적 성장 전환 전략
인바운드 관광 매년 지속 성장세
개발 필요
▪2019년 TTCI에서 관광산업 규제형태 부분 ▪관광산업 경쟁력 약점 진단 및
세계 1위,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 부분 5위 극복 전략 개발 필요
기록 (인적, 문화적, 자연적 자원 부문은 40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조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STB 구조 및 구조 혁신 전략 개발 필요
역할 개혁(협력 본부, 기술 이전 본부, 디지털
콘텐츠팀, 마케팅 파트너십 & 플래닝팀,
엔터테인 먼트 & 투어리즘 컨셉팀 신설)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FIT 외래객이
싱가포르에 대한 진정성과 다양성 인식 경험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 한 FIT 시장 관리
가치 발견과 이를 집중 강화하는 전략 실행
▪스탑오버 여행에 지역문화 탐방 스토리텔링을 전략 구축 필요(특히 각국의
개발･도입하는 등의 ‘스탑오버 여행 프리미엄 밀레니얼 FIT 유형별 전략
개발 필요)
패키지’ 개발. 현재 27개 프로그램 운영 중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양질의 스탑오버 여행 프로그램
사람들을 투어가이드로 활용하는 ‘Area Tourist 또는 지방 공항 주변 출입국 연계
day-tour 프로그램 개발 필요
Guide(ATG)’ 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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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호텔마다 가진 특징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투어 및 FIT 맞춤형 옵션 패키지 개발
▪밀레니얼 여행객 및 FIT 유치 전략 개별적
수립 (각 FIT 유형별로 사용하는 ICT 디바이스
종류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형 경험
가치 제공)

시사점

▪ATG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
SITG(Special Interest Tour Guide)
제도 개발 필요

▪STB는 싱가포르 호텔들로 구성된 ‘Hotel
Innovation Committee(HIC)’와 협력하여
‘스마트 호텔 기술가이드’ 개발･보급
4차 산업 ▪이는 싱가포르 호텔들이 고객 니즈 만족에
▪한국 스마트호텔 기술 가이드북
혁명 연계
적합한 신기술 채택 및 혁신 장려 목적
및 우수 혁신 사례 개발･배포
신기술
▪스마트호텔 혁신 기술 구현 사례연구 시리즈를 필요
기반
제작하여 배포
▪한국 스마트숙박 서비스 개선
관광서비스
▪스마트 숙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금 및 기금 및 솔루션 지원 필요
개선
솔루션을 지원
▪지속 가능한 호텔 경영을 위한 녹색 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네이션(smartnation)’ 사업 추진을
통해 싱가포르 전역의 스마트도시화를 추진
중이며 STB는 타 정부부처 간 업무 협력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네이션
플랫폼을 적극 활용

스마트
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통합 데이터 관리 센터 운영 전략인 ▪국가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과
‘Integrated city planning’ 기반으로 치안과 연계한 관광 친화 인프라 협력
보안을 유지하는 ‘Electronic Police Center’와 조성 필요
싱가포르 지능형 교통 체계 ‘One Motoring’ ▪시범 스마트관광도시 지정 및
시스템을 운영
글로벌 기업 연계 협력 통한
▪2018년 센토사섬에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사업 개발･추진 필요
시범 도입하고 2020년부터 상용화 확대
▪관광 업계와 관광객 모두를 위한
▪STB는 ‘TIH(Tourism Information and Services 국가 관광 기반 환경으로서의 통합
Hub)’라는 싱가포르 스마트 관광 데이터 분석 정보 분석･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서비스를 투자･개발하여 관광 업계와 관광객 ▪위치 정보 기반 스마트관광
모두를 위한 통합 관광 정보를 제공(11개의 컨시어지 센터 또는 슈퍼앱
카테고리로 정리된 1,700개 분야 이상의 관광 개발 필요
정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제공)
▪‘스마트관광 디지털 컨시어지 센터’를
구축하여 싱가포르 체류 여행객의 제한적인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상품 매칭을 추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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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TIH 시스템과 연계된 ‘싱가포르 여행 가이드
슈퍼앱’을 개발하고 관광객 대상 싱가포르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STB 역시 관광객 활동 데이터 수집이
가능(이는 관광 서비스 업계에서도 고객 관리
데이터로 실시간 활용 가능함)
▪STB와 센터사리조트, 알리페이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 아일랜드 센토사 프로젝트’
개발･실시

▪STB는 관광 관련 이해관계자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데이터 공유 및 사용을 위한
‘데이터 신뢰 헌장(Data Trust Charter)’을
세계 최초 공표
▪국가 통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체적인 관광
데이터 분석 네트워크인 ‘Singapore Tourism
Analytics Network(STAN)’를 구축하고 호텔,
크루즈, MICE 분야 관광객의 소비 패턴 및
활동 데이터 분석에 주력

관광
사업체
육성

▪STAN에서는 매년 싱가포르 국제 방문객 지출 ▪한국 관광 데이터 신뢰 헌장
(TR) 통계를 발표
개발 필요
▪STB는
‘shift
left’라
는
관광
데이
터
및
관광산업
▪한국 관광 지출 데이터 분석
디
지털
마
케팅
보
안
프레
임워크
개발
을
통해
통계 조사
시스템 구축 필요
사이버 보안 정책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위험
관리
관리 및 ICT 투자 수익 개선을 위한 모범 ▪한국 대표 MICE 지정 및 참가
자 맞춤형 FIT 진흥 프로그램 지
사례들을 발굴
원 필요
▪STB는 싱가포르 정부 오픈 데이터 웹 포털
‘data.gov.sg’ 또는 ‘생활 분석 리서치
센터(LARC)’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 활용을 통한 융합 관광 가치
창출 환경 조성을 노력
▪국제무역전시회 인증(Approved International
Fair; AIF) 정책을 실행하고 전시회 참가자
유치 증대는 곧 싱가포르 내 FIT 수요로
전환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FIT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지원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관광 부문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개선 ▪호텔 기업을 관광 기술 혁신의
기금(BIF)’을 지원하며, 이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거점으로 삼는 지원 전략 개발
호텔 혁신 지원을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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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관광상품개발기금(TPDF)’ 운영을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 및 인프라 개발 기업에
최대 50% 비용 지원(기존 관광상품
리모델링 포함)
▪‘Kickstart Fund(KF)’ 운영을 통해 잠재력이
큰 라이프 스타일 및 이벤트 콘텐츠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테스트 베드 지원

▪‘관광상품개발기금’과
‘Kick
start Fund’ 같은 관광산업
육성 기금 다각화 필요

▪국가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STB는 ‘레저이벤트펀드(LEF)’, ‘크루즈개발
프로그램 내 관광 분야 구축
기금 (CDF)’, ‘체험향상기금(ESF)’, ‘관광
필요
산업전문가 교육(TIP-iP)기금’ 등의 다양한
관광 기금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활용 ▪기존 관광 기업 대상으로 혁신
프로젝트 ‘Tourism Innovation
▪’Startup SG(SSG)’ 내 관광 및 서비스산업
Challenge’ 도입 필요
(Travel & Hospitality Sector) 분야 운영
▪기존 관광 기업 대상 혁신 프로젝트 공모전
‘Innovation Challenge’ 정기 개최(산업 분야는
주기적으로 순환함)

융합관광
육성
및 창업
육성

관광
산업
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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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창의적 문화와 매력적인 스토
리텔링 개발과 관련한 영화, 비디오 영상 및
애니메이션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신규 자금 ▪한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연계
관광 사업화 기업 및 기관
지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싱가포르 방문객 센터(SVC)’를 기반으로
신규 공급 업체 상담 및 네트워크 파트너십 ▪신규 관광콘텐츠 공급 업체
상담 및 파트너십 구축 상징
구축 강화
거점 마련 필요
▪그랩 및 그랩페이 등 관광분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여행 서비스 제공 기반 ▪카카오M, 프립, 야놀자 등
국내 자본 관광 스타트업 PPP
구축 강화
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서비스
▪클룩 및 트립어드바이저, 부킹닷컴 등과의 개선 필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쉬운 여행 서비스
환경 구축 강화

▪STB는 NATAS 협력을 통해 ‘Travel Agent
Onboarding Guide’와 ‘인턴십 가이드’, ‘기술
4차
수용 가이드’를 개발･운영
▪국내 다양한 분야별 관광협회
산업혁명
협력을 통한 미래형 관광 인력
관련 인력 ▪NATAS는 ‘P-MAX’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가, 관리자, 임원, 기술자의 육성 및 확보 시스템 구축 필요
육성
효과적인 모집, 채용, 교육, 관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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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STB는 ‘Training Industry professionals in
Tourism scheme’을 개발
▪신기술 분야 전문교육 기관
▪STB는 ‘SkillsFuture Singapore’와 ‘WSG(싱가포르 협력을 통한 관광 관련 신기술
인재개발국)’, 그리고 싱가포르 관광협회 및 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관광 인력
제공업체와 협력해 관광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
양성
‘Skills framework for tourism’을 공동 개발
▪관광 업계 전문가 대상 고도
▪관광업계 마케팅 전문가 대상 학습 개발
프로그램인 ‘STB Marketing College’ 추진

학습 및 지식 교류 프로그램
개발 필요

▪STB는 ‘관광산업전문가교육(TIP-iT)’을 실시
관광
일자리
창출

▪STB는 관광 인력 및 일자리 관련 포털 ‘TRUST’
개발 활용

▪관광 인력 및 일자리 관련
포털 활용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① 관광산업 환경 및 조직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아시아 인바운드 시장이 주력시장이나 미주와 유럽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방문자 지출(TR) 또한 세계 7위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는 관광시장 다변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시사점이 큼
이는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 ‘인적, 문화자원, 자연적 자원’ 부문 순위는 하위권(40위)임에도
불구 ‘관광산업 규제형태’ 1위, ‘인력 및 노동시장’ 5위, 인프라 3위 등 전통적
관광요인과 다른 새로운 경쟁력 요인을 강화한데 있음
한편 싱가포르 관광청이 20년 기술이전 본부 및 부서(‘디지털 전환’, ‘데이터 산업
전환’, ‘디지털 콘텐츠’ 등)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② 관광 인프라 개선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개별관광객의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 통계시스템을 신설·강화하여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관광객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 사례와
같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FIT 시장 관리 마케팅 전략 구축이 필요함(특히 각국의
밀레니얼 FIT 유형별 전략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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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추어 호텔의 신기술 채택 및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
스마트호텔 기술 가이드북 개발･배포’가 필요하며 스마트 숙박서비스 도입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싱가포르 최대 70%지원)과 컨설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스마트네이션 플랫폼과 같이 타 정부부처 간의 업무협력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Sentosa 리조트와 Alipay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아일랜드 센토사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례와 같이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시 글로벌 기업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 개발･추진이 필요함
관광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자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비지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TIH(Tourism Information and Service Hub)와 같이 업계와 관광객
모두를 위한 국가 관광 기반 환경으로서의 통합 정보 분석･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함
관광객의 관광정보 접근 편의 제공을 위한 위치기반 디지털 컨시어지 센터 및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와 고객 정보 수집이 가능한 슈퍼앱 개발이 필요함
③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관광 관련 이해 관계자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데이터 공유 및 사용을 위해
데이터 신뢰 헌장을 제정·발표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관광 데이터 신뢰 헌장
개발이 필요함
효과적인 관광 마케팅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하고 국가 통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체적인 관광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국제 무역전시회 인증 정책 실행 및 FIT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지원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제적, 상업적으로 입증된 MICE를 인증하는 제도 시행 및 MICE 참가자
맞춤형 FIT 진흥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사업개선기금을 통해 무인 체크인 카운터, 데이터 분석, 로봇 솔루션 등과 같은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 사례와 같이 호텔을 관광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삼는
지원 전략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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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테스트베드 지원 펀드(‘Kickstart
Fund’), 새로운 관광상품 및 인프라 개발지원 펀드(‘Tourism Product Development’),
레저이벤트펀드, 크루즈개발기금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다각화가 필요함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업추진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와
같이 기존 관광기업 대상 혁신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한류 미디어 콘텐츠 연계 관광 사업화 기업 및 기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방문객 센터를 신규 관광콘텐츠 공급 업체 상담 및 파트너십 구축 상징 거점
으로 활용한 사례와 같이 관광객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및 제품을 선보이고 싶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거점 구축이 필요함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한 현금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Grab-pay), 다양한 앱
개발기업과 협업을 통한 여행플랫폼 개발 사업 추진 등 카카오M, 프립, 야놀자
등 국내 자본 관광 스타트업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
④ 관광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작곡가, 스카이다이버, 관광가이드와 협력하여 이들 고유의 재능을 보여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ATG(Area Tourist Guide) 사례와 같이
한국 SITG(Special Interest Tour Guide) 제도 개발 필요함
싱가포르인재개발국,

관광협회

및

교육제공업체와

협력하여

‘SkillsFuture

Singapore’ 원스탑 포탈을 구축하여 관광트렌드, 직종 및 직무, 신기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와 같이 다양한 분야별 협력을 통한 미래형 관광
인력 육성 및 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관광업계 마케팅 전문가 대상 대화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STB Learning
Portal’을 통해 교육시행, 완료시 인증서를 발급한 사례와 같이 관광 업계 전문가
대상 고도 학습 및 지식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모든 관광사업체 직원 대상 직원역량강화, 젊은 인재를 관광부문으로 유치하고
경영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 운영 등 다양한 관광산업 전문가 교육
실시 사례와 같이 관광업계 대상 고도 학습 및 지식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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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력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개별관광객과

믿을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매칭 사례와 같이 FIT 관광객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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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표 8-2> 일본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구분

사례 연구
필요성

주요 내용

시사점

▪2019년 외래 방문객 3,188만 명 기록. ▪다각적인 인바운드 관광 시장
19개국 인바운드 관광객 사상 최대치 기록 개발 및 육성 전략 필요
▪관광 정책 추진의 핵심 방향을 ‘인바운드 ▪지역 관광 소비 매력이 곧 방문
소비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 관광 육성 매력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2019 TTCI 세계 4위, 아시아 1위 기록
▪독립 행정법인 개혁 방침을 기반으로 JNTO ▪독립된 KTO 사업 추진 체계 강화
필요
체계 강화와 해외지사 전문 인력 배치
▪2020 도쿄 올림픽 개최 계기로 일본 관광산업 ▪2021 올림픽 계기 한일 관광산업
PPP 강화 필요
PPP 협력 체계 구축 강화

▪'동아시아(중국, 대만, 홍콩) 관광객‘ 중심의
수용태세 개선 추진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중점 5개국의 관광객
비자발급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
▪일본의 29개 국제공항 중 22개가 2000년
대에 완공되었으며, 이는 생활 및 비즈니스
목적뿐 아니라 방일 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지방 공항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 도모가 핵심
프로그램 마련 필요

관광
인프라
개선

▪일본 주재 유학생 대상 ’관광 수용태세 ▪한류형 테마 민박 프로그램
정비 서포터즈‘ 운영(일본 관광의 안전성 개발을 통한 지역 FIT 활성화
홍보 및 일본 관광 선호 외국인 DB 구축 전략 사업 개발 필요
FIT 대상
목적 포함)
▪한국형 ‘축제･이벤트 민박’ 제도
관광수용
▪‘Japan Farm Stay’ 제도를 활용한 FIT 개발 필요
태세
마케팅 시행
▪‘Safety Travel Korea’ Post 코로나
▪'국제 관광호텔 정비법‘ 및 ’이벤트 민박‘ 방역 및 보안 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
제도 실시
및 타서비스 공유 사업 추진 필요
▪’Safety tips Application‘ 개발 및 타 앱 ▪‘Easy Accessible Travel Korea’
서비스와 API 공유 활용
웹사이트 및 캠페인 개발 필요
▪‘Barrier-free’ 및 ‘Accessible Travel Japan’
등 유니버설 관광 정책 고도화(장애인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유니버설 관광
정책 대상)
▪‘Accessible Travel Japan’ 웹사이트 포털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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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Oracle Hotel 2025’ 결과 2025년 내 호텔
체크인과 객실관리, 안내(컨시어지), 결제 등에
4차 산업
있어서 ‘원스톱 스마트 호텔 시스템’으로 교체･전환
혁명 연계
예상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기술
신기술
▪시퀸스 호텔의 안면 인식 체크인, 무스비 가이드북 및 사례집 개발, 컨설팅
기반
호텔의 TRIP PHONE, 힐튼 호텔의 Connected 사업 추진 필요
관광서비
Room, 릭리에 호텔의 Tech Plus Hospitality,
스 개선
핸나호텔의 로봇 직원 서비스 등이 다양한
시도들이 일본 내 증가
▪총무성, 경제산업성, 환경부, 내각부, 국토교통성
등 총 5개의 정부 관련 부처가 스마트 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지원 주체로 참여

스마트
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관광
사업체
육성

▪관광산업 관련 통계는 JNTO Japan Tourism ▪지역 관광 비즈니스와 연계한
Statistics에서 제공하고 지역 토산품 소비와 토산품 소비 지출 관련 통계
연계된 관광 통계를 JATA에서 담당
시스템 구축 필요
▪GPS 관광 빅데이터 기반 방일 외래객 여행 ▪국가 빅데이터를 지역 관광
관광산업
실태와 동선,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업체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통계 조사
DMO.net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관광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관리
사업자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지역 관광사업체 매출 데이터가
▪ICT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수요 예측을 다시 공공 데이터로 축적될 수
통해 오버투어리즘 방지 및 주변 비혼잡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개발
필요
관광지로의 유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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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와 축제 등의 이동데이터 분석 및
지역활성화 사업, 자동운전 차량 관광객 ▪정부 주도의 스마트도시 조성
이동 지원 및 관광형 MaaS(Mobility as a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Service) 대응 등 관광 관련 다수 사업 실행 구축 사업 추진 필요
▪교토 여행 가이드 웹사이트 및 앱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연계 오버투어리즘 완화
관광지 정보 및 디지털 통역, 교통(네비 포함) 사업 개발 필요
안내, 비현금 결제 서비스 등을 도입했으며,
특히 교토 주요 밀집지역의 오버투어리즘 완화
방안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아침 및
야간 이용 가능 혼잡 없는 관광 안내 서비스
시행

한국관광공사

▪숙박업과 여행업을 비롯한 일본 내 관광산업의
▪지역 관광사업체의 새로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노하우 개발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및
위한 ‘관광산업 혁신 촉진 사업’ 추진 및 관련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가이드 제작･배포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지역의 ‘돈 버는 힘’ 구축을 위한 일본형
DMO 육성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역관광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지역과 관광청, 유관 기관 간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역관광
역할 분담 및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DMO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DMO
설립･운영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 우대 프로그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 관광 상품 개발 필요
개발을 위해 총 17건 후보 상품 중 최종 ▪국가 대표 테마 관광 카테고리
9건 선정 (애니메이션, 사이클, 마라톤, 개발에 따른 테마별 웹(앱) 포털
닌자, 전통 고급 음식점, 산업시찰, 온천 개발 필요
미식, 향토음식, 하늘 투어리즘별 육성을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 체험
위한 관련 기관 및 사업자 포털을 구축하고 콘텐츠 및 서비스 플랫폼 제공
공동마케팅 및 만족도 조사, 수용태세 개선 국내 스타트업 연합 지원 사업
등 지원)
추진 필요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특수 활동 제공 플랫폼
구축 IT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Huber와 TABICA
등의 사례)
▪2019년 국토교통성은 일본 내 구축된 댐과
대교 등의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인프라 ▪한국형 인프라 투어리즘 및
투어리즘 (Infrastructure Tourism)’ 본격 글로벌 산업시찰 관광 프로그램
융합관광
시행을 위해 5개 시범지구 선정
개발 필요
육성
▪관광 연계 지역 특산품 생산성 강화 사업 ▪지역 관광 연계 소비 진작 상품
및 창업
추진을 위해 ‘관광산업 생산성 향상 자금’ 개발 특별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육성
지원
▪지역 사회 기부 영수증 연계
▪스타트업 ROOTs 협력을 통해 ‘후루사토 관광지 입장권 사업 필요
납세’ 사례로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미래형 관광 경영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관광 MBA 과정을
설치･운영

관광
산업
인력
육성

▪주요 관광 거점 지역 대학 연계
▪ICT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광분야에서의 관광 MBA 지원 사업 개발 필요
4차
새로운 서비스 상품의 개발, 외국인 여행자용
▪스마트관광 경영 능력 강화 교육
산업혁명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관광 경영
프로그램 개발 필요
관련 인력 능력 강화 정책 사업’ 추진
▪국내 인재 채용 전문 기업 연계
육성
▪‘전일본관광국가기금’을 활용해 일본 인재
관광 분야 채용 지원 프로그램
채용 기술 전문 스타트업 ‘Grooves’를
개발 필요
지원하여 일본 내 부족한 지방 관광 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스템
구축･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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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 가이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가이드 육성 교육
및 자격 인증 제도 개발 필요
관광 인력 교육과 자격 인증 및 갱신 제도 운영
양성
▪VISIT JAPAN 대사 임명과 관광 카리스마 ▪지역 관광 히어로 선정 사업 개발
100선 시행

필요
▪DMO 및 두레 연계 지역 관광
고용 센터 구축 필요

관광
일자리
창출

▪‘관광 지역 만들기 상담 창구’ 개설하고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관광해설
지역 주민 대상 DMO 운영 참여와 고용 콘텐츠를 가진 ‘지역특화 문화관광
촉진 지원
가이드 1인 여행 사업자’ 창직
▪지역별 일본 통역 가이드 매칭 검색 시스템 프로젝트 도입 필요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별 공인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검색 및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 필요

① 관광산업 환경 및 조직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19년 8월 이후 한국 방문객 감소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국가 항공기
신규 취항, 증편 및 19년 럭비월드컵 일본 개최 등 관심도가 낮았던 구미주 시장을
본격 공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각적인 인바운드 관광 시장 개발 및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함
방일 프로모션의 근본적인 개혁과 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 20개국을 새로운
타겟층으로 하는 ‘방일 글로벌 캠페인 개최 등을 벤치마킹하고, 인바운드 소비지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를 참조하고, 202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 계기 한일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PPP 구축 사업 추진이 필요함

② 관광 인프라 개선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0년대에 29개 공항 중 22개 공항 준공,
지방공항 이용 시 항공사가 지불하는 착륙료 최대 무료지원, 관광수용환경 정비
서포터즈 파견사업, 일본을 좋아하는 외국인 DB화 사업 등의 사례와 같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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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프라 강화와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일본의 독특한 주거 및 식사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유민박업소 인증제, 국제관광호텔
정비법을 통한 여행자가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 시 일시적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시설로 등록 되지 않은
주택에서도 이벤트 기간 한정 숙박이 가능한 제도 시행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류형 테마 민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FIT 활성화 전략 사업 개발이 필요함
관광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재해를 ‘Safety tips app’을 통해 관광객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API 연동을 통해 다른 주요 앱들도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안전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함
Barrier-free 및 ‘Accessible Travel Japan 등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 역시 유니버셜 투어리즘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와 같이
’Easy Accessible Travel Korea’ 사업 추진이 필요함
시퀀스 호텔의 안면 인식 체크인, 로봇 직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일본 내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기존 호텔 스마트 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기술 가이드북, 사례집 개발 및 컨설팅 사업 추진이 필요함
총 5개의 정부 관련 부처가 스마트 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지원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축제 등 이동데이터 분석 및 지역 활성화 사업, 관광형
Mass 등 관광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특히 교토 여행 가이드 웹 사이트
및 앱 운영을 통해 관광지 정보 제공과 디지털 통역 및 현금 결제 서비스 도입.
또한, 오버투어리즘 완화 방안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혼잡하지 않은 아침,
야간시간을 활용한 관광 안내 제공 사례를 참고하여 스마트관광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연계 오버투어리즘 완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③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외국인 관광객의 로밍, GPS, SNS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경로, 온라인
내 해당지역 언급빈도 등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DMO.net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관광사업체에 제공하고, Wifi 접속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수요 예측
을 통해 관광수요 분산을 유도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 빅데이터를 지역 관광사
업체가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관광객 활동 및 소비 관련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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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립된 전략을 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조정 기능을 갖춘 지역법인을
육성하는 DMO 육성사업을 참조하여 지역 관광사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및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관광 상품을 선정하고,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매뉴얼 및 공동 웹사이트 제작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 대표 테마 관광
카테고리 개발에 따른 테마별 웹(앱) 포털 개발이 필요함
관광객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종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 IT
플랫폼 개발 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
체험 콘텐츠 및 서비스 플랫폼 제공 국내 스타트업 연합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댐과 대교 등의 기반시설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형 인프라 투어리즘 및 글로벌 산업시찰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관광산업 생산성 향상 자금’ 활용 지역특산품 생산성 강화 사업 추진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관광 연계 소비 진작 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후루사토 납세’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사회 기부 영수증 연계 관광지 입장권
사업이 필요함

④ 관광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IT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지금까지 없었던 비즈니스영역 출현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관광 MBA를 설치한 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관광 거점 지역 대학 연계 관광 MBA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관광 관련 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ICT 설비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서비스 상품개발 등의 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스마트 관광 경영 능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도입이 필요함
관광기금을 활용한 인재 채용, 전문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통해 외국인 인재
채용시스템을 구축해 부족한 지방 관광인력을 충원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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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 전문 기업 연계 관광 분야 채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주민들 대상 관련 시책 소개 및 지역 관광 개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관광 지역 만들기
상담창구’ 개설 사례를 참조하여 DMO 및 두레 연계 지역 관광 고용 센터 구축 사업이
필요함
자원봉사 관광안내사 소개 웹사이트 운영, 통역가이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갖춘 가이드를 관광객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통역 안내사 자격에
관한 규정 재검토, 여행의 안전과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랜드
오퍼레이터 등록제도’ 창설, 특정 현 또는 도시 내에서만 가이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지역별 관광 안내 통역사 제도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시대에 흐름에
맞는 가이드 육성 교육 및 자격 인증 제도 개발 및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관광해설 콘텐츠를 가진 ‘지역특화 문화관광 가이드 1인 여행사업자’ 창직
프로젝트 도입이 필요함
기존 관광지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관광 진흥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VISIT JAPAN 대사’,

관광카리스마 100선

사업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관광 히어로 선정 사업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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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표 8-3> 캐나다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캐나다 관광산업이 그동안 합리적으로
육성되어 오지 못했으나 큰 성장 잠재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Unlocking the Potential of
Canada’s Visitor Economy’ 발간 후 새로운
접근 방식의 관광산업 육성 전략 체계 강화

사례 연구
필요성

▪또한 ‘Creating Middle Class Jobs: A Federal
Tourism Growth Strategy’ 발간을 통해 캐나다
관광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성장 기회 활용
▪국가 정부 정책 우선 순위로의
방안 의 중산층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
관광산업 선정 근거 및 목표
▪캐나다가 당면한 관광산업 문제점은 ‘일부 수립 타당성 개발 필요
지역에 편중된 관광수요’, ‘지방 관광의 접근성
▪국가 관광산업 육성 상의
제약’, ‘노동력과 기술의 부족’, ‘국내 인프라
문제점과 한계 진단 및 극복
투자 유치 경쟁력 부족’,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전략 개발 필요
구축 실패’ 5가지로 제시
▪KTO 주도하의 한국형 관광산업
▪캐나다 관광의 성장전략 3대 축은 ‘지역사회의
경제전략포럼 설립 필요
관광 인식 증대’, ‘Visitor Economy에 대한 투자
유치’, ‘민･관 협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제시
▪캐나다 정부는 2019년 캐나다 경제 최고
결정기구인 ’경제전략위원회‘에서 관광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경제 성장에 대한 산업과
정부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의미에서 기존
6개에 산업 분야에 이은 7번째 ‘관광산업
경제전략 위원회’ 추가 설립을 결정

관광
인프라
개선

▪캐나다 관광사업자별 마케팅 지식 및 역량
강화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내 관광사업자 경영 및
Destination Canada가 구축한 EQ Toolkit을 마케팅 지원 목적의 FIT
기반으로 EQ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장 심층 분석 솔루션(가칭
관광사업자가 목표고객 설정과 맞춤형 상품 및 FIT Insight) 개발 필요
마케팅 전략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주요 중소기업 관광
FIT 대상
지원(필요 시 EQ 트레이너 매칭을 통해 육성 사업자 대상 FITI 트레이너
관광수용
지원)
매칭 사업 추진 필요
태세
▪중소기업 관광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최고의 ▪지방 중소형 관광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경험 상품 개발과 특성별 맞춤형 FITI 프로필
마케팅 전략, 영업 및 판촉 실행에 집중할 수 개발･활용 지원 필요
있도록 ‘관광 사업별 맞춤형 EQ 프로필’을
개발･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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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캐나다 관광객 EQ 유형은 총 9가지로
구분되며, Destination Canada는 이를 Global
EQ Profiles와 Country-specific EQ Profiles로
분류해 관광사업자들의 사업계획 수립을 도움
▪캐나다 낙후 지역 사회기반인프라 강화와 관광산업
육성 연계 추진
4차 산업 ▪TOTA와 Destination Canada, 그리고 TELUS
혁명 연계 Insight, Environics Analytics 간 협력을 통해 ▪FITI 개발을 위해 KTO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캐나다 FIT 시장 정보 분석 관광협회, 통신사 등 다양한
신기술
기반
▪이렇게 특정된 개별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와 이해관계자 간 주기적인 데이터
관광서비
EQ 유형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여 FIT 공유 협력체계 구축 필요
스 개선
타겟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전에 활용
스마트
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캐나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SMART City
Challenge)’ 프로젝트와 연계한 스마트 관광 ▪정부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과
인프라 개발
연계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스마트 가로등 도입,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사업 추진 필요
자전거 공유, 데이터 통합 공유 시스템 등 시행
▪Destination Canada 기업용 웹사이트 개발을
통한 관광 산업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

관광
사업체
육성

▪캐나다 관광 현황 및 산업 통계, Market
Insight를 포함한 ‘Research’ 섹션과 10개 핵심
▪KTO 관광기업지원센터 웹페이지
타겟 시장 정보 관련 ‘Markets’ 섹션, 캐나다
내 관광 사업자 대상 데이터 및
핵심 관광 경험(CSE; Canada Signature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Experience) 200선 정보 관련 ‘Programs’ 섹션,
그리고 캐나다 관광 자원 관련 정보와 EQ ▪지역 관광산업 통계 시스템
정보,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정보 관련 ‘Tools’ 구축을 통한 관광 사업 활성화
연구 사업 추진 필요
섹션을 제공
관광산업
▪기업용 웹사이트 콘텐츠는 산업 통계 및 연구 ▪KTO 관광人에서 국내 관광
통계 조사
결과로 구성(예: 캐나다 20개 관광 지역과 6개 인력 및 일자리 실태에 대한
관리
범주의 국제 관광 지출 분기별 데이터, 관광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지역의
일자리 및 소비 지출의 GDP 기여율, 시장별 인력 유치 지원 연구 사업
추진 필요
인사이트 및 마케팅 권장 사항 등)
▪Tourism HR Canada는 캐나다 관광산업 ‘Labour ▪특히 한국 관광인력 임금율과
Market Information’ 통계 조사 연구 결과를 제공 우수 인재 유치, 채용, 유지
관련 보상 패키지 연구 사업
▪특히 캐나다 관광사업자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추진 필요
위한 전문 인력의 유치, 채용, 유지 관련
적절한 보상 패키지 연구 결과를 캐나다 지역
및 관광부문별 임금율과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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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Tourism HR Canada는 캐나다 관광 인력
실태에 대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캐나다 관광 사업자가 직면 한 노동 문제,
특히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의 관광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통계 및 연구
보고서를 제공
▪캐나다 5대 관광 산업 부문(숙박, 식음료,
레크레이션 & 오락, 운송, 여행서비스) 및 유관
산업 부문(5대 관광 산업 부문 외) 노동 시장
통계를 캐나다 통계청 정보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발표･제공･관리
▪Destination Canada는 지역 개발 기관(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과 함께 관광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 그룹을 결성(여기에 Parks
Canada, Canadian Heritage,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Invest in Canada ▪KTO 주도의 한국 관광 민간
투자 유치 그룹 결성 필요
등이 참여함)
▪캐나다 체험기금(CEF)은 캐나다 지역 개발 ▪한국관광 핵심테마 및 지역
기관(RDA)을 통해 지원되며 캐나다 전역의 선정(예 : 한국 관광 거점 도시
관광기업
지역사회가 관광상품, 시설, 경험을 창출하고 지정)에 따른 우선 관광 기업
및 창업
향상시키는 것을 지역 개발에 있어 얼마나 육성 투자 및 지원 사업
육성
개발･추진 필요
우선순위로 두는가에 따라 표적 투자를 제공
▪CEF은 캐나다의 5대 핵심 관광 테마(농촌관광, ▪2020 두바이 엑스포 연계
shoulder-season 겨울관광, LGBTQ2+ 관광, 한국 관광기업 홍보 및 투자
농장 간 관광, 토착관광 등) 전반에 걸친 유치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캐나다 관광 상품과 체험 강화를 위해 투자
▪캐나다 관광 지자체 및 사업체들의 2020 두바이
엑스포 연계 타겟 마케팅 활동을 지원
▪캐나다 전역 250여 개 도시와 지역의 약
600여 개의 전문예술 축제와 공연예술 시리즈
▪지역별 독특한 문화축제 또는
지원
이벤트 개최 민간 기업 및
▪유산기금(legacy fund)을 통해 지역사회를 단체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위한 기존 건물이나 외부 공간(동상, 지역사회
융합관광
회관, 기념비, 정원 또는 예술 작품 등)을 복원 ▪지역별 문화관광 유산 복원
육성
또는 개조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자본 프로젝트 및 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필요
지원
육성
▪원주민 관광 육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기회 준비 ▪지역의 독특한 음식이 관광 유인
매력을 창출 하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지원
개발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캐나다의 지역 음식 산업 연계 요리 관광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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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Tourism HR Canada의 The SMART
Accreditation Program은 대학 및 전문교육
▪KTO 관광人 프로그램에 4차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신기술 관련 교육 등
산업혁명 관련 관광 인력
4차
산업 표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관광
양성 사업 개발 필요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적 인정을
관련 인력
▪국내 관광 산업 부문별 기업
부여
육성
연계 혁신 인재 이니셔티브
▪Tourism HR Canada의 관광 산업 부문별
육성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후원
▪Tourism HR Canada의 Emerit Skills Training
and Certification 프로그램은 국가직업표준과
온라인 학습 및 워크북, 프로페셔널 인증을
제공

관광
산업
인력
육성

▪캐나다 고등학생 대상 관광 분야 지식, 기술,
▪KTO 관광人 프로그램을
태도 교육을 제공하는 Canadian Academy of
통한 NCS 훈련･교육 및
Travel and Tourism(CATT) 운영하며, CATT
관련 자격증 인증･관리 통합
관광 인력
참가자는 여행과 관광 교육 제공 학교들의
서비스 개발 필요
양성
국제 네트워크인 GTTP(Global Travel and
Tourism Partnership) 커리큘럽에 온라인 ▪관광두레 대상 기업가정신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접속이 가능
▪LGBTQ2 관광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LGBTQ2 워크샵을 실행
▪원주민 기업가정신 프로그램(Aboriginal Entrepre
–neurship Program) 운영

관광
일자리
창출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광 수입 25%
성장과 54,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산층 관광 일자리 창출을 캐나다 연방 관광
▪실버세대 대상 관광 일자리
성장 전략의 핵심비전으로 강화
창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국가직업표준에 근거하여 관광 실업자와
미취업자들 대상의 Ready to Work 인턴십 ▪관광거점도시 및 지역
특화관광개발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새로운 호라이즌 프로그램 및 개발 필요
일하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소득세 면제
강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관광 인력
유입 유도 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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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광산업 환경 및 조직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관광산업 육성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과오를
밝히며 관광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한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산업 육성 상의 문제점과 한계 진단 및 극복 전략 개발이 필요함
관광산업 육성 정책의 강력한 실제적 추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 집단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관광산업 경제전략위원회’를 설립한 사례를 참조하여
KTO 주도의 한국형 관광산업 경제전략 포럼 설립이 필요함

② 관광 인프라 개선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빅데이터 기반 관광분석 시스템에 의거 관광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관광사업자가
목표고객 설정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관광사업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목적의 FIT 시장 심층 분석 솔루션(가칭 FIT
Insight) 개발이 필요함
EQ(관광객 유형화 지수) 분석 Tools에 관광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 중소형
관광사업자 특성별 맞춤형 FIT Insight 프로필 개발･활용 지원이 필요함
관광협회, 관광공사, 통신회사 간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시장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참조하여 FIT Insight 개발을 위해 KTO와 관광협회,
통신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주기적인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③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관광기업인 대상으로 관광현황 및 산업통계, Market Insight, 관광지출 데이터,
관광 관련 일자리 및 GDP 등 지출 통계, EQ(관광객 유형화 지수) 분석 Tools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참조하여 KTO 관광기업지원센터 웹페이지 내 관광 사업자 대상
데이터 및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인력교육 및 인증, 관광인력 통계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
사례를 참조하여 KTO 관광人에서 국내 관광 인력 및 일자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지역의 인력 유치 지원 연구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 관광인력
임금률과 우수 인재 유치, 채용, 유지 관련 보상 패키지 연구 사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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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기구와 지역 개발기관들이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투자
그룹을 결성한 사례를 참조하여 KTO 주도의 한국 관광 민간 투자 유치 그룹
결성이 필요함
5대 핵심 관광테마를 선정 체험상품 개발에 집중 투자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관광 핵심테마 및 지역 선정(예 : 한국 관광 거점 도시 지정)에 따른 우선
관광 기업 육성 투자 및 지원 사업 개발･추진이 필요함
UAE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관광객에게 다양하게
홍보 할 수 있는 ‘2020 두바이 엑스포’ 연계 한국 관광기업 홍보 및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지역축제와 공연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건물이나 외부 공간 복원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독특한 지역별 문화관광 유산 복원 및 축제 지원이 필요함
음식 서비스 및 요리 관광사업자의 체험 관광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의 독특한 음식이 관광 유인 매력을 창출 하는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사업 추진 필요

④ 관광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세계적인 관광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민·관협력 비영리 단체인 Tourism HR
Canada’의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신기술 관련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국가인증, 고등학생 대상 관광분야 교육시행, 관련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매뉴얼화 한 국가직업표준, 온라인 학습,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페셔널
인증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KTO 관광人 프로그램을 통한 NCS 훈련･교육 및
관련 자격증 인증･관리 통합 서비스 개발과 미래 인재 양성사업 추진이 필요함
노인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라이즌 프로그램, 일하는 저소득 노인 대상 보장소득세 면제 강화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하는 실버세대 대상 관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국가직업 표준에 근거한 실업자와 미취업자 대상 관광인력 전환 인턴쉽
프로그램 ‘Ready to Work Program’ 및 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도록 지원하는 미래기업가 프로그램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거점도시 등 지역 특화관광개발 사업 연계 관광 일자리 창출 및 관광두레
대상 기업가정신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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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뉴질랜드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표 8-4> 뉴질랜드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국가 무역 수출 중 관광 비중 세계 1위 국가
▪관광산업은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 산업으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GDP 5.8%에 직접 기여

사례 연구
필요성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관광 정책
추진(고부가가치 프리미엄 관광 시장 육성.‘100%
Pure New Zealand’ 관광 브랜드는 뉴질랜드 ▪시장 수요 관점에서의 한국
관광의 프리미엄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관광 브랜드 이미지 개발 필요
글로벌 관광 마케팅 도구로 개발･활용)
▪한국형 관광 Qualmark 연구
▪뉴질랜드 관광청은 우수한 뉴질랜드 관광 경험 개발 필요(또는 스마트 관광
Qualmark 연구 개발 필요)
품질을 보증하는 ‘Qualmark 인증제’ 정책을 실행
▪뉴질랜드 정부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최고 가치로 두고,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과 관광협회 TIA(Tourism Industry
Aotearoa)’, ‘기업혁신고용부(MBIE) 관광 전담팀’
등 3개 조직간 강력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사업을 추진

▪2019년을 ‘중국･뉴질랜드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중국인 FIT 유치 증대를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중국 IT 기업 Tencent와 협력해 중국인 FIT 대상
위챗(WeChat) 광고 및 WeChat Mini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중국 관광객의 소비, 습관, 선호도에
맞는 뉴질랜드 관광 상품 홍보･마케팅 실시
관광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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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중
관광 교류의 해 재추진 또는
한-중-일 관광 교류의 해 및
한-아세안 관광 교류의 해
추진 검토

▪뉴질랜드는 스키, 하이킹, 사이클 등의 아웃도어
▪럭셔리 & 프리미엄 이미지
FIT 대상
관광 중에서도 ‘프리미엄 관광 시장 이미지 개발’에
개발이 가능한 방한 관광
관광수용
집중
시장 발굴 및 육성 연구 및
태세
▪프리미엄 캠핑 관광 목적지 이미지 구축과 품질 사업 추진 필요
보증을 위한 ‘책임 있는 캠핑(Responsible Camping)’
▪한국형 DGiT 온라인 플랫폼
사업 추진
연구･개발 필요
▪TIA는 뉴질랜드 국내 관광 성장 전략을 통찰하기
▪한국형 DGiT 프로필 개발 및
위한 도구(Domestic Growth Insight Tool
빅데이터 기반 트레이닝과
; DGiT)를 개발 및 활용(2016년 6,000명의
컨설팅 사업 도입 필요
뉴질랜드 국민 대상으로 처음 수행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국내 관광 마케팅 솔루션으로 활용)

한국관광공사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TIA는 국내 관광 성장은 관광 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투자 강화로 연결되며,
활성화된 국내 지역 관광 정보를 접할 때 더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국내 여행 의사 결정하게
될 것임을 강조
▪TIA는 국내 관광 성장은 지역 관광 산업이 국제
시장으로 확장되는 생명줄로 이 시장을 성장시키면
지역관광기업의 ‘사업 능력’과 ‘수출 준비’도
성장할 수 있기에 DGiT 활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DGiT 활용은 DGiT 전용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무료로 이루어지며, 관련된 활용 방법 및
절차 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소개 영상, 성공
▪한국형 DGiT 기반 인바운드
사례들의 케이스스터디 등이 자세히 탑재
시장 프로필 개발 및 빅데이터
▪DGiT 활용 자원은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기반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관광산업 통계 및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추진 필요
DGiT의 전국적, 전관광분야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관광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한국 관광 활성화 전략 온라인
정기 세미나 또는 공모전
협력 거버넌스와 펀딩을 집적
(Webinar 등 활용) 개발 필요
▪DGiT 활용 증대를 위한 Webinar 온라인
컨퍼런스도 실행되고 있으며, 컨퍼런스 참여를
놓치더라도 녹화 영상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
▪2019년 뉴질랜드 국내 관광 세분시장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장의 인구통계적
특성, 선호 관광 지역, 숙박 형태, 정보 습득
특성, 주요 활동 내용, 교통편 및 이동 경로
등을 지역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추가적인
세부 마케팅 방안 컨설팅도 제공
▪뉴질랜드관광청은 DGiT 포멧을 호주,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뉴질랜드 주요 인바운드
관광 시장 분석에 응용･적용하여 국제 관광
시장 프로필 모델도 개발･활용
▪뉴질랜드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호텔을 표방하는
4차 산업 mi-pad Hotel 운영
▪한국형 스마트호텔 운영 공공
혁명 연계 ▪호텔은 스마트폰으로 ‘mia’라는 앱을 다운로드
솔루션 개발 필요
신기술
받아 이용하며, 물리적인 체크인과 체크아웃 등
▪베니키아 가입 호텔을 대상으로
기반
객실 스마트키 관리를 대신하고, 객실 상태(조명,
한국형 스마트 호텔 운영 공공
관광서비
온도, 청소 등) 관리, 룸서비스, 디지털 컨시어지
솔루션 보급･지원 사업 검토
스 개선
(주변 관광 활동과 참여 가능 이벤트 안내 및 추천,
예약, 결제 등 대행) 등 서비스 제공

관광산업전략팀 209

해외 관광산업전략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호텔 내부에 간단한 음식과 간식, 아침 식사
옵션이 있지만 호텔 주변의 멋진 호수의 경치와 ▪지역밀착형 스마트 베니키아
주변 수백 개의 술집, 식당을 만끽 할 수 있도록 호텔 지정에 따른 우선 지원
검토(지역 관광사업체 연계성
최소한의 F&B 서비스를 운영
강화 목적에서 호텔 내 F&B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컨셉을 Air B&b 민박 및 판매 시설 최소화 유도)
중심에서 아파트 개념의 스마트호텔로 적용
▪‘AT LOCAL’이라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오클랜드 데픈포트(Devonport) 지역에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중교통 통합을 추진

스마트
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T Local 공유
자동차, 버스, 전철, 페리 등의 모든 교통수단을
▪5대 관광거점도시 대상
손쉽게 이용
스마트관광 교통수단 및
▪2020년 5G 상용화를 통해 버스환승장과 스마트스테이션 개발 및 운영
역사 등에 AI(인공지능)와 IoT 기술을 도입한 (거점 도시 주변 지역으로의
스마트스테이션을 도입할 예정
관광 수요 분산 목적 사업에
▪오클랜드 매든 스트리트(Madden Street)에는 우선 지원 필요)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여 원격 실시간 대기 오렴 ▪한국형 가상 관광도시 개발을
및 소음 추적과 날씨 변화 감지 모니터링 등과 통한 해외 한국관광 브랜드
거리의 무료 공용 Wi-Fi와 스마트 CCTV를 제공 마케팅 활용 방안 검토
▪가상 및 증강 현실 에이전시 Wrestler는 웰링턴
지역 경제 개발 기관(Wellington REDA)과 함께
IoT와 VR 기술을 도입한 ‘웰링턴 가상현실 도시
체험 게임’을 만들어 재미 요소뿐만 아니라 웰링턴
미래 도시 마케팅에도 활용

▪뉴질랜드 정부는 개방형 데이터 확대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Declaration on Open and ▪한국 관광데이터 헌장 시행과
Transparent Government’를 시행하고 2017년 개방데이터 공유 및 안전 관리
‘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에 가입하여 관련 국제 협약 가입 추진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의 데이터 지원 및 정보 필요
관리 원칙을 지지
▪한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
관광산업 ▪뉴질랜드는 1984년 처음 ‘국제 방문자 지출 방한 FIT 이동 경로와 활동
사업체 통계 조사 조사(International Visitor Survey: IVS)’를 성향, 소비 패턴 데이터는
육성
관리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이를 완전 온라인 공익창출 관점에서 공공
데이터로 공유 및 관리 필요
설문조사로 전환
▪‘관광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을 ▪한국 관광위성계정의 정기적인
국가 공식 통계와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필요
제공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 경제의 ▪한국 관광데이터의 국가 통계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규명하고, 관광과 연관된 포털 연동 필요
타 산업 공급망 확장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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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뉴질랜드관광청은 국가 주요 통계 포털
Figure.NZ와 협력하여 Figure.NZ Tourism
Data Hub를 개발, 뉴질랜드 관광 동향, 국제
방문자 활동, 또는 지역 관광 가치 등을
일반인도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제공
▪뉴질랜드 정부는 ‘Tourism 2025 and Beyond’
뉴질랜드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 계획의 핵심을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증대보다
기존 국내 관광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증대와 이를 ▪한국형 DGiT 개발을 활용한
신규 관광 벤처 및 스타트업
통한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창업 지원
관광기업
▪뉴질랜드 정부의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은 DGiT
및 창업
개발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장애인 및 소외계층, 또는
육성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한국
해당
관광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 지원 사업은 ’Tourism 도입 검토
2025 and Beyond‘의 68개 목표 중 5개 이상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마오리 원주민
관광 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
융합관광
육성
및 창업
육성

관광
산업
인력
육성

▪청정한 이미지와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해수부 섬 관광 육성 사업,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림청 산림 관광 육성 사업,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림부 농촌 관광 육성 사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노력(예 : 고지대 연어 농장,
연계 사업 강화 필요
알파인 라벤더 농장 등)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
인력 육성 사례는 조사되지 않으나 ‘Tourism 2025
and Beyond’에서 뉴질랜드 관광 인재 양성 및
4차
기술 개발을 통한 고용 증대 및 품질 보증 목표를 ▪관광 전공 이외의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
제시
관련 전공자 대상 관광 업계
관련 인력
▪관광 데이터 전문인재의 별도 육성 정책이나 진출 지원 사업 개발 필요
육성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양성된
우수한 데이터 전문인재가 관광 분야 직업에
대한 매력 인식에 따라 관광산업계로 유입 추정
관광 인력
양성

▪ServiceIQ는 뉴질랜드 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한
▪한국 관광 프리미엄 서비스
국가 인증 인력 개발 허브로 초점은 직무 교육이며
직무 교육 아카데미 도입 필요
대부분 관광 산업 유관 분야 교육 추진

관광
일자리
창출

▪"Go with Tourism”는 2019년 시작된 뉴질랜드
▪포스트 코로나 한국 관광
관광 고용과 구직, 교육 관련 통합 플랫폼
일자리 회복 및 체질 강화
서비스로 현재 코로나-19 이후 뉴질랜드 관광
연구 개발 필요
인력 및 일자리 회복 전략 연구･개발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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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광산업 환경 및 조직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관광정책 및 관광의 프리미엄 가치를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추진 사례를 참조하여 시장수요 관점에서의 한국 관광
브랜드 이미지 개발이 필요함
관광객의 관광경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 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형
관광 Qualmark 연구 개발이 필요함(또는 스마트 관광 Qualmark 연구 개발 필요)

② 관광 인프라 개선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정부의 중국-뉴질랜드 관광의 해 지정사업, 중국 기업과 협업하여 위챗 광고 및
Wechat Mini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관광상품을 홍보한 사례를 참조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중 관광 교류의 해 재추진 또는 한-중-일 관광 교류의 해 및
한-아세안 관광 교류의 해 추진이 필요함
스키, 하이킹, 사이클 등 특정 관광객 대상 마케팅 시행 및 프리미엄 관광목적지 구축과
품질보증을 위한 책임 있는 캠핑사업 추진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럭셔리 & 프리미엄
이미지 개발이 가능한 방한 관광 시장 발굴 및 육성, 연구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 ‘DGiT’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산업 통계 및 연구결과 통합
제공, 관광 세분 시장 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여행경로 및 지출내역 등을 관광 사
업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 방안 컨설팅을 지원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형 DGiT
(국내 관광 성장 전략 통찰 도구) 온라인 플랫폼 연구･개발이 필요함
앱을 통해 객실 스마트 열쇠 수령, 객실 상태 관리, 주변 관광 이벤트 안내 및
예약ㆍ결재 제공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형 스마트호텔 운영 공공 솔루션 개발 및
베니키아 가입 호텔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호텔 운영 공공 솔루션 보급･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손쉽게 이용(Mass)하고, loT와 VR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체험 게임 개발을 통해 도시를 홍보한 사례를 참조하여 5대
관광거점도시 대상 스마트관광 교통수단 개발(거점 도시 주변 지역으로의 관광
수요 분산 목적 사업에 우선 지원 필요) 및 한국형 가상 관광도시 개발을 통한
해외 한국관광 브랜드 마케팅 활용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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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개방형 데이터 확대와 이용 보장을 위한 정부 헌장 발표 및 ‘International Open Dta
Charter'에 가입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방한 FIT 이동 경로와
활동 성향, 소비 패턴 데이터는 공익창출 관점에서 공공 데이터로 공유 및 관리가 필요함
국제관광객 수와 지역관광 지출 추정치, 숙박 시설 통계, GDP, 관광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 전체를 보여주는 관광 위성계정(TSA ; Tourism Satellite Account)은 국가
계정으로 통합되어 일관성 있는 데이터 및 국가 내 카드데이터를 이용하여 관광에 대한
지역별 월별 지출 추정치를 제공(MRTEs ; Monthly Regional Tourism Estimates)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관광데이터의 국가 통계 포털 연동 및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관광 동향, 국제 방문자활동 등 뉴질랜드 관광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Figure.NZ
Tourism Data Hub'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데이터 허브 구축이 필요함
관광산업 육성계획의 핵심을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보다 기존 국내 관광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DGiT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광기업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형 관광마케팅
솔루션 개발을 활용한 신규 관광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 필요함
뉴질랜드 원주민 지원 사업을 뉴질랜드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계획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한 사례를 참조하여 장애인 및 소외계층,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한국 관광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검토
뉴질랜드의 청정한 이미지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참조하여 해수부 섬관광 육성 사업,
산림청 산림관광 육성 사업, 농림부 농촌 관광 육성 사업 연계 사업 강화가 필요함
④ 관광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관광데이터를 중시하는 뉴질랜드 관광정책 기조 및 우수한 데이터 전문 인재
관광업계 유입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 전공 이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전공자
대상 관광 업계 진출 지원 사업 개발이 필요함
관광관련 직무 교육기관인 ServiceIQ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관광
전문 인재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층 훈련과 후속지원을 제공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관광 프리미엄 서비스 직무 교육 아카데미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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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표 8-5> 사우디아라비아 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사우디 정부는 국가 경제 핵심 석유산업의
지속성 한계를 인식하고,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의 주도에 의해 ‘Saudi Vision 2030’이라는
국가 주도형 다각적 산업 개발 정책을
추진하며 이중 여가 및 관광산업 육성을 우선
실행
▪실제 2016년 이후 사우디 실업률이 12%를
넘고 특히 젊은층의 실업률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 ▪기존 사회적 통념에 의해
진흥이 어려웠던 국제관광
▪‘Saudi Vision 2030’은 사우디를 세계 5대 시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관광목적지로 육성할 것을 목표로 하며, 혁신 노력 필요
2019년부터 기존 종교 및 비즈니스 관광
사례 연구 필요성
비자만 허용하던 것을 사우디 왕정 역사상 ▪타 사양 산업 관련한 일자리
최초의 레저 및 휴가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자 및 생산성 감소분을 흡수 ⋅
전환할 수 있는 대안적 관광
발급을 허용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
▪WTTC 경제보고서는 2019년 세계 관광 분야 개발 필요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한 국가로 사우디를
선정
▪사우디의 국제관광 시장 개방은 사우디 특유의
종교문화과 전통에 의한 의복 규정, 특히
여성들의 의복 규정 등과 맞물려 있기에 기존
사회 통념에 의해 도입 및 발전되기가 어려운
국제관광 시장 육성은 상당히 혁신적인 개방
정책이기에 벤치마킹 연구 필요성 제기
▪FIT 유치 목적의 90일 체류 관광비자 허용 및
‘온라인 비자(e-Visa)’ 또는 ‘도착시 비자’ 발급

관광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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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 인바운드 관광
▪외국인 여성의 사우디 관광 유입 촉진을 시장 개척을 위한 이슬람
위하여 3가지 중요한 사회적 규제 완화 혁신을 문화권 관광수용 태세 개선
단행(여성 운전 허용, 여성 복장 규제 완화, 및 대국민 사회적 인식 제고
외국인 미혼 커플 혼숙 허용)
FIT 대상
캠페인 진행 필요
관광수용 ▪e-service 구축을 통해 국가출입국관리서비스,
▪관광사업자 E-Licenses 등록
태세
스마트폰 앱을 통한 법령 정보 제공, 및 발급 체계 구축
관광사업자 E-Licenses 발급 등을 실행
▪인바운드 관광객 수용 능력
▪사우디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용 능력을 개선 목적의 외국인 대상 교통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공항의 확장 및 및 통신 시스템 증설
고속철도 도입과 Wi-Fi 통신 네트워크 증설
추진

한국관광공사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사우디는 중동 IT분야 선두주자 도약을 위하여
디지털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가 내 조직
및 기업들의 빠른 디지털화를 장려
▪사우디 정부는 2019년 말까지 국가 내 모든
사업장에 CCTV 감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
▪모든 5대 이상 상업용 차량 보유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실시간 차량 관리가 가능한
▪주요 관광지 내 국가 인증
스마트 솔루션 탑재를 의무화
안전 관리 스마트 솔루션
▪사우디 관광부 및 상공부는 각기 다른
개발 및 도입 필요
분야의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4차 산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마케팅 컨설팅을 ▪관광 공공 기관 및 기업
혁명 연계 자원하며, 관광데이터 분석 딥러닝 프로세스 대상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운영 영역에 걸친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신기술
통합 관리 시스템 강화를 노력
기반
▪주요 유명 관광지 대상 혼잡
관광서비 ▪클라우드 퍼스트(Cloud-First) 정책 실행으로 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스 개선
2019년 2월부터 공공부문 기관 및 기업들이 ▪전자 여권 및 신분 증명
기존 IT 시스템 모델에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필요
시스템 모델로의 이전을 장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능형
▪성지순례 관광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 수화물 트롤리 도입 필요
성지순례 혼잡관리 시스템인 ‘i-Hajj’ 앱 개발
▪두바이 경우 스마트폰을 여권으로 사용 가능한
“Emirates Smart Wallet(UAE Wallet)” 도입
▪공항의 터미널에서 수하물 운반을 자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대화형 실시간 정보를 통해
개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수하물 트롤리’ 도입

스마트
도시와
관광의
융·복합

▪국가적 차원에서 홍해와 아카바(Aqaba)만 ▪다수의 도시 경계 통합된
부지에 초대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네옴 스마트관광도시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도입 필요(예: 여수-순천▪네옴 내부에는 주거 공간, 상업 공간, 관광 및 광양 통합 스마트관광 도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포함되며, 세계 최초의 김해-부산-창원 통합 스마트
3개국(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에 걸친 민간 관광도시 조성 등)
개발 지역이 될 예정
▪스마트관광 개발 구역 내
▪네옴은 별도의 법과 세제 등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드론
독립적인 경제지구로 개발하여 투자자 및 시스템 도입 연구 및 시범
사업 개발 필요
거주자를 유치할 예정
▪네옴은 100%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드론 ▪가상현실 기반 스마트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 및 운송 수단 세계문화유산 도시 투어
시스템 개발 필요
솔루션 시스템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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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H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하여 사우디
관광과 국가 유산의 경험 품질 향상을 위한
세계 최초의 ‘Holo Journey project’를 개발
▪한국의 경주, 부여, 안동과
▪Holo Journey project 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한의 개성 등을 연계한
유적지와 박물관의 가상현실 투어를 가능하게 평화 사업으로 개발 가능
하고, 현지의 기온 및 습도 등의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실시간 음료 주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
▪SCTH는 2019년 사우디 관광활동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National ▪관광사업자 매출 데이터의
국가 공공 데이터베이스화
Tourism Monitoring Platform을 도입
및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사우디 모든 관광숙박시설 운영자에게 90일의 개발 및 도입 사업 추진
기간 내 www.ntmp.gov.sa에 접속하여 특정된 필요
데이터의 국가 공유를 위한 플랫폼 연결을
관광산업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규정하였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통계 조사
대상 우선 컨설팅 제공 포함
▪이는
Saudi
Vision
2030의
핵심
부분인
국가
관리
실질적 혜택 개발 연구 필요
디지털화 프로그램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모니터링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국가 관광 데이터 모니터링
인프라가 관광 경제 활동의 필수이자 경쟁력 플랫폼 시스템 구축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고를 위한 기본 요건임을 강조
캠페인 개발 및 컨퍼런스
▪SCTH는 2019년 12월 모니터링 플랫폼 개최 추진 필요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
관광
사업체
육성

216

▪사우디 관광기업 및 창업 육성은 PIF(Public ▪KTO 해외 지사를 활용한
Investment Fund)와 SAGIA(Saudi Arabia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유치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의 관광 투자 증대 사업 방안 연구 및
유치 환경 개선 정책에 영향 받음
개발 필요
▪PIF는 사우디 관광의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기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및
위하여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사무실을 국제 협력 계약을 성사시킬
개설하고 투자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수 있는 한국 관광 투자
50%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
유치설명회 (or 컨퍼런스)
관광기업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활한 개최 실효성 제고 전략 개발
및 창업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하여 직원 수를 2019년 필요
육성
말까지 45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하고, ▪Invest Korea와 같은 국가
2025년까지 2,000명의 직원을 둘 예정
투자 유치 진흥 사업과의
▪PIF는 투자 촉진 활동으로서 2017년부터 매년 협력 사업 개발을 통한 한국
FII(The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를 개최하여 관광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 증대 전략 개발 필요
해외 자본 및 기업을 유치
▪FII는 170명 이상의 CEO가 참여하는 ▪국내 민간 기업과의 협력
컨퍼런스로 신기술 및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 사업 개발을 통한 한국 관광
기회를 공유하고 실제 여러 투자 및 협력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
증대 전략 개발 필요
계약을 성사시키는 플랫폼 역할 수행

한국관광공사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SAGIA 주도의 투자 프로모션인 ‘Invest
Saudi’는 사우디 국가 혁신 프로그램의 핵심
계획을 담당
▪‘Invest Saudi’의 투자 분야는 ‘화학’, ‘IT’,
‘에너지･물’, ‘공업･건설’, ‘헬스케어･생활과학’,
‘신흥부문’, ‘광업･금속’, ‘교통･물류’, ‘관광･문화･
엔터테인먼트’ 9개 분야로 구성
▪현재까지 PIF 및 SAGIA의 기업 지원 및 투자
촉진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 왕국 정부가 민관협력(PPPs)
중심의 변화 주도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게 명확한 국가발전 목표가 일치되어
단결을 이뤄낸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
▪사우디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관광산업종사자
▪WEF 4차 산업혁명 센터
육성 사례는 특별히 조사 수집되지 않았으나
Travel & Tourism 분야 국내
‘WEF 4차 산업혁명 센터’ 중동 지사를 유치한
유치 방안 연구 및 추진
4차
사례를 주목
가능성 검토 필요
산업혁명
관련 인력 ▪WEF 4차 산업혁명 센터 지사 유치 역시 Vision ▪세계 스마트관광도시 수용
2030 실현 과정에서 미래형 산업 환경 조성을
육성
태세 및 경쟁력 평가 지수
위한 신기술 도입 및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연구 등과 연계하여
노력을 입증한 사례이며, 향후 관광산업 육성과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연관하여 어떻게 접목될지 관심
관광 인력
양성

▪SCTH 산하 관광교육 전담 기관 TAKAMUL은 ▪관광 세부 분야별 관광 인재
총 176개 관광분야 종사자와 업체를 위한 조직 양성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프로그램 개발 필요

관광
일자리
창출

▪관광 분야는 사우디 전체 고용에서 11.2%
수준인 15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제
▪관광거점도시 및 한국형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된
▪과거 사우디 국민 대부분은 낮은 노동 강도
관광 일자리 육성 및 안정 지원
대비 복지 혜택이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업 개발 필요
선호하는 반면 관광 일자리는 기피하여 대부분
▪관광 분야 여성 일자리 육성
외국 노동력에 의존하던 상황
및 안정 지원 사업 개발
▪또한 사우디 국민 노동자 비율이 도시지역에
필요
집중되는 지방 인력 매칭 불균형 문제가 심각
▪지역 특화 관광 인재
▪‘Saudi Vision 2030’에 따라 사우디 자국민
유치를 위한 출신 지역 인재
고용을 장려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가정책인
우선 채용 제도 도입 필요(예:
니타카트(Nitaqat) 프로그램을 시행
서류 전형 특별 가산점 부여,
▪2019년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분야 별도 모집 전형 진행 등)
서비스업 주요 일자리에 외국인 고용 제한
방침을 발표

관광
산업
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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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사우디 여성 일자리를 2016년 기준 22%에서
2030년 30%로 증대하기 위해 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든
아이를 간호하거나 출산휴가 중 해고되지 않고
배우자의 사망 시 유급휴가를 받는 등에 대한
법제도 제정
▪사우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NEOM과
Qiddiya Project에서는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① 관광산업 환경 및 조직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사우디를 세계 5대 관광목적지로 육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사우디 특유의
종교문화와 전통에 의해 개방이 어려웠던 레저 및 휴가 목적 입국 비자 발급
허용 등 기존 사회적 통념에 의해 진흥이 어려웠던 국제관광 시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함
석유산업의 지속성 한계를 인식하고 석유산업 의존도 감소와 사업구조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를 참조하여 타 사양 산업 관련 일자리 및 생산성 감소분을
흡수⋅전환 할 수 있는 대안적 관광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 개발이 필요함

② 관광 인프라 개선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FIT 유치 목적 90일 관광비자 허용, 온라인 비자 또는 도착시 비자 발급, 외국인
여성 사우디 유입 허용을 위한 사회규제 완화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
인바운드 관광 시장 개척을 위한 이슬람 문화권 관광수용 태세 개선 및 대국민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이 필요함
비자신청 절차 개선, 숙박품질 등 관광 서비스 개선, 관광 사업자와 투자자 사업
진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e-service를 개발한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사업자 E-Licenses 등록 및 발급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인바운드 관광객 수용을 위해 공항 확장 및 고속철도 도입, Wi-Fi 증설 사례를
참조하여 인바운드 관광객 수용 능력 개선 목적의 외국인 대상 교통 및 통신 시스템
증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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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 모든 사업장 CCTV 감시시스템 의무화, 공공안전 및 비상 대응에 loT를
적용한 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관광지 내 국가 인증 안전 관리 스마트 솔루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함
각기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마케팅 자원화 추진, 관광데이터 분석 딥러닝 프로세스 개발, 공공기관 및 기업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장려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 공공 기관 및 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메카의 모스크(이슬람 사원) 인근 관광객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i-Hajj' 모바일
앱을 개발한 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유명 관광지 대상 혼잡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공항 서비스를 관광어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효과적인 이용을 돕고 스마트폰을
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Emirates Smart Wallet (UAE Wallet)’전자 여권 및 신분
증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수하물 자동운반 및 대화형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개인 가이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능형 수화물 트롤리 도입이 필요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에 걸친 초대형 스마트 시티 네옴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수의 도시 경계가 통합된 스마트관광 도시 개발 사업 도입이
필요함(예: 여수-순천- 광양, 또는 김해-부산-창원 통합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 등)
독립적인 경제 지구 개발, 자율 주행 등 효율적인 교통 및 운송 수단 솔루션 도입
등의 네옴 사례를 참조하여 스마트관광도시 또는 스마트관광개발 구역 내 자율
주행 차, 드론 시스템 도입 연구 및 시범 사업 개발이 필요함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여 유적지와 박물관의 가상현실 투어 및 현지의 날씨
정보와 실시간으로 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Holo Journey Project' 앱 사례를
참조하여 가상현실 기반 스마트 세계문화유산 도시 투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한국의 경주, 부여, 안동과 북한의 개성 등을 연계한 평화 사업으로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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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숙박시설 이용 현황, 관광객 이동 등 관광활동 성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National Tourism Monitoring Platform’를 구축하고, 모든 관광 숙박시설

‘

운영자에게 데이터 국가 공유를 위한 플랫폼 연결을 의무화한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사업자 매출 데이터의 국가 공공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개발· 도입 사업 추진과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대상 우선 컨설팅 제공 포함
실질적 혜택 개발 연구, 국가 관광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구축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개발 및 컨퍼런스 개최 추진이 필요함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 비중을 늘리기 위해 해외 사무실을 개설한
사례를 참조하여 KTO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사업
방안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해외 투자 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The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를
개최하여 해외자본 및 기업을 유치한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한국 관광 투자 유치설명회(또는 컨퍼런스) 개최,
실효성 제고 전략 개발과 Invest Korea와 같은 국가 투자 유치 진흥 사업과의 협력
사업 개발을 통한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 증대 전략 개발이 필요함
Public Investment Fund와 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의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촉진한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업
개발을 통한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 증대 전략 개발이 필요함
④ 관광 인력 육성 측면 벤치마킹 시사점
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가관광인적자원개발센터가 관광분야 종사자와 업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 세부 분야별 관광 인재
양성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스마트시티 네옴에서 기업 및 대학과 협력하여 관광분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거점도시 및 한국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된 관광 일자리 육성 및 안정 지원 사업 개발이 필요함
국가관광인적자원개발센터와 노동사회개발부와 협력하여 여성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 분야 여성 일자리 육성 및 안정 지원 사업 개발,
지역 특화 관광 인재 유치를 위한 출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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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관광산업 육성 전략 사업 발굴 제안
상기 해외 주요 5개국 관광산업 육성 우수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종합하여
총 38개 적용분야에 대한 101개 사업을 발굴⋅제안함
제안된 한국 관광산업 육성 전략 사업은 해외 주요 5개국에서 현재 실행되거나
계획 중인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 내 관련 사업 조직의 신사업 개발에 기초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음
단 본 연구 결과는 해외 5개국 관광산업 육성 사례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제안이므로 한국관광공사의 실제 사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함

가. 관광서비스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관광 분야
총 15개 분야에 29개 사업을 발굴⋅제안함
<표 8-6> 관광서비스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관광 분야 사업 발굴65)
출처

N

N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중 관광 교류의 ▶포스트 코로나 핵심 방한 관광 시장 포스트 코로나
해 재추진 또는 한-중-일 관광 교류의 해 회복을 위한 정부 간 관광 교류
인바운드
및 한-아세안 관광 교류의 해 추진 검토
협정 캠페인 개발
관광 시장 회복
▪한국형 DGiT(국내 관광 성장 전략 통찰
도구) 온라인 플랫폼 연구･개발 필요
▶‘<가칭>KITGiT(Korea Intra-bound
▪한국형 DGiT 프로필 개발 및 빅데이터 Tourism Growth insight Tool)’
기반 트레이닝과 컨설팅 사업 도입 필요 온라인 플랫폼 개발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DGiT 기반 인바운드 시장 프로필 ▶KITGiT 트레이너 양성 및 기초 인트라바운드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전략 컨설팅 지원 지자체 대상 인트라바운드 관광 관광 시장 육성
시장 육성 솔루션 매칭 지원
사업 추진 필요
▪한국 관광 활성화 전략 온라인 정기 ▶KITGiT 활성화 하이브리드형 세미나
세미나 또는 공모전(Webinar 등 활용) 및 공모전 개최
개발 필요

SG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가칭> Korea
한 FIT 시장 관리 전략 구축 필요(특히 FIT-Insight’ 시스템구축(KTO, 관광협회,
C
각국의 밀레니얼 FIT 전략 개발 필요)
통신사, 카드사, 데이터 연구소 등 협력)

빅데이터 분석
기반 FIT 시장
개발 및 육성

65) 출처의 영문 이니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SG=Singapore, J=Japan, C=Canada, N=New Zealand, SA=Saudi 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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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국내 관광사업자 경영 및 마케팅 지원
목적의 FIT 시장 심층 분석 솔루션(가칭
FIT Insight) 개발 필요
▪지방의 주요 중소기업 관광사업자 대상
FIT Insight 트레이너 매칭 사업 필요
▶국내 관광사업자 대상 Korea FIT▪지방 중소형 관광사업자 특성별 맞춤형 Insight 마케팅 솔루션 지원
FIT Insight 프로필 개발･활용 지원 필요
▪FIT Insight 개발을 위해 KTO와
관광협회, 통신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데이터 공유 협력체계 구축 필요
▪양질의 국제공항 스탑오버 투어 프로그램 ▶프리미엄 스탑오버 투어 프로그램
또는 지방 공항 출입국 연계 주변 day-tour 개발 및 운영
SG
공항 연계 지역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방 공항 출입국 관광객 대상 특별 관광 활성화
J
▪지방 공항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당일 투어 또는 1박 투어 프로그램
마련 필요
개발 및 운영
▪한국형 스마트호텔 운영 공공 솔루션
개발 필요

N

▪베니키아 가입 호텔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호텔 운영 공공 솔루션 보급･지원
스마트호텔
▶지역 관광 연계형 스마트 베니키아
사업 검토
연계 지역 관광
호텔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역 밀착형 스마트 베니키아 호텔
지정에 따른 우선 지원 검토(지역
관광사업체 연계성 강화 목적에서 호텔 내
F&B 및 판매 시설 최소화 유도)
▪한국 스마트호텔 기술가이드북 및 우수
혁신 사례 개발･배포 필요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기술가이드북 ▶한국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지원
SG
및 사례집 개발･배포 필요
기술가이드북 개발 및 배포
J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컨설팅 사업 ▶한국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지원
추진 필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마트호텔
개발 및 육성

▪한국 스마트숙박 서비스 개선 기금 및
솔루션 지원 필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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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형 테마 민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축제 연계
지역 FIT 활성화 전략 사업 개발 필요
▶지역 문화관광축제 연계 ‘테마 민박’
테마 민박 개발
▪한국형 ‘축제･이벤트 민박’ 제도 개발 제도 개발 및 운영
및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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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정부 주도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필요
▶정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한
SG
▪다수의 도시 경계가 통합된 스마트관광 스마트관광도시 개발
한국형
J
도시 개발 사업 도입 필요
▶다수의 도시를 묶어서 스마트관광
스마트관광도시
(예: 여수-순천-광양, 또는 김해-부산 개발 구역 지정
C
개발 및 육성
-창원 통합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 등) ▶글로벌 기업 협력을 통한 스마트
SA
▪시범 스마트관광도시 지정 및 글로벌 관광도시 공동 개발
기업 연계 협력 통한 사업 개발･추진
필요
▪5대 관광거점도시 대상 스마트관광
교통수단 또는 스마트스테이션 개발 및
▶스마트관광 교통시스템 도입 연구
운영(거점 도시 주변 지역으로의 관광
N
및 시범 사업 추진
수요 분산 목적 사업에 우선 지원 필요)
SA
▶주요 관광 거점 도시 내 스마트
▪스마트관광도시 또는 스마트관광개발
스테이션 개발 및 운영
구역 내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드론
시스템 도입 연구 및 시범 사업 개발 필요

스마트
교통시스템
개발 및 육성

▪한국형 가상 관광도시 개발을 통한 해외
▶걷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한국관광 브랜드 마케팅 활용 방안 검토
가능한 가상 세계문화유산 도시
N ▪가상현실 기반 스마트 세계문화유산 도시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SA
투어 시스템 개발 필요(한국의 경주, 부여,
▶언택트(un-tact) 한류 콘서트 및
안동과 북한의 개성 등을 연계한 평화
팬미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으로 개발 가능)

가상현실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위치 정보 기반 스마트 관광 컨시어지 ▶스마트관광 컨시어지 앱 개발(민간
센터 또는 슈퍼앱 개발 필요
관광콘텐츠 추천 및 가이드 서비스
FIT 관광가이드
SG ▪‘Area Tourist Guide(ATG)’ 제도를 포털 시스템으로 구현)
프로그램 개선
벤치마킹한 한국 SITG(Special Interest ▶Korea Special Interest Tour Guide
Tour Guide) 제도 개발 필요
제도 개발(지역명사 관광 개선)
▪‘Safety Travel Korea’ 포스트 코로나
방역 및 안전 정보 안내 시스템 개발
▶‘Safety Travel Korea’ 인증 및
필요(타서비스 공유 사업 추진 필요)
교육, 관리 솔루션 개발
▪주요 관광지 내 국가 인증 안전 관리
J
▶‘Safety Travel Korea’ 앱 개발 및
스마트 솔루션 개발 및 도입 필요
타 관광 앱 연계 활용
SA
▪빅데이터 연계 오버투어리즘 완화 사업
▶관광지 밀집 및 혼잡 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개발
▪주요 유명 관광지 대상 혼잡 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포스트코로나
관광객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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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Easy Accessible Travel Korea’ 웹사이트
▶‘Easy Accessible Korea’ 프로그램
및 캠페인 개발 필요
개발(교통, 통신, 비자, 수화물 등)
SG ▪인바운드 관광객 수용 능력 개선 목적의
▶‘Easy Accessible Korea’ 운영 포털 FIT 접근편의성
외국인 대상 교통 및 통신 시스템 증설
J
시스템 개발
통합 개선
SA ▪전자 여권 및 신분 증명 시스템 도입 필요
▶‘Easy Accessible Korea’ 홍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능형 수화물 트롤리 글로벌 캠페인 개발
도입 필요
▪럭셔리 & 프리미엄 이미지 개발이
▶럭셔리 & 프리미엄 방한 관광 시장
가능한 방한 관광 시장 발굴 및 육성
발굴 및 브랜드 개발
연구 및 사업 추진 필요

프리미엄 방한
관광 브랜드
개발 및 육성

▪중동 국가 인바운드 관광 시장 개척을 ▶이슬람 문화권 대상 관광수용태세
SA
위한 이슬람 문화권 관광수용 태세 개선 개선을 위한 대국민 사회적 인식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필요
제고 캠페인 개발

이슬람 대상
관광수용태세
개선

N

① 포스트 코로나 인바운드 관광 시장 회복
포스트 코로나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 간 관광 교류 협정 캠페인 개발

② 포스트 코로나 인트라바운드 관광 시장 육성
<가칭>KITGiT(Korea Intra-bound Tourism Growth insight Tool) 온라인 플랫폼
개발
KITGiT 트레이너 양성 및 기초 지자체 대상 인트라바운드 관광 시장 육성 솔루션
매칭 지원
KITGiT 활성화 하이브리드형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③ 빅데이터 분석 기반 FIT 시장 개발 및 육성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가칭>Korea FIT-Insight 시스템 구축(KTO, 관광 협회,
통신사, 카드사, 데이터 연구소 등 협력)
국내 관광사업자 대상 Korea FIT- Insight 마케팅 솔루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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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항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프리미엄 스탑오버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방 공항 출입국 관광객 대상 특별 당일 또는 1박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스마트호텔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 연계형 스마트 베니키아 호텔 개발 및 운영

⑥ 스마트호텔 개발 및 육성
한국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지원 기술가이드북 개발 및 배포
한국 스마트호텔 시스템 전환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⑦ 지역 축제 연계 테마 민박 개발 및 육성
지역 문화관광축제 연계 ‘테마 민박’ 제도 개발 및 운영

⑧ 한국형스마트관광도시 개발 및 육성
정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관광도시 개발
다수의 도시를 묶어서 스마트관광 개발 구역 지정
글로벌 기업 협력을 통한 스마트 관광도시 공동 개발

⑨ 스마트 교통시스템 개발 및 육성
스마트관광 교통시스템 도입 연구 및 시범 사업 추진
주요 관광 거점 도시 내 스마트 스테이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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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상현실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걷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가능한 가상 세계문화유산 도시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언택트(un-tact) 한류 콘서트 및 팬미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⑪ FIT 관광가이드 프로그램 개선
스마트관광 컨시어지 앱 개발(민간 관광콘텐츠 추천 및 가이드 서비스 포털
시스템으로 구현)
Korea Special Interest Tour Guide 제도 개발(지역명사 관광 개선)

⑫ 포스트코로나 관광객 안전 관리 강화
‘Safety Travel Korea’ 인증 및 교육, 관리 솔루션 개발
‘Safety Travel Korea’ 앱 개발 및 타 관광 앱 연계 활용
관광지 밀집 및 혼잡 관리 시스템 개발

⑬ FIT 접근편의성 통합 개선
‘Easy Accessible Korea’ 프로그램 개발(교통, 통신, 비자, 수화물 등)
‘Easy Accessible Korea’ 운영 포털 시스템 개발
‘Easy Accessible Korea’ 홍보 글로벌 캠페인 개발

⑭ 프리미엄 방한 관광 브랜드 개발 및 육성
럭셔리 & 프리미엄 방한 관광 시장 발굴 및 브랜드 개발

⑮ 이슬람 대상 관광수용태세 개선
이슬람 문화권 대상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대국민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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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분야
총 10개 분야에 38개 사업을 발굴⋅제안함
<표 8-7> 관광산업 통계 및 사업체 육성 분야 사업 발굴
출처
SG
N

벤치마킹 시사점
▪한국 관광데이터 신뢰 헌장 개발 필요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한국 관광데이터 신뢰 헌장 개발

관광데이터
▪한국 관광 개방데이터 공유 및 안전 ▶한국 관광데이터 신뢰와 관련한 공유 및 관리
체계 신뢰 구축
관리 관련 국제 협약 가입 필요N
국제 협약 가입
▪지역 관광산업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광 사업 활성화 연구 사업 추진 필요
▪한국 관광 지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지역별 관광산업 진흥 통계 시스템
구축
구축 필요

▪지역 관광 비즈니스와 연계한 토산품 ▶한국 관광 지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소비 지출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필요
SG
▶관광 연계 지역특산품 소비 통계 한국 관광산업
J ▪한국 관광위성계정의 정기적 업그레이드
진흥 통계
시스템 구축
필요
시스템 구축 및
N
▪KTO 관광人에서 국내 지역별 관광 인력 ▶한국 관광위성계정 업그레이드
개선
C
및 일자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별 관광 인력 및 일자리 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의 인력 유치 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 연구 사업 추진 필요
▶지역별 우수 관광 인재 육성 보상
▪특히 한국 관광인력 임금율과 우수 인재
유치, 채용, 유지 관련 보상 패키지 연구
사업 추진 필요

관리 체계 연구

▪관광 공공 기관 및 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관광 업계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환경으로서의 통합 관광 빅데이터 분석
▶<가칭>KTBDMS(Korea Tourism Big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Data Monitoring System), 한국
SG ▪국가 빅데이터를 지역 관광사업체가 관광사업자 매출 데이터 모니터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플랫폼
J
이를 통해 생성된 지역 관광사업체 매출 시스템 개발
C
데이터가 다시 공공 데이터로 축적될 수
▶KTBDMS 참여 관광사업자 대상 혜택
N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개발 필요
프로그램 개발
SA ▪방한 FIT 이동 경로와 활동 성향, 소비
▶KTBDMS 참여 확산 캠페인 및 활성화
패턴 데이터는 공익창출 관점에서 공공
정책 컨퍼런스 개최
데이터로 공유 및 관리 필요

국가 관광
빅데이터
모니터링 및
공유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관광사업자 매출 데이터의 국가 공공
데이터베이스화 및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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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대상 우선
컨설팅 제공 포함 실질적 혜택 개발 연구
필요
▪국가 관광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
시스템 구축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개발 및 컨퍼런스
개최 추진 필요
▪KTO 관광기업지원센터 웹페이지 내
▶한국 관광사업자 대상 스마트경영
관광 사업자 대상 데이터 및 경영 지원
C
지원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제공 필요
SA
▶한국 관광사업자 관련 스마트행정
▪관광사업자 e-Licenses 등록 및 발급
지원 서비스 개발
관리 시스템 구축

관광사업자
스마트경영
지원

▪KTO 주도의 한국 관광 민간 투자 유치
그룹 결성 필요
▪한국관광 핵심테마 및 지역 선정(예 :
한국 관광 거점 도시 지정)에 따른 우선
관광 기업 육성 투자 및 지원 사업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개발･추진 필요
촉진 지구 지정
▪국내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업 개발을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통한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및 국제 촉진 사업단 및 프로그램 개발
한국 관광 국제
C
협력 증대 전략 개발 필요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협력 및 투자
SA ▪KTO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한국 관광 설명회 및 컨퍼런스 개최 성과 강화
유치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 사업 방안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필요
▶2020 두바이 엑스포 연계 한국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한국 관광 투자
유치설명회(or 컨퍼런스) 개최 실효성
제고 전략 개발 필요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촉진
프로그램 개발

▪2020 두바이 엑스포 연계 한국 관광기업
홍보 및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추진 필요
▪‘관광상품개발기금’과 ‘Kickstart Fund’ ▶지역 관광 활성화 특별 상품 개발
같은 관광산업 육성 기금 다각화 필요
관련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SG ▪지역 관광사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지역 관광사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지역 관광
개발 지원 및 가이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모델 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
J
활성화 특별
▪지역 관광 연계 소비 진작 상품 개발 ▶지역 관광 연계 쇼핑 소비 진작 상품 개발 지원
C
특별 지원 필요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문화관광 유산 복원 및 개선 ▶지역 문화관광 유산 매력 강화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원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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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 유인 매력을 창출하는 독특한
▶지역 음식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지역 음식 관련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필요
▶지역 기부활동 연계 관광 개발 특별
▪지역 기부 영수증 연계 관광지 입장권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필요

▪기존 관광 기업 대상 혁신 프로젝트 ▶기존 관광사업자 대상 혁신 지원
‘Tourism Innovation Challenge’ 도입 필요 프로젝트 ‘<가칭>Korea Tourism
Innovation Challenge’ 개발
▪한국형 DGiT 개발을 활용한 신규 관광
▶한국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또는 관광두레 및 DMO 창업 대상
▪호텔기업을 관광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KITGiT 트레이너 또는 Korea
삼는 지원 전략 개발 필요
SG
FIT-Insight 마케팅 솔루션 매칭
▪한
류
미
디
어
콘
텐
츠
제
작
연
계
관
광
사
업
화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J
기업 및 기관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기존 호텔기업 대상 기술 혁신 특별
N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역관광 사업계획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립 DMO 대상으로 지원 우대 프로그램 ▶한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연계 지역
개발 필요
관광 사업화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광 기업 및
스타트업 혁신
육성 지원

▪장애인 및 소외계층, 또는 국내 거주 ▶장애인, 소외계층, 국내 거주 외국인
외국인 대상의 한국 관광벤처 창업 지원 대상 한국 관광벤처 창업 특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검토
프로그램 개발

▪한국 대표 MICE 지정 및 참가자 맞춤형
▶K-MICE 개최 연계 참가자 맞춤형
FIT 진흥 프로그램 지원 필요
지역 MICE
SG
FIT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관련
▪지역 특화 문화축제 또는 이벤트 개최
C
▶민간 주도형 지역 특화 문화축제 및 기업 육성 지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개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카카오M, 프립, 야놀자 등 국내 관광
스타트업 PPP 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국내 자본 관광스타트업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 관광 혁신
서비스 개선 필요
협의체 조직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빅데이터 기반 지역 관광 체험 콘텐츠 및
SG
서비스 플랫폼 제공 국내 스타트업 연합 ▶국내 대표 테마 관광별 지역 관광 한국 관광산업
체험 콘텐츠 및 서비스 매타서칭 진흥 민관 협력
지원 사업 추진 필요
J
플랫폼 웹(앱) 개발
플랫폼 구축
▪국가 대표 테마 관광 카테고리 개발에
▶신규 관광 체험 콘텐츠 및 서비스
따른 테마별 웹(앱) 포털 개발 필요
공급 업체 상담 및 파트너십 구축
▪신규 관광콘텐츠 공급 업체 상담 및 온라인 신청⋅지원 시스템 개발
파트너십 구축 상징 거점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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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리그
내 관광 분야 구축 필요
내 관광리그 강화
▪해수부 섬관광 육성 사업, 산림청 산림관광 ▶해양수산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육성 사업 및 농림부 농촌 관광 육성 사업과 연계 협력을 통한 관광 사업체 육성
연계한 관광 사업체 육성 사업 강화 필요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개발
J

▪Invest Korea와 같은 국가 투자 유치 ▶KORTA 국가투자유치기관 연계 협력을
N
진흥 사업과의 협력 사업 개발을 통한 통한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촉진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개발
SA
증대 전략 개발 필요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계 협력을 통한
▪한국 관광데이터의 국가 통계 포털 연동 한국형 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
전담인력 개발
▪한국형 인프라 투어리즘 및 글로벌 산업시찰 ▶통계청 연계 협력 한국 관광데이터
관광 프로그램 개발 필요
통계 포털 개발

① 관광데이터공유 및 관리 체계 신뢰 구축
한국 관광데이터 신뢰 헌장 개발
한국 관광데이터 신뢰와 관련한 국제 협약 가입

② 한국 관광산업 진흥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지역별 관광산업 진흥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 관광 지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관광 연계 지역특산품 소비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 관광위성계정 업그레이드
지역별 관광 인력 및 일자리 실태 통계 시스템 구축
지역별 우수 관광 인재 육성 보상 관리 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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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사업
연계 관광산업
육성

③ 국가 관광 빅데이터 모니터링 및 공유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가칭>KTBDMS(Korea Tourism Big Data Monitoring System), 한국 관광사업자
매출 데이터 모니터링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플랫폼 시스템 개발
KTBDMS 참여 관광사업자 대상 혜택 프로그램 개발
KTBDMS 참여 확산 캠페인 및 활성화 정책 컨퍼런스 개최

④ 관광사업자 스마트경영 지원
한국 관광사업자 대상 스마트경영 지원 서비스 개발
한국 관광사업자 관련 스마트행정 지원 서비스 개발

⑤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증대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촉진 지구 지정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촉진 사업단 및 프로그램 개발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설명회 및 컨퍼런스 개최 성과 강화 프로그램
개발
2020 두바이 엑스포 연계 한국 관광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촉진 프로그램 개발

⑥ 지역 관광 활성화 특별 상품 개발 지원
지역 관광 활성화 특별 상품 개발 관련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사업체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 연계 쇼핑 소비 진작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관광 유산 매력 강화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음식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 기부활동 연계 관광 개발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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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광 기업 및 스타트업 혁신 육성 지원
기존 관광사업자 대상 혁신 지원 프로젝트 ‘<가칭>Korea Tourism Innovation
Challenge’ 개발
한국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또는 관광두레 및 DMO 창업 대상 KITGiT
트레이너 또는 Korea FIT-Insight 마케팅 솔루션 매칭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존 호텔기업 대상 기술 혁신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연계 지역 관광 사업화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소외계층,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한국 관광벤처 창업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⑧ 지역 MICE 활성화 관련 기업 육성 지원
K-MICE 개최 연계 참가자 맞춤형 FIT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민간 주도형 지역 특화 문화축제 및 이벤트 개최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⑨ 한국 관광산업 진흥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
국내 자본 관광스타트업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 관광 혁신 협의체
조직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국내 대표 테마 관광별 지역 관광 체험 콘텐츠 및 서비스 매타서칭 플랫폼 웹(앱)
개발
신규 관광 체험 콘텐츠 및 서비스 공급 업체 상담 및 파트너십 구축 온라인
신청⋅지원 시스템 개발

⑩ 타 부처 사업 연계 관광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창업리그 내 관광리그 강화
해양수산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연계 협력을 통한 관광 사업체 육성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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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TA 국가투자유치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한국 관광 외국인 투자 촉진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개발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계 협력을 통한 한국형 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인력 개발
통계청 연계 협력 한국 관광데이터 통계 포털 개발

다. 관광산업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총 8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발굴⋅제안함
<표 8-8> 관광산업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 발굴
출처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신기술 분야 전문교육 기관 협력을 통한
관광 관련 신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광 전공 외 신기술 분야 전문교육
공동 개발 필요
SG ▪관광 전공 이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스마트관광
기술전문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4차 산업혁명
J
전공자 대상 관광 업계 진출 지원 사업
▶KTO 관광人 스마트관광 기술전문 시대 스마트
개발 필요
C
인재 양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관광 인재 육성
▪KTO
관광人
프로그램에
4차
산업혁명
N
▶스마트관광 가이드 육성 교육 및
관련 관광 인력 양성 사업 개발 필요
자격 인증제도 개발
▪스마트관광 가이드 육성 교육 및 자격
인증제도 개발 필요
▪관광 세부 분야별 관광 인재 양성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세부 관광 분야별 민간협회 협력을
SG
세부 분야별
▪국내 다양한 분야별 관광협회 협력을 통한 미래형 관광 인재 육성 지원 관광 인재 육성
SA
통한 미래형 관광 인력 육성 및 확보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 필요
▶관광거점도시 내 대학 연계 지역
SG ▪주요 관광 거점 지역 대학 연계 관광 관광 전문가 MBA 운영 지원
MBA 지원 사업 개발 필요
지역 특화 관광
J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및
▪국내 관광산업 부문별 기업 연계 혁신
C
▶관광산업 각 부문별 선도 기업 대상
활용 강화
인재 이니셔티브 육성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경영
혁신
인재
이니셔티브
N
필요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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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스마트관광 경영 능력 강화 교육 ▶관광 서비스 경력자 대상 프리미엄
관광 서비스 직무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필요
프로그램 개발
▪한국 관광 프리미엄 서비스 직무 교육
▶관광 업계 전문가 대상 정기적인
아카데미 도입 필요
최신 지식 교류 프로그램 개발
▪관광 업계 전문가 대상 고도 학습 및
▶관광벤처, 스타트업, DMO, 관광두레
지식 교류 프로그램 개발 필요
대상 기업가정신 강화 교육 프로그램
▪관광두레 대상 기업가정신 강화 교육 개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역 관광 히어로 선정 및 사례집
▪지역 관광 히어로 선정 사업 개발 필요
개발
포스트 코로나
관광 일자리
회복

N

▪포스트 코로나 한국 관광 일자리 회복 ▶포스트 코로나 한국 관광 일자리
및 체질 강화 연구 개발 필요
회복 및 체질 강화 연구 개발 필요

J

고용 지원
▪국내 인재 채용 전문 기업 연계 관광 ▶인재 채용 전문 기업 연계 관광 서비스 전문
분야 채용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필요
분야 채용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업 연계 관광
일자리 창출

▪관광거점도시 및 지역 특화 관광개발
사업 연계 관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5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연계
개발 필요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관광거점도시 및 한국형 스마트도시 개발
조성 사업과 연계된 관광 일자리 육성 ▶지역 특화 우수 관광 인재 확보를
및 안정 지원 사업 개발 필요
위한 출신 지역 인재 유치 촉진 및
안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관광
J ▪지역 특화 관광 인재 유치를 위한 출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제도 도입 필요(예: ▶DMO 및 관광두레 인재 채용 촉진 창직 및 일자리
C
서류 전형 특별 가산점 부여, 별도 모집 지원을 위한 지역 관광 고용 센터
창출
SA
전형 진행 등)
개발
▪DMO 및 두레 연계 지역 관광 고용 센터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관광해설
구축 필요
콘텐츠를 가진 ‘지역특화 문화관광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관광해설 콘텐츠를 가이드 1인 여행사업자’ 창직
가진 ‘지역특화 문화관광 가이드 1인 프로젝트 개발
여행사업자’ 창직 프로젝트 도입 필요
▶실버세대 대상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실버세대 대상 관광 일자리 창출을 안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
C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안정
SA ▪관광 분야 여성 일자리 육성 및 안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원 사업 개발 필요
▶청소년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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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관광 일자리
창출

출처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KTO 관광人 포털 활용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KTO 관광人 포털 활용도 개선
SG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검색 및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검색 국가 관광 인재
J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필요
및 관리 시스템 실용성 강화
포털 실용성
강화
C ▪KTO 관광人 포털을 통한 NCS ▶관광분야 NCS 인증 및 자격증 관리
훈련･교육 및 관련 자격증 인증･관리
통합 서비스 개발 필요

통합 서비스 개발

①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관광 인재 육성
관광 전공 외 신기술 분야 전문교육 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스마트관광 기술전문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KTO 관광人 스마트관광 기술전문 인재 양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관광 가이드 육성 교육 및 자격 인증제도 개발

② 세부 분야별 관광 인재 육성
세부 관광 분야별 민간협회 협력을 통한 미래형 관광 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③ 지역 특화 관광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강화
관광거점도시 내 대학 연계 지역 관광 전문가 MBA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광산업 각 부문별 선도 기업 대상

스마트경영 혁신 인재 이니셔티브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광 서비스 경력자 대상 프리미엄 관광 서비스 직무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관광 업계 전문가 대상 정기적인 최신 지식 교류 프로그램 개발
관광벤처, 스타트업, DMO, 관광두레 대상 기업가정신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관광 히어로 선정 및 사례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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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스트 코로나 관광 일자리 회복
포스트 코로나 한국 관광 일자리 회복 및 체질 강화 연구 개발 필요

⑤ 고용 지원 서비스 전문 기업 연계 관광 일자리 창출
인재 채용 전문 기업 연계 관광 분야 채용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⑥ 지역 특화 관광 창직 및 일자리 창출
5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연계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우수 관광 인재 확보를 위한 출신 지역 인재 유치 촉진 및 안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
DMO 및 관광두레 인재 채용 촉진 지원을 위한 지역 관광 고용 센터 개발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관광해설 콘텐츠를 가진 ‘지역특화 문화관광 가이드 1인
여행사업자’ 창직 프로젝트 개발

⑦ 전 국민 대상 관광 일자리 창출
실버세대 대상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안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
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안정 지원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 관광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⑧ 국가 관광 인재 포털 실용성 강화
KTO 관광人 포털 활용도 개선
지역별 문화관광해설사 통합 검색 및 관리 시스템 실용성 강화
관광분야 NCS 인증 및 자격증 관리 통합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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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관광산업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분야
총 5개 분야에 12개 사업을 발굴⋅제안함
<표 8-9> 기타 관광산업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분야 사업 발굴
출처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인바운드 관광 시장 다각화를 위한 전략
개발 필요
▪다각적인 인바운드 시장 개발 및 육성 ▶방한 인바운드 관광 시장 다각화
전략 수립 필요
목표 및 전략 개발
SG
J
N

▪기존 사회적 통념에 의해 진흥이 어려웠던 ▶2021 도쿄 올림픽 개최 연계 방한
국제관광 시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혁신 인바운드 시장 다각화 목표 및 전략
노력 필요
개발

인바운드 관광
시장 다각화

SA ▪시장 수요 관점에서의 한국 관광 브랜드 ▶인바운드 관광 타겟 시장별 수요자
이미지 개발 필요
관점에서의 방한 관광 브랜드 이미지
▪202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 계기 개발
한일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PPP 구축
사업 추진 필요
▪관광산업 질적 성장 전환 전략 개발
필요
▶한국형 관광산업 Qualmark 인증제
SG
▪한국형 관광산업 Qualmark 인증제 개발 개발
J
필요
▶한국 지역 관광 소비 촉진 정책 및
N
▪지역 관광 소비 매력이 곧 방문 매력인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관광산업 질적
성장 촉진

▪국가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의 관광산업
선정 근거 및 목표 수립 과정 타당성
개발 필요

▶관광산업 육성 국가 정책 우선순위
▪타 사양 산업 관련한 일자리 및 생산성 강화 근거 및 타당성 개발
감소분을 흡수⋅전환할 수 있는 대안적
C
관광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 ▶한국 관광산업 경쟁 열위 및 약점
극복 전략 개발
SA
개발 필요
▪KTO 주도의 한국형 관광산업 경제전략 ▶KTO 주도의 한국형 관광산업
경제전략 포럼 개발
포럼 설립 필요

관광산업 육성
국가 정책
우선순위 강화

▪관광산업 경쟁력 약점 진단 및 극복
전략 개발 필요
SG
J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조직 구조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 대응 KTO KTO 조직 체계
전략 개발 필요
조직 구조 혁신 전략 개발
혁신 및 강화
▪독립된 KTO 사업 추진 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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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산업전략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

출처

벤치마킹 시사점

발굴 가능 사업

적용 분야

▪4차 산업혁명 센터 Travel & Tourism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 국내 유치 방안 연구 및 추진 국제 협력 프로젝트 유치 또는
가능성 검토 필요
선도적 개발
4차 산업혁명
N
▪세계 스마트관광도시 수용태세 및 경쟁력 ▶세계 스마트관광도시 수용태세 및 및 스마트관광
SA
평가 지수 개발 연구
경쟁력 평가 지수 연구 개발
육성 기반 구축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한국형 스마트관광 Qualmark 제도
연구 개발
▪한국형 스마트관광 Qualmark 개발 필요

① 인바운드 관광 시장 다각화
방한 인바운드 관광 시장 다각화 목표 및 전략 개발
2021 도쿄 올림픽 개최 연계 방한 인바운드 시장 다각화 목표 및 전략 개발
인바운드 관광 타겟 시장별 수요자 관점에서의 방한 관광 브랜드 이미지 개발

② 관광산업 질적 성장 촉진
한국형 관광산업 Qualmark 인증제 개발
한국 지역 관광 소비 촉진 정책 및 통합 지원 시스템 개발

③ 관광산업 육성 국가 정책 우선순위 강화
관광산업 육성 국가 정책 우선순위 강화 근거 및 타당성 개발
한국 관광산업 경쟁 열위 및 약점 극복 전략 개발
KTO 주도의 한국형 관광산업 경제전략 포럼 개발

④ KTO 조직 체계 혁신 및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 대응 KTO 조직 구조 혁신 전략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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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관광 육성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관광 관련 국제 협력 프로젝트 유치 또는 선도적 개발
세계 스마트관광도시 수용태세 및 경쟁력 평가 지수 연구 개발
한국형 스마트관광 Qualmark 제도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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