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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정책(안)

 마을 관광의 체계적 육성 관리, 중간조직자 설립
해결정책(안)

해결정책(안)

MICE 
복합단지 조성

고품격
대응전략 강화

생생
콘텐츠
확산

외래관광객

단체

FIT

중국여행사 서울시내 여행사 면세점(쇼핑센터)

관광통역안내사
(가이드)

항공사

숙박중국자본 면세점 식음 버스 체험

마을 관광 상인과 지역민 갈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다양한 숙박 증진

생태관광 등 연계 활성화

마을 사업체
연계 예약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관광호스텔업 확대)숙박 예약OTA 예약

체험 예약 출발국 OTA 체험예약
(예:에어비엔비 등)

여행 트렌드에 맞는
맞춤 숙박 예약

B2B 뿐 아니라 B2C 트래블마트 확대

상품 공유 
연계 링크 판매

연계 예약

전문가 참여

원도심 관광자원, 워킹투어,
푸드투어, 어메이징 모먼트

선불 DSP, 공공 와이파이 등

서울시민카드 할인, 서울시민용 DSP

종합 관광안내기구에서
불편처리 담당

평가 리뷰의 공유

콘텐츠의 공유

스타트업 기업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통합안내체계 (지도 표준화 등)

오프라인 안내체계 강화 / 커뮤니티 기능 증대

스토리 중심의 재편 (예:바르셀로나)
지하철 역별 번호체계에 따른 안내 구축

세종대로, 지하관광
한양도성, 한류, 의료, 남북

청담동, 성수동, 신천
강남대로, 전통시장 등

향후 통합

이익 공유 문제 발생

수용객 초과 문제
(Over Tourism)

교통정체 사생활소음/쓰레기화장실

원모어트립

Visit Seoul.net

서울스토리

SNS 공식 채널

관광정보 탐색 관광 홍보

OTA 대응 원모어트립 등  No Fee 체계 증진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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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서울시

관광재단

추진 주체

에이전시

SMA

공정관광포럼
도시위상강화

일본/중국
서울관광청

유니버셜
관광 정책

현장밀착형
커뮤니티에 전달

불편처리 원스톱 서비스 기구

관광 정보 관광안내정보

관광안내소

디지털
마케팅 강화

On-line

Off-line

트립 어드바이저

유튜브, 기타 SNS

비공식 온라인채널

종합 관광 안내 기구 신설 종합 관광안내소

주민센터 내 관광안내소서울시민 아웃바운드
불편/안전 처리

관광 클러스터 설립

통합공간 마련

관광영향평가관광전략회의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STA 협의체 구성

자긍심 고취 / 처우개선

관광인력양성 체계 마련

관광 스타트업
육성

관광 R&D산업
기구 마련

관내 관광전공대학
평생교육기구 도입

서울시민
여가 프로그램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전문화 교육

프리가이드
전문화/제도화

대표명소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지역주민사업체
발굴

자치구 DMO 선정

마을관광육성단(서울형 관광두레) 설립

도심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서울의 다양성 콘텐츠

서울의 일상적 콘텐츠

관광객용 수용태세 개선

스마트관광환경 혁신
ICT기술 결합, 4차산업기술

서울 대표
콘텐츠 개발

서울관광
수용태세 개선

우수상품인증제 지원 강화, 관광업계 자긍심 강화(관광대상 제도)

불공정 거래 규제, 관광업 가이드라인 등 재정비

+

-

전세버스 감소

무료 저가 여행 위주

대기시간 / 무료 관광 등의 코스로 활용

기업 내 OTA 수수료 과다

OTA 소비자 피해

도시민박업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

불편처리의 실효성 문제

오프라인 지도의 가독성 혼란

관광안내의 체계적 정비

온라인 정보의 혼란

공공 판매의
문제점 제기

체계적 관광관리 필요

환대서비스 강화-문화적 개방성 이해도 증진

모텔의B&B화

템플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젠트리피케이션

콘텐츠의 분산-수용력의 완화 정책 수립

혼잡도 증가

주차문제

관광멘토단 운영

의료

MICE

수수료

모객

OTA 수수료 / 성수기 확보 어려움 

Low Fee

수수료

모객

우회상장

비수기 덤핑 판매

모객
수수료

주거권 관광지 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 도입

관광
위상의 강화

지역
상생관광

타도시 연계 자치구와 네트워킹

서울시민
관광

취약계층

서울시민 카드할인 시민 여행행복 컨설팅

생활관광 참여증진

시민관광청책 필요

서울 여행
크레딧 제도

내국인 관광주체

지역 민원불편문제 신고처리

취약 계층 지원

유니버셜관광지원센터운영

2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4전략 :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5전략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1전략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3전략 :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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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 무료 관광 등의 코스로 활용

기업 내 OTA 수수료 과다

OTA 소비자 피해

도시민박업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

불편처리의 실효성 문제

오프라인 지도의 가독성 혼란

관광안내의 체계적 정비

온라인 정보의 혼란

공공 판매의
문제점 제기

체계적 관광관리 필요

환대서비스 강화-문화적 개방성 이해도 증진

모텔의B&B화

템플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젠트리피케이션

콘텐츠의 분산-수용력의 완화 정책 수립

혼잡도 증가

주차문제

관광멘토단 운영

의료

MICE

수수료

모객

OTA 수수료 / 성수기 확보 어려움 

Low Fee

수수료

모객

우회상장

비수기 덤핑 판매

모객
수수료

주거권 관광지 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 도입

관광
위상의 강화

지역
상생관광

타도시 연계 자치구와 네트워킹

서울시민
관광

취약계층

서울시민 카드할인 시민 여행행복 컨설팅

생활관광 참여증진

시민관광청책 필요

서울 여행
크레딧 제도

내국인 관광주체

지역 민원불편문제 신고처리

취약 계층 지원

유니버셜관광지원센터운영

2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4전략 :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5전략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1전략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3전략 :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 서울관광 종합 현상 및 대응 맵핑

6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7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전략 1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ACT 01.
시민들의 일상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ACT 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 캐리어 서비스 제공

ACT 03.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추진과제 

01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조성

ACT 04.

접근 가능한 관광시설 확충

ACT 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 센터) 운영

추진과제 

02

관광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ACT 06.

서울관광 수용력 측정 및 지표개발

ACT 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추진과제 

03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전략별 과제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비전 및 목표

8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9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전략 3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ACT 17.
서울스타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ACT 18.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ACT 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추진과제 

08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ACT 20.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도약

ACT 21.
한류 ·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ACT 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지원

ACT 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추진과제 

09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ACT 15.

서울 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ACT 16.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추진과제 

07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전략 2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ACT 08.
서울관광진흥기금조성

ACT 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 센터 구축

ACT 10.
강소 관광기업 육성 지원

추진과제 

04

서울관광 플라자 조성 및 전략적거버넌스체계 구축

ACT 11.

서울관광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ACT 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 

05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역량 및 기반강화

ACT 13.

서울 공정 ·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ACT 14.

현장 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추진과제 

06

10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11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전략 5

서울 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ACT 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ACT 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 사업 활성화

ACT 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추진과제 

12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ACT 31.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시행

ACT 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추진과제 

13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전략 4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

ACT 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ACT 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기준개발 및 적용

추진과제 

11

스마트 관광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ACT 24.

스마트 관광 스팟 조성

ACT 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추진과제 

10

12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13



한 눈에 보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 서울관광과제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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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의 배경

⁌ 세계 주요 도시의 관광발전계획 마련, 관광도시간 경쟁 심화 ⁍

•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을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준비하고 있음

-  영국 런던의 「런던 2025 관광비전(2017~2025)」, 일본 도쿄의 「PRIME 관광목적지 도쿄 액

션플랜」 수립(2017~2020) 및 프랑스 파리의 「파리 2022 관광전략」 수립(2016~2022), 호

주 시드니의 「시드니 관광 액션플랜」 수립(2013~2030),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관광마케팅 

전략계획」 수립(2016~2020), 중국 베이징의 세계관광도시연합 설립 등 세계 주요 관광도시

의 중장기 정책 다수 수립

  세계 주요도시의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수립 현황

⁌ 관광관련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 아시아권 관광시장의 급성장,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랜드 변화 분석과 미래예측을 통한 새로운 관광전

략 마련이 필요

• 관광객의 방문 패턴이나 트렌드 역시, FIT(개별관광객)의 증가 및 관광수요의 다양화, 인터

넷 및 모바일 환경에 대한 관광객 접근 증대 등으로 인하여,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 

접근 요구

• 관광은 도시가 축적해온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산업으로 도시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동

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관광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동반성장이 높은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다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

  관광산업의 중요성

⁌ 국가 관광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서울시간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

구용역을 실시하여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관광분야의 주요정책으로 ‘여행이 있는 삶과 관광복지 실현, 관광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제시1)

•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관광정책에 부합한 전략수립 및 정책과제 도출을 통

해 정부와의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계 주요 도시의

관광 경쟁 심화 및

환경변화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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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는 개별관광객 비중이 88.4%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여행객들은 점차 모바일을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 소셜미디어, 리뷰사이트, 글로벌 OTA 중심으로의 여행이 증가되는 추세

-  여행사(22.4%)에 비하여 인터넷(71.8%)을 활용한 정보 획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모

바일에서 직접 예약하는 비중 역시 증대(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보 습득, 여행계획 수립, 관광상품 구매 등 여행 전(全)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 활용이 

일반화되고, MICE, 의료관광 등 융복합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관광정책은 트렌드 대응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이 요구

  관광트렌드의 빠른 변화

 ⁌ 서울관광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

• • 서울시 관광은 다양해지는 외국인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이 보유한 잠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도시와 차별화된 매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서울은 600년 이상 수도로서의 역사만큼이나 특색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

며, 역사 · 문화 · 자연 · 엔터테인먼트 등 서울이 보유한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관광 상품화하

여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추진이 필요

• 이를 통해, 매력적인 서울의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광과 가치관

광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

⁌ 서울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후속 발전 계획 필요 ⁍

• 2013년에 수립한 「서울관광 발전 종합계획('14~'18)」의 추진 결과, 서울시는 외래 관광객 

1천 3백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룸

• 민선7기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은 국내관광을 선도하고, 미래 발전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계획이 요구되는 바, 후속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한 시

점임

  서울관광의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시급

⁌ 관광트렌드의 빠른 변화 ⁍

•관광 관련 사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여 이에 따른 관광정책의 대응이 필요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의 확산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관광 · 여

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

-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 1위는 여행/나들이로 응답(52.0%, 2017 서울서베이)

• 개인의 선호에 따라 여행을 설계하는 개별관광객 비중이 증가하면서 색다른 체험형 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대

나.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014 ~ 2018

서울관광 발전

종합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관광의 일상화

개발여행증가,

모바일 활용 증가,

융 � 복합관광의

확대



22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1장 계획의 개요  23

  서울관광의 위기와 문제점

⁌ 대한민국 관광대표도시로서의 역할 마련이 필요 ⁍

•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방한관광객의 약 80%가 방문하는 대표관광도시로서 서울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지난 수십 년 간 남북갈등은 한국관광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래 관광객의 방문을 감소시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 최근 조성된 남북 평화분위기와 연계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와 평화적 위상을 증진시키는 

차별적 매력을 활용하여 서울이 남북 평화 관광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외에도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인접 국가에서 개최되는 대규

모 이벤트를 계기로 신규 방한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해야 함

• 결국, 대한민국 관광 대표도시로서의 역할을 마련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지역의 상

생을 도모하는 관광중심도시 서울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변화상이 필요함

  서울관광의 주된 이유와 향후 이용 가능한 잠재자원

⁌ 서울관광의 취약점 개선 및 관광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 ⁍

• 서울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야 하는 정책 마련

이 필요

• 지역 내 총생산(GR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동안 관광산업에 대한 서

울의 투자 수준은 주요 선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임

• 특히, 존속기간 5년 미만 업체가 46.6%에 달할 정도2)로 관광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자

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하며, 개별관광객 증가와 디지털화 등 관광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

는데 한계점 존재

• 이외에도, 도심 및 일부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을 유발하는 오버

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 또한 서울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

정3)

 

2)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 박주영(2018).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 생태계 

문화에

대한 혁신 필요

서울의 

글로벌 리딩 관광

도시로서의

역할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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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25

⁌ 서울관광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발전 및 실행계획 ⁍

• 본 계획은 서울관광의 종합적인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중기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역종합 발

전계획이자, 서울관광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담은 실질적인 과제 및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실

행을 전제로 한 계획의 성격을 지님

⁌ 서울관광 발전 종합계획('14~'18)의 후속 계획 성격 ⁍

• 본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은 2013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서울관광 발전 종합계획(14~18)’

의 후속 계획의 성격을 지님

• ‘서울관광 발전 종합계획(14~18)’은 외래 관광객 2천만 명의 유치, 매력 있는 서울 콘텐츠

의 개발이라는 목표와 방향을 통해 관광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본 계획은 기존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고려한 계획이자, 사업 성과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 보완해 나가는 연동 계획임

⁌ 서울시,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실천주체의 의견이 수렴된 실천계획 ⁍

•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은 서울시, 산학연 전문가와 서울시민, 외래 및 국내 관광객, 관광산

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이를 함께 실천하는 서울관광재단 등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

된 실천계획의 성격을 지님

•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와 함께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개최, 관광사업체 심층인

터뷰, 외래 관광객 심층면접조사(FGI), 정책 담당자 인터뷰, 외래 관광객 정량조사, 서울시민 

의견조사 등이 이루어짐

•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함

⁌ 여건분석 실시 ⁍

•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관광정책 평가, 관광트렌드와 경쟁도시 관광

사례 분석 등의 여건 분석 시행 (제2장 환경분석 및 제3장 관광정책분석 파트 참조)

⁌ 정책수요 분석 수행 ⁍

• 관광사업체, 외래관광객,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심층면접조사(FGI), 외래관광객 

및 서울시민 대상의 실태조사(설문조사) 수행,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객관성 확보 및 정책에 대

한 사전 검증 실시 (제4장 연구조사분석 파트 참조)

  글로벌 관광대표도시로서의 대비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관광정책 방향 설정 ⁍

•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환경 속에서 서울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책 비

전과 전략 도출 

• 특히, 관광을 통해 ‘서울 경제성장’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민선 7기 

관광정책의 기틀을 마련 

⁌ 서울시 관광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의 발굴 ⁍

• 시민 관광향유권의 중요성 증진, 서울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공정성 확보, 스마트 도시

로서의 서울 변화 등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울시 관광분야의 중기 관광정책 비전 

및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영역별로 제시함

•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서울시 관광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주체별, 사업 분야별 분류 및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함

2. 계획의 위상 및 성격

3. 계획 진행 경과

다. 계획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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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등 정책 추진 및 시행기관의 의견 수렴 ⁍

• 이외에도, 서울시 및 서울관광재단의 정책담당자 인터뷰, 정책자문 등을 통한 정책 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안 도출 (제4장 연구조사분석 파트 참조)

  방향 도출을 위한 다양한 분석 과정

 



제2장  환경분석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 본 환경분석은 중기발전계획의 종합적인 분석의 요약입니다.

환경분석의 전체 내용은 <부록>에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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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환경 분석 

⁌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 ⁍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

북정상회담이 2007년 이후 11년만에 성사되었으며, 2018년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9월 18일-20일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평화 분위기가 고조되

고 있음

• 남북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 무드에 접어들면서 단절됐던 문화 및 체육 교류를 다시 이으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증대

• 서울시는 ‘경평축구대항전’을 부활시켜 하반기에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전달하였

으며, 이와 같이 스포츠 관광분야 교류확대 필요

• 남북은 개성 ~ 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 ~ 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 및 도로 연결을 통한 도

로연결 사업의 확대를 논의함

  남북 경의선 동해선 도로 연결 사업

자료: 연합뉴스(2018.06.29.).그래픽(남북 개성~평양 고속도로~고성~원산 국도 정비 합의)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80629000800044&i
nput=1363m

⁌ 국가안전대책 준비 요구 ⁍

• 2012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글로벌 테러와 각종 사고 등 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

와 강도 증가(IEP, 2016)

• 테러가 주로 방문객이 많이 찾는 유명 지역이나 관광지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더욱 큰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해외여행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경제적 · 심리적 파급효과가 큰 전염병의 위협은 세계적으로 관광수요의 위축과 국내 내수경

제 침체, 국민 불안 고조 등을 야기

⁌ 국가균형발전의 관광비중 증대 ⁍

•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전국의 고른 발전을 지향

• 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립성장을 지원하며 관광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

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시사점

• ‘평화 관광의 해’ 지정 등 남북간 관계회복 기념을 전 세계가 함께함으로써 평화통일

을 기리며, 분단국가 화해를 향해 가는 관광정책 필요

• 서울과 평양이 주도하는 스포츠 관광교류뿐 아니라 공동 축제 개최를 위한 공동 개발 

및 관광 상품화 실현 필요

• ‘경평 축구 대회’복원 등을 통한 서울시 주도의 스포츠 관광분야 교류 필요

• 국가별 여행 위험지역 및 안전수칙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 필요

• 위기상황별 대책 마련 매뉴얼 체계 구축을 통한 내수경제 침체의 빠른 극복 필요

• 서울과 타 지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관광협력체계 발전 방안 마련 및 운영 필요

서울시 주변의 

광역교통망 확대로 

관광접근성이 

증대되며,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서울 주도 남북관광 

실현 가능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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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환경 분석 

⁌ 저성장경제 지속에 따른 국민 경제활동의 축소 ⁍

• 지속적인 인구 성장률 감소, 경제 성장률 정체로 인하여 정주인구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유

동인구(관광) 중심의 산업 및 경제 재편 심화4)

•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노동 시장의 부

정적 파급효과는 일자리 수 및 일자리 미스매치,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등 청년 일자리

의 질적 악화로 연결됨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산업의 주축이 되는 인력 양성 · 역량강화와 원활한 상용화를 위한 

R&D지원 ·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효과로 부가가치 및 일자

리 창출 효과 기대

⁌ 공정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 공정관광은 관광분야의 모든 이해주체가 동등한 관계, 공평하고 올바른 절차 및 과정을 통하

여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편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관광을 의미(황희정 · 이훈, 2011)

• 지역기반관광(CBT-Community based Tourism)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 편익이 주민

사업체에게 환원되고, 주민사업체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

 지역공동체 기반관광(Community Based Tourism)

• Community Based Tourism (CBT)은 지역공동체 기반형 관광 시스템으로, 지역사

회 구성원의 역량을 통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변하지 않는 

자연경관 및 하드웨어 중심 관광 매력 요소에서 탈피하는 지역의 일상을 즐길 수 있

는 관광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서울관광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사업역

량을 키우고 주체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의 지원조직 설립

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관광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생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서울 관광발전을 도모할 필

요가 있음

지역사회
구성원

관광객
제공

먹거리, 기념품 자체생산

관광콘텐츠를
지역사회 구성원이 생성

 시사점

•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관광산업 생태계 개선 및 건전성 마련 필요

• 관광산업측면에서도 R&D 지원 및 산업구조 지원 체계 필요

•• 청년들이 관광산업 내에서 사업 구성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필요

•• 관광산업의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도 돌아가도록 순환구조 체계 구축 지원 요구

 공정관광(이훈, 황희정의 연구 中)

• 공정관광은 이해주체간 동등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등한 이해주체간 관광개발 및 

관광활동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관광으로 인한 편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포

함하는 개념임. ‘공정’이 모든 이해주체간 동등성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산업 등 모든 이해주체가 추구하는 편익은 공정하게 분

배되어야 하며, 관광객간 편익 역시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함. 관련하여 FTTSA(Fair 

Trade in Tourism South Africa)는 공정관광이 매력적인 관광경험을 원하는 관광객

과 새로운 수입 및 생존, 문화적 다양성과 위엄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

해주체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관광형태라 주장함

• ‘공정’관광은 모든 이해주체간 공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공정관광, 공정여행,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관광개발 및 관광활동 과정, 관광활동의 편익에 

대한 관련성을 지니는 주요 이해주체인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설

정. 공정관광에서의 공정성은 관광객 공정성, 지역주민 공정성, 관광산업 공정성, 그

리고 생태적 공정성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즉, 공정관광은 관광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실천을 중심으로 하며, 동시에 고유한 관

광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욕구가 충족되는 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공정관광은 관광객을 비롯한 이해주체가 관광을 통하여 획득하기를 기

대하는 편익, 즉 관광객의 고유한 관광경험과 이외 이해주체가 추구하는 편익을 공정

하게 분배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또한, 관광객간 공정한 편익의 분배는 고유한 관광

경험에 대한 모든 관광객의 분배를 의미하기도 함. 즉, 관광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

된 소외계층에 대하여 공정한 관광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형태를 의미함. 관광참여 기

회의 보장은 신체적ㆍ금전적ㆍ사회적 제약을 지닌 장애인ㆍ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인구 등을 포함함

관광산업의 중요성 

지속 증대 및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구조 재편 필요

4) 한국관광개발연구원(2016). 한국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영향. 테마여행10선 정책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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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관계

공정한
절차�과정

결과의
공정한 
분배

•동등한 관계

• 고유한 관광경험을 
통한 심리적 만족

• 고유한 관광경험
을 통한 심리적 
만족

• 관광참여 기회공
정성

관광객 공정성

•지역주민-관광객
• 지역주민-관광산

업 간 동등성

• 관광개발 과정 공
정성

• 관광활동 과정 공
정성(호스트 커뮤
니티 문화존중)

• 관광편익 분배의 
공정성

지역주민 공정성

•관광기업간 동등성

• 관광기업간 공정성
(공정거래)

• 관광기업간 광광객
간 공정성(공정거
래)

생태적 공정성

•인간-생태간 동등성

• 생태적 가치 존중

• 생태의 존엄한 가
치 보장(관광의 부
정적 영향관리)

관광산업 공정성

자료: 이훈 · 황희정(2011). 공정관광의 개념분석 – 이론화를 위한 고찰. 관광학연구 35(7): 77-101.

 사회적 환경 분석 

⁌ 실근로시간 순위 매년 하위권 ⁍

• 지난 6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실 근로시간이 약 2,079시간 수준으로 전 세계 평균 근로시

간인 1,764시간대보다 약 300시간이 높음

- 일과 생활의 균형 지표에서 한국은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 유지

-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64.2%에 평균 휴가일수는 5.9일임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OECD)                                                  
 (단위: 시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순위 36위 36위 35위 35위 35위 35위

한국의 

실근로시간
2,109 2,100 2,095 2,082 2,069 2,024

OECD 평균 

실근로시간
1,770 1,765 1,764 1,766 1,763 1,759

자료: OECD(2017).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800시간대 

(OECD기준) 근로시간 실현을 목표함

⁌ 여가 중심적 사회 분위기 고조 ⁍

• 문화 · 여가 활동이 보편화된 생활의 일부로 정착하면서 일과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개인의 삶에서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조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실현을 위

해 정책적으로 문화 · 여가활동 지원 및 활성화

-  문체부는 2014년부터 국내 관광 수요 창출 방안으로 ‘여행주간’을 신설하고 각종 할인 및 체

험 프로그램 추진 중

-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에 의거,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문화 이용촉진을 위

한 정책 추진 중

-  문체부는 법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 중

• 따라서, 개인의 삶에서 여가를 참여함에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에 대해 극복할 수 있도록 정

책적 측면에서 여가제약요인의 극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여가제약모형(정란수, 이인재, 이훈 中)

• 서울시민 등 개개인이 관광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가능한 이론으로, 

개인의 여가제약 중 내재적 제약 이전 물질적 제약, 대인적 제약 등 요소를 제거해 주

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제시

• 정란수 · 이인재 · 이훈(2005)의 여가제약모형은 전통적인 Crawford, Jackson & 

Godbey(1991)의 여가제약모형에서 사회구조적 제약과 물질적 제약을 구분하여 제

약요인을 보다 구체화시켰으며, 이를 고려할 때 서울관광정책은 시민들의 참여 제약

요인인 물질적(시간적, 비용적) 요인의 제거와 사회구조적인 여가참여 필요성 등의 

구조적 제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함

문화와 여행에 

대한 관심도 증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내국인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서울관광

정책 방향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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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 부문의 구조적 제약

사회적 토대 부문의 구조적 제약

참여
또는
비참여객관적인 

내재적 제약�
외재적 동기

무동기

물직적
제약

대인적
제약

주관적인
내재적 제약�
내재적 동기

   영향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자율적 행위

 타율적 행위

자료: 정란수 · 이인재 · 이훈(2005). 여가제약모형의 비판적 재구성, 관광학 연구, 31(1): 55-75.

⁌ 저출산 및 고령화 ⁍

• 저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 증가율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증가로 인해 인구 오너스

(Demographic Onus)시대로의 본격적 진입5)

• 2010~2015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7%로 한국이 세계의 절반 이

하 수준이며, 2040년 한국은 –0.32%수준이 될 전망(통계청, 2017)

  인구성장률                                                                                           
 (단위: %)

1965 1975 1985 1995 2005 2015 2017 2025 2035 2040

4

2.75

1.5

0.25

-1

자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중 중위추계 결과

 시사점

• 우리 사회가 근로중심에서 여가 및 여행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행을 권장하는 제도 

필요

• 여가와 여행은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정책제도 

필요

• ‘여행주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문화 공연 뿐 아니라 관광명소의 입장권 할인까지 확대 필요

• 여가 및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마련 요구

•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시설 확충 필요

• 근로기준법개정안의 통과는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및 여가시간 확보가능,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술적 환경 분석 

 ⁌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인한 노동 사회 구조의 변화 ⁍

• 4차 산업혁명은 미래사회의 기술변화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스위스 유니언뱅크(UBS)가 발표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적응 준비’순위에서 139개국 중 

한국은 체코, 말레이시아 보다 낮은 25위 기록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관광관련 안내 

및 예약체계, 

체험 콘텐츠의

스마트관광 

정책 대응 요구5) 인구 오너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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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영향도 평가                                                                        
 (단위: 조원)

구분
노동

유연성

노동

유연성

교육

시스템
SOC 법적보호 영향도

이용

지표
순위

노동시장 

효율성

고등교육

 훈련
혁신

국가기반 

시설기술 

수용성

재산권

저작권

사법독립성

순위의 

가중평균

한국 25 83 23 19 20.0 62.25 41.5

자료:  Union Bank of Switzerland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전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로 급속한 시장

의 성장과 확대가 진행 중

•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가치 창출 필요

• 가상현실(A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재능’이 생산

요소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문화산업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 증대

⁌ 교통수단 발전과 이동환경 변화에 따른 국토공간구조 개편 ⁍

• SRT 개통과 KTX 노선확장,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 연계 추진 예정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 네트워크 및 이동환경 개선

• 대중교통 체계의 발달과 함께 지역 간 이동시간 절감 및 인구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향후 지역의 관광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시사점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개별기술의 개발과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인력 양성 및역

량강화와 원활환 상용화를 위한 R&D지원 · 산업구조개편 필요

•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 증대에 따라, 관광산업 생태계의 개선 및 건전성 마련 필요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마련 요구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로서의 서울’로 관광명소 및 체험 콘텐츠 개발 필요

 국제관광 시장분석 

•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아 · 태지역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국제관광시장규모(2017)

자료: UNWTO(2017). Annual Report

  국제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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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Group Homepage 

2. 관광시장분석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광 

비중 확대가 

지속되나,

한국의 중국 및 

일본 비교 관광목적지 

순위는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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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태지역은 평균 6.4%의 높은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관광 시장에서의 점유율

은 2010년 22%에서 2030년 30%로 증가할 전망임

 대륙별관광시장 규모 성장률                                                                       
 (단위: %)

구분 2008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세계 2.0 4.9 4.3 4.6 3.9 6.7 4.0

유럽 0.4 5.1 2.0 4.7 2.4 8.4 2.9

아시아 · 태평양 1.4 6.8 6.0 5.4 7.7 5.8 6.4

아메리카 2.7 3.6 8.5 5.9 3.7 2.9 3.8

아프리카 2.9 4.5 0.9 -3.1 7.6 7.9 4.7

중동 20.0 -1.5 9.9 2.0 -2.4 -2.4 4.7

자료: UNWTO(2018). World Tourism Barometer (Volume 16 · Release January)

• 반면 한국은 아 · 태지역 내 관광목적지 순위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 일본과 비교 상대적

으로 낮은 순으로 나타남

-  국제관광객 수 기준으로 중국(1위), 태국(2위), 말레이시아(3위), 홍콩(4위), 일본(5위), 한국(6

위)의 순으로 나타남

-  국제관광수입 기준으로 태국(1위), 중국(2위), 홍콩(3위), 오스트레일리아(4위), 일본(5위), 한

국(10위) 순으로 나타남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지역 내 관광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2016년

까지 지역 내 국제관광은 7% 증가, 지역 간 이동은 5% 증가함

 시사점

• 아 · 태지역 성장 흐름에 맞는 관광환경 조성, 인프라 시설의 확충 등 서울 관광만의 

수용력 관리 체계 기반 마련 필요 

• 서울만의 관광매력의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구축을 통해 인바운드 규모 확대 필요

• 아 · 태지역 관광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목표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하여 추진 필요 

• 관광시장의 지속적 증가는 여행자들의 여행경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여행경력에 따라 다양한 관광패턴을 보이는 여행활동의 다양화 및 일상적인 여행

지의 방문 증가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여행경력이론

• 여행경력이 높아질수록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외적 자기

계발 동기가 강하며, 여행경력이 낮을수록 개인적 관심사나 성취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적 자기계발 동기가 높다고 주장

• 즉, 여행경력이 쌓일수록 다양한 여행의 변화가 나타나며, 여행의 일상화, 현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개별여행객인 경우 Ryan(1998)의 여행경력패턴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상훈 · 고동완(2012) 연구에서는 여행경력이 낮을수록 현지 문화체험을 위한 외적 

여행동기가 높고, 여행경력이 높을수록 자기중심적 여행패턴을 보이는 내적 여행동

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

외부층동기
(덜 중요)

고독, 향수 등 외부층동기

중간층동기

높은 여행경력

낮은 여행경력

중간층동기
자연, 자기계발

중간층동기
자아실현,
자기계발

핵심동기
(매우 중요)

신기성
일상탈출/휴식관계

자료:  이상훈 · 고동완(2012). 해외 개별자유여행 기획의 여행동기 : 여행횟수에 따른 여행동기의 차이 
분석, 관광학 연구, 36(2): 201-220.

 국내관광 시장분석 

• 방한 외래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5년 메르스와 2017년 사드 배치의 

영향을 받음

- 2015년 전년대비 6.8%(13,231,651명) 감소, 2017년 전년대비 22.7%(1,335,758명) 감소

• 2017년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의 79.2%는 아시아 지역(10,556,605명)이며, 방한 관광시장에서 

중국이 31.3%(4,169,353명), 일본이 17.3%(2,311,447명)으로 전체의 약 48.6%를 차지함

 - 방한 외래관광객의 비중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태국, 필리핀 순임

국내관광수요 

지속 증가, 한국 관광

경쟁력 및 서울 관광

목적지 순위의 

지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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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한국의 관광경쟁력은 세계 19위로 10단계 상승하였으나 인바운드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비하여 관광경쟁력이 낮음 

- 4대 분야별 순위에서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82위→47위, ‘인프라’ 40위→27위, ‘환경조성 

분야’ 28위→24위, ‘자연과 문화자원’은 22위로 변화 없음

• 서울은 2017년 Mastercard Destination Cities Index에서 7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내

에서는 방콕과 싱가포르, 두바이의 뒤를 이음

 시사점

• 관광의 4대 분야(환경조성,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인프라,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관광의 위상 강화

• 외래관광객의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목적지로서 국제관광경쟁력 제고

 국내산업 현황분석 

• 전 세계 관광산업 GDP 기여도는 10.5%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

국의 관광산업 GDP 기여도와 고용 기여도는 세계지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관광산업 GDP 기여도                        관광산업 고용 기여도
                                    (단위: US달러, 십억)                                                      (단위: 1,000개)

구분

2018년

구분

2018년

직접효과 총 효과
직접

고용자수
직접
효과

총
고용자수

총 
효과

세계

(World)
3.3 10.5

세계

(World)
121,356 3.8 322,666 10.1

한국

(Korea)
1.6 4.7

한국

(Korea)
560 2.1 1,432 5.3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관광사업체현황

• 서울관광산업은 한국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미

래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의 관광사업체 수는 전체 10,872개로 전체 관광사업체의 31.8%가 분포

-  관광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25,036,015원에서 서울은 11,406,725로 매출액의 45.6%를 차지함

- 전체 종사자수 261,978명에서 서울은 97,279명으로 전체의 37.1%의 구성비를 차지함

• 따라서, 서울시는 국가차원에서도 외래 관광객수와 관광활동 및 관광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중요한 정책기반 역할을 수행

• 이러한 관광산업은 산업간 관계가 여행일정 내내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온라인 여

행사 및 오프라인 관광산업과의 대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 전반적인 서울관광에 대한 검토

와 생태계 순환구조 파악 필요

 시사점

• 관광산업 체계 정비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서울형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서울시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으로 논의 필요 

• 강소 관광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서울관광산업규모 확대 및 관광생태계 혁신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밸류체인의 변화

• 밸류체인은 마이클 포터가 기업의 전략적 단위활동을 구분하여 생산부터 조달, 판매

까지 이루어지는 전과정이 연결된 형태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관광분야에서도 관광 

전과정에서의 통합적 관광산업과 관광객의 연계 체계를 설명 가능한 모델을 변형하

여 적용하고 있음

• 오늘날의 관광산업 밸류체인은 ‘관광동기 지각-예약-정보탐색 · 준비-교통-숙박-

체험-관광 이후(Post-Trip)’의 단계로 구성할 수 있음. ICT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기존 여행산업에서 중간업자(Middleman)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업들의 영역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이 관광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임

• 최근 관광 소비자들은 관광 상품 예약, 정보탐색 · 준비, 교통편 이용, 숙박, 체

험 등의 단계에서 각종 인터넷 매개를 통하여 직접 거래를 진행하며 ‘탈매개화

(Disintermediation)’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자료: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삼정 인사이트 2018년 60호 관광 트랜스포메이션 – 관광 신소비 트렌
드와 초융합 관광시대 도래: KPMG의 ‘Tourism Value Chain’ 및 WEF 자료를 참고로 재작성

한국관광 산업 

경쟁력은 비교적 

주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서울은 국가차원의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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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 국내시장분석 

• 서울은 국민여행 총량 조사의 주요 항목에서 상위권에 위치

 2017년 국민여행 총량                                                  
 

구분 국내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국내여행 참가자 수
(단위 : 명)

전체 40,483,997 34,041,456 32,007,790 

서울 14,263,172 5,098,777 10,961,427 

국내여행 참가 횟수
(단위 : 회)

전체 284,966,001 112,784,481 172,181,521 

서울 35,514,987 8,098,123 27,416,864 

국내여행 총 비용
(단위 : 백만원)

전체 29,455,943 19,171,376 10,284,566 

서울 3,042,440 1,243,615 1,798,825 

국내여행 이동총량
(단위 : 일)

전체 479,673,688 307,492,167 172,181,521 

서울 49,671,066 22,303,720 27,367,347 

자료: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8)    

• 반면, 서울여행의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 의향도 등 여행평가 항목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2017년 여행평가 조사 결과                                                     
 

구분
가구여행 개인여행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반적

만족도

전체 4.05 4.04 4.05 4.05 4.05 4.04

서울 4.03 4.02 4.01 3.99 4.11 3.93

재방문

의향

전체 4.00 4.00 4.01 4.00 4.01 3.99 

서울 3.88 3.93 3.92 3.93 4.10 3.93 

타인추천 

의향

전체 3.95 3.97 3.97 3.97 3.99 3.96 

서울 3.88 3.95 3.85 3.90 4.09 3.88 

자료: 5점 만점 기준임 (①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매우 낮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매우 높다)

자료: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8)

• 2016년 서울 시민의 종합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97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

면, 7점에 가까운 행복점수에 비해 일상적 스트레스 비율은 54.2%로 높게 나타남6)

• 2016년 기준 1년간 서울시민의 65.2%가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휴가경험률은 소득수

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정비례 현상을 보임7)

• 서울시민의 주말 여가활동 유형은 ‘TV 또는 비디오시청’이 78.0%(중복응답)이며, 다음이 

‘여행, 야외나들이’로 41.8%를 차지함8)

• 서울시민의 선호 여가활동 1위는 ‘여행 및 나들이’로 전체 응답의 52%(중복응답)를 차지함9)

- 서울시민의 성별, 연령, 학력, 지역별 모두 고른 분포로 참여를 희망, 서울시민들의 여행 참여

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추론됨

• 반면, 부족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은 서울시민의 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으로 작용됨

 시사점

•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울여행의 전반적 만족도 및 재방

문 의사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서울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관광 기반 구축 및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 필요 

• 향후 서울시민이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여행행복의 개선방향과 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

 서울관광 인바운드시장분석 

• 한국 여행 시 방문지(17개 시도) 중 ‘서울’ 방문 비율이 78.8%로 가장 높음10)

-  거주국별로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서울’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94.3%), 싱가포르(93.4%)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서울’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서울특별시(2017). 2017 서울서베이

7) 서울특별시(2017). 2017 서울서베이

8) 서울특별시(2017). 2017 서울서베이

9) 서울특별시(2017). 2017 서울서베이

10)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서울의 인바운드 

시장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동남아시아의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남

서울의 관광시장은 

국민여행 이동총량 

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양적 수준을 

보이나,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의향, 

타인추천 의향도가 

비교적 낮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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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목적별로도 모든 방한 목적에서 ‘서울’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교육(89.0%) 

목적에서 높음

-  방한횟수별로 살펴보면, ‘서울’ 방문 비율은 4회 이상(80.3%) 방한한 외래관광객에서 높게 나

타남

• 서울지역 방문지 중 ‘명동’(78.4%) 방문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동대문 시장’(56.9%), 

‘고궁’(39.0%), ‘남산/N서울타워’(36.6%), ‘남대문시장’(31.4%) 등의 순으로 높음11)

-  거주국별로 살펴보면, ‘명동’ 방문 비율은 태국(93.8%), 필리핀(92.5%)에서 높고, ‘동대문시

장’은 말레이시아(79.0%), ‘고궁’은 필리핀(7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저 연령층일수록 ‘명동’ 방문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방한 목적별로는 쇼핑 목적에서 ‘명동’(93.7%)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음

-  방한횟수별로 살펴본 결과, 방한횟수가 적을수록 ‘고궁’, ‘남산/N서울타워’, ‘남대문시장’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국 여행 중 좋았던 관광지는 ‘명동’이 39.6%로 가장 높음12) 

-  2016년 대비 ‘명동’(36.9% → 39.6%), ‘동대문시장’(18.1% → 19.4%), ‘고궁’(14.6% → 

17.6%), ‘신촌/홍대주변’(13.1% → 13.6%)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 서울-지방 간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관광 편의 제공 및 서울 중심의 지방 
관광 상생발전 필요

• 높은 방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관광 대상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관광의 만족도 제고  

•다른 국가에서 체험할 수 없는 서울만의 특별한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

• 서울의 주요 관광지는 방문 수용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심 속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관광매력요소 증진 필요

 관광주체의 변화 

• 단체 중심이었던 방한 여행객의 여행 행태가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

-  방한 외래관광객의 여행 행태를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개별여행객이 약 20% 증

가, 단체여행객이 약 16% 감소13)

- 2013년 전체 여행객 중 66.2%였던 개별여행객이 2017년에는 약 82.8%로 급성장14)

• 개별 여행객의 증가는 자유 여행객의 증가 의미

• 천편일률적이었던 관광 패턴에서 변화하여 개별적인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여가에 

대한 향유 욕구 증대 

• 지속적인 온라인 이용 환경 확대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미디어를 통해 여행 관련 정보 습득 및 계획 수립 경향

• 특히, 여행을 하는데 있어 스마트폰 중요도가 매우 높음

- 97.3%의 직장인이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을 꼽음

- 그 중 82.2%는 스마트폰 없이 여행을 갈 수 없다고 응답15)

• 모바일 여행 및 예약서비스 이용 비중 급증

- 2014년 32.49%였던 모바일 거래의 비중이 2017년에는 53.34%로 성장16)

 시사점

• 개별 여행객을 위한 관광편의환경 구축

• 온라인/모바일을 적극 활용한 여행 정보 및 홍보마케팅 추진 필요

 관광활동의 변화 

• 일상과 여행/관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인 경제력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 시간 확대 및 여

행의 일상화 전개

3. 관광트렌드 분석

일상 속의 

여행/관광의 증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의 

수요 증가   
13)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외래객 실태조사 

14)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외래객 실태조사 

15) 익스피디아(2017). 여행 중 디지털 디바이스 이용 실태 조사 

16) 통계청(2018). 온라인쇼핑 동향조사

개별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여가 활동 대두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이용

주체의 증가   

11)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8), 문화체육관광부

12)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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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나 의료,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관광상품의 수요 지속 증가

- 국제회의가 연평균 30% 성장('12~'16)하면서 MICE 관련 여행시장도 가파르게 성장

-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은 매년 2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시사점

• 일상에서 여행/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여행문화환경 제공 – 일상화된 생활관

광 및 서울시내 여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시민의 커뮤니티형 관광활동 육성 등

이 필요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관광상품 활성화 지원

 관광의 사회적 영향 

• 관광 시장의 양적 성장으로 과잉관광 현상 대두

• 오버투어리즘17)과 투어리피케이션18) 이라는 신조어 등장 

• 국제관광산업은 오버투어리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19)

• 관광객의 과잉 방문으로 인해 거주민의 삶이 침해당하면서 수많은 문제 야기

-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Tourist go out” “관광객이 주민을 죽인다.”라는 구호 등장

• 글로벌 OTA 이용 개별여행객 수요 증가

• 글로벌 OTA는 여행 정보를 집대성한 여행 포털로서 진화

• 관광상품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OTA는 중요한 유통채널로서 부상

- Google 조사에 의하면, 총 온라인 호텔 예약의 76%가 직간접적으로 OTA를 통해 이루어짐20)

•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OTA가 지속 성장하면서 숙박업 비롯한 관광산업 전반의 영업구조 재

편 추세

- OTA와 관광산업체간 예약수수료가 대형 체인호텔은 15% 내외, 독립호텔은 20~27%수준

 시사점

• 정주관광지 거주민의 삶 보호 위한 대책 및 관광객과 거주민이 상생 가능한 관광지원 

정책 마련

• 성장하는 글로벌 OTA 활용 및 관광 산업의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미래관광 트렌드 종합 

1) 주요 내용

• 점점 더 감성적 · 일상적이며 건강을 생각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 트렌

드가 유지될 전망21) 

-  주요 키워드는 세대 초월 가족여행,  개인 맞춤 여행, 느린 아시아 여행, 웰니스 관광, 현지 문

화 체험 여행 확대 등 

•여행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행 대상과 여행 목적이 세분화되어 다양화 

• 타인이 경험 해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로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정서적

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행 문화 확산22)

-  주요 키워드는 소도시 여행, 현지투어, 트래블그램(Travelgram, Travel과 Instagram의합성

어), 소유에서 소비로, 소비에서 경험으로, 무자극주의 · 저자극주의 · 슬로TV, 즉행(行)/즉흥

여행,  비대면 · 비접촉(언택트, un-tact) 등 

• 국내여행의 트렌드는 일상 속, 혼자, 익숙한 곳으로 떠나는 여행 주목23) 

-  주요 키워드는 여행의 일상화, 근거리여행, 여행스타그램 여행주간, 혼행, 휘게라이프, 도시재

생, 원도심여행, 여행예능, 드라마촬영지 등

 시사점

• 일상 속 쉽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기회 제공

• 작은 차이로도 매력을 부각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다양화 필요

전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의 양적인 

확대로 인한

과잉관광현상 대두 

및 글로벌 OTA의

성장으로 

관광산업의 재편

건강을 생각하고 

감성적, 일상적인

가치 반영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며, 정서적 

안정 지향 경향   

17) 거주지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면서 정주권이 위협받는 현상

18) 관광객 유입으로 주거지가 관광지화 되자 거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

19) ITB(2018), 25th World Travel Monitor Forum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의 한국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향

21)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 론리플래닛코리아의 2018 여행 트렌드 참고

22) 서울관광마케팅(2018). 2018 여행 트렌드, STO 내부 자료

23) 한국관광공사(2017). 17/18 여행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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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의 관광정책  24) 

• 파리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관광 발전 전략 수립

- 독특한 경험 제공, 환대하는 도시, 지속적인 관광 발전, 성공적인 관광목적지의 강화

• 관광객의 관광활동전역에 걸쳐 타 관광목적지 대비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

- 여행 방문 전 · 중 · 후 파리 선택, 파리를 보다 즐겁게 체험, 재방문하거나 긍정적 구전효과 기대 

• 환대의식을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

-  관광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관광의 긍정

적 영향 설득

• 관광이 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및 대중교통 서비

스 정책 추진

• 파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관광 테마 설정 · 육성 · 지원

• 언어적인 측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번역 시스템 개선

• 가족 여행 시, 모두가 편하게 파리를 여행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구축 주도, 관광 발전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관광 혁신 촉진

 시사점

• 서울의 관광매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 추진

• 관광업 종사자를 비롯하여 서울시민의 자연스러운 관광객 환대문화 정착 지원 

• 관광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현상 해소 위한 정책적인 지원 

• 서울만의 특화된 콘텐츠 강점 부각 

• 개인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관광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 여행객 특성별로 실질적 지원을 담은 정책 발굴 및 추진

• 관광분야 주체간 수시로 오가는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일본 도쿄의 관광정책  25) 

1) 주요 내용

• 도쿄는 2020년까지 해외관광객과 국내관광객에 대한 명확한 양적 목표 설정 

-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015년 11.9백만 명 → 2020년 25백만 명

- 재방문율 : 2020년까지 60%(15백만 명)으로 설정

- 인바운드 관광객 지출 : 2015년 1.1조엔(￥) → 2020년 2.7조엔(￥)

- 국내관광객의 도쿄 방문자 수 : 2015년 516.7백만 명 → 2020년 600백만 명 

- 국내관광객의 도쿄에서의 지출 :  2015년 4.85조엔(￥) 에서 2020년 6조엔(￥) 로 증가

• 프라임 관광도시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6가지 전략 수립 

-  수익 증대 중점의 관광 관리 : 증가하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관리 기

술의 향상을 위해 인바운드 사업체에 대한 지원 제공

-  관광자원의 질과 매력성 향상 : 관광 자원 개발 시, 새로운 접근 방식 적용을 추진하였는데, 각 

자치구 차원에서의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자원에의 투자 지원이나, 타마(Tama) 

지역과 외딴 지역들에 대한 관광 홍보 강화하는 등의 세부적 접근을 시행

- 새로운 중점의 관광 홍보 :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서 도쿄의 해외 마케팅 효율성 증대

- MICE 관광 : MICE 인프라 시설의 향상 및 도심 밖의 이벤트에 대한 지원 제공

-  인바운드 관광 인프라 시설 개선 : 관광 안내 서비스, 긴급재난 서비스 향상, 인바운드 관광객

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와 관습에 맞춘 서비스 기준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사업체 인식 함양

-  일본 내 다른 도시와의 협력 : 도쿄 관광의 균형 발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관광 활

성화 위해 노력, 도쿄 외부 지역 매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타 지역으로의 여행 장려

 시사점

• 도시의 관광수용력 산출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 

• 관광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육성지원 정책 수립 

• 다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4. 국내 · 외 도시관광 사례 분석

가. 해외 주요 도시 관광정책 사례 

독특한 경험 제공, 

환대하는 도시, 

지속적인 관광 발전, 

성공적인 관광목적지 

강화 등 4가지 

관광발전전략 수립

수익 증대 중점의 

관광 관리, 

관광자원의 

질과 매력성 향상, 

새로운 중점의 

관광홍보,

MICE 관광, 

인바운드 관광 

인프라 시설 개선, 

일본 내 다른 도시와의 

협력 등 

6가지 전략 수립 

24) Mairie de Paris(2016). 2022 Tourism Strategy
25)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2017). PRIME Tourist Destination City Tokyo – Tokyo Tourism 

Strategy Action Plan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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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토의 관광정책  26) 

• •2020년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설정 및 관광의 질적 향상 추구

• • 관광도시로서의 ‘자연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고,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도시’, ‘안전

을 유지하는 도시’,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도시’, ‘도시민의 따뜻한 환대로 관광

객을 맞이하는 도시’라는 4가지 이미지 설정

• •4가지 도시 이미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자연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책 차원에서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 관광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도모  

-  온라인 환경을 중시한다거나 종교적인 문화가 특수한 무슬림 관광객 특성 등 방일 관광객의 관

광트렌드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심한 관광서비스 제공 노력 

- 항상 인터넷 접속을 원하는 국제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

-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미나 및 연구 모임을 조직하고, 실제로 무슬림 관광객과의 접점에 

있는 관광사업체들에게 관련 지식 등 제공

 시사점

• 관광객의 관광편의 및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

의 시스템 구축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 수요자 중심의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환경을 중시하는 개별여행객을 위한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시장 중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무슬림 관광시장의 특성을 분

석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업계와 공유  

 싱가포르의 관광정책  27) 

• • 싱가포르는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

• • 싱가포르 관광마케팅 전략의 비전은 ‘영감을 주고 결과를 가져오는 유연하고, 대담하고, 

창조적인 관광목적지 마케팅(Agile, bold and creative destination marketing that 

inspires and delivers results)’으로 수립

• • 특히 유치할 관광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소에 적합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중  

• • 싱가포르를 마케팅하기 위한 위대한 싱가포르 스토리 홍보, 적절한 대상의 설정, 정보 전달

의 향상이라는 3가지 전략 수립

-  위대한 싱가포르 스토리 홍보 :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목표 시장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창조하

고, 관광목적지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흥미진진하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

-  적절한 대상의 설정 : 5년 내에 보다 균형 잡힌 시장 포트폴리오를 달성하여 싱가포르의 지속

적인 성장 유지

-  정보 전달의 향상 :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실시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관광 정보와 

서비스를 위한 센트럴 허브(Central Hub) 구축, 온오프라인 구전효과 증대, 싱가포르의 보다 

나은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채널 시도 등

 시사점

• 서울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 추진 

• 세밀하고 철저한 관광시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적합한 목표시장 마케팅 실시 

• 목표 시장별, 서울시의 관광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으로 신뢰도 높은 

정책 발굴 및 추진에 활용  

교토는 

역사문화도시로서 

교토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을 

철저하게 보존 · 관리

함으로써 교토의 

관광경쟁력 제고

‘위대한 싱가포르 

스토리 홍보’, 

‘적절한 대상의 설정’, 

‘정보 전달의 향상’

이라는 3가지 

전략 수립

26) Kyoto City Government(2015). Tourism Policy of Kyoto 27) Singapore Tourism Board(2016). Marketing Strategy: Of Stories, Fans and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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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광 매력 매트릭스 

• 도시관광 매력 매트릭스란, 관광도시가 지녀야 할 다양한 관광매력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하는 지표를 의미함

• 본 매력요소는 캐나다의 10개 도시와 미국의 40개 도시를 선정한 후 도시들의 공통

된 매력 타입을 기반으로 구성(Global Insight. Inc. (2004). Factors Influencing 

Visitor’s Choices to Visit Urban Destinations)

• 시사점으로는 서울은 도시가 가지는 문화예술, 환경적/물리적 요소, 엔터테인먼트, 

숙박 및 음식 중 많은 부분이 우수하나, 서울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요소로서의 이벤

트가 약한 편이며, 교통 자체로는 훌륭하나 교통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약한 편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요구

도시관광 매력 매트릭스

예술 & 문화 환경 & 구조 양식 엔터테인먼트 숙박 & 음식

박물관

역사 박물관

역사적 장소

기타

물리적 환경

해안가 & 해변

편리한 교통연계체계

기타 지리적 형태

인기 엔터테인먼트

놀이공원

스포츠 관람

숙박

럭셔리 호텔 객실

카지노

스포츠 참여 기회

이벤트 & 축제

나이트 클럽

오케스트라

시각 예술

아트 갤러리

예술 관련 이벤트 및 축제

도심  오락시설

공원 및 녹지

쇼핑 지역

비즈니스 구역

건물 형태

일반적 빌딩 건축물

흥미 있는 특정 구조물

문화적 엔터테인먼트

오페라

극장

발레

음식

고급 음식점

예술 관련 이벤트 및 축제

다양한 음식점

자료:  Global Insight Inc. (2004). Factors Influencing Visitor’s Choices to Visit Urban 
Destinations 

 법·제도 측면 

• 관광객 편의 도모 위해 관광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준 설정

•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한 대응정책에 있어서 주민 피해의 최소화 및 관광 이익의 

공정한 배분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도시관광 정책 수립 노력

• 인바운드 관광사업체들의 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목표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수용 능력 향상 지원 필요

• 관광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광전략회

의의 구성 인원 다양화

•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도시관광 관광정책 수립 

• 지역주민이 관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즉각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구축

• 스마트관광도시로서 스마트관광환경에 대한 기반 시설 및 관련 기구 설립 

• MICE 유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기본이며 적

절한 목표시장 설정을 통한 맞춤형 전략 수립 노력

• 관광해설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관광자원봉사자들의 선발 및 운영 시, 도시민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바르셀로나 관광 의회   구엘공원의 관광객 반대 구역 

사진출처:  https://www.ctvnews.ca/lifestyle/overtourism-and-the-big-chill-travel-trends-
in-2018-1.3832977,  https://www.parkguell.cat/en/local-residents/

 시사점

• 관광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를 위한 통합적인 관광환경평가 기준 마련

• 서울시의 건강하고 협력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총괄 기구 설립 및 유관 기관 집
적 공간 마련

••서울시와 지자체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와 서울시내 관광관련 기관간의 소통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관광현장의 지역민 참여 관광현장 관리시스템 구축

••MICE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수요자 중심의 관광인프라 수요조사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 발굴

••관광분야 인력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나. 해외 도시관광 사례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유지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제정 

및  유관주체와의 

협력 등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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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측면 

•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시장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임 

• 관광 시장을 세분화하여 신규 시장 개척 및 기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시장별 문화적 특수성

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설계하여 직접 전달함 

•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마케팅과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전방위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함

• 특히, 전세계관광객들이 관광정보를 얻고 수시로 여행경험을 공유하여 관광매체로서 파급력

이 매우 큰 글로벌 OTA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음  

• 해외에서 도시의 관광 홍보를 위해 지역별 대규모 행사나 해외 여행박람회 등에 활발하게 참

여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침 

   '무슬림 프렌들리 교토' 안내 사항   트립어드바이저와 연동된 타이페이 공식관광사이트

사진출처: https://kyoto.travel/en/muslim 사진출처: https://www.travel.taipei

 시사점

• 디지털 미디어 활용 미디어 플랫폼에서 시민과 관광객 직접 참여형 마케팅 전략 추진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시장별로 성향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실시

•관광지를 공유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글로벌 OTA를 활용하여 마케팅 시너지 효과 창출

•온라인 마케팅 외에 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마케팅 실시

 인프라 측면 

1) 주요 내용

• 세계적으로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유니버셜 관광(Universal Tourism)의 

개념 하에 고령자와 장애인이 모두가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한 정책 추진 

• 개별여행객의 증가는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로서 관광안내표지판 및 도로 안내판의 다국어 

표기 정비 

• 대중교통 및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 장려를 통해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도시를 구석까지 즐길 수 있는 기회 마련

• 투어버스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관련 서비스를 마련하는 조

치 시도

• 스마트 관광 시대에 맞추어 관광지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와이파이(Wi-Fi) 

서비스 환경 조성 위한 노력 

    도쿄의 ‘접근가능한 관광’ 환경   싱가포르 주요 관광지 표지판

사진출처: https://kyoto.travel/en/muslim 사진출처: https://www.travel.taipei

 시사점

• 관광을 보편적 권리로 추구할 수 있도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구축

• 개별자유여행객의 여행 편의를 위한 관광정보제공 인프라 정비

• 개별여행객의 대중교통 이동편의성 제고

• 모바일 등의 스마트 기기 이용편의 확대 위한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확대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여행객의 

관광편의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개선 실시

다각적인 

마케팅 매체를 

활용하며, 특히 

디지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분화된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마케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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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측면 

• 각 도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의 인프라, 문화예술, 자연 및 세계문화유산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매력성 강화  

• 문화예술 시설 및 문화예술분야 콘텐츠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

• 도시의 랜드마크를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새로운 랜드마크를 개발하는 등 랜드마크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노력

• 야간관광 증가 추세에 맞추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환경 조성 

노력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도쿄의 수변 자원 활용

사진출처: https://www.cnu.org/publicsquare
/2016/09/15/real-%E2%80%98bilbao-
effect%E2%80%99

사진출처: http://architectureimg.com/tokyo-
reflected-waterfront-night-japan-city-lights-
nature-reflection-wallpaper-for-desktop/

 시사점

• 서울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서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도시자원의 관광자원화

• 4차 산업의 미디어를 활용한 야간관광자원 구축

각 도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매력성 강화를 

위해 노력 



제3장  관광정책분석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 본 환경분석은 중기발전계획의 종합적인 분석의 요약입니다.

환경분석의 전체 내용은 <부록>에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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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위 계획 

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관광분야의 국정과제는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선정됨 

-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전략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주요 추진계획은 관광여가 사회실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관광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외래관광시장의 다변화로 구성됨 

 문재인 정부 관광분야 국정과제

구분 주요내용

과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과제목표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융복합 ·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주요내용

•관광여가 사회실현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

-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ㆍ개선 

지속

-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부터 적용)

•관광산업 육성

-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ㆍ운영

-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ㆍ지원

- 융합관광산업 육성(VRㆍAR 콘텐츠 제작 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 관광두레 지속 확대

-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컬’ 관광지 육성

•외래관광 다변화

-  ’22년까지 3대 전략시장(일본, 非중국 중화권, 아중동)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 관광산업 펀드 조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 수립 연구. 

2)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8)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방향 ⁍

•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기조는 우선 국정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정목표 달성

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 계획 및 문체부 집행예산 등의 검토로 국가 재정과 연동

된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산업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계획의 방향은 국민 모두가 관광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전반의 동반성장 기회를 마련하는 것임 

• 궁극적으로 관광을 통해 국내 경제적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비위축 등 저성장 경제

구조를 극복하여 높은 고용창출 및 관광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방향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중 국정과제 방향

관광 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방향

국민 모두가 
관광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사회 실현

•국민 삶의 만족도 증진

•관광사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 도모

•관광 통한 한국경제 및 관광산업발전 기반 마련

•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비위축 등 저성장 경제구조의 극복과 함께 고령사회, 
1인 가구 등에 대응한 정책제안

•높은 고용창출 능력과 관광 소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발전 도모로 한국경제 발전의 재도약 견인 방향 

관광산업의 중요성

특히, 서울관광이 지니는 
산업적 기대와 역할 중요

관광의 역할

사회의 개방성 촉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한국관광정책의 방향

모두를 위한 관광, 
여가향유권, 내국인 관광 접근

 시사점

• 서울시민이 행복하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며, 모두 관광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관광관리정책 마련

•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로 진화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 추진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화된 관광분야 지속 육성 

1. 서울관광관련계획 분석

관광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하는 

여가문화이자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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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중 문화관광분야 과제  

구분 주요내용

문화 · 관광분야 

정책방향

•시민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형성 지원

•다양한 K-culture  육성을 위한 문화 플랫폼 구축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

•미래서울의 성장동력 · 창조경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쾌적한 도시 조성 

•급변하는 관광 환경 및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 정책 추진

•국내 최초 돔구장인 서남권 돔구장을 스포츠공연의 메카로 조성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환경조성 및 생활체육 참여인구 저변 확대

문화 · 관광분야 

22개 과제

•마을예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 내실화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DIY)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서울시민 주말리그 운영 

•고척스카이돔의 스포츠 · 공연 명소화 

•서울을 대표하는 “클래식 ·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건립 

•서울영상문화의 거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전시 · 교육 · 체험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테마박물관 조성 및 지원 

•서울 브랜드 문화축제 육성 지원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만족하는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서울 미래 성장동력산업, ‘MICE’ 육성 

•융 · 복합형 우수콘텐츠 창조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시스템 구축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청년 예술인 일자리 지원 

•근대 역사유적 등록문화재 등록 및 복원

자료: 서울특별시(2018), 2018년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시사점

• 서울시민이 행복한 관광환경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및 관리 기준 정립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서울시 계획 

1) 비전 2030, 문화 시민도시 서울(2016)

• 비전 2030, 문화 시민도시 서울의 계획 방향은 개인의 삶에 있어 문화가 중시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며, 일상공간 자체가 문화적으로 재편되고, 도시의 문화창조성과 융합을 통

한혁신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며,  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함

• 각 개인의 문화적 삶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을 둘러싼 5가지 차원을 개인, 공

동체, 지역, 도시, 행정으로 구분한 후, 각 비전 체계 하에 과제를 도출함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비전 체계도

자료: 서울특별시(2016), 비전 2030 문화 시민도시 서울 계획서 

2) 2018년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8)  

• 2018년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서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선 6기의 

시정 계획으로 혁신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실천함

• 관광 분야의 사업 내용은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및 시민과 관광객

이 공존하고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등이 있음    

서울시민이 서울시

계획의 중심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육성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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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사업과 서울시 정책 연관성 분석 결과

추진과제 서울시 연관 (  중요   연관)

쉼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의 시작

1-1. 국민 관광 향유의 제도적 기반 마련

1-1-1 관광기본권의 법제화를 통한 가치 정립

1-1-2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휴가 적치제 도입 

1-1-3 대체휴일제 등 합리적 휴가제도 개선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1-1-4 매월 마지막 금요일 ‘여행이 있는 주말’ 도입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1-1-5 국내여행 비용 소득공제 적용

1-1-6 문화누리사업 지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1-2.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지원체계 구축

1-2-1 체험기반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모델 발굴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1-2-2 3포세대 청년에게 희망을_청년 희망여행 패키지 도입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1-2-3 쉼표가 있는 삶-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1-2-4 고령자를 위한 ‘실버여행학교’ 도입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1-2-5 취약계층 관광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1-3. 국민체감형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1-3-1 휴양소 시설 공유를 위한 나눔관광 플랫폼 구축 

1-3-2 ‘뚜벅이 관광 우수도시’ 선정 및 지원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1-3-3 대한민국을 테마파크로_선불형 국내관광패스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1-3-4 대한민국을 내 집처럼_지역별 Train B&B 도입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1-3-5 가족 휴가숙소 및 휴가마을 조성 

1-3-6 선진국형 친환경 숙박_글램핑 양성화 및 우수야영장 인증제도 도입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1-3-7 국민 관광 안전 체계 구축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1-3-8 빅데이터 기반 관광패턴 예측 서비스 도입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1-3-9 유휴자원 활용을 위한 공유경제 통합 모델 도입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1-4.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

1-4-1 남북관광 재개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추진과제 서울시 연관 (  중요   연관)

1-4-2 2018 평창동계 올림픽 북한 출전 응원 및 후속교류 추진 

1-4-3 (가칭) 금강산관광 복구메뉴얼 작성 문체부 재개직전

1-4-4 한반도 3대 벨트 구축(안)을 위한 사전준비 

신성장 역량 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2-1. 관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2-1-1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1-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가칭)관광산업 4.0센터’ 설립 

2-1-3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1-4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 관광R&D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2-1 관광사업체 성장단계별 특화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2-2 업종개편 및 유연한 진입으로 관광사업 범위 확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2-3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관광사업체로 발전 유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2-4 관광산업 글로벌 혁신비즈니스 멘토링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2-5 관광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3. 핵심인력 양성 및 창업확대로 관광 일자리 창출

2-3-1 관광인력 취업 종합지원망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3-2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시적 수급분석체계 구축 

2-3-3 산학협력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3-4 관광산업분야 신규직종 및 관광업종 발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3-5 지역중심의 관광창업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4.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으로 관광산업 활력제고

2-4-1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체계의 다양화 추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4-2 관광진흥개발기금 투자기능 강화 

2-4-3 관광산업 상시규제 발굴 및 원스탑 규제개혁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2-4-4 관광산업 분쟁조정 및 소비자 보호 대책강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68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3장 관광정책분석  69

추진과제 서울시 연관 (  중요   연관)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

3-1. 지역관광 매력 및 서비스 고도화

3-1-1 지역 매력 콘텐츠 개발 지원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3-1-2 지역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3-1-3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3-1-4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체험성 강화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3-2. 지역관광 개발 정책수단의 선진화

3-2-1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조성 및 육성 

3-2-2 광역관광권 등 기존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3-2-3 장소중심형 관광활성화 지원 

3-2-4 관광재생 뉴딜: 노후 관광자원 및 유휴시설의 재활용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3-2-5 관광지 지정 제도 개선

3-3. 지역관광 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3-3-1 관광두레 사업 확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3-3-2 국민관광자원 육성 지원 

3-3-3 지역관광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3-3-4 지역관광개발사업평가 제도화 

3-4. 지역관광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3-4-1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3-4-2 문화공간의 관광자원화 지원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3-4-3 공공형 민간 관광지원 제도 개선 

3-4-4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및 네트워크화 

추진과제 서울시 연관 (  중요   연관)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 · 고도화를 통한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

4-1. 방한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강화

4-1-1 인바운드 시장 세분화 및 유치 전략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1-2 체류형 환승관광 시장 활성화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1-3 프리미엄 시장 유치 활성화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4-1-4 고부가 융 · 복합 관광상품 육성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4-1-5 관광브랜드의 체계적 활용 및 관리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2. 외래관광객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4-2-1 관광안내서비스의 고도화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4-2-2 관광-항공 분야 협력체계 강화 

4-2-3 크루즈 주요 기항지 관광수용태세 강화 

4-2-4 무슬림 친화적 관광수용태세 구축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2-5 동남아 관광시장 비자발급 요건 완화 

4-3. 외래관광객 지역 방문 촉진

4-3-1 지역주도형 외래객 유치거점 육성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3-2 지역관광지 교통연결성 향상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3-3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4-3-4 지역 쇼핑관광 브랜드 육성 및 지원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4-3-5 지역관광 해외 홍보체계 구축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4. 국제관광 교류 · 협력 활성화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4-1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4-4-2 한 · 중 · 일 동북아 관광협력 강화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4-3 한-아세안 관광협력 강화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4-4 관광 ODA 사업 추진 확대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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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광 계획 

1) 제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 제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서울(Sustainable Tourism 

City, Seoul)’이며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정량적인 목표와 정성적

인 목표를 설정함

 제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전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서울(Sustainable Tourism City, Seoul)

목표

정량 •외래관광객 2,100만 명 유치

정성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활용 위한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 · 관리 지향

•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신융합산업 개척을 통한 시민들의 윤택한 경제적 

삶 보장

•다양한 관광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친밀한 소통 유도

•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며 지역문화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보존

자료: 서울특별시(2017), 제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2) 서울관광발전 종합계획(2014~2018) 

• 서울관광발전 종합계획의 비전은 감동과 품격있는 관광매력도시 서울(Global Top 5)로서 

정책목표를 관광콘텐츠가 풍부한 매력 서울, 관광객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만족 서울, 친절

하고 편안한 감동 서울, 고부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활력 서울로 수립함

  서울관광발전 종합계획(2014~2018)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감동과 품격있는 관광매력도시 서울

-Global Top 5 -

정책목표

마케팅컨셉

관광컨텐츠가

풍부한

매력 서울

이야기가 가득한

서울

관광객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만족 서울

한손에 잡히는 

서울

친절하고 

편안한

감동 서울

당신이 소중한 

서울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활력 서울

가슴을 뛰게하는

서울

자료: 서울특별시(2013), 서울관광발전 종합계획(2014~2018) 

  

 시사점

•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구축 위한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광환경 확대 조성

• 서울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 관광 유관 분야 참여 상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필요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관광 

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역과 상생발전 

도모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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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 정책 추진 사항 분석 

 민선6기 주요 정책 추진사항 분석  

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관광진흥

기반

관광자원

개발

•서울 순례길(산티아고길) 관광자원화

- 도심관광자원과 연계한 ‘서울 순례길’ 개발 · 운영 및 안내체계 정비

-  기존 순례길을 기본코스로 서울의 대표 관광지(고궁, 전통시장, 공원 

등) 연계한 코스 개발

-  순례길 여권 · 스탬프 투어 등 흥미 요소 도입, 전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순례길 BI 적용, 바닥 유도사인 설치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안내체계 

구축

- UNWTO 주최 산티아고 순례관광 포럼 참석, 서울 순례길 사례 발표

- 산티아고 등 순례도시 정부, 교구와 상호 홍보협력 위한 MOU 체결

- 교황청 공식 순례지 등재 선포식 개최

- 천주교 주요 유력 미디어 매체 등 초청, 해외 홍보 강화

-  서울 순례길 여행상품 개발 유도: 순례길이 포함된 우수관광상품 개

발비 및 상품홍보 지원 /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참가 국 · 내외 여행사

(1,500개) 대상 설명회 개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지원

-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 지원을 통해 관광특구 매력 증진: 6개 관광특

구 및 9개 관광특구협의회 대상 시 보조금 지원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의적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자치구 공

모를 통해 2개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 시설계획: 역사공원(지상부), 기념전시관(지하부)

-  추진일정: 전시자문단 구성 · 운영방법 수립 /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개관

•한류관광 활성화

- 한류활용 콘텐츠 확충

•의료관광 활성화

- 헬프데스크 운영, 통역 및 픽업지원 등 수용태세 개선

•외국인 환승관광 지원사업

- 환승관광데스크 및 환승 관광상품 운영지원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 우수관광상품인증제 운영

- 서울시 우수여행사 지정

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관광자원

개발

•스토리텔링 상황극 운영

- 스토리 공유기반 역할극 운영

-  주요 관광지에서 서울관련 이야기를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재현한 ‘서

울 시간 여행자(가칭)’운영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 확산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통한 스킨쉽 강화로 관광만족도 제고

•관광 환대분위기 조성

- 축제 및 연중 관광명소화 지원

•서울 브랜드 문화축제 육성 지원

- 서울시 자체추진 축제의 균형적(계절별)개최

- 자치구 축제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축제의 선별적 지원과 성장을 위한 축제평가 환류 시행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한양도성 보존 관리체계 정립 및 유산가치 공

유를 통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목표로 각종 사업 추진

•한양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한성백제유적의 유산가치 공유 및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존•관리체

계 정립을 통한 백제역사유적 확장등재를 목표로 관련 사업 추진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  서울만의 이야기, 매력있는 관광 콘텐츠로 가득한 서울 구현

- 국가별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관광코스 개발

-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상품개발 및 판로지원

- 우수관광상품 지원을 통한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한류관광 확산

- 서울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의료관광 활성화

- 개별관광객의 서울 재방문 유도를 위한 환승관광상품 운영 지원

••근대 역사유적 등록문화재 등록 및 복원

- 보존 가치가 있는 근현대 역사 유적 및 유물의 지속적인 발굴

-  학술적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적 및 유물에 대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제도적으로 보존 추진

-  근대 역사 유적의 원형 회복과 대시민 개방을 통해 살아있는 지역 문 

화 및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 추진

2. 관광정책 성과

민선6기 4개년동안의 

관광정책 추진사항 

분석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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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관광 이외

융복합

자원 개발

•서울영상문화의 거점, “서울시네마테크”건립

- 다양한 영상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영상문화 공간 건립

- 영화계와 시민의 합리적 요구사항 반영, 서울영상문화 거점으로 조성

- 누구에게나 열린 지속가능한 시네마 테크

• 전시생태적 · 교육생태적 · 체험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 공예 박

물관” 건립

- 공예문화 허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테마박물관 조성 및 지원

- 박물관 건립의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내실화

-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구성으로 효율성 증대

- 다양한 테마박물관 조성 : 총 13개소 추진 중

•융 · 복합형 우수콘텐츠 창조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천국이자 특화 관광벨트「남산 애니타운 」조성

- 글로벌 콘텐츠산업 발전의 전진 거점시설 구축

-  촬영환경 개선 및 제작 · 상영 지원을 통한 영상 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창의제조산업의 혁신기지, 세운상가군 재생(도시 재생)

- 종묘~남산을 연결하는 입체 보해네트워크 단계별 구축

- 도심산업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제조창작산업 혁신처 조성

- 거버넌스 운영 등 주민 주도 지역재생 기반 마련

•남산 예장자락 재생(도시 재생)

- ‘남산 제모습 가꾸기’의 일환으로 남산의 원풍경 회복

- 역사성 장소성을 고려한 공간조성계획 마련, 설계 시공추진

- 「남산역사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거점 재생방안 마련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도시 재생)

-  국세청 별관 부지를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거

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문화공간과 시민소통공간으로 조성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도시 재생)

-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도심 속 박물관마을 조성

- 돈의문 성곽마을의 역사도시흔적 보존

- 기존 건물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

•문화비축기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도시 재생)

-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재탄생

- 시민 주도 운영모델 구축

- 생태적 ·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관광 이외

융복합

자원 개발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도시 재생)

- 동화문로 창덕궁 가는 길 조성

- 삼일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간 및 역사탐방로 조성

- 낙원~익선까지 익선동 도시한옥, 낙원상가 등 기반으로 신흥문화 재창조

- 서순라길 귀금속 특화산업 기반 융 · 복합 공예창작거리 조성

- 산업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 운영

•정동 역사재생, ‘정동 그리고 대한민국 13’ (도시 재생)

- 역사성의 보전과 회복

-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 지역협의체와 함께 만드는 역사 명소화

•한강과 어우러지는 특화공간 조성, 노들섬 (도시 재생)

-  시민 참여형 과정중심의 개발을 실현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프로세스를 

통해 “음악과 매개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

•한강함상공원(서울함공원)조성 (도시 재생)

-  퇴역군함을 도입, 함상공원을 조성하여 한강에 특징 있는 볼거리 제공

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

안내체계 

구축

•시장다변화에 대응한 관광안내인력 역량 강화

-  동남아 관광통역안내사 신규 모집 · 양성 교육 추진: 동남아어(베트남

어, 태국어, 마인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기존 활동 중인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이론 · 현장교육, 

지역별 특성과 안내에 필요한 기술 교육 등 실시

- 통역 자원봉사자(서울 프리가이드, 180명) 모집 · 운영 및 홍보 강화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을 통해 명소, 날씨, 교통 등 최신 관광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서울관광 다국어 모바일 운영

-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주요 관광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한류관광 활성화

-  외국어 메뉴판 보급(촬영지, 스타 운영 및 단골명소 등에 맞춤형 관광

정보 개발 · 확산)

- 온 · 오프라인을 통한 한류 테마 관광정보 제공

•서울시 관광안내소 운영

- 내 외국인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 서울관광 프로그램 안내서비스

-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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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안내체계 

구축

•서울시 관광정보센터 운영

- 외국어 관광 정보 안내 및 편의서비스 제공

- 관광성수기 환대이벤트 실시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28개 도보관광코스에 대하여 2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서비스 

제공

•관광 통역 안내서비스 지원

- 통역기 배포 사업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 관광안내표지판(2종) 설치 보수

- 스마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운영

- 다국어 추가병기 추진(동남아권 언어)

- 관광지 각종 안내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점검(외국인 현장점검단)

•서울관광 대표지도(안내서) 제작

- 최신 관광정보를 서울관광 대표 가이드북 및 안내지도로 제작

-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율적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체계적 관리 및 배포

•외국어 표기 표준화 사업

- 서울시 외국어 표기 자문위원회 운영

-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운영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개편 및 SNS운영

•서울관광 해외 디지털 통합 마케팅

- 서울 관광 홈페이지, SNS 연계 활성화

서울관광 

홍보

•서울 글로벌 마케팅

- 서울 대표 광고제작 및 매체방영 

- 해외 방송 프로그램 활용 마케팅 및 해외 현지 프로모션 등 추진

- 한류 콘텐츠 활용 서울 마케팅

•서울관광 해외 디지털 통합 마케팅

-  현지 매체 협력 권역별 디자인 마케팅, 서울 관광 온라인 광고(배너, 검

색 등)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 창업자 대상 운영물품 지원 및 서울관광 홍보물 등 지원

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서울관광 

홍보

•서울썸머세일 행사 개최

- 외국인 대상 국내외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 실시

•서울이야기 발굴 및 확산

- 외국인 집필 서울이야기 발간

- 동화로 만나는 서울이야기 여행

- 온라인플랫폼 서울스토리 운영

- 스토리텔링 역할극 운영

•MICE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

- 해외 MICE 전시회 참가 및 서울 설명회 개최

- 해외 목표시장 MICE 전문잡지 광고 및 미디어 팸투어

•MIICE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 MICE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만족하는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의료관광 활성화

-  신뢰감 주는 서울 의료관광 환경 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협력기관 네

트워크 구축(99개소 참여) 및 헬프데스크 운영(5개 언어) / 의료관광 

통역 및 공항 픽업서비스 연계 지원(통역 · 픽업비용 50% 매칭 지원)

-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의료관광 방한국 대상 온 · 오프라인 마케팅 강

화: 온라인(현지 최대 검색사이트 활용, 키워드 광고, SNS 채널에 서울

관광 콘텐츠 지속 포스팅) / 오프라인(해외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몽

골 의료관광 바이어 초청 팸투어, 가이드북 추가 제작)

-  교역전 설명회 참가(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광교역전), 팸투어, 온라인 

마케팅 등 서울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외래관광객 대상 한류 체험프로그램 운영

- K-Pop, K-beauty 등 한류 테마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지속 운영

- ‘서울 10대 한류명소’ 등 한류 관광명소 지속 발굴 · 홍보

-  다국어(국 · 영 · 중간 · 중번 · 일 · 태) 한류관광 가이드북 제작 · 국내

외 배포

•전통무예(태권도 · 택견) 상설공연 추진

- 국기원 등 상징적 장소에서 스토리텔링 가미한 상설공연 확대

- 서울 관광명소 활용, 지역별 특색에 맞는 태권도 · 택견 길거리 공연 추진

- 한국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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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중국 내 공신력 있는 인민일보와 협력, 서울 사진 공모전 진행

- 중국인이 바라본 서울의 모습(사진) 공모,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인민일보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응모, 베이징 소재 사옥에서 시상식 개

최 등

•중국 핵심여행사와 함께하는 ‘서울문화체험 행사’ 개최

- 중국 대형여행사와 서울체험상품 공동개발, 판매 통한 관광객 유치

-  중국 주요도시(20여개)에서 상품 판매, 여행사 임직원 대상 팸투어 동

시 진행

•해외 핵심여행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MOU 체결) 및 공동 상품 개발

-  주요 성장시장 국가(미국, 러시아, 몽골 등) 핵심여행사와 업무협약 체결

-  서울 체험관광상품 공동 개발, 체험형 관광상품 이용 관광객 대상 서울

문화체험 행사 개최

•국내외 유관기관(관광 · 여행협회, 관광청 등)과의 상호교류 확대

- 관광 관련기관 대상 팸투어를 통한 서울상품 개발 분위기 확산

-  2018년 협력국가(미국, 러시아, 인도, 몽골) 관광 · 여행협회와 상시 

핫라인 운영

•해외 주요도시 및 유관기관 주최 서울관광설명회 등 행사 지원

•서울관광설명회개최 및 교역전 참가

- 방한 주요 해외시장 관광설명회 개최 및 서울관광 상품 집중홍보

- 국내 여행업계 동행 비즈니스 트래블마트 개최 및 해외홍보 기회 제공

- 해외 주요 관광교역전에 참가, 서울 홍보부스 운영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 MICE 분야별 지원금 지원

- 맞춤형 종합유치지원서비스

•MIICE관광지원 및 민관협력

-  참가자 환대서비스 지원: 인천공항 환영메시지, 서울홍보부스, MICE

특화관광, MICE카드 지원

- 서울 MICE얼라이언스 운영

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서울시민 

여가관광

•해외 수행(학생)여행 단체 지원

-  서울소재 교육기관과 교류하는 10명 이상 방한 학생단체, 1인당(1만원)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DIY)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기반 조성

- 생활권 내 시민 생활문화제작(DIY)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사회, 직장인 등 공예 체험교육을 통한 생활문화제작(DIY) 저변 

확대

-  공원, 보행전용도로 등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DIY 창작공간(프리마켓)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서울시민 주말리그 운영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만족하는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 관광수요 및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정보 제공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도시 재생)

- 유휴공간 발굴과 기획, 조성 및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

- 시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정 역할 수행

-  지역 내 공동이용 시설, 테마역사 등의 공공시설에 시민 주도의 프로그

램 이용이 가능한 공간 확대 운영

도시연계

관광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  수도권 5개 시 · 도 공동협력을 통안 관광객 유치 확대(외국인 팸투어 

운영, 관광 홍보물 제작, 해외 설명회, 합동 워크샵)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해외 주요여행사 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

울상품 개발

- 해외 관광 유관기관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관광홍보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  1,200업체(해외 400, 국내 800) 비즈니스 상담, 홍보 부스 운영, 관광

설명회, 전문가 강연, 팸투어 등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  해외 핵심여행사 협력을 통한 서울만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일본, 동

남아아 MOU 체결), 서울문화체험상품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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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관광산업 

육성

관광행사

프로그램

•서울빛초롱축제 지원

- 주제 ‘등(燈)’, 국내외 초청 ‘등(燈)’, 라이트아트,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 태권도 상설공연

- 태권도 체험프로그램

관광 

인프라 

조성

•고품질 관광상품 개발지원으로 여행업계 자생력 강화

-  우수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여행사 대상 신규 관광자원 정보 지속 제

공: 평가위원회(연4회)를 통한 우수관광상품 선정, 상품개발비 및 홍보 

지원 / 신규 관광자원 발굴, 여행사 대상 정보제공 통한 상품개발 유도

-  서울시 우수여행사 지정 및 저가 관광시장 개선 위한 상시 협력 강화: 

고품질 상품개발 선도여행사 대상 우수여행사 지정 확대 / 우수여행사

와 협력, 공동 상품개발 및 해외홍보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지원

•무슬림 친화환경 조성

- 무슬림 관광객 대상 할랄식 K-food 쿠킹 클래스 운영

-  주요 관광지 주변에 무슬림 편의시설 확대: 명동, 동대문 등 주요 관광

지의 무슬림 기도실 실태 및 현황 조사 / 민간과 협력, 무슬림 관광객 

위한 기도실 시범 설치

숙박체계

개선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 대체숙박업 사업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아카데미 · 컨설팅)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만족하는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

관광상품 

육성지원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수상작 홍보 및 판로지원

MICE

육성 및 

지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  서울에서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 및 개최하는 단

체에게 행사 규모별, 단계별 지원금 지원을 실시

-  서울의 MICE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행사 유치부터 개최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국제회의 

(지원대상)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의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

거나 유치하는 학회, 협회, 기관 또는 법인

(지원단계 및 금액)  유치단계 최대 3천만원, 홍보단계 최대 2천만원, 

개최단계 최대 1억원

-  기업회의 · 인센티브 관광 지원 

(지원대상)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총 100박의 숙박조건을 충족하

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기업 또는 여행사

(PCO, 이벤트 기획사 및 DMC 포함)

(지원금액) 최대 1억원

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MICE

육성 및 

지원

-  국내전시회 지원 

(지원대상)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인증 전시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로 2회 이상 개최, 해외 참가업체 수 10% 이상 또는 

외국인 참관객 수 5% 이상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유치 지원, 해외 홍보 등

-  해외전시회 지원

(지원대상)  해외에서 3회 이상 개최한 이력이 있는 국제전시회 또는 

국제적인 전시회의 아시아 버전 전시회로, 해외 바이어 수 

500명 이상 전시회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지원내용)  국내외 홍보 및 해외 바이어 유치, 행사 개최 지원 등

-  홍보물 지원

(지원대상) 서울에서 개최되는 해외 참가자 50명 이상의 MICE 행사 

(지원내용)  서울시 MICE 홍보 리플렛 및 서울웰컴키트(해외 참가자 

대상)

-  서울 MICE 서포터즈 지원

(지원대상) 서울에서 개최되는 해외 참가자 50명 이상의 MICE 행사 

(지원내용)  컨벤션 전공자, 국제 행사 활동 경험자, 외국어 우수 인재 

연계, 서포터즈 활동비 1일 8시간 기준 8만원 중 반액 지원

-  인천공항 입국 시 환영메시지 지원

(지원대상) 서울에서 개최되는 해외 참가자 50명 이상의 MICE 행사

(지원내용)  제1 · 2 공항 수화물 인도장 내 멀티큐브 스크린 양면에 참

가자 환영메시지 게재

-  PLUS SEOUL 패키지 특별혜택 지원 

(지원대상)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 주최자 및 해외 참가자 

(지원내용) SMA 회원사가 서울 개최 MICE 행사에 특별 제공하는 혜택

-  서울 유니크베뉴 이용지원

(지원대상)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서울에서 2일 이상 숙박 일정이 포

함된 국제회의 

(지원내용) 서울 유니크베뉴 이용 각종 회의 및 행사 지원 

(지원사항) 해외 참가자 1인당 1만원(최대 1천만원 이내)

-  MICE 특화관광 지원(2018년 예산 조기소진으로 지원 불가)

(지원대상)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서울에서 2일 이상 숙박 일정이 포

함된 국제회의 

(지원내용) 회의 공식 관광 프로그램

(지원사항)  해외 참가자 대상 관광 프로그램 비용 일부 지원(최대 5백

만원 이내)

-  서울홍보부스 지원

(지원대상)  외국인 참가자 2천명 이상 혹은 서울 재개최 국제회의 또

는 외국인 5백명 이상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단체 

(지원사항) 서울관광 홍보부스 및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 운영 등

-  디스커버서울패스(DSP) 할인 구매 지원

(지원대상) 외국인 참가자 1천5백명 이상의 국제회의

(지원사항) 모바일 DSP구매 시 1인당 1만원 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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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MICE

육성 및 

지원

•MICE 홍보 및 마케팅

-  MICE 잠재수요 발굴 및 해외 목표시장 마케팅(해외 전시회, 설명회 

참여)

- 해외 목표시장 온라인 홍보 및 광고(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 해외 MICE 전문매체 광고 및 MICE 미디어 팸투어 진행

- 국내 MICE 산업 인식제고를 위한 광고, 홍보물 제작 

•MICE 인력양성 및 고용촉진

- 서울 컨벤션 서포터즈 운영

- MICE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및 고용 촉진

- 프리미엄 관광해설사 도입 및 운영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

-  서울 MICE 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 SMA)는 서울의 

MICE 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MICE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설립된 서울시 민관협력체

-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기획자,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가 

참여

-  해외 MICE 전문박람회 공동참가, 국제기구 서울 현장 답사 지원, 미디

어 초청 팸투어 공동진행 등 MICE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 사업 전개

•서울 대표 MICE 육성

-  서울 대표 MICE 행사 육성을 위해 MICE 가능 분야 연구 및 토론 포럼

을 실시

-  성장 가능성 높은 국내 행사 발굴을 통해 국제적 규모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

-  ‘코리아 MICE 엑스포’에서 서울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바이어

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유치 가능 회의를 발굴

관광육성

지원

•서울관광 동향 분석

- 관광행태, 주요 불편사항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공정관광 

실현

•우수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 방한관광객 대상 무장애 관광 상품 개발 · 운영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포럼 개최

- 도시관광: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의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 주민피해 조사 및 개선대책

•관광 환대분위기 조성

- 불편처리 및 환대 서비스 개선

•서울 미래 성장동력 산업, ‘MICE’육성

- 지속가능한 MICE 생태계 강화

정책분류 서울시 기존 정책 및 성과

인력 양성

및 혁신

일자리 

창출

•MICE 전문인력 양성

- 서울 MICE 서포터즈 운영

- 서울 MICE 인재뱅크 운영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및 선발, 자격해지 등 배치심사 등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교육

-  증가하는 동남아관광객 대비 통역안내사 신규양성 및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교육 운영

•서울 프리가이드 운영

- 여행가이드 자원봉사 활동 단체 연합 구성 및 운영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 매개인력 양성 및 지원

•청년 예술인 일자리 지원

-  단기 예술경력 보유 청년예술인들의 기존 복지지원 시스템으로의 진입 

및 사회적 안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청년예술인 집중지원

-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경력 형성 등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

- 청년 예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술가교사 사업 추진

마을관광

육성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 자치구 대상 마을관광 상품 개발 · 운영지원

- 마을관광 사업 실행 주체의 전문성 강화 지원

••마을예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 생활형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 주민 간 소통 문화 회복을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낙산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숭인 재생 (도시 재생)

-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 주제공모, 마을배움터

- 주거환경개선: 노후주택개량,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 지역경제활성화: 봉제산업활성화, 경제활동지원, 지역명소화 등

- 역사문화자원화: 역사자원관리, 예술문화활동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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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정책성과 및 향후방향 

• 서울관광정책의 성과로는 2천만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목표시장별 입체적 마케팅을 

전개한 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조성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서울관광정책은 외래 관광객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특히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시행 필요

• 관광산업 기반 육성 성과로는 MICE산업 및 한류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 육성

하는 데 있으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 수준으로 추진 중

• 공정관광,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정책 반영 지속 수행 중

• 안내체계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마케팅 및 홍보 활동강화 부분은 지속적 노력을 통해 추

진중

  서울관광정책의 성과 

2천만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 관광객 입장 불편사항 
파악

• 관광접점 관광객 편의 
제고

타깃시장별 입체적 
마케팅 전개

• 타깃별 특성 반영 온오
프라인 마케팅

•  ‘서울로 7017’ 등 신규 
자원 

평창동계올림픽 활용 
서울 방문수요 창출

• 3개 시도 공동마케팅 
및 붐업 이벤트 전개

• 올림픽 방문객 편의 위
한 지원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우수관광기업 육성 통
한 산업경쟁력 강화

•  공약적 성격이 강화된 
관광진흥재단 설립

•  공정관광 모델 정립

•  관광취약계층 지원 강화

내국인 중심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중심

산업 기반의 
초기 조성

공정관광,
 무장애 관광에 

대한 시동

기본 수용태세
(온라인, 오프라인, 

시티투어버스, 
DSP 등) 

운영

 민선6기 주요 정책 추진사항 분석  

구분 주요 정책분석에 대한 시사점 정책추진방향

관광

산업

기반

육성

성과

• 외래관광객 중심의 관광정책 추진으

로 여전히 국내 관광객, 특히 서울시

민을 위한 정책부족

• 장애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무장애 관

광에 대한 정책 관심 증가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통한 저품질 

관광상품 중심의 시장 구조 개선

• 방한 장애인 관광객 무장애 관광 상

품개발 � 운영 인프라 점검을 위한 팸 

투어 추진

• 공정관광에 대한 정책 관심 증가 (공

정관광포럼 및 지역주민 관광피해 

실태조사 등)

➔

• 서울시민을 위한 여행 서비스 정책 

필요

• 관광지 주변 만큼은 접근성이 용이

하게 인프라 개보수 필요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참여확대를 위

한 강력한 유인책 필요 

• 무장애 관광상품 인증제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특장차량비 

보조 등 민간업체 후원)

• 거주지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 특별

관리 마련 필요

관광

산업

및

인력

체계

• 관광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안 대응 및 정책 

수립

• 관광객 현장 동행조사, 심층면접조

사, 월별 조사 등을 통해 통계조사의 

신뢰성 확보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대체숙박업을 위한 서울 스테이 홈

페이지 및 영문 페이스북 운영으로 

해외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개별

여행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IT

서비스 · 콘텐츠 개발 지원

• 관광 통역 자원 봉사프로그램의 하

나로, 서울관광 매력의 하나인 ‘친절

한 서울사람’운영을 통해 외래 관광

객과의 소통과  소프트 관광자원으

로 서비스를 제공

➔

• 관광학계와 협력하여 서울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기적인 토

론회 개최 및 심도 있는 연구 개발 지

원 필요

• 관광산업의 지원을 통해 사업체 육

성 및 민간 참여 확대 필요

•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 능력 필요

• 안정적인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는 중저가 숙박시설로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통해 개발

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

광 스타트업 대상 단계적 지원 확대 

필요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체적인 지역 

해설사를 통해 역량 강화 및 관광객

과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게 인력 

구축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으로까지 

연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

램 필요

서울관광 2천만을 

달성하고, 외래관광객

양적 확대를 위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관광산업 

생태계 기반의 

초기 조성 노력 

등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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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정책분석에 대한 시사점 정책추진방향

마케팅

홍보

측면

• 일본 � 동남아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

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입국

시장 다변화

• 자치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 보수 

사업 추진 및 스마트 관광 안내 표지

판 설치

• ‘외국인 현장 점검단’운영을 통해 외

국인 관광객의 시각으로 관광현장의 

외국어 표기 오류 점검

• 모바일 관광장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 우수 관광 상품 개발 및 

유통 촉진

•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서울 관광정

보 노출

➔

• 서남아(무슬림 유치) 및 구미주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친화 환경 

조성

• 스마트 관광안내표지판 확대 적극 

추진

• 중어, 일어의 국가 표준 표기 기준 

수립을 통한 안내체계 개편

• 모바일 관광장터 및 디스커버 서

울패스 인지도 제고 및 실구매 확

대를 위한 확장판 개발 및 운영

• 현지 디지털 환경에 능통한 지역 

전문 업체를 통한 스마트 환경 

구축

구분 주요 정책분석에 대한 시사점 정책추진방향

특화

관광

및

관광

자원

육성

• 서울환승관광상품(4개 정규코스) 운

영으로 서울관광 체험기회 제공 및 

재방문 유도 

• 태권도 창작문화공연 편성을 확대하

고 주말, 휴일에 사물놀이 등 특별공

연을 실시하여 관람객 수 증가

• 서울로 7017 연계 신규 도보관광코

스 3개 신규개발 및 해설사 교육 완

료(214명)

• 서울 MICE 얼라이언스는 '10.4월 

43개사로 출범하여, '17년 7월 현재 

225개사로 민관협력체로서 양적 � 

질적 성장

• 한류 체험프로그램 테마를 확대(1개

→4개)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64개

국 1,400여 명 참여

•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핵심목표시

장 시장인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관

광교역전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 네

트워크 구축 외 실질적 유치 성과 달

성

• 서울관광 시장다변화에 따라 MICE

신규 시장 개발을 위한 인도MICE 

공동설명회 및 대표 여행사 세일즈 

콜 진행

• 주한외국인 대상 한강역사문화 홍보 

팸투어(2회) 추진으로 수도권 홍보

• 관광산업 기반 육성에는 MICE산업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 필요

• 서울의 다양한 역사 � 문화 � 자연 경

관을 활용한 관광콘텐츠에 대한 관

심 증가

• 한류관광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

행되고 있어 지속 홍보 진행

➔

• 신규관광자원 연계 특별코스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서울 문화체험 기

회제공

• 한국의 전통 문화 상설 공원을 통한 

콘텐츠 육성 및 다양화 필요

• ‘서울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서소문 

역사공원 개장과 연계한 ‘천주교 순

례길 도보관광코스’개발 등 주요 시

책사업 적극 반영한 신규 도보관광

코스 개발 필요

• MICE산업의 양적 확대보다 비즈니

스 활성화를 위한 질적 성장 필요

• K-뷰티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운영중인 뷰티 

체험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 러시아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를 위해선 모스크바 등 서부지

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필요

• 서울MICE얼라이언스 회원사와 공

동마케팅 기회 확대를 위한 부스 확

대 및 신규전시회 참가 

• 도보관광 팸투어 실시를 통한 홍보 

연계

• MICE산업의 지속적 지원 확대

• 서울의 다양한 자원(역사 � 문화 � 자

연 경관)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지속 발굴

• 한류산업의 지속적 관광 프로그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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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서울에 대한 인식

• 한국에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중 78%가 서울을 방문했으며, 서울 방문 관광객은 지속적으

로 증가

•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비치는 것으로 나

타나며,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한류’인 것으로 판단됨 

• 외래관광객에게 서울을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

떤공간에서 무엇을 즐기고 소비하게 할 것인지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

2) 서울 여행 주요 관광활동

• 서울 여행 중 참여한 관광활동으로는 쇼핑 93.6%, 식도락 73.4%,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50.1%, 자연경관감상 32.1%, 전통문화체험 31.2%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전통/한류 문화체험’에 대한 선호도는 2016년 대비 증가하

였으며, 이는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재방문 빈도가 높은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의 경우 ‘현지 생활 체험형’ 관광 형태를 선호하는

데, 이는 서울 시민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 방문을 유인하는 것으로 보임 

• 기존 관광 형태에서 탈피한 ‘체험형’ 관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만의 특별한 콘텐츠와 함께 서울의 일상적 생활

명소 발굴 필요

3) 서울 관광 시 주요 불편 사항

• 관광 시 주요 불편 사항으로 ‘언어 소통 어려움’에 대한 불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단순히 여행지에서 겪는 언어 소통 문제라기보다는, ‘필요 정보/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의사소통 시 나타나는 불편함’이므로 불만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안내체계의 정비 및 개

선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직접적인 언어소통 관련 개선 외에도 외래관광객들의 언어소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행

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번호 및 픽토그램 체계를 활용한 혁신적인 교통 

정보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서울 관광 시 주요 불편 사항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

"기본 또는 추가 정보를 위한 의사 소통 시, 불편함 발생 ➔ 기본 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음식

2017년 : 47.7%

2016년 : 49.6%

•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음식
점에도 불구하고 기본메
뉴 또는 가격에 대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 불편함

➔  메뉴, 음식 명 등의 추가
정보 얻기 위한 의사 소
통시 불편함 발생

쇼핑

2017년 : 40.3%

2016년 : 411.3%

•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상점/마트에서 
구입시 직원들의 외국어 
수준이 미흡하여 기본적
인 의사소통이 어려움

➔  제품 가격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의사 
소통 시 불편함 발생

교통

2017년 : 지하철10.7/버스25.7/택시47.4%

2016년 : 지하철18.2/버스25.8/택시57.1%

•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필
요 부분에 대한 의사 소통 
문제 존재

➔  도착지, 가격 등 기본적
인 교통관련 정보를 얻거
나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사 소통에 대한 불편함 
발생

관광 안내 서비스

2017년 : 39.0%

2016년 : 32.3%

• 타 부분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소통이 되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 
존재

➔  주요 필요 정보 확인을 
위해 추가 의사소통 과정
에서 불편함 발생

자료: 서울관광마케팅(2017). 2017년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4) 관광 정보 획득 경로 

• ‘서울관광 홈페이지’ 이용률은 2016년 대비 2.6%p 상승한 14.3%, ‘서울관광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2016년 대비 1.9%p 상승한 9.8%로 나타남. 단, 이용률은 증가한 반면 여전히 인

지도(20.7%)는 낮은 수준임 

• 공식사이트의 경우 신뢰도가 높지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행사 정보 등을 얻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방문 후기를 통해 생생하고 구체

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공식사이트의 ‘행사/이벤트’ 관련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

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을 통한 서울관광의 홍보 마케팅 강화 필요

3. 기존 조사결과의 시사점

‘관광 도시로서의 

서울’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질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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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관광
•서울관광 활동 순위 중 역사/문화관광은 12% 정도를 차지함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융합콘텐츠로서 서울관광 매력창출 필요

자연경관 감상
•서울관광 활동 순위 중 자연경관 감상은 4.5% 정도를 차지함
•상대적으로 유럽(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관광객의 높은 소비 비율이 나타남
•향후 구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의 ‘산과 강’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필요성 제기 

서울특별시(2017) 2017 외국인 관광객 이동경로 및 소비행태 분석

3) 무슬림 관광객 유치 방안

• 무슬림 국가 인구는 9억 명 이상이며, 무슬림 관광객의 세계 관광 소비액 금액 비중은 약 

12.5%를 차지하는 규모임28) 

• 신용카드 1회당 평균 소비 금액은 176,918원(무슬림 제외 국가:144,487원)으로 타 국가 

대비 높게 나타남

• 서울 시내에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시설은 5개에 불과하며 이에 무슬림 관광수용태세 

정비와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사점

• 공간적 가치 부여를 통한 서울 도심관광의 지속적인 명소 만들기 및 관광 콘텐츠 발굴

• 한류를 기반으로 한 서울만의 관광 킬러 콘텐츠 개발과 관리 필요성 제시 

•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융합콘텐츠로서 서울관광 매력창출 필요

• 산과 강이 결합된 서울 지형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자원 다변화

• 고부가가치 사업인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의료 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필요성 증대 

• 무슬림관광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 모색 

 서울관광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정성조사 보고서 결과분석 

1) 서울관광 현황 진단 및 문제 인식

• 서울관광의 수용태세 및 인프라와 콘텐츠의 질적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하

고, 향후 보다 생산성 높은 서울관광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3無 혁신과제를 통해 서울관광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시사점

• 관광객의 지속방문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다각적인 마케팅 매체 활용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마케팅 전개 

•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및 예약 편의성 제공

 서울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1) 서울 방문 외국인 행태 분석

•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여행기간은 4일이며, 주요 관광 활동 중 쇼핑의 비중이 

45%를 차지함

• 외래관광객 이동 경로가 명동에만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서울에서 밸런스 있는 도시 관광이

어려움. 향후 관광 지점들의 연결을 위해 공간적 가치 부여를 통한 이동경로의 확대 필요

 

2) 관광 목적별 유형 분석

•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유형을 5가지 형태(쇼핑, 한류문화체험, 미용성형, 역사문화관광, 

자연경관 감상)로 분류하고 유형별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함

• 관광 목적별 유형 분류에 따른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

 관광객 유형별 특성 분석

구분 주요내용

쇼핑 
•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방문목적과 활동내역으로 쇼핑과 식도락이 60%이상을 

차지함
•신용카드 소비 금액의 30% 가량을 명동 및 소공동 지역에서 소비함

한류문화체험
•한류 문화체험 관광객은 2016년 대비 4.7% 포인트 상승
•주요 한류콘서트 일정에 따라 방문하는 것으로 보임
•한류로서 지속적으로 한류 문화체험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미용성형
• 미용성형소비금액은 2016년 대비 23% 증가함 (THAAD 배치 영향 중국인 관

광객 감소 제외)
•지속적인 의료관광 수요 확대에 따른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의 개선이 필요 

관광 목적별 분류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관광 특성이 

나타나며, 특히, 

무슬림 관광객이 

신흥소비층으로 

대두됨 

28)  한국관광공사(2017). 무슬림 관광객 유치 안내서

3無 3强혁신과제를 

통해 서울관광의 

문제점 해결과 

시민과 관광객 

모두 상호문화 이해를

통한 상생으로서 

서울관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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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强

환대 · 배려

• 관광객 환대문화 저변 확산

•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

• 방문객 책임관광 실현

관광안내

•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보 전달체계 구축

• 서울관광 종합 안내센터 개설

• 맞춤형 관광안내인력 양성

관광콘텐츠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관광상품화

•서울관광 추천코스 100선 선정 및 홍보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로지원

•서울 각지 · 권역별 특색이 드러나는 콘텐츠 개발

서울특별시(2016) 서울관광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정성조사 보고서

• 서울시민이 서울의 주인으로서 외래관광객을 환대하려는 인식 부족과 외래관광객의 서울의 

관광장소와 지역별 특징 및 관광 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의 문제점이 대두됨

• ‘환대’와 ‘배려’가 공존하는 상생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이 외래관광객을 환대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 계도가 이루어져야하며, 외래관광객 역시 지역주민의 주거

권과 생활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관광 유도가 이루어져야 함

 시사점

• 3無 3强 혁신과제를 통해 개별관광객이 찾고 싶은 도시로 질적 개선 

• 문화가 서로 다른 관광객과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개방 및 환대 의식개선

도 필요

  서울관광 3無 3强 대책 

부당요금 환대 � 배려덤핑상품 관광안내여행불편 관광콘텐츠

불편, 불만, 불신을 초래하는 
3요소 혁파

「서울관광 3無 3强 대책」 추진

만족도와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일 3요소 강화

 3無 3强 혁신과제 방안

구분 대책 주요내용

3無

부당요금 

• 가격 기준 설정 및 표준화, 가격표 부착 등의 제도적 보완

• 부당 요금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신고처 홍보

• 단속 시점, 단속 주체 등에 변화를 주어 단속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저가/저질

상품

• 여행사 등록 요건 강화 및 저질 상품 제공업체 처벌 강화 등으로 저가/

저질 상품 규제 및 여행사 수 관리

• 상품 개발 자료 제공 등 고품질 상품 개발 독려

• 통합 인증제 및 가격대별 상품의 서비스 수준 정보 제시

여행활동 

불편 근절

•FIT 눈높이에서의 교통/편의시설 점검 필요

• 숫자, 이미지를 활용한 표지판, 메뉴판, 대중교통 노선안내도 마련

• 주이용 길 찾기 App 제공 정보 확대 및 자체개발 App 홍보 확대

• 이용자 중심의 지도 및 셔틀/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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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조사 개요

정량조사

•정량적 자료의 일관성과 신빙성 유지 
• 외래관광객 조사 및 서울시민의 의견 조사 등 

적절한 자료 수집과 분석

정성조사

• 서울의 관광 현황 및 관광산업 네트워크를 이
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매핑(mapping)한 통
한 정성적 자료 수집 분석

01.

외래관광객
의견조사

02.

외래관광객 
심층면접조사(FGI)

03.

전문가
의견조사

04.

관광사업체
심층인터뷰

05.

서울시민
여가실태조사

06.

정책담당자
인터뷰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서울시 관광 중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방향성 제안

+

조사구분 연구조사 필요성 조사 진행 관점 및 내용

외래 관광객

정량조사

• 서울관광발전 방향성 모색 근거 활

용 및 외래 관광객 요구사항을 반영

한 정책 제안

• 각 과제가 도출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데이터 수집 필요

• 서울시 실태조사 내용(서울여행 준

비 및 일정 숙박시설, 대중교통, 여행

주요활동 소비실태 항목)외 설문항

목을 추가 구성하여 사전 제공 

• 외래 관광객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한 실행과제 도출 및 논리적 근

거 제시

외래 관광객

심층인터뷰

(FGI)

•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힘든 외래 관

광객의 구체적 의견 반영

• 서울시 관광에 대한 만족 요인, 문제

점, 서울시 관광의 특성, 개선방안 등 

내적인 상태와 관광 경험을 인터뷰

를 통해 조사

• 사전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외래 

관광객 서울 관광체험결과에 대한 

인터뷰 실시

• [서울시 관광 경험] 관광지에서의 느

낌, 체험 참여나 체험 후 느낌, 관광

목적지 결정  요인 등

• [서울시 관광 프로그램] 몰입 경험, 

일탈성, 놀이성 등 서울 관광경험정

도, 외적 흥미요인 등

• [서울시 관광 개선사항] 서울 고유의 

특성 반영 정도 및 개선사항, 발전방

안 모색, 전반적인 불편사항 및 만족

도, 재방문 의도 등

조사구분 연구조사 필요성 조사 진행 관점 및 내용

전문가

인터뷰조사

• 서울관광발전계획 정책 전문가 의견 

수렴

• 관광 전문가의 서울 관광에 대한 의

견 수렴을 통한 현실적 정책 방안 

제안

• 서울관광발전계획을 위해 직 · 간접

적으로  관련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연구수행 공조체계 구축

• [서울 관광 방향성] 서울관광의 방향

성, 타 도시와의 차별성, 해외관광도

시 정책 사례

• [외래 관광객과 서울시민 ] 관광객과 

서울시민의 관광만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향 

• [서울공간과 관광산업] 공정한 산업 

간의 관계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광 상품 유통과정 시스템, 불공정

한 관계 대처 방안 등

관광사업체

인터뷰조사

• 관광  사업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

한 현실적 정책 방안 제안

• 공정한 산업 간의 관계를 위한  관광

업체들의  현황 파악과 관광 상품  가

치사슬 프로세스 과정 검토

• 사전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여 관광업

체의 관광 상품 유통시스템 문제점 및 

공정한 산업 간의 관계 등 의견 수렴

• [관광 사업체 운영 현황] 관광업체 운

영 시 문제점, 상품기획구성방법 등

• [사업체 운영 및 상품 기획 시 불편사

항 및 개선 사항] 사업운영 및 상품개

발 측면,  홍보 및 마케팅 측면, 재정 

측면, 지원 정책 측면 등

• [관광 산업간 관계] 공정한 산업 간의 

관계를 위한 의견 수렴, 관광 상품 유

통과정 시스템 현황, 불공정한 관계 

사례 등

서울시민

여가

실태조사

• 서울시민 중심의 정책 반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정책 근거 마련

• 서울 시민들의 서울 관광에 대한 의

견 수렴을 통한  현실적 정책 방안 

제안                                         

   [ 서울시민들의 정책 방안 제시 및 발

전계획 상의 근거 마련에 활용]

• 서울시민 20세 이상 65세 미만을 가

상의 모집단으로 서울시 각 구별 인구 

비례 비 표본 설정 대표성 보완 가능

• 온라인 조사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설문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조사에 비해 좀 더 

신중하고 진솔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담당자

조사

• 기존 서울시 관광정책의 성과와 개

선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향후 정

책 과제 방향성을 제시

• 서울시 관광정책과 및 관광사업과의 

정책담당자의 사업추진 아이디어 및 

방향에 대해 향후 정책적 적용이 가

능한지 여부를 파악

• 각 팀별 인터뷰를 시행하며, 관광정

책과 관광정책팀, 마이스산업팀, 지

역관광진흥팀, 관광산업지원팀, 관

광사업과 관광마케팅팀, 관광정보

팀, 관광안내서비스팀, 특화관광사

업팀, 서울관광재단 등 총 9차례 인

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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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안내서비스 이용현황 

• 서울여행 중 이용한 관광안내서비스는 이용경험이 없음(59.4%)이 가장 높았고, 서울관광

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32.1%), 움직이는 관광안내소(7.9%), 관광경찰(0.5%) 순으로 나

타남

• 이용한 관광정보형태는 서울관광가이드북 및 지도(56.6%), 서울관광홈페이지(29.1%), 서

울관광 어플리케이션(4.4%)순으로 나타남

  관광안내서비스 이용경험 및 관광정보이용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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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경험 없음

 서울관광 가이드북 및 지도

 서울관광 소셜미디어

 서울관광 홈페이지

  서울관광 어플리케이션

56.6

29.1

7.3

4.4
2.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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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용경험 없음

 관광안내소/관광정보센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관광경찰

59.4

32.1

7.9

0.5

 시사점

• 서울 여행 정보가 집적된 공간이 필요하며 서울 관광홈페이지를 외래 관광객 자국의 

포털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서울 여행 중 관광 안내서비스는 가이드북이나 지도를 많이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정보센터 등에 관련 정보들을 잘 배치하고 편의점이나 관광객 집객시설에 

서울관광지도 및 서울관광안내정보지 배포 필요

 

 서울관광 정보획득 과정 

• 외래 관광객은 대체로 PC인터넷(38.1%) 및 모바일 인터넷(26.9%)을 통해 서울관광정보를 

획득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서울 관광정보 획득경로는 자국의 포털 사이트(69.5%)로 가장 높았고, 2위 

소셜 미디어(12.4%), 항공사 호텔 공식 홈페이지(7.1%)순으로 나타남

•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로는 구글(56%), 바이두(22.8%), 야후(11.8%)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 관광정보 획득 경로 및 온라인 세부 정보  경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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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호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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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홈페이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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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C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친지/친구/동료

 여행사

 관광안내서적

 언론매체

 관광시설 내 QR코드

 기타

38.1

26.9

20.1

11.4

1.7 1.4
0.2 0.3

 시사점

• 해외 글로벌 사이트와 연계한 서울 관광 마케팅 및 홍보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 표적시장의 출발 전 자국 내 이용이 많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마케팅 필요

2. 서울시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

서울 관광 인터넷 

정보획득(65%), 

자국 포털사이트 

이용(70%) 

글로벌 사이트 및 

자국 내 포털사이트

서울관광정보 노출 

및 마케팅 강화

서울여행 중

 관광안내 및 

관광안내소 이용이 

비교적 낮고,

서울 공식 

관광정보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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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관광객 식도락 관광활동 및 선호도 

• 서울 여행 중 참여한 관광활동으로는 식도락(78.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중복응답)

• 외래 관광객이 서울여행 중 가장 바라는 요인으로는 서울고유의 먹거리 체험의 기회(4.03

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음식(4.46점)이 가장 높게 나와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한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한식(94.8%), 길거리 

음식(63.1%), 카페/커피전문점 49.2%(중복응답) 순으로 나타남 

  식도락 관광활동 및 서울 고유의 먹거리 체험 선호 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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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체험

 박물관/전시관/미술관 방문

 테마파크

 유흥/오락

 한류문화체험

 온천, 스파, 찜질방, 사우나

 공연관람

 뷰티관광

 휴양, 휴식

 업무수행

 레포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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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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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

 기타

 서울고유의 먹거리 체험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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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콘텐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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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유성 확보

 서울을 거점으로 한 지역 연계 
     관광 상품

 서울의 특화 관광안내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서울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서울시민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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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시 중요한 요인 및 경험한 음식의 유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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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서울관광의 주요 매력활동으로 음식체험을 원하고 있어 단순 음식체험뿐만 아니라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식음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서울의 특색 있는 맛집을 중심으로 관광 코스 개발 필요

 역사 및 전통문화체험 

• 고궁 및 역사 유적지 방문활동은 서울 방문기간 동안 쇼핑관광 · 식도락관광 다음으로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는 활동임

• 역사문화관광지 중 4대고궁(63.8%)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조사됨

• 참여한 전통문화체험은 한국 전통의상 체험(62.3%), 수문장 교대의식(48.9%), 전통숙박체

험(19.3%) 순으로 나타남

  역사문화관광지 이용현황 및 전통문화체험 참여 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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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4대 고궁

 동대문(흥인지문)

 북촌한옥마을

 남대문(숭례문)

 광화문

 명동성당

 남산골 한옥마을

 경희궁

 봉은사

 조계사

 기타

 한국 전통의상 체험

 수문장 교대의식

 한국 전통숙박 체험

 한국 전통음식 체험

 한국 전통예술 체험

 고궁 야간 특별관람

 남산 봉수대 전통문화공연

 기타

 시사점

• 유 · 무형의 문화유산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 상품 추진

• 전통시장 매니저, 통인시장 엽전도시락 카페와 같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색 상품 개발, 주변 관광지와 연계 등의 검토 요구

식도락 관광활동 

참여(78.3%), 

한식(94.8%) 및 

길거리 음식 체험

서울고유의 

먹거리 체험 욕구 

강함, 음식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 필요

4대 궁 중심

역사관광지 집중방문, 

다양한 형태의 

한국 전통 

역사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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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 불만족 및 불편요인 

• 서울 여행 중 불만족 요인으로는 숙박시설 및 관광지에서의 예절 문화(3.7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민과 관광객의 말이나 행동(3.50점) 순으로 나타남

• 서울 불편요인으로 건축물 및 거리 문화의 혼잡성(3.41점), 관광지나 쇼핑지역 혼잡성 

(3.29점)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여행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요인으로는 언어소통이 어려워서가 25.2% 가장 높게 나

타남

• 그 다음으로는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15%), 서울시민이 불친절해서(10.2%), 택시, 콜벤 등

의 바가지요금이 심해서(9.2%)로 순으로 나타남

• ‘언어소통’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불편했던 점으로는 서울시내 길 찾기, 교통안내표지판 등에 

외국어 표기가 부족해서 불편함(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서울 관광 불만족 및 불편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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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및 관광지 예절 문화

 대중교통요금 및 쇼핑문화

 음식점 서비스 및 식사 문화

 서울생활문화 정보의 양

 서울시민과 관광객의 말이나 행동

 상업 행위 간판 건축물 등의 
    혼잡성 및 거리문화

 관광지(북촌,서촌 등)와 서울시민
    주거지 구분

 관광지나 쇼핑지의 혼잡성

 언어소통 불편

 교통 혼잡

 서울시민들의 불친절함

 택시, 콜벤 등의 바가지요금

 쇼핑 시 호객행위 

 물가가 너무 비쌈

 관광명소가 없음

 음식이 입에 안 맞음

 교통수단 이용 불편

 서비스 중 사원들의 불친절

 쇼핑시 바가지 요금

 여행정보를 구하기 어려움

 기타

 시사점

• 관광지 주변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에 외래 관광객 위한 대처 매뉴얼(다산콜센터 등) 

및 안내 서비스 교육 필요

• 개별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안내 체계 구축 필요

• 대중교통 버스(기사), 지하철(종합안내센터) 직원의 기본적 언어교육 필요

• 관광안내소의 접근편의성 및 이용 서비스체계 정비 필요

• 서울시 주요 관광지별 최대 수용가능한 관광객의 수요 측정 체계 요구

• 서울 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연계 확대 필요

 한류문화 체험 참여정도 및 방문지역 

• 참여한 한류문화체험활동으로는 한류관련 상품 구매(50%), 한류스타 단골명소 방문 

(37.9%), 촬영지 방문(34.4%), 콘서트 참관(25.1%) 등으로 나타남

  한류문화체험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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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한류와 연계한 관광 상품은 주요 매력요소이며, 서울시는 타 지역보다 관련 콘텐츠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비교적 한류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이 용이함

• 한류와 공연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이에 대한 인플루언서의 직접 

홍보 방안 활용 필요

•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및 문화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

한류 관련 

상품 구매나 한류스타 

단골명소 방문 등 

소극적인 관광활동 

참여, 

한류문화 연계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화

관광지에서의 

예절 문화 부재, 

언어소통 불편, 

관광 안내소 찾기 

어려움, 

안내원 설명부족 

순으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기회 제공 및 

서비스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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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 평가 

• 서울을 여행지로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행 이후 가장 만족하는 항목은 ‘치

안’임

• 서울을 여행지로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항목으로는 치안(4.51점), 음식(4.46점), 

가이드 친절성(4.43점), 가이드 전문성(4.39점), 숙박(4.37점) 순으로 나타남

• 재방문 의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절반을 넘는 

53%는 매우 높은 재방문 의사를 나타냄 

  서울 관광 선택 시 중요 사항 및 재방문 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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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

 이용 관광 상품

 여행경비

 숙박

 서울시민 친절도

 관광종사원 친절도

 가이드 친절성

 가이드 전문점

 거의 없음

 보통

 다소있음

 매우 있음

 재방문 의향 없음

 재방문 의향 있음

 시사점

• 여행하기 안전한 도시 이미지 지속적 강화 

• 관광 안내원 및 가이드 전문성 강화 및 재교육 의무화를 통한 서비스 고품질 유지

• 재방문 고객 맞춤형 콘텐츠 지속적 개발 및 투자

 서울관광에서의 현지 생활 체험 욕구 

• 서울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한 주요 요인으로는 맛집, 카페 등이었으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 위주로 찾아다님(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대형마트, 시장, 서울의 맛집 방문 등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일본인의 관광활동 형태

가 나타나고 있음(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관광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특색의 음식 체험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는 편임(대만/

홍콩 관광객인터뷰 결과)

• ‘현지 생활 체험’과 같은 새로운 관광 욕구가 관광지 선택에 고려 대상으로 작용함(대만/홍

콩관광객인터뷰 결과)

• 주로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장소를 선호함(비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대중적인 관광지보다 최근 한국인들에게 선호되는 핫플레이스를 선

호함(구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 다른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곳을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함(미주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서울 시민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울시민들이 자주 가는 장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을 위한 일상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최근 시민이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 개발을 통해 서울의 대중적 관광지 이외의 독특한 

관광대상 개발 필요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동의 편의성 

• 계단이 많아 여행 캐리어를 들고 다니기 불편함(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지하철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함(비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 이동 편의성은 중요한 선택 항목이므로 우선적으로 관광지

와 근접한 지하철 출구를 중심으로 여행 캐리어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정책이 필요

• 기존의 엘리베이터 사용 노약자 및 장애인 사용 중심의 표시들에 추가적으로 여행 캐

리어 동반 이용객 표시 및 사용 안내 등의 도입 필요

치안 안전성, 음식

(맛과 서비스), 

가이드 친절성 등 

서울여행 결정 시 

중요 요인 작용

서울일상체험 욕구 

강함,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 

방문 선호

지하철 및 

주요 관광거점 

지역 여행캐리어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필요

3. 외래관광객 인터뷰조사(FGI)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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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도보관광 코스  

• 주요 방문 장소로는 고속터미널 쇼핑, 반포대교 인공호수, 한강공원 도보코스 등으로 나타남

(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지하보도의 쇼핑관광과 한강주변의 도보관광을 선호함(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서울 여행 계기 및 호감 영향 요소로 다양한 도보관광코스을 꼽음(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기존 도보관광은 코스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대중교통과의 연계 시스템 필요

• 도보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및 안내체계 정비

•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및 도심관광자원 연계 신규 코스 개발 � 운영

• 대기질환, 계절영향(여름 고온현상 및 장마, 겨울 한파주의보) 등 환경변화에 덜 민감

한 주요 관광지와 쇼핑관광 연계 중심으로 실내 도보관광코스 개발 필요

 서울만의 매력 요인 

• 서울에 대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꼽음(중국 관광객인터뷰 결과)

•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풍경 또한 매력요인으로 작용(대만/홍콩 관광객인터뷰 결과)

• 한국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사계절의 매력으로 응답하기도 함(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 주요 방문 장소로는 반포대교 인공호수, 한강공원 도보코스, 고속터미널 쇼핑 등으로 나타남

(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서울이 가진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신규 발굴 및 확대

• 서울의 사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울만의 매력을 어필할만한 관

광 상품화 필요

• 한강, 산, 생태공원 등 서울의 우수한 생태자연을 외래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매개체(생태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필요

 각 지역별 현지 일상화 체험 및 수용력 관리 등의 역할 강조   

• 유명한 숙박시설보다 현지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선호(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전통시장에서 현지인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음(중국 관광객인터뷰 결과)

• 그 지역 주민이 가이드로 활용하여 여행 정보나 문화 소개 요구(미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 관광지선택별 고려사항으로 무슬림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꼽음(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지역상인 및 민간숙박업소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마을 역량 강화 필요

• 자치구별 전통시장을 활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 필요

• 마을주민이 관광가이드로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관광 해설사 필요

• 서로 다른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교육 및 관광객 서울 생활 안내 서비스 필요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높은 만족도 

•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과 한옥체험에 대한 매력을 느낌(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고궁에서의 한복체험에 대해 만족하고 인상적이라고 평가함(중국 관광객인터뷰 결과)

• 한국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음(구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 한복 체험, 막걸리 만들기 체험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함(미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한국전통문화체험에 대한 요구와 만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시킬 만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내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가능

• 한복체험과 같이 관광을 하면서 다양한 한국적인 전통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통체험콘텐츠 지속적 개발 지원 필요

서울시민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선호, 외래 관광객 

대응할 수 있는 

자치구별 수용태세 

및 마을역량 

강화 지원 필요 

한국전통문화체험 

욕구 및 만족도 

높으며, 

전통체험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개발 필요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대중교통과 도보관광

코스 연계를 통한 

편의성 개선 필요

서울 자연환경 

매력요인 작용, 

서울의 산과 강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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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안내 서비스 개선  

• 지하철 사내 외국어 번역 오류로 인한 불편함(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지하철 환승 및 출구에 대한 정보 부족(중국 관광객인터뷰 결과)

• 서울관광의 불만족 사항으로는 지하철의 환승 정보 및 버스의 노선 안내 서비스 부족(대만/

홍콩 관광객인터뷰 결과)

• 서울관광에서 불만족 요인으로는 지하철 노선도의 방향 구분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응답함

(비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구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지하철 및 버스 노선도 안내체계 외국어 개선 및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픽토그램 체계 

사업 필요 

• 지하철 역사 내 환승정보 및 타 대중교통 연계 정보 안내 등 주변 관광지 안내표시판 

설치

• 지하철 노선도 및 방향표시 재검토

 서울 정보탐색 과정 

• 여행 전 자국 포털 검색을 통해 주로 정보탐색을 하며, 여행사를 통한 예약보다 직접 글로벌 

OTA 채널을 이용하여 숙박시설 및 항공권 예약(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정보탐색 채널은 자국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며, SNS(위쳇)로 방문후기를 살펴봄(중국 관광

객인터뷰 결과)

• 정보탐색 채널로는 주로 구글을 통해 검색(대만/홍콩 관광객인터뷰 결과)

• 서울 정보 탐색은 SNS(페이스북, 블로그)를 이용하며, VISIT KOREA, VISIT SEOUL을 사

용함(비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 서울 정보 탐색은 글로벌 OTA 사이트만 주로 이용함(구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 많으나 정보 부족으로 체험 못함(구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관광객 자국의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서울에 서울 숙박업 및 관광프로그램 홍보

필요

• 각 권역별 주로 이용하는 SNS나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을 홍보하는 등 권역

별 차별화된 홍보 방안 필요 

• 주요 검색 포털 사이트로 구글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사이트와 협업하여 서울관광 

홍보 마케팅 필요

• 글로벌 OTA 사이트에 대응하는 관광전략체계 고려와 함께, 국내 여행업계 및 OTA를 

이용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

 선호관광지 및 관광활동 

• 한류 콘텐츠를 통한 간접 경험이 서울 도시에 대한 호감을 형성(대만 / 홍콩관광객인터뷰 

결과)

• 한류와 연계된 유명관광지 선호하며, 서울관광계기로 한국드라마, K-POP문화에 대한 관심

으로 방문함(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 대부분 K-culture의 영향을 받아 서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방문 결정(미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 아이돌 콘서트에 관심 매우 높음(구주 · 비무슬림 관광객 · 미주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K-pop, K-beauty 등 대중문화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대상 관광콘텐츠 상설 운영

• 공연콘텐츠 활용을 통한 서울 여행의 고부가가치화

지하철 및 

버스 안내체계 불편,

통일된 안내체계 

및 정보제공 필요

숙박시설

(글로벌 OTA) 및 

항공권 직접 예약, 

관광정보 검색은 

자국 포털사이트, 

글로벌 검색사이트 

이용

한류 연계 관광지 

선호 K-culture 

활용한 서울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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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광 시장 마케팅 확대 및 위기 대응 

• 한국의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음(중국/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할랄 음식 및 기도실과 같은 무슬림 문화 배려(무슬림 관광객인터뷰 결과)

• 음식점과 길거리 할랄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무슬림관광객 

인터뷰)

• 사드 원인으로 한국여행 선택 시 제약 존재, 정확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존재(중국 관광객

인터뷰 결과)

 시사점

• 일본 중국의 경우 서울 관광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프리미엄 고객 우대 필요

•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 및 음식점(할랄 전문점) 확대마련이 요구됨

• 정치 및 경제, 재난 등 물리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및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 구축 필요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의료관광 서비스가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음(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대부분의 외래 관광객들이 체험 프로그램의 가격에 매우 민감하나, 구주 외국인들의 경우 고

품격 체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구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시사점

•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서울형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고품격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강화

 관광환경 변화 대응 및 개선 

• 서울관광 시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것에 가장 만족함(일본 관광객인터뷰 결과)

• 무료 와이파이 연결 상태 만족(구주 관광객인터뷰 결과)

•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의 경우 와이파이 사용의 불편함을 겪는 경우 발생(무슬림 관광객

인터뷰 결과)

 시사점

• 서울시내 무료 와이파이 가능 존(zone) 확대 운영 필요

• 무료 와이파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여행 중 지속적으로 모바일을 사용하기 때문

이므로, 모바일 기반 서울여행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수시 제공 필수

• 숙박부터 체험 상품 및 이벤트 참여까지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활용 운영 및 홍보 

필요

 

의료관광 및 

프리미엄 관광 등 

고품격 

체험 서비스 선호

무료 와이파이 등 

편리한 모바일 

활용 환경 구축,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댐

새로운 관광시장 및

잠재방문객을 위한 맞

춤형 관광 상품개발

및 실질적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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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정책 추진의 수혜자로서 서울시민 포함이 타당 

• 서울만의 철학과 서울만이 가지는 관광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서울시민을 우

선으로 고려한 전략 배치는 정책적으로 가치 있는 접근이며, 이는 향후 지방 정책으로 확대

가될 것임(전문가 A)

• 현재 서울시 정책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콘텐츠 중심으로 양적팽창에 치우쳐 

있으며, 이에 따라 내국인의 관광 복지적 측면에서의 관광정책 접근이 필요함(전문가 C)

 시사점

•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및 내국인이 행복한 여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환

경 마련 필요

• 서울시민이 좋은 여행기회와 여행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정보 제공 확대, 

관광체험 기회 증진 필요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광생태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 관광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며, 현재 관광산업 생태계 구조는 관광사업체 육성에 한계가 존

재함(전문가 C)

• 급격한 관광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게 함께 호흡하는 정책으로서 민간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전문가 A)

• 정책의 개발은 생산-유통-소비라는 프로세스에 맞게 구성되어야하며, 이에 산학연이 연계

하여 관광이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전문가 C)

• 미국의 ‘2012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의 경우, 특정 주제 현안을 시에서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R&D 이슈를 고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전문가 B)

 시사점

• 외관광기업의 영세성, 관광의 외생변수에 따른 위기 심화 등에 따라 강소 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서울관광을 이끌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저가관광, 불공정관광 등 관광산업에 위협이 되는 문제점 개선

•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광생태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지원할 관광

R&D 기구의 마련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생태계 진흥 정책 마련  

• FIT 확대 및 모바일 활용 여행 비중 증가로 인해 현재 관광산업의 글로벌 OTA 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수수료 지출 증가로 인한 수익 악화 등 불공정한 구조가 형

성됨(전문가 D)

• SNS와 OTA 결합 및 구글과 메타서치 엔진의 수익적 병합으로 진화되는 추세이며, 기존의 

검색엔진 기반과 SNS 기반을 통한 OTA 대응 방안은 한계가 존재함(전문가 A)

• 국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자원 확보, 체험관광에 대한 정보 탑재, 수수료 규제 방안 등 OTA 

대응 체계 구축 필요(전문가 C)

• 도시 민박업 문제는 주거공간의 피해, 임대료 상승, 주민 생활권 침해와 같은 오버 투어리즘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이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형태로서 도시 민박업 양성화 방

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전문가 B)

 시사점

• 수수료 규제 방안 등 건전한 관광기업 및 OTA 생태계 조성 �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 체험관광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자원과 체험내용에 대한 정보(소싱) 

발굴 및 탑재 지원 

•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 조직 및 구성원을 통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체

계 마련

• 서울 시민만이 아는 정보 탑재와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정보 구축

• 서울형 민간 OTA 운영 및 지원 확대  

 

 서울관광의 매력적 콘텐츠 발굴  

• 이민자들의 그룹 공간을 바탕으로 에스닉 투어리즘 활성화 필요 (전문가 B)

• 한류에 대한 콘텐츠는 주로 K-POP에 치중, 한류와 관련된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및 확대 

필요(전문가 A)

• 럭셔리 관광객을 위한 고품질-고부가 특화상품 개발(전문가 C)

• 외래 관광객의 선호하는 뷰티와 패션을 연계한 동대문, 패션뷰티 상품 등 여러 산업과 연계

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전문가 C)

• 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일환으로 부유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필요(전문가 C)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정책 

중심에서 

서울시민 및 내국인에

대한 관광정책 

우선 접근 필요

관광환경 변화 및 

관광이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4. 전문가 인터뷰조사 결과

관광산업 글로벌 OTA 

업체 의존도 증가 및 

오버투어리즘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K-POP에 치중된 

한류 전후방 사업과 

연계 다양한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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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소외계층 및 새로운 관광시장 요구도 반영  

• 관광객의 소규모화, 포화 상태의 중화권 관광객 등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에서 수입을 창출하

도록 노력이 필요함(여행업 조사결과)

• 무슬림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음식과 시설 및 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

고 있음(여행업 조사결과)

• 내국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및 제도 개선은 결국 외래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제공

하는 정책임(여행업 조사결과)

 시사점

• 관광시장에 따른 목표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차별화 필요 

• 목표시장 시장별 서울 관광 상품 개발 및 육성 필요

•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무슬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며, 무슬림 관광수용태

세 정비 및 친화 관광수용 환경에 대한 지속적 유지 관리 필요

• 노동약자의 관광 향유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휴가비 지원 등 

새로운 정책 필요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의 여행활동 지원 확대 필요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 선순환 관계 마련  

• 서울을 오는 관광객에게 서울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여행업 조사결과)

• 거주지의 외국인 방문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의 의견을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필요함 (여행업 조사결과)

• 북촌마을과 같은 일상 거주지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

편이 가중되고 관광객의 관광 질이 저하됨에 따라, 관광객 분산 정책 등 관련 제도 마련 필요

 시사점

• 관광객이 서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서울관광 팁 등 제공 고려 

• 서울시민의 글로벌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필요

• 서울 관광 수용력 및 혼잡도 진단 지표 개발로 서울 관광 전반의 수용력 점검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시사점

• 한류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K-pop뿐만 아닌, K-beauty, K-drama 등 한류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외국인 마을 슬럼가 환경조성 및 재정비를 통한 이국정서를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

• 부유층, 실버세대 및 특수층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수요 증가함에 따

라 여러 산업과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융 � 복합 관광 상품 육성 활성화 정책 필요

•럭셔리 관광이 증가함에 럭셔리 박람회와 민간네트 워크 구성 필요

 개별관광객(FIT) 수용태세 및 지방연계 상생관광 실현 

• 호텔 컨시어지, 관광안내소 등 옵션 투어 정보 획득 및 예약 시스템 연계가 전무한 실정(전문

가 C)

• 현재 FIT 옵션투어 상품 미비, 소비자에게 다양한 매체별 관광 정보 제공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전문가 E)

• 당일 체험상품투어, 반나절 체험상품 투어 등 FIT 옵션투어 활성화 필요(전문가 C)

•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 결합 형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필요(전문가 E)

 시사점

• 개별여행객(FIT) 중심의 관광정보 및 관광 상품 예약이 가능한 위상체계 마련

• 다양한 옵션 투어 프로그램 개발 후 일선 호텔 컨시어지 및 관광 안내소 등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서울 -지역 간 관광 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소통 체계 형태의 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

영 필요

개별관광객을 위한

단일형 반일형 등 

옵션투어 상품 개발

및 연계 시스템 및 

서울-지방간 도시 

결합형 네트워크 

구축 필요

관광객 소규모화 

및 무슬림 관광객 

증가 등 관광소비자 

및 관광형태 변화,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정책 개발 필요

외래 관광객의 

서울 관광팁, 

일상 관광지 

정보 등의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과

마찰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5. 관광사업체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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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 일반적으로 관광 코스는 보편적인 코스로 진행되고 있어, 관광 코스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임(여행업 조사결과)

• 도심(명동, 남산 주변)내 면세점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야기됨(면세업 조사결과)

• 방문객은 한국의 전통과 자연을 느끼기 위해 방문함(관광 편의시설업 조사결과)

• 외래 관광객은 자연 친화적 요인으로 주로 방문하며 공원을 선호함(관광 편의시설업 조사결

과)

 시사점

• 여행사에 일임하였던 관광코스 관련 컨텐츠를 전문 관광상품 기획팀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존 관광지 일대를 연계한 관광 상품 조성 및 핫 플레이스 명소화추진

• 노을 시간의 하늘공원, 저녁시간의 한강분수 등 서울시의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서울

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 계절별 축제, 주제별 축제 등을 개발하여 축제도시 서울을 만들고, 이를 여행사와 연

계하여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에 있던 관광 매력물 및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문화 쇼핑 코스 개발 필요

• 도심 속 면세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투어버스 도입으로 쇼핑관광 및 주변관광 연계 

유도

• ‘산과 강’을 활용한 생태관광콘텐츠 육성 필요 및 산과 한강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수

상관광이 결합된 관광 상품 개발 필요

• 세종대로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지로 연계하여 근현대 서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관

광 명소화로의 추진이 필요함

 차별화되는 고품질 관광 상품 개발  

• 럭셔리 투어와 같은 비싼 상품을 팔고 싶으나 상품 정보가 부족함(호텔업 조사결과)

• 권역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가의 상품을 원하나 일반적인 여행상품

코스와 큰 차이 없는 상품이 대부분임(여행업 조사결과)

 내국인 중심 인프라 개선 및 개발  

• 최근 들어 내국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호텔업 조사결과)

• 국내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맞춤형 목표시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호

텔업 조사결과)

• 내국인이 90%이상 방문하며, 외래 관광객은 10%내외로 나타남(관광객 이용시설업 조사결과)

• 주 대상은 내국인 관광객이며, 현재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은 전체 5% 수준으로 추정함

(유원지 시설업 조사결과)

• 청소년 대상 할인 가능한 관광시설 및 관광지가 적음. 대부분 어린이와 어른, 소인과 대인으

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할인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여행업조사결과)

• 내국인 서울관광 체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지원 강화

 시사점

• 개별 국내관광객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및 무료충전 이용 홍보 필요

• 청년을 위한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맞춤 통합할인서비스 제공 필요

• 국내 관광객의 서울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광역 체류 관광 상품 운영 필요

 공공기관 관광정보 신뢰성 강화  

•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정보가 한정적인 상황임(관

광객 이용시설업 조사결과)

•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들의 관리가 필요함. 임대 받아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이 필요함(호텔업 조사결과)

•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관광객 정보 수집 시 혼돈 발생(여행업 조사결과)

• 호텔 콘시어지나 데스크에서 고객으로부터 관광정보 요청 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

달이 어려움(호텔업 조사결과)

 시사점

• 지속적인 관리와 객관적인 관광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관광데이터 센터 개설 필요

• 서울형 관광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광정보 연계 관리 필요

증가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개발

및 인프라 개선

공식적인 관광정보 

공유 창구 및 

공간 마련, 지속적인 

관광정보 업데이트 

및 관리 등의 요구

서울 일상관광, 

쇼핑관광, 축제,

전통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 코스 및 다양한

관광 매력물 개발

고품격 관광 상품 

부재로 인한 

고부가 가치 

창출저하, 

럭셔리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및 

홍보 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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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희소성이 있는 고소비형 관광 상품 개발 및 민관이 주도하는 럭셔리 관광 상품 발굴

• 럭셔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형 트레블 마트 개최 및 해외 트레블 마트 참가를 통

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필요

 민 · 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합기구 개발  

• 정부차원에서의 모임, 간담회 등 여행업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함(여행업 조사결과)

•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으나 이를 들어주거나 반응해주는 채널 기구가 없음(호텔업 조사결과)

• 과거 법에 따라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현재 이에 따른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음(유원지시설업 

조사결과)

• 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영리 단체라는 협회 성격 상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관광협회 조사결과)

• 서울관광산업과 관련된 센터 등을 설치하여 서울관광의 혁신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관광협회 조사결과)

• 점점 협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어려움과 회원사와 지자체의 중간 위치에서 조율에 어려

움이 있음(관광협회 조사결과)

• 관과 민의 협력을 통한 공조체계 필요(관광협회 조사결과)

•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호텔업 조사결과)

• 서울시 및 기초지자체 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 협업을 통해 행사 지원함(관광객이용시설업 조사결과)

• 지속적으로 관광업계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시사점

• 관광관련 기관 및 해외 관광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 필요

• 서울관광산업과 관련된 본부를 설치하여 서울관광의 혁신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

원 필요

•관광소통의 장 마련과 정책 제안 및 관광 분야 의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 조성

•중앙부처-서울시-민간협회-사업체간의 위기상황 공유를 위한 플랫폼 마련 필요

 관광사업체의 자생력 강화  

• 숙박 다이렉트 부킹시스템 개발 통한 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함(관광협

회 조사결과)

• 외생변수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미흡

함(호텔업 조사결과)

• 현지여행사에서 하나의 여행상품을 가지고 국내의 인 바운드 여행사에게 상품 구성을 요구

하면서 가격저하가 나타남. 이에 국내 여행사는 쇼핑관광 등 저가, 인센티브 관광에 치우치

게됨(여행업 조사결과)

 시사점

• 서울형 글로벌 OTA 지원 및 국내 민간 OTA의 행 · 재정적, 법률적 지원 필요

• 외생변수 등에 위한 관광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개발 필요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을 위한 연구 · 정보공유 · 마케팅  

• 서울관광산업과 관련된 센터 등을 설치하여 서울관광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이 가능하

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관광협회 조사결과)

• 서울 관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인 움직이는 안내소라는 콘텐츠는 일본 동경과 제주도에

서 벤치마킹이 진행됨(관광협회 조사결과)

 시사점

• 해외 현지 프로모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교역전 참가, 스타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

팅 채널에 대한 활용이 필요함

• 서울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R&D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연구를 지원하도록 함

• 서울 관광의 노하우 축적을 위해 국제관광개발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 프

로그램 및 연수 지원 등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 도모

민 · 관의 관광정책 

협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민간기관 · 사업

체의 한계 및 

문제점 발생

외생변수에 따른 

매뉴얼 부재, 

글로벌 OTA 등의 

외부적 문제에 따른

민간기관 · 사업체의 

자생력 약화

서울관광객 및 

관광현상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한 

관광사업자 

관광정보 공유,

마케팅 홍보 운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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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 정책 중요도  

• 서울 관광정책 중 다양한 여가 및 관광시설 확충이 78.1%(매우 중요함 13.8%, 중요함

64.3%),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79.6%(매우 중요함 23.5%, 중요함

56.1%)로 중요하다고 조사됨

• 서울 시민의 국내 및 해외여행을 위한 서비스 정보 및 문화 지원이 62.4%(매우 중요함 

15.4%, 중요함 47%),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 및 관광생활 지원이 60.2%(매우 중요함 

12.5%, 중요함 47.7%)로 나타남

 

  서울 관광정책중요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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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여가 및 관광시설 확충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 및 관광생활 지원 여행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개선 국내 및 해외 여행을 위한 서비스 정보      
및 문화지원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시사점

• 관광시설과 매력 시설 등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필요

•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 지원 제도 검토와 노동약자의 관광 향유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

필요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의 여행활동 지원 확대 필요

• 서울시민이 국내 및 해외여행 정보 지원할 수 있는 정보센터 구축 필요

 서울 관광안내정보체계  

• 서울 관광 관련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모바일, 인터넷 및 SNS(40.7%)로 획득하며, 공식홈

페이지(15.6%)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관광 활동에 있어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이 31.8%(매우 그러함 3.8%, 그러함 28%), 

정보의 접근 모름이 34.5%(매우 그러함 3.9%, 그러함 30.6%)를 차지하였으며, 공식적인 

정보 및 언론 보도를 통한 획득 35.4%(매우 그러함 4.8%, 그러함 30.6%)로 나타남

     서울 관광관련 소식 정보획득경로 및 관광정보 습득의 문제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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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인터넷, SNS

 친지, 친구, 동료

 언론매체

 공식홈페이지

 관광안내브로셔 및 홍보간판

 여행사

 기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정보 접근법 모름 공식적인 정보 및 언로보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이다    그러함    매우 그러함

 시사점

• 공식 온라인을 통한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관광콘텐츠 유통채널 연계 필요

• 서울관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능 강화 및 재정비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제공 

• 서울관광공식홈페이지 홍보 방법 강화 및 관련 관광정보 뉴스 발행

 

6. 서울시민 여가실태조사 결과

주요 관광 정보는 

모바일, 인터넷 및 

SNS 획득(40.7%) 

정보의 부족 및 

정보접근의 

어려움(66.3%)에 

대하여 관광정보의 

다양화 및 접근체계 

강화필요

다양한 여가 및 

관광시설 확충 및 

여행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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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이 원하는 관광활동 및 주요 이용 관광 교통수단  

•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관람(19.2%), 외식

(13.8%), 휴식(9%), 서울한강방문(8.6%), 서울시내 역사문화관광지 방문(7.5%)등 순으로 

나타남

• 여가 및 관광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하철(57.3%), 도보(4.3%), 자전거 (1.3%)

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말이나 휴일에 하고 싶은 활동 및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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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람

 서울지역 지역명승 
     및 풍경관람

 외식

 휴식

 서울시내 역사문화
     관광지 방문

 스포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서울시내 쇼핑 및
     복합시설

 기타

 지하철

 자가용

 버스

 도보

 자전거

 기타

 시사점

• 대학로 주변 일대에 관광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중 상설 공연이 가능한 멀티플렉스를

조성하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운영 지원 계획을 통해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지원

• 공연 관광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한 수요 확

대 필요

• 도심관광자원과 연계한 도보관광 활성화 및 관광코스 안내체계 구축 필요

• 도보관광과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연계한 도보관광 활성화 필요, 지하철, 버스 등 대

중교통과 원거리 도보 사이 공공자전거(따릉이) 연계관광 확대 필요

 서울관광의 좋았던 활동 및 장소  

• 서울에서 참여한 관광 활동 중 좋았던 활동은 쇼핑(18.3%)이 차지함

• 최근 1년 내 가장 좋았던 장소로 한강공원 및 4개 고궁(10.6%), 남산(7.9%) 순으로로 나

타남

  좋았던 관광 활동 및 장소(1년 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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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10.6 10.6

7.9

7.2

4.1

3.6
3.4

3 3

20

15

10

5

0     

18.3

13.1
12.9

11.1

9.7

7.5

5.6

4.5 4.3

 쇼핑

 식도락 관광

 공연관람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자연경관 감상

 스포츠 활동 및 관람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방문

 온천, 스파, 찜질방, 사우나

 휴양, 휴식

 한강공원

 4대 고궁

 남산서울타워

 청계천

 롯데월드

 월드컵공원/하늘공원

 인사동, 삼청동

 서울둘레길

 광장시장

 시사점

• 외부환경(매연, 자외선, 미세먼지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지하 쇼핑관광 공간 개발 및 

다양한 복합문화쇼핑 코스 개발 필요

• 핫플레이스와 한강변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서울의 산과 강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가 필요. 즉, 생태관광과 수상관

광이 결합된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평소에 하고 싶은 

활동 중 

문화예술관람, 

공연 연중 상설화

 

관광 교통수단으로 

지하철(57.3%), 

도보(4.3%), 

자전거(1.3%)순의 

연계관광 상품 활성화 

필요

가장 선호하는 

쇼핑관광을 위한 

외부환경에 대응할 수 

장소 개발 및 

한강, 산 등 

서울 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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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의 정책 방향 

• 서울의 바람직한 관광 발전 방향 중 국제화 및 문화적 개방이 80.1%(매우 그렇다 24.2%, 

그렇다 55.9%)로 가장 높게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여행친화도시 육성 41.4%(매우 그렇다 17.6%, 그렇다 23.8%), 다양한 문

화체험 확대 70.7%(매우 그렇다 17.7%, 그렇다 53%), 시민과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공

간 인식 67.9%(매우 그렇다 13.8%, 그렇다 54.1%)순으로 높게 나타남

  서울관광의 정책방향 측면                                                                      
 (단위: %)

50

40

30

20

10

0
1.1 0.5

1.3
2.9

26.9
28.7

53 54.1

0.4
3.2

55

23.8

17.6

0.5

4.3

24.2

55.9

24.2

17.7

13.8

국제화 및 문화적 개방 여행친화도시 육성 다양한 문화체험 확대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인식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사점

• 서울시민이 외래 관광객을 환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필요

• 관광객이 서울 관광을 함에 있어, 서울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홍보영상 및 캠페인 

진행 필요

• 여행친화도시 서울을 위해 관광 수용력 지표 개발 및 혼잡도 진단 지표 개발을 통해 

서울 관광 전반의 수용력 점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우선 실시

•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및 외래 관광객 친화 서비스

및 언어 교육진행 필요.

 서울 관광에 대한 서울 시민의 희망사항  

• 서울시민은 서울 관광을 통해 일상탈출의 욕구(매우 그렇다 10.4%, 그렇다 47.7%), 외래 

관광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매우 그렇다 7.5%, 그렇다 47.8%)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서울시민은 서울이 국제관광도시가 되기를 희망(매우 그렇다 29.9%, 그렇다 45.2%)하고 

있으며, 서울 관광을 통해 공간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성을(매우 그렇다 26.9%, 그렇다

52.3%)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관광을 통한 욕구 충족 및 관광을 통해 바라는 도시상                          
 (단위: %)

50

40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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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7 0.4

3.4
1.4

20.8
19

45.2

52.3

1.3

8.1

35.3

47.8

7.5

1.8

6.6

33.5

47.7

10.4

29.9

26.9

일상 탈출 욕구 외래 관광객과의 만남기회 국제관광도시가 되기를 희망 공간을 존중 및 보호할 필요성 느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사점

• 일상에서 벗어나 시공간이 결합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관광자원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의 콘텐츠 개발 및 재정비가 필

요함

• 서울이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와의 협의체 결성과 글

로벌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및 국제관광 포럼 개최 필요

서울 관광을 통해

일상탈출 및 

외래 관광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충족

서울관광을 통해 

서울이라는 공간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성 느낌

서울관광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국제화 및 

문화적 개방(80.1%), 

다양한 문화체험 

확대(70.7%), 

여행친화도시(41.4%) 

순으로 관광 정책의 

필요성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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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 정책 방향 

• 서울관광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짐 배송 서비스 등 공공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관광

객 편의성을 증진한 측면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 확대 지원 필요

• 내국인 관광의 확대를 위하여 서울 이 달의 관광지 및 이달의 명소 선정, 문화관광 리포터  

운영, 건축전문가/문화전문가 등 명사와 함께하는 테마여행과 미래유산 지정에 따른 관광 

상품 운영,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센터 관광커뮤니티 기능 마련과 같은 노력 필요

• 무장애관광을 발판으로 모두를 위한 관광이 토대를 마련 중에 있으며, 복지 측면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지원 및 콘텐츠 발굴 필요

•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로서의 서울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 간 교류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간 교류가 MOU 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화관광교류, 청소년 교류, 

관광지 할인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로까지 이어져야할 것임

• 관광콘텐츠 측면에서 야간관광, 다크 투어리즘, 야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의 검토 필요

• 관광업계의 가이드 처우문제를 개선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등 관광위기산업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심의제 등 시

스템 보완 필요

 시사점

• 서울관광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 방법 마련 및 수요자의 요구와 의도에 맞는 서비스 

적용

• 관광스타트업, 관광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펀드 또는 관광기금 마련 필요

• 내국인 및 서울시민 관광을 위한 추진과제 방향 설정

• 무장애관광 관련 추진과제  확대

• 글로벌리딩 관광도시 관련 추진과제 방향 설정

• 야간관광 등 시공간 결합 관광정책 추진

• 관광인력 취업 및 보상 지원 시스템 구축 

•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업계, 전문가, 시의회, 관련 부서가 모두 참

여하는 관광전략회의 확대 필요 

• 각종 서울시정의 관광 인지적 접근을 위하여 관광영향평가 등의도입 검토 요구

 관광안내서비스 

• 관광안내서비스 관련 정책은 기존 아날로그식의 정보제공도 필요하지만, 점차 스마트화/디

지털화 되는 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관광안내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함

• 관광안내서비스는 공식관광안내 사이트만이 아닌 여러 루트로 정보를 찾아서 관광객들이 방

문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별 관광정보 제공이 필요함

 시사점

• 디지털 관광안내서비스 체계로서 IoT 기반 안내서비스 확대 

• 관광안내에 대한 편의점 및 카페 등에서의 안내 연계 정책 시행

• 다양한 매체별, 모바일 활용형 관광안내 정보 제공

 MICE산업 

• MICE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고, 특히 주변 경쟁도시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서

울의 MICE 인프라는 한계를 지님

• 다만, 여전히 서울의 MICE 위상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지속적 마케팅이 필요하고, SMA 

등의 확대 운영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시사점

• MICE 관련 세계 최고의 도시로서의 도약 정책 추진 

• MICE 관련 지속 마케팅 조직 정비 및 관련 법제화 마련 필요

 관광산업진흥 

• 기존 트래블마트 등의 사업은 계약실적 보다는 해외여행사 기업에 대한 상담 및 네트워킹 증

대, 대한민국 관광업계에 대한 B2B를 증진시키는 행사이며, 관광고등학교 취업설명회 등 

인력 양성 등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 저가 관광에 대한 문제점 극복으로는 우수관광상품 인증제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선순환 구

조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내국인이 관광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되며 

모두를 위한 

관광 인프라 및 

제도 마련 필요

7. 정책담당자 조사 결과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도입 

및 다양한 매체별 

관광정보 제공 등 

안내 체계 정책 

시행 필요

MICE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의 MICE의 

지속적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내국인의 국내 · 외 

관광분야(B2C)를 

포함한 대한민국 

최대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 운영 및 

지역상생 관광관련 

정책 확대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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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서울만의 매력성 발굴 

 관광마케팅 

• 마케팅 진행 시, 대행사 선정 후 정책적 방향 설정 방식이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글로벌 마

케팅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성 부여가 필요함

• 해외관광 설명회의 경우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어야 하며, B2C를 위하여 박람회장이 아닌 

쇼핑몰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 원모어트립의 관광 포털사이트화를 통하여 OTA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검토

 시사점

• 글로벌 관광마케팅에 대한 지속 추진 및 확대 개편과 함께 관광시장별 다변화된 포트

폴리오형 마케팅 시행 

• 원모어트립의 현실적 운영 정책 필요 

• 이외 지역과의 상생관광 노력을 위한 트래블마트, K-트래블버스, 환승관광 등에 대한 지속

적 노력과 함께, 해외 유관기관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협약 이후 관리가 필요함

 시사점

•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등 트래블 마트 확대 개편

• 저가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등 시행 

• 지역 상생관광 관련 정책 확대 시행

 마을 및 지역 관광 진흥 

• 공정관광, 도시 민박업 확대 등 다양한 지역관광 진흥 관련 업무는 지자체의 입법권이 제한

되어 있어, 정책 추진에 한계성 존재

• 특히, 공정관광 관련한 정책 사항은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주차 

문제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

련 필요

 시사점

• 공정관광, 마을관광을 위한 수용력 관리체계 정책적 정비 및 확대 추진 

 특화관광 

• 태권도 상설공연 등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전통 문화에 대한 공연과 관광 접목은 지속적

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료관광의 경우 보다 고부가가치 차원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며, 의료관광 에이전시 관리, 중

증 치료 및 성형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한 관광 접목이 요구됨

• 한류관광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안정화, E-스포츠까지의 한류관광 확대 등이 필요하며, 한

류관광 관련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보다 산업적 활성화가 필요함

공정관광 및 

마을관광 진흥을 

위한 관리 정책 개발 

및 의사소통 

기회의 장 필요

전통문화 및 의료, 

공연 등 한류관광 

확대 전략 및 

개발 운영 지원정책 

필요

원모어트립의 

현실적 운영 

정책 보완, 

OTA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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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조사 종합시사점

가. 연구조사 결과 기반 서울 관광 연관 생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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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조사 결과 기반 서울 관광 연관 생태구조 

구분 법제도 인프라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전략과제 방향성

서울시민관광실태조사

• 노동약자의 관광향유권 보장 및 휴가비 지
원 정책 필요(Act3_1)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의 여행활동 
지원 확대 필요(Act3_2)

• 청년을 위한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맞
춤 통합할인서비스 제공 필요(Act27_2)

• 서울시민이 행복한 여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환경 마련 필요(Act2_3)

• 서울시민이 외래 관광객을 환대할 수 있도
록 글로벌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필요(Act26_3)

• 서울관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능 강
화 및 재정비를 통해 실시간 서비스제공 
(Act2_3)

• 서울시민이 좋은 여행기회와 여행경험
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확대 필요 
(Act1_1)

➔

ST1

서울시민을 위한

관광정책전문가 

조사

• 지역주민 소통 관광 커뮤니티 조성
(Act14_1)

• 관광 산업 종사자 대상 외래 관광객 친화 
서비스 및 언어 교육진행 필요(Act14_2)

• 공식 온라인을 통한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관광콘텐츠 유통채널 연계 필요
(Act2_2)정책

담당자 조사

• 서울 관광 전반의 수용력 점검 및 서울시
민과 관광객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
리 기준 마련(Act6_1)

관광사업체인터뷰

• 관광스타트업,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관
광기금 마련 필요(Act08_1)

• 중앙부처-서울시-민간협회-사업체간의 
위기상황 공유를 위한 플랫폼 마련 필요
(Act10_2)

• 서울형 글로벌 OTA 지원 및 국내 민간 
OTA의 법률적 지원 필요(Act10_3)

• 외생변수 등에 위한 관광산업 위기에 대
응하는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개발 필요
(Act10_2)

• 서울시티투어버스 재정비를 통해 테마
노선 스토리버스 운영, 고품격 시티투어
버스 운영 등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필요
(Act25_4)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연구로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Act9_1)

• 지역상인 및 민간숙박업소 커뮤니티 개설
을 통한 마을 역량 강화 필요(Act14_1)

• 관광관련 시설 및 기관을 위한 관광거점 
조성 및 관련기관의 협력사업 추진 필요
(Act11_1)

➔

ST2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정책

전문가조사

•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광생태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지원할 관광
R&D 기구의 마련 

• 관광영향평가 등의 도입 검토 요구
(Act12)(Act11_2)

•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관광 상황을 분석
할 수 있는 관광데이터 센터 개설 필요
(Act9_2)

•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 조직 
및 구성원을 통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
성 체계 마련 (Act13_3)

• 서울형 관광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및 관리, 감독 필요(Act10_4)

• 해외 관광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위
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 필요(Act1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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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제도 인프라 콘텐츠 홍보 및 마케팅 전략과제 방향성

외래 관광객 조사

• 마을주민이 관광가이드로서 외래 관광객
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관광 해설사 필
요(ACT 14_2)

• 할랄음식의 메뉴화 기준 및 할랄음식 인
증제도 도입(Act26_1)

• MICE 관련 세계 최고의 도시로서의 도약 
정책 추진 (Act20)

•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지원(Act21_2)

• 개별 국내관광객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존  
설치 확대(Act25_2)

•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 및 음식
점(할랄 전문점) 확대마련 요구됨(ACT 
26_1) 무슬림

• 서울시티투어버스 재정비를 통해 테마노
선 스토리버스 운영

• 고품격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필요(Act25_4)

• 외부환경(매연, 자외선, 미세먼지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지하 쇼핑관광 공간 개발
(Act16_2)

• 대학로 주변을 관광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중 상설 공연이 가능한 멀티플렉스를 
조성함(Act21_2)

• K-culture 활용한 서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장소 마련(ACT 21_1) 

• 청년을 위한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
입 및 맞춤 통합할인서비스 제공 필요
(Act27_2)

•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여행업계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관광상품 개발 
필요(Act30_1)

• 국내 관광객의 서울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광역 체류관광상품 운영 필요(Act30)

• 기존 관광지 일대를 연계한 관광 상품 조
성 및 핫플레이스 명소화 추진(Act16_2)

• 희소성이 있는 고소비형 관광 상품 개발 
및 민관이 주도하는 럭셔리 관광 상품 발
굴(Act22_1)

• 다양한 복합문화쇼핑 코스 개발 필요
(Act16_1)

• 서울시의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서울관광
자원 지원(Act17_2)

• 와이 파이 무료충전 이용 홍보 필요
(Act25_2)

•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필요 및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화 유도 필요(Act17_3)

• 도심관광자원과 연계한 도보관광 활성화 
및 관광코스 안내체계와 연계관광 확대 
필요(Act15_2)

➔

ST3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정책

외래

관광객 조사

• 서울의 우수한 생태자연을 외래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
하는 생태 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 무슬림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친화 관
광수용 환경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필요
(Act26_1)

• 개별 여행객들을 위한 대중교통을 연계한 
패스 개발 필요(ACT 25_3) 

• 지하철 주변 대형 여행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설치 확대 및 전문 여행 캐리
어 보관서비스 사업 지원

• 관광지와 근접한 지하철 출구를 중심으
로 여행객 캐리어 이동 편의 시설 설치
(Act27_1)

• 관광안내소의 접근편의성 및 이용 서비스
체계 정비 필요(ACT 25_2)

• 외래 관광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 개선 및 안내체계 정비(Act15_2)

• 서울 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도시와
의 접근 용이한 교통연계 확대 필요(ACT 
30_2)

• 무슬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교육 
필요(ACT 26_3)

• 시티투어 자체의 매력성 강화 필요(ACT 
25_4)

• 지하철 역사 내 역 번호 및 픽토그램을 활
용한 관광정보 제공 필요(Act25_3)

• 관광객 다변화를 위한 무슬림을 위한 맞
춤형 서비스 필요.

•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전반적인 홍보방법
에 대한 재검토 및 홍보 방안 검토(ACT 
25_4)

• 디지털 관광안내서비스 체계로서 IoT 기
반 안내서비스 확대 (Act25_1)

➔

ST4

여행이 편리한

관광 정책

전문가 조사

• 개별관광객 대상 옵션투어 프로그램을 일
선하는 호텔컨시어지 및 관광 안내소 간 정
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야간관광 등 시공간 결합 관광정책 추진 
(Act17_2)

• 외국인 마을 환경조성 및 슬럼가 재정비를 
통한 이국정서를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활
성화 추진 (Act18_2)

• 다양한  옵션 투어 프로그램 개발

외래

관광객조사

• 외래 관광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하
철뿐만 아니라 버스노선의 픽토그램으로 
안내 체계 개선 필요(ACT 25_2) 

• 관광안내에 대한 편의점 및 카페 등에서의 
안내 연계 정책 시행 (Act25_2)

• 서울이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와의 협의체 결성 및 글
로벌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및 국제관광 
포럼 개최 필요(Act28_1)

• 시티투어버스 정류소 체계 정비 Act25_4)

• 다양한 매체별, 모바일 활용형 관광안내 정
보 제공 (Act24_3, Act32_1) 

• 서울 관광의 노하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
팅 프로그램과 연수 지원 등을 통한 국제협
력 증진 도모(Act28_3)

• 서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및 팁 
필요(Act26_3)

• 자국 포털 사이트에 서울 숙박업 및 관광프
로그램 홍보 필요(ACT 32_1) 

• 마켓 시장별 서울 관광 상품 개발 및 육성 
필요(Act31_1)

• 해외 현지 프로모션, 설명회 등을 개하여 
교역전 참가, 스타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
팅 채널 활용 필요(Act31_3)

• 해외 글로벌 사이트와 연계하여 서울 관광 
마케팅 및 홍보 중요(ACT 32_2)

➔

ST5

글로벌

국제 관광도시 정책



제5장  비전 및 목표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138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제5장 비전 및 목표

제5장 비전 및 목표  139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비전

모두를 위한 지속성장 스마트 관광도시

• 서울관광은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며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 세계 관광을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를 확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수립함

    서울관광 중기발전 주체

“모두를 위한” :  서울시민, 외국인, 내국인, 관광약자 모두를 위한 관광 (Tourism 

for All)

• 서울관광의 미래는 관광객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관광향유권을 지니고 혜택을 받으

며, 관광정책의 주체 역시 외래관광객만이 아닌 내국인, 그리고 관광약자를 포함하

는 모두를 위한 관광이 되어야 함

    서울관광 정책의 방향성

지속성장하는 관광생태계

• 서울관광 정책은 단순히 관광산업과 생태계 흐름에 순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막히고 흐름이 약한 생태계를 연결하고 선순

환구조를 만들어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

    관광의 발전 수단

스마트 관광도시

• 서울관광 정책은 대한민국과 서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스마트 도시로서의 관

광정보 및 체험 매력요소를 증진하여, 서울만의 관광도시 특성을 마련하도록 함

1. 비전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2019~2023)의 비전 및 목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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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지속성 

서울은 2016년 UNWTO와 ‘서울공정관광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서울관광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평등을 고려해야 하고, 장애, 인종, 문화, 성별 등에 의해 소

외되지 않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환영하는 관광이어야 한다. 또한 사람과 산업의 

관계가 공정해야 하며 관광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래서 관광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관광’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 “공정한 지속성”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 실천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매력적 차별성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모네의 수련 그림 사례를 들며 ‘차이가 있어야 

반복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만의 차이는 ‘서울이 가진 다름’을 의미하며 ‘서

울다움’을 제시한다. 변화가 있는 관광매력(서울스타일, Seoul Style)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반복관광이(재방문)이 만들어질 수 있고, 서울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

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개척하는 관광이다. 서울스타일의 콘텐츠

는 서울의 매력이고 이는 곧 차이를 만드는 관광이다.    

↳ “매력적 차별성”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 실천

 :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글로벌 놀이성 

서울은 늘 일하는 도시여야 하는가? 서울을 재미있게 만들고 시민이 즐거워하는 도

시를 만드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우리는 글로벌 놀이터이자 시민의 놀이터가 되는 서

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 관광은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전 세계 젊은이가 

서울에서 놀고 싶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매 순간 여행, 축제, 엔터테인먼트

가 가득한 재미있는 놀이터 같은 도시로 거듭난 서울은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

이다.

↳ “글로벌 놀이성”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 실천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미래적 개방성 

서울은 스마트 도시 환경에 맞추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며, 누구든 어려움 없이 여행

할 수 있고, 누구나 환대받는 도시를 지향한다. 개별 여행객을 포함한 모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 검색부터 예약까지 토털 여행서비스를 손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 또한 서울관광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와의 연합체를 만들고 서

울의 가치에 부합하는 관광도시모형을 만들어 가는 글로벌 리딩도시가 될 것이다.

↳ “미래적 개방성”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략 실천

 :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2. 철학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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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광 정책목표에 따른 기대효과

 서울 관광 정책 세부지표

구분 추진 근거 내용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정책지표 

• 관광객 수 : 1,606만명 ('17년) → 2,083만명 ('20년) → 2,715만명 ('23년)

• 1인당 지출액 : 213,307원 ( '17년) → 279,7원 ('23년) 

• 총 지출액 : 3.4조 원 ( '17년) →  7.6조 원 ('23년)

외래 관광객

정책지표

•관광객 수 : 1,051만 명 ('17년) → 1,638만 명 ('20년) → 2,311만 명 ('23년)

• 1인당 지출액 : 196만 원 ( '17년) → 227만 원 ('23년) 

• 총 지출액 : 21조 원 ( '17년) →  52조 원 ('23년)

서울 산업

총 파급효과 

• 생산 유발효과 :44조 원('17년) → 108조 원('23년)

• 부가가치 유발효과 :19조 원('17년) → 48조 원('23년)

• 고용 유발효과 :29만 명('17년) → 71만 명('23년)

내국인 관광객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생산 유발효과 :6조 원('17년) → 14조 원('23년)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원('17년) → 5조 원('23년)

•고용 유발효과 :4만 명('17년 )→ 8만 명('23년)

외국인 관광객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

•생산 유발효과 :38조 원('17년) → 94조 원('23년)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원('17년) → 43조 원('23년)

•고용 유발효과 :25만 명('17년) → 63만 명('23년)

일자리 창출효과
•2017년 : 외국인  42명당 1개의 일자리 창출 

•2023년 : 외국인 36명당 1개의 일자리 창출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추정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를 추정하기 위해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추정함

•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추정은 문화체육관광부(2011)의 「제 3차 관광기본개발계획」과 서울시

(2017)의 「제 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자료를 보정하여 활용함

•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제 6차 서울권 관광

개발계획」의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2023년까지의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예측

• 「제 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은 5가지 보정방식에 따라 2021년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21

백만 명~27백만 명으로 추정함

• 이러한 추정방식을 기초로 하여 2023년까지의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추정한 결과, 2023

년에는 24백만 명~31백만 명으로 예측함

• 하지만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배치 등의 외부환경 변수에 의해 2018년 6월 기준 방

한 외래 관광객 수 증가추세는 소극적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는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한 외래 관광시장의 현황과 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방법 6을 추가로 제시함

• 방법 6은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형태를 혼합한 방식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함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시나리오                                                                  
 (단위: 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제3차 기본계획 16,427 17,817 19,361 21,079 22,779 24,616 

방법1(중도적) 17,394 18,867 20,502 22,320 24,100 26,043 

방법2(적극적) 19,307 20,942 22,757 24,775 26,765 28,924 

방법3(소극적) 16,573 17,976 19,534 21,266 22,980 24,832 

방법4(6년 평균 증가율) 20,381 22,308 24,416 26,724 28,877 31,188 

방법5(방법 1~4 평균) 18,414 20,023 21,802 23,771 25,513 27,570 

방법6(방법 1~5 혼합) 16,573 17,976 20,502 22,320 26,765 28,924 

주: 서울시(2017). 제 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3.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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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소폭 증가한 수치를 감안할 때, 본 계획의 개별여행객 중심의 정책과 고품질 고부

가 서울관광의 매력도 증진을 통해 지출액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201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수치를 고려할 때, 서울연구원(2016)의 증가율을 보

정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2.5%로 적용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고려할 수 있는 2023년 기준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228만원으로 추정됨
29)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와 1인당 지출액을 곱하여 외래 관광객 총 지출액을 추정함

• 2014년 총 지출액대비 2023년(외래 관광객 2,300만명) 총 지출액은 약 52조 원으로 2.6

배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지출액 규모

구분 2014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외래 관광객 총 지출액

(십억 원)
19,867 26,618 29,590 34,568 38,526 47,481 52,467

외래 관광객 수

(천 명)
11,418 13,243 14,364 16,383 17,836 21,388 23,113

외래 관광객 1인당 지출액

(만원/인)
174 201 206 211 216 222 227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 추정 

•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 추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의 여행지별 당일

여행, 숙박여행 참가자 수(2012~2017)를 합산하여 추정함

•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1,200만명에서 2017년 1,600만명으로 나타났으

며, 증가비율은 당일여행이 9.7%, 숙박여행이 4.4%를 기록함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 추정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 추정은 방한 외래 관광객 수에 서울 방문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서울 방문비율에 따라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 예측치가 상이함

• 「제 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은 「제 3차 관광기본개발계획」을 보정한 서울 방문비율 

48.89%와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의 서울 방문비율 80.87%를 적용하여 두 개의 시나리

오를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서울시 정책 수립과 관광객 지표 관리를 위해「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의 서울 방문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를 채택함

• 이에 본 연구에서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 관광

객 실태조사(2010~2017년)에서 제시한 평균 서울 방문율(79.91%)을 적용하여 2023년까

지의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를 추정함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23년 약 20백만 명~25백만 명으로 추정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한 외래 관광객 수의 방법 6을 기초로 2023년 서울 방문 외래 관광

객 유치 목표를 23백만 명으로 수립함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 시나리오                                                           
 (단위: 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법1(중도적) 13,900 15,076 16,383 17,836 19,259 20,811 

방법2(적극적) 15,428 16,735 18,185 19,798 21,388 23,113 

방법3(소극적) 13,243 14,364 15,609 16,994 18,363 19,844 

방법4(6년 평균 증가율) 16,287 17,826 19,511 21,355 23,063 24,922 

방법5(방법 1~4 평균) 14,714 16,000 17,422 18,996 20,387 22,031 

방법6(방법 1~5 혼합) 13,243 14,364 16,383 17,836 21,388 23,113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총 지출액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2017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의 196만원을 기

준으로 지출액을 추정하도록 함

• 서울연구원(2016)의 서울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서울 방

문 외래객 1인당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4.92%로 적용하였으나,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

태조사의 분석 결과 최근 3개년동안 외래객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바 있음

• 이는 에어텔, 단체여행의 지출액 감소폭이 반영이 된 것으로, 개별여행객은 2016년 대비 

29)  지출액 중 일부(2017년 기준 개별여행객의 경우 총 지출액 225만원에서 71만원 차지)는 항공료 및 선박료
가 포함된 금액으로 본 금액은 서울시내에서 사용한 지출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논란이 잇을 수 있음. 다만, 
항공료 및 선박료는 대한민국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본 금액이 서울시 소재 항공기업의 매출액으로 산업유
발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각 지출액 추정 수치는 관광객의 항공료 및 선박료 지출 국가가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본 지출액 및 파급효과 추정시에는 항공료 및 선박료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향후 본 계
획의 세부사업인 데이터센터 구축시, 여행 전 운송비 결제 국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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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서울 생활관광객 수 추정(2018~2023)                                    
 (단위: 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민의 서울 생활관광객수  5,760  6,320  6,938  7,620  8,372  9,203 

서울 방문 관광객수 전체 17,507 19,093  20,835 22,746  24,844 27,149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총 지출액 

•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총 지출액은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와 1인당 지출액을 곱하여 

산출함

• 1인당 지출액은 국민여행실태조사(2011~2017년)의 여행지별 국내여행 지출 비용을 근거

로 2011년 188,340원에서 2017년 213,307원으로 증가 추세임

• 연도별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지출 비용 증가율 및 최근 물가상승율을 보정하여 2023

년까지 추정함 

• 2023년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28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7.6조 원으

로 추정함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총 지출액 추정                                          
 (단위: 억 원/천 명/원)

구분 총 지출액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 1인당 지출액

2018 3,907 17,507 223,164 

2019 4,458 19,093     233,475 

2020 5,089     20,834 244,263 

2021 5,813 22,745 255,550 

2022 6,642 24,844 267,358 

2023 7,594 27,149     279,711 

 서울 관광수요의 파급효과 

•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수요에 따른 파급효과 예측은 내 · 외국인 관광객 수와 1인당 지출액을 

합산한 총 지출액을 기초로 추정함 

• 이를 위해 앞서 본 계획의 목표를 고려한 2023년까지의 서울 방문 내 · 외국인 관광객 수, 1

인당 지출액을 기초로 총 지출액을 산출함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2012~2017)                                                 
 (단위: 천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일 7,449 8,551 9,697 9,328 10,305 10,961

숙박 4,310 4,361 4,572 4,492 4,641 5,098

합계 11,759 12,912 14,269 13,820 14,946 16,059

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2012~2017)

 • 이를 기초로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의 6년 평균 증가율과 함께, 본 정책 추진에 따른 

목표수요 각 1%p 증가를 적용하여 2023년까지 내국인 관광객 수를 추정한 결과 2017년 

16백만 명에서 2023년 27백만 명으로 추정됨

 서울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 시나리오(2018~2023)                                   
 (단위: 천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일 12,134 13,431  14,868 16,458  18,218 20,166 

숙박  5,373  5,662  5,967 6,288  6,626 6,983 

합계 17,507 19,093  20,835 22,746  24,844 27,149 

 서울시민의 서울 생활관광객 추정 

• 서울시민의 서울 생활관광객 추정은 기존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2017 국민여행실

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 사용하여 보정하도록 함

•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원자료에서 응답자 데이터를 통해 출발지별 서울관광객 비율을 추정하

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서울 방문 관광객 중 서울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수 비율은 32.9%로 

파악이 됨

• 이를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적용한 결과, 2018년 기준 서울시민의 서울 생활관광객은 

약 571만 명으로 추정됨

• 본 계획은 서울시민의 생활관광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 출발 관광

객 비율을 2019년부터 연간 0.2%p씩 증가하는 것을 전제함

• 따라서, 2023년의 서울시민의 서울 생활관광객은 920만 명으로 서울시민 전체 인구 중 약 

94%가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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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간 파급효과 비교분석 

• 서울 방문 내 · 외국인의 총 지출액을 서울 관광산업 총 매출액으로 전제하면, 2023년 서울 

관광산업의 총 매출액은 외국인의 총 지출액 52조 원과 내국인의 총 지출액 7.6조 원을 합

한 60조 원임

• 서울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승용차 및 이동전화기와 같은 주요 제품과 비교할 때,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유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서울 방문 내 · 외국인 총 지출액에 따른 서울시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약 

108조 원이며, 2014년형 현대 쏘나타(2,470만원 기준, 1원당 생산유발액 2.560원 기준) 

약 162만 대, 삼성 갤럭시 노트4(95.7만원, 1원당 생산유발액 1.834원 기준) 약 5,866 만

대 생산유발효과와 동일함

• 부가가치 유발액을 비교할 경우, 2014년형 현대 쏘나타(2,470만원 기준, 1원당 부가가치 

유발액 0.689원 기준) 약 282만 대, 삼성 갤럭시 노트4(95.7만원, 1원당 부가가치 유발액 

0.463원 기준) 약 1억 833만 대를 생산했을 때 발생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동일함

• 고용유발인원의 경우, 2014년형 현대 쏘나타(2,470만원 기준,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 

6.285명 기준) 약 457만 대, 삼성 갤럭시 노트4(95.7만원,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 3.811

명 기준) 약 1억 9,467만 대를 생산했을 때 발생되는 고용유발효과와 동일함

 서울관광산업과 타 산업과의 파급효과 비교표                                       

구분30)
서울관광산업 승용차(2,470만 원) 이동전화기(95.7만 원)

파급효과 유발계수 파급효과 유발계수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108조 원 2.560원 약 171만 대 1.834원 약 6,150만 대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 원 0.689원 약 282만 대 0.463원 약 1억 833만 대

고용유발효과 71만 명 6.285명 약 457만 대 3.811명 약 1억 9,467만 대

• 관광객 지출항목(숙박비, 여행사 지출비, 쇼핑비, 음식비, 문화예술오락비, 스포츠비, 의료 

및 미용비, 관광지입장료, 기타비용)과 관광산업(운송서비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통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보건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을 연

계하여 각 파급효과 항목에 맞는 유발승수를 적용하였으며, 본 유발승수는 한국문화관광연

구원(2015)의 2013 관광산업파급효과 추정 승수를 적용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13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위한 추정 생산유발승수를 음식점 

2.12, 숙박업 1.66, 쇼핑(도소매) 1.79, 여행 및 MICE 1.67, 문화오락스포츠 1.83으로 추

정되며, 부가치유발승수는 음식점 0.75, 숙박업 0.83, 쇼핑(도소매) 0.84, 여행 및 MICE 

0.85, 문화오락스포츠 0.80, 고용유발승수는 10억원당 음식점 12.4, 숙박업 11.8, 쇼핑(도

소매) 12.3, 여행 및 MICE 19.2, 문화오락스포츠 10.9로 추정함

• 서울 관광수요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서울 방문 내 · 외국인 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2023년 약 60조 원으로 추정함(외국인 52조원, 내국인 7.6조 등 총 60조원)

• 2023년 기준,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의 실천을 통한 서울시 파급효과는 약 108조 원의 생

산유발효과, 약 48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약 7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

로 추정함 

• 이는 다시, 내국인 관광객으로 인하여 14조원의 생산유발효과, 5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와 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94

조원의 생산유발효과, 42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됨

 서울 관광수요의 총 지출액에 따른 파급효과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내국인 관광에 의한 파급효과 외래관광객에 의한 파급효과 서울 관광산업 총파급효과

생산유발 14,053 94,380 108,432

부가가치 유발 5,375 42,423 47,799

소득유발 2,501 18,271 20,772

조세유발 113 609 722

총조세유발 418 1,898 2,316

취업유발 162 1,098 1,260

고용유발 84 629 713

30)  산업연구원(2017). 관광산업 통계기반 개선사업 연구보고서 내 2014년 기준 승용차, 이동전화기 유발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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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행복한도시 

• 시민이 여행을 통해 행복해지는 서울, 시민이 환영하는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 서울에서 미래형 관광도시 관광산업 체계를 정비하고, 강소관광산업을 진흥하며, 산업 간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로 성장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 세계적인 관광추세를 선도하는 서울의 차별화된 특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서울관광의 

매력을 발견하는 세계 관광도시로 성장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 미래 스마트 환경 속에서 도시의 인프라를 네트워크화하여 최적의 관광체험을 위한 수용태

세와 스마트도시 구축을 기반으로, 서울은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여

행하며 누구나 환대받는 도시로 성장

 글로벌 리딩관광도시 

 • 서울의 철학으로 세계관광을 선도하고 남북화합의 길을 여는 서울관광을 통해 세계관광 도

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딩 도시로 성장

2023년 기준 내외국인 

국내관광 지출 60조원

서울시 관광산업

생산유발효과

10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8조원

고용유발효과

71만명

승용차

약 171만대
이동전화기

약 6,150만대

승용차

약 282만대
이동전화기

약 10,833만대

승용차

약 457만대
이동전화기

약 19,467만대

=

=

=

=

=

=

4. 5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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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광의 현재 문제점 및 대응에 대한 맵핑 구상 

• 서울관광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함께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조적인 맵핑으로 

구상하여 서울관광이 원활하게 흐름을 갖고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

시함

• 각 대응내용은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함께 제시하며, 이에 따른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은 

다시 제시하도록 함

 서울관광 현상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을 위한 맵핑 구조도 작성 

• 서울관광 현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의 주체

별, 행동별 패턴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미래 대응 방향을 맵핑 구조도 형태로 작성

-  맵핑 구조도란, 수학적 용어에서 나온 맵핑과 구조도를 합성한 용어로, 함수 형태의 구조를 나

타낸 그래프로 볼 수 있음

• 본 서울관광의 현황 및 대응에 대한 맵핑은 정책담당자 및 서울관광산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

자 조사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한 단순화된 구조도로 모든 현상을 파악하는데에는 한

계가 있으나, 정책 수립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음

 주체별 관광행동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 

• 서울관광의 주체는 곧 관광객으로 관광객은 단체관광객과 개별 FIT 관광객으로 나뉠 수 

있음

• 또한 서울관광의 주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외래관광객 중심이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내국인 관광주체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외 특수목적의 외래관광객인 의료관광객이나 MICE 역시 주체에 포함 되어, 본 맵핑은 주

체별 관광행동 접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현재의 상황과 미래 대응을 함께 고려 

• 본 맵핑은 크게 현재의 상황 부분과 미래 정책적 대응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그래프의 파란선을 토대로 현황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상파악이나 문제점 판단

을 실시하도록 함

• 미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 현황의 대응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오렌지색으로 구조를 다시 

작성하도록 함

 전략적 대응 수준을 영역으로 표시 

• 맵핑을 통한 구조도를 전략적 대응체계로 포함시키기 위해 크게 영역과 색깔로써 표시하여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도록 함

• 이는 향후 제시될 5개 전략과 일치하며, 각 전략은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관

광산업도시,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글로벌 리딩 관

광도시로서의 전략적 대응체계를 지님

5. 과제 도출 맵핑

가. 맵핑 작성 개요 나. 종합 맵핑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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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정책(안)

 마을 관광의 체계적 육성 관리, 중간조직자 설립
해결정책(안)

해결정책(안)

MICE 
복합단지 조성

고품격
대응전략 강화

생생
콘텐츠
확산

외래관광객

단체

FIT

중국여행사 서울시내 여행사 면세점(쇼핑센터)

관광통역안내사
(가이드)

항공사

숙박중국자본 면세점 식음 버스 체험

마을 관광 상인과 지역민 갈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다양한 숙박 증진

생태관광 등 연계 활성화

마을 사업체
연계 예약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관광호스텔업 확대)숙박 예약OTA 예약

체험 예약 출발국 OTA 체험예약
(예:에어비엔비 등)

여행 트렌드에 맞는
맞춤 숙박 예약

B2B 뿐 아니라 B2C 트래블마트 확대

상품 공유 
연계 링크 판매

연계 예약

전문가 참여

원도심 관광자원, 워킹투어,
푸드투어, 어메이징 모먼트

선불 DSP, 공공 와이파이 등

서울시민카드 할인, 서울시민용 DSP

종합 관광안내기구에서
불편처리 담당

평가 리뷰의 공유

콘텐츠의 공유

스타트업 기업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통합안내체계 (지도 표준화 등)

오프라인 안내체계 강화 / 커뮤니티 기능 증대

스토리 중심의 재편 (예:바르셀로나)
지하철 역별 번호체계에 따른 안내 구축

세종대로, 지하관광
한양도성, 한류, 의료, 남북

청담동, 성수동, 신천
강남대로, 전통시장 등

향후 통합

이익 공유 문제 발생

수용객 초과 문제
(Over Tourism)

교통정체 사생활소음/쓰레기화장실

원모어트립

Visit Seoul.net

서울스토리

SNS 공식 채널

관광정보 탐색 관광 홍보

OTA 대응 원모어트립 등  No Fee 체계 증진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

-

특수목적

서울시

관광재단

추진 주체

에이전시

SMA

공정관광포럼
도시위상강화

일본/중국
서울관광청

유니버셜
관광 정책

현장밀착형
커뮤니티에 전달

불편처리 원스톱 서비스 기구

관광 정보 관광안내정보

관광안내소

디지털
마케팅 강화

On-line

Off-line

트립 어드바이저

유튜브, 기타 SNS

비공식 온라인채널

종합 관광 안내 기구 신설 종합 관광안내소

주민센터 내 관광안내소서울시민 아웃바운드
불편/안전 처리

관광 클러스터 설립

통합공간 마련

관광영향평가관광전략회의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STA 협의체 구성

자긍심 고취 / 처우개선

관광인력양성 체계 마련

관광 스타트업
육성

관광 R&D산업
기구 마련

관내 관광전공대학
평생교육기구 도입

서울시민
여가 프로그램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전문화 교육

프리가이드
전문화/제도화

대표명소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지역주민사업체
발굴

자치구 DMO 선정

마을관광육성단(서울형 관광두레) 설립

도심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서울의 다양성 콘텐츠

서울의 일상적 콘텐츠

관광객용 수용태세 개선

스마트관광환경 혁신
ICT기술 결합, 4차산업기술

서울 대표
콘텐츠 개발

서울관광
수용태세 개선

우수상품인증제 지원 강화, 관광업계 자긍심 강화(관광대상 제도)

불공정 거래 규제, 관광업 가이드라인 등 재정비

+

-

전세버스 감소

무료 저가 여행 위주

대기시간 / 무료 관광 등의 코스로 활용

기업 내 OTA 수수료 과다

OTA 소비자 피해

도시민박업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

불편처리의 실효성 문제

오프라인 지도의 가독성 혼란

관광안내의 체계적 정비

온라인 정보의 혼란

공공 판매의
문제점 제기

체계적 관광관리 필요

환대서비스 강화-문화적 개방성 이해도 증진

모텔의B&B화

템플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젠트리피케이션

콘텐츠의 분산-수용력의 완화 정책 수립

혼잡도 증가

주차문제

관광멘토단 운영

의료

MICE

수수료

모객

OTA 수수료 / 성수기 확보 어려움 

Low Fee

수수료

모객

우회상장

비수기 덤핑 판매

모객
수수료

주거권 관광지 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 도입

관광
위상의 강화

지역
상생관광

타도시 연계 자치구와 네트워킹

서울시민
관광

취약계층

서울시민 카드할인 시민 여행행복 컨설팅

생활관광 참여증진

시민관광청책 필요

서울 여행
크레딧 제도

내국인 관광주체

지역 민원불편문제 신고처리

취약 계층 지원

유니버셜관광지원센터운영

2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4전략 :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5전략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1전략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3전략 :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

-

해결정책(안)

 마을 관광의 체계적 육성 관리, 중간조직자 설립
해결정책(안)

해결정책(안)

MICE 
복합단지 조성

고품격
대응전략 강화

생생
콘텐츠
확산

외래관광객

단체

FIT

중국여행사 서울시내 여행사 면세점(쇼핑센터)

관광통역안내사
(가이드)

항공사

숙박중국자본 면세점 식음 버스 체험

마을 관광 상인과 지역민 갈등
글로벌

마케팅 강화
다양한 숙박 증진

생태관광 등 연계 활성화

마을 사업체
연계 예약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관광호스텔업 확대)숙박 예약OTA 예약

체험 예약 출발국 OTA 체험예약
(예:에어비엔비 등)

여행 트렌드에 맞는
맞춤 숙박 예약

B2B 뿐 아니라 B2C 트래블마트 확대

상품 공유 
연계 링크 판매

연계 예약

전문가 참여

원도심 관광자원, 워킹투어,
푸드투어, 어메이징 모먼트

선불 DSP, 공공 와이파이 등

서울시민카드 할인, 서울시민용 DSP

종합 관광안내기구에서
불편처리 담당

평가 리뷰의 공유

콘텐츠의 공유

스타트업 기업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통합안내체계 (지도 표준화 등)

오프라인 안내체계 강화 / 커뮤니티 기능 증대

스토리 중심의 재편 (예:바르셀로나)
지하철 역별 번호체계에 따른 안내 구축

세종대로, 지하관광
한양도성, 한류, 의료, 남북

청담동, 성수동, 신천
강남대로, 전통시장 등

향후 통합

이익 공유 문제 발생

수용객 초과 문제
(Over Tourism)

교통정체 사생활소음/쓰레기화장실

원모어트립

Visit Seoul.net

서울스토리

SNS 공식 채널

관광정보 탐색 관광 홍보

OTA 대응 원모어트립 등  No Fee 체계 증진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

-

특수목적

서울시

관광재단

추진 주체

에이전시

SMA

공정관광포럼
도시위상강화

일본/중국
서울관광청

유니버셜
관광 정책

현장밀착형
커뮤니티에 전달

불편처리 원스톱 서비스 기구

관광 정보 관광안내정보

관광안내소

디지털
마케팅 강화

On-line

Off-line

트립 어드바이저

유튜브, 기타 SNS

비공식 온라인채널

종합 관광 안내 기구 신설 종합 관광안내소

주민센터 내 관광안내소서울시민 아웃바운드
불편/안전 처리

관광 클러스터 설립

통합공간 마련

관광영향평가관광전략회의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STA 협의체 구성

자긍심 고취 / 처우개선

관광인력양성 체계 마련

관광 스타트업
육성

관광 R&D산업
기구 마련

관내 관광전공대학
평생교육기구 도입

서울시민
여가 프로그램 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전문화 교육

프리가이드
전문화/제도화

대표명소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지역주민사업체
발굴

자치구 DMO 선정

마을관광육성단(서울형 관광두레) 설립

도심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서울의 다양성 콘텐츠

서울의 일상적 콘텐츠

관광객용 수용태세 개선

스마트관광환경 혁신
ICT기술 결합, 4차산업기술

서울 대표
콘텐츠 개발

서울관광
수용태세 개선

우수상품인증제 지원 강화, 관광업계 자긍심 강화(관광대상 제도)

불공정 거래 규제, 관광업 가이드라인 등 재정비

+

-

전세버스 감소

무료 저가 여행 위주

대기시간 / 무료 관광 등의 코스로 활용

기업 내 OTA 수수료 과다

OTA 소비자 피해

도시민박업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

불편처리의 실효성 문제

오프라인 지도의 가독성 혼란

관광안내의 체계적 정비

온라인 정보의 혼란

공공 판매의
문제점 제기

체계적 관광관리 필요

환대서비스 강화-문화적 개방성 이해도 증진

모텔의B&B화

템플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젠트리피케이션

콘텐츠의 분산-수용력의 완화 정책 수립

혼잡도 증가

주차문제

관광멘토단 운영

의료

MICE

수수료

모객

OTA 수수료 / 성수기 확보 어려움 

Low Fee

수수료

모객

우회상장

비수기 덤핑 판매

모객
수수료

주거권 관광지 환경 개선 지원 시스템 도입

관광
위상의 강화

지역
상생관광

타도시 연계 자치구와 네트워킹

서울시민
관광

취약계층

서울시민 카드할인 시민 여행행복 컨설팅

생활관광 참여증진

시민관광청책 필요

서울 여행
크레딧 제도

내국인 관광주체

지역 민원불편문제 신고처리

취약 계층 지원

유니버셜관광지원센터운영

2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4전략 :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5전략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4전략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1전략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3전략 :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과제 도출을 위한 서울관광 중기 발전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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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여가관광 향유권 고려 

• 서울시민은 서울 시정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

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민카드 할인이나 여행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생활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증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관광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관광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임

 개별관광객의 예약형태 변화 

• FIT의 증대에 따라, 서울관광정책의 대응 전략 및 매체 접근의 변화가 필요함

• FIT의 경우, 단체관광과는 달리 본인들이 스스로 관광예약 및 정보를 하게 되며, 이 때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의 발달에 따라 관광 접근 방법이 다르게 형성됨

• 특히 FIT의 관광 숙박 예약 패턴은 글로벌 OTA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체험 관

광 시장 또한 최근 OTA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숙박의 경우 맞춤형 숙박의 증진을 위하여 수요맞춤형 숙박을 활성화하고, 체험 역시 영세

한 체험관광 시장의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체험관광 콘텐츠몰 등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

기됨

• 결국 OTA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원모어트립 육성 및 서울형 OTA 개발 지원 등의 수수료 없

는 시스템 체계를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관광정보 제공의 변화 

• FIT의 관광정보 접근은 디지털 형태의 접근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관광안내 정보를 보다 다

양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대다수 관광객의 경우 공식 서울관광 관련 사이트뿐 아니라 비공식적 채널인 트립어드

바이저, 유튜브 등 글로벌 검색엔진과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하는 관계로, 이에 대한정보 제

공 및 연계 수단이 필요함

• 관광안내정보의 경우 온라인 정보의 흥미성과 온 · 오프라인 정보 간 일치성을 토대로 한 통

합관광안내체계 마련이 요구됨

 관광산업의 저가 및 쇼핑관광 위주의 문제점 존재 

• 서울 외래관광객과 관련한 가장 큰 산업적 문제점은 단체관광에서 저가 및 쇼핑관광 위주의

관광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관광사업체 인터뷰 등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바로서, 단체관광객이 중국여행

사를 통하여 서울시내 여행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서울시내 여행사는 항공사 및 각종 관광연

계업종보다 영세한 위치에 있어 출혈적인 관광요금체계에 노출되어 있음

• 결국 서울시내 여행사는 부족한 수익을 위하여 면세점 등 쇼핑센터에 관광객을 방문시켜 인

두세를 받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저가/쇼핑관광의 문제점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등을 확대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여행상품

을 더 발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점이 비롯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과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관광의 공정성 문제 심화 

• 저가관광 및 쇼핑관광 위주의 관광산업구조는 단체관광에 있어 입장료가 저렴하거나, 무료

관광지 방문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음

• 이와 함께, 관광의 다양화 및 다변화는 서울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관광을 원하는 

욕구를 확대시킴으로써, 마을 거주지 관광을 보다 확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음

• 결국 마을관광은 경복궁 등의 주요 관광지 방문 이후 시간을 소요시키기 위한 주변 관광형태 

혹은 버스를 타기 전 둘러보는 무료 코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객의 수용력 초

과 현상이 급증하고 있음

• 실제 거주지 관광의 증대는 수용력 초과현상과 함께 맞물리며 주차문제, 교통정체, 화장실 

문제, 소음 및 쓰레기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상인과 지역민의 갈등이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및 이익의 공유 문제 등이 제

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됨

• 해당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권 관광지의 환경 개선이나 대응책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익 공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을관광 육성단과 같이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

하는 등의 노력을 고려해야 할 것임

다. 서울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라. 내국인 및 서울시민 관광주체의 고려

마. 개별관광객 증대 및 이에 따른 스마트 시스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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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활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 

• 종합관광안내기구 신설을 통해 관광안내소 역할을 통합 관리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센터내 

관광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일부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관광커뮤니

티 참여 가능성 증진하는 방향이 필요함

• 관광불편 및 불만 처리, 서울시민의 관광 정보 제공 등을 일원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울시

의관광안내정보 제공이 필요함

 MICE 선진도시로의 지속 추진 및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로의 

 서울 위상 강화 

• 이미 서울시는 세계적 MICE 선진도시로서, 이를 보다 육성하기 위하여 MICE 복합단지 및 

SMA 운영 확대 등을 지속 추진

• 세계관광수도협의체 구성 등은 세계 속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서울 위상을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로서의 서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상생관광이나 관광 ODA 정

책의 추진이 필요함

 매력적인 서울스타일 관광콘텐츠 육성 

• 앞서 제기된 관광의 집중 현상과 같은 문제점은 서울관광의 매력성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적 

분산을 이룰 때에 비로소 대응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대표적인 서울만의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거나, 다양한 도심속 매력요소를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및 서울만의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필요함

• 서울관광의 경우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스마트 관광체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에

는 스마트관광환경의 혁신을 위해 ICT 기술 결합이나 4차 산업 기술의 관광자원화를 마련해

야 할 것임

• 관광콘텐츠는 관광통역안내사와 프리가이드 등의 인력에 대한 전문화 및 제도화를 함께 추

구할 수 있어야 함

 관광인력양성 체계 마련 

• 앞서 제시된 관광통역안내사와 프리가이드에 대한 전문화 및 제도화 등은 관내 관광전공대

학과의 산학연 연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함

• 관광인에 대한 인력양성제도는 자긍심 고취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서울관광인을 대상으로 시상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관광산업의 지속성 대응 

• 관광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영세한 관광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R&D 기구의 마련이 우선 실시되어야 할 것임

• 관광 R&D기구 마련과 더불어,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일환으로 서울관광기

금 조성을 통한 재원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관광R&D 및 관광기금 기능은 관광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집적 형태를 중심으로 육성

이 필요하며, 관광 클러스터 구성은 서울관광협의체인 STA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관광산업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광전략회의의 확대와 함께 서울시정 정책 추진시 관

광관련 영향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을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바. 매력있는 서울만의 관광콘텐츠 발굴 아. 관광활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글로버 리딩 관광도시 구상

사.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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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사업 세부 사업내용

(ACT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 ‘주민 � 관광객 공존 위원회’ 운영 지원 

• 관광수용력을 고려한 관광객 제한제도 마련

• 서울관광 이미지 실추 저품질 관광상품 유통 근절

•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정관리지역 지정

전략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관광생태계 혁신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과제4.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ACT08)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 서울관광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ACT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 서울관광 R&D 운영기구 신설 

• 서울관광 데이터 센터 개설 및 운영

(ACT10) 강소 관광기업 육성 지원

•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 지원

• 서울관광 산업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 서울관광산업 본부 설치 및 운영

•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 관광인력 취업 및 포상 지원 시스템 구축

• 관광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과제5. 서울관광 플라자 조성 및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ACT11)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 관광 플라자 건립 추진

•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구성

(ACT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관광협의회(STA) 구성 � 운영

•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중앙형-이슈별, 지역형-자치구 연계) 

•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관광영향평가제) 도입

 5대 전략 13대 과제 32대 세부사업 도출 

• 본 5대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13대 과제 및 32대 세부사업을 도출함

전략/과제/사업 세부 사업내용

전략Ⅰ.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시민 관광향유권 확대)

추진과제1.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 구축

ACT01)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화

• 시민 관광 할인카드 개발 및 시민에 대한 서울여행 안내 확대

• 여행주간 서울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서울 평생 여가관광학교 운영

(ACT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 제공

•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콘텐츠 유통채널 연계

•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ACT03) (가칭)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 비정규직, 특수직노동자 휴가비 지원

• 장애인, 저소득층 여행활동 지원 확대

추진과제2.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Universal) 관광환경 조성

(ACT04) 접근 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 지원

•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도입

• 휠체어 장착 특장버스 도입 � 운영

•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ACT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 � 확대

•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 국제 특별 장애인증 발급 제도 도입

추진과제3. 관광 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ACT06) 서울관광 수용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 서울시 관광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발

6. 주요 전략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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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사업 세부 사업내용

추진과제9.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ACT20) 세계 최고의 MICE도시 도약

• MICE Cluster 조성 및 MICE 인프라 확충

•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ACT21) 한류 �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ACT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지원

• 럭셔리관광상품 민관네트워크 및 관광상품개발

• 국내 � 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 참가 및 권역별 특화 � 홍보 마케팅 추진

(ACT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서울 웰니스관광 구축

전략Ⅳ.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편리한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추진과제10. 스마트 관광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ACT24) 스마트 관광 스팟 조성

• 4차 산업 기술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조성

•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고도화

(ACT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 IoT 기술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 개별여행(FIT)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 서울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추진과제11.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

(ACT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 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 운영

•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개방성 강화

전략/과제/사업 세부 사업내용

추진과제6.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ACT13) 서울 공정 �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 ‘서울 공정 � 마을관광’ 지원센터 설치 � 운영

• 관광편익 지역 환원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ACT14)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개설

• 지역관광 커뮤니티 인력 구성

전략Ⅲ.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서울 관광매력 차별화)

추진과제7.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ACT15) 서울 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ACT16) 서울관광 M.V.P 코스 조성

• (가칭)서울 언더월드 투어(Under World Tour of Seoul) 

•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코스 활성화

추진과제8.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ACT17) 서울 스타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골목길 및 일상 관광장소 � 아이템 등)

• 시공간(Amazing Moment) 결합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 계절별 � 규모별 특색 있는 축제 �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ACT18)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지속 발굴

• 에스닉 투어리즘(Ethnic Tourism)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

(ACT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서울의 ‘산과 강’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 서울 스포츠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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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사업 세부 사업내용

(ACT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개발 및 개선 

•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 관광 접점에서의 관광객 편의 제고

전략Ⅴ.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글로벌 트랜드 선도로 서울관광 위상 강화)

추진과제12. 서울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ACT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 국제관광수도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ourism Capital) 창립

• 서울형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세계도시 평가

•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ACT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 추진

• 서울-평양-개성 관광교류프로그램 개발 지원 

•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및 식도락 관광상품 운영 지원

(ACT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 수도권-광역지자체 간 관광진흥협의회 확대 운영

• 환승관광 상품 운송수단 및 노선 확대 추진

• K-트래블버스 확대 운영 지원

추진과제13.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ACT31) 다변화 포트폴리모 마케팅 확대

•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 메가 이벤트 활용 마케팅 협력 강화 

•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활용 

(ACT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

•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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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란? 

서울시민의 일상 속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국내와 해외여행을 포함한 여행에관한 모든 서비스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하 관광환경 조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관광
을 위하여 관광수용력 관리 등을 통해 관광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관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31)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전략은,

시민이 여행을 통해 행복해지는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환영하는 관광 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관광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여행하는 서울

관광은 행복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광 정책은 외래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해왔습니다.  

이제 시민을 여행의 주체로 바라보고 행복한 여행을 지원하는 도시정책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여행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는 약 0.46단위가 증가합니다. 

여행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이 환영하는 관광

관광은 환대입니다. 

시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관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과잉관광(Overtourism)을 관리하는 관광이 필요합니다. 

서울관광의 수용능력을 측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 관광지에서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서울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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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횟수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좋은 여행, 만족하

는 여행은 시민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  여행만족도 1단위 증가시, 삶의 만족도 0.46단위 증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외래관광객 중심의 정책으로 시민은 관광정책에서 소외

-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 1,345만명, 내국인 관광객 수 1,330만 명, 

서울시민 야외여가 관광객 수 970만 명이 집계되었는데,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수 수준의 내국

인이 이미 서울 관광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서울시민 중 여가시간 실제 대부분은 TV시청을 하고 있으나, 여행 및 나들이 여가 선호도는 매

우 높음

•�서울시민을 포함한 관광정책 필요

-  외래관광객 만족도, 외래관광객 재방문율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여행 증대와 여행만족도

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시민들은 가장 선호 여가 활동으로 여행(52.0%)을 꼽음 (서울 서베

이. 2017)

•�시민의 관광참여 제약 해소를 통한 관광활성화 정책 필요

- 관광 제약요인은 시간, 공간, 관광정보 등 대부분 구조적 측면 

•�시민이 관광향유 할 수 있는 사회와 국내관광 활성화 국정과제

- 관광분야 국정과제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방향 설정

-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방향으로 ‘국민 모두관광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사회 실현’ 설정

•여가활동에 시간적인 제약요인 완화로 관광 참여 증가 가능

- 2018년 7월, 내국인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최근 사회 트렌드인 워라밸 실현 위한 야외여가 및 관광활동 참여 증가 예상

•�일부 주거지 중심 관광명소 및 관광지의 혼잡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과 이해집단 간

갈등현상 완화 필요

-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 과잉관광)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필요(서울시민관광객실태조사 中)

1. 계획배경

전략 1.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가. 여행만족도에 따른 행복지수 증가

나. 서울 방문관광객 범위 확대 필요

다. 관광복지 확대 및 관광여가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 대응

라.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추세 및 여건 확대

마.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정책 필요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계획 배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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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단일행동 중 가장 행복감을 높이는 활동으로, 여행만족도가 1단위 상승하면 삶의 만

족도가 0.46 단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시민의 행복을 위해 좋은 여행기회와 여

행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여행(52%)’이며, 서울시민의 실제 국내외 여행 참여 

활발

-  서울시민의 서울시 여행활동 인구는 약 970만 명으로 추산(본 연구 서울시민 여가실태조사)

-  2017 서울서베이 분석 결과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여행 � 야외 나들이(52%), TV � 비디오 시청

(29.3%), 문화예술관람(25.5%) 순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2017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서울시 방문객수는 연

간 3천 5백만 명이며 여행이동총량으로는 약 5천만 일(전년대비132% 증가)을 달성하였는

데, 이는 여행이동총량 기준으로 경기(7천9백만일) 지역 다음인 전국 2위 수준임 

•�서울시민이 관광참여 제약요인은 시간부족, 공간부족, 관광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를 해결하여 시민의 여행을 지원하는 기반구축이 필요함(본 연구 서울시민 여가실태조사)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부문 31위, “일과 생활의 균형” 부

문 36위로 하위권에 해당

- 평균 연장 근로시간 : OECD 회원국 1,766시간으로 한국 2,113시간이 월등히 높은 수준

정부정책 추진 현황

•�2018년 7월,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내국인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

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함

•�관광분야 국정과제로, 국민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영위하고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

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조성 설정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전략 1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ACT 01.
시민들의 일상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ACT 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 캐리어 서비스 제공

ACT 03.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추진과제 

01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조성

ACT 04.

접근 가능한 관광시설 확충

ACT 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 센터) 운영

추진과제 

02

관광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ACT 06.

서울관광 수용력 측정 및 지표개발

ACT 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추진과제 

03

2.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과제 1.      서울시민 생활관광(Life-Tourism)32) 기반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32)  생활관광(Life-Tourism)’은 Lash & Urry(1994)가 이야기한 ‘The end of tourism’ 즉, 관광은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계획되어 가는 특별한 행사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생활’과 같이 언제든, 자주 할 수 
있는 보편적 활동이 됨을 의미함. Lash & Urry(1994). Economic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 

서울시민들은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 여행이지만, 

각종 제약요인이 

많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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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 내용

⁌�시민관광기본권 법제화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에 반영하여,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화 추진

- 관광을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가 사회 실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서울시는 2018년 3월 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광진흥조례를 시행 (서울특별시 조례 제6837호)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광진흥종합계

획,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문화관광해설사

의 활용,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육성, 특별관리지

역의 지정, 관광종사원 교육, 관광통계, 재정지원, 민간 참여의 촉진, 업무의 위탁, 감

독, 표창,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광진흥조례 中 관광기본권 법제화(안)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제3조

구분 주요 내용

시민 

관광기본권의

권리와 

시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서울시의 관광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관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관광과 여가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여행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및 시민에 대한 서울여행 정보 제공 강화 ⁍

•�서울명소와 문화공연을 연계하는 시민서울여행 할인시스템 구축

- 서울명소, 문화공연시설 등의 서울시민 대상 할인 지역 제휴 연계

-  카드사와 제휴하여 관광, 문화, 쇼핑, 스포츠, 식음료, 뷰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할인 제공

을 통한 상품성 및 혜택 강화   

- 서울시립미술관 등 서울시 운영 문화시설 이용 혜택 확대

-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활동 특성이 반영된 추가할인 혜택 부여

•�서울시민을 관광주체로서 설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행 기반 구축 및 환경 마련

•�서울시민의 생활관광 참여 증대 및 서울시민의 국내외 여행 증진, 안전한 여행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정보 제공 확대

•�서울형 생활관광을 개발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를 위한 관광’ 기반구축

액션플랜

•�Act 01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Act 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 제공

•�Act 03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ACT 01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33)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화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및 시민에 대한 서울여행 안내 확대

��여행주간 서울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 평생여가관광학교 운영

1) 사업 추진배경

•�서울시민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혜택 제공

•�여행주간 기간동안 서울의 주요 관광지 개방 확대, 여행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관광 증진

•�생애주기별 평생관광교육을 통한 시민 관광기획능력 배양

나. 과업목표 

다. 세부사업

33)  시민이 서울을 여행해야 하는 이유?

1. 여행은 행복이다.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

2.  시민이 관광정보원이다. 관광정보는 구전이다. 관광안내센터 전에 관광객은 서울에 사는 친구, 친척에게 
물어본다. 

3. 시민이 여행해야 관광객을 환대한다. 여행해본 사람이 개방적이고 다른 관광객도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민들의 

서울여행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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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역민 관광할인 정책 시행 사례

•�국내외 다수 지역에서는 지역민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주택 박물관 등의 경우, 지역민은 항상 가장 저렴한 

비수기 가격을 적용하는 입장료 할인 정책을 실시함

•�국내의 경우에도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뿐 아니라, 교류도시 상호할인, 내일

로 등 각종 제휴할인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음

   

[미국 로머스 제퍼슨주택의 지역민 할인] [한국민속촌 용인시 지역민 할인 공지]

⁌�여행주간 서울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여행주간 서울형 특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지역의 매력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잘 알려지지 않거나 비공개된 관광지의 개방 운영 확대 (여행주간 기간 중 대사관 사저, 시장 

집무실 등 개방)

-  여행주간 특별 야행(夜行) 프로그램 진행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 서울시내 궁궐, 세계문

화유산 및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한 연계 해설프로그램, 이벤트 및 미디어 파사드 등 프로그램 

운영)

-  서울의 대표축제 뿐만 아니라 마을축제와 같은 중소규모 축제 발굴 및 정보제공 강화(마을축제

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축제 캘린더와 축제지도 개발 추진)

-  정기적으로 여행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한 프로그램 소개 및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강화

•�서울시민 관광할인카드 개발

- 서울시민형 관광카드 개발을 통한 문화 ��관광복지 증진 및 편의 제공 

-  시민관광을 위한 디스서울패스(DSP) 카드를 개발하거나, 운영 중인 서울시민카드와 연계 운

영하는 방안 및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용 편리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혜택 제공 추진

- 공동 프로모션, 고객 감동형 혜택 제공 등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인기 관광시설 및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직접 유치를 통한 할인제휴점 확보 

(2023년까지 1,000개소 확보 목표)

-  공동 프로모션, 고객 감동형 혜택 제공 등 사용자의 자발적 마케팅 유도

구분 1안 : 기존 DSP 시스템 활용 2안 : 금융기관 활용

형태 카드형, 모바일형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형

종류 Big3, Big5, Big7, 가족권 등 계좌 연동형, 금액 차감형

내용 기존 DSP 시스템을 활용한 시민용 DSP 제작 금융기관 발행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울특별시(2016) 서울관광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정성조사 보고서

서울시민카드 현황

•�서울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녹색장난감도서관 등 시립시설과 도서관, 문화체육센

터 등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한 통합모바일 카드로 2018년 8월 현재 도서관 116개

소, 세종문화회관 및 DDP,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25개소, 보육시설 2개소, 체육시설 

14개소, 청소년 시설 21개소 등과 제휴하여 운영 중에 있음

•�내부마케팅으로서 서울시민에게 서울의 새로운 명소와 매력 홍보

-  새로운 명소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일정기간 서울시민에게 먼저 홍보하고 방

문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시민이 먼저 서울여행’을 슬로건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여행 마케팅 수립

- ‘Visit Seoul’에 시민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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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과정 운영(안)

구분 및 특징
어린이 및 청소년 청 � 장년 은퇴자 학교 및 기업

서울시민 대상과정 단체 및 기업 과정

프로그램

및

기획과정

•�방학시즌 교과서

에 나오는 서울시

내 여가관광 장소 

답사 프로그램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 현장답사와 

수학여행을 직접 

기획하는 교육 프

로그램 개설

•�교육청과 학교별 

배치, 교육여행을 

계획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 연

행 코디네이터 양

성(일자리 창출 

연계)

•�청장년 대상 여가

관광 정보 제공 

및 여행문화, 에

티켓 교육 프로그

램 운영

•�서울 생태관광 및 

레저관광에 대한 

기획과정

•�서울 공정관광 기

획과정 운영

•�은퇴자 대비 국내

외 및 서울지역 

관광정보 제공

•�국내외 답사 및 

서울지역 마을관

광 프로그램 운영

•�50+ 학교와 연계

하여 은퇴자의 여

가소외 극복 및 

여행을 통한 새로

운 자기정체성 형

성 지원34)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여행의 일

상화(생활관광) 

캠페인 전개

•�지역의 거점 관광

지를 중심으로 연

계 관광지 발굴 

및 홍보

•�시민대상 관광 오픈 클래스(MICE, 프리가이드, 여행기획 등) 운영

-  서울시민 MICE 아카데미 운영으로 입문단계, 중견관리, 전문가 과정 등 운영

-  �여행작가, 업계 종사자 초청 강의를 봄 및 가을학기에 개설하여 여가 증진 기여

-  서울시민 프리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등 서울시민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상호교류

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내 대학과 연계한 시민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위탁교육 실시

- 서울시내 ‘관광학과’를 중심으로 체육, 문화관련 학과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

-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과 학과를 선정하여 위탁교육 실시

비공개 관광매력공간 개방 행사 사례

•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군대사관저에서 지난 2016년 5월, “옛 미국공사관 겸 영빈관 

건물 개방행사”를 진행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음

•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 8월 한달간 시범적으로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

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고종의 길”을 개방하였으며, 10월부터 정식개

방을 진행함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사례

•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50%:50%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별도 야행 수행

• 문화재 야행은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25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됨 (서울시는 정동 문화재 야행 및 

성북동 문화재 야행 2개소 진행 중)

   

[주한미군대사관저 개방 행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수원 화성행궁 문화재 야행)]

�⁌�서울 평생여가관광학교 개설 ⁍

•�생애주기별(어린이, 청소년, 청 ��장년, 노년) 관광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어린이, 청소년, 청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여행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 및 인

터뷰를 시행하고 분석함

구분 및 특징
어린이 청소년 청 � 장년 노인

여행선호 관광 핵심시장 틈새시장�소외계층

참여형태

•�여행경험률, 일수 

많음

•�경험자 추천 중시

•�테마파크, 문화�

예술체험 중시

•�관광여행 8월 집중

•�역사유적지

•�여가시간 부족

•�당일여행 경험률 

다수

•�역사유적지 참여 

많음

•�4월, 10월 여행 집중

•�국내여행 참가자

수 많음

•�주말보다 주중의 

경험률이 많음

•�경험자 추천 중시

•�음식, 역사유적지 

중시 34)  이훈 ·�박창환(2017). 여가를 통한 자기정체성 형성 모형: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소외 극복을 중심으로. 「관
광연구논총」 29(2): 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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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시민관광기본권 법제화 조례 제정 및 시행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개발 기획 ·�지원

제휴업체 선정 ·�판매

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획 ·�운영 민간보조금 사업

서울 평생여가관광학교 운영 학교 개설 ·�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시민관광기본권 법제화 - - - - - -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1,000 500 500 500 500 3,000

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서울 평생여가관광학교 운영 200 400 400 800 800 2,600

합계 2,200 1,900 1,900 2,300 2,300 10,600

6) 기대효과

•�시민여행을 위한 혜택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광참여 증진 

•�여행주간을 통한 내국인의 서울관광 증대 (내국인 서울여행을 2018년 1,800만 명에서, 

2023년 2,700만 명으로 확대)

•�평생여가관광 체험교실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여행기획능력 배양 및 여행을 통한 시민행복 

증대 (2023년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 10만 명 배출)

출)    ACT 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35)  제공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콘텐츠 유통채널 연계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일본 후쿠오카의 여가평생교육 사례

•�일본에서는 여가정책을 평생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평생교육은 생애학습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교육”이 아닌 “학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부 평생교육과의 업무내용 중 생애학습 추진, 

생애학습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 조정, 사회교육사업,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사회 

교육위원, 사회교육 통보지도, 가정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후쿠오카 현립 사회교육종합센터는 단카이세대 노인들이 활약하는 지역 만들기 세미

나, 학교지원과 연결되는  지역협력 활용 세미나, 육아 네트워크 in 후쿠오카 사이트 

운영, 지역 생애학습 실천연구 교류회 운영을 진행 중임

   

[후쿠오카 사회교육종합센터]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시민관광기본권 법제화 조례 제정 공포 ·�시행 운영 운영 운영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기획 ·�개발 시범운영 정식운영 정식운영 정식운영

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획 ·�운영 기획 ·�운영 기획 ·�운영 기획 ·�운영 기획 ·�운영

서울 평생여가관광학교 운영

계획수립 

학교설립 

프로그램

설계

학교 운영 학교 운영 학교 운영 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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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이후 행복감에 대한 평가 및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정책 반영 실시

•�시민여행행복 개선방향 및 정책자료 구축

- 시민여행 행복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민여행행복지수 지표 프로세스 (안)

민 ·�관 ·�학 공동연구를 통한 ‘시민여행행복지수’ 기본 틀(framework) 및 지표체계 개발

▼

지표검토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

▼

‘시민여행행복지수 지표 개발 방향’ 위원회 구성 및 포럼 개최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실시

▼

서울시민 관광행복지수 실태조사 실시

▼

분기/연차별 실태조사 현황 픽토그램화 공표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콘텐츠 유통채널 연계 ⁍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유튜브, 브이로그(Vlog: Video(동영상)+Blog(블로그) 합

성어) 확산지원

- 온라인 트렌드인 SNS Live 방송을 확대하여 실시간 서울 모습 홍보

- 서울시민, 서울방문 국내외 관광객 대상 관광 전문 온라인 방송채널 운영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  �1인 크리에이터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 서울 관광 정보 및 관광자원 등을 소개

-  서울 문화공연 ·�축제 및 이벤트 소개, 이 주의 테마여행 코스 추천 등

-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 직접 여행코스를 설계하는 유튜브, 브이로그 서비스 확산 지원

•�TBS 등 매체를 통한 콘텐츠 및 유통채널 연계

－매일아침 모든 관광시민에게 전하는 ‘10시에 만나는 관광정보’ 운영

*  날씨, 생활, 축제와 같은 생활밀착형 관광정보 제공 및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관광 관련 지
원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

 1) 사업 추진배경

•�여행을 통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지표 개발 필요

•�좋은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준 및 여행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

•�‘여행캐리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민의 관광참여 기회 확대 및 관광정보 제공

•�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서울관광정보를 이용가능한 환경조성

2) 세부사업 내용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

•�여행은 단일 활동 중 행복을 높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1단위의 여행횟수가 증가하면 삶의 만

족도는 0.03 증가하며, 1단위의 여행만족도가 높아지면 약 0.46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36)

•�이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여행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시민여행행

복지수 지표를 개발,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37)

-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여행행복지수 지표 개발 위원회 구성 운영

-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여행만족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및 영향관계를 통해 서울시민의 여

행 행복 변화 제시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여행행복지수 지표 개발 위원회 구성

-  서울시민이 여행 활동을 통해 느끼는 행복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민이 체

감하는 여행만족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및 영향관계를 통해 서울시민의 여행행복 변화를 

제시함

- 지표개발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삶의 질 및 행복지표 검토

- 시민의 여행지표 및 행복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 선정 

•�서울시민 대상 시민여행행복지수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민 및 내국인 대상으로 관광수요가 많은 서울 명소 및 관광활동 조사 병행

35)  ‘(가칭) 여행캐리어 서비스’: ‘여행캐리어 속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듯’, 서울관광 및 국내 ·�해외관광 
정보제공, 시민 맞춤형 여행상담, 외교부와 연계하여 국가별 최신안전소식,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위기상황
별 대처매뉴얼 등 안전여행, 국가별 여행문화 및 글로벌에티켓 등 여행에 필요한 토탈서비스 제공.  

3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KCTI-info 53호, 여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7)  ‘권장욱 ·�이훈(2016). 여행자의 행복감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관광학연구」 40(5): 165-182. 여행을 통한 
행복감은 약 2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연구됨. 여행전이 가장 행복감이 높으며 2개월째 행복감이 통계적으
로 의미 있게 감소함. 따라서 좋은 여행은 행복감을 2개월 정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음.

서울시민들의 

여행행복수준을 

체크하고, 

시민들의 여행을 

책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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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서울관광 상황실’ 운영 및 서울관광 종합자료실 구축 

－서울시 관광관련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운영

- 관광 빅데이터 시스템 연동을 통해 서울관광과 연관된 데이터 및 각종 통계, 예측 정보 제공

* 관광데이터 종류:  관광지 혼잡도, CCTV, 날씨, 오늘의 이벤트(축제), 관광안전정보(집회/사고/공사), 숙

박예약현황, 여행자물가정보 등

-  서울관광종합자료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여행정보 및 마케팅활동

에 적용

* 예1:  싱가폴 센토사 섬의 경우 공항입국객의 국적별 비율과 센토사 섬의 입장객 국적별 비율을 비교하여 
필요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집중 마케팅을 실시

* 예2:  북촌, 홍대 지역과 같이 주말 일정시간 ‘혼잡도 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시내 관광객 분산전략
으로 활용. 실제로 학술연구에 의하면, ‘사전 정보’는 혼도지각을 회피하는 ‘대응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그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혼잡지각’을 낮추는 효과가 존재

�실시간 서울관광상황실 사업운영 (안)

구분 주요 내용

서울 관광 데이터 공유 방안 연구

•관광정보 데이터 기초조사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및 현행화 관리 방안 수립

•데이터, 콘텐츠별 권한 분류 등 메타데이터 정의

•주요지표 선정 및 통합 ·�연계 ·�활용 방안 수립

관광 데이터 연계 및 통합

•DB 유형별 상세조사

•DB 유형에 따른 연계 및 관리시스템 개발

•기 구축된 서울시 유관데이터 서비스 연계

•실시간 서울관광상황실 서비스 DB 구축

서울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디지털 관광시민실 제공 홈페이지 개발

•이용환경 최적화를 위한 UI/UX 설계 및 적용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플랫폼 개발

•디지털 관광시민실 시각화 플랫폼 개발

•지도 기반의 시각화를 통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57분 교통정보’와 같이 매일 정각에 라이브 방송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관광정보 제공

－ ‘PC-모바일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연동 서비스 안정화

－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확대 및 사용자 성향을 고려한 디자인 개선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

•�서울관광 모바일 앱 기능강화: ‘관광객 응답소’ 

－서울관광 모바일 앱(iTour Seoul)의 신규기능으로서 관광객 응답소 운영  

－ 다국어 챗봇 형태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개선

-  대화형 UI(메신저) 기반의 모바일 상담창구 ‘상담톡’ 구축 : 다국어(7개 언어권) 상담창구를 구

축하여 관광시민의 편의증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7

개 언어권인 국어, 영어, 일어, 중간 � 번체, 러시아어, 태국어 등 다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여행상담(서울관광 및 국내 ·�해외관광 정보 등), 안전여행 정보(테러, 자연재해 대응요

령, 관광지 별 주의사항 등) 다양한 관광문의 응대

-  한국관광공사 ‘1330’과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와 연계•보완하여 서울관광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제공

서울 관광 모바일 앱 ‘iTourSeoul+’

•��2009년 출시된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앱 ‘i Tour Seoul’은 서울의 축제 � 행사 � 추천

코스 � 관광명소TOP10 등 실시간 정보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모바일 영상

인식기능을 활용한 “증강현실”기술, 위치기반 서비스를 도입하여 온 � 오프라인 정보 

연결을 강화함. 현재 5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로 이

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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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03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38) 운영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휴가비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여행활동 지원 확대

1) 사업 추진배경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640만 명, 서울시 130만 명 수준이며, 비정규직 77.6%가 유급 휴

가가 없으며, 휴가 사용일 역시 정규직의 76.9%에 불과

•�노동약자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국내 관광활성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 구현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휴가비 지원 ⁍

•�국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들 소외계층을 위한 서울형 휴가지원 정책 

실시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가 휴가경비 적립 � 신청 시 서울시에서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개인단위 신청)

-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만원 적립 시 서울시에서 50:50 매칭으로 지원을 실시

－월 보수 2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서울 90만 7천명) 대상 우선 시행 후 단계적 확대

-  2019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0~2023년 연 15,000명으로 확대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 구축 � 운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 온라인 몰 구축을 위한 별도사업자 선정

-  적립금(40만원 적립 : 개인 20만원, 서울시 20만 원 등 50:50 매칭 방식)은 국내관광 전용 온

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 적립금 규모는 국민 평균 1박 숙박여행 경비(39만원)을 보장하는 수준

- 국내 여행관련 상품 구입에만 사용토록 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개발 � 운영 정비 � 운영 정비 � 운영 정비 � 운영 정비 � 운영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지표개발 시범조사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태조사

온라인 서울관광방송채널 운영 어권확대 � 운영 기획 � 운영 어권확대 � 운영 기획 � 운영 어권확대 � 운영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기획 ·�지원 개발 ·�운영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지표 개발 민간공고 실태조사 시행

온라인 서울관광방송채널 운영 개발 ·�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1,000 200 200 200 200 1,800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500 500 250 250 250 1,750

온라인 서울관광방송채널 운영 440 526 710 743 1,099 3,518

합계 1,940 1,226 1,160 1,193 1,549 7,068

6) 기대효과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을 통해 서울시민의 여행행복정도를 파악하여 관광정책수립에 반영

•�관광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관광정보 서비스 환경 구

현, 과학적 의사결정 및 위기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서울관광 정보를 전달하고 연결하는 서울관광 플랫폼 역할 

강화

38)  ‘(가칭) 여행 크레딧 제도’: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를 제공하
여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행되는 서울형 희망
여행 지원 제도

여행 소외 계층 및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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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NCV(The National Agency of Holiday Voucher)

•�체크바캉스 제도는 1982년 프랑스에서 자국민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관리기관인 

ANCV(The National Agency of Holiday Voucher) 설립과 함께 안정화됨

•�ANCV는 체크바캉스에 대한 독점적 권환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 및 공

공성 강화 노력 지속

•�프랑스 체크바캉스 슬로건은 “Parce que les vacances, c′est essentiel(휴가는 필

수적이기 때문에)”로 휴가에 대해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접근

   

[자료: http://www.ancv.com/]

⁌�장애인 � 저소득층 여행활동 지원 확대 ⁍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의 관광욕구 및 관광행태 조사 � 분석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해당 대상자 파악 

-  영역별 정량조사 (여행 희망 ·�경험 여부, 선호 관광지, 관광인프라 � 관광안내 정보제공, 관광

종사자 서비스 등 장애요인), 정성조사 (여행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모니터링) 실태조사 시행 

- 조사 결과는 관광정책 수립,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의 국내외 여행지원 확대

- 여행지원 협약체결을 통한 참가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숙박시설, 관광지입장료 지원 및 관광교통(기차, 버스)연계 할인 혜택 제공

- 이동차량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여행활동 지원 

•�연간 수혜대상 확대 진행 (연간 2천명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현황

•�운영업체: SK 베네피아 (2018년 1월 공모로 선정)

•�구축기간: 2018년 2월~5월(4개월 소요), 2018년 6월 오픈

•�운영품목:  총 5만 여개(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입장권, 교통 등)- 자체 상품 

외 팸투어, 모두투어, 익스피디아, 야놀자 등 여행 제휴몰(20여개 운영)- 

폐쇄몰의 특성상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운영

•�구축 및 운영비용은 운영업체에서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쉽

표가 있는 삶’ 구현을 목적으로 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시행을 시행함. 기업

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의 추가지원이 제공되며, 근로자

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이 가능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국내여행 경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

고, 참여기업은 기업 홍보와 우수기업 선정 등 혜택을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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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정규직, 특수직노동자 

휴가비 지원

온라인몰구축

5,000명 

지원

15,000명 

지원

15,000명 

지원

15,000명 

지원

15,000명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2,000명

지원

2,000명

지원

2,000명

지원

2,000명

지원

2,000명

지원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비정규직, 특수직노동자 

휴가비 지원
기획 ·�지원 제휴업체 선정 위탁운영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기획 ·�기업 선정 개발 ·�운영 실태조사 ·�위탁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비정규직, 특수직노동자 

휴가비 지원
1,300 3,500 3,500 3,500 3,500 15,300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300 350 400 450 500 2,000

합계 1,600 3,850 3,900 3,950 4,000 17,300

6) 기대효과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약자의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및 이동편의 증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즐

겁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017년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시법사업 추진 현황

구분 총계

장애인 저소득층

지체

(휠체어)
시각 청각 발달 노령인 청소년 한부모

지원규모 355명 24명 32명 75명 40명 70명 38명 76명

지역 ·�코스 서울지역 1일 코스 서울 ·�지방 1박2일 코스

여행시기 주말을 이용한 가족여행

•�사업기간 : 2017년 8월 ~ 12월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3에 명시된 관광취약계층

미국연방정부 장애인 여행지원 제도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장애인 여행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통수단(항공, 자동차, 버스, 철도 등)서비스를 

제공

•�여행수단 및 장애인 보호법(ADA: American with Disavilities Act), 가이드 라인 등 각

종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료: www.disabili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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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04 접근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 지원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도입

��휠체어 장착 특장버스 도입 및 운영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1) 사업 추진배경

•�관광약자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통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유니버셜 관광시장 활

성화 필요

•�무장애 관광시설에 대한 서울시 인증도입 및 홍보지원

•�휠체어 장애인의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특장버스 순차적 도입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 지원 ⁍

•�관광이동불편시설 실태조사 실시

-  관광시설 접근성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 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

입문 크기 및 대체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기타 표지 등 

•�대상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컨설팅 및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 등에 위치한 호텔, 음시점, 편의시설 등 관광시설에 대하여, 

2023년까지 1,800개소 이상 접근성 개선

-  다동 � 무교동 관광특구 등 2018년 개선, 향후 관광객 집중 방문지역 1~2개소 선정하여 지원

을 시행

-  �개선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로, 자동문 설치, 화장실 등 정비

-  지원내용: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설 개 � 보수, 접근성 우수시설로 홍보 등을 지원하여 

대상지역을 무장애관광 선도지역으로 홍보, 업소별 매출액 증대 및 상권확대 도모

•�장애인구,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

광여건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서울시 장애인 인구는 39만 명,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30만 명 수준

-  장애인 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관광지 ·�관광시설의 접근불편 등 장애인의 87.4%가 국내여

행에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한국소비자원, 2015)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미래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 이동

과 시설이용, 접근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편적 관광활동이 어려운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필요

- UNWTO는 장애인 등의 보편적 관광향유권 선언 및 이에 대한 실천 권고

- 세계 장애인 인구는 11억 명이며, 노령인구의 한국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임

-  장애인관광, 노인관광(실버마켓),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 등 전략적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가능

•�<무장애 서울관광>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관광복지 시대를 대비

•�관광콘텐츠, 관광인프라, 관광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무장애 관광환경 기반 구축 

•�장애인 �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여행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확대

•�민관 거버넌스 주도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으로 무장애 관광정책 추진동력 

확보

•�장애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수립 - 집행 - 환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

액션플랜

•Act�04�접근가능한(Accessible)�관광시설�확충

•Act�05�서울�다누림�관광센터(무장애�관광지원센터)�운영

추진과제 2.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Universal) 관광환경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다. 세부사업

나. 과업목표

서울관광의

물리적 접근 제약 

제거하기글로벌 관광 도시 

위상에 맞는 

‘모두의’ 관광 환경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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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5년,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인증마크 재부여

세계 무장애 인증 관련 사례

[프랑스 Tourism & handicap] [독일 정보접근성 인증마크]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마크]

  2017년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시법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내「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규정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

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의 식품접객업은 아래와 같은 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한다.

구분 설치 기준

주출입구 

접근로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출입구(문)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버튼높이 0.8~0.9m이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또는 호출벨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미터*깊이1.8미터 이

상 또는 폭1.4미터*깊이2.0미터 이상으로 설치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설치(상단높이 0.85m, 하부공간 확보)

•�소변기손잡이는 1개소이상 설치

기타

•�출입문 측면에 매장명 점자표지판을 설치 

•�휠체어사용자 이용이 가능한 식탁 설치(높이 0.7~0.9m)

•�출입구에서 식탁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 

•�점자표기 메뉴판 설치

•�장애인 이용 가능한 식탁에는 종업원 호출이 가능한 벨을 설치 

교토의 Universal Tourism 추진

•�누구나 어려움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Universal Tourism’을 추진

•�Universal Tourism을 위한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관광에 어려

움이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도 제공함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함

   

[교토 Universal Tourism 환경 조성] [교토 Concierge Service]

도쿄의 Universal Tourism 추진

•�노령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에 의한 인식 함양 및 대중교통 접근성 향

상을 추진

   

[도쿄의 Accessible Tourism 환경 조성]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도입 ⁍

•�무장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표시하는 인증마크 개발

-  인증마크 개발을 2019년에 실시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관광시설을 인증 → 2023년까지 

1,500개소 인증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관광시설에 대한 무장애 인증현판 부착 및 홍보지원

- 업소별 서비스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서울관광 홈페이지, 관광가이드북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시설 정보 제공

- 온 ·�오프라인 공공매체 활용, 접근성 우수시설 선정시 적극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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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현재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인증제도’와 ‘우수여행사 인증제도’를 확대 적용

•�서울의 관광명소 유니버셜 관광지 환경조성을 통한 인증 확대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유니버셜 관광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상품개발을 위한 R&D 실시

•�글로벌 고령시장과 장애인 시장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서울의 관광서비스 종사자 대상 ‘유니버셜 관광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해외 무장애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UNWTO, ENAT 등 무장애 관광 관련 국제 기구 및 기관과 연계 협력추진

- 시드니, 온타리오, 플랜더스, 오키나와 등 해외 무장애 관광 특구 등 벤치마킹

-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개도국과 네트워크 추진

-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 MICE 등을 개최하여 선진 관광 도시로서의 자리매김

•�지방 및 지역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제주도, 부산, 대구 등 무장애 관광 정책 활성화 지역과의 연계

- 지역 연계 포럼 개최 및 서울이 선도적으로 무장애 관광 정책 홍보

•�메가 이벤트 연계 적극적 무장애 관광 지원 및 홍보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제100회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 서울 � 평양 공동개최 (2019년)

•메가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하여 무장애 관광을 홍보하고 지원 실시 

   

⁌�휠체어 장착 특장버스 도입 및 운영 ⁍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버스 구입 운영, 관광약자 여행활동에 제공

-  2022년까지 총 10대 도입 목표 : 2018년 1대, 2019년 2대, 2020년 4대, 2021년 6대, 

2022년 10대 달성

•�남산전망대, 서울로7017 등 서울 주요명소를 순환하는 시티투어 운영

- 여행테마를 정해 사전 홍보 후, 개별신청을 받아 투어 운영

•�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여행에 버스 및 기사 지원

* 3.1절 100주년 또는 평화관광 대비 고령의 위안부 ·�독립유공자 단체 버스 지원(2019)

•2019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연계 서울관광 임시 노선 운행 

* 서울시 무장애관광 홍보 및 서비스 지원 

영국 저상버스 운영

•�누구나 어려움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Universal Tourism’을 추진

-��Universal Tourism을 위한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관광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Concierge’ 서비스도 제공함

-���Barrier Free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함

   

[런던 시내 2층형 저상버스 형태]

호주 : 2000 호주 시드니 올림픽 대비 장애인을 위한 교통 서비스 개선

•�시드니 철도국은 2000 호주 시드니 올림픽 준비기간에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와 경

사로의 설치, 기차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 및 개선

•�또한 장애인은 수신자부담으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운행시간표 등의 안내를 받

을 수 있을 뿐아니라 승하차시 보조원의 도움도 예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이러한 시스템은 가령 출발 전에 몇 시에 어디를 떠나 어느 목적지로 간다는 사실을 미

리 알려줌으로써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지체 및 시각, 청각장애인이라도 편안하고 안

전한 여행이 가능한 형태로 전개

•�올림픽 대비하여 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장차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특히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의 경우 올림픽까지 5백 대를 추가 증편하도록 개편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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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관광약자를 위한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통한 서울관광 참여 증대

•�장애인관광, 노인관광, 가족관광 등 서울시 복지관광의 활성화 기반 마련

•�보편적 관광환경이 가능한 기반 조성, 관광약자의 관광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국제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새로운 관광시장 개척 및 외래 관광객 유치효과

    ACT 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 � 확대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국제 특별장애인증 발급 제도 도입

1) 사업 추진배경

•�누구나 어려움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객 여행편의 증진

•�무장애 인프라 ·�콘텐츠 ·�관광정보 확충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기반 마련

•�장애인, 노인관광, 가족관광 등 서울시 복지관광의 활성화 기반 마련

2) 세부사업 내용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 ·�확대 ⁍

  서울 다누림관광센터 운영 개요

구분 세부내용

주요 기능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조사 및 DB화 – 콜센터 및 무장애 관광포

털 운영

•�휠체어 탑승 가능 특장버스 운영 (시티투어 및 복지기관 대여 등)

•�무장애 우수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인력
•�4명 (2018년 기준)

•�2019년 위탁사업으로 전환 및 운영인력의 단계별 확충 예정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지원
100개소 300개소 400개소 500개소 500개소

관광시설무장애 

인증제 도입

인증제 마련

300개소 인증
300개소 인증 300개소 인증 300개소 인증 300개소 인증

휠체어 장착 특장버스 

도입 � 운영
1대 2대 2대 2대 4대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시장개척 및

마케팅 추진

시장개척 및

마케팅 추진

시장개척 및

마케팅 추진

시장개척 및

마케팅 추진

시장개척 및

마케팅 추진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지원
개소 지정/지원

서울시관광협회 신청 

위탁

관광시설무장애 

인증제 도입

인증제 지침마련/

관리

휠체어 장착 특장버스 

도입 � 운영
버스 구입운영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서울관광재단

마케팅 시행

무장애관광지원센터

위탁 공동 시행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지원
1,100 3,300 4,400 5,500 5,500 19,800

관광시설무장애 

인증제 도입
300 300 300 300 300 1,500

휠체어 장착 특장버스 

도입 � 운영
250 250 500 500 1,000 2,500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500 500 500 500 500 2,500

합계 2,150 4,350 5,700 6,800 7,300 26,300

무장애 관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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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

에게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사업자는 단계적 적용(2025년, 2030년)이 되나, 국가 및 지자체는 즉시 적용 조항

영국 : Visit England 

•� 전 세계 관광시장에서 영국의 마케팅을 담당하며, 관광상품의 품질 향상에 주력

－  2012년 하계올림픽 기점 런던과 영국내 도시 및 관광명소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주력

－ Visit England에서 장애인 관광정보 전달 및 홍보 실시 중

시드니 : Sydney For ALL

•시드니 무장애 관광의 총제를 담당하며 민 � 관 � 산 � 학의 협력을 주도

－ 시드니 시가 포함된 New South Wales 주의 주도하에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 

   

스페인 카탈루냐

•� 카탈루냐 지역 관광정보 및 관광진흥 주체에서 장애인 포함 사업 수행

－  무장애(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장애인 특수서비스 제공, 접근가능 관광지 조사, 상품 

홍보, 교통제공 등 포함

•�관광약자 대상 관광정보 및 편의서비스, 무장애 관광 조사 � 연구(서울관광재단 협력)

-  여행 설계, 예약,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특장차량 및 보조기기(휠체어, 유모차 등) 대여 

서비스 운영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의 서울관광재단 직영 운영체계(위탁사업 전환) 도입

- 新 관광 생태계의 도입 및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구심점 필요

- 전담인력 보강 및 편의서비스 지속 확충, 고용안정성 제고 필요

- 서울시 출연 공익 재단의 공익성 확보 및 시민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 서울관광재단 내 부서 설립을 통한 다누림 관광센터 직영 운영 및 관련 산업 연계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보편적인 형태의 시민 관광복지 실현 체계 마련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재단의 사업) 4호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호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

건 개선으로 명기

•�서울다누림센터의 주요 설립 목적이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안내서비스 제공과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으로 재단 운영 조례 내용에 부합

 관광진흥법 中

•�47조의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

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 � 지원하

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명문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

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명

문화

 재단 유사기관인 한국관광공사 목적사업 : 국민관광 진흥영역에 장애인 포함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2. 국민관광 진흥사업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

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  관광약자 관련 관광업무 미추진시 장애인자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

는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관광재단 주도하에 관광업계 최소 대비를 위한 협업구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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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코스 실제 이용자) 공모를 통한 무장애 관광코스 발굴

  현재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29개 코스), 서울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 게시

구분 대상 세부내용

장애 유형별

지체 다양한 테마를 가진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확대

시각 손 또는 귀로 느끼는 여행코스 (감각여행, 음악여행)

청각 기존 관광코스에 수화 동영상 서비스 제공

대상별

노령인 건강여행 코스, 실버문화벨트(종로일대) 연계 코스

영 � 유아 동반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 내 숲체험 � 캠핑 코스

여성장애인 뷰티(네일, 한류스타 메이크업 등) 관련 코스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교육 등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추진

-  관광종사자 환대교육 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과정 추가하여 인식 개선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주요 접객시설 대상)

-  서울관광대상 등 관광종사자 및 관광시설 포상시, 무장애 관광 콘텐츠 지원 추진 우선 고려

-  연1회 전문가, 장애인 등 참여 세미나 개최를 통해 무장애 관광정책 추진 공감대 확산

•�관광약자를 배려한 서울관광 가이드북 제작 ·�배포 확대

- 주요 관광지, 관광시설 등 무장애 동선 조사

- 가이드북에 소개된 주요 관광지(120개소)에 대한 장애인 정보를 픽토그램 형태로 안내

- 주요 언어별(영, 중, 일) 서울 관광 가이드북 우선 제작 후 순차적 확대(최대 5개국어)

-  주요 관광거점 및 안내소에 배포 후, 25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및 공항, 철도 안내센터 배포 확대

-  관광지 � 관광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무장애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 조사 등

-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민 ·�관 공동협력사업 추진

•�무장애 관광포털 사이트 및 특장버스 운영, 종사자 인식개발 교육 등 관광약자의 여행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누구나 제약없이 서울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활동 시행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

•�(가칭) Accessible Discover Seoul Pass 출시 

- 무장애 관광 관련 편의시설 개보수 및 인증 시설 홍보 

- 한 눈에 서울의 무장애 관광 정보(시설, 콘텐츠) 파악 및 할인 혜택

* 예) 오사카 주유패스 초기 형태(쿠폰북), 또는 카드형 발급

- 시범사업 형태 진행 및 발전 가능성 검토

* 예) 2,000부 발부 및 동향 파악

* 예) 전국체전과 연계 발부하여 이용 만족도 확인

•�무장애 서울여행지 발굴 � 선정을 통한 관광 콘텐츠 확충

-  유용한 관광정보를 영상물로 제작, 자막 � 수화 해설(청각), 영상해설(시각) 등 지원 - 2023년

까지 1,000개 확충 

- (가칭) 유니버설 경성사절단(기자단) 운영 (서울시 및 관광재단)

*  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약자의 SNS 활용 홍보/타 지역에서 서울의 무장애 관광지 및 콘텐츠 소
개 시 기자단 인증서 발급 및 리워드 지급

* 50+센터 연계 노령인 기자단 활용 홍보

* 기자단 인증서 발급 및 리워드 지급으로 자기효능감 향상

* 당사자 중심의 실버 관광 콘텐츠 형성 

* 타 기관과의 협업 구조로 상생 지원

* 노령인 활동비 지원 또는 일자리 마련 

-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 조사 및 코스화 : 무교동, 광화문, 삼청동 등

- 역사 ·�생태 ·�한류 ·�음식 ·�축제 등을 주제로 한 테마별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장애 유형별 맞춤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유형별(지체, 시각, 청각) 특성에 맞는 연차별 프로그램 확대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관련 연계 관광 참조실시

- 노인 및 가족관광 등 맞춤형 콘텐츠 개발

* 2019 평화관광 주제로 고령의 위안부 또는 독립유공자 대상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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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확대 센터 지원
민간 운영기관

운영시행
정비 � 운영 정비 � 운영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100개 150개 200개 200개 250개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포털 구축 포털운영 2대 2대 4대

국제특별장애인증 

발급제도 도입

유관기관 

협의

민간 운영기관

운영시행
기획 � 운영 기획 � 운영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확대 센터 지원 관광재단 운영 관광재단 민간 위탁 시행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콘텐츠 확충 기획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기획 � 운영

국제특별장애인증 

발급제도 도입
유관기관 협의 민간 운영기관 운영시행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확대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100 150 200 200 250 900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200 200 250 250 300 1,200

국제특별장애인증 

발급제도 도입
50 50 50 50 50 250

합계 2,850 2,900 3,000 3,000 3,100 14,850

6) 기대효과

•�장애인, 노령인 등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관광향유권

을 보장하고,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서울 조성

•�온 � 오프라인 연계하여 여행하기 편리한 서울의 관광정보 접근성 향상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

장애인 접근성 정보 픽토그램 (안)

[출입 경사로 접근가능]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주차장]

•�기존 텍스트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장애인 관광정보 픽토그램 적용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전달 매체와 관광 현장에 적용되는 픽토그램 통일성 확보

⁌�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및 상담 콜센터 운영 ⁍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및 상담 콜센터 운영

- 청각, 시각, 지체 등 장애유형과 선호도에 따른 맞춤형 관광정보 구축 및 제공

- 관광약자가 이용가능한 관광지, 음식점, 숙소 등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제공

- 무장애 관광 상담, 예약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관광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키 형태의 <무장애 서울관광 정보 페이지> 운영

•�무장애 관광, 편의 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 무장애 관광 DB 구축 및 정보제공

- 장애인 리프트차량 대여 플랫폼 및 보조기기 예약시스템 구축 

* 센터 운영 특장버스 예약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유 유휴차량 공유서비스 구현

* 장애인 관광버스, 관광약자 보조기기(휠체어, 유모차 등) 대여 시스템 구축

- 시각장애인 대상 음성 서비스 제공 및 수어서비스 추가

- VISIT SEOUL 사이트 연계 

�⁌�국제 특별장애인증 발급 제도 도입 ⁍

•�단기 서울여행 외국인 관광약자 대상

- 서울관광홈페이지(visitseoul.net)을 통해 국제장애인 등록 신청서 제출

- 서울시 관광안내소 또는 다누림 관광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 서울시 소재 관광시설, 대중교통,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혜택 제공 통합

* (가칭) Universal Discover Seoul Pass와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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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버투어리즘 관련 진행사항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16.9.) - 남재경 의원 발의

- 주거지역 관광명소에 대한 주민피해 실태조사, 특별관리지역 지정 � 관리 규정 신설

•�자치구 공모(종로구 선정), 실태조사('17.6. ~ 11.), 관광정책포럼 개최('17.9.14.) 

•�피해 유형별 개선대책 제안(10개 전략, 24개 과제)

•�종로구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대책 추진 ('18.3. ~ 12.) /사업보조금 190

백만원 교부

•�시민이 환영하는 관광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환경 마련

•�서울 관광관리를 위한 사회적 � 환경적 � 경제적 수용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

는 이용자 측면과 관광자원 관리 측면의 지표 개발 및 적용

•�서울 관광의 수용력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서울관광의 질적 성장과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하

는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 마련 

액션플랜

•Act�06�서울관광�수용력�관리�시스템�구축

•Act�07�주거지역�관광지�정주권�보호

    ACT 06 서울관광 수용력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시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서울시 관광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발

1) 사업 추진배경

•�서울 관광 전반의 수용력 점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필요

•�서울시 관광활동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체계 필요

•�관광지 수용력 측정방안 마련 및 이용객 대상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관광매력이 점차 명소에서 생활자원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인기 관광지가 골목, 재래시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39) 이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광동선이 일치하면서 혼잡과 갈등

이 발생하고 있음

•�북촌, 홍대 등 일부 지역은 국내 � 외 관광객 집중 방문하고 있어 수용력 초과 문제와 분산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한 외래 관광객 중 북촌을 방문하는 비율

이 2014년(15.3%), 2016년(15.6%), 2017년(13.3%) 수준으로 지속적 10% 이상의 증가치

를 보임

-  빅데이터 활용 종로구 관광통계 분석(종로구, 2017)에 따르면 2017년6월 기준 세종마을 주

중평균 60,500명에서 주말평균 78,9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 집중현상이 두드

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적(소음, 청결/위생, 교통, 사생활 침해 등), 사회문화적(지역 정체

성, 인구구조 및 주민구성의 병화 등), 경제적(상권의 변화, 부동산 및 물가 상승) 문제점이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주거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과 오버투어리즘

(overtourism) 등의 사회문제 및 이해집단 간 갈등현상 심화 증대

-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관광지화를 의미하는 ‘Touristify’와 ‘Gentrification’의 

합성어로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린생활시설이 관광객 대

상 상업시설로 교체되고, 임대료가 급증하여, 기존 거주민이 쫓겨나거나 이주하는 현상 의미40)

-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민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의미41)

•�관광지의 인적 � 물적 혼잡도는 관광 품질 및 관광객 만족도 저하 야기

•�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투어리피케이션, 오버투어리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

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으로 주거지역 관광명소에 대한 주민피해 실태조사, 특별관리지역 지

정 등 규정 마련이 필요함

추진과제 3.      관광 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39)  Munt, I. (1994). The ‘Other’ Postmodern Tourism: Culture, Travel and The New Middle Classes. 
Theory, Culture & Society, 11(3), 101-123.

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41)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2017).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나. 과업목표

다. 세부사업

관광객으로 인한

허용 수용력 

확정 필요

서울시민이 

여행객 증대로 인한

와해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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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발 ⁍

•�서울관광 수용력 측정을 위한 대상 분야 선정

- 관광지 입장객, 마을단위 실외 관광지, 관광지 인근 숙박, 식음, 교통, 주차, 편의시설 등 

•�대상 분야별 수용력 실시간 측정 방안 모색

-  관광지 유형에 따른 무인계측기 설치, IOT 시스템, 카드결제 시스템,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혼

잡도 측정을 위한 호환 기술 적용 검토 및 채택

•�관광지별 혼잡도 온 ·�오프라인 상호 호환 시스템 개발 및 설치

•�서울시 관광지의 혼잡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 구축

- 서울 관광 공식홈페이지인 visitseoul 등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페이지 연동

- 혼잡정도 확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관광스타트업과 연계한 지정과제로 추진

•�서울시 관광 수용력 측정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자치구 선정

- 가장 혼잡도가 높은 자치구를 선정하여 수용력 측정 및 방문객 실시간 공유 서비스 제공

•�자치구별 관광지 혼잡 단계별 사전 예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온 � 오프라인 정보 공유

-  관광지 유형별(관광지, 숙박, 식음, 교통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문 전 사전에 혼잡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간접적인 혼잡도 조절 

•�시범사업 후 단계별 자치구 및 관광 수용력 측정분야(민간업계 등) 확대

•�관광 수용력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향후 서울 관광 정책수립 및 기초 자료로 활용

바르셀로나 구엘공원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정책 사례

•�바르셀로나는 대표적인 관광지 ‘구엘공원(Park Guell)’이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

닌 지역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객 수를 조절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춘 개장시간 조정, 시설정비 사업 등을 지속 수행하는 ‘2018-

2022 구엘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버투어리즘에 대응

•�시정부는 관광명소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홍보를 축소하고, 지역주민의 공원 이용

을 장려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이용구역을 지정함

•�디지털 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구역에 입장하는 관광객의 대기시간을 관리하여 

혼잡도 개선 노력

   

[자료: www.disability.gov/]

2) 세부사업 내용

⁌�서울시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관광 수용력 지표 개발 위원회 구성

•�자치구별 서울형 관광수용력 혼잡도 진단지표 개발

-  관광객으로 인한 물리적 영향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관광 적용 수준, 사회적 차원의 관리적 요

인 등을 고려한 지역별 최적 이용수준 목표설정   

- 관광의 행태, 유형, 산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구분

-  지표의 차원(이용자, 관광자원, 지역주민, 행정 등), 속성(생태, 문화, 시설, 축제, 숙박, 교통 

등), 세부지표(관광객 수, 관광지 면적, 시설이용률 등) 구분

•�서울시 관광 수용력 지표 기준 실태조사 및 관광 수용력 수준 진단

- 권역별 혼잡도에 따라 자치구 관광유형 및 수준 분류 

- 실태조사 지역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실태조사 자치구 확대

- 서울형 관광 수용력 지표를 적용한 자치구별 수용현황 분석 

•�관광 수용력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관광수용력 진단지표 내용 점검 및 조정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사례(제주관광공사,2017)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안하고, 제주대학교에서 진행한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에서는

제주도 관광 물리적 수용력 지표를 개발함

•�예 : 한라산 국립공원의 하루 적정 탐방객 수는 3,145명(물리적 수용력), 2,723명

(사회 � 심리적 수용력), 3,185명(생태적 수용력)으로 측정함

•� 제주관광 수용력 세부지표 예시

구분 범주 세부 요인

물리적 수용력 물리적 면적 단위 면적당 관광객 밀집도

시설 수용력

편의시설 화장실/휴식공간/주차장

숙박시설 숙박가능 인원규모

교통시설 입도 교통편 최대 인원규모

(제주도민의)

심리적 수용력
심리적 비용

도로혼잡: 1인당 연 20,990원

쓰레기처리: 1인당 연 23,110원

하수 처리: 1인당 연 23,071원

경제적 수용력 경제적 편익 관광객 수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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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주민 � 관광객 공존위원회’ 운영 지원

�관광 수용력을 고려한 관광객 제한 제도 마련

�서울관광 이미지 실추 저품질 관광상품 유통 근절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정관리지역 지정

1) 사업 추진배경

•�정주권 보호 및 공정관광 정책 추진동력 확보 및 종합서비스 제공 요구

•�주민과 관광객 간 분쟁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화 창구 마련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거지역별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가칭)‘주민 ·�관광객 공존위원회’ 운영 지원 ⁍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공존위원회 운영지원 

- 공존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자치구별 관광진흥조례 제정

- 자치구별 공존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공존위원회 정기회의 및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공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간극 최소화

-  마을별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익사업 운영 및 주민 일자리창출 도모, 관광수익의 마을기금 

적립, 피해주민 대상 경제적 환원 등 모델 정립 추진

•�타 시 ·�도 및 자치구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 

- 타 시 ·�도 및 자치구의 유사 위원회를 견학하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네트워킹 기회 제공

•�공존위원회 의견 조율사항 및 추진사업에 대한 온 �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마을 방문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운영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관광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지표개발 및 

1개 선정 

실태조사

지표보완

및 4개 지역

선정

실태조사

지표보완

및 5개 지역

선정

실태조사

지표보완

및 5개 지역

선정

실태조사

지표보완

및 5개 지역

선정

실태조사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공유

시스템 구축

측정 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 

페이지 구축

측정시스템 

설치 및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보완 

및 

자치구 확대 

시스템 보완 

및 

자치구 확대 

시스템 보완 

및 

자치구 확대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관광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지표 개발 실태조사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수용력 측정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관광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300 500 500 500 500 2,300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공유

시스템 구축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합계 800 1,500 1,500 1,500 1,500 6,800

6) 기대효과

•�서울시 관광 수용력 진단 및 혼잡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표 개발

•�지역 및 명소별 관광 수용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관광정책 수립 및 대응방안 마련 

•�서울시 관광혼잡도 실시간 파악을 통해 관광품질 향상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

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비한 관리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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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의 마을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  단체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관할 자치구를 통해 예약하고 방문하도록 하는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  우선대상지역 : 북촌로11길 일대(관광허용시간 운영구역, 2018.7월~)

-  �(1단계)  주민관리인력이 북촌로11길 주 출입구에서 동시간대 수용 적정인원 초과 시, 방문객 

입장 제한 

-  �(2단계)  일정기간 운영 후, 단체관광객들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간당 적정인원 등 

세부내용을 분석해 단체관광객 사전예약제 도입 검토

-  �(3단계)  단체관광객 사전예약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 추진

•�단체관광객의 마을 입장 제한에 대한 법령 제정 및 시행

-  단체관광객 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안내 공문 발송 및 시행 초기 집중 단

속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관광객 제한 관련 법령 공포에 따른 안내물 제작 및 배포(마을 입구 안내판 설치 등)

•�단체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동행 ·�안내 의무제 도입

-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예: 15인 이상)이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관광가

이드가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제도 마련 및 시행

- 단체관광객 관광통역안내사 동반 의무제 위반시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법적 제재 강화

감천문화마을 안내 및 단체관광객 가이드 동반 제도 사례

•�2016년 6월 1일부터 단체관광객의 경우 감천문화마을 스템프 지도 1인　1매(2000

원/매)판매, 10인 이상 방문　때는 예약필수, 마을안내해설 예약

•�관광객들에게 복잡한 마을골목 쉽게 안내하고, 주요 포토 존을 상세히 소개하며, 스탬

프 9개 도장 완료시 마을 엽서를 제공함

   

[부산 감천마을 관광안내 가이드] [부산 감천문화마을 단체관광객을 위한 마을안내해설]

  

바르셀로나 관광위원회 운영을 통한 협치 사례

•�바르셀로나시가  관광지화 되는 과정을 주민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논의

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관광위원회 구성

•�관광위원회는 정부 담당자, 학계, 전문가, NGO, 지역주민 대표, 사업자, 여행사 등 

60여명으로 구성관광문제에 대해 민관협력으로 민주적 토론과정을 통해 바르셀로나 

관광정책의 밑그림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짐

•�관광위원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함. 

관광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생중계되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바르셀로나시 관광위원회 운영사례] [국내 부서연계 TF팀 운영사례]

�⁌�관광 수용력을 고려한 관광객 제한 제도 마련 ⁍

•�단체관광객의 마을 관광지 방문 허용시간 제한 

- 주거권 환경개선을 위한 관광객의 방문 허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령 근거 마련 및 단계적 도입 

- 공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별 관광객 제한 시간 논의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전통시장 관광객 입장 제한 사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보케리아 전통시장에 대해 현지인만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함.  

2015년 4월부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금, 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15명이상 

단체여행객 입장을 제한하고 있음. 관광객이 타고 오는 대형 차량의 주차를 막고 있음

•�유명 관광지 관람제한 정책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ilia)과 구엘 공원(Park Guell)의 1일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고 있음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 관광객 입장시간 제한] [바르셀로나시 관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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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존위원회 운영 지원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관광객 제한 제도 마련 도입 검토
시스템 구축 

및 시범실시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실태조사

진단지표 

개발

특별관리 

사업지원

특별관리

사업 지원

 

특별관리

사업 지원 

특별관리

사업 지원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공존위원회 운영 지원 제도 마련 운영 지원 공존위원회 조직 및 운영

관광객 제한 제도 마련 제도 마련 홍보마케팅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 마련 사업 공모 및 지원 지원사업 신청 및 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공존위원회 운영 지원 50 50 50 50 50 250

관광객 제한 제도 마련 50 50 50 20 20 190

특별관리지역 지정 30 650 1,000 1,000 1,000 3,680

합계 130 750 1,100 1,070 1,070 4,120

6) 기대효과

•�주거지역 관련 관광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과잉관광(over-tourism) 관련 갈등문제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해결 유도 

•�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해소 및 주민 피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정주권 보호

•�단체관광객 관광통역안내사 정숙관광 교육 의무화

-  단체관광객이 주거지역 관광을 위해 방문 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

록 관광통역안내사 동반을 의무화하고 사전교육을 시행

⁌�서울관광 이미지 실추 저품질 관광상품 유통 근절 ⁍

•�송객수수료율 가이드라인 및 상한선 법제화 추진 (정부건의)

•�우수관광상품 인증 확대 및 우수여행사 지정을 통해 관광상품 품질개선 유도

- 상품개발비 증액(10천원→30천원)을 통해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손실분 보전

- 서울 신규관광자원 정보제공으로 특화상품 개발 유도 

•�우수여행사 지정 확대를 통한 서울관광 질적 성장 선도

- 우수여행사 지정규모 확대(30개→50개)를 통한 저질상품 시장 퇴출 협력

- 다양한 행 ·�재정적 지원(SITM 특전제공 등)으로 여행사 참여동기 강화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별관리지역 지정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제 9조 2항에 의거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별관리지역 지정 검토

- 마을관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소음규제, 청소관리, 주차, 치안관련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기준 마련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진단(위원회 운영)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진단지표 개발

-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방안, 지원범위 및 지원정책 검토

- 임대료 안정화, 시설확충, 관광자원 발굴 등 법적 근거 강화

서울시 특별관리 구역 사례

   

[서울시 교통 혼잡 특별관리 구역]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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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이란?

      -  서울의 전통적 7대 관광산업을 포함하여 연관된 관광산업이 유기적인 상생관계와 산업 간 생산적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체계(sustainable chain system) 구축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현대적 개념화와 산업의 표준화된 분류체계, 관광진흥기금 육성, 산업에 대한 지속적 연
구를 지원할 관광R&D, 서울관광의 거버넌스 중심이 될 수 있는 플라자 건립, 서울형 마을관광을 지원하
는 ‘공정 � 마을관광지원센터’를 통해 서울관광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42)

전 세계 국제관광인구는 

2017년 13억 2,300만 명으로 2016년 대비 7% 성장하였습니다． 

2030년에는 약 18억 명이 세계여행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은 2016년까지 최근 10년 간 약 167%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80%가 방문하는 도시이며,

국내관광객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민의 세 배에 달하는

약 2,700만 명이 찾는 대표관광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전략 2.



218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제6장 전략별 추진과제

제6장 전략별 추진과제  219

➊ ➋ ➌ ➍ ➎ ➏ ➐

•관광사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산업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능력 부족

-  10명 미만 기업이 81.5%, 매출액 5억원 미만 기업이 72.3%, 존속 기간 5년 미만 기업이 

46.8%(2016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저가관광, 무허가숙박, 쇼핑관광, 출혈경쟁에 치우친 관광 생태계

-  한국에 한 번 왔다간 유커의 국내 재방문율 37.8%(매일경제, 2016)

-  국내 여행사가 중국 여행사에 돈을 주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행(본 연구 관광사업체인

터뷰결과 中)

-  일부 여행사들은 초저가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쇼핑위주의 관광 

진행(본 연구 관광사업체 인터뷰결과 中)

•개별여행객 및 모바일 활용 여행 비중 증가로 OTA 시장 성장 

•OTA 중에서도 해외글로벌 OTA 중심의 예약률이 매우 높은 편

-  항공과 숙박업에 한정되었던 콘텐츠에서 관광상품(관광콘텐츠 등) 판매까지 영역을 확장

-  개별 관광사업체는 OTA 수수료 지출이 증가해 수익 악화

-  특급호텔 8~10% 수준, 영세한 독립호텔 35%까지 수수료 증가

•�사드(THADD)/메르스(MERS)/세계경제위기 등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관광산업 전체에 

타격

•�사드(THADD) 이슈 발생 이후, 2017 방한 중국인관광객은 416만명으로 전년대비 48.4%

나 급감하였으며, 관광수지 적자도 약 14조 6,300억원에 이름(한국관광공사, 2018)

•주거지의 관광지화 관광객 방문을 거부하는 지역주민 증가 및 반관광객 현상 심화

-  북촌의 경우, 하루 평균 1만명이 관광객이 방문하며, 이중 70%가 외국인관광객임(북촌거주인

구는 2017년 기준 7,537명으로 연간 방문객이 거주인구 대비 약 500배 수준의 방문을 보이

고 있음)

•�마을관광 육성지원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일회성 지원이 다수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

안 마련 필요

-  관광의 소득 및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지역 풀뿌리 사업체 육성 필요

1. 계획배경

전략 2.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

가. 영세한 관광사업체 지원 필요

마. 마을관광 등 소규모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 필요

나. 왜곡된 관광산업생태계 혁신 필요

다. 글로벌 OTA에 대한 관광 의존도 증가

라. 외부 환경변수에 취약한 구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계획 배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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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외생변수를 대비하는 위기극복 정책적 체계가 확충되지 않아, 관광산업 운영 불확실성 

가중 및 영세관광사업체 폐업 사태 유발

•�특히, 최근 온라인 중심의 글로벌 OTA 시장의 확대에 따라, 서울 관광산업 생태계의 대응과 

혁신이 요구되는 실정

•�관광산업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변화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관광산업의 영세성 및 

온 � 오프라인 관광시장의 불균형 문제 심화, 글로벌 OTA의 관광시장 장악 등으로 인하여 관

광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구축 필요

-  THAAD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인 단체여행 수요 급감에 따라 대형버스 기사들의 이직 발생 

및 많은 관광가이드의 실직 발생 등 외생변수에 대한 대비 능력이 부족 (본 연구 관광사업체 인

터뷰결과)

-  관광산업과 산업 간, 산업과 소비자 간의 갑을관계 극복, 온 ·�오프라인 관광시장의 불균형 심

화 (본 연구 관광사업체 인터뷰결과)

-  10명 미만 기업이 81.5%, 매출액 5억원 미만 기업이 72.3%, 존속 기간 5년 미만 기업이 

46.8%(2016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적 뒷받침(관광진흥

기금)과 함께 영세한 관광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R&D 

기구의 마련이 우선 실시되어야 함

•�관광진흥기금 및 R&D를 통해 서울의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정책을 발굴하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생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강소 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서울 관광을 이끌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하고 외생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정책대안 마련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서울형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전략 2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ACT 08.
서울관광진흥기금조성

ACT 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 센터 구축

ACT 10.
강소 관광기업 육성 지원

추진과제 

04

서울관광 플라자 조성 및 전략적거버넌스체계 구축

ACT 11.

서울관광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ACT 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 

05

마을관광 및지역관광역량 및 기반강화

ACT 13.

서울 공정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ACT 14.

현장 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추진과제 

06

추진과제 4.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2. 전략별 추진과제

서울관광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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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

•�Act 08 서울관광진흥기금조성

•�Act 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관광데이터 센터 구축

•�Act 10 강소관광기업 육성 지원

    ACT 08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서울관광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서울관광산업혁신위원회 구성

1) 사업 추진배경

•�관광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관광기금 설치 및 운용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서울관광사업체 지원 및 지원체제 구축

•�서울시 미래 혁신산업으로 추진하고 통합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계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서울관광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

•�2019년 서울관광진흥기금 조례 제정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신규 관광시장의 개척, 해외홍보 활동 강화 등 신규 사업 

지원을 통한 융자사업 실시

-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직을 구성하여 규모 및 재원조달은 ’21년~’22년 일반회계 전입금,  관광

숙박 체류세(장기검토), 관광 프라자 운영 수익 등 ‘22년까지 500억 원 재원 확보하여 ’ 23년

부터 운용시작

-  외부충격(사드, 메르스, 등)에 대한 서울관광 위기 대응 및 관광기업 융자, 관광인프라 확충, 관

광복지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용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방식에 한정하지 말고, 서울관광의 정

책목표에 맞는 기금의 운영방식 마련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산업 혁신위원회] 설치 후 심사, 집행 및 운영은 서울관광재단에서 위

탁 시행

-  서울관광진흥기금 관리체계는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산업혁신위원회 출범 후 지원 사업체 

심사

-  관광기업 융자,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산업 R&D 투자사업 등에 활용

  <참고> 관광진흥기금운용 실태_2017 국정감사 ‘관광부문’자료 

•� '최근 5년간 관광기금 융자 호텔업 중복이용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터 5년간, 5회 이상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호텔은 총 41곳으로 융자받은 금액은 총 

3423억 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융자 기금을 일부 

대형호텔이 이용하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현재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인 사업비를 관광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체계 혁신, 관

광 불편 해소 대책 마련, 대통령과 시 ·�도지사 간 회의에 관광 의제 반영 등을 실천해

야 한다”고 제안함(조승래의원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진흥기금 사례

•�1972년 12월에 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

을 목적으로 제정 

•�정부의 출자금 및 납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동 기금은 호텔 등의 관광시설, 관광교통

수단, 관광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개수 비용에 대해 대여 

•�관광정책관련 조사ㆍ연구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

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

•�관리ㆍ운용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지원 사업은 크게 4개의 세부 융자

사업과 2개 부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용재원의 대부분을 융자사업

에 지원하되 보조사업은 이자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원

다. 세부사업

서울관광 

생태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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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펀드 사례 

•�문화산업모태펀드: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 등을 통ㆍ폐합하고 5년안에 1

조원을 마련한다는 목표, 1조원, 문화산업 진흥

•�일신음악엔터테인먼트 펀드: 100억원 음악 유통ㆍ제작에 투자

•�한솔게임전문창업펀드: 1~3호 350억원, 105억원 배당

국민행복기금 사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께서 경제적 회생을 하실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

•�「국민행복기금」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공약 발표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발표

•�「국민행복기금」출범식 개최 (2013. 4.1부터 업무 개시)

중소기업지원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사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중소기업 지

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

한법률」 제41조와 제42조, 「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구조고

도화자금, 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ㆍ운용 

중소기업지원청의 매칭펀드 방식 사례

•� 1994년도부터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중앙정부와 각 

시ㆍ도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자금으로 시ㆍ도에서 관내의 

중소기업에게 창업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

⁌�서울관광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

•�서울관광산업 혁신위원회 설립

-  유관산업을 포함하는 관광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 등 정책입안자와 관광산

업 실무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서울관광혁신위원회’ 구성

-  가칭 ‘관광산업본부’를 구성하여 서울 관광산업정책 지원 실시 (관광산업본부 설치 내용은 

ACT10 강소관광기업 육성 내 ‘서울관광산업 본부’ 설치 및 운영 사업 참조) 

•�서울시 관광산업정책 수립 시 여행업, 면세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서울 관광사업체대표들

과 정책관련자들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마련. 학계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하면서, 관광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 구성

•�서울시 관광산업의 외연확대 및 융 ·�복합 추세에 따라 관광산업 문제점 등 쟁점과제에 대해 

관광업계와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종사자도 참여하여 민관협업 정책성과 도출

•�서울관광산업혁신위원회는 관광산업혁신 과제뿐만 아니라 서울관광진흥기금 활용과 운영 

및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체 심사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수요조사

예산 편성

기구설립

기금적립

(250억원)

기금적립

(250억원)
기금 운용

서울관광산업혁신위원회 

구성(관광산업본부 內)
조직구성

조직출범

지원

조직운영

지원

조직운영

지원

조직운영

지원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서울관광산업혁신위원회 

구성(관광산업본부 內)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가입 신청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 - 25,000 25,000 - 50,000

서울관광산업혁신위원회 

구성(관광산업본부 內)
50 100 100 100 100 450

합계 50 100 25,100 25,100 100 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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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서울관광산업의 운영자금 지원, 신규 사업을 위한 융자 등 실시를 통한 서울관광산업 육성 

및 건강한 서울 관광 생태계 조성

•�서울관광 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에 대한 협력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ACT 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서울관광 서비스 R&D 운영기구 신설

��서울관광데이터 센터 개설 및 운영

1) 사업 추진배경

•�연구개발, 상품개발 및 브랜딩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계 전담기구 필요

•�서울관광 데이터 허브(Hub) 역할 수행하고 서울관광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

관광정책의 과학적 추진의 근간이 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조직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서울관광 서비스 R&D기구(산학연 관광협력단) 신설 및 운영 지원 ⁍

•�서울관광 서비스 연구개발 전담기구 조직 구성

-  관광업계의 R&D 수요조사를 통해 영세업체의 브랜딩개발, 관광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 서울 관광 문제 해결 기구 조직

* 영세업체의 브랜딩, 관광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경영컨설팅 등 지원

- 관광기업체와 대학의 연계를 바탕으로 수요에 따른 관광서비스 R&D 지원 방향 설정

•�서울관광 연구주제 의견 수렴 채널 다양화

-  국내 관광 사회 문제 해결형, 해외 관광환경변화형, 관광 콘텐츠 개발형 등 유형 구분하여 주요 

대학연구소, 민간 및 국책연구원 및 STO 등과 협력하여 공동연구과제 수행

-  [연구주제 기획형]: 국내외 주요 문제나 예측되는 이슈사항에 따라 필요한 집중 연구주제 발

굴, 핵심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기본연구로 진행 

-  예) 서울관광산업 분류체계 및 공급체계(supply chain system)모니터링

-  예) 관광사업체 필요 서비스 관리 기술 개발, 관광명소 혼잡예보시스템 개발

-  [연구주제 공모형]: 관광사업체와 연구소 등 서울관광 발전 위한 자유 주제형 연구 개발 공모를 

통한 지원

- 관광산업에 필요한 주제를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공동제안하여 연구과제로 선정

-  서울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사업고도화형’, ‘미래개척형’ 등으로 구분

하여 지원 

•�관광업체의 브랜딩, 관광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경영 컨설팅 등 연구개발 지원 

- 서울의 관광 상황을 분석, 대안 발굴 등 연구결과를 관광업체에 공유 및 지원

- 미래첨단 분야 및 융합형 관광산업체 지원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사례

•�싱가포르는 적절한 내용과 정보를, 적절한 대상에게, 적시에, 올바른 장소에서 전달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함

•�타겟에 대한 파악 및 제공 정보의 구축과 업데이트를 위해 Data Management & 

Analytics Hub 시스템을 구축함

•�Central Hub를 통해 타겟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최신 관광목적지의 콘

텐츠와 서비스를 통합한 정보 구축,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실시함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서울관광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 지원 기능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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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데이터 센터 개설 및 운영 ⁍

•�빅데이터 기반 서울관광 데이터 센터 개설 

-  서울관광산업의 지속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서울시 주요관광산업(대중교통, 숙박, 음식, 

체험프로그램 등) 간 정보 수집 및 분석 ·�활용 센터 개설

•�서울관광 데이터 센터의 역할 및 빅데이터 수집방안

-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서울시민 생활관광 실태조사 정기 실시

-  정보 수집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기별 서울관광의 현상 및 문제

점 진단 

- 수집한 기초자료(raw-data)를 관광업종별로 활용 가능한 맞춤별 관광데이터 분석 

- 서울관광 자료실 구축(라이브 스토리지) 구축, 관광정보 집약 � 유통 활성화 

•�서울의 객관적인 관광 상황을 분석한 연구결과 공유서비스 

-  서울시 DB 기반 마케팅 전략 도출 및 오픈데이터를 기반으로 온 � 오프라인 관광시장의 구조

개선

-  서울관광의 안전 기준, 치안 기준 강화 등 법제도를 통해 공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영역에서 해결하고, 사업화를 통해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정과제 공모를 통해 스

타트업 등 민간관광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를 통한 각종 민간관광기업이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의 공유 및 API 개방 서

비스 구축

•�서울관광 경제활동 지표 개발, 정확한 관광정보 측정 및 정책 반영

- 서울 관광산업 분류체계 정비, 관광위성계정(TSA)43) 개발로 관광산업 규모 분석

- 서울관광산업지수 평가 지표 개발44), 서울관광의 발전 정도 파악 � 정책 환류

데이터분석결과 활용 예시

•�서울 덤핑관광 생태계 진단을 통해 어느 산업부분에서 문제점(JAM 현상)이 발생하

는지 분기별로 파악하여 DB로 구축

•�KT휴대폰 통화 이력 데이터 30억 건과 심야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을 결합해 

지역별 심야 유동인구 패턴 파악, 이를 지도상으로 시각화해 최적의 노선 선정

   

[덤핑관광 공급체계 진단]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 사업]

  지표개발을 위한 정책 단계

구분 주요내용

1차년도

서울 관광산업 

분류체계 구축

•�서울 관광산업 업종 파악, 관련 업종을 최대한 반영한 분

류체계 설계

•�관광지원서비스업, 관광 신진육성기업 등 관광관련 새로

운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관광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업종체계 마련

•�기존 업종분류에서 세부업종으로의 구분실익이 없는 업

종을 통합 � 폐지하여 업종 구분의 실효성 강화

서울관광위성계

정(STSA) 개발 

관련 기초연구 

실시

•�관광위성계정의 구조 및 관련 주요 개념 분석, 국내외 사

례 분석, 관광위성계정 작성 체계 구축 기초자료 분석, 서

울 관광위성계정 작성 방안, 서울 관광위성계정 활용 방

안 분석 실시

2차년도
서울관광위성계

정(STSA) 개발

•�서울관광산업의 규모 파악(직접 관광산업 이외 간접적 연

계 관광산업 규모 포함)

3차년도
서울관광산업 종

합지수 개발

•�서울관광의 공급,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 및 관

광발전을 위한 정책적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한  관광정책

부문 지표 개발

43)  관광위성계정(TSA)이란: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 및 관광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작성되는 국민계정의 부속계정 – 서울 관광위성계정 등
으로 지역별 관광계정을 작성,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 경제적 규모 및 연관관계의 파악이 가능

44)  서울관광산업지수 평가란: 서울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기적(분기별) 발표 
산업지수. 예를 들어 서울관광산업에 대한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제시하는데, 
분기별 비교를 통해 BSI가 100이상이면 어떠한 현상(업황, 매출액 등)에 대해 조사대상업체가 부정적인 응
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많이 한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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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관광산업 분류체계 개발 사례

•�제주관광공사는 2017년 11월, 한국관광학회에 의뢰하여 “제주 관광산업 분류체계 

연구”를 실시함

•�연구 배경으로는 제주도 내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사업 규

모 파악을 위한 통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제주 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분류체계 마련 필요성 증대

•�전체 제주도의 사업체수는 55,155개소, 종사자수는 약 250,000명으로 파악되

며, 관광산업 분류체계에 의한 관광산업 및 유관 산업을 포함한 관광분야 사업체수

는 28,263개소, 종사자수는 약 116,904명으로 분석됨 (이는 전체 제주 산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관광관련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됨)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관광R&D 운영기구 신설 연구개발지원 연구개발지원 연구개발지원 연구개발지원 연구개발지원

서울관광데이터센터 개설 및 

운영

센터개설 

조사분석
조사분석 조사분석 조사분석 조사분석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관광R&D 운영기구 신설 운영지원 운영기구 신설

서울관광데이터센터 개설 및 

운영

센터개설 및 

사업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관광R&D 운영기구 신설 3,000 3,300 3,630 4,000 4,400 18,330

서울관광데이터센터 개설 및 

운영
900 990 1,090 1,200 1,320 5,500

합계 3,900 4,290 4,720 5,200 5,720 23,830

6) 기대효과

•�온 ·�오프라인 관광시장의 구조개선 및 공공 ·�민간협력 및 대학연계 관광서비스 R&D를 통

한 서울관광 문제해결 및 서울의 객관적인 관광 상황을 분석, 대안 발굴 등 연구결과 생산 및 

공유

•�서울관광 데이터센터의 개설을 통해 관광정책의 과학적 추진 토대 마련

•�서울시, 관련업계, 학계, 해외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하여 관광관련 데이터 집중될 수 있도

록 관광 데이터 허브(Hub) 역할 수행 및 마케팅 기초자료 확보

    ACT 10 강소관광기업 육성 지원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 지원

��서울관광 산업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서울관광산업 본부 설치 및 운영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관광인력 취업 및 포상 지원 시스템 구축

1) 사업 추진배경

•�관광기업의 영세성, 관광의 외생변수에 따른 위기 심화 등에 따라 강소 관광기업을 육성하여 

서울관광을 이끌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위기에 강한 서울관광을 위해 관광 외생변수에 대응할 위기극복 매뉴얼 및 시장 다변화 전략 

필요

•�관광스타트업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 성장 사다리 마련 및 

일자리 창출

2) 세부사업 내용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 지원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창업지원 및 역량강화

-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ICT 기반 관광서비스 및 체험형 상품 개발  인큐베이팅, 시장진입 및 

서울관광을 이끄는

산업체 육성 및 

산업지원체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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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고도화 지원 등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실시

-  창업사례, 지적재산권 등 실무중심의 관광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정기 토론회 개최로 상호 

교류 및 협업기회 제공

•�스타트업 시장진입 및 사업화 지원 

- 공모 통해 사업화 지원, 온 � 오프라인 홍보 및 서비스 고도화 및 투자유치 지원 

-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정보 등 빅데이터 개방, 판로개척 지원, 

관광벤처보육센터, 창업허브(SBA) 등에 사무공간 제공 

- 서울관광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공모전을 시행하고, 공모/현장 오디션을 통해 스타트업 선발

•�서비스 고도화 및 투자유치 지원

- 서울관광 우수 IT 서비스 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

- SBA 연계 서울시 우수 창업기업 선정 혜택 부여로 투자유치 지원

  <참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_보호보다는 역량강화에 집중 필요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부실기업의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

(0.53%포인트)과 투자(0.18%포인트)가 오히려 하락(KDI연구조사 결과)

•�정부의 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한계기업의 연명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경영난 가중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

한 생태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집중

•�“선진국에서는 창업-성장-퇴출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축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단순 연명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서울관광 산업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위기상황 공유(중앙부처-서울시-민간협회-사업체)플랫폼 마련

-  서울관광이 외적 충격에 의한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광위기 대응 발생 시 이를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광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  외생변수에 의한 서울관광사업체의  위기 사례 및 극복 과정 사례를 정리한 관광위기관리매뉴

얼 작성

-  위기 극복과정을 정리한 관광위기관리메뉴얼을 통해 관광사업체의 지속적 운영 위기 시 행동

강령 및 장기적 운영 관리 계획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서울시 중심 관광 유관기관 소통채널 구축

-  지속적으로 관광위기 시 마다 업계의 의견을 조속히 청취하고, 대응책을 마련 및 위기상황 발

생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

•�다양한 체험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지원

-  서울지역 내 지역토박이들만 알고 있는 지역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자원과 체험

내용에 대한 정보 발굴 및 탑재 지원

•[민간부문] 체험관광 콘텐츠 및 체험상품 판매 운영 활성화 

- 원모어트립의 확장 형태로 경쟁력을 갖추고, 서울 체험관광에 강점을 두어 민간 주도적 운영

•[공공부문] 지원콘텐츠를 탑재한 관광공유플랫폼 인큐베이팅 사이트 및 마케팅 지원

- 서울형 관광 OTA인 서울관광협회 예약시스템 운영 및 체험상품 마케팅 및 홍보 적극지원  

•�국내 민간 OTA의 법률적 지원 

-  사업 초기 단계서부터 앞으로의 투자와 미래 운영 방향성까지 고려해서 조언 해줄 수 있는 법

률 전문가 지원 

-  건전한 관광기업 및 OTA 생태계 조성 � 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활동의 연장선

에서  법률 가이드를 제작 지원

국내 OTA(Online Travel Agency)사례

•��호텔중심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가던 OTA는 액티비티 여행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야놀자, 와그 등 국내 OTA(Online Travel Agency)와 스카이스캐너 등 메타서치 기

업들은 호텔, 항공권, 해외리조트 등 분야를 주도하였으며, 최근 액티비트 여행상품 

점유율도 상승세를 보이며 기존 판매처를 압도하고 있음

•�해외 액티비티 여행상품 구입경로별 점유율에서 OTA는 21%를 차지, 전년대비 점유

율에서 6%포인트 증가(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주례 여행 행

태 및 계획 조사’_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 조사)

[야놀자 매출 인포그래픽] [와그트래블 관광재단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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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협회 OTA (I - CODY) 운영사례

•�서울시관광협회에서는 수수료없는 예약시스템(일명 "i-Cody") 시범 운영

•�서울시관광협회는 한국방문위원회와 상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2018 코리아그랜드

세일’(2018.01.18.~02.28) 기간 동안 서울시 등록 모든 관광호텔업(약 280업체)을 

대상으로 OTA 수수료 없이 무료 예약시스템(direct booking engine) 제공

•�코리아그랜드세일 홈페이지내 서울시관광협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호텔예약시

스템(I-cody)을 연계하여, 행사기간동안 수수료 부담을 없애서 서울지역 호텔 수익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여러 OTA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국가적 세일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울시관광협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킹엔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수익 

활성화 계기 마련

   

[코리아 그랜드세일 내 I-DODY 연계] [I-CODY 참여기업 신청배너]

제주도 2018 호텔쇼 & OTA 트래블 마트 진행

•�제주도는 개발관광객 증가와 시장다변화에 따른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 15일부

터 1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행 

•�제주도 관광업계의 지속성장 기반을 조상하기 위한 행사로 호텔, 여행업 등이 참여하

는 채용박람회OTA (Online Travel Agency), 여행 산업,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진행함

   

[컨퍼런스와 기조강연] [OTA Travel Mart in Jeju 행사장 구성]

⁌��‘서울관광산업 본부’ 설치 및 운영 ⁍

•�서울관광재단 내 서울관광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산업체계를 주도할 ‘서울관광산업 본

부’ 설치

-  [서울관광산업본부]는 서울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공정관광 실현방안 도출을 위해 ‘관광산

업혁신센터’ 및 ‘마을 ·�공정 관광센터’ 등 2개의 지원센터로 운영

  서울관광산업 본부 운영(안)

구분 주요내용

관광

산업

혁신

센터

•�서울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체계 

•�미래형 서울관광산업 형성을 위한 집중 투자분야,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시장개

척 등 산업 혁신체계 구축

•�4차 산업 및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융합을 통한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

•�저가관광, 불공정관광 등 관광산업에 위협이 되는 문제점 개선

•�관광사업체 운영 및 사업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재정적 지원

•�민 � 관 � 학 협력을 위한 관광 소통의 장 마련과 관광 정책 제안 및 관광 분야 의견 

합의 도출

공정

마을 

관광

지원

센터

•�서울형 공정관광의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추진

•�서울 및 마을별 공정관광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 관광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마을관광 인력양성 및 마을관광콘텐츠 개발 등 지원확대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관광기업, 사회적 관광기업 육성 및 자치구별 

공동 협업 사업 지원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여행업 중심의 서울국제트래블마트를 확대 개편하여, 국내외 관광업계 

및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관광 B2B & B2C 세일즈 축제 형태로 개최

- 미디어 컨퍼런스 및 업계 교역전 연계 미니설명회 개최 

- 미디어 및 일반 소비자 대상 설명회 개최

- 현지-국내 여행업계간 1:1상담 B2B 트래블마트 운영

- 국제 B2G, 관광객 대상의 B2C 교류 협력장 운영

-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참여 현지 네트워크 지속관리



236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6장 전략별 추진과제  237

⁌�관광인력 취업 및 포상 지원시스템 구축 ⁍

•�“올해의 서울관광인” 선정 (서울관광대상 도입)

-  관광업 종사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강조, 서울 관광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광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 선정자는 모범시민으로서의 자격 부여

-  �선정대상: 콘텐츠, 리더십, 환대서비스 등 부문별 서울관광인 선정

-  선정방법: 후보 공고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연말 시상

•�  “서울시 일자리 카페”와 연계, 상시 취업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  �1:1 취업상담 서비스 상시 제공,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효과적 연결 지원

-  관광분야 현직자와의 멘토링을 통하여 생생한 정보 제공 및 취업 동기 부여

-  �실무 능력을 갖춘 관광인재 육성을 위해 관광분야 취업특강 정기 운영

•�서울 관광산업 채용박람회(연1회) 개최 및 관광분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취업포털사이

트 구축

-  서울관광산업 채용박람회는 연간 1회 개최하되, 국제트래블마트 확대시 관광산업박람회와 연

계하여 개최

-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와 연계, 관광분야 구인기업 및 구직자 연결의 장 마련

-  관광 구인 ·�구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취업 포털 사이트” 구축

* 직종 ·�직무별 노동조건 및 임금, 기업 채용정보, 구직자 정보 등 제공 사이트 구축

*  관광 데이터 센터 등과 연계하여, 관광 일자리 수급분석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산업 부문별 일자리 전망 

정보 제공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 포털사이트 사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국가 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관광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제공 서비스로는 일자리 정보, 교육과정, 자격증 발급, 자료실, 알림마당 등을 운영하

고 있으나, 온/오프라인 연계형 정보 부족, 관광산업 일자리 전망이나 수급체계 등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일방향적 정보 교류에 한계 존재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 포털사이트 화면]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 지원

(스타트업 육성)

기업인증

사무공간지원

공공데이터

구축준비

상품홍보지원

판로확대지원

공공데이터

구축완료

공간지원확대

데이터플랫폼 

홍보 및 이용 

지원

마케팅 지원

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의체구축

서울관광 산업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메뉴얼개발

지원

매뉴얼개발

지원

매뉴얼개발

지원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콘텐츠

발굴지원

인큐베이팅

사이트개설
마케팅지원 마케팅지원 마케팅지원

서울관광산업본부

설치 및 운영 

(서울관광재단 內)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1500개 기업

100천명 참가

2000개 기업

200천명 참가

2,500개 기업

300천명 참가

3,000개 기업

400천명 참가

4,000개 기업

500천명 참가

관광인력 취업 및 포상 지원

시스템 구축

포 탈 사 이 트 

개발/관광 대

상 운영

사이트운영,

관광 대상 

운영

사이트운영,

관광 대상 

운영

사이트운영,

관광 대상 

운영

사이트운영,

관광 대상 

운영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 지원

(스타트업 육성)
운영지원 사업발굴 및 운영 지원신청

서울관광 산업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제도 지원

운영 및 매뉴얼 

개발
서비스 신청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지원 서울관광협회운영

서울관광산업본부

설치 및 운영 

(서울관광재단 內)

지원 운영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 지원 박람회 개최

민간 박람회 개최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관광인력 취업 및 포상 지원

시스템 구축

포털사이트 기획

관광대상 심사 

및 포상

관광인 포털사이트 

운영



238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6장 전략별 추진과제  239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 지원

(스타트업 육성)
900 1,000 1,150 1,300 1,500 5,850

서울관광 산업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100 100 100 100 100 500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서울관광산업본부

설치 및 운영 

(서울관광재단 內)

300 1,000 1,000 1,000 1,000 4,300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1,500 2,000 2,500 3,000 3,500 12,500

관광인력 취업 및 포상 지원

시스템 구축
100 250 350 400 400 1,500

합계 3,100 4,550 5,300 6,000 6,700 25,650

6) 기대효과

•�관광스타트 산업육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기대응체계를 통해 반복되는 외적 환경 변수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체계 

구축

•�글로벌 OTA에 대응 및  글로벌 관광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연계된 융 � 복합 산업으로 관련기관 및 사업체간 유기적 집적화가 

요구되나, 현재 서울에는 구심점 역할 공간(시설)부재

-  기존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옥에서 관광 분야 유관기관이 집적되어 서울 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 원주 이전('15년)으로 각 기관 분산

-  기존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해외관광청, 각 시 � 군

의 서울사무소와 종합관광 안내센터, 의료관광센터 및 관광정보자료실 등이 위치하여 관광 정

보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분산되어 이에 대한 연계 및 집적화가 불가능

•�관광산업은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으로 집적

화를 통하여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정비를 통해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서울시 관광산업은 관광객 36명당 일자리 1개 창출효과 (제5장 비전 및 목표 부문 참조)

•�국가 간 정치 ·�사회 현상에 따라 관광산업은 영향을 크게 받으며 외생변수의 변화 대응에 매

우 취약하므로 관광협의체 및 전문가 협의체 필요

-  사드 배치 등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라 업종별 어려움 겪을시 사업체 의견 수렴 기관 및 

정부의 해결 방안이 비교적 부족하여, 관광전략회의 등의 확대운영을 통해 서울시 및 서울 관

광사업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

-  관광업계 어려움 발생시 이를 적극반영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기위한 소통공간 필요

(본 연구, 업계인터뷰 내용)

•�서울관광사업체를 중심으로 관광전문가 및 유관기관 및 부서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

고, 관광생태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 마련

•�관광산업 연관된 민 ·�관 ·�학의 클러스터(협의체) 조성

•�서울의 공정 ·�마을관광 육성을 통한 풀뿌리 마을단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민 중심의 

관광산업 생태계 보호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양성으로 지역상생 마련

액션플랜

•�Act 11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Act 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 5.      서울관광 플라자 조성 및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서울관광산업의 

거버넌스 구축 및 

집적화효과 

극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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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11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관광 플라자 건립 추진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

1) 사업 추진배경

•�관광관련기관 협의체를 위한 공간 마련의 요구도 증대

•�관광협회, 관광관련 기간 및 해외 관광청 등 관련기관의 협력사업 추진필요 

•�서울관광재단 거점마련 및 서울관광진흥 클러스터의 중심공간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관광 플라자 건립 ⁍

•�관광시설 및 기관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건물을 기반으로 서울 관광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관광 

클러스터 조성

- 관광 관련 협회 � 단체, 해외관광청, 타 시 � 도 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 입주

-  서울종합관광정보센터, 서울의료관광정보센터,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등 서울관광 관련 안내

기능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 창출

-  관광산업지원센터, 관광멀티플라자, 서울관광산업관련 단체, 서울관광기업 B2B 공간, 내/외

국인 서울여행 관련 투어 라운지 연관 단체 입주 추진 

- 내/외국인 미래관광 체험센터(VR) 입점 

- 서울뿐 아니라 타 도시 소개 및 홍보하는 관광안내소 역할 기능

•�조성위치 : 유관기관 집적 및 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서울 도심 내 조성

- 조성방안 : 기존 최적 건물 매입 우선적 추진, 신규 건립방안도 검토

- 최적 조성방안 검토 ·�분석(2019년) → 매입 등 조성(2020년)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현 시가 2천억 상당) 등 공공건물 우선적 매입 및 교환 검토

•�관리운영 : 서울관광재단이 운영주체로서 클러스터 관리운영

- 시설물 운영 수익금(임대수익 등)은 ‘서울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 ⁍

•�국내외 관광 유관 기관 집적화로 서울관광 핵심 허브 조성

-  관광재단, 관광 관련 협회 및 단체, 해외관광청, 타 시도 서울사무소, 서울종합관광정보센터,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서울의료관광 ·�서울도보관광센터, 한국 관광역사관, 지속가능한 관광, 

창업 교육 센터, 관광업계 정보 허브, 미래 관광산업 등 관광 관련 기능 집적화

-  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서울관광 R&D 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

�서울관광 플라자 층별 운영계획(안)  

층별 주요 운영계획 비고

1층
로비, 안내, 카페테리아, 은행, 환전소, 

무장애관광지원센터 등

2층 서울종합관광정보센터 및 스마트관광체험센터

3층 서울의료관광, 도보관광센터 및 한국관광역사관

4층 해외관광청

5층~8층 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서울관광 R&D 지원센터

9~12층 창업교육센터 및 관광업계 정보 허브, 서울관광스타트업

13층 서울관광재단

14~15층 관광 관련 협회 및 단체

16층 컨벤션 및 회의장

다. 세부사업

서울관광산업의 

집적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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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클러스터 사례

•�해외 주요국은 지역민 & 산업체 & 정부 협력체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예를 들어 이탈리아 관광 클러스터는 관광 공급자와 산업자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

여 보다 민간기업들간의 관광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락 및 연계체계를 통해 운영 중

에 있음

•�호주는 해양산업클러스트 조성을 통해 관련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효율성 

향상 및 합작투자 기회확대를 이룸

•�선박 건조, 수리, 어업 및 해양관광 서비스를 위해 대학 및 협력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

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 연구 개발을 통한 제품 및 해양관광 서비스 개발이 중점적으

로 이루어지며, 선박 건조, 수리,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 및 해양관광 서비스를 위해 

대학 및 협력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강화시키며, 집중 훈련,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

운 제품 및 해양관광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둠

•�또한 관련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효율성 향상 시키며, 합작 투자 기회를 추진

   

[이탈리아 관광 클러스터 구성도] [호주 해양산업 클러스터 사례]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관광 플라자 건립
타당성 분석 

및 설계작업 

매입 및 공사

(토목)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
준비단계 운영계획 운영 운영 운영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관광 플라자 건립 서울시 건립 관리 운영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

서울관광진흥

기금 지원
관리 운영

관광협력기관

입주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관광 플라자 건립 - 200,000 - - - 200,000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
2,000 25,000 20,000 15,000 15,000 77,000

합계 2,000 225,000 20,000 15,000 15,000 277,000

6) 기대효과

•�관광플라자 공간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협력기관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서울관광의 중심체로서 민 ·�관 ·�학 원활한 소통과 공동 문제 대응능력 강화 

•�서울관광재단의 허브역할 및 자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운영의 지속가능성

    ACT 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관광협의회(STA)구성 ·�운영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중앙형-이슈별, 지역형-자치구 연계)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관광영향평가제) 도입

1) 사업 추진배경

•�서울 관광관련 민 ·�관 ·�학을 연계한 전문 조직체 구성 요구

•�서울관광산업 교류 활성화 및 서울관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회의가 

상시적으로 운영 필요

•�서울관광전략회의를 사안별로 체계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이슈별, 지역 자치구별 다양한 

확대회의로 체계 확대 필요

•�관광영향평가(심의)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의 관광관련 사업시행 이전에 관광에 미치는 영향

을 예측 ·�분석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마련

서울관광 전략회의의 

사안별 확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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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 내용

⁌�서울관광협의회(STA) 구성 ·�운영 ⁍

•�「관광진흥법」에 지역관광협의회를 구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서울시와 민

간이 이 함께하는 「서울관광 협의회(STA)」 구성 � 운영 추진

•�서울협의회 ‘서울관광 얼라이언스’ 민간 조직체로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관광 협의회(STA」 

구성 � 운영

-  구성 : 범 관광업계(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NGO 및 시민, 공공기관

(시, 자치구, 재단 등)

- 성격 : 민관거버넌스형 협력기구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 � 기획 및 실행

- 운영 : 반기별 개최 원칙, 서울시장 위원장 체제로 운영

           * 서울관광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위기상황시 민관이 함께 정보공유 � 소통 및 대응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중앙형-이슈별, 지역형-자치구 연계) ⁍

•�시장 주재 ��서울관광 전략회의 ��확대 운영을 실시

•�서울시와 자치구간 시장-구청장 연계 관광회의를 통해 효율적 협의 및 일관성 있는 관광정

책을 집행하고, 시와 구청 간 관광사업 협력 및 확대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실행하는 「자치구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분

기별)

�서울관광 전략회의 확대 운영(안)

구분 기존 확대 운영

구성

•��시장단, 서울시 관광 관련 실 � 국 � 본부

장, 서울관광재단 대표, 관광업계 대표 

등

•�시장단, 서울시 관광 관련 실 � 국 � 본부

장, 서울관광재단 대표, 관광업계 대표 

등 사안에 따라 학계, 자치구 등 참여

기능

•�서울시 관광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요 관광정책 및 실 � 국간 협

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 � 

조정

•�관광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  이외에, 이

슈별 관광산업 핵심사항 논의,관광사전

심의평가제 등 심의의결, 자치구와 함께 

개최하는 관광분야사안에 대한 논의 등

으로 확대

운영 •�반기별 개최 원칙, 서울시장 직접 주재

•�전략회의 기본: 반기별 개최 원칙, 서울

시장 직접 주재

•�전략회의 확대: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 

분기별 개최 확대, 부시장, 국장 주재

 <참고>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 : 총리 주재(대통령령)

•�참석자 : 문체부,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법무부, 행자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외교부, 해수부, 관세청 등 관광유관 기관장 당연직 참여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영향평가제 도입 ⁍

•�서울시 타 부처의 다양한 사업시행 이전에 관광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시

키기 위한 협력이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영향관계가 높고 연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따라

서 서울의 산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시너지를 높이

는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관광관련 정책・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광인지적 접근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각종 관광관련 정책이 수요자인 관광객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목적 :  서울시 다양한 사업 관련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미리 예측 분석하여 관광산업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

- 대상 :  도시재생, 공원개발, 한강개발, 도심도보개발, 지구단위계획, 한옥보존, 교통체계구축,

이벤트 축제 등 관광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운영 :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광객 관점에서의 정책 기획여부 점검

- 근거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개정, 제도 도입근거 마련('19년)

- 추진방법 :  관광영향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해외사례 검토, 관광영향평가의 서울시 정

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 서울시 시행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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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조례 中 관광영향평가제 도입(안)

구분 주요 내용

관광 영향

평가제

①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 공원, 이벤트 ·�축제 등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기획, 조성, 시행할 경우, 관광인지적 관점에서 시민과 관광객 영향

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관광영향평가”라 한다)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관광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정책의 선정기준, 관광영향평가의 방법 등 관광

영향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관광영향평가 이후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 시행시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서울관광 거버넌스 체계도

•�서울관광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관광영향평가심의회, 자치구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

며, 민관협력기구인 서울관광협의회(STA)가 심의 조정 역할 수행

   

서울관광협의회(STA)

민관 협력기구

•�업계 · 학계 인사 구성

•�분기별 운영(관광체육국장 주재)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협력 

•분기별 운영(관광체육국장 주재)

•�범 관광업계, NGO 및 시민, 공공
기관 참여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
업의 발굴 � 기획 및 실행

•�반기별 개최 원칙, 공동위원장 (서
울시장, 민간대표)

•도시재생, 공원, 이벤트 · 축제 등 실행전에 관광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사전 심의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개정, 제도 도입근거 마련('19년)

관광인지적 접근 강화를 위한

관광영향평가제 도입

서울관광 전략회의

市 관광정책 결정

•서울시 관광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반기별 개최 원칙, 서울시장 직접 주재
의사
결정 
기구

실행 
관련

 협의체
및

심의
기구

서울관광영향평가심의회

관광영향평가제 심의

자치구 관광발전협의회

정책현안 공유 ·�실행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관광협의회(STA)

구성 운영

협력기관 

모집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
관광전략 

회의 및 협의

관광전략 

회의 및 협의

관광전략 

회의 및 협의

관광전략 

회의 및 협의

관광전략 

회의 및 협의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 도입

타당성조사

및 방안 연구

심의제

제정

심의제

제정

심의제

제정

심의제

제정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관광협의회(STA)

구성 운영

서울시&민간 

사업체별 대표 구성

실질적 운영 대표체

계 

서울시&민간 사업체별 

대표 구성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

서울시 주도하에 자치

구별 구청장 및 

관광관련부서 협력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 도입
서울시 시행 참여

민간 사업체 및 전문가 

참여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관광협의회(STA)

구성 운영
100 100 100 100 100 500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 - - - - - -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 도입
100 - - - - 100

합계 200 100 100 100 100 100

6) 기대효과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

•�실질적 정책 실행자 및 수혜자가 참가한 협의체 운영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실행 마련

•�서울관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협력체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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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서촌, 이화벽화마을 등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의 증가에 따라 투어리스티

피케이션 및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을 반대하는지역주민과 반

관광객 현상이 나타남

•�주거지의 관광지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지역민들에게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증대, 

교통혼잡 등 생활의 불편함을 가중하는 문제는 증가한 데 비해,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편익이

나 혜택은 미미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함

-  하나의 예시로, 주거지의 관광지화에 있어 상인은 관광객 방문을 환영하지만, 일상생활에피해

를 받는 지역민들은 관광객 통제를 원하거나 관광객으로 인한 편익이 지역민에게 돌아오기를 

희망 (본 연구 관광사업체 인터뷰)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마을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아카데미 개설, 조직체 구성을 통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으나, 주민사업체

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조직 기구가 부재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거

나 모니터링이 부족한 실정임

•�마을관광의 실질적 편익이 주민사업체에게 환원되고, 주민사업체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

한 지속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

•�보조금 지원 방식의 소극적 지원방식에서, 중간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극적인 지원방식을 

통한 관광육성 체계 마련

•�2023년까지 25개 지역관광 PD 발굴(매년 5개 지역씩 선정) 및 100개 주민사업체 육성

•�마을관광활성화를 통한 이익이 지역주민의 편익으로 돌아갈수 있는 체계 마련

액션플랜

•�Act 13 서울 공정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Act 14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ACT 13 서울 공정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서울 공정 ·�마을관광」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광편익 지원환원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마을관광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인 지역관광편익이 지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치구별 지역관광 PD 발굴, 주민 사업체 육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을기업 운영 지원 필요

•�마을관광활성화를 통한 편익이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2) 세부사업 내용

⁌�「서울 공정 ·�마을관광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서울시 공정 ·�마을관광 종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공정관광 및 마을관광을 지원할 센터를 서울관광재단에 설치하여 지속적 허브 역할 수행

- 공정관광 및 마을관광 관련 이해관계자(자치구, 주민, 관광업계 등)의 참여 추진

•�서울시 공정관광 관련 지원 사업 추진

- 공정관광 콘텐츠 개발, 공정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 추진

- 공정관광의 증진 및 확산을 위한 지역 상품 판매 및 이익분배 모형 구축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실현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2018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2018.9.16.~2018.9.19.)

•�제 7차 세계관광도시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최된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에는 관광지의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법에 대

해 알아보고, 지역공동체와 다른 구성요소들을 관광가치사슬에 따라 통합하는 방법

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또한, 도시 지역 관광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방문객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함

추진과제 6.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마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편익 환원 

필요

마을 관광의

육성지원체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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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익 지역 환원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

•�지역관광 PD를 중심으로 마을관광지역의 상인 및 주민 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관광편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모델 구축

- 마을 내 상인의 입장료 및  기념품 판매 수익을 지역민환원제도 검토 

- 지역관광 PD가 중간자 역할로서 공공과 주민사업체와의 연결 및 지원 실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자치구별 지역관광 PD 선발, 육성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관광 PD는 다시 지역의 주민사업

체를 자치구별 4개 내외로 발굴하고, 사업 인큐베이팅, 멘토제 운영

•�서울관광재단 내 서울 마을관광 육성단 구성 ·�운영

-  서울형 마을관광 육성단인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_관광지 경영 조직)

을 통해 자치구별 관광사업 추진

-  �마을관광육성단은 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두레 사업단을 벤치마킹하여, 사업단을 조직하고 멘

토단 및 운영진 구성

－ 자치구별 지역관광 PD 발굴 및 역량 강화(교육훈련, 멘토단 운영 등)

－ 주민사업체 선정 및 창업, 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재무, 회계,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  25개 자치구별 지역관광 PD 발굴 및 양성 교육 실시 후 총 100개 주민사업체 육성(자치구별 

4개 내외) 및 사업 인큐베이팅 실시

- 기초 지자체 단위로 이뤄지는 주민 참여형 관광사업체의 상품개발, 홍보 지원

-  지역관계자 간의 연계 추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민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의 수입 

창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 추진

•�주민사업체의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육성 전략 추진

-  1차년도: 조직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역관광 PD 선발 및 역량강화 교육, 주민사업체 발

굴 및 육성, 사업아이템 구상 및 사업계획서 작성

-  2차년도: 성공적인 창업유도 – 창업지원, 멘토링 및 교육훈련, 시범사업 추진

-  3차년도: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 – 홍보 및 마케팅, 조직운영과 재무전략 등 영업지원

  서울 마을관광 육성단 추진체계(안)

구분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지역관광 PD

역 할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지원

•�서울 마을관광 육성단 구성 ·�

운영

 -  지역관광PD 선정 및 역량강화

 -  주민사업체 선정 및 창업 ·�

경영 등 컨설팅

 -  사업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

 - 홍보 ·�마케팅 지원 등

•�주민사업체 사업 운영 총괄

•�주민사업체 사업계획수립,    

창업, 경영을 위한 전략 기획, 

지원

지역관광PD, 주민사업체 관리 ·�지원 업무등 수행

매니저
(서북권)

매니저
(서남권)

매니저
(동북권)

매니저
(동남권)

단장(총괄)
➔ ➔ ➔ ➔

관광두레 사업

•�사업 목적: 주민 공동체 기반의 관광사업체 창업육성, 공동체 의식 제고와 지속가능

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 문체부(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사업총괄 

진행)&관광공사(홍보 및 마케팅) ⇒ 관광두레 PD(현장 밀착 지원) ⇒ 주민 공동체조

직(창업 및 경영 개선) 

•�관광두레PD가 지역 현장에서 주민수요의 발굴과 조직화, 주민상담 창구, 정보 제공, 

정부지원사업의 연계와 같은 주민주도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해 현장밀착 지원 역

할을 수행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별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 3개년 사업이 끝난 후 사업 성과 평가

   

[양평 관광두레] [청송 관광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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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창생정책’에서 관광분야의 핵심전략인 ‘일본판 DMO’ 추진

•�일본정부는 아베 노믹스 제2탄으로 ‘지방창생’을 전면에 내세운 로컬 아베노믹스를 

주장하며, 인구 및 경제의 수도권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창생 정책’을 수립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2015~2019년도(5개년) 종합전략을 수립함 

•�첫 번째는 ‘일본판 DMO(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 관

광지 경영/마케팅 조직)를 핵으로 하는 관광지역 만들기 ‘E브랜드 만들기 추진’으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마케팅, KPI 설정" 및 PDCA 사이클확립 등에 의한 전략 설정
45), 관계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본판 DMO 확립, 지역브 랜드 구축 및 해당 브

랜드에 맞는 새로운 지역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됨

•�두번째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만들기’로 관광 전략과 연계한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상품 브랜드화, 수용지역의 매니지먼트 강화, 전략적인 프로모션 전개, 방일외국

인여행자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함

•�세 번째는 ‘관광소비확대 등을 위한 지방수용태세 정비’로  방일 외래 관광객 증가가 

국내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 수용 환경정비, 관광산업으로의 외국인 재활

용, 방일외국인여행자 출입국 원활 및 쾌적한 지방 환경조성 등을 전개함

자료: 일본 관광청(2017)

구분 주요 역할

기본 역할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수집 및 분석

•�명확한 컨셉을 바탕으로 한 전략 책정

•�KPI 설정 및 PDCA 사이클 확립

•�관광사업과 전략의 정합성 조성 및 프로모션 진행

선택적 역할 •�관광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

상공업
•지역특산품 개발
•면세점허가 취득

교통사업자
•2차 교통 확보
•유랑기획승차권 설정

지역주민 
•관광지역만들기 이해
•시민가이드 실시

상정
•관광진흥계획 책정
•프로모션 등 관광지흥사업
•인프라 정비
•문화재보호 활용
•관광교육
•교통정책
•각종지원장치

농림어업
•농업체험프로그램 제공
•6차산업 상품개발 음식점

•지역음식 제공
•다국어, 무슬림 대응

숙박시설
•개별시설 개선
•품질보증 도입

일본판 DMO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역 만들기
전략에 기반한 일원적 정보발신 및 프로모션

관광객 유치

관광에 의한 지방창생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 및 관광지역 만들기]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

•�자치구 마을관광 상품개발 운영 ·�지원

-  지역관광 PD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지원

-  역사탐방(강북구), 서대문 밖 마을여행(서대문구), 상생도시 성동(성동구), 전통 한의약 웰니스

(동대문구), 성도화리(동작구), 은평 다다다(은평구), 문화 ·�과학 ·�상상의 길(노원구)

•�자유여행객의 체류 증대를 위한 체험형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상품개발 

-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 → 지역에 머물면서 문화를 체험

•�지역단위의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마을 관광상품 발굴

-  안내(주민 해설사), 쇼핑(마을기업 기념품), 숙박(홈스테이 등), 음식, 문화체험 등 주민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 마을관광 상품화 계획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

-  지역관광 PD들은 자치구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스타트업, 민간기업, 마을

관광사업체와의 연계 개발을 독려

- 각 관광콘텐츠는 자치구별 지원 및 서울시 공모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45)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에서는 지자체의 자기책임 원리는 성과관리 원리와 연동된다. PDCA(plan, do, 
check, action) 메카니즘 하에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방정부의 계획은 2016년도 이후에 매년 성과검증을 
통해 계획 수정이 되어야 하며, 성과검증을 위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사전에 설정하여 성과
검증의 지표로 사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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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토스카나) : 작은 도시와 마을 관광지화 프로젝트 실시

•�루사카나 주는 덜 알려진 작은 도시와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프로젝트 

‘또 다른 여름’을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개최함

•�내부 지역 간의 관광객 수와 관광 인프라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관광 성수기인 7월 말~8월 말을 겨냥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함

•�지역 문화와 주민의 일상생활을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테마관광

의 가능성을 중시함

•�토스카나 주정부, 토스카나 관광공사, 유럽 역사문화관광연합이 주최하는 최대의 여

름 관광 프로젝트로 이탈리아 유명 일간지 ‘일 띠레노(Il Tirreno)’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사 공유와 전문적인 홍보 가능

•�해마다 특정한 주제로 마을이나 도시를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과 도시마다 하루씩 이

벤트를 진행

•�주요 행사로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와인 시음회, 전통 음식 시식, 각 마을의 중심 광장

에서 미식 전문가와 저널리스트의 진행으로 관광객에게 현지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진 콘테스트(‘일 띠레노’의 주최로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은 도시와 마을

의 특색을 잘 표현한 사진을 선정하고 전시회를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음

   

[토스카나 모습] [와인 시음회]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공정 · 마을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설립 운영 설립 운영 설립 운영 설립 운영 설립 운영

관광편익 지역환원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전문가 모집

비즈니스 

모델 구축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운영 및 지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원 
육성단 설립 PD 5명 배출

PD 5명

(누계 10명)

PD 5명

(누계 15명)

PD 10명

(누계 25명)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5개

(누계12개)

5개

(누계 17개)

5개

(누계 22개)

5개

(누계 27개)

5개

(누계 32개)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 공정 · 마을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설립 및 운영

관광편익 지역환원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전문가 협력 통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원 

육성단 기획 및 

설립 운영

마을기업/주민사업체 

지원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 도입
자치구별 상품개발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 공정 · 마을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500 500 500 500 500 2,500

관광편익 지역환원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300 300 300 300 300 1,500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원 
800 800 800 800 800 4,000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350 350 350 350 350 1,750

합계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6) 기대효과

•�관광분야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 실현

•�마을관광에 대한 주민사업체 발굴에 따른 관광소득 및 편익이 주민에게 직접 환원

•�지역단위 관광명소 발굴을 통한 관광객 분산으로 서울도심의 과잉관광 현상 방지

•�지역단위 관광자원 및 명소 발굴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 서울관광 콘텐츠 발굴 및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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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14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개설

��지역관광 커뮤니티 인력구성

1) 사업 추진배경

•�관광객은 서울시민의 일상 경험을 선호하는 추세, 현장밀착형 관광 안내가 필요

•�관광지의 지역민과의 교류 증진을 통한 만족도 제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관광안내기능 및 관광커뮤니티 기능 조성

•�현장밀착형 관광 인력양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광인 배출이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개설 ⁍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활용 (주요 관광거점 주민센

터를 대상으로 연간 5개소씩 개설, 확대 운영 실시)

•�지역 관광산업체와 연계한 지역민 주도 지역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 지원

- 지역 내 음식점, 공예품, 여행사 등과 협업하여 콘텐츠 개발

- 지역별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운영 체제 활성화 위한 관광서비스 교육

- 외래관광객 친화 서비스 및 언어적 교육 

•�유망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지역관광 구축

⁌�지역관광 커뮤니티 인력구성 ⁍

•�여행객의 수준별, 지역별 맞춤형 안내 요구 증대에 따라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였을 때 

이를 대응하여 서울 관광해설에 대한 프리미엄 통역 안내사 양성 체계 구축 필요

•�전문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관광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  관광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한 필수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  서울시민 청년 및 중 � 장년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호텔종사자 자격증 등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하여 수강료 지원

*  서울의 역사 � 문화 유산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관광문화 정착을 도모할 서울관광 특화 관광통역 안내
사 육성(외국어/필기/면접반 분리 추진)

-  산업현장 인력 1:1 멘토링, 인턴쉽 과정 개설

* 여행사 등 유관기관 확대를 통한 인턴십/채용 기획 확대 추진

* 여행사와 관광통역 안내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자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

•�지역내 주제별 고급형/전문가형 맞춤 통역안내사의 양성, 관광명소/마을지역/전통시장 등 

스팟별 관광통역안내사 배치, 프리가이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 확대

- 지역 관광 주제별(한류, 패션, 도시계획 등) 전문 통역안내사 양성

- 관광명소별 통역안내사 배치 및 지원

- 서울프리가이드의 전문화 및 활성화

•�서울관광재단에서 전문적인 통역안내사 교육 실시 및 전문 통역안내사 인증제도 도입, 관광

명소별 통역안내사 배치에 대한 예산 일부 지원, 프리가이드의 체계 정비를 위한 산학 연계 

시행

•�관광산업 신규직종 발굴 및 인력 양성

- 관광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최신 업데이트 내용 교육 및 현장교
육 실시로 역량 강화

*  인바운드 관광업계 신입사원 OJT 및 중견관리자 리더십과정 개설(관광 � MICE업계 내 네트워크 확장 및 
국내외 관광 등 관리자로서 필요한 리더십 및 역량강화 교육) 

- 관광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한 창작 개발사업 추진

구분 기존 확대 운영

주요 신규직종 사례

•��관광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전통시장해설가

•�건축디자인 해설가

•�서울프리가이드

•�마을관광 PD

•�마을 해설사

•�정숙관광 지도사

•�체험상품 개발자

•�우수 인력의 확보와 전공자 취업의 활성화, 관광사업체 통합 관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이후 지역커뮤니티와 연계 

주민자치센터가 

관광안내소와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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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패트리엇 트레일 해설자 프로그램’

•�전문적인 해설 프로그램을 유료로 실시하여, 프리미엄 안내사 체계로 운영

•�18세기의 의상을 입힌 가이드(Freedom Trail Players)와 함께 레드 라인을 따라 역

사 탐방

•�프리덤 트레일 재단(Freedom Trail Foundation)은 단체 투어 및 개인 투어는 물론 

일반 투어도 제공하며, 투어시간은 90 분이지만 연장 투어도 가능(약 12~20달러)

•�일년 내내 투어가능하며, 프라이빗 그룹 및 학교 견학은 선호하는 날짜, 시간 및 출발 

장소 선정 하여 예약 가능 

   

[Freedom Trail Founddation] [프리미엄 해설 스케줄_2018년8월18일 기준]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개설
7개소

7개소

(누계 14)

6개소

(누계 20)

5개소

(누계 25)

지역관광 커뮤니티 

인력구성

인력양성체계 

구축

인력 구성 및 

운영

인력 구성 및 

운영

인력 구성 및 

운영

인력 구성 및 

운영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개설
커뮤니티 지원 커뮤니티 조성 및 운영

지역관광 커뮤니티 

인력구성
인력 양성 지원 인력 양성 및 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개설
- 700 700 600 500 2,500

지역관광 커뮤니티 

인력구성
- 700 700 600 500 2,500

합계 - 1,400 1,400 1,200 1,000 5,000

6) 기대효과

•�관광객과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상호 교류 및 커뮤니티 확대 가능

•�풀뿌리 지역 내 공간을 통하여 관광안내 및 교류 확산 가능

•�지역관광인력의 양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관광인력의 전문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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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서울다움은 서울만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다른 도시와의 ‘차이’를 발굴하고 개발하

여 서울관광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의 일상생활, 골목길, 지하

상가 등 도심 속 새로운 서울 명소를 자원화합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산과 한강을 

활용하고, 특색 있는 한류자원과 대학로 공연을 연계하는 특별한 관광을 개발합니

다. 늘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이벤트가 있는 축제도시 서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관

광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관광콘텐츠는 콘텐츠 강화, 연계 및 확장, 기존자원 재생 등의 4가지 방식으로 개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 콘텐츠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서울 관광콘텐츠의 발굴체계와 생태계를 구축하며, 개발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매력도시를 위해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

어나가겠습니다.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전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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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은 서울을 다양한 매력을 지닌 곳으로 인식(2018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방한 국가별 관광객들은 다양한 매력을 감상(외래관광객 FGI 조사)

•�서울의 주요 방문 시설 및 지역은 기존 도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 N서울타워 43.9%, 명동 20.5%, 롯데월드 11.7% 등(2018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서울 방문 목적 여가 ·�위락 ·�휴식, 쇼핑 순(2018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도시 속 느낄 수 있는 자연 요소를 지닌 서울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특성 보유  

-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서울을 관통하는 ‘강’

•�경제성장에 따라 형성되어 온 서울만의 도시 인프라 자원

- 지하보도, 도시재생 등 

•�세계적으로 MICE 산업 성장, 서울은 3년 연속 세계 3위 국제회의 도시(’15-’17) 

- 서울의 MICE 인프라 규모는 아직 아시아 경쟁도시의 10% 수준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로 다양한 MICE 산업 체계적 육성 곤란

•�MICE 업계 간 과열경쟁,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 한계

•�부유층, 여행 가능 노령층 등 특수한 대상의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 증가 추세 

- 일반 관광객 대비 평균 체류기간이 길고, 소구력이 높음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은 매년 20%씩 성장 중임

- 2017년 서울 방문 의료관광객은 202,248명으로 2년 연속 20만 명 수준에 달함

- 최근 4년간 연평균 12% 증가 추세

<그림>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계획 배경 요지

2. 전략별 추진과제

     

1. 계획배경46)

전략 3.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가. 서울은 다양성 매력이 있는 관광도시

나. 서울 주요 방문지역 한정

다. 서울만의 매력이 될 수 있는 콘텐츠 보유

라. 서울은 MICE 선진도시로서 지속 성장

마.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수요 증가

46)  ‘관광콘텐츠 개발의 4대 원칙’은 콘텐츠 강화(존재하면서 이미 관광객이 좋아하는 것(식도락투어 등),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매력이 될 만한 것(서울 한달살이, AI관광), 콘텐츠 연계확장(존재하지만 더 발전시켜야 할 
대표매력인 것(한류관광, 에스닉 관광), 기존 자원 재생(존재하지만 자원이 아니었던 것을 관광자원으로 만
드는 것(재생관광, 산업관광).(이훈 � 황영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방식’ 中)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계획 배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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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행 중 방문한 주요 시설 및 지역으로는 N서울타워, 명동 등으로 기존 도심 속 유명한

관광명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서울 내 방문 관광지의 미약한 다양성으로 인해 4대문 안 

서울 구도심 지역은 수용력 초과현상 및 혼잡도 증대 문제 발생

-  외래관광객 방문지로 N서울타워 43.9%, 명동이 20.5%, 롯데월드 11.7% 순으로 나타남 

•�도심 속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관광매력요소를 확대하고, 관광객을 다양한 장소로 분

산 필요

•�도심은 도보관광을 중심으로, 자전거 등 보조수단과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 촉진 필요

-  외래관광객은 서울 시내 4대문 안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및 위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 FGI 관광객 인터뷰)

•�지역주민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서울 속 노후화된 지역 및 시설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을 통한 지역별 활

성화 미흡

-  철거대상인 고가도로를 ‘차량길’에서 ‘사람길’로 재생한 서울로 7017, 열차운행이 중단된 폐

철길을 보존해 단절됐던 지역을 연결하는 경춘선 숲길 등 조성이 진행되었으나, 도시재생 추진

시 관광객 관점에서의 평가 및 의견수렴이 비교적 저조하였음

•�관광객에게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매력적인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 제공

•�방문장소를 연계 해주는 도보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느리게 움직이지만 깊이있게 느끼는’ 

관광체험성 증대

액션플랜

•�Act 15 서울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Act 16 서울관광 M.V.P 코스47) 조성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전략 3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ACT 17.
서울스타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ACT 18.
전통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공

ACT 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추진과제 

08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ACT 20.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도약

ACT 21.
한류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ACT 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지원

ACT 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추진과제 

09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ACT 15.

서울 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ACT 16.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추진과제 

07

2.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과제 7.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및 방향

47)  M.V.P 코스란 서울관광 코스 중 꼭 가봐야 할 관광코스로 Must Visit Place의 약자를 통해 보다 서울을 찾
는 관광객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핵심적 관광자원으로 선정하여 안내체계 정비,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실
시하고자 함

서울만의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와 걷고 싶은 

장소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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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15 서울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1) 사업 추진배경

•�방문지인 서울 도심을 도보로 관광할 수 있는 보행 친화도시 구축

•�아시아 최초의 공식 순례코스로 서울 순례길 도보코스 홍보 및 연계 서울 관광상품 개발

2) 세부사업 내용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

•�천주교의 순례길과 서울의 대표관광지를 연계한 코스 개발 및 관광자원화

-  순례길 구간(44.1km: 명동성당-서소문역사문화공원-약현성당-절두산)을 중심으로 도심관

광자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및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운영

-  순례길 관광안내표지판 및 바닥안내 사인 설치로 안내체계 확보

-  서울 순례길 교황청 공식순례지 선포식(18.9.14) 연계 및 홍보, 팸투어 개최

-  순례길 관광코스 주변 명소 홍보물(가이드북, 리플릿)제작 및 배포

-  �개별관광객을 위한 순례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도심자원과 연계한 신규 도보관광 코스인 한류코스, 한양도성코스, 한강야간코스 등 다양한 

도보코스 개발 

-  �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도보관광코스 개발(현재 33개소 운영중, 일반 26, 상설 3, 장

애인 4)

-  도심명소와 연계한 따릉이코스, 전통시장, 야간투어 등 신규코스 지속 개발

-  걷고 들으며 즐길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및 볼거리 있는 야간 코스 신규 개발

-  �북촌 한옥, 인사동, 고궁 체험, 한양도성, 미술관 등 주변 관광명소를 연계한 역사문화, 종교, 

공간 등 신규 관광코스 개발

-  한류코스(안): 청담-코엑스 도보코스 등 한류관광 도보 코스 개발

- 한양도성코스(안): 동대문-낙산공원-한양도성 도보코스 등 역사문화 도보 코스 개발

- 한강야간코스(안): 고속버스터미널-반포대교-잠수교 도보코스 등 한강야간 도보 코스 개발

-  �1박 2일, 3일 코스 운영, 보행자 상품 개발 등을 통한 도보관광 활성화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재단(Boston Freedom Trail Foundation)

•�프리덤 트레일은 16개 역사적 명소로 구성된 약 4km의 보스턴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로서 미국 독립전쟁, 자유민주주의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곳이자, 자유를 향한 미국민

의 역사적 자긍심이 증명되는 곳으로 미국역사의 ‘시작’과 ‘자유’를 상장하는 ‘미국인

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함

•�프리덤 트레일은 1964년에 설립된 비영리 프리덤 트레일 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출판, 마케팅, 광고 외에 학교 교육프로그램, 스콜라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

램 개발, 역사자원 보전기금 관리 등을 담당함

•�프리덤 트레일은 해설사 동행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프로그램은 일반 투어

(Public Tours), 단체 및 개별 투어(Group & Private Tours), 학생 투어(School 

Tours) 등으로 구분되며, 예약제로 운영함. 일반 투어(Public Tours)는 보스턴 방문

객 정보 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매 시간마다 운영되며 약 90분 소요, 그 외 오디오 

해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보스톤 프리덤 트레일 해설사 운영] [코스유도 바닥 사인] [도보관광지도]

자료 :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재단 홈페이지 www.thefreedomtrail.org 

도쿄 ‘야네센’

•�‘야네센’이란 야나카, 네즈, 센다기의 세 지역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서, 서민적인 

풍정이 남아 있어 산책하기에 좋은 지역임

•�대도시 도쿄 안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거리 풍경과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잔잔한 

일상을 느낄 수 있으며, 옛날 그대로의 상점가와 상징물이 된 서민적 풍경의 절의 흙

담, 유명한 신사와 정원을 볼 수 있음

•�오밀조밀한 상점가, 골목 여기저기 눈에 띄는 절과 언덕길, 곳곳의 고택을 개조한 카

페와 갤러리까지. 신구의 절묘한 조화와 도심 속 소란을 벗어난 한적한 거리를 느낄 

수 있음

•�코스: 야네센 산책 -> 간논지 절의 흙담 ->네즈신사 ->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다. 세부사업

걷고 싶은 서울,

도보관광이 가능한 

서울 알려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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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프리덤 트레일 해설사 운영] [코스유도 바닥 사인] [도보관광지도]

자료 :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Go Tokyo’https://www.gotokyo.org/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 

•�도심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안내체계 구축 및 도보관광 활성화

- 핵심 도보관광코스 안내표시 및 설치 안내체계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도보관광 활성화

- �지하철, 버스정류장 안내게시판에 도보관광 코스 위치정보 안내

- 도보관광 코스 내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디지털 안내표지판에 도보관광 상세정보 제공

-  바닥안내 사인 관련법 및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한 안내체계 확보 (도심부 핵심 도보코스에 바

닥 안내사인, 컬러 유도선 설치)

•�공공자전거(따릉이)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도보관광 연계 활성화

-  공공자전거(따릉이) 활용을 통한 서울시민 및 관광객이 도시 내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는 기

반 조성

- �따릉이 코스 무선 송 � 수신 단말기를 활용한 원거리 해설 서비스 제공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따릉이)를 통한 연계관광 확대

- 공공자전거 확대 설치, 도심관광 코스와 연계 자전거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자전거 이용자 관광지도 홍보 다각화

•�도보관광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도보관광 이용객 수요에 대비한 전문 신규 해설사를 양성, 도보관광 이용 증가 언어권 선발 및 

동남아어권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운영

-  기존 해설사 대상 도보관광코스 교육, 현장 평가 진행 : 신규 및 기존 코스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 명사특강을 통한 해설사 역량 강화, 현장평가를 통한 우수해설사 선정, 자격정지 처분 등

을 통한 해설사 운영

•�도보관광코스의 활성화를 위해 도보관광상품 홍보강화 및 팸투어를 통한 홍보 추진

- 웹사이트를 통한 대표 테마 도보관광코스 홍보

-  방송, 잡지, 신문 및 온라인 미디어 대상 서울도보관광 코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제

공 및 해설사 동행 취재 지원

-  서울 거주 유학생 대상으로 도보관광 홍보대사를 모집하고 팸투어를 실시

- 서울시민 참여 이벤트(SNS 인증샷 이벤트 등) 지원

런던의 도보관광 활성화 

•�런던은 도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전용 다리인 ‘Millennium Bridge’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함

•�Free Tours by Foot’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가능한 도보관광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통해 도보관광 장려

•가이드 투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홈페이지 접속 시점에서 가능한 일정 소개

•관광안내표지판의 디자인 등을 통하여 도보관광을 장려

[런던시 안내 표지판] [Millennium Bridge (도보전용 다리)] [도보관광 단독홈페이지 활용]

밀라노 바이크미(bikeme) 공공자전거 시스템

•�밀라노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바이크미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 대여가 가능

•�3650대의 일반 자전거와 1000대의 전기자전거를 보유하고 있고, 400여 개의 대여 � 

반납소가 있어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함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 운영되며 일반 자전거 기준, 처음 30분은 무료

로 이용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30분당 0.5유로가 추가, 최대 연속 자전거 사용 시간

은 2시간임

자료: http://www.jobnjoy.com/[유레일패스로 유럽 여행]

[밀라노 바이크미(Bik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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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YouBike’ 활성화

•�2016년 기준 288개의 거치대와 9,442대의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비스가능 

지역이 70%를 넘음

•�2015년부터 대만 시정부는 보도의 폭을 넓히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2016년 10월 

기준 총 501.67㎞의 자전거 도로 확보)

•�자전거의 거치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하여 2016년 말 기준 총 36,478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 전역에 마련함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자전거 주차장]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순례길코스

운영

신규코스 

개발 1 

기존코스 

고도화 3

순례길코스

운영

자전거

특화코스 

개발 1

신규코스 

개발 1 

기존코스 

고도화 1

순례길코스

운영

자전거

특화코스 

개발 1

신규코스 

개발 1 

기존코스 

고도화 1

순례길코스

운영

자전거

특화코스 

개발 1

신규코스 

개발 1 

기존코스 

고도화 1

순례길코스

운영

자전거

특화코스 

개발 1

신규코스 

개발 1 

기존코스 

고도화 1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홍보물제작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핵심코스 

선정 5 

컬러선 

설치 1

홍보마케팅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컬러선 설치 2

홍보마케팅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컬러선 설치 2

홍보마케팅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컬러선 설치 2

홍보마케팅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관리 및 계획 수립

도보코스 개발 및 

관리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계획 수립 사업추진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5,285 1,915 400 400 400 8,400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358 858 1,358 1,358 1,358 5,290

합계 5,643 2,773 1,758 1,758 1,758 13,690

6) 기대효과

•�서울의 이미지를 보행친화도시로 구축할 수 있으며, 서울관광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서울 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사업으로 교통체증, 대중교통 문제 등 관광객의 불편함 해소를 

할 수 있음

    ACT 16 서울관광 M.V.P(Must Visit Place) 코스 조성

��20대 M.V.P48) 테마 코스 개발

��(가칭)서울 언더월드 투어(Under World Tour of Seoul)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코스 활성화

48)  M.V.P란 Must Visit Place라는 뜻의 약자로, 서울시내 반드시 가봐야 할 테마 코스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홍보를 의미함. 또한 서울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모두 가장 높은 품질의 관광 공간을 제
공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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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배경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서울 도심관광의 지속적인 명소 만들기 및 관광 콘텐츠 발굴 

•�미세먼지, 황사, 더위, 추위 등 도심의 날씨와 외부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관광코스 필요

•�서울의 다양한 도시재생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화로 도시재생사업의 관

광 관점 접근 실현

2) 세부사업 내용

⁌�20대 M.V.P 테마 코스 개발 ⁍

•�M.V.P 테마 선정 및 테마별 대표 코스 개발(2019년)

-  테마코스 개발 및 확정을 위하여 의견 수렴, 테마 선정, 민관협의체 구성과 함께 기초 조사 시행

-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서울의 꼭 가보아야 할 테마 코스를 20개 선정하고 이를 최종 확정하여 진행

2019년 M.V.P 테마 코스 개발 과정(안)

구분 세부 요인

서울 테마 선정

•�‘M.V.P 테마 코스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 관광업계 등 의견 수렴
－ 테마 선정 및 코스 개발 방향 설정 및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서울’하면 생각나는 특색 있는 테마 선정(7~10개 내외)
－  여행상품, 관광 매체 등에 소개된 콘텐츠 및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참고하여 1차 선정(20개 내외) ※ 예 : 한류, 종교, 음식, 생
태, 지하철, 도보, 야간 등

－  1차 선정된 테마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7~10개 테마 선정

▼

20대 M.V.P
코스 개발

•�‘서울 테마’별 코스 개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월1회)
－ 테마별 MP, 여행사 상품기획자, 관광업계 종사자 등 10명 내외 구성
－  테마별 코스 구성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 코스별 스토리 개발 등 활성

화 방안 및 관광객 참여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홍보 방안 논의

◦ •�‘ M.V.P 코스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태마별 3~5개 코스 개발(총 
30~50개)

－  자치구 추천 및 관광객 선호도 � 현장 여건 조사, 관광업계의 의견 수
렴 등을 통해 테마별 코스 3~5개 개발(총 30~50개 코스)

－  관광명소와 연계, 숙박,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포함하여 코
스 구성

▼

M.V.P 코스 
확정

•�‘ 민관협의체 의견, 관광객 설문조사, 서울관광 홈페이지 방문자 대상 이
벤트 등을 통해 20개 코스 최종 확정

•�M.V.P 서울코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안내체계 정비(2020년~)

- ‘M.V.P Seoul 코스’ 상징 BI 개발

* 테마 코스의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면서 테마별로 호환 가능하도록 개발

-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테마코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

*  서울 관광 모바일 앱 기능 개선을 통해 테마 코스별 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상품 판매 여행사 및 인근 

숙박 � 식음시설 등 안내

- 시인성 강화를 위한 코스 내 지점별 BI적용 안내마크 부착

* 안내마크에 QR 코드 삽입하여 지점별 관광 정보 안내 및 투어 인증 이벤트 추진

•�민간과 협력,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상품화 및 홍보 ·�마케팅(2020년~)

- 개별 관광객 대상 ‘M.V.P Seoul 코스’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추진

* 콘텐츠 기업과 함께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코스별 스토리 발굴

- ‘M.V.P Seoul 코스’ 단체 관광상품 개발 유도

* ‘M.V.P Seoul 코스’가 포함된 우수관광상품 개발비 및 상품홍보 지원

* 해외 핵심여행사 및 국내 여행업계 등 초청 팸투어 등

- ‘M.V.P Seoul 코스’별 가이드북, 지도 등 홍보물 제작 � 배포

- ‘M.V.P Seoul 코스’ 활성화를 위해 온 � 오프라인 홍보 � 마케팅 추진

* 서울관광 홈페이지 내 ‘서울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20개 코스’에 대한 정보 안내

* 인터넷 포털(네이버 등)에 콘텐츠 공유, SNS 퀴즈 등 온라인 마케팅 추진

* M.V.P 코스를 활용한 콘텐츠 공모 등 프로모션 추진, 해외 박람회 참가 등

⁌��(가칭)서울 언더월드 투어(Under World Tour of Seoul) ⁍

•�외부환경(매연, 자외선, 미세먼지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서 지하보도(서울시청

~동대문역사문화공원)를 연계한 도심관광 명소 발굴 및 새로운 쇼핑관광 콘텐츠 개발

•�지하보도를 활용한 서울 도심 관광활성화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밀착하여 체험할 수 있는 

도보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하보도 지역상권과 시설 활성화

-  관광안내 및 여행상담소 설치, 여행객 쉼터 조성, 전국 유명 식음상품 거리 조성, 역사문화 전

시관, 엔터테인먼트 시설(버스킹 상설화),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문화 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  지하보도 중 일부를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여 지하공간을 예술공

간으로 전환시켜 매력 창출

•�도심 지하보도(서울시청~동대문역사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일상적 여가시간 방

서울만의 매력을 

보여주는 명소 

발굴 및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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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코엑스 코스, 잠실 코스, 고속버스터미널 코스 등의 다양화 필요

- 코엑스 코스: 쇼핑,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 복합문화쇼핑 코스 개발

- 잠실 코스: 쇼핑,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 복합문화쇼핑 코스 개발

- 고속버스터미널 코스: 쇼핑, 식도락 등 복합식도락쇼핑 코스 개발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

•�1962년 탄생한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전체 길이 32㎞에 달하는 대형 지하

도시이며, 한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몬트리올의 혹독한 추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시설

•�총 1700여개의 상점과 식당, 극장, 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도시 속의 또 다

른 도시로 평가됨. 몬트리올 도심 오피스의 80%가 이곳과 연결돼 있으며, 지하철역 

10개, 출입구 수 155개로 연결됨

[underground city montreal]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코스 활성화 ⁍

•�도시재생자원의 관광상품화 추진

-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경춘선 숲길,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 도시 재생자원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화 및 안내체계 조성

- �콘텐츠 기업과 협력, 다양한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등 도시재생 관광명소에서 명소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현재 서울로 7017 속 식물별 해설코스, 문화비축기지 속 산업유산 탐방 등 프로그램 운영 중

- �여행사와 협력을 통한 관광객 투어코스에 포함하여 상품화 추진 

* 여행사 상품개발자, 언론매체 초청 팸투어 진행

-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서울 대표명소로 마케팅을 실시하여, 관광객 방문 유도

*  도시재생자원 활용 관광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등 마케팅 행사 및 주요 관광안내소 등 관
광거점 배포, 국내외 유력매체 활용 도시재생관광 홍보(기획기사, 포스팅 등) 추진

- �도시재생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공모 등 이벤트 개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신촌 � 홍대~당인리 일대 관광명소화 및 대학문화 기반지역인 신촌 � 홍대 중심에서 당인리 

지역까지 연계한 핫플레이스 명소화 추진

-  당인리 발전소 공원화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등 역사문화거점 조성

-  홍대, 당인리발전소, 선유도 등 연계 수변창조문화권역 육성 및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및 문화

창작발전소 조성

-  당인리 발전소는 도심 속 발전소로서 환경과 문화,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시민여

가문화공간으로 조성

-  당인리발전소-절두산성지-양화진성지공원-망원정 등을 연결하는 한강변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세종대로 일대 역사 ·�문화 중심지로 근현대 서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관광명소

화 추진

-  세종대로 일대는 시대별 도시의 원풍경을 간직한 다양한 건축물 및 역사적 사건장소임. 근현대 

역사 ·�문화 건축물 특화공간으로 조성해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역사관광 콘텐츠’ 제공

-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 등 도시건축박물관 조성된 공간과 연계하여 지하공간을 주변의 지하

연결공간과 연계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개발

-  세종대로 주변의 원풍경 복원,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의회, 성공회서울성당이 형성하는 근대 

서울의 원풍경을 복원하고 덕수궁과 환구단 주변 경관 개선으로 역사문화유산의 인지성 강화

-  지상부 단절구간 해소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로에 인접한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 보도변의 무분별한 차량 통행을 정리, 인근 역사문화유산을 연계하는 도시체

험 프로그램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20대 M.V.P 테마코스 

개발

테마선정 및

코스 개발

BI 개발/

관광상품화

안내표시 

부착/홍보
관리 및 홍보 관리 및 홍보

(가칭)서울 언더월드 투어

(Under World Tour 

of Seoul)

조성 관리 및 홍보 관리 및 홍보 관리 및 홍보 관리 및 홍보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코스활성화

코스 관리 및 

홍보

코스 관리 및 

홍보

코스 관리 및 

홍보

코스 관리 및 

홍보

코스 관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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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20대 M.V.P 테마코스 

개발
사업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관광상품화
시설 관리

가칭)서울 언더월드 투어

(Under World Tour 

of Seoul)

사업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관광상품화
시설 관리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코스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관광상품화
마케팅 실시 및 관리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20대 M.V.P 테마코스 

개발
100 100 800 300 300 2,500

가칭)서울 언더월드 투어

(Under World Tour 

of Seoul)

100 100 100 100 400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코스활성화
350 250 250 250 1,100

합계 100 1,450 1,150 650 650 4,000

6) 기대효과

•�서울의 꼭 가보아야 할 테마 코스로 관광객 화제성 유발 및 관광 분산 유도

•�날씨 등 환경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안 관광명소 개발

•�지하보도 및 명소를 연결하고 지하상가를 활용한 쇼핑관광 활성화

•�핫플레이스(특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매력과 관광코스 개발

•�최근 관광활동은 특별함이 아닌 일반화 및 일상화된 관광이 증가하고 있으며,  “Everything 

is Tourism”, “The end of Tourism” 용어로 표현

•�서울 방문 관광객 역시 서울시민의 일상과 서울 속 숨은 명소 등 서울의 모든 것을 보고, 체

험하는 관광을 하고자 함

-  개별관광객(FIT) 관광객들은 서울 대표 관광지(경복궁, 명동 등)가 아닌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보고 체험하고자 함 (본 연구 관광객 FGI 인터뷰)

•�외래관광객은 서울을 다양성이 공존하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하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

-  서울은 사람, 문화,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이 있는 도시로 인식하며, 서울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

하는 도시로서의 매력을 강조(본 연구 관광객 FGI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관광객의 참여활동이 쇼핑, 식도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체험중심 콘텐츠 필요

-  서울 여행 중 참여한 관광활동으로는 쇼핑 93.8%, 식도락 78.3%,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6.1%, 자연경관감상 34.8%, 전통문화체험 34.4%순으로 나타남(서울시 외래관광객 조사

결과, 2018)

•�주된 매력인 쇼핑, 식도락 관광을 활성화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확보화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함. 방문지역도 전통적인 고궁, 역사유적지, 자연경관에 한정되고 있어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와 명소발굴이 필요함

•�특히, 도시관광은 도시민들의 일상적 장소를 체험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어 서울만의 특

별한 콘텐츠와 함께 서울의 일상적 생활명소 발굴 필요

•�서울을 재미있게 만드는 축제의 매력을 관광자원화 하고, 다양한 예술공연 및 콘텐츠 축제를 

연계하여 ‘축제도시’로서의 관광매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서울만의 관광콘텐츠 발굴 및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다양하고 일상적인 콘텐츠 개발

•�특수목적형 관광콘텐츠를 발굴 개발하여 서울 관광매력 창출 및 관광상품의 다양성 확보

추진과제 8.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및 방향

서울 스타일을 

외래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차이가 매력인 

콘텐츠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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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

•�Act 17 서울 스타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Act 18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Act 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ACT 17 서울스타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골목길 및 일상 관광장소 � 아이템 등)

�시공간(Amazing Moment) 결합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계절별 � 규모별 특색 있는 축제 �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일상성을 활용한 서울 관광매력 상품화 

•�‘축제도시’ 만들기를 통해 축제이벤트를 관광자원화 하고 서울축제산업으로 활성화

2) 세부사업 내용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골목길 및 일상 관광장소 � 아이템 등) ⁍

•�서울의 특색있는 골목길 및 맛집 발굴을 통한 50대 명소 신규 발굴

- �근 � 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서울의 골목길 50대 명소 신규 발굴('19년)

* 7~80년대 골목, 수제화거리, 먹자골목 등 서울의 숨은 매력 명소 발굴

- ��발굴한 골목을 테마별(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로 코스화, 일상체험 명소로 개발('20년)

* 서울에 숨겨진 50여개의 골목을 5~6개의 테마별 일상체험 코스로 개발 � 홍보

* 예시 :  서울전통체험 골목(북촌한옥마을, 인사동거리), 서울인심 골목(남대문 칼국수 골목, 삼청동 팔판
길), 한류스타 골목(청담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 서울이색 골목(이태원 우사단길, 건대 양꼬치 골

목) 등

- 삼계탕 등 ‘서울에서 맛봐야 할 10대 전통음식’ 선정 및 우수업소 발굴

- “이 달의 우리 동네” 선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

•�서울 골목길 ‘오래가게’ 선정 및 활용

- 2019년 발굴지역: 서울 동북권(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

- 업종: 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생활문화, 전통공예 분야(다방, 고미술 화랑 등)

- 기준: 개업 후 30년 이상 운영, 2대 이상 전통 계승, 무형문화재 지정자(기능전승 보유자 등)

-  절차: 기초 자료수집 후 시민 추천, 전문가 평가를 거치며, 현장 평가와 전문가 최종 평가를 통

해 해당 가게 동의를 얻어 최종 추천하도록 함 (총 30~40개 내외)

- �오래가게 안내책자, 홍보영상물 제작, 스노우앱 등 민간연계 홍보, 발굴 스토리를 활용한 시민

참여 이벤트, 스토리텔링 투어, 웹툰 제작, 서울스토리넷 연계 홍보 등 실시

•�지역 별 숨은 관광 명소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및 정비 사업 추진

- 매년 각 자치구별 공모를 통하여 지역 명소 활성화 지원 및 정비

•�서울문화와 시민의 일상 체험관광상품 개발(서울시민 추천 및 서울스토리 연계 일상 관광상

품개발), 서울시민과 외래관광객의 서울관광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관광 콘텐츠 공모전 및 서울시민의 자체 기획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서울시민 추천 일상 관광상품 개발 지원, 이 달의 우리 동네선정 및 관광프로그램 지원

- “사진으로 보는 서울이야기” 등 서울의 일상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홍보

국내 골목길 관광콘텐츠 개선 사례: 대구 중구 근대화골목

•�대구 중구는 도심공동화 해소 차원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근대문화 역사자원의 보전

과 재구성,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를 통해 도심의 명소를 조성하고, 관광객과 지역

민에게 장소의 공간적 이미지와 볼거리 제공,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근대골목 정비사업을 추진함

•�본격적 근대골목 정비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일상장소 문화 생활공간

화 기획 � 컨설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어 2009년에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도 선정됨

•�근대골목 정비사업 구간은 중구 동산동에서 계산동까지 3.1운동길, 뽕나무골목, 성밖

골목 등을 포함하여 길이 약 700m의 거리가 대상임

•�이 구간은 1920년대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 선생

의 고택은 물론, 음악가 현진건, 박태준 선생, 화가 이인성 선생 등의 자취와 함께 계

산성당ㆍ3.1만세운동길 등 역사문화자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로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객 방문이 증가(개선 전 100만 명 이하에서 개선 후 400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

다. 세부사업

서울의 일상과 

시공간이 곧, 

서울관광 콘텐츠로 

구현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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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15). 동성로 통신골목 관광형 콘텐츠 개선 방안. 

�⁌�시공간(Amazing Moment) 결합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

•�서울시의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서울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 시간적 범위: 서울의 사람, 문화 체험이 가능한 근 � 현대 및 미래 포함

-  공간적 범위: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5대 궁궐, 남산 등 테마와 장소가 결합된 관광명소 

콘텐츠

-  �내용적 범위: 서울의 역사, 인물, 자연, 복합시설 등을 야간 명소화, 데이트코스, 관광객 포토존

화 등 기능수행 가능성 등

-  선정방법: 대상 후보 선정, 전문가 및 시민 추천, 현장 탐방 스토리 가공, 전문가 검증, 코스개

발 및 홍보마케팅 절차 진행

-  예:  석양이 아름다운 7017, 6시 ‘하늘공원’의 석양, 8시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핑크뮬리 

·�코스모스 등 꽃피는 시간과 한강

•�야간관광에 필요한 체험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콘텐츠 개발 및 재정비

- 조명이 아름다운 야간관광 특별 콘텐츠 개발

- 서울 거주 유학생 대상으로 홍보대사 모집하여 도보관광 팸투어 실시

-  시민참여 이벤트, 테마투어 진행, 일러스트 포토존 운영 등

-  국내외 미디어를 통해 개별관광객(FIT) 대상 관광상품으로 홍보, 전문통역가이드 동반상품 

개발

-  �야간 개방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 이벤트 개발 등 야간관광 콘텐츠 확대

-  �야간경관 명소와 장소성을 결합한 퍼포먼스, 고증을 통한 재현극 도입 등 새로운 형식의 해외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콘텐츠 상품으로 육성

�⁌�계절별 � 규모별 특색 있는 축제 �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

•�‘축제도시’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 계절별 � 규모별 축제 진흥체계 구축 및 레고형 축제로 연계 관광자원화

- 계절별 축제, 자연경관, 전통역사, 문화역사, 특산물음식 등 주제별 축제 상품화 지원

- 지역별 축제를 캘린더로 제작, 매달 � 매주 진행되는 축제정보 제공

- 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유도

- 서울관광 뉴스를 활용, 시 � 자치구 축제 정보 제공

* 최근 3년간 연례 개최한 축제 리스트업 및 여행사 대상 세부 정보 제공

•�4대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 서울시 우수여행사의 모객력을 활용한 계절별 체험상품 개발, 운영

* 서울드럼페스티벌(5월), 서울문화로 바캉스(8월), 서울거리예술축제(10월), 서울김장문화제(11월)

－ 국가별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특전제공(한복체험 등)으로 상품 다양화 유도

•�서울 대표 글로벌 축제관광상품 개발 ·�운영 (예: 한강몽땅여름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활용)  

－ 기 업무협약 체결 해외 주요여행사와 한강몽땅축제 외국인전용 상품개발 

* 협약체결 : 14개국(중국, 일본 등) 30개사

－ 서울불꽃축제 유료존 운영을 통한 고가 축제상품으로 집중 육성, 지원 

•�서울의 주요 관광자원인 남산을 활용한 남산몽땅축제 개최

- 남산둘레길, 케이블카 등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남산의 활용범위 확장

-  남산 주변 자치구와 함께하는 4가지 주제(역사문화, 녹지휴식, 미식생활, 도시재생)의 동시다

발적 지역 축제콘텐츠 기획 및 운영  

-  �환대주간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남산테마 체험+미식+명소 주제의 체험 관광상품 구

성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서울 시민과 내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 축제 플랫폼’ 역할을 위한 ‘여가생활, 도보관광, 

역사탐방’ 프로그램 진행  

•�민관 협력 축제 콘텐츠 개발, 남산 주변의 청년상인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서울, 남산’ 주제 디자인, 패션, 미식 브랜드와 공동 프로모션으로 민간 참여 확대

-  남산 주변 상권(필동, 장충동, 을지로, 해방촌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상인 주도 참여형 축제 

프로그램 진행

-  지역주민 및 상인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축제로 기획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 운영 

•�서울의 축제연관 산업에 대한 조사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축제는 조명산업, 음향산업, 인쇄산업, 임대산업, 공연산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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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다양한 축제는 축제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발전적인 축제운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가능

-  축제에 연관된 산업과 구조 및 인력에 대한 조사, 축제비용의 순환구조에 대한 조사, 축제파급

효과에 대한 모형구축 등을 통해 축제생태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마련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

발굴 및 관리, 

홍보

발굴 및 관리, 

홍보

발굴 및 관리, 

홍보

발굴 및 관리, 

홍보

발굴 및 관리, 

홍보

시공간 결합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10개 발굴 

및 재정비, 

지원

10개 발굴 

및 재정비, 

지원

10개 발굴 

및 재정비, 

지원

5개 발굴 

및 재정비, 

지원

5개 발굴 

및 재정비, 

지원

계절별 ��규모별 특색있는 

축제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기획 및 산업

지원

기획 및 산업

지원

기획 및 산업

지원

기획 및 산업

지원

기획 및 산업

지원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계획 및 마케팅 

수립

시공간 결합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계획 및 마케팅 

수립
콘텐츠 상품화 

계절별 ��규모별 특색있는 

축제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사업계획 및 마케팅 

수립
자치구 축제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
600 600 600 600 600 3,000

시공간 결합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300 300 400 400 400 1,800

계절별 ��규모별 특색있는 

축제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1,000 1,500 1,500 1,500 1,500 7,000

합계 1,900 2,400 2,500 2,500 2,500 11,800

6) 기대효과

•�서울만의 관광콘텐츠 개발에 따라 방문하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의 체험관광 활성화

•�서울 일상체험 관광콘텐츠 발굴에 따라 서울시민, 국내관광객 그리고 외래관광객에게 서울

의 관광도시의 이미지 및 인지도를 높임

    ACT 18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지속 발굴

��에스닉 투어리즘(Ethnic Tourism)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외국인마을, 세계문

화거리 자원화)

1) 사업 추진배경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융합콘텐츠로서 서울관광 매력창출 필요

•�서울 속 이색문화를 체험하는 특화된 관광콘텐츠 육성필요

•�서울관광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신기성과 친숙성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지속 발굴 ⁍

•�세계문화유산 및 미래유산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  세계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도심 속 서울만이 갖는 특별한 전통 콘텐츠

를 부각하여 차별성 부여

- 궁궐 활용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세계문화유산 역사탐방길 조성 

- 세계문화유산 데이투어, 하프투어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서울의 미래유산의 역사성과 스토리를 지닌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재개발

- ‘내 주변 미래유산’, ‘미래유산 체험하기’ 등 서울 미래유산 관광자원화 확대

- 공모 사업추진을 통한 서울미래유산 자원 관광콘텐츠 선정

•�‘한국 전통무예 공연프로그램’ 통합 추진 및 신규자원 개발을 통한 전략 사업화

-  태권도, 택견 등 단편적으로 운영해왔던 전통문화 관광상품을 하나의 ‘한국전통 무예 공연프로

그램’ 사업으로 통합 ·�추진, 전통무예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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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궁 등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컨텐츠 다양성 확보

•�한글 퍼포먼스 등 다양 ·�독창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

-  전통 시범공연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와 연계한 한글퍼포먼스 공연, 난타체험 등 다양하고 독창

적인 컨텐츠 개발

•�서울미래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코스 개발

-  공통의 기억과 감성으로 공유 가능한 근현대 유산 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투어코스 개발

오사카의 오사카 성 관광자원 활용

•�오사카 성을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 민간 단체에 오사카 성 공원 관리 및 매력성 홍

보 위탁

•�오사카 성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의 전시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

독일의 에센 ‘졸페라인’

•�에센 ‘졸페라인’은 과거 독일 폐광산업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과거를 살린 현자’로 평가받아 `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오사카 오사카성] [독일 졸페라인]

�⁌��에스닉 투어리즘(Ethnic Tourism)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외국인마을, 세계문화거

리 자원화) ⁍

•�다양성이 공존하는 서울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국정서를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

-  글로벌 외국인 마을(이태원, 서래마을 등) 활성화 지원

- 외국인 마을 환경조성 및 슬럼가 재정비, 외국인 마을 세계문화거리 관광자원화로 활용

-  동대문 우즈백 거주지, 구로일대 외국인 거주지의 고유 문화 홍보를 위한 안내판, 관광 인증마

크 개발, 민족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거주 외국인과 외래 방문객이 이국에서 자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발굴 및 정보 제공

- �‘이슬람 성원과 음식체험’, ‘서래마을에서 한강 반포분수까지’등 체험요소 확대 

-  외국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성 도모를 위한 SNS 관광정보 실시간 노출 (모바일 활용, 이용자 

후기 체험공유 및 이벤트 진행, 수집정보 공개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연계 홈페이지의 통합관

리, 블로그 연동 운영)

-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연계가능 기관의 홍보 연계, 주변 관광정보 연계 안내시스템(GPS) 서비

스 제공 

•�이색박물관 및 특화거리 관광 자원화를 통한 관광 콘텐츠 확대

-  조선생활사 특화거리 조성 및 박물관 클러스터 구축, 역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 성북동 이색박물관 클러스터 구축,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진에 따른 민간 주도 거버넌스 지원

-  시민생활사박물관(근현대 중심, 서울사람의 생활사 박물관, 노원구), 공예박물관(전통공예문

화의 발전을 위한 공예문화 허브공간, 종로구), 사진박물관(유명인사, 개인 사진자료 전시, 도

붕구), 수상전시관(퇴역함정 활용, 한강에 함상전시관 조성, 망원 한강공원) 등 서울을 찾은 관

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스토리 제공

-  전통시장 매니저 등 활용 통인시장 엽전도시락 카페와 같은 이색 상품 개발,  주변 관광지와 연

계, 전통시장 도보관광 코스 개발 ·�운영

- 서울소재 다양한 공공 ·�민간 박물관 ·�미술관 등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 디뮤지엄, 국립현대미술관, 카카오프렌즈 뮤지엄, 옛돌박물관, 한옥박물관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발굴

전통공연 

콘텐츠개발

문화유산
특화

콘텐츠 

조사

전통공연 

콘텐츠 기획

문화유산 

콘텐츠 관광 

상품화

전통공연 

추진 

문화유산 

관광 

콘텐츠 홍보

전통공연 

추진 

문화유산 

관광 

콘텐츠 홍보

전통공연 

추진 

문화유산 

관광 

콘텐츠 홍보

에스닉 투어리즘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

에스닉 투어 

코스 개발 

홍보물 

제작지원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286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6장 전략별 추진과제  287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발굴
사업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 관리 및 

에스닉 투어리즘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계획수립 및 

개발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발굴
300 400 500 500 500 2,200

에스닉 투어리즘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
100 150 200 200 200 850

합계 400 550 700 700 700 3,050

6) 기대효과

•�서울의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통하여 서울만의 매력을 극대화

•�에스닉 투어리즘, 이색문화 컨텐츠 활성화를 통하여, 외래관광객 뿐만 아닌 서울시민에게 새

로운 서울관광 매력 제공 

    ACT 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서울의 ‘산과 강’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서울 스포츠관광 활성화

1) 사업 추진배경

•�다른 도시에서 체험할 수 없는 서울만의 특별한 매력개발 및 콘텐츠 발굴

•�생태자연과 인근 관광명소를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연계한 생태관광코스 개발

•�개별 관광객이 찾기 쉽도록 스마트 어플 활용 안내 및 예약체계 조성 및 홍보물 제작, 배포

•�서울 및 국내에서 열린 메가이벤트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

2) 세부사업 내용

�⁌�서울의 ‘산과 강’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

•�산과 강이 결합된 서울 지형의 특성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콘텐츠 육성으로 관광자원 다변화

- 도심 속 생태자원의 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  서울의 도심지 매력과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경관을 조망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생활권 테

마공원 명소화 사업 추진

-  자치구에서 기 운영 중인 가족 및 유아, 청소년 대상 생태지의 지엽적이고 한정적인 감상 � 관

찰에서 벗어나 관광지를 방문한 내 � 외국인 관광객의 계층 및 연령, 여행일정, 관광목적 등의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과 생태탐방을 동시에 제공 

-  서울 시내 산림, 하천과 인근 관광명소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연계

하여 생태자연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생태관광 분야) 구성

-  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10명 내외)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방향, 생태관광코스 발굴 

� 선정 및 코스별 주요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 정기 위원회의(분기별 1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코스확대운영방안

-  생태관광코스와 연계될 수 있는 인문관광자원의 연계 확대 홍보 (생태관광자원 내 템플스테

이, 생태관광자원 인근 융복합 관광자원, 서울 미래유산, 주민사업체 연계 홍보)

- 서울로 7017 등 도심 속 생태관광자원 추가 발굴, 생태관광 활용 시민 여가 프로그램 육성

-  여행주간기간동안 생태관광자원 내 숲속 음악회, 산책 야행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관광

코스 홍보 활성화

-  산림청 연계, 생태녹색탐방로 등록 및 예약 연계, 산림청 숲여행 프로그램 내 서울 대표 생태관

광코스 운영

서울의 생태, 

산업, 스포츠 자원이 

곧, 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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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코스 예시

•�1숲과 강 코스(12km / 4시간, 반일코스)

-  코스소개 :  숲의 수목과 산림 생태계를 탐방할 수 있는 서울숲에서 따릉이로 출발하여 

중랑천 하류철새보호구역에서 하천의 동식물 관찰 및 경관 감상을 거쳐 청

계천에서 따릉이 반납 후 근처 종로 등에서 도심관광을 즐기는 코스   

- 코스동선 : 뚝섬유원지 → 서울숲 →  중랑천 →  청계천  

•역사와 힐링 코스(7km / 전일코스)

- 코스소개 :  조선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광화문에서 따릉이로 출

발하여 북촌한옥마을까지 이동하며 전통가옥 감상, 따릉이 반납 후 도보 이

동하여 삼청각에서 다례 및 장구체험, 전통공예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길상사 템플스테이로 힐링과 명상을 관광과 함께 즐길 수 있음

 - 코스동선 : 광화문 → 삼청각 → 길상사 → 혜화문

•�생태관광 코스 홍보

- 찾기쉬운 안내체계 조성

  * 개별관광객이 찾아가기 쉽도록 신규코스별 표지판, 안내사인 설치

  * 테마별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로 관광객의 흥미 유도

- I Tour Seoul+ 연계 스마트 안내 및 예약 시스템 개발

  * 서울관광 어플리케이션 연동, 도심지에서 대중교통, 따릉이 등을 활용한 교통 안내, 생태관광코스별 QR
코드 등 활용 스마트 해설 시스템 개발

  * 일정 관광객수 이상 생태관광해설사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 생태관광 홍보물 제작 및 주요거점 배포

  * 다국어(한, 영, 중, 일) 가이드북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서울생태관광 인지도 함양 

•�생태관광 해설사 육성 및 교육

- 서울의 생태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 및 동행체험이 가능한 전문 해설사 육성 

-  외래 관광객 의사소통 불편 해소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다국어(한 � 영 � 중 � 일) 해설인력 

육성

- 선발절차 : 공고 → 서류심사 및 면접 → 양성교육 → 평가 → 자격부여

- 신규 양성교육 추진

  * 서울의 자연,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 전문적인 해설 안내기법 습득으로 해설역량 강화

  * 생태관광코스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대처능력 강화

- 환경부 � 문체부 인증 교육기관을 통한 양성교육 실시

  *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에 생태관광 관련 교과과정을 포함하여 교육 추진

•�남산투어버스 도입 및 명물화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 남산주변도로 교통 체증 감소 및 남산 투어버스 도입을 통한 개별 관광객 편의성 제공

-  남산투어버스 1일 권 판매에 따른 남산투어버스 이용 편의 증대, 안내요원 배치하여 주변관광

지 소개 및 연계, 외래 관광객을 위한 해설 서비스 제공

산과 강이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성

•�외래관광객은 한 국가의 수도와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 산과 강이 공존하는 자

연자원과 도심 인공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을 찾기 어려워, 서울만의 매력으로 부각

하고 있음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형 산업시설 및 산업유산 및 산업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 지원을 통한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지원

-  G밸리(IT), 상암 DMC(M&E), 마곡(R&D), 홍릉(바이오) 등 지역별 관련 기업(시설)을 코스로 

한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서울시 � 민간 운영 산업시설 활용 산업시찰 프로그램 상설 운영 및 다국어 안내 지원

- 근대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유한 산업유산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발굴

•�선진 공공시설 시찰 프로그램 운영(Topis, 상하수도, 생태공원 등)

-  서울의 주요 정책사업 현장(서울안전통합상활실, 서울교통정보센터, 창업허브 등) 선진 공공

시설 시찰 프로그램 개발

•�해외 주요 여행사 초청 신규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한 

산업관광 상품 홍보 등 마케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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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포츠관광 활성화 ⁍

•�올림픽 레거시 및 세계스포츠 개최 레거시 활용 관광코스 개발

-  1988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잠실주경기장 중심으로의 관광상품 지원 및 개발 및 2018 평창올

림픽이 열렸던 평창 ·�강릉 연계 관광 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 

-  스포츠 관광객, 전지훈련 방문객을 위한 연계 관광코스 개발, 레저스포츠, 지역 문화프로그램 

연계를 포함한 관광 상품 개발 

•�서울국제스포츠 행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용 스포츠 관광추진

-  스포츠한국위원회, 생활스포츠체육회 등과의 네트워크구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국가대항 야구대회인 WBC 등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및 개최

- 서울시 � 자치구 �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및 관광코스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시민리그(S-리그), 생활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관광코스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유명 스포츠 선수 출신 지도자 참여의 맞춤형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관광코스 연계 

프로그램 개발

올림픽 인프라 활용 사례

•��1994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  릴레함메르 올림픽 경기장은 관광객 및 엘리트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

포츠 이벤트, 문화 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음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 ‘Oval’경기장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시설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음

•�2012 런던 하계 올림픽

-  대회기간동안 수중경기 선수들을 위한 임시 수영장이 설치되었던 ‘Eton Manor’를 현

재 축구장과 테니스코트, 하키센터를 포함한 지역 스포츠 센터로 이용되고 있음

[릴레함메르 올림픽 경기장] [벤쿠버 Oval 경기장] [런던 Eton Manor]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의 ‘산과 강’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코스개발 5

생태관광 

해설사 선발 

육성 25명

맞춤형 등산  

코스개발 5

생태관광 

코스개발 5 

맞춤형 등산 

코스개발 5

및 운영

생태관광 

코스개발 5 

맞춤형 등산 

코스개발 5

및 운영

생태관광 

코스개발 5 

맞춤형 등산 

코스개발 5

및 운영

생태관광 

코스개발 5 

맞춤형 등산 

코스개발 5

및 운영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G밸리 시찰 

프로그램 

운영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서울 스포츠 관광활성화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의 ‘산과 강’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콘텐츠 발 굴 및 

상품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서울 스포츠 관광활성화 지자체 협조
사업 계획수립 및 

전략적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의 ‘산과 강’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3,500 3,500 3,000 3,000 3,000 16,000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서울 스포츠 관광활성화 1,000 1,000 1,000 1,500 1,500 5,000

합계 5,500 5,500 5,000 5,000 5,000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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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다른 관광도시에서는 체험 할 수 없는 자원을 활용, 관광상품화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활성화 

•�국내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서울 관광 방문동기 제고 및 유치 효과

•�MICE, 의료관광, 럭셔리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 � 복합 관광상품 수요 증가 

-  2017년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소비액은 일반 외래관광객보다 약 2배 높은 2,941달러(한국

관광공사, 2018)49)

-  017년 전 세계적으로 총 10,786건의 국제회의 개최, 서울은 688건 개최로 세계 3위였으며, 

3개년 간 변함없는 순위(UIA, 2018)50)

- 부유층, 실버세대 및 특수층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수요 증가

- 한국 프리미엄 관광상품 교역전 개최(2017.11)

-  MICE 산업의 경우, 회의 참가 외에 숙박, 쇼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므

로 관련 시설의 연계나 집적화가 중요함

•�일반관광객 대비 평균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액이 높은 한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제공 필요성 증대

－ 한류관광객 : 평균 지출경비 $2,127 / 재방문율 52.2% (한국관광공사, 2015) 

－ 일반관광객 : 평균 지출경비 $1,713 / 재방문율 46.1% (문체부, 2015)

•�외래관광객(1,724만 명) 중 15%(262만 명)가 관광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매년 평균 26%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임

- 10년 동안 외래관광객 2.8배 증가, 그 중 공연관람객의 경우 8배 증가

•�서울은 미래 관광 성장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융 � 복합관광상품(한류 � 공연, 의료, 프리미엄 

관광)을 적극 개발하여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노력

•�서울은 세계적인 MICE 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 MICE 사업은 인프라, 제

도적, 산업생태계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

- MICE 인프라 규모는 아시아 경쟁도시의 10% 수준51)

* 2018년 기준, 상하이 60만㎡/ 도쿄  37만㎡ / 싱가포르 30만㎡ / 서울 65,680㎡

-  국제회의 중심의 지원제도인 현행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로는 다양한 MICE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움

- MICE업계 간 과열경쟁,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의 한계가 존재함

•�또한 다양한 관광자원 및 콘텐츠 발굴 ·�개발은 지속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 상품화로의 연

계 및 홍보가 미흡해 관광객으로의 도달률은 낮음

•�일반관광객 대비 평균 체류기간이 길고 소비자 소구력이 높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

부가가치 융 ·�복합 관광상품 육성 활성화 필요

•�대규모 글로벌 MICE 유치 체계 구축을 통한 MICE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희소성 있는 고소비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신 소비층 수요 창출 

•�특화관광(SIT) 상품 및 이머징마켓을 목표시장으로 한 서울관광 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질적

관광의 활성화 기여

액션플랜

•�Act 20 세계 최고의 MICE도시 도약

•Act 21 한류 �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Act 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지원

•Act 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추진과제 9.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49)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18.06.17.), 한국, 2017년 국제회의 개최 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50)  UIA(2018), International Meeting Statistics Report 51)  서울시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야 소위원회 회의자료(2018.07.17.)

서울관광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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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20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도약

��MICE 클러스터 조성 및 MICE 인프라 확충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1) 사업 추진배경

•�서울의 MICE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성장 한계 타개 위해 인프라 확충

•�인프라 공급 확충에 대비한 글로벌 MICE 유치 지원시스템 구축

•�MICE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위한 MICE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2) 세부사업 내용

 �⁌�MICE Cluster 조성 및 MICE 인프라 확충 ⁍ 

•�동남권 일대에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조성

- 코엑스~현대차부지~잠실운동장~SETEC 글로벌 MICE 클러스터 조성

- 대상 부지에 19,500㎡ 추가 확충하여 25년까지 완공 예정  

- 2025년까지 현재에 비해 3.7배 규모의 MICE 인프라 확충

•�동남권 일대 글로벌 MICE 인프라 확충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19년 상반기) 

- MICE 인프라, 호텔, 식음시설 집중 유치

•�마곡 등 지역거점형 MICE 인프라 구축

- 마곡 MICE 인프라 조성 : 20,000㎡ 규모로 22년까지 완공 예정

•�MICE 시설별, 지역별 차별화 육성전략 마련(2019년)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 

•�글로벌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시스템 마련 

- MICE 분야별 신규유치 행사 발굴 및 지원체계 확대 

- 글로벌 MICE 주최사와의 전략적 제휴 � 합작투자 유도 등

- 민관공동 MICE 유치단 구성 ·�운영(’19년 상반기, 20명 내외)

- 특히, 동남권 일대 글로벌 MICE 클러스터 구축에 맞춰 대규모 MICE 집중 유치

•�서울 MICE 지원 브랜드 “PLUS SEOUL” 참여사 확대 및 마케팅 강화 

- PLUS SEOUL은 서울시 종합지원 및 MICE 업계 할인 프로그램

- PLUS SEOUL 참여사 2108년 36개사 → 2022년 50개사 확대 목표

- 해외 MICE 전시회 서울홍보부스 확대 운영 및 해외홍보 강화 

2018년 PLUS SEOUL 패키지 구성 내용 

•�서울시의 MICE 지원사항과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MA) 혜택 묶어 패키지 구성, 

홍보마케팅 추진 

구분 세부내용

2018년 

서울시 

MICE

지원사항

•�지원금 (국제회의 최대 1억 5천만 원,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최대 1억 

원)

•유치 지원서비스(유치 지지서한, 1:1 유치클리닉 등)

•�종합 개최지원서비스(인천공항환영메세지, 서울웰컴킷, 서울MICE서포

터즈 등)

•2018 특별체험코스(서울로 7017, 한강자전거타기, 한양도성걷기 등)

SMA •�SMA 회원사 특별할인혜택 (공연, 식음료 할인, 웰컴 드링크 등)

자료 : 서울시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야 소위원회 회의자료(2018.07.17.)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표 MICE행사 외국인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울홍보부스 운영 및 PLUS 

SEOUL 홍보마케팅 실시

－ 해외 MICE 매체 이미지 광고 및 기사화 시, PLUS SEOUL 중심으로 추진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 조직 활성화를 통한 MICE 추진 조직 확대 및 강화

-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규모 확대

- 우수 활동 회원사 선정, 혜택 차별화하는 SMA 우수등급제 시행 

다. 세부사업

세계적 MICE 도시 

서울의 양적 ��질적 

성장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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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SMA 회원사 현황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MA)는 2018년 기준, 총 256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구분

MICE유치-시설 MICE유치-운영 MICE지원
유니크
베뉴

MICE
주최자컨벤션

센터
호텔 PCO 여행사

운송 �
수송

서비스
엔터테인

먼트
관광 �
쇼핑

'18년 256 6 41 23 44 16 28 21 12 57 8

자료 : kr.miceseoul.com(2018.11.11.)

•�유니크 베뉴 15개 추가를 목표로 하여 발굴

- 서울 소재 독특한 특징을 가진 행사 진행 가능 장소인 유니크베뉴(15개) 추가 발굴

- 선정방법 : 온 � 오프라인 공모 및 자체 발굴 → 선정위원단 심사 후 결정

•�서울 유니크 베뉴 홍보 � 마케팅 지원

- 홍보물(국 � 영 � 중) 제작하여, MICE 주최 단체 및 해외마케팅 활동 시 배포 

- MICE 홈페이지에 서울유니크베뉴 정보 게재, 홍보 

•�서울의 유니크 베뉴 활용 시, 행사지원 추진 

- 지원대상 : 외국인참가자 50명 이상이면서 서울숙박 2일 이상 국제 � 기업회의

- 지원조건 : 행사장 내 현수막 혹은 메뉴판에 서울시 로고 부착 

- 지원규모 : 1인당 1만원 (최대 1천만원 이내)

유니크베뉴 현황

•�서울시에는 총 6개 분야 57개 시설의 유니크 베뉴가 있음

구분 세부내용

수변 � 전경 시설

(8)

•�700 요트클럽, 마린아일랜드, 애스톤하우스, 프라디아, 오엔 리버스테

이션,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컨벤션, 워킹온더클라우드, 이랜드크루즈

전통 시설

(8)

�•�남산골한옥마을, 아름지기, 봉래헌, 두가헌, 무계원, 삼청각, 삼원가든,

영빈관

모던(현대) 시설

(16)

�•�뱀부하우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루카 511, 메이다이닝, 서울중앙우

체국, 소셜베뉴 라움 아트센터, 빌라드베일리, SPC 스퀘어, L7호텔 루

프탑, 호텔 카푸치노 루프탑, 이비스 스타일 명동 루프탑, SMT 서울,

골든서울호텔 골든뷰 스카이 가든, 더스카이팜, 버티고 콘래드 서울, 스

페이스 7

공연 � 문화 시설

(9)

•�KT&G 상상마당,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서울여성플

라자, 서울돈화문국악당, 정동마루, 쿤스트할레, 헤미티지 바이에이치

체험시설 

(6)

•�코엑스 아쿠아리움, 한국의집, 롯데월드, 그레뱅뮤지엄 서울, 서울대공

원, 서울로7017

박물관 � 미술관 

(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우리옛돌박물관, 아라아트센터, 가나아트센터,

한국가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미술관, 쉼박물관, 국립민속박물

관, 국립한글박물관

자료 : 서울시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야 소위원회 회의자료(2018.07.17.)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 

•�지원 대상 : 서울MICE얼라이언스 회원사 256개사 (2018년 현재)

- MICE업체를 위한 경영, 노무 등 종합컨설팅, 인력양성 지원

- ERP, 시스템 보안관리 등 기술적 경쟁력 확보 지원

•�(가칭) MICE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 서울 MICE산업 육성 전담조직, 재정지원 등 근거마련

－ MICE 육성 기본계획 수립, MICE 정책위원회 설치 등

•�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설치 운용

•�MICE 업계의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하여 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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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현장운영 인력 “ 서울 MICE 서포터즈” 운영

- MICE 분야 취업연계를 위한 MICE 인재뱅크 운영

- MICE 업계 취업유도 및 청년일자리 위한 MICE 뉴딜일자리 규모 확대

도쿄의 MICE 유치를 위한 세부 분야 선정 및 전략 추진 사례

•�MICE 3대 개최도시로서 확고한 입지 구축을 목표로 중점 MICE 유치 분야 설정하고

적합한 전략(‘2015 도쿄 MICE 유치 전략’) 추진

•�Meetings - 도쿄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해외기업

•�Incentives - 비용적 측면보다는 도쿄의 다양한 장점을 중시하는 해외기업

•�Conventions - 의 ·�약학을 비롯한 이 ·�공학 계열 학술 분야

•�Exhibitions/Events - 향후 검토 예정

•�유치 전략은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도쿄의 강점 및 도쿄만의 매력이 있는 자원을 활

용하고, 관련 조직이나 단체와의 협력 촉진 및 일본 내 타 도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MICE Cluster 조성 및 

MICE 인프라 확충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클러스터 

조성 및 

계획 수립 

MICE 

인프라 확충

MICE 인프라 

확충

MICE 인프라 

확충

마곡 준공

MICE 인프라 

확충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국제회의 

715건

국제회의 

745건

국제회의 

775건

국제회의 

800건

국제회의 

830건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참여기업

270개

참여기업 

280개

참여기업 

290개

참여기업 

300개 

참여기업 

310개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조례 제정 

센터 � 기금 

설치

뉴딜일자리

10명

센터 � 기금 

운영

뉴딜일자리

30명

센터 � 기금 

운영

뉴딜일자리

50명 

센터 � 기금 

운영

뉴딜일자리

70명 

센터 � 기금 

운영

뉴딜일자리

100명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MICE Cluster 조성 및 

MICE 인프라 확충

MICE 클러스터 조

성 및 인프라 확충 

방향 수립

중장기 활성화 전략 

마련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MICE 유치단 구성

유치 체계 구축 

및 지원

MICE 유치단 운영

MICE 유치 활동 

MICE 전문가 유치단 

참여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SMA 운영지원 SMA 확대 및 운영 SMA 참여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조례 제정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기금 설치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금 운용

MICE 육성 

기본계획 수립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9,678 12,100 14,200 18,500 20,000 74,478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1,000 1,000 1,200 1,300 1,400 6,000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1,400 1,900 2,400 2,500 2,600 10,800

합계 12,078 15,100 17,800 22,300 24,000 91,278

 주 : MICE Cluster 조성비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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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MICE 클러스터 및 권역별 인프라 확충으로 현재 MCIE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

면한 서울시 MICE 산업의 성장 도모

•�세계적 MICE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정비를 통해 체계적 MICE 산업 육성  

•�MICE 업계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Act 21 한류 �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1) 사업 추진배경

•�일반관광객 대비 평균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액이 높은 한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 제공 필요성 증대

•�예술(ART)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결합하여 서울의 공연관광 고급화 및 대

중화에 기여

2) 세부사업 내용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 

•�K-스타로드 따라 즐기는 K-POP 투어프로그램 

- 아이돌 그룹의 강남돌(GangnamDol) 추가 설치 및 스토리 매장 추가 발굴 등 콘텐츠 확대

- 스튜디오 녹음, 안무연습실 견학 등 아이돌의 일상 체험프로그램 개발

- 인기 아이돌들의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SMTOWN 뮤지엄 투어프로그램

- K-pop 스타 스토리 창작 뮤지컬 등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개발

•�뷰티 유튜버가 소개하는 K-Beauty 체험

- 뷰티유튜버의 최신 유행 메이크업을 강습 및 셀프 메이크업 체험

- 한류스타 커버메이크업 체험 서비스 제공

- 각국 인플루언서 뷰티유튜버 ·�블로거 초청하여 한류 메이크업 홍보 마케팅

•�실시간 팝업형태 K-DRAMA 체험관광명소 운영

-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팝업형태의 촬영장소 관광 명소화 

-  드라마 ·�TV쇼 등 한류콘텐츠를 직접 보고 몸을 움직여 체험하는 MBC World 방송테마파크

투어 프로그램 홍보

- 인기드라마 촬영지에서 관광객이 드라마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코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한류드라마 속 K-food 쿠킹클래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K-food 쿠킹클래스 홍보

- 한류드라마 속 K-food 맛집 ·�명소 탐방

- 김치박물관, 떡박물관 등 기존의 한식 체험공간 홍보 지원

－할랄 인증 식재료를 사용한 할랄식 쿠킹클래스 월 1회 정례화 운영

•�한류스타와 협업 ‘스타가 추천하는 서울 관광명소’ 발굴 ·�홍보

－ 서울의 다양한 한류관광자원을 스타를 통해 홍보하여 한류관광의 관심도 제고

－ 한류 팬이라면 반드시 가 보아야 할 ‘서울의 10대 한류명소’ 홍보 

－  SNS를 통한 스타 추천 명소 방문 기념사진 콘테스트, 스타 연계 이벤트 개최 및 스탬프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 언어권별 유명 SNS 홍보를 통해 ‘스타가 추천하는 서울 관광명소’ 정보 확산

•�한류관광정보 체계적 제공

- 서울관광 웹사이트(visitseoul.net) 활용 온라인 한류관광정보 확산

- 한류관광 페이지 연계 최신 인기 한류 테마 여행정보 개발 ·�제공

- 최신 한류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한류관광 가이드북 개정 제작 및 국내외 배포

•�창동 ‘서울 아레나’ 연계 상품 개발

- 2023년 2만석 규모의 대중음악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 완공 예정

- 이에 따른 한류공연 관광상품 개발 및 여행사 코스화, 판매 독려 홍보 실시

-  K-Pop 공연장 대관 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장 및 백

스테이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가칭) 서울한류관광타운 도입

- 현재 활용도가 낮은 문화비축기지를 한류와 관광의 종합된 ‘서울한류관광타운’으로 사용

-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 한류콘텐츠 기업(연예기획사 등)이 입점하여 한류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한류와 공연이 곧 

서울 관광 콘텐츠의 

핵심으로, 보다 

명소화 � 활성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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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류관광타운 운영 (안)

•�사업대상지(안): 문화비축기지 및 상암동 일원(DMC, 하늘공원 등)

•�사업주체: 서울특별시(사업총괄), 서울관광재단(운영주체), 한류 � 관광기업(콘텐츠,

프로그램운영 등)

서울한류관광타운 프로그램 (안)

한류관광 주요 

프로그램

•�연예기획사 홍보 파빌리온(각 연예기획사 투자, 운영) 

•K-Pop 공연, 팬미팅 프로그램 운영

•한류스타 굿즈숍(Goods Shop), K-Food 체험레스토랑

•서울 한류 페스티벌 정기적 이벤트 개최

•한류 여행자센터(관광안내, 체험프로그램 등)

•하늘공원 상부에 폐철로를 재생한 레일바이크 조성(서울교통공사)

•연계 교통체계 구성: 상암DMC, DMC공항철도역, 하늘공원 등

특화 운영 방안

•�다수의 한류 연예기획사의 입점을 통한 다양한 한류콘텐츠 제공

•전 � 현직 아이돌, 아이돌 연습생&지망생 등 청년들에 의해 운영

•�한류여행객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관광서비스 제공(관광안내, 연

계 관광코스 제공 등)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 

•�대학로 공연거리 인프라 조성

- 관광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중 상설공연이 가능한 멀티플렉스 조성

- 첨단 IT기술이 연출 가능한 융복합 공연장 구축

- 공연관광 클러스터 구축 및 ‘대학로거리공연축제’ 재정적 지원강화

•�대학로 페스티벌 연계 및 활성화

- 연계 가능한 대학로 축제를 통합하여 ‘대학로 축제 브랜딩(Festival Identity)’ 개발

- 통합 홍보 및 패키지 티켓 발매

- 축제별 포지셔닝 및 목표시장 명확화

- 개별 축제 고도화 및 프린지 페스티벌 확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운영지원

-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소재 선정 및 공연 개발을 위한 공모 사업 시행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지원

- 공연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공개 

- 공연관광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관광공연상품의 질적 경쟁력 강화 지원상품 모색

•�국내외 소비시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확대 

- 목표시장에 대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 공연관광 상품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수요확대

- 국제적인 홍보를 위한 투어공연 및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공연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펀드 운영 

- 공연관광에 대한 재정적 지원강화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펀드 운영 및 투자자 모집

- 펀드 운영을 통한 사전제작비 및 제작환경 개선 지원

- 공연관광업 지정 및 관광진흥기금 지원, 부가세 면세 등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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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 Broadway 지원정책 

•�1930년 티켓 판매 시스템을 만들 목적으로 ‘뉴욕 극장 및 프로듀서연합회 ( League 

of New York Theatres and Producers)’가 설립됨 

•�약250개 회원을 비롯한 극장 소유자, 경영자, 프로듀서, 대표, 관리자로 구성됨  

•�뉴욕시의 브로드웨이 홍보 캠페인 “ I Love New York”이 곧, 뉴욕의 슬로건으로 자

리매김하게 하여 뉴욕시 주도로 공연관광을 홍보함

•�브로드웨이 활성화 도모, 레퍼토리 개발, 관객 교육 및 개발, 각 노조들과의 임금협상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뉴욕시와 함께 연구부서를 조직하여 브로드웨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을 하고 미

국의 연극  뮤지컬 제작에 관한 통계 정보를 구축함

•�연구부서에서는 브로드웨이가 뉴욕시의 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하여 이를 바탕

으로 뉴욕시의 브로드웨이에 대한 공공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음 

   

자료 : 김경훈.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및 해외사례 검토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대행사선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공연콘텐츠 

해외홍보지원

공연콘텐츠 

해외홍보지원

공연콘텐츠 

해외홍보지원

공연콘텐츠 

해외홍보지원

공연콘텐츠 

해외홍보지원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지원 � 홍보 � 

만족도관리
홍보 �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재정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홍보 �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500 550 550 600 600 2,800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100 100 200 200 200 800

합계 600 650 750 800 800 3,600

6) 기대효과

•�대중문화 한류를 서울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한국 재방문을 증진시키는 효과 증진

•�공연관광은 문화콘텐츠로서 한국문화를 쉽게 체험하며 고급형 콘텐츠로서 고품격 관광의 활

성화에 기여 

    Act 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자원

��럭셔리관광상품 민관네트워크 및 관광상품개발

��국내 ·�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 ·�마케팅 추진

1) 사업 추진배경

•�관광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

의적 관광활동 할 수 있도록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필요

•�럭셔리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ILTM에 참여하여 서울 럭셔리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필요

럭셔리 프리미엄 

관광서울을 위한 

도약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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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업 내용

��⁌�럭셔리관광상품 민관네트워크 및 관광상품 ⁍

•�타겟별 이원적 마케팅

-  일본, 중국 등 역내 시장과 유럽, 북미 등 구미주 럭셔리 관광객 선호 테마 차이가 존재함에 따

라 타겟별 이원적 마케팅 추진

•�희소성 있는 고소비형 관광상품 개발

-  전통음식을 테마로 한 컬리너리 투어(세계 미식투어), 쇼핑 � 음식 � 숙박을 통합한 럭셔리 투

어, 대표사찰과 연계한 럭셔리 템플스테이 상품, 웨딩관광 상품 등의 개발 

 고소비형 럭셔리 관광상품 예시

•�전통: 한복 만들기 체험, 종가음식 등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한류: 한류스타 뷰티샵 체험, 패션 스타일링, 한류 콘서트 등 한류 콘텐츠

•�웰니스: 힐링, 뷰티, 스파 등 정신적 � 육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미식: 미슐랭 식당, 전통주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콘텐츠

•�럭셔리관광상품의 주요 콘텐츠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

-  공공기관, 전문에이전시, 호텔 컨시어지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지역 주도 상품

•�럭셔리 관광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럭셔리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컨시어지, 전문적 해설 등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광시장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전략을 통한 홍보

 럭셔리 관광 트렌드 및 정책방향(한국관광공사, 2017.11)

•�비르투오소(Virtuoso)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국 여행 상품은 모두 개인 럭셔리 관광

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상품은 22개임

•�중앙정부는 ‘고가 세계일주 투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창덕궁 가정당에서 포

시즌즈 호텔 초고가 미식투어 참가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궁중다과 시식 및 전통공연

관람을 진행함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의 럭셔리 관광 상품은 당일 여행 상품 11개로 DMZ 방문, 한

식, K-Pop, 역사 등과 관련한 관광 상품이 있으며, 관광 상품 가격은 $45.89에서

$146.75로 다양한 금액대로 구성됨

일본 럭셔리 관광 벤처기업 ‘TOKI’ 

•�럭셔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의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는 여행 벤처기업

•�2014년 도쿄에 설립, 일본의 전통문화를 프리미엄 코스로 구성하여 직접 체험해 보

는 기회 제공

•�문화예술, 요리 만들기, 전통 공예품, 맞춤여행 4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콘텐츠

개발

•�모든 프로그램 설계는 손님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 

•�토키(TOKI)에서 설계하는 럭셔리 관광상품의 특징

[전통문화예술]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 공예품] [맞춤여행  ]

자료: 한국관광공사(2017). 럭셔리 관광 트렌드 및 정책방향. 제 4회 머니투데이 관광포럼 K-락(樂)

��⁌�국내 ·�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 마케팅 추진 ⁍

•�럭셔리 관광시장 유통구조 파악

-  ILTM(International Luxury Travel Market)에 참가하면서 정보와 노하우, 네트워크 축적

•�럭셔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형 럭셔리트레블마트(ILTM Seoul)개최 통한 글로벌 네트워

크 구축

-  ILTM(International Luxury Travel Market)은 부유층을 고객으로 하는 구매자와 고급 호텔,

관광업체가 참석하는 상담회, 프랑스 칸느에서 매년 12월에 개최

-  ILTM 칸느 외에 ILTM Asia(상하이) ILTM Americas, Latin America, Africa, Arabia, 

Japan이 있음

•�럭셔리관광에 특화된 트레블마트(ILTM) 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새로운 부유층 관광객을 목표시장으로 인바운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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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럭셔리 관광 상담회 ILTM Japan 개최

•�일본 럭셔리 여행 포럼(JLTF)의 일환으로 럭셔리 관광 상담회 ILTM Japan 개최 

•�일본 정부는 2012년 중 일 외교분쟁 시기에 시장 다변화의 일환으로 동남아, 중동 시

장의 부유층 관광객을 타겟으로 설정

•�일본 관광청은 2007년 ILTM 참가, 2010년부터 부유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

책 추진, 2013년부터 ILTM Japan 정기적 개최 

•�2017년에는 일본 관광청에서 신규시장(부유층, 구미주, 청년층)에 대한 프로모션 강

화 계획 발표

[ILTM] [일본 럭셔리 여행 포럼(JLTF)]

자료: ILTM 홈페이지, 일본(JLTM)홈페이지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럭셔리관광상품 

민관네트워크 및 관광상품개발
계획수립 상품 개발

상품 운영

지원

상품 운영

지원

상품 운영

지원

국내 � 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 마케팅 추진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박람회 개최

홍보마케팅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박람회 개최

홍보마케팅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럭셔리관광상품 

민관네트워크 및 관광상품개발

자치구별 & 지역

공모
상품개발

국내 � 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 마케팅 추진

박람회 참가 및 

개최 지원
박람회 참가 및 개최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럭셔리관광상품 

민관네트워크 및 관광상품개발
100 100 200 200 200 800

국내 � 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 마케팅 추진

300 300 300 300 300 1,500

합계 400 400 500 500 500 2,300

6) 기대효과

•�경험소비 중심의 럭셔리 시장의 패턴변화로 관광객의 만족도 고양

•�여행전문 에이전시, 관광콘텐츠, 호텔 공급업체 등 럭셔리 커뮤니티 기반형 네트워크 형성

•�럭셔리 관광시장에 특화된 커뮤니티 채널 구축

  Act 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서울 웰니스관광 구축

1) 사업 추진배경

•�고부가가치 사업인 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의료 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필요성 증대

•�민간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서울 의료관광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서울형 웰니스 관광을 통한 새로운 고급형 관광콘텐츠 확보

2) 세부사업 내용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

•�서울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개최 및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운영

-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 및 아

이디어를 수렴하여 의료관광에 반영

의료관광과 함께 

웰니스관광에 대한 

확대 ��활성화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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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의료기관의 우수한 인프라와 서울시 브랜드를 결합한 해외 공동마케팅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 극대화

•�서울의료관광 환경조성을 통해 관광목적지로서의 선호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수용

인프라 개선

-  �의료관광 발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018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국내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

자와 그의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의료관광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의료관광 협의회 설치,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음

•�본 조례의 시행 후, 서울시장은 5년마다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과 의료관

광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어 의료관광에 대한

활성화 지원체계 에대한 종합 조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진료수가 및 배상책임 보험 가입 정보 공개로 의료관광객에게 의료서비스 관련 투명한 정보 제

공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 의료관광 협력기관(99개소) 및 헬프데스크(5개 언어) 운영

- 의료관광 통역 및 공항 픽업서비스 연계 지원(비용 50% 매칭 지원)

- 서울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개최,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의료관광 관련 인력 현황(2017년)

구분 주요내용

헬프데스크 

운영현황 

상담인원: 4,087명, 상담건수: 3,802건 
주요 문의사항: 통역코디네이터, 픽업서비스, 의료관광 정책 문의 

의료관광 통역 코디

네이터 연계현황

 총 지원 실적 : 558건, 14,822,833원 지원, 영어: 105건, 중국어: 264건, 일
본어: 80건, 베트남어: 10건, 캄보디아어: 2건, 몽골어: 1건, 러시아: 96건

의료관광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현황

총 지원 실적: 598건, 24,368,020원 지원, 러시아 248건, 카자흐스탄: 208
건, 중국: 18건, 몽골: 53건, 싱가포르: 17건, 인도네시아 13건, 기타: 41건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서울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개최

-  해외 주요 도시의 현지 의료기관과의 연계 유치, 병원을 대상으로 서울의료기관 설명 및 비즈

니스 상담회 개최를 통해 의료 목적지로서의 서울 홍보 및 서울 의료관광 상품 개발 활성화

-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의료관광 관계자를 초청하여 서울 의료관광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실시

•�서울 의료관광 온라인 마케팅 강화

-  의료관광 수요가 높은 러시아 � CIS 지역의 잠재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술력, 여가활동 등

다방면에서 최적의 의료관광 서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17년 사드(THAAD) 이슈로 인하여 

방문율이 급감하였던 중화권 잠재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전히 유효한 의료관광 목적지 서

울’ 부각

- 국가별 성향을 고려한 SNS 콘텐츠 제작 및 게재

- 연간 SNS 이벤트/프로모션 추진

- 유관기관 소개 포스팅을 통한 서울 의료관광 인프라 홍보

-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의료관광 가이드북 제작 및 민관협력을 통한 서울의료 홍보

-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 서울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및 웰니스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가이드북

을 제작하여, 서울의료관광 정보를 적시에 유용하게 안내

-  서울의 의료 우수성 홍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기여와 해당국가 미디어 초청을 통한 

현지 홍보 마케팅 강화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명소 홍보 및 연계상품 발굴 ⁍

•�서울의 웰니스 관광지 홍보 및 웰니스 프로그램 연계상품 발굴

- 서울형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 서울형 웰니스관광 인증 및 지정(예, 호텔 등 고급스파, 마시지 및 피부미용 등) 

- 웰니스 프로그램이 접목된 서울시 주요 관광콘텐츠 연계상품 발굴

- 한국 고유의 웰니스푸드 및 한방 피부미용 프로그램 등 웰니스 관광자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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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웰니스관광 추진 현황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관광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인 웰니스 관광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치료중심의 의료관광을 넘어 건강과 힐링을 핵심으로 하는 웰

니스관광 육성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

으로 웰니스관광에 주목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

지 25개소를 선정하고, 2018년 8개소를 추가하여 총 33개소를 선정함

•�서울의 경우 한방 3개소(약다방봄동, 여용국한방스파, 티테라피), 뷰티 ·�스파 3개소

(올리바인스파, 정관장스파G, 설화수플래그십스토어 & 스파), 힐링 ·�명상 1개소(비

스타워커힐 웰니스클럽) 등 총 7개소가 선정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관광 본격 육성. (보도자료, 17. 5. 24)

        한국관광공사(2018). 웰니스관광으로 한국관광 질적 성장 이끈다. (보도자료, 18. 7. 24)

태국 치바솜 헬스리조트 (Chiva Som Health Resort)

•�태국 후아힌 왕실 휴양지 인근에 위치한 치바솜 헬스 리조트는 ‘삶의 안식처’라는 뜻

으로 방해받지 않는 휴식과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

미하며, 리조트는 멤버십으로 운영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임시 입회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스파, 피트니스, 물리치료, 홀리스틱 헬스, 영양식, 에스테틱 뷰티를

제공함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의 재방문율이 50-60%에 이

르며 방문객 중 외국인이 88%를 점하고 있음

•�태국 정부는 자국을 의료 및 웰니스관광 허브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27개국 150여 외국기업이 참가해 자국의 80여 스파, 의료, 뷰티 서비스 업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행사를 매년 개최함

[에스테틱 뷰티] [스트레칭 프로그램] [치유 영양식]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환경조성 및 

개선

환경조성 및 

개선

환경조성 및 

개선

환경조성 및 

개선

환경조성 및 

개선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G밸리 시찰 

프로그램 

운영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산업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명소 

홍보 및 연계상품 발굴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유치 지원, 

마케팅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실시
민간 네트워크 협력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실시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명소 

홍보 및 연계상품 발굴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실시
민간 네트워크 협력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228 528 528 528 528 2,340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472 472 472 472 472 2,360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명소 

홍보 및 연계상품 발굴
500 500 1,000 1,000 1,000 4,000

합계 1,200 1,500 2,000 2,000 2,000 8,700

6) 기대효과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을 통한 고급형 관광콘텐츠 확보

•�서울 미래관광성장을 주도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의료관광 설명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해 서울 의료관광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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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마트 도시란?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해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네트워크화한 미래형 첨단 도시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ICT기술을 활용해 현재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있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
효율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52)

‘스마트관광 도시’는 미래의 스마트 환경에 발맞추어 도시의 인프라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최적의 관광체험이 가능하도록 수용태세를 정

비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을 기반으로 서울은 누구에게나 개방적이고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여행하며 누구나 환대받는 도시를 만듭니다.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한 도시 인프라

와 환경이 펼쳐집니다. 개별 여행자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코스를 짜고, 교통수단과 

숙소를 예약하고, 차별화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에 불편함 

없는 환경을 비롯하여 캐리어를 끌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보도환경, 다양한 인종과 다

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개방적인 환대 분위기가 어우러진 수요자 맞춤형 관광 환경

을 만들어갑니다.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전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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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여행객 증가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발달

- 2016년 기준, 방한 외래객 중 개별여행객 75% 수준(미국은 99.1%, 일본 90.3%)

- 인터넷, 스마트기기,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가

•�2014년부터 온라인 전체 거래 지속 성장, 2014년 32.49%였던 모바일 거래의 비중이

2017년 53.34%로 성장(2018년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조사의 여행 및 예약서비스 모

바일 거래 추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국가발전 도모 

-  100대 국정과제 중 33. 소프트웨어 강국(5GIoT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ICT 융합 서비스 발굴

및 확산),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

전(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제5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체험성 강

화를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 예정 

- 4차 산업기술 적용 가능한 시범지역 선정, ‘스마트관광지역 인증제도’ 계획

- VR, AR, AI, IoT 등 4차 산업기술 활용, 관광안내 서비스와 관광객 체험성 강화 사업 추진

•�2018년 7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발표

- 교통, 안전, 환경, 경제, 복지, 거버넌스, 시민생활분야 등 총 39개 사업 추진 예정

-  서울페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행정,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혁신적인

기술 적용 예정

•�세분화되고 있는 관광객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편의서비스 상이 

- 무슬림의 경우,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고 지켜야 할 규약이 많음

- 가족여행객의 경우, 간혹 영유아 동행이 어려운 관광활동 발생 가능

전략 4.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가. 개별여행객 중심, 스마트기기 이용 관광활동 증가

나. 4차 산업 연계 적용, 국가발전 도모

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조성

라. 관광객 특성에 따라 필요한 편의서비스 상이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계획 배경 요지

1. 계획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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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여행객의 증가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에 대한 이용

이 확대되고, 관광정보를 스스로 찾고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 확대

-  서울여행총량은 약 5천만일에 육박하도록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 방한 시 여행유형은 

개별여행이 압도적인 비중 (방한 외래관광객 중 개별관광객 비중(2017년 기준) 88%를 차지

하며 대부분의 관광객은 스스로 서울을 방문하여 관광정보를 습득)

-   인터넷, 스마트기기,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 

인프라 개선 필요

－ 관광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관광사업체의 매개역할 감소

•�정부에서는 스마트 관광에 대한 기반 구축 및 체험성 강화 계획과 더불어, 서울시가 선도적

으로 스마트기술과 관광의 접목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이에, 서울시는 2018년 7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교통, 안전, 환경, 경

제, 복지, 거버넌스, 시민생활분야 등 총 39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사업을 추진할 예

정임

-  특히, 서울페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행정, 스마트인프라 네트워크 등의 혁신

적 기술 적용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서울로 변모 계획

 정부의 스마트관광 정책 추진 현황

•�정부의 “제5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에서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체험성 강화

에 대한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예,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스마

트 관광도시 환경 구축 사업(무료 와이파이존 확대 및 이용객 정보(방문목적, 출발지

역 등) 수집 및 활용 강화) 추진

•�VR, AR, AI, 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안내 서비스와 관광객의 체험성을 

강화 사업 추진

•�4차 산업기술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후 일정기간 지원하는 ‘스마트관

광지역 인증제도’ 도입 등을 계획 중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전략 4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

ACT 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ACT 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기준개발 및 적용

추진과제 

11

스마트 관광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ACT 24.

스마트 관광 스팟 조성

ACT 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추진과제 

10

추진과제10.      스마트 관광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스마트 도시 

서울에 걸맞는 

스마트 관광체계 

구축으로 

개별관광객 요구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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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여행객(FIT) 중심의 관광정보 및 예약이 가능한 위상체계 마련

•�스마트 공간의 인프라 및 콘텐츠를 증진하여 관광객에게 흥미 유발과 편의성 제공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획득

액션플랜

•�Act 24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Act 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ACT 24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4차 산업 기술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조성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고도화

1) 사업 추진배경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서울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관광 매력요소 증진

•�스마트관광을 중점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공간 필요

•�모바일 중심의 관광정보 획득 관광객에게 편의성 증진 정책 요구

2) 세부사업 내용

�⁌�4차 산업 기술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기술이 접목된 관광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체험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여행 전-중-후(前-

中-後)를 아우르는 스마트관광도시 서울의 매력 확산

 서울 스마트관광안내 서비스 구축 후 여행 과정에서의 관광객 대응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기간 동안 서울의 스마트 관광안내체계를 통하여 여행 편

의를 증대

•�여행 전, 디지털 기술 적용 ‘여행 전 서울(Pre-Seoul travel)’ 체험

-  I Tour Seoul 또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기 전, 서울의 주요관광지를 가

상현실로 보일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연간 5개소씩 명동, 홍대, 고궁 등 관광명소의 가상현실 

컨텐츠 개발 지속 확대)

-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기술에 맞춘 서울관광콘텐츠를 제작 및 민간기업 협업 등을 통

해 서울관광 이미지 제고

-  예. 해외 메리어트 호텔투숙객이 가상현실체험공간(VR Room)을 통해, 서울 광장시장에서 아

이돌과 함께 먹방투어 가상체험 등

-  소실된 서울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복원화 작업 및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개발 (서

울문화유산 터에 가상현실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시행)

-  서울관광 대표 캐릭터 개발, 한류스타 음성 등을 통해 서울관광 흥미 유발

•�서울 관광명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 설치

- 주요 고궁, 명동 및 홍대 등 외래관광객 밀집지역 위주로 증강현실 콘텐츠 시범설치

-  고궁 안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시설 내에서의 주요 지점에서 전통 왕실행차 등을 구

현한 모습이 증강현실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제작

•�고궁 및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 미디어 파사드 운영

나. 과업목표

다. 세부사업

스마트 관광 

선진도시로서의 

서울 강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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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및 연휴기간, 명절, 여행주간, 한강몽땅축제 및 남산몽땅축제 시기 등을 중심으로, 고궁 

및 시청 건물 등 공공시설에 미디어 파사드 운영

바르셀로나 시청 미디어파사드 운영

•�바르셀로나 시청 사옥에서는 라 메르세 등 축제기간을 중심으로 미디어파사드 영상

을 진행하여 시청 광장에 관광객이 집결할 수 있도록 유도

템플스테이 가상현실 홍보영상 제작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2018년 5월, 템플스테이를 잠재방문객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일부 사찰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을 VR 기기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바르셀로나 시청 미디어파사드 사례] [템플스테이 가상현실 정보 제공 사례]

•�ICT 기반 게임형식의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서울 도시공간에서 펼치는 방탈출게임 형식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현실공간에 스토리를 입히고, 문제를 풀면서 도시공간 곳곳을 방문 ·�체험할 수 있도록 게임형식으로 설계

* AR, 챗봇, IoT 기술에 기반하여 참여자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스토리텔링 플랫폼 개발 � 활용

-  서울로 7017에서 시범실시(2018년 10월) 후 광화문 ·�청계천 일대, 문화비축기지 등 주요 관

광명소로 대상지 확대

- 시범운영 이후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내 ·�외국인에게 체험형 관광상품 판매 실시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Smart Travel-Tech) 및 시범지역 운영 ⁍

•�서울관광 클러스터 조성 건물 내에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를 운영, 서울관광 관련 AR 및 

VR 기술을 체험하고, 키오스크 및 모바일을 활용한 관광정보 및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성

-  AR 및 VR 콘텐츠(안) : 서울 고궁 가상투어, 한류관광 촬영 스타 가상미팅, 고카트와 함께하는 

서울시내 레이싱, 서울에서 평양까지 방문하는 가상 투어 등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평창올림픽 VR체험존 운영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2층 관광안내센터에서는 평창올림픽 기간 및 기간 전 홍보를 

위하여 관광객 대상으로 VR 체험을 할 수 있는 VR 체험존을 시범 운영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알파인스키, 봅슬레이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VR을 통해 체

험할 수 있게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VR 콘텐츠 도입을 통해 상시 운영 계획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내 평창올림픽 VR 체험관 운영 모습]

•�스마트관광 시범지역 조성

- 위치: 상암 DMC 중앙광장 일대 (NIPA, SBA, MBC, YTN 건물 등)

- 미디어 기술 ·�콘텐츠 통합,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체험공간 조성

- DMC 거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신기술 시연

- �K-pop 한류 콘텐츠, 세계명화, 자연유산 등 문화콘텐츠 등 상영

- 공공건축물 우선 추진(2018년), 운영효과 분석 후 민간건물로 확대(2019년)

- 시설물(안): OLED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전광판, 소셜미디어 트리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고도화 ⁍

•�서울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2019년)

- ‘서울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9년)

- �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서울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세부 추진계획 마련

- �중앙정부, 유관기관, 관광업계 등과 협력, ‘(가칭)서울 스마트관광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관광

객 입출국 정보, 관광시설 예약현황 등 빅데이터 수급 � 분석

- �첨단 기술을 적용한 창의적 서울 콘텐츠 육성 및 기존 서울관광 콘텐츠의 디지털 변환

- �관광객 의사결정 단계별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및 정책 환류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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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방안 (예시)

•�인공지능(AI) 안내로봇 활용,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모바일 기반 여행 플래너 서비스

-  I Tour Seoul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체계 활성화 및 공식 홈페이지(Visitseoul.net) 연계하여

관광정보 제공

-  날씨, 교통상황, 현지 이벤트, 관광지 혼잡도 등 실시간 ·�비정형 정보를 조합, 이용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관광 코스 추천

- 국적 ·�연령 ·�성별 ·�동반자 등 목표시장별 수요에 대응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 음성 ·�터치 ·�채팅 등의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 로봇을 통한 1:1 맞춤 상담

- 반드시 보아야 할 관광명소 50선 등과 같은 스토리 중심 홍보 사이트 개편

- 사용자 위치 기반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및 모바일 메신저 운영

•�모바일 환경 숙박 및 관광체험 예약 시스템 연계

-  �공연예약 및 결제와 더불어 이벤트 참여,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하나의 모바일 플랫

폼(예:전자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을 통한 맞춤정보, 예약 및 결제, 원격 체크인 등 컨시어지 서비스 실시

-  서울시관광협회에서 개발하는 서울형 관광 OTA 사이트와 I Tour Seoul의 연계 등의 예약시

스템 마련

- 원모어트립 등 체험관광 콘텐츠몰과 I Tour Seoul 연계

- 트립어드바이저 내 예약 연계를 통한 관광객 편의성 증대

-  여행 후 SNS, 여행사이트 등에 등록된 서울관광 후기 수집 ·�분석

뉴질랜드 공식 관광어플리케이션

•�뉴질랜드 공식 관광 어플리케이션은 <100% Pure New Zealand> 표어를 중심으로

이미지 기반의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하였으며, 다음 첫 번째 메뉴가 뉴질랜드에서 가

보아야 할 10가지 경험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제공함

바르셀로나 공식 관광웹사이트

•�바르셀로나 공식 관광 웹사이트는 다양한 메뉴 중 가장 메인에 노출되는 형태가 바르

셀로나를 가보아야 할 100가지 이유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면서 스토리 중심의 노출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자연스럽게 관광지 방문을 홍보함

[뉴질랜드 공식 관광어플리케이션 메인페이지] [바르셀로나 공식 관광웹사이트의 스토리기반 페이지)]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4차 산업 기술 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선

AR 3개,

VR 5개소

AR 3개,

VR 5개소

AR 3개,

VR 5개소

AR 3개,

VR 5개소 

AR 3개,

VR 5개소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운영
센터 조성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센터 운영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마련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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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4차 산업 기술 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선
콘텐츠 개발 � 운영

개발기관 공모, 

위탁 선정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운영
센터 조성 및 운영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마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4차 산업 기술 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선
500 300 200 200 200 1,400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운영
30,122 27,413 23,529 23,642 23,642 128,348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마련
500 500 300 300 200 1,800

합계 31,122 28,213 24,029 24,142 24,042 131,548

6) 기대효과

•�스마트관광으로의 다양한 매력요소 발굴을 통하여 관광객들의 흥미 유발 및 만족도 증대

•�모바일 및 온라인 기반의 관광정보 획득으로 관광 편의성 상승

•�스마트 도시로서 서울의 관광도시 이미지 상승

  ACT 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IoT 기술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개별여행(FIT)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1) 사업 추진배경

•�개별여행객 증대로, 관광안내 및 정보제공 역할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편의성 고려 

•�개별여행객 중심의 스스로 찾아가는 관광안내체계 개편 및 관광교통 연계성 증대

2) 세부사업 내용

�⁌�� IoT(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

•�  IoT 디지털 안내 표지판 설치 확대

•�관광안내소 및 안내표지판에 비콘(Beacon_근거리무선통신기기)을 설치하여 이용자 주변

안내소 위치안내, 모바일 챗봇(채팅로봇)상담, 위치기반 실시간 축제&행사 안내, 장애인 음

성안내 서비스 제공

•�6개 관광특구에 14개 우선 설치(2018년)하여 효과 분석 후 단계적 확대를 진행하도록 하는

데, 젊은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 2개소씩 명동, 홍대 중심에서 주거지

마을관광지역(북촌, 서촌, 이화) 및 강남, 청담동 지역으로 확대

•�주변지역 교통, 숙박, 식음장소, 따릉이 이용 검색 및 트립어드바이저 리뷰 등 연동, 즉시 예

약 가능한 사이트 연결, 온 � 오프라인 지도 통일 등 디지털 안내 콘텐츠 확대, 언어권 확대

(한 � 영 � 일 � 중 � 불어) 등 시행

•�검색내용 및 경로탐색, 사진촬영 기능을 관광객 스마트폰에 연결, 디지털 안내 표지판 정보

를 개개인에게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기능 개선

 IoT 디지털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서울시는 중구에 IoT 기반 스마트 관광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는 4개 국어로 변환되는

스마트 지도 정보 및 주변 쇼핑, 숙소, 먹거리, 관광 명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IoT

스마트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

•�관광스타트업회사인 엔쓰컴퍼니에서 제작한 IoT 스마트 관광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

플레이 하단의 도심 속 GPS 오류를 보정하는 장치로 화면에서 목적지를 선택하면 방

향 지시기가 돌아가 현 위치에서 실제 목적지의 방향을 알려 주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시행 중

•�주요 관광지점 실시간 관광객 이용현황 카메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주요 관광지점별 관광객의 이용현황을 관광객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

-  특히, 주거지 마을관광지역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 관광지역 위주로 카메라 우선 설치 후, 관광

객뿐 아니라 실시간 관광상황실에서 수용력 관리에도 적용

교통과 안내 시스템에 

스마트한 

관광정책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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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는 서울관광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거나, API 개방 등을 통하여 관광스타

트업 등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서울시 운영시설 IoT 상황반응 무인큐레이션 설치 ·�운영

-  서울시립 관광시설 중심으로 관광해설정보를 자동으로 방문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무인큐레이

션(사진, 음성해설, 텍스트, 가상현실(VR))을 제공하도록 함

•�서울 관광명소 「(가칭)To-Bot S(Tourism Robot Seoul)」 설치 ·�운영

- 서울 관광명소별 관광안내를 전담하는 이동형 로봇을 설치 (연간 1개소씩 확대 설치 ·�운영)

-  관광명소별 관광해설기능, 주변지역 교통이동 및 숙박 ·�식음 정보 제공뿐 아니라, 사진촬영 후

관광객 스마트폰 전송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

스마트 서비스 리빙랩 “북촌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은 IoT 기반의 벤처기업이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 기술 구현을 하고 있

는 상황임

•�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주차 공유 서비스, IoT 센서와 앱을 통한 공유된 주차공간을 제

공하는 서비스, 북촌 한옥 게스트하우스 및 레스토랑 몇 곳에 비콘 및 게이트웨이 기

반의 화재 및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소방방재 서비스, 최근 포켓몬고로 주목받고 있

는 AR/VR기반의 북촌 관광지 소개 서비스, 스마트 미러를 활용한 디지털 시니어지

서비스 등이 일부 구현 중

인천공항, 관광안내 로봇 “에어스타” 운영

•�2018년 7월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는 안내 로봇 ‘에어스타’가 출국장과 면세점,

입국장 등 여행객들의 안내가 많이 필요한 곳 주변에서 관광안내정보를 제공함

•�에어스타는 로봇 관제시스템과 항공편 정보나 탑승구 혼잡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

로 주고받으며,혼잡한 지역을 찾아가 많은 여행객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

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보행자와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함

[인천공항 관광안내 로봇 '에어스타']

�⁌��개별여행(FIT)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

•�현장밀착형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커피숍 및 편의점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안내 가이드북을 배포

- 편의점 내 관광안내 가이드북 비치대 설치 지원

-  편의점 내 관광객 짐보관 서비스 등 운영 지원 : 주요 관광명소 지역 내 편의점을 활용한 짐보

관 서비스 시행 후 택배 서비스와 연계한 캐리어 공항 이동 서비스 실시

•�서울시내 무료 와이파이존 및 무료충전이용 홍보

-  외래관광객 홍보를 위하여 서울관광 홈페이지 및 I Tour Seoul 등 어플리케이션 등과 연동하

여 무료 와이파이존 및 무료 충전 홍보 실시

-  무료 와이파이존을 중심으로 관광 가이드북 배치 및 배포 등 온라인 - 오프라인 연동 관광안내

정보 제공

서울시 무료 와이파이존 운영 현황

•�서울시 전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스마트 서울맵>

에서 공공 와이파이존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존에 대한 정보제공확대를 위해 언어권별 홍

보활성화가 필요함

 버스정류장 무료충전이용소 설치 계획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버스이용 시민들이 기다리는 동안무

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주요 버스정류소의 승차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에 있음

•�2018년 100대 시범설치 후 2020년 확대추진하여 1,000대를 목표로 약 11억원의

예산계획을 수립함

•�온 ·�오프라인 지도 개선 및 통일

- 온 ·�오프라인 통합 관광지도 원판 제작 (한 ·�영 ·�중 ·�일 등 언어 우선 시행)

-  온 ·�오프라인 통합 관광지도: 현재 서울시 관광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관광안내홍보물에

사용되는 서울시 지도는 온 � 오프라인 매체별이나 어권별로 사용 형태가 모두 달라, 관광객이 

보기에 가독성이나 비교가능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서울관광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및 따릉이앱 등 주요 관광객 이용 온라인 지도 교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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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앱 외국어 어권별 이용메뉴에서도 서울시 지도는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 관광객을 위하

여 개선이 필요

- 시범 적용 지역 선정 및 관광안내지도 설치

뉴질랜드 통합관광안내체계

•뉴질랜드의 지도 및 표지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일적으로 반영하고, 오프라

인 내 지도의 경우 교통체계의 이동 - 접근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작성하여 구성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

•�지하철 역번호 및 픽토그램 체계 활용 관광정보 제공

-  지하철 역번호 중심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 : 지하철 역사의 번호체계를 중심으로 한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 지도 내 역사 이름뿐 아니라 번호를 함께 기입하여 외국인 이해도 증진

- 주요 관광안내지점 픽토그램 정비 및 버스노선별 관광안내정보 제공

지하철 역번호 중심의 관광안내 외국인 이해도

•�외래관광객은 지하철 역이름보다는 번호체계에 익숙하여 번호 중심으로 승하차 정보

를 알 수 있으나, 지하철역사 이외 관광안내정보(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는 역번

호를 기재하지 않아 불편 가중

•�도쿄,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도시의 경우 관광안내지도, 지하철노선도에 역번호 병기

표기

자료: MBC 에브리원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中 외국인의 지하철 역번호체계 편리함 설명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버스노선별 관광홍보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버스 노선별로 주요지점의 관광명소 및 시설을 표시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대중교통을 통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관광객 이용편의

를 도모

자료: 한국관광공사(2008). FIT 모니터링에 따른 관광안내체계 개선 연구

•�연계형 관광패스 개발

-  타 도시(서울–인천, 서울–경기, 수도권 5개 협력 시도 등)와의 연계를 통하여, 디스커버서울

패스카드 확장판 개발 ·�운영 

-  한 ·�중 ·�일 연계 관광패스 개발을 통해 수도인 서울–북경–도쿄 등의 3개 지역 중심 주요 관

광지 및 교통 할인 등을 통하여, 구미권 및 동남아 외래관광객의 동북아 관광 유도 촉진

자료: 한국관광공사(2008). FIT 모니터링에 따른 관광안내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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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

•�테마노선 스토리버스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동행을 통한 서울 스토리를 들려주는 버스 운행

- 시티투어버스 내 투어오디오 내용에 서울스토리 등을 활용, 최신 이야기 업데이트 지원

 인천관광공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시티투어버스 운행

•�2018년 7월부터, 인천관광공사에서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는 단체이용객을 대상으

로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진행 중 

•�단체 관광객들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시티투어 사이트로 접속 후, 노

선/예약 메뉴 내 단체관광 별도 신청이 가능

•�테마형 고품격 시티투어버스 운영

- 명사 및 스타와 함께 하는 테마시티투어버스 운영

- 시티투어버스 및 길거리 K-Dance 공연을 결합한 테마시티투어 운영

뉴욕 관광공연버스 “더 라이드”

•�2012년 처음 운영된 <더 라이드>는 뉴욕의 공연문화와 버스를 이용한 공연기술 접목

형 투어버스

•�2017년 기준 요금은 70달러이며, 현재 약 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4대, 하루 

평균 공연은 18~24회를 버스 정차시 야외에서 공연을 진행

•�버스는 조명, 모니터, 무선 오디오 등 공연설비를 포함하여 대당 약 17억원의 투자비 

소요

   

자료: 더 라이드 공식 홈페이지

•�광화문 시티투어버스 집중 출발지 선정 � 홍보

-  시티투어버스 출발 노출을 통해 인지도 및 이용 증대를 위한 집중 출발지를 선정 (세종문화회

관 ·�정부청사 앞, 교보생명 본사, 동화면세점 지역 등)

- 시티투어버스 집중 출발지 정비 및 편의시설(의자, 자판기 등) 설치

- 광화문 매표소 등 주요 출발지점에 포토존 설치, 홍보 이벤트 추진

유럽 주요 시티투어버스 출발지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는 시티투어버스의 출발지를 넓게 조성하여, 관광객 버스 이용

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언제나 투어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인지도 증대 효과를 지님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시티투어버스는 까탈루냐 광장이나 에스파냐 광장 등 주요 광

장부에서 탑승하며, 리스본의 경우 뽕발 광장에서부터 출발하여 탑승을 시작함

   

[바르셀로나 까탈루냐 광장 앞 시티투어버스 정차] [리스본 뽕발광장에 정차되어 있는 시티투어버스 모습]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IoT 기술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표지 2개소,

토봇 1개소,

큐레이션 1개

표지 2개소,

토봇 1개소,

큐레이션 1개

표지 2개소,

토봇 1개소,

큐레이션 1개

표지 2개소,

토봇 1개소,

큐레이션 1개 

표지 2개소,

토봇 1개소,

큐레이션 1개 

개별여행(FIT)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지도제작 및 

콘텐츠개발

지도제작 및 

배포

지도제작 및 

배포

지도제작 및 

배포

지도제작 및 

배포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관광교통안내

개선사업

지하철표지판

50개 개선

연계패스

(타지역)

지하철표지판

50개 개선

연계패스

(타지역)

지하철표지판

50개 개선

연계패스

(한중일)

지하철표지판

50개 개선

연계패스

(한중일)

지하철표지판

50개 개선

서울 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집중출발지,

테마노선 1 

운영

집중출발지,

테마노선 4 

운영 

테마노선 5 

운영

테마노선 6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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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IoT 기술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개발 기획 � 지원 민간공모 사업으로 진행

개별여행(FIT)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개발 기획 � 지원 민간공모 사업으로 진행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관광교통안내개선

사업 기획 � 지원

연계패스

개발 � 운영

관광교통안내개선사업

민간공모 사업으로 진행

서울 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집중출발지 선정 및

지원

고품격 시티투어 

버스 도입 � 운영

스토리 테마노선 

시티투어버스

민간보조금 사업 진행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IoT 기술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1,000 1,000 500 500 500 3,500

개별여행(FIT)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500 700 1,000 1,200 1,200 4,600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540 340 340 340 340 1,900

서울 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210 210 210 210 210 1,040

합계 2,250 2,250 2,050 2,250 2,240 11,040

6) 기대효과

•�개별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관광정보 및 교통체계의 개편으로, 관광객들

의 만족도 증진 및 방문 확대 

•�관광안내기능과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의 접목을 통한 스마트 도시로서의 서울 위상 

강화

•�관광객의 많은 방문이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불편으로 인식되어 관광객을 배척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로 인해 관광객과 시민간의 충돌이 야기됨

-  문화가 서로 다른 관광객과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문화개방 

및 환대 의식개선도 필요

-  관광객이 서울을 여행하는데 지켜야 할 자세와 태도와 같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관광객의 관광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에 맞춰

신흥소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의 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반영

한 수용태세 정비와 개선 필요

- 2016 세계 무슬림 여행지수 평가 결과, 한국은 43.8점으로 총 130개국 중 54위임  

•�가족 단위의 여행객 증가에 따라 이를 위한 수용태세 조성이 필요

- 아이들이 함께 하기 어려운 관광활동 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케어서비스 필요      

무슬림 관광객 현황

•�무슬림은 140여개국 17억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23% 수준 (Pew 리서치센터, 

2015)

•�2016년 무슬림 관광객 96만 6천명 방문, 201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16.1% 수준 

(한국관광공사, 2017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무슬림, 가족여행객 등 세분화된 관광객 특성에 따라 필요한 관광편의환경 구축 

•�서울관광의 호스트인 시민과 게스트인 관광객간 상대적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울관광

에 대한 공존인식 확산

추진과제11.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개별관광객 

증대에 따른 

맞춤형 관광 

서비스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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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

•�Act 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Act 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ACT 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 운영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개방성 강화

1) 사업 추진배경

•�관광객 다변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및 가족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필요 

•�문화가 서로 다른 관광객과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관광객과 시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관광으로 서울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인식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 

•�대국민 및 주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무슬림 프렌들리’ 홍보 사업을 추진

- 무슬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실시  

- 무슬림 친화식당, 기도실, 할랄 식품 판매장 등 무슬림 관광수용태세 정비 사업 추진

- 이태원 외, 주요관광권역별 무슬림 위한 편의시설 조성 

•�무슬림을 위한 서울여행 공식 웹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홍보 지원

- 서울여행 공식 웹사이트(visitseoul.net)와 연동되는 무슬림 전용 서울여행 공식 웹사이트 운영 

- 기도실 등 이용편의시설, 무슬림 친화 식당이나 할랄 식품 등에 대한 DB 구축 및 정보 제공 

-  서울여행 공식 웹사이트(visitseoul.net)에 무슬림 서울여행가이드 콘텐츠 지속 업데이트 및 
시리즈 발간

•�무슬림 친화 관광수용 환경 지속적 유지 · 관리

-  �무슬림 친화 환경 인증기관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 지속 점검

  무슬림 관광수용태세 현황

•�visitseoul.net의 무슬림 서울여행가이드에 서울의 할랄 및 무슬림 친화 식당과 관

광객이 이용가능한 주요 기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식적으로 할랄인증한 식당 9곳이 있으며, 이태원, 홍

대, 강남역 등 자가인증 식당, 무슬림 친화식당이 있음  

•�무슬림 친화 식당은 무슬림 관광객들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음식들을 제공

하는 식당을 의미하며, 할랄공식 인증, 무슬림 자가 인증, 무슬림 프렌들리, 돼지고

지 미취급 등으로 구별됨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인증 BI
KMF 

인증여부

영자 조리사 

무슬림 여부
할랄 메뉴 알콜 미판매

돼지고기 

미취급

할랄 공식인증 O O O O O

무슬림 자가인증 O O O O

무슬림 프렌들리 O O

돼지고기 없음 O

한국이슬람교 
중앙회할랄인증

무슬림 오너
운영

할랄 메뉴 
이용 가능 사전예약 필요 알코올 미판매

돼지고기 
미판매

교토의 무슬림 관광(Haral Tourism) 추진 사례

•�교토는 무슬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Muslim Friendly Kyoto’의 공식 웹사이트 운영

   (영문: https://kyoto.travel/en/muslim)
•�공식 여행 안내 웹사이트에서도 친 무슬림 도시임을 표방
•�웹사이트 내 ‘기도실’, ‘Halal Food’, ‘친 무슬림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 실시

   

[Muslim Friendly Kyoto 안내 사항]

나. 과업목표

아이동반 관광객, 

무슬림 등 

관광 맞춤 

친화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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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53) 운영 ⁍

•�국내외 관광객이 가족 중심으로 서울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맞춤별 서비스 콘텐츠 발굴

•�가족 여행객 자녀의 연령대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

게 발굴 및 강화

•�세부추진(안)

-  서울시는 공립 또는 민간 주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민간 놀이학교 등 영유아 케어를 할 수 있

는 기관과 MOU를 체결함 

- 서울시는 협력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서울 칠드런케어 서비스’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 

-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     

-  관광안내센터 및 Visitseoul.net에서는 서울 안심여행 돌봄 서비스인 ‘서울 칠드런케어 서비

스’를 집중 � 홍보

일본 코로코로 육아지원 시설 및 제도 사례

•�구 또는 시 단위에서 0세부터~14세까지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외래관광객도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설 및 제도 운영

•�홈페이지 http://corocoronomori.jp/hiroba/index.html

   

[일본 코로코로 육아지원 시설 현황]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개방성 강화 ⁍ 

•�관광객–시민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개방성 교육 강화

- 시민: 글로벌 시대 관광객을 대하는 문화적 개방성 교육

•�관광객: 서울의 규범과 문화를 존중하는 서울투어 에티켓 교육

•�관광업계: 찾아가는 환대실천 교육, 호스피탈리티 아카데미 운영 등

구분 주요 교육 내용

시민

•�친절과 미소의 환대문화 일반시민으로의 확산을 위한 지속적 캠페인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관광객 환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치구와 연계하여 글로벌 시대 문화적 개방성 교육 추진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 � 중등 학생 대상으로 문화적 개방성 교육 추진

관광객

•�관광객에 대한 환대와 함께 관광객이 현지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관광가이드 

교육과 온 � 오프라인 관광안내(홈페이지 등)에 홍보 강화

•�북촌 등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피해 지역에서는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사전 에티

켓 교육 실시 추진

관광업계

•�관광 5대 접점 업계(관광, 숙박, 식당, 쇼핑,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업계

(한류, 이색체험, 웰니스 등)까지 교육대상 범위 확대

•�여행사, 호텔, MICE, 관광식당 등 관광업계 대표 및 임원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정(호스피탈리티 아카데미) 운영

•�전문강사의 방문교육을 통해 환대접점 서비스 역량, 고객 감동을 위한 서비스 마

인드,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효과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환대주간 운영 실시

- 환대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MOU 체결 

- �관광 성수기(2, 5, 10월)에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 및 사전 교육 시행

•�관광객이 서울을 관광하는데 서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서울 투어팁스(Tour Tip’s)’ 

제공

- 항공사와 업무 협약 통해 인천공항 착륙 시, 기내에서 서울여행 투어팁스 홍보 영상 노출  

-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센터 및 어플 통해 서울투어 에티켓/ 관련 정보 제공  

투어팁스 제공(안)

•�Tip 5+5 형태로 첫 번째 Tip 5는 체험 프로그램, 세계문화유산, 음식, 쇼핑, 축제이벤

트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Tip 5는 쓰레기통 등 길거리 유지에 대한 제도, 흡연 관련 

제도, 음식점에서의 물 섭취 등 정보에 대한 관련 내용, 주거지 및 대중교통 예절 및 

제도, 사진에 대한 프라이버시 내용 등을 소개
53)  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란? : 관광객이 아이들을 보육시설 및 공간에 맡기고, 안심하고 관광 및 쇼핑을 할 

수 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여도 관광이 편리한 서울시의 이미지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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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어 에티켓’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글로벌 환대 문화와 서울 투어팁스로 구성한 ‘서울투어 에티켓’ 콘텐츠를 제작함  

- 여행 전문 방송 채널인 스카이트래블 등과 연계하여, ‘서울투어 에티켓’ 캠페인 콘텐츠를 배포

진에어 코리아가이드 캠페인 사례

•�진에어는 2017년부터 12월부터 6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일본 관광객에게 한

국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진에어 코리아 가이드’ 캠페인을 진행함

•�코리아 가이드 캠페인을 통해 일본 고객에게 음식과 생활, 관광 프로그램 등의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여 일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함 

•�캠페인 기간 9첩 반상, 사상체질, 템플스테이 등 한국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화를 소

개하는 캠페인 영상 9편을 제작하여 일본어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 

한국의 관광 명소와 축제, 여행 팁 등이 소개된 가이드북을 일본 공항 내 진에어 카운

터와 기내에 배치

   

[진에어 코리아 가이드]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무슬림 환대 

홍보 

무슬림 

편의 시설 

조성 계획 

수립

무슬림 친화

관광정보 DB 

구축

무슬림 환대 

홍보

무슬림 관광

수용태세 

정비

무슬림 친화

관광정보 DB 

관리 및 

정보 제공

무슬림 친화

관광정보 DB 

관리 및 

정보 제공

무슬림 친화

관광정보 DB 

관리 및 

정보 제공

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

협력기관 

모집 및 MOU

운영 체계 

구축

서비스 

운영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개방성 강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제공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관광수용태세 정비

무슬림 프랜들리 

홍보

무슬림 이용편의

시설 및 콘텐츠

DB 관리

무슬림관광객 

대상 이용편의 

정보제공 홍보

무슬림 편의시설 조성 

계획 수립

무슬림 이용편의시설 

및 콘텐츠 DB 구축

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

협력기관 모집 

및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서비스 운영 

지원

서비스 운영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개방성 강화

교육부와 MOU

항공사와 MOU

투어팁스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지원 및 관리

서울투어 에티켓 캠

페인

교육 실시

투어팁스 콘텐츠 제작

투어팁스 콘텐츠 배포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400 400 300 300 300 1,700

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 운영
100 200 200 200 200 900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개방성 강화
300 300 200 200 200 1,200

합계 800 900 700 700 700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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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무슬림이나 가족여행객 등 세분화된 관광 대상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

관광의 만족도 제고     

•�서울관광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관광객 친화형 서울형 관광서비스로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의 이미지 구축 

    ACT 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개발 및 개선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관광 접점에서의 관광객 편의 제고

1) 사업 추진배경

•�수요자 중심으로의 여행 체계로 확대 필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 개별여행객(FIT)에게 편리한 이동환경 마련

•�국제 기준, 청년들의 관광활동 참여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개발 및 개선 ⁍ 

•�개별여행객은 입출국 시 직접 짐가방(캐리어)을 끌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

•�그러나 도심 곳곳은 짐가방(캐리어)을 끌고 이동하기에 불편한 환경이 많아 이동 편의를 고

려한 이동환경 및 친화인프라 구축 필요

-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엘리베이터를 찾기 어렵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하

는 경우가 있으며, 평지에서도 보도블럭의 요철이 많아 캐리어가 끌리지 않는 경우 등이 많음

  서울역 캐리어 이동 동선 현황

•�지하철 1호선 일부와 2~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는 서울역 환승통로에 사람들

이 지나다니는 계단 한쪽에 철제 구조물을 덧댄 방식으로 캐리어 경사로를 설치함 

•�이동편의가 확보되지 못해 사람이 짐가방(캐리어)을 들고 이동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서울역 기존 계단에 설치된 캐리어 전용 경사로]

•�관광객의 짐가방(캐리어) 동반 이동동선 실태 조사 실시

-  서울시내 역사 및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짐가방을 끌고 이동하는 주요동선에 대한 환

경조사 실시

-  이를 통해 많은 계단, 보도블럭의 요철 등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보행환경을 

발굴하고 개선 추진

- 계단만 있는 경우, 보도블럭의 요철이 많은 경우 등 불편한 환경 발굴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도보환경 개선 계획 수립

- 캐리어를 이동을 위한 경사면 설치 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경사도 

•�실태 조사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속적인 도보 환경 개선

- 대중교통 집결지 및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

- 5개년 간 꾸준하게 도보 환경을 개선 ·�정비하여 캐리어 이동이 편리한 도보 환경 구축

•�관광객에게 캐리어 이동이 편리한 도보 동선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

- 캐리어 프리 동선을 안내할 수 있는 맵 콘텐츠 제작      

- Visitseoul.com 등에 콘텐츠 업데이트  

- �관광객이 직접 이동 동선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문 부착

•�편의 환경 구축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기 개선된 도보 환경의 유지관리 실시

관광객이 

서울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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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맞춤형 이동편의성 기준 개발(안)

1.  서울시내 관광객이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 주요 역사 및 숙박밀집지역, 주요관

광명소를 대상으로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데 불편한 도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확보를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 ·�정

비하도록 한다. 

3. 캐리어 이동편의성을 확보하는 도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기준을 따른다. 

구분 설치 기준

단차가 있는 

보행환경

•�단차를 연결하는 경사도 15도 이내

  - 무게중심이 되로 쏠리지 않을 수 있는 가파르지 않은 경사도 

•�보행 시, 요철 없이 보행할 수 있는 구간 연속적으로 조성 

평지의 보행환경 •�보행 시, 요철 없이 보행할 수 있는 구간 연속적으로 조성

정보제공 및 

안내

•�주요 지점별 캐리어 이동 시, 편리한 동선 추천 지도 어플 제작 및 제공 

•�주요 지점별 캐리어 이동 동선 안내문 부착 

�⁌��청소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

•�청소년 대상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위한 서울시의 조례 제정 

-  기존 내국인 대상, 청소년 기준을 국제 기준(만 27세 이하)으로 맞추어 관광시설 할인제도 시

행 검토 (중앙부처와 조율)

-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위주로 제도를 도입 실시하되, 내국인 청소년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할인 혜택 제공 

•�내외국인 청년 관광객에게 관광시설 및 체험활동 할인 확대 적용  

- 여행,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 할인 대상 다양화, 할인참여업체 다각적 모집

•�주요 관광지와 교통 연계 청소년 맞춤 통합 할인 서비스 제공 

  서울시내 주요 관광시설 청년 입장료 할인 현황

•�고궁의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기준 대상에 대해 문화

재청과 협의 필요 

•�서울시내 입장료를 내는 시설의 경우는 청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으며, 

외국인 청년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전무함

구분
청년 기준 대상 할인 내용

비고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고궁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 무료 -

일반인 기준, 

경복궁 3,000원 

창덕궁 1,000원 

N서울

타워
- - - -

13세 이상 

대인요금

서울

대공원

만 13세~18세 

청소년
-

동물원 3,000원

테마가든 1,500원

캠핑장 1,500원

만 19세~62세,

동물원 5,000원

테마가든 2,000원

캠핑장 2,000원

서울

어린이

대공원

- - - -

대공원 입장료 무료

동물공연장은 

19세 이상 대인요금

서울시립

과학관

14세~19세 

청소년
- - 20세~64세 2,000원 

국제학생증 사례

•�국제학생증이란 세계 어디서든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항공권, 기차 티켓, 

버스 티켓, 숙소 할인은 물론, 환전 우대, 현지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 관광 명소 무료입장 

또는 할인, 일반 사설 업체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ISC 카드] [ISEC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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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도심 내 단체 관광객 관광버스 주차편의 제공

- 교통소통 지장없는 범위에서 도로상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지속 확대

-  우정국로, 자하문로 등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주요 간선도로에 관광버스 노상주차 확대

(60면)

-  서대문(신촌) � 마포(홍대) 등 사후면세점 및 쇼핑지역 등 도심 인근 지역 추가 발굴(40면)

- 서울로 7017 방문 버스 주차를 위한 노상주차허용구간(한강대로) 발굴(10면)

- 남산 예장자락 복합시설 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운영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부당요금 근절

- 구간정액요금제 확대, 부당요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추

안내

•관광안내소 기능 개선

- 관광객 커뮤니티 및 환전 � 짐보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동형 관광정보센터 운영 → 지역축제 등 비정형 안내수요 대응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통한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 개발 및 개선 

실태 조사

및 기준개발 

환경 정비

환경 정비 환경 정비 환경 정비 환경 정비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

제도 도입 

계획 수립

조례 지정

참여업체 

모집

할인제도 

운영

참여업체 

확대모집

할인제도 

운영

할인제도 

운영

참여업체 

확대모집

할인제도 운영

관광 접점에서 관광객 

편의 제고

제도 도입

개선시행

제도 도입

개선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 개발 및 개선 

실태조사 및 

기준개발 발주, 

환경 정비

실태조사 실시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

조례 지정

제도 도입 계획 및 

운영 지원 , 협력기

관 모집

협력기관 참여

관광 접점에서 관광객 

편의 제고

제도 도입 계획 및 

운영 지원
협력기관 참여

�⁌�관광 접점에서 관광객 편의 제고 ⁍

•�관광객의 여행활동 기간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행위에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개별여행객 중심의 편의성 제고

- 음식, 쇼핑, 숙박, 교통, 안내체계에 대한 관광 접점 편의 제고성 증대

구분 주요 편의 제고방안

음식

•�다국어 표기 모바일 � 실물 음식메뉴판 보급 및 음식 재료 정보 제공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메뉴판 및 실물 메뉴판 병행 제작

-  영어 � 중국어 � 일어 등 다국어 표기 및 메뉴 사진 제공을 통한 주문 편의 제공

•�외국인이 즐겨찾는 음식점 발굴 및 서울음식 소재 컨텐츠 개발 � 홍보

-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맛골목 및 테마가 있는 맛집 지속 발굴

-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외국인 체험기 활용 기획기사 제작

•�서울 식도락 관광을 위한 정보제공 및 편의도모 지속 추진

-  서울관광홈페이지 및 음식 가이드북을 통한 무슬림 친화식당 등 수요자 맞춤형 음식

(점) 정보 제공

쇼핑

•�관광특구지역 가격표시제 전면 의무화 (현재 2개 특구 → 6개로 전면 확대)

•�관광특구 내 면세특화거리 조성 (서울지역 사후면세점 8천여개 운영 중)

-  관광특구 내 즉시 환급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및 관광객선호대상 지역 시범운영

-  관광특구 소관 자치구 및 특구협의회와 협조하여 특구 내 상가의 사후면세점 등록 가

입 유도, 실질적 즉시 환급제 전면 확대

- 제도 개념: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소액물품은 면세가격으로 판매

- 환급 한도: 건당 3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총 100만원 이하)

- 환급 내용: 부가세(10%), 개별소비세(5~20%)를 제외한 금액 결제

•�민간 주도 “관광객 부당요금 피해보상제” 확대

-  관광특구 외 관광객 주요 방문지로 확대, 보상금액(현재 최대 50만원) 확대 등

숙박 

•�도시민박 � 한옥체험업 창업 지원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무등록 숙박업소(약 4천여 개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정부건의) - 현

재 문체부가 입법 추진 중인 「(가칭)관광숙박진흥법」 상 ‘공유민박업’ 등록요건에 ‘호스

트 거주의무’ 삭제 건의

-  도시민박 � 한옥체험업 확대에 따른 기존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문제 및 오버투어리즘 

대책 지속 모니터링

•�무슬림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업소 육성 � 지원 등

- 종교활동을 위한 기도매트, 키블라(메카 방향 표시) 또는 나침반 등 지원

- 할랄음식의 접근을 용이하게 위하여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책자 제공

•�무등록 숙박업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홍보 강화

•�합법적 대체숙박업 등록 장려를 위한 지하철 광고 및 키트 제공 

-  서울스테이 스타터 키트 :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종합 지원 혜택 안내 및 제도 홍보 

키트



348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 개발 및 개선
500 300 300 300 300 1,700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
- 500 300 300 300 1,400

관광 접점에서 관광객 

편의 제고
100 200 500 500 500 1,800

합계 600 1,000 1,100 1,100 1,100 4,900

6) 기대효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개별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제공하여 서울관광의 관광환

경 만족도 제고 

•�외국 청소년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할인정책을 통해 관광객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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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란?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fair & sustainable tourism)’ 철학을 바탕으로 UNWTO와 포럼을 확대하고, 
세계관광수도연합(Association of Global Tourism Capital)을 주도하고, 서울관광의 철학과 지표로 세
계 도시를 평가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54)

서울은 이미 세계 3위 MICE 도시이며 세계 7위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서

울은 이제 세계관광도시를 이끄는 글로벌 리딩도시로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철학으로 세계관광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딩도시를 만듭니다. 서울이 주

도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fair & sustainable tourism)’ 철학을 중심으로 

UNWTO와 포럼을 지속하며, 세계관광수도연합(Association of Global Tourism 

Capital)을 설립하고, 서울관광의 철학과 지표로 세계 도시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관광의 해’를 선언하며 남북관광의 미래를 향한 한반도의 변화를 서울이 

함께 개척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전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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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세계관광도시 순위가 2013년 11위에서 2017년 7위로 상승(2017, Mastercard)

•�서울의 관광철학을 전파하고 세계 관광시장 발전에 기여 필요 

•�국제적 위상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위상과 평가는 외부에 의존 

- UNWTO, WTTC, WEF, Mastercard 등의 해외 단체 및 기구의 평가결과에 의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서울철학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관광도시 평가 지표 마련이 

요구

•�방한 외래객 중 서울 방문 관광객 수 비중이 약 78.8% 수준(문화체육관광부, 2017 외래관

광객실태조사)

•�특히 주요시장의 지방 방문율이 지속 감소되며 서울 집중 현상이 증대됨에 따라, 방한 일본

관광객의 지방방문율은 16년 42.4%에서 17년 35.9%로 감소하였고, 방한 중국관광객의 

지방방문율은 16년 47.0%에서 17년 43.9%로 감소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17 외래관

광객실태조사)

•�정부는 지방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중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이슈

•�남북관계 호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정책의지 고조

•�이에 따른,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에 대해 서울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 마련이 필요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자 증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 관광정보 검색 

- 디지털 플랫폼, 특히 소셜 미디어가 여행 관련 결정에 매우 중요(OECD)

- 트래블그램, 여행스타그램 등 SNS 여행 콘텐츠 생산 및 확산 활발

•�방한 관광시장은 중국 및 일본에 편중, 동남아, 구미주 등의 신규 시장 발굴 필요

- 중국 및 일본 관광객 비중이 전체 방한 관광객 중 50% 수준

- 시장별로 선호하는 디지털 플랫폼 상이 

•�중국은 글로벌 매체가 아닌 로컬 매체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환경 구축

-  위챗, 비비에스, 씨트립, 바이두 등 중국인이 주로 활동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별도로 구축되어 

활동 중 

전략 5.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가. 관광도시로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

나. 서울철학에 맞는 관광도시 평가 필요

다. 서울 중심의 지방관광 상생발전 필요

라. 남북화해무드 조성

1. 계획배경
마. 디지털 중심 글로벌 마케팅 전환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계획 배경



354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6장 전략별 추진과제  355

•�서울은 세계 10위권 관광도시로서 한류관광, MICE, 공정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시행

하면서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관광 트렌드 견인

- Mastercard가 발표한 세계관광도시 순위: 2013년 11위 → 2017년 7위로 상승

•�이러한 관광도시로의 발전은 사회적 책임과 미래 변화의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서울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관광정책이 필요

•�관광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된 평가는 UNWTO, WTTC, WEF, Mastercard 등과 

같이 해외 단체 및 기구의 평가결과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세계 관광도시를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을 서울 주도적으로 개발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며, 서울의 관광철학을 전파하고 세계 관광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분

야 국제개발원조와 같은 사업 추진 필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이슈이며, 남북관계 호

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정책의지 고조

•�외래 관광객의 재방문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지방 간 관

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관광 편의 제공 및 서울관광의 범위 확대 필요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세계 관광기구 및 도시와의 관광 네트워크 강화

•�서울관광 철학을 기반으로 한 세계 관광도시 평가지표 개발

•�서울 중심 남북평화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남북관광의 토대 마련

•�외래 관광객 체류기간 확대를 위한 서울-지방 간 관광 프로그램 확대

액션플랜

•�Act 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Act 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Act 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전략 5

서울 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ACT 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ACT 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 사업 활성화

ACT 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추진과제 

12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ACT 31.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시행

ACT 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추진과제 

13

추진과제12.      서울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서울은 국제적 관광 

선진도시임에 비해 

책임의 실천 노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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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국제관광수도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ourism Capital) 창립

��서울형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세계도시 평가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1) 사업 추진배경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수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

•�서울의 철학을 담은 지표개발과 도시평가를 통해 서울관광 철학의 국제적 파급확대 

•�글로벌 리더도시로서 서울관광의 국제사회 기여 정책 추진

2) 세부사업 내용

�⁌��(가칭)국제관광수도연합(association of world tourism capital) 창립55) ⁍

•�세계 주요 국가 수도 및 주요 관광도시연합의 협의체 창립

- 세계 관광도시 및 유관 민관과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한 협의체 결성

- 국제관광수도연합협의체 사무국 구성 및 참가회원도시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 가입기준: 시민 100만 명 이상이거나 관광객(유입객수 기준) 연 100만 명 이상인 도시

-  매년 관광수도 선정을 통해 지속 확대 시행하며, 관광수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광친화도시

지표 적용 및 시민 관광 홍보지역 선정 및 시행 (서울관광지원센터와 연계)

•�관광수도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및 관광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개설 및 공동 홍보 추진

- 국내외 관광업계 상호 협력 및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리

- 글로벌 기관 및 도시와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홍보 추진

•�관광수도(Tourism Capital) 공동 프로젝트 추진

- 관광수도 간 상호방문 및 관광객 공동 유치를 위한 공동방문상품 개발

- 협의체 도시 간 방문확대 및 관광시설 상호 할인 시스템 구축

•�국제관광수도연합 국제관광포럼 개최(안)

- 시기 : 매년 9월(2일간) ※ 1차 포럼 : 2019. 9

- 장소 : 서울시내 회의시설 이용, 향후 서울관광 플라자에서 정기 개최

- 주최 : 서울시 및 관광관련 국제기구(UNWTO 및 CPTA 등)

- 규모 :세계관광수도 가입지역 관광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등 300명

- 주요행사 : 포럼, 서울관광자원 시찰, 환영만찬 등

-  내용 :  세계도시관광수도연합 창설 및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논의의 장, 글로벌 관광 공동 프

로그램 개발 우수 사례 공유, 세계관광도시 분야별 어워드 개최

서울시 주도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운영 사례 

•�공식명칭: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추진목표: ICT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세계시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함

•�역할

- 세계도시간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협력 �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 회원도시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세계도시간 정보격차 해소

- 전자정부 � 스마트시티 지식 공유 � 전파 및 도시간 협력사업 구축

•�추진경과

- ‘10. 9월(WeGo 창립 총회, 서울) : 세계 50개 도시 참석, 의장도시로 서울시 선출

-  ‘12. 11월(제2회 총회, 바르셀로나) : 52개 도시, UN 등 국제기구 참석, WeGo 

Awards 원년 시행, 기업 후원 유치

- ‘14. 11월(제3회 총회, 청두) : 66개 도시,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참석

•�회원현황: 정회원 90개 도시, 준회원 7개 도시, 우정회원 3개 단체 

- 의장 도시 : 서울시

- 부의장 도시(7) : 율리아노브스크(러시아-수석부의장)

                           바르셀로나(스페인), 청두(중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카르툼(수단), 헤브런(팔레스타인), 세나르(수단)

- 집행위원 도시(14) : 8개 의장단 도시

                                 아그라(인도), 프랑크푸르트(독일), 김포(대한민국), 

                                 마푸토(모잠비크), 나이로비(케냐), 울란바토르(몽고)

다. 세부사업

55)  관광수도란? : 세계 각국의 수도 외 관광으로 활성화 된 수도가 아닌 2차 관광지역을 의미함(예:서울-수도, 
부산-관광 수도)

서울이 이끄는 

국제관광 

역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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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현황

-  UN(DESA), World Bank, UCLG-ASPAC, NCDG,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보

화진흥원(NIA), 서울대 (ITPP) 등

•�회의 운영: 집행위원회는 매년 개최, 총회는 3년마다 개최 원칙

•�회원혜택

- WeGo 회원도시, 국제기구 및 IT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협업 기회 제공

- 대규모 국제컨퍼스 � 국제회의 참가 및 발표 기회 제공

-  회원도시 소재 기업들의 국제무대 수출 � 홍보 기회, 국제기구 � 타기업과의 협업 

기회 제공

-  연례 교육프로그램 참가 및 회원도시의 전자정부 성숙도 및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

팅 기회 제공

- 전자정부 및 스마트 시티 트렌드 관련 정보 공유

- WeGo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요 아젠다 관련 의사결정 기회 부여 

�⁌��도시관광경쟁력 리서치센터 설치 및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

•�관광도시 관련 주요 이슈 리서치

- 관광친화도시 지표 등 도시관광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평가 

- 도시간 주요이슈 관련 공동리서치 

- (가칭)국제도시관광수도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ourism Capital) 창설논의

•�서울의 관광철학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산업, 공정관광, 무장애 관광 등 분야별 관광친화도시 기준 마련

-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 선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분야별 항목 및 세부지표 개발 

- 타 기관의 관광관련 평가지표와의 비교 분석 

•�각 도시별 평가 근거 자료 수집 및 평가

- 국제조직 및 기구, 연구기관 등의 통계 및 발표자료 반영 

- 설문은 각 국 관광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 조사  / 자료분석 / 평가 추진

•�서울형 관광친화도시 평가결과 국제 보고서 발행

- 매년 세계 관광친화도시 평가 결과 이슈화를 통한 세계관광 주도적 역할 수행

세계 관광도시 평가 사례

•�세계 관광도시 평가는 국제기구, 포럼, 위원회, 민간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체의 지표 기준 및 자료 수집 방식에 따라 순위가 상이함

•�대부분 관광객 수, GDP 대비 관광산업 기여도, 관광경쟁력 등의 산업적 지표 활용

•�WEF의 관광경쟁력 평가 지표 : 관광정책 기반 조성, 인프라. 환경 조성 분야, 자연과 

문화자원 등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

•�개발협력도시 선정 및 관광 ODA 개발 협약 체결

-  서울시 관광노하우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 ODA 개발 협약을 우선 실시하고, 관광기술원조 및 

재정적 지원 추진

•�관광분야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광지 개발, 관광교통 인프라 건설, 고대 유적지 기반시설 리모델링 등 이르는 관광 ODA 지

원 원조(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상품 개발 지원, 관광인력 교육 등)를 통한 지정단체의 빈곤퇴

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광 공무원 교류 연수 지원 

-  서울시 자매결연도시의 관광 공무원이 서울을 방문하여, 서울관광 정책수립, 실행과정과 관련

된 노하우를 실제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류 연수 기회 제공

•�서울관광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서울관광의 철학과 성공사례를 해외 국가에 적용ㆍ지원함으로써 국제 협력 증진 도모

- 관광개발, 마케팅, 투자유치 등 통합관광컨설팅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협의체 창설
공동 프로젝트 

추진

공동 프로젝

트 추진

공동 프로젝

트 추진

공동 프로젝트 

추진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평가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지표 보완

도시 평가

지표 보완

도시 평가

지표 보완

도시 평가

지표 보완

도시 평가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 추진 원조 지원 원조 지원 원조 지원 원조 지원 원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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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협의체 구성 사무국 지원 사무국 운영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평가
지표 개발 세계 도시 평가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 추진 원조 재정 지원 프로그램 관리 ODA 실행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평가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 추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합계 3,500 4,000 4,000 4,000 4,000 19,500

6) 기대효과

•�서울형 관광친화도시의 가치를 알리고 서울관광의 국제적 위상 제고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한 관광도시로서의 세계 관광 선도 역할 수행 

    ACT 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 추진

�서울-평양-개성 관광교류프로그램 개발 지원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및 식도락 관광상품 운영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고조 유도

•�남북 주요 도시 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등 서울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남북관광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서울관광의 재도약 기회 활용

•�남북 교류와 관련된 연례적인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 추진 ⁍

•�서울이 주도하는 남북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선포식 개최 

-  양국 정상이 참석하여 평화관광의 해를 선언하고 남 � 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세부 사업에 대한 부속서 공표

- 선포식은 양국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양국의 관광 교류 의지의 이슈화 유도

•�남북 평화관광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 및 협의자문기구 구성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의 협의체를 우선 구축, 지속적으로 남북평화관광 추진 위원회 확대 

운영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유관기관 등)

- 베이징-서울-도쿄 협력 관광센터 구성 및 운영

- SeTTA(서울싱크탱크협의체) 공동 문화관광 교류 추진

- �(가칭) 평화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서울시, 관광재단, 관광업계, 학계 구성 

- 역할:  서울-평양-개성간 교류협력사업 발굴, 서울시 및 자치구 내 평화관광자원 조사, 국제관

광기구를 활용한 다국간 협력사업 포함한 남북관광 관련 신규 추진사업 발굴

•�남북 평화관광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

-  남북평화관광 홍보물, 기념품 사업 제작 및 교류사업 추진 : 서울관광 기념품의 북한 교류행사

에 판촉물로 제공

- 국제 평화관광 포럼 개최  

- 세계 평화관광 홍보 마당 축제 운영

�⁌�서울-평양-개성 관광교류프로그램 개발 지원 ⁍ 

•�남북간 관광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남북관광 홍보

•�서울-평양 관광 협의체 구성(관계자 교류사업)

•�남북교류 협력 업무협약 및 관광교류사업 추진

- 서울-평양-개성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

- 평화 국토원정대 활동 지원

최근 화제 되는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의 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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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대상: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희망자 모집

* 지원사항: 백두산 종주 등 평화관광 관련 역사체험 여행활동비 지원

- 노인단체, 중 � 고등학교 수학여행 단체 등 유사단체 관광교류 사업 추진

- 서울청소년과 평양, 개성 청소년 관광교류 프로그램 구성

- 서울, 평양, 개성 시민의 프로그램 활성화

- 남북평화관광센터 개관 및 운영(문화역 서울 284 활용)

- 비무장지대(DMZ)관광열차 상품 개발 및 남북평화관광 기념품 공동 제작

- 남북평화관광 열차 체험 상품화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

•�서울시 주도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협력사업 추진 

- 서울이 중심이 되어 교류 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교류에 필요한 경기장, 편의시설 등을 제공

- 스포츠 교류 후 관광에 필요한 숙박, 교통, 음식, 콘텐츠 등 프로그램 지원

•�화해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평축구대회’복원 사업을 통한 스포츠관광 교류 추진

- 경평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여러 종목의 스포츠관광 교류 활성화

- 남북의 경평축구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상대도시 원정응원 등 관광협력 추진

- 경기 일정에 따른 ‘서울-평양 주간’ 지정, 홍보관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 (친선 경기대회) 남북 대학농구대회, 남북 국가대항 배드민턴대회, 남북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엘리트 스포츠 선수에서부터 시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류로 확대

-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친선경기 개최 등 스포츠 관광 활성화 

- (생활체육 교류) 민간 생활체육 동호회 대회 개최 

- (청소년 교류)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 동 � 하계 연평균 1,000여명 교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스포츠 관광 교류 확대 추진

-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협정체결 추진

- 스포츠 종목 및 대회 개최 협력, 개최지 협력, 홍보마케팅 협력 등

�⁌�남북 식도락 축제 및 식도락 관광상품 운영 지원 ⁍

•�남북 식도락 축제 자문단 구성 � 운영

－ 구성(9명) : 시의원, 학계 � 유관기관 등 축제 � 음식 관련 전문가

－ 기능 및 역할 : 남북 식도락 축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문 

•�남북관계 개선 기념, 남북 음식을 주제로 식도락 축제 기획 � 구성 추진

－남북 식도락 축제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남북 식도락 축제 세부 주제 선정

- 남북을 대표하는 20가지 맛을 선정하고 이야기를 연계한 축제 행사장 구성

- 남북의 다양한 요리를 즐기며 쿠킹클래스와 같은 이색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참여프로그램 발굴, 기업 협찬, 유관기관 협의 등 개최 준비

－ 시민 � 후원기업 � 지역상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추진

•�서울 대표축제와 연계한 북한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울 대표 축제(예: 서울빛초롱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여름축제, 밤도깨비 야시장 등)와 연계 

- 일반시민이 북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트럭 연계

•�해외 미디어 매체에 노출시킴으로써 남북관계 이미지 개선 및 양국 관광 홍보 

•�(장기과제)북한의 특색 있는 음식을 주제로 식도락 관광 코스 개발 및 운영 지원 

- 북한과 식도락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관련 지역 선정 업무 협의 

- 북한 식도락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여행사 선정

- 음식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식도락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 추진

교류의 해

지정

교류의 해 

홍보

후속사업

검토

후속사업

검토

후속사업

검토

서울-평양-개성 관광교류

프로그램 개발

교류 협정 및 

기획

프로그램 

발굴 5

프로그램

발굴 10

프로그램

발굴 15

프로그램

발굴 20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교류 협정 및 

기회
스포츠 교류 스포츠 교류 스포츠 교류 스포츠 교류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개최 축제기획 축제개최 축제개최 축제개최 축제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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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 추진
선포식 개최 세부사업 추진

서울-평양-개성 관광교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교류사업 지원 교류사업 운영 프로그램 참여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개최 축제운영 지원 축제 개최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 추진
500 500 - - - 1,000

서울-평양-개성 관광교류

프로그램 개발
500 1,000 1,000 1,000 1,000 4,500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개최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합계 4,000 4,500 4,000 4,000 4,000 20,500

6) 기대효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관광수도로서 서울의 주도적 역할 수행

•�서울관광의 글로벌 이슈 주도 및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

•�관광을 통한 남북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

    ACT 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수도권-광역지자체 간 관광진흥협의회 확대 운영

��환승관광 상품 운송수단 및 노선 확대 추진

��K-트래블버스 확대 운영 지원

1) 사업 추진배경

•�국내외 관광객의 상호 방문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확대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형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운송수단 다변화 및 노선 확대 추진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K-트래블버스 광역 연계 장기체류 상품 운영 추진

2) 세부사업 내용

�⁌�수도권-광역지자체 간 관광진흥협의회 확대 운영 ⁍

•�서울시-광역지자체 간 관광진흥을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확대 운영

-  기존 5개 시 �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운영

-  서울 상생상회를 통하여 서울 및 지역관광의 정보교류, 상생협력을 위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 

및 홍보 추진56)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팸투어, 해외설명회 등) 공동 협력

- 서울시와 광역 지자체 간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 협력

- 해외여행사, 주한외국인 등 대상 수도권-광역 지자체 연계 체험 팸투어 운영

- 동남아 주요국가 현지설명회 개최를 통한 서울-지방관광 상품 인지도 제고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여행업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광역관광상품 개발 

- 서울시-광역지자체-유관기관 간 관광협력 MOU 체결  

- 서울과 광역 지자체를 연계하는 공동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여행사 및 관광 관련 전공자 대상 광역관광상품 공모하여 상품 선정 및 상품화 지원

56)  상생상회 내용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단 홈페이지 참고 (http://sangsaeng.seoul.go.kr/)

서울 집중의 관광객 

분산과 확산을 위해 

서울이 주도하여 

지역간 상생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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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합동 워크숍 추진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관련 제도와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도 관광국장회의와 연계한 지역별 상생 협력 방안 논의

-  내국인 관광객의 지역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전국 단위 패스 통합 등 관광분야 관련 

개선 협력 방안 등 논의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추진 현황

•�수도권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의 공동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통한 수

도권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상생발전 도모

•� 구    성 : 수도권 5개 시 � 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개선(설립절차 이행, ’17.11) 

- 수도권 광역관광루트개발 합의(’98,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협의회 구성(’99)

•�목    적 :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 도모

•�운    영 : 5개 시 � 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

•�재    원 : 사업예산(각 시 � 도별 균등분담) 및 전년도 이월금

�⁌�환승관광 상품 운송수단 및 노선 확대 추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환승관광 지원사업의 운송수단 확대 추진

•�코레일의 KTX, 택시 등을 활용한 운송수단의 다변화 모색

•�KTX 정차역, 관광택시의 유동성을 활용한 환승관광 노선 확대 추진 

•�향후 서울-경기도를 연계하는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가칭)서울관광 해외사무소 중심으로 환승관광 참여 유인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충 

외국인 환승관광 지원사업 현황

•�환승관광데스크 : 총 6개소(제1터미널 3개소, 제2터미널 3개소)

•�환승관광상품 : 총 9개 (서울3, 인천4, 광명1, 인천공항투어1)  

•�운송코스: 정규코스(전통, 쇼핑, 템플), 특별코스(서울축제, 시정명소 연계 비정기 운영)

•�운송수단: 45인승 3대  25인승 2대

�⁌��K-트래블버스 확대 운영 지원 ⁍

•�현재 K-트래블버스는 서울-타시도 간 체류형 1박 2일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체류

상품 개발을 위해 광역 간 체류 코스 개발 필요 

- 기 추진코스: 서울-지자체(대구,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충남북, 창원) 왕복 코스

•�전담여행사를 지정하여 K-트래블버스의 단기 체류상품과 장기 체류상품 구분 및 운영

- 기존 단기 체류상품은 현재 운영 방식대로 운영

•�장기 체류상품의 경우, 서울-5개 광역 지자체 순환 코스 운영 지원

- 장기 체류상품 운영 여행사 선정 및 2주~4주 정도 전국순환 코스 개발 및 운영 지원

- 서울 출발 탑승객 외 광역 지자체에서 탑승 승객 확보(사전 예약시스템 운영)  

뉴질랜드 스트레이버스 사례

•�뉴질랜드의 스트레이 버스 회사는 대중교통 장기 여행자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스트레이버스는 버스 드라이버가 가이드 역할을 하며, 패스에 맞는 요금을 결제 후 탑

승하는 체계임

•�여행자가 패스의 출발시간이나 장소에 맞추어 버스를 타고, 머물고 싶은 지역에서는 

내려서 더 머무르다가 시간표에 나와 있는 다음 버스를 타는 개념의 대중교통 활용형 

관광 시스템

   

[뉴질랜드 스트레이 버스 모습] [스트레이 버스 노선도]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광역 관광협의체 구성 � 운영 협의체 구성 공동사업 추진 공동사업 추진 공동사업 추진 공동사업 추진

환승관광 상품 운송수단 및 

노선 확대

상품 운영

35,000명

상품 운영

40,000명

상품 운영

43,000명

상품 운영

45,000명

상품 운영

45,000명

K-트래블버스 확대 운영
상품 운영

3,000명

상품 운영

3,500명

상품 운영

4,000명

상품 운영

4,500명

상품 운영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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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광역 관광협의체 구성 � 운영 협의체 구성 협의체 운영 협의체 참여

환승관광 상품 운송수단 및 

노선 확대
유관기관 협약 프로그램 운영

K-트래블버스 확대 운영 사업체 선정 사업체 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광역 관광협의체 구성 � 운영 200 200 200 200 200 1,000

환승관광 상품 운송수단 및 

노선 확대
100 150 200 200 200 850

K-트래블버스 확대 운영 300 400 500 500 600 2,300

합계 600 750 900 900 1,000 4,150

6) 기대효과

•�수도권-지방 간 관광협력체계 확대를 통한 내외국인 방문 활성화

•�환승관광 운송수단 및 노선 다변화를 통한 환승관광객 유치 확대

•�서울시-광역 지자체 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체류기간 연장 및 지방관광 활성화

•�방한 관광시장은 중국 및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변화를 위해 구미주, 동남아 등의 신규 

시장 발굴이 필요함

-  서울시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의 추정치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약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국적별 방문 비중도 역시 중국 및 일본에 편중

•�국제적인 대규모 이벤트를 아시아에서 개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여행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개최 예정인 아시아 메가 이벤트  

•�2018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아시안 게임 

•2020 도쿄 올림픽 개최 예정 

•2022 베이징 올림픽 개최 예정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를 

이용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보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관광객들은 사용자 리뷰와 평점을 고려하여 여행 정보를 취합하며, 상업 목적이 아닌 지역주

민의 경험을 토대로 생산한 지역의 콘텐츠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관광객들은 관람형 여행보다 일상을 경험하는 체험형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

라 도시의 일상적인 정보를 친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목표시장 시장별로 선호하는 관광콘텐츠를 부각하는 관광홍보콘텐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함 

•�서울만의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는 서울관광 브랜드 구축 통해 서울관광 인지도를 제고함   

액션플랜

•�Act 31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확대 

•�Act 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ACT 31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확대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메가 이벤트 활용 마케팅 협력 강화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활용 

추진과제 13.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과업목표

다. 세부사업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관광에서의 

적극적 마케팅 요구



370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6장 전략별 추진과제  371

1) 사업 추진배경

•�방한 관광시장의 다변화 위한 신규 시장을 발굴

•�타겟 국가별 선호하는 관광테마 맞춤형 홍보콘텐츠 기획 통해 타겟 시장 집중 공략

•�다각적인 마케팅 매체 활용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마케팅 전개 

2) 세부사업 내용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

•�광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타겟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하여 추진

구분 주요 교육 내용

성숙된 시장 일본, 중국, 대만 등
•�서울만의 특별한 콘텐츠 발굴 및 홍보 통해 재방문 의향 

제고

전략(신흥) 시장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류 등 활용 FIT 대상 마케팅 노출량 증대

개척(잠재) 시장 구미주 등
•�서울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전략

•현지 B2C 박람회 및 축제 참여, 온라인 홍보 추진

•�서울관광 슬로건 및 관광상품(SEOUL GOODS) 개발

－ 서울의 도시브랜드(I � SEOUL � U)와 연계된 서울관광 슬로건 개발

－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서울관광 슬로건 발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 개발된 슬로건은 서울관광 홍보 프로모션 추진시 적극 활용(메인 키비주얼 등)

－ 타겟 시장별(성숙, 전략, 개척시장) 선호 관광기념품 발굴 및 판로지원

－ 시장별 선호하는 서울시 상징 관광기념품을 공모전을 통해 발굴 및 상품화 지원

－ 관광 슬로건 활용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통한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

�⁌�메가 이벤트 활용 마케팅 협력 강화 ⁍ 

•�2020도쿄 및 2022베이징 올림픽과 연계하여 한 � 중 � 일 동북아 관광협력 강화

•�올림픽 연계 서울 홍보 VR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작

-  하계/동계 주요 올림픽 종목 중심 VR 4D체험용 콘텐츠 영상 촬영 및 4D 체험 구현 (예. 양궁, 

스키 점프)

•�서울 VR 영상 콘텐츠(예. 남산 360도 전경, 북촌한옥마을/익선동골목 등) 기획 및 제작

- 현지(도쿄, 베이징) 사전 홍보 및 이벤트 추진

•�‘VR 체험버스’ 사전 홍보영상 제작 및 바이럴 마케팅(온라인 이벤트) 추진

- 프로모션 사전 홍보를 위한 주요 거점 옥외광고 게재, 현지(도쿄, 베이징) 프로모션 운영

•�올림픽 기간 중 이동 가능한 ‘VR 체험버스’ 운영 및 이색적인 VR 영상체험 제공

•�SNS를 통하여 서울관광 생중계 및 가상현실 경험 공유

•�서울 체험관광 정보 제공 및 주요 명소/명물 포토존 운영

중국 청두 PANDA　RAIL : VR Chengdu 홍보 사례

•�중국 청두는 대규모 해외 도시 홍보 활동으로 PANDA RAIL : VR Chengdu를 진행함 

•�귀여운 판다맨과 가상현실 장비로 가득 채운 판다 버스는 청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됨

•�청두 가상현실 도시 광고영상이 유럽중부 지역에서 최초로 상영됨

•�청두의 판다맨은 활동 기간 중 단번에 세계적 온라인 유명인사가 됨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검색순위 상위 랭크 

•�활동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없애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경험 통

해 청두와 특별하고 친밀한 만남을 이룰 수 있길 희망하는 내용임 

•�일련의 전시와 순회홍보를 통해 전 세계에 청두의 열정과 참여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됨 

   

[PANDA RAIL : VR Chengdu의 활동 내용]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활용 ⁍ 

•�방송매체를 활용한 PPL 광고 송출

- 말레이시아, 대만 등 해외 인기 예능프로그램 � 드라마 서울 촬영 유치

- 서울을 소재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작품 공모 추진

•�해외 현지 서울관광사무소 설치

-  해외 주요도시에 서울을 홍보하고 국제교류, 투자유치, 통상, 관광객 유치 등을 지원하는 해외

시장 맞춤형, 

다채널 대응형 

마케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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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서울관광사무소) 설치 � 운영

* 해외 주요도시와의 원활한 교류와 무역 � 투자 상담, 관광객 유치 기능 담당

* 부서별 분산된 해외도시 교류 업무의 통합추진(국제교류, 문화, 관광 등)

-  현지 서울관광사무소 설치를 위한 시장조사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해외사무소(파리, 뉴욕, LA, 도쿄, 베이
징)를 운영하였으나 2002년에 폐쇄됨

* 충분한 시장조사 및 수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지역선정 후 서울관광사무소 설치

*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MY OFFICE」 제도 활용 검토

•�해외 현지 프로모션이나 설명회를 개최하며 교역전 참가

- 해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서울시장 관광세일즈 콜 등 서울 단독 관광 홍보관 운영

- 타겟 국가별 전략 수립을 통한 차별화된 서울관광 홍보관 디자인 기획

- 서울 관광 홍보 및 인지도 제고 위한 서울관광 이벤트 운영

- 서울관광 유관기관 공동 참가를 통해 홍보 콘텐츠 다양화 및 관광객 직 � 간접 유치

- 테마별 서울 관광자원 콘텐츠 활용한 서울관광 기념품 키트 제작 및 배포 

도쿄의 일본 전 지역 관광 홍보 전시 및 박람회 사례 

•�도쿄는 일본 전역의 관광목적지들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빌딩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함

•�관광안내센터를 통하거나 민간 기업체들의 대규모 이벤트와 함께 일본 전역의 관광

목적지들을 홍보함 

   

[Arabic travel market 대상 여행 박람회 & Tourism Expo Japan]

•�인플루언서 및 스타를 캐스팅하여 홍보 마케팅 추진

- 해외 주요 매체 및 인플루언서 초청, 서울 관광명소 체험영상을 SNS 등 통해 확산

- 국내 거주 외국인(글로벌메이트 등) 활용, ‘소소한 서울여행 꿀팁’ 홍보

- 한류관광 온라인 콘텐츠 개발 (국,영,일,중간,중번)을 통한 마케팅

- 한류스타(방탄소년단 등)를 활용한 서울 관광광고 제작 � 확산

- K-pop, K-beauty 등 한류테마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 한류의 비중이 큰 국가와 협약을 통한 서울관광 콘텐츠 소개 및 홍보 지원

-  민간 엔터테인먼트업체(CJ E&M 및 YG엔터테인먼트 등)와의 제휴에 따라 매년 열리는 해외 

공연장에 한류스타를 소개하는 서울관광 콘텐츠 영상물 제작

중국의 왕홍 : 중국 인플루언서 사례

•�인플루언서란 영향력있는 개인이라는 의미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팔로

워를 보유하는 사람을 지칭함

•�중국에서는 웨이보, 텐센트 등 중국 SNS에서 활동하면서 최소 50만명 이상의 팔로

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임 

•�개인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제품 소개, 리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널을 운영함 

[중국의 인기 왕홍, 무야란] [중국의 인기 왕홍, 장다이]

•�재방문 활성화를 위한 서울 프리미엄(Seoul Premium) 멤버십 서비스 제공

- 입국 기록 통한 멤버십 카드 등록

- 재방문객을 위한 멤버십 정립

- 관광 재단과 제휴 맺은 업체 이용 시, 포인트 적립 

- 재방문율 높을수록 포인트 적립 가중치 제공

- 관광객 DM 발송(새로운 관광지 추천) 할인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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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목표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차별화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서울상징

기념품 

개발 및 육성

300 300 300 300 300 1,500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마케팅 추진

도쿄-베이징

올림픽 연계 

서울홍보

마케팅 추진

200 100 100 100 100 600

방송매체 

활용 PPL 

광고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교역전 및 

설명회
700 700 700 700 700 2,800

인플루언서 

및 

스타 마케팅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멤버쉽 사업 500 700 900 1,100 1,300 4,500

합계 8,200 8,300 8,500 8,700 8,900 41,900

6) 기대효과

•�시장의 세분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차별화 수립으로 마케팅 효과 극대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 관광브랜드 홍보로 서울관광의 

인지도 제고

•�글로벌 마케팅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올림픽 개최지 잠재 관광객 대상으로 직접 

경험하고 싶은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서울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 가능 

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목표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차별화

전락수립 및 

마케팅실시

전락수립 및 

마케팅실시

전락수립 및 

마케팅실시

전락수립 및 

마케팅실시

전락수립 및 

마케팅실시

서울상징

기념품 

개발 및 육성

개발 및 육성 개발 및 육성 개발 및 육성 개발 및 육성 개발 및 육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마케팅 추진

도쿄-베이징

올림픽 연계 

서울홍보

마케팅 추진

VR콘텐츠

제작

연계상품개발

도쿄 현지 

마케팅

VR콘텐츠

제작

베이징 

현지 마케팅

연계상품수

확대

방송매체 

활용 PPL 

광고

촬영 유치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촬영 유치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촬영 유치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촬영 유치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촬영 유치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교역전 및 

설명회

교역전 및

설명회 개최

행사규모 

확대

현지 행사 

정례화

축제 및 

지역행사 

연계

축제 및 

지역행사 

연계

인플루언서 

및 

스타 마케팅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멤버쉽 사업
브랜드 개발

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목표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차별화

사업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실행

서울상징

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 수립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모전 개최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마케팅 추진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실시

민간 위탁회사 선정 및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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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글로벌 채널이 아닌 자국 내 마케팅 채널 별도 활성화된 사례

•�중국 내 모든 온라인 + SNS 마케팅 채널별 특성 파악, 소비자와 즉각적인 소통으로 

고객관계 구축 위한 다이렉트 디지털 통합 마케팅 가능 

•약 4억명이 사용하는 중국 최대 SNS

•�공식 계정 등록, 관심 있는 목표시장인 계

정 팔로우하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전송

•�양질의 이미지 중심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보중국 최대 검색 엔진에서 지속적으로 광

고 노출

•�검색 시, 관련 키워드 노출하여 검색엔진최

적화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스폰서쉽 이용한 디

스플레이 광고

중국의 페이스북, 위챗(웨이신), 
중국의 트위터 웨이보

중국의 네이버, 바이두, SoSo, 지식인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 ⁍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와 원모어트립을 연동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 체결

- 파급력이 큰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와 서울시 간 MOU 체결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와 원모어트립의 연동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동 시스템 R&D 추진  

- 이용자 맞춤형 정보 검색 및 콘텐츠 추천 기능 등 고도화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간 정보를 실시간 운영 ·�관리

-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의 체험관광 상품 홍보

-  모바일 최적화 웹기반으로 원모어트립 SNS(페이스북, 웨이보,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연계하

여 영상 콘텐츠 운영 활성화

    ACT 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

1) 사업 추진배경

•�글로벌 관광객별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웹 매체를 활용하여 타겟 국가별 차별적인 마케팅

필요

•�글로벌 여행정보사이트와 서울시 체험관광 정보 집적 사이트인 원모어트립 연계로 글로벌 

관광객 유입 편의 제공 필요 

2) 세부사업 내용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 ⁍ 

•�각국별 선호하는 스타일의 서울여행 콘텐츠 제작

- 각국의 관광객이 서울을 구석구석 여행한 여행 콘텐츠 공모 및 참여 이벤트 개최

•�파급력이 큰 글로벌 매체에 각국이 선호하는 여행 콘텐츠를 배포 ·�확산

- 타겟 지역별 유명 SNS를 활용하여 흥미로운 서울 관광 콘텐츠 확산

- 선정된 콘텐츠를 글로벌 매체(유튜브 등)에 업로드 

- 서울관광 공식 SNS 내 Live 방송 운영으로 실시간 서울 모습 홍보

•�각국의 주요 인기 웹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실시

- 각국의 주요 인기 웹 매체(중국 웨이보, 웨이신, 바이두, 재팬 야후 등)에 지속 업로드

관광객의 관광 정보가 

디지털 매체로 

집중됨에 따라, 

이를 대응할 

정책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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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

사업추진계획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 

사업추진계획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마케팅 실시

4) 사업추진주체 및 역할

사업내용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협력기관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

사업추진계획 수립

마케팅 실시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

사업추진계획 수립

마케팅 실시

5)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
200 200 200 200 200 1,000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
100 100 100 100 100 500

합계 300 300 300 300 300 1,500

6) 기대효과

•�국가별로 선호하는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디지털 홍보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효과 극대화 

•�파급력이 큰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와 연계 협력함으로써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원모어트립 운영 현황

•�서울의 체험형 관광상품 오픈마켓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참신한 관광 콘

텐츠를 가진 인바운드 여행사,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무료로 한국 여행, 체험 상품을 등록 � 판매 가능한 웹페이지

•그러나 외래 관광객의 인지도가 낮은 로컬 웹페이지로서 판매 실적은 미진한 현황  

[원모어트립 내 판매되고 있는 체험상품]

관광 웹페이지와 홈페이지를 Tripadvisor와 연계한 타이베이 사례

•�대만의 관광자원의 효율적 마케팅을 위하여 ‘Taipei Travel’의 서비스 실시

•�‘Taipei Travel’은 대만의 중요한 관광정보 포털 사이트 역할을 수행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여행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와의 협력을 

통하여 숙박시설, 관광지, 상점 등에 대한 평가 및 후기를 방문객들에게 빠르게 제공 

가능

   

[ Taipei Trave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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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내부 연구진 및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세부사업별 우선

순위 선정 조사를 실시함

•�사업은 5개 전략, 13대 과제, 32대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별 중요도와 시급성 정도를 설문하

여, 우선순위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함

구분 세부사업명

ACT 01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ACT 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 제공

ACT 03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ACT 04 접근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ACT 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ACT 06 서울관광 수용력 관리 시스템 구축

ACT 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ACT 08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ACT 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ACT 10 강소관광기업 육성 지원

ACT 11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ACT 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ACT 13 서울 공정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ACT 14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ACT 15 서울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ACT 16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특화공간 조성)

ACT 17 서울 일상체험 관광콘텐츠 발굴

ACT 18 전통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ACT 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ACT 20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도약

ACT 21 한류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ACT 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자원

ACT 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ACT 24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ACT 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ACT 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ACT 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ACT 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ACT 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ACT 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ACT 31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확대 

ACT 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조사 기준 ⁍

•�우선순위 평가는 실행계획에 대한 실행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별로 도출된 분석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과제 수행의 선후관계를 고려해 적용 순위를 

조정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함

•�전략적 중요도, 실행 시급성 등 고려하는 중요 가치수준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해 평가 가능함

•�본 조사에서는 포토폴리오 사분면(Quadrant)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함

- 포트폴리오 사분면(Quadrant)분석을 통해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법

-  우선순위 선정을 토대로 중요성 또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분석 과제와 제한된 

자원을 고려해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석 과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 과제의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데이터전문가지식포털, 2017)

•�포토폴리오 사분면(Quadrant)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포트폴리오 사분면은 Y축은 중요도, X축은 시급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지님

-  Ⅰ사분면:  계획 중요도가 높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사업 목표에 보다 근접하며, 시급성 역시 높

아, 중기 계획 중 초기에 시행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가. 우선순위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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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업명 중요도 시급성

ACT 06 서울관광 수용력 관리 시스템 구축 4.143 4.571

ACT 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4.143 4.429

ACT 08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3.429 4.571

ACT 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4.143 4.286

ACT 10 강소관광기업 육성 지원 4.286 4.429

ACT 11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4.000 4.714

ACT 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57 4.143

ACT 13 서울 공정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2.857 3.714

ACT 14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2.571 3.000

ACT 15 서울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3.000 3.286

ACT 16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특화공간 조성) 3.143 3.571

ACT 17 서울 일상체험 관광콘텐츠 발굴 3.000 3.286

ACT 18 전통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2.857 3.571

ACT 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2.429 3.000

ACT 20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도약 3.000 3.429

ACT 21 한류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2.429 3.143

ACT 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자원 3.000 3.429

ACT 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2.429 2.429

ACT 24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3.286 3.714

ACT 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3.286 3.714

ACT 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3.000 4.143

ACT 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2.714 3.286

ACT 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2.571 3.714

ACT 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3.857 4.429

ACT 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2.571 3.286

ACT 31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확대 3.286 3.571

ACT 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3.429 3.286

- Ⅱ사분면:  계획 중요도가 높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사업 목표에 보다 근접하나, 시급성은 비교

적 낮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제 추진이 바람직함

- Ⅲ사분면:  계획 중요도가 높지 않아, 실행 여부를 고려해 보면서도, 시급성 역시 높지는 않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제 추진이 바람직함

- Ⅳ사분면:   계획 중요도가 높지 않아, 실행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시급성은 비교적 높아, 

현재의 관광여건이나 요구도에 즉시 대응해야 할 사업 가능성이 높음

  포트폴리오 사분면 형태

제2사분면

(-, +)

y

XO

제3사분면

(-, -)

제1사분면

(+, +)

제4사분면

(+, -)

⁌�각 세부사업별 점수결과 ⁍

•�각 세부사업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시급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 로드맵을 설정함

구분 세부사업명 중요도 시급성

ACT 01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3.429 4.571

ACT 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 제공 3.714 4.143

ACT 03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3.286 4.286

ACT 04 접근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4.143 4.143

ACT 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3.857 3.857

나. 실행계획 우선순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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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개발 및 확산 사업은 당장 시급하게 대응하여야 할 사업은 아니지만, 서울관광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

⁌�시급성이 높은 세부사업 4개 사업: 중요성이 낮지만 매우 시급한 사업 ⁍

•�중요도는 비교적 낮으나, 현안사항이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인  스마

트관광 스팟 조성,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확대,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등이라 할 수 있음

•�즉,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및 교통체계 등 기술발전과 함께 연계되어야 할 사업과 마케팅 관

련 사업은 특히 최근의 관광여건 변화와 함께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

업으로 인식됨

⁌�장기 세부사업 14개 사업: 중요성이 낮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 ⁍

•�상대적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시급성이 낮아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는 

사업은 각각 서울 공정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서울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특화공간 조성), 서울 

일상체험 관광콘텐츠 발굴, 전통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특수목적 관광콘

텐츠 발굴 및 상품화,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도약, 한류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자원,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등으로 나타남

⁌�중요도 및 시급성 분석결과 ⁍

•�세부사업 32개를 계획 중요도와 진행 시급성을 고려하여 5점척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포트폴리오 사분면(Quadrant)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각각의 사분면에 포지셔닝 됨

  포트폴리오 사분면 분석결과

⁌�최우선 순위 세부사업 12개 사업: 중요성이 높으며, 매우 시급한 사업 ⁍

•�최우선 순위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은 총 12개로,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 제공,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접근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

센터) 운영, 서울관광 수용력 관리 시스템 구축,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서울관광진흥

기금 조성,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강소관광기업 육성 지원, 서울관광 플

라자 클러스터 조성,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등으로 제시됨

•�각 세부사업은 특히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과 함께, 남북관광 교류사업을 중요하

고 시급한 사업으로 선정함

⁌�중요도가 높은 세부사업 2개 사업: 중요성은 높으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은 시급하지는 않으

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함

•�즉, 서울관광 확대전략회의 개최 등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광객의 친화서비



388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7장 추진 로드맵  389

•�계획은 5대 추진전략별 13대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32대 세부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전략/과제/사업 세부 사업내용

전략Ⅰ.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시민 관광향유권 확대)

추진과제1.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 구축

(ACT01)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ACT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 제공

(ACT03) (가칭)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추진과제2.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Universal) 관광환경 조성

(ACT04) 접근 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ACT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추진과제3. 관광 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ACT06) 서울관광 수용력 관리 시스템 구축

(ACT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전략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관광생태계 혁신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과제4.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ACT08)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ACT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ACT10) 강소 관광기업 육성 지원

추진과제5. 서울관광 플라자 조성 및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ACT11)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ACT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과제6.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ACT13) 서울 공정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ACT14)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전략Ⅲ.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서울 관광매력 차별화)

추진과제7.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ACT15) 서울 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ACT16) 서울관광 M.V.P 코스 조성

•�서울관광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담은 민선7기 관광 기본계획

•�서울관광의 중기 목표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계획

•�사업 성과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

•�외래관광객 유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관광과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 지향

•�서울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정책 반영

- 관광산업 R&D 지원 통한 서비스 혁신 유도,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주도형 관광 생태계 구축

•�개별관광객(FIT) 관광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환경 조성

•�국내외 대표 관광도시로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 반영

•�모두를 위한 지속성장 스마트 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정한 지속성, 매력적 차별

성, 글로벌 놀이성, 미래적 개방성과 함께 서울 관광의 발전 모색

•�외래관광객 목표 2,300만 명, 내국인 관광객 목표 2,700만 명 등 총 5,000만 명의 관광객

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여행행복도시, 건강하게 성장하

는 관광산업도시, 세계를 이끄는 관광도시로서의 서울 육성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등 5개 추진전략을 통해 서울 관광 중기 발

전 실현

2. 계획의 종합

가. 계획의 성격 

나. 계획의 특징

다. 계획의 목표

라. 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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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사업 세부 사업내용

추진과제8.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ACT17) 서울 스타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ACT18) 전통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ACT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추진과제9.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ACT20) 세계 최고의 MICE도시 도약

(ACT21) 한류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ACT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지원

(ACT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전략Ⅳ.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편리한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추진과제10. 스마트 관광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ACT24) 스마트 관광 스팟 조성

(ACT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추진과제11.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

(ACT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ACT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전략Ⅴ.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글로벌 트랜드 선도로 서울관광 위상 강화)

추진과제12. 서울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ACT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ACT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ACT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추진과제13.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ACT31) 다변화 포트폴리모 마케팅 확대

(ACT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3. 사업추진 로드맵

가. 중기발전계획 사업 연계 추진 방향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스마트관광스팟 
조성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스마트 교통관광
정보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기준개발 및 적용

스마트관광
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제공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서울시민 여행행복
지수 개발 및 여행

캐리어서비스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접근 가능한 관광
시설확충

서울 다누림 관광
센터운영

서울관광 수용력 
측정및 지표개발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보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관광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시민관광기본법 제정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 평생여가관광 체험교실 운영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콘텐츠 유통채널 연계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 지원 휠체어 특장버스 도입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도입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확대 국제 특별 장애인증 발급 제도 도입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서울시 수용력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서울시 관광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발

관광 수용력을 고려한 관광객 제한 제도 운영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별관리지역 운영

주민 · 관광객 공존위원회 운영 ·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도시

서울관광진흥
기금조성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 센터구축

강소 관광기업육성 
지원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서울관광 확대전략
위원회구성 및 운영

서울 공정 · 마을 
관광센터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운영

현장 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서울관광
 플라자 및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서울관광산업본부 설치 및 운영

서울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서울관광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서울관광 데이터센터 개설 및 운영관광산업 서비스 R&D 운영기구 신설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지원 서울관광 산업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서울 국제관광 산업 박람회 개최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건립

서울관광협의회(STA) 구성 운영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 (중앙형 – 이슈형, 지역형 – 자치구 연계)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 (관광영향평가제) 도입

관광편익 지역환원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커뮤니티 개설

산학 협력 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관광인력 취업 지원 및 보상 시스템 구축

4차 산업기술 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서울 스마트관광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운영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고도화

사물인터넷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개별여행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서울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시민과 관광객 간 문화 개방성 강화
관광객 칠드런 케어 서비스 운영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개발 및 개선

관광 접점에서의 관광객 편의 제고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서울-지방간 상생
관광 확대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시행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서울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서울형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세계 도시 평가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서울 - 평양 개성 관광교류 프로그램 개발‘평화 관광의 해(2019~2021)’ 지정 및 추진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및 관광상품 운영 지원

환승관광 상품 운영수단 및 노선확대 추진수도권 - 광역지자체 간 관광진흥협의회 확대 운영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메가 이벤트 활용 마케팅 협력 강화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활용

K- 트래블 버스 확대 운영

해외 사이트의 원모어 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 활용 마케팅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

서울 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서울 스타일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셰계최고의 MICE 
도시 도약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한류 ·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개발 지원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조성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가칭) 서울 언더월드 투어

서울관광 M.V.P 코스 조성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

시공간 결합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지속 발굴

에스닉 투어리즘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

서울의 ‘산과 강’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서울 스포츠관광 상품화

계절별 · 규모별 특색있는 축제 ·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운용MICE 클러스터 조성

SMA 운영 및 지속확대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럭셔리 관광상품 민관 네트워크 및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 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 · 마케팅 추진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서울 웰니스 관광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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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광산업 서비스 R&D 운영기구 신설, 서울관광 플라

자 클러스터 건립 등의 우선 추진 후 사업 연계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는 다시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서울관광 플라자 및 전략적 거버넌

스 체계 구축,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등의 추진과제로 구분됨

•�각 추진과제는 다시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관광산업 R&D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강소

관광기업 육성 지원,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

영,서울 공정 · 마을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며, 중요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후

사업 연계 필요

•�우선 서울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하여 관광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관

광산업을 이끌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재정적 확충과 함께, 영세 관광산업의 R&D 기능의 부족을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할 수 있도

록 관광산업 서비스 R&D 운영기구를 신설하도록 하며, 관광산업의 집적효과를 이룰 수 있

도록 서울관광 플라자 건립 사업을 우선 실시

•�서울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은 MICE 산업종합지원센터 및 기금운용과 연계하며, 이를 

통하여 각종 MICE 관련 유치 및 지원에 함께 사용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사업은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전략의 해외사이트의 원

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 추진

⁌��시민관광기본법 제정, 시민행복지수 개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확대, 서울시 수용

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주민 � 관광객 공존위원회 운영 � 지원 등의 우선 추진 후 사업 

연계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는 다시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관광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등의 추진과제로 구분됨

•�각 추진과제는 다시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며,  중요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후 사업 연계 필요

•�시민관광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민관광향유권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을 통

해 시민관광향유권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관광의 근거 수립

•�현재 추진 중인 무장애관광지원센터(다누림관광센터)의 운영 확대를 통해 유니버셜 관광환

경 구축의 체계를 마련하고, 관광수용력 관리체계를 위한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개

발, 공존위원회 지원 등을 통한 기반마련 필요

•�이를 통하여 마련된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과 유니버셜 관광환경을 토대로 시민이 행복한 

관광, 시민이 환영하는 관광을 선도하도록 함

•�서울여행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전략의 '서울관광산업본부 설치' 및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전략의 '청년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무장애관광 포털사이트는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 개발 및 개선' 과 연계가능

•�관광수용력관리체계는 관광수용력의 한계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관광객 수용력을 제

한하는데 연계 가능

나.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전략 로드맵 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전략 로드맵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서울시민 여행행복
지수 개발 및 여행

캐리어서비스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접근 가능한 관광
시설확충

서울 다누림 관광
센터운영

서울관광 수용력 
측정및 지표개발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보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관광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시민관광기본법 제정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 평생여가관광 체험교실 운영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채널 운영 및 콘텐츠 유통채널 연계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 지원 휠체어 특장버스 도입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도입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확대 국제 특별 장애인증 발급 제도 도입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서울시 수용력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서울시 관광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실시간 공유 시스템 개발

관광 수용력을 고려한 관광객 제한 제도 운영

주거지역 관광명소 특별관리지역 운영

주민 · 관광객 공존위원회 운영 ·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도시

서울관광진흥
기금조성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 센터구축

강소 관광기업육성 
지원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서울관광 확대전략
위원회구성 및 운영

서울 공정 · 마을 
관광센터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운영

현장 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서울관광
 플라자 및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서울관광산업본부 설치 및 운영

서울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서울관광산업 혁신위원회 구성

서울관광 데이터센터 개설 및 운영관광산업 서비스 R&D 운영기구 신설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지원 서울관광 산업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서울 국제관광 산업 박람회 개최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건립

서울관광협의회(STA) 구성 운영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 (중앙형 – 이슈형, 지역형 – 자치구 연계)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 (관광영향평가제) 도입

관광편익 지역환원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커뮤니티 개설

산학 협력 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관광인력 취업 지원 및 보상 시스템 구축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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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우선 추진 후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하여 관광안내체계 연계 활용 ⁍

•�여행이 편리한 관광도시는 다시 스마트 관광명소 정보체계 구축,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 등의 2가지 추진과제로 구분됨

•�각 추진과제는 다시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스마트 교통관광 정보체계 구축, 관광객 친화서

비스 개발 및 확산,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기준개발 및 적용 등 4개의 세부사

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며, 중요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후 사업 연계 필요

•�스마트관광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은 4차 산업기술 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후 이를 관광

안내체계 및 관광콘텐츠에 접목하도록 함

•�이외,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에 대해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 개방성강화 부문을 

글로벌리딩 관광도시의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에 적용하도록 하며,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

경 조성은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시, 인프라 구축 홍보 자원으로 활용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 개발 및 개선 부문은 무장애관광지원센터 및 무장애 관광 

접근성 강화 사업과의 연계 추진 시행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 각종 관광콘텐츠 추진 및 

MICE 부문의 MICE 클러스터 조성 우선 추진 사업 전개 후 사업 연계 ⁍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는 다시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조성 등의 추진과제로 구분됨

•�각 추진과제는 다시 서울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서울 스타

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전통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 콘텐츠 발굴, 특수목적 관광콘

텐츠 발굴 및 상품화, 세계최고의 MICE 도시 도약, 한류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개발 지원,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등 9개의 세부

사업으로구분되어 추진되며, 중요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후 사업 연계 필요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조성 등

의 추진과제는 연계형 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의 관광콘텐츠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세계최고의 MICE 도시 도약을 위한 세부사업은 MICE 클러스터 조성 이후 지원센터

및 기금 운용과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등을 수행하며 MICE지

원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의 각 세부사업 중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의 자치구별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이나,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이나 포럼 개최시 MICE 사업과의 

연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라.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 전략 로드맵 마.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관광도시 전략 로드맵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

서울 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서울 도심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서울 스타일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셰계최고의 MICE 
도시 도약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한류 ·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개발 지원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조성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가칭) 서울 언더월드 투어

서울관광 M.V.P 코스 조성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

시공간 결합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지속 발굴

에스닉 투어리즘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

서울의 ‘산과 강’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서울 스포츠관광 상품화

계절별 · 규모별 특색있는 축제 ·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운용MICE 클러스터 조성

SMA 운영 및 지속확대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럭셔리 관광상품 민관 네트워크 및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 참가 및 권역별 특화 홍보 · 마케팅 추진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서울 웰니스 관광 구축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스마트관광스팟 
조성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스마트 교통관광
정보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기준개발 및 적용

스마트관광
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제공

4차 산업기술 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서울 스마트관광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운영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고도화

사물인터넷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개별여행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서울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시민과 관광객 간 문화 개방성 강화
관광객 칠드런 케어 서비스 운영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개발 및 개선

관광 접점에서의 관광객 편의 제고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



396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➊ ➋ ➌ ➍ ➎ ➏ ➐

제7장 추진 로드맵  397

⁌�우선순위를 종합한 주요 추진사업 ⁍

•�핵심 주요사업은 앞서 제시한 5대 전략, 13대 추진과제, 25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리

하여, 주요한 사업을 도출하도록 함

•�핵심 주요사업은 13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 일부를 우선적으로 추진 실시하여 핵

심 주요사업(안)은 다음과 같음57)

전략 1.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과제1: 시민 생활관광 기반 구축 

⁌�일상 속 생활관광 참여기회 확대 ⁍

•�시민 관광기본권 법제화

•�내국인 생활관광 실태조사 추진

•�생활관광 특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국 운영

•�서울 여행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민 관광 할인카드 개발 ·�확산

⁌�서울형 여행바우처(희망여행 프로그램) 운영 ⁍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여행활동 지원

 과제2: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조성 

⁌�접근 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운영

•�휠체어 리프트 장착버스 도입 ·�운영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평화 관광의 해’ 지정 및 추진의 우선 추진 후 사업 연계 ⁍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는 다시 서울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의 추진과제로 구분됨

•�각 추진과제는 다시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서울-지방간 상생관광 확대,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시행,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며, 중요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후 사업 연

계 필요

•�특히,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세부사업 중에는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후 관광수도

를 중심으로 관광친화도시 지표를 우선 적용하고, 관광수도연합 지역을 우선 홍보하도록 하

는 연계 사업 추진

•�최근 각광받는 남북관광을 서울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평화 관광의 해’ 지정및 추진

을 함께 시행하고, 이와 연계된 서울-평양 및 개성 관광교류 프로그램 운영이나 남북스포츠

관광 교류사업 실시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은 차이가 매력이 되는 도시의 스포츠관광 사업과의 연계 추진 

가능

바.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전략 로드맵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서울-지방간 상생
관광 확대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시행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서울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서울형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세계 도시 평가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서울 - 평양 개성 관광교류 프로그램 개발‘평화 관광의 해(2019~2021)’ 지정 및 추진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및 관광상품 운영 지원

환승관광 상품 운영수단 및 노선확대 추진수도권 - 광역지자체 간 관광진흥협의회 확대 운영

서울관광 시장별 맞춤형 관광마케팅

메가 이벤트 활용 마케팅 협력 강화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활용

K- 트래블 버스 확대 운영

해외 사이트의 원모어 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 활용 마케팅

4. 핵심 주요사업

가. 핵심 주요사업(안)

57)  핵심 주요사업 과제 및 세부사업(안)은 앞서 제시한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에서 도출하였으나, 사업 추진주체 
및 부서에서 시행 편의 및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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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5: 지역주도형 관광 생태계 조성 

⁌�서울 마을관광 육성단 발족 및 운영 ⁍

•�서울 마을관광 육성단 구성 ��운영으로 마을관광 추진주체 조직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모델 구축 ⁍

•�「서울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운영

•�주거지역 관광지 생활주민 정주권 보호

•�저품질 관광상품 유통근절

전략 3.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과제6: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서울 일상체험 관광콘텐츠 발굴 ⁍

•�서울 골목길 50대 명소 개발 및 관광자원화

•�서울 ‘오래가게’ 선정 및 코스 개발

•�시공간 결합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서울 스타일 체험상품」 개발 ⁍

•�유 ·�무형의 문화유산 활용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 추진

•�에스닉 투어리즘 활성화

•�도심 속 자연자원 활용 관광코스 개발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화 추진

•�축제 ·�이벤트 관광상품화 지원 

•�민관이 함께 남산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남산몽땅축제 개최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충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및 상담 콜센터 운영

•�관광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전략 2.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과제3: 관광산업 지원체계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R&D 지원체계 구축 ⁍

•�산학 협력 기반의 「서울관광 R&D 지원센터」 운영

•�서울관광 데이터센터 구축

•�서울관광 경제활동 지표 개발

⁌�강소 관광기업 육성 지원 ⁍

•�서울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한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관광스타트업 육성 지원

•�민관협력 기반 서울 체험관광 콘텐츠몰(원모어트립) 운영

 과제4: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일자리 창출 

⁌�산학 협력 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

•�전문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관광 아카데미」 개설 ·�운영

•�관광산업 신규직종 발굴 및 인력 양성

•�‘올해의 서울관광인’ 선정(서울관광대상 도입)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관광인력 취업 지원시스템 구축

•�상시 취업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서울 관광산업 채용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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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과제9: 스마트 기술 기반의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체험거리 조성 ⁍

•DMC를 M&E 콘텐츠 � 신기술 기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ICT 기반 게임형식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관광안내 서비스 기반 확충 ⁍

•서울 스마트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민관협력을 통해 여행 모든 과정에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디지털 스마트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과제10: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관광환경 조성 

⁌�관광 접점에서의 관광객 편의 제고 ⁍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편의도모

•관광특구 내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제고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통해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도심 내 단체관광객 관광버스 주차질서 확립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 근절 방안 마련

•지하철역 번호체계 활용, 안내체계 개선 

•서울 관광안내체계 획기적 정비 추진

⁌�친절과 미소가 함께 하는 관광객 친화서비스 확산 ⁍

•관광객–시민 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개방성 교육 강화

•관광 성수기 관광객  환대주간(Seoul Welcome Week) 운영 

 과제7: 서울관광 M.V.P(Must Visit Place) 코스 개발 

⁌�서울관광 20대 M.V.P 코스 개발 ⁍

•M.V.P 테마 선정 및 테마별 대표 코스 개발

•‘M.V.P Seoul 코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체계 정비

•민간과 협력,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상품화 및 홍보 ·�마케팅

⁌�도심 속 도보관광 활성화로 보행친화도시 이미지 구축 ⁍

•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한 신규 코스 개발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코스별 명품해설 서비스 제공

•도보관광코스 안내체계 개선

•서울 도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서울 순례길 관광자원화

 과제8: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세계 최고의 MICE도시 도약 ⁍

•서울 MICE 클러스터 조성

•서울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대규모 글로벌 MICE 유치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플러스 서울(Plus SEOUL) 마케팅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융 ·�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공연콘텐츠 활용 아트테인먼트 상품 개발

•의료관광객 유치확대

•프리미엄 관광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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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마케팅 수단 활용, 체계적 마케팅 전개

•민간기업 제휴 마케팅 강화

 과제13: 서울관광 플라자 조성 및 거버넌스 강화 

•도심 내 「서울 관광 플라자」 조성

•서울관광 거버넌스 체계 강화

•시-관광재단-민간의 효율적 기능분담 추진

⁌�핵심 주요사업 예산은 총 6,585억원 소요 ⁍

•�각 전략별 주요 과제와 핵심 주요 사업의 예산은 5개년 총 6,5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며, 본 사업 이외에도 전략과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 사업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전체 합계는 투자계획에서 별도로 정리함 

�핵심 주요사업 투자계획                                                                         
 (단위: 억원)

전략 및 과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585 462 2,759 1,121 1,213 1,030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558 52 109 122 136 141

① 시민 생활관광 기반 구축 248 31 54 54 55 55

②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유니버셜 관광환경 조성 310 20 55 68 81 86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1,319 70 146 423 451 230

③ 관광산업 지원체계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955 47 69 340 362 136

④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일자리 창출 181 7 43 43 44 44

⑤ 지역주도형 관광 생태계 조성 184 17 34 40 45 50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1,251 137 222 264 303 325

⑥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161 14 28 40 39 41

⑦ 서울관광 M.V.P(Must Visit Place) 코스 조성 89 8 23 21 16 21

전략 5.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과제11: 국내·외 관광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관광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서울의 영향력 확대 ⁍

•도시관광 국제포럼 개최

•도시관광경쟁력 리서치센터 설치

•해외 도시 ·�기업 관광 파트너스 체계 구축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실현 ⁍

•‘(가칭)광역 관광협의체’ 구성 � 운영, 서울-지방 연계 관광진흥 공동협력 추진

•서울 도심에 「(가칭)광역관광센터」 설치, 자연스러운 지방 관광 유도

•인천공항 환승여객 대상 환승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활성화

•K-트래블버스 확대, 전국 주요도시 순환형 버스여행 상품 개발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주도 「남북평화관광 자문단」 구성 � 운영

•한민족이 하나되는 ‘평화관광 주간’ 운영 

•평화 국토원정대 활동 지원

•서울-평양-개성 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 

•경평축구대회 연계 스포츠 관광 교류사업 추진

 과제12: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맞춤형 관광 마케팅으로 서울관광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타겟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추진

•서울관광 슬로건 및 관광상품(SEOUL GOODS) 개발

•해외 현지 서울관광사무소 설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마케팅 추진 ⁍

•2020 도쿄 및 2022 베이징 올림픽 계기, 한 ·�중 ·�일 동북아 관광협력 강화

나. 핵심 주요사업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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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년간 9천억원의 예산 필요 ⁍

•�총 5개년간 서울관광 중기발전을 위하여 약 9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예산은 핵심적인 추진사업 이외 부가적인 사업을 모두 포함한 예산임

•��각 예산은 실제 추진시 증감될 수 있으며, 각 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시 자체예산 및 서울관

광재단, 민간 예산을 포함함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투자계획 종합

 구분 과제 사업내용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8,851 1,024 3,346 1,549 1,575 1,364

전략 Ⅰ :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938 125 180 198 213 223

추진과제 1 : 서울시민 생활관광 기반구축 350 57 70 70 74 78

•�시민관광기본법 법제화 0 0 0 0 0 0

•�시민관광 할인카드 개발 30 10 5 5 5 5

•�여행주간 특화 프로그램 운영 50 10 10 10 10 10

•�서울 평생여가관광학교 운영 26 2 4 4 8 8

ACT01 시민들의 일상 속 서울여행 참여기회 확대 소계 106 22 19 19 23 23

•�서울시민 여행지원 환경 구축 18 10 2 2 2 2

•�시민여행행복지수 개발 18 5 5 2.5 2.5 2.5

•�온라인 서울관광방송채널 운영 35 4.4 5.26 7.1 7.43 11

ACT02 서울시민 여행행복지수 개발 및 여행캐리어 서비스 제공 소계 71 19 12 12 12 15

•�비정규직, 특수직노동자 휴가비 지원 153 13 35 35 35 35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20 3 3.5 4 4.5 5

ACT03 (가칭) 서울형 여행 크레딧 제도 운영 소계 173 16 39 39 40 40

추진과제 2 :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Universal) 관광환경 조성 480 58 88 102 113 119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보수 지원 198 11 33 44 55 55

•�관광시설무장애 인증제 도입 15 3 3 3 3 3

•�휠체어 장착 특장버스 도입 � 운영 25 2.5 2.5 5 5 10

•�유니버셜 관광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25 5 5 5 5 5

전략 및 과제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⑧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1,001 114 172 204 248 264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510 83 101 107 110 109

⑨ 스마트 기술 기반의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7 4 13 17 17 17

⑩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관광환경 조성 443 79 88 90 93 92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2,946 121 2,182 205 214 225

⑪ 국내외관광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269 9 54 63 69 75

⑫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677 112 129 142 145 150

⑬ 서울 관광 플라자 조성 2,000 - 2,000 - - -

5. 투자계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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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과제 사업내용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ACT 04 접근가능한(Accessible) 관광시설 확충 소계 263 22 44 57 68 73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운영확대 125 25 25 25 25 25

•�무장애 관광 콘텐츠 확충 9 1 1.5 2 2 2.5

•�무장애 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12 2 2 2.5 2.5 3

•�국제특별장애인증 발급제도 도입 2.5 0.5 0.5 0.5 0.5 0.5

ACT 05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운영 소계 149 29 29 30 30 31

추진과제 3 : 관광 수용력 관리체계 구축 109 9.3 23 26 26 26

•�서울관광 수용력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23 3 5 5 5 5

•�수용력 측정 및 온라인 공유 시스템 구축 45 5 10 10 10 10

ACT 06 서울관광 수용력 관리 시스템 구축 소계 68 8 15 15 15 15

•�공존위원회 운영 지원 2.5 0.5 0.5 0.5 0.5 0.5

•�관광객 제한 제도 마련 1.9 0.5 0.5 0.5 0.2 0.2

•�특별관리지역 지정 37 0.3 6.5 10 10 10

ACT 07 주거지역 관광지 정주권 보호 소계 41 1.3 7.5 11 11 11

전략 Ⅱ :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도시 3,905 109 2,370 582 542 302

추진과제 4 :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999 71 89 351 363 125

•�서울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500 0 0 250 250 0

•�서울관광산업혁신위원회 구성 (관광산업본부 內) 4.5 0.5 1 1 1 1

ACT 08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소계 505 0.5 1 251 251 1

•�서울관광R&D 운영기구 신설 183 30 33 36 40 44

•�서울관광데이터센터 개설 및 운영 55 9 9.9 11 12 13

ACT 09 관광산업 R&D 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소계 238 39 43 47 52 57

•�관광산업 맞춤형 육성 지원 59 9 10 12 13 15

•�서울관광 산업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5 1 1 1 1 1

•�글로벌 서울형 관광기업 및 OTA 지원 10 2 2 2 2 2

•�서울관광산업본부 설치 및 운영 (서울관광재단 內) 43 3 10 10 10 10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 개최 125 15 20 25 30 35

•�관광인력 취업 및 포상 지원시스템 구축 15 1 2.5 3.5 4 4

 구분 과제 사업내용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ACT 10 강소관광기업 육성 지원 소계 257 31 46 53 60 67

추진과제 5 : 서울관광 플라자 조성 및 전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776 22 2,251 201 151 151

•�관광 플라자 건립 2,000 0 2,000 0 0 0

•�관광 플라자 내 클러스터 조성 770 20 250 200 150 150

ACT 11 서울관광 플라자 클러스터 조성 소계 2,770 20 2,250 200 150 150

•�서울관광협의회(STA)구성 운영 5 1 1 1 1 1

•�서울관광전략회의 체계 확대 0 0 0 0 0 0

•�서울시 정책 사전 관광평가심의제 도입 1 1 0 0 0 0

ACT 12 서울관광 확대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계 6 2 1 1 1 1

추진과제 6 : 마을관광 및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130 16 30 30 28 26

•�서울 공정 � 마을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25 5 5 5 5 5

•�관광편익 지원환원 위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15 3 3 3 3 3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원 40 8 8 8 8 8

•�자치구별 매력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지원 18 3.5 3.5 3.5 3.5 3.5

ACT 13 서울 공정 � 마을 관광센터 설치 및 마을관광 육성단 운영 소계 80 16 16 16 16 16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관광 커뮤니티 개설 25 0 7 7 6 5

•�지역관광 커뮤니티 인력구성 25 0 7 7 6 5

ACT 14 현장밀착형 지역관광 커뮤니티 조성 소계 50 0 14 14 12 10

전략 Ⅲ : 차이가 매력이 되는 관광도시 1,644 278 300 325 362 379

추진과제 7 : 도심 속 관광명소 조성 177 57 39 32 24 24

•�순례길 및 매력적인 도보코스 개발 84 53 19 4 4 4

•�도보관광코스 연계구축과 안내정보체계 개선 53 3.58 8.58 14 14 14

ACT 15 서울도심 속 도보관광 구축 소계 137 56 28 18 18 18

•�20대 M.V.P 테마코스 개발 25 1 10 8 3 3

•�(가칭)서울 언더월드 투어 (Under World Tour of Seoul) 4 0 1 1 1 1

•�핫플레이스 관광명소 코스 활성화 11 0 3.5 2.5 2.5 2.5

ACT 16 서울관광 M.V.P(Must Visit Place) 코스 조성 소계 40 1 11 15 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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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과제 사업내용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과제 8 :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개발 409 78 85 82 82 82

•�서울 속 숨은 관광지 발굴 30 6 6 6 6 6

•�시공간 결합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18 3 3 4 4 4

•�계절별 � 규모별 특색있는 축제 � 이벤트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지원
70 10 15 15 15 15

ACT 17 서울스타일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소계 118 19 24 25 25 25

•�서울 문화유산관광 체험 콘텐츠 발굴 22 3 4 5 5 5

•�에스닉 투어리즘 및 이색문화 콘텐츠 활성화 8.5 1 1.5 2 2 2

ACT 18 전통 � 현대적 요소를 반영한 서울콘텐츠 발굴 소계 31 4 5.5 7 7 7

•�서울의 ‘산과 강’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160 35 35 30 30 30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50 10 10 10 10 10

•�서울 스포츠 관광활성화 50 10 10 10 10 10

ACT 19 특수목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소계 260 55 55 50 50 50

추진과제 9 :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 1,059 143 177 211 256 273

•�MICE 유치 및 지원 강화 745 97 121 142 185 200

•�SMA 운영 및 지속 확대 60 10 11 12 13 14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108 14 19 24 25 26

ACT 20 세계 최고의 MICE 도시 도약 소계 913 121 151 178 223 240

•�한류 연계 관광 프로그램 발굴 � 운영 28 5 5.5 5.5 6 6

•�대학로 세계 공연관광 명소화 8 1 1 2 2 2

ACT 21 한류 � 공연관광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소계 36 6 6.5 7.5 8 8

•�럭셔리관광상품 민관네트워크 및 관광상품개발 8 1 1 2 2 2

•�국내 � 외 럭셔리 박람회 개최 참가 및 권역별 특화 � 홍보 마케

팅 추진
15 3 3 3 3 3

ACT 22 프리미엄 럭셔리 관광 개발자원 소계 23 4 4 5 5 5

•�신뢰감을 주는 의료관광 환경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 23 2.28 5.28 5.28 5.28 5.28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24 4.72 4.72 4.72 4.72 4.72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명소 홍보 및 연계상품 발굴 40 5 5 10 10 10

ACT 23 의료관광 확대 및 서울형 웰니스 관광 구축 소계 87 12 15 20 20 20

 구분 과제 사업내용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략 Ⅳ : 여행이 편리한 스마트 관광도시 1,513 348 324 279 282 281

추진과제 10 : 스마트관광명소 및 정보체계 구축 1,426 334 305 261 264 263

•�4차 산업 기술 활용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14 5 3 2 2 2

•�서울 스마트관광 체험센터 및 시범지역 운영 1,283 301 274 235 236 236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울관광 정보 및 예약 시스템 마련 18 5 5 3 3 2

ACT 24 스마트관광 스팟 조성 소계 1,315 311 282 240 241 240

•�IoT 기술 활용 관광지점 정보 제공 35 10 10 5 5 5

•�개별여행(FIT) 중심 관광안내체계 정비 46 5 7 10 12 12

•�관광교통서비스 혁신으로 관광지 접근성 제고 19 5.4 3.4 3.4 3.4 3.4

•�서울 시티투어버스 테마성 및 실용성 강화 10 2.1 2.1 2.1 2.1 2

ACT 25 스마트 교통관광정보체계 구축 소계 110 23 23 21 23 22

추진과제 11 : 관광객 맞춤형 편의서비스 개발 제공 87 14 19 18 18 18

•�무슬림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 17 4 4 3 3 3

•�관광객 칠드런케어 서비스 운영 9 1 2 2 2 2

•�시민과 관광객간 문화개방성 강화 12 3 3 2 2 2

ACT 26 관광객 친화서비스 개발 및 확산 소계 38 8 9 7 7 7

•�관광객 맞춤형 이동 편의성 기준개발 및 개선 17 5 3 3 3 3

•�청년 관광시설 할인제도 도입 및 운영지원 14 0 5 3 3 3

•�관광 접점에서 관광객 편의 제고 18 1 2 5 5 5

ACT 27 수요자 중심의 서울여행 편의서비스 개발 및 적용 소계 49 6 10 11 11 11

전략 Ⅴ : 글로벌 리딩 관광도시 876 166 179 177 179 182

추진과제 12 : 서울 관광의 국제적 위상 강화 442 81 93 89 89 90

•�국제관광수도연합 창립 100 20 20 20 20 20

•�관광친화도시 지표 개발 및 평가 45 5 10 10 10 10

•�서울관광 국제개발협력 추진 50 10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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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➋ ➌ ➍ ➎ ➏ ➐

 구분 과제 사업내용 총계 2019 2020 2021 2022 2023

ACT 28 글로벌 서울관광 네트워크 강화 소계 195 35 40 40 40 40

•�평화관광의 해(2019-2021) 지정 추진 10 5 5 0 0 0

•�서울-평양-개성 관광교류프로그램 개발 45 5 10 10 10 10

•�남북 스포츠관광 교류사업 추진 100 20 20 20 20 20

•�남북 식도락 관광축제 개최 50 10 10 10 10 10

ACT 29 서울 주도 남북관광 교류사업 활성화 소계 205 40 45 40 40 40

•�광역 관광협의체 구성 � 운영 10 2 2 2 2 2

•�환승관광 상품 운송수단 및 노선 확대 8.5 1 1.5 2 2 2

•�K-트래블버스 확대 운영 23 3 4 5 5 6

ACT 30 서울-지방 간 상생관광 확대 소계 42 6 7.5 9 9 10

추진과제 13 : 서울관광 글로벌 마케팅 강화 434 85 86 88 90 92

•�타켓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차별화 50 10 10 10 10 10

•�서울상징기념품 개발 및 육성 15 3 3 3 3 3

•�도쿄-베이징올림픽 연계 서울홍보마케팅 추진 6 2 1 1 1 1

•�방송매체 활용 PPL 광고 50 10 10 10 10 10

•�교역전 및 설명회 28 7 7 7 7 7

•�인플루언서 및 스타 마케팅 225 45 45 45 45 45

•�멤버쉽 사업 45 5 7 9 11 13

ACT 31 다변화 포트폴리오 마케팅 확대 소계 419 82 83 85 87 89

•�관광객 자국 내 포털사이트 및 매체활용 마케팅 10 2 2 2 2 2

•�해외 사이트와 원모어트립 연계 마케팅 추진 5 1 1 1 1 1

ACT 32 디지털 맞춤형 마케팅 전개 소계 15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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