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대응, 강원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021. 7.

강 원 도
이 영 선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캐나다
2. 훈련기관명 : SSLC

(Sprott Shaw Language College)

3. 훈련분야 : 관광
4. 훈련기간 : 2020.7.1. ~ 2021.6.30.
※ 파견기간 : 2020.12.26. ~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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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개요
명

칭

소재지
홈페이지

SSLC
(Sprott

)

Shaw Language College

120 Eglinton Ave East, 4th foor, Toronto, On, Canada M4P1E2.
http://www.studysslc.com

설립목적

▹혁신적이고 다양한 환경을 가진 국제 학교
▹체계적인 영문 교육의 증진(ESL, IELTS, Pathway, BUSINESS 등)

조

▹설립년도 : 1903년

직

▹캐나다 내 토론토, 밴쿠버, 빅토리아 등 주요도시 16개 캠퍼스 운영 중
▹개설 과정

주요기능및
연구분야

* Business Administration,
Medical English,
Pathway,
English for cabin crew,
IELTS exam prep 등
▹President-International Management
- Steve Sohn

주요인사
인적사항

▹Executive Director
- Barbara M. Godt
▹Campus Director spsp
- Toronto : Anna Kielar

박정미(Chongmi Park) 마케팅 매니져 (Marketing Director)

교섭창구

전화

1-(604) 678 8148

메일

chongmip@studysslc.com

훈련경비

CA$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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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

1. 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
가. GBE 프로그램 과정
GBE 프로그램(Global Business Specialty Program)은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영어와 프리젠테이션, 프로젝트, 실습 등을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과목 구성]
구 분

과목명

기본 과정
(영어)

* 4단계(Intro, Elementary, Intermediate, Upper-Intermediate(Adventage))
▹Communication / Speaking
▹Listening / Pronunciation
▹Grammar / Writing
▹Presentation
* 교육 컨텐츠
▹Social Media / Entertainment / International Lifestyles / Culture /
▹Health / Trends / Technology

GBE 과정

▹Building a Career and Writing Goals
▹Using Technology to Communicate
(Speaking and Writing in the Age of Technology)
▹Culture and Manners in Corporate Communication
▹Language for: Business Travel, Marketing, Finance
▹The Creative Language of Advertising
▹Entrepreneurship: Communication for Self-Employment
▹English for International Markets / Free Trade
▹Understanding Fair Trade / Business Ethics

GBE 프로그램 과정을 학생들이 수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ntermediate 과정
까지 Test에 합격해야만 자격이 부여된다. 각 단계마다 최대 3개월이 소요되며
매주 금요일마다 Speaking / Listening / Writing / Grammar / Presentation
분야를 Test하여 평균 75점 이상 득점해야 Level-Up 할 수 있다.
GBE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비즈니스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 기본 비즈니스 개념 및 절차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영어 어휘 프로그램
• 전문적 환경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 영어권 환경에서 협상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 명확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사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술 개발 프로그램
• 팀 프로젝트 연구 및 공동 작업 수행, 그룹 토론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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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평가는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Writing 평가는 주어진 주제를
문법에 맞게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여 A4용지 4~5장 분량으로 3시간내에 작성하
여제출하여야 하고, Speaking 평가는 교수와 맨투맨으로 30분 동안 교수 질문에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대답하여야 하며, Presentation 평가는 주어진 주제에
맞는 8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여야만 한다. 또한 Listening 과 Reading
평가는 주어진 시간내에 Listening 자료를 듣거나 Reading 자료를 요점 정리하여
자기 의견을 제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과 수업
학과수업은 매 강의시간 30여분 정도 교수님의 강의자료 설명 이후에 나머지
시간은 Class Activity 시간으로 학생들 각자에게 풀어야할 문제를 부여하고 각
학생들이 강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구글링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답변 문장을 작
성하여 각 학생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부 과목은 동일 주제에 대한
분임별 토론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일방 주입식 강의에 익숙했던 본인에게는 적
응하기 쉽지 않은 교육방식 이었기에, 충분한 복습과 예습을 하여야만 수업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강의는 2020년 하
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미 자리가 잡혀 있어 수업진행에 아무런 문제
가 없었다. 다만, 교수와 학생, 학생 간에 대면을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
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훈련 과정 성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캐나다 학생비자가 2020년 12월에 발급되는 관계로 학교
과정을 부득이 하게 6개월만 수강하게 되어, GBE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Intermediate과정까지 반드시 Test에 합격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하루에 수업을 6시간씩 수강하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Test를 반드시 평균 75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였기에 매일 예습, 복습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4개월
만에 합격하게 되었으며, 대학에서는 각 과정별 교수들이 매달 학생 한 명씩을
추천하여 전체 교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학생 1명을 선발하는데 3월달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되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다.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South Korea Student가 3월달의 최우수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축하해 주었을 때는 한국 유학생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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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OF THE MONTH AWARD]

[학교 Weekly Schedule 소식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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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국외훈련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
Ⅰ. 기관개요
❍ 훈 련 국 : 캐나다(토론토)
❍ 훈련기관명 : SPROTT SHAW LANGUAGE COLLEGE
❍ 인터넷 웹주소 : WWW.STUDYSSLC.COM
❍ 기타(주소 등) : 120 Eglinton Ave East, 4th foor, Toronto, On,
Canada M4P1E2.
Ⅱ. 입교교섭 자료
❍ 학교선정 및 지원(입학수속)
Ÿ 캐나다 소재 전문 유학원을 통해 훈련과제 및 내용과 연관 있는 기관
섭외 후 훈련생 입학여부 사전 협의.

❍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
Ÿ 해당 없음.(단, 훈련과제 및 연수국가 이해를 위한 어학연수 훈련 필요.)

❍ VISA관련
Ÿ 비자종류 : 학생비자(6개월)

❍ 학비관련
Ÿ 연수비용 : CA$12,000

Ⅲ. 현지생활 소개
❍ 입출국 이동경로(출발지-경로지-도착지) 및 소요시간
Ÿ 2021. 12. 26, 인천공항 → 캐나다 토론토 직항(13∼14시간)

❍ 기후, 물가수준, 전화, 전기, 인터넷 등
Ÿ 기후
한국과 비슷한 기온으로 4계절이 뚜렷하나 겨울이 10월말부터 3월말까지
5∼6개월간 겨울이 긴 편이며 겨울이 영하 30도를 웃돌 정도로 추운날씨가
많음. 겨울동안 일조량이 적고 눈이 많이 와서 활동하기 매우 불편하고 교
통이 한국보다는 지하철 노선과 버스가 적어 겨울철 개인 차량이 필요함.
토론토는 여름은 쾌적하고, 겨울은 매우 추우며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이
많고 연중 쾌청하다. 온도는 전형적으로 -8°C에서 25°C로 이며, 드물게
-17°C이하 또는 30°C이상임.
Ÿ 물가수준 : 캐나다는 최저임금 12,000원 대로 한국의 1.5배 정도 수준이며,
캐나다 1달러는 현재 900원대로 체감 물가는 비싼 편임, 외식비용은 세금
13%와 팁이 10~15% 추가되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싼 편으로 식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이 포함됨.
Ÿ 전화, 인터넷 등 : 대한민국과 유사, 이동통신이 주요 통신수단으로 인터넷과
연계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의 1.5배 정도 높음.
단 비싼 통신료에 비해 실제 서비스 및 네트워크가 매우 불안정함.

❍ 주택임차 및 비용(기숙사와 외부숙소의 장․단점 비교)
Ÿ 현재 기숙사(유학원 소유 단독주택)에 월(CAD) 1,000$ 렌트 중
< 캐나다의 주거 형태>
- 타운하우스 : 방이 3개, 화장실 2~3개, 차고 , 옆집과 벽이 붙어 있는 형태
- 콘도 : 한국의 아파트 형태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개인간 임대계약 체결함.
토론토의 다운타운 인근의 경우(방2, 화장실 2) 월 2,500~3,000불
- 단독주택 : 타운하우스보다 큰 형태로 완전히 독립된 형태이며, 월 렌트비는 3,000불 이상임

❍ 차량구입 및 운전면허증 취득. 대중교통
Ÿ 캐나다는 땅이 워낙 넓어서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발달하진 못하였지만.
유일하게 토론토의 경우 캐나다 제 1의 도시인만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는 편이며. 토론토 지하철은 교통국(TTC)에서 운영
하는 도시철도 체계로, 노선이 4개밖에 없어 이용 시 복잡하지 않으나
운행중단 및 정차 등이 빈번히 발생함.(이에 TTC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Ÿ 운전면허증 : 국제면허증 또는 토론토 온타리오주 면허증을 발급 받음.

❍ 의료보험료 소개

Ÿ 의료보험료 : 토론토 온타리오주는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OHIP)
제도를 운영하며 많은 의료보험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SSLC를 통해 파견기간 동안 실비보험을 가입하였음(보험료 : 50여만원)

❍ 세금(Tax)

Ÿ 세금 : 캐나다는 모든 물건 구입 시에 부과되는 보험이 15%, 약품 등은
18%까지도 청구되며, 식당이용 시 세금 15%+ 팁 15~18%까지 추가 부과
되어 매우 비싼 편임.

❍ 주변명소(위치, 지리, 교통편 등)

Ÿ 나이아가라, 토론토 CN타워, 카사로마, 로열박물관, 온타리오 미술관,
원더랜드, 슈거비치, 하이파크 등 지역명소가 캐나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음.
Ÿ 토론토 CN타워, 카사로마, 로열박물관 등 토론토 시내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하며, 나이아가라의 경우 토론토 시내에서 개인
차량 이용 시 1시간 반 소요됨.

※ COVID_19 관련 현지 상황
○ 캐나다 입국 후 자가격리 : 14일 (2020. 12. 26 ∼ 2021. 1. 9)
- 장 소 : 대학교에서 지정한 Home Stay
* 매일 보건국과 대학교에 체온 및 건강상태 보고

○

- PCR 검사 실시 : 1. 10 ⇒ 결과 : 음성 * North York Genetal Hospital
토론토 상황
- 캐나다 COVID_19 관련 지역별 분류 체계 : 6단계

- 온타이오주 비상사태 선포 : 21. 1. 14일부터 Stay at home
* 필수업종(식료품 구입, 약국·병원 방문)제외, 주민 모두 자택 대기 권고,
직장은 재택근무, 식당 등 배달·포장만 가능, 토론토 확진 사례 : 800명대

- 토론토 그리이존으로 이동 : 21. 3. 8일부터 Lock-down
* Lock-down 상태에서 쇼핑몰 오픈, 직장 출근, 식당 등은 배달·포장만 가능

- 온타리오주 전체 자택 대피령 시행 : 21. 4. 8일부터 Stay at home(3차 봉쇄)
* 온타리오주 확진 사례 : 3,000명대

- 온타리오주 경제재개 1단계 시행 : 21. 6. 11일부터
* 대형쇼핑몰내 입점한 업소 영업 제외, 직장 출근, 식당.술집 패티오 영업 가능 등

[사진자료]

<캐나다 코로나19 관련 지역별 색상분류 체계>

<캐나다 지하철내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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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하이파크 벗꽃축제 취소, 입장 금지>

<아시아인 협오 중단 지하철내 광고 영상>

Ⅱ

캐나다 국가개요 및 한국과의 관계

1. 일반사항
가. 국가개요
캐나다는 총 면적이 9,984,670km2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북위 41°선과 북극권 사이이 위치한다.
이중 북위60°를 기준으로 주(Province) 및 준주(Territory)로 구분된다. 북위
60°이하의 주(Province)는 헌법상 많은 자치권을 지니며, 미국 국경을 따라 동
서로 뻗어있는 띠 모양의 지역은 온대기후(캐나다 인구의 약 80% 거주)를 형성
한다. 북위 60°이상 지역은 간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뿐 인구밀도가 희박
한 한랭 지역으로서 준주(Territory)라고 부른다.
캐나다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연방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원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II세이며 총독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만 정부수반은 총리가 맡고 있다.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
(Ottawa)이며, 인구는 약 3,806만명이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
하고 있다.
[일반 현황]
위치

북미

면적

9,984,670km2 (세계 2위)

기후

온난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성양 연안)

수도

오타와(Ottawa)

인구

3,806만 명(세계 38위)

주요도시

토론토(520만), 몬트리올(361만), 벤쿠버(271만)

인종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국가(15%), 원주민(2%), 기타 혼혈(26%),
기타 아시아, 흑인, 아랍계(6%)

언어

영어(59%), 불어(23%)

종교

카톨릭(46%), 기독교(36%), 기타(18%)

건국일

1867. 7. 1.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영국 Queen Elizabeth II

총독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톤(David Lloyd Johnston)

자료 : KOTRA,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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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정부 구성 및 권한
1) 주정부 기구구성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0개 주(Province)정부와 북부지방의 3개
준주(Territory)정부로 구성되고 각 주정부의 정부형태는 연방정부의 축소판이
나, 주의회에는 상원없이 단원제로 되어 있다.
주정부 기구는 주총독(Lieutenant Governor), 주의회(Legislative Assembly),

주

수상(Premier), 내각(Cabinet), 지방법원(Provincial Court)로 구성되며 캐나다 원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3개 준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양도받아, 자치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관계
연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주의회 소관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입법권을 가지므로 연방정부의 권한이 더 강하며, 헌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주
정부는 자체헌법을 일반 입법 과정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주정부 자체내 체제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다. 그러나 실제 국정운영에 있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
하는 주정부의 독특한 자치적 성격을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의견을 중시하며,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언어‧종교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는
것이 관례이다. 사실상 주정부도 지역내 재산권 및 시민권 관련 사항, 노동문제,
사회보장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경 선교사와 학자들이 조선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
리나라와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6.25전쟁이래 60여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1993년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를 설정한 이후
2013년 수교 50주년 및 한국전 정전 60주년의 해를 맞아 양국 정부는 각각
‘한국의 해’와 ‘캐나다의 해’를 선포하였고, 2014년 캐나다 총리의 공식방
한에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시 한‧캐 FTA서명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설정으로 우호관계가 격상되었다.
캐나다에는 현재 약 23만명이 넘는 동포와 2만여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으
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보유비율이 83%에 달해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
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짧은 이민역사에 비해 급속한 성장을 이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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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캐나다 관광 행정기관 및 주요 관광정책

1. 캐나다 관광정책 주요 기관
가. 캐나다 관광 행정기관의 연혁
현재

캐나다의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캐나다

관광청

-

CTC(Canadian Tourism Commission) 이다. 1934년 캐나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관
광국(Canadian Government Travel Bureau)으로 발족하여 1975년에 관광담당차관
보가 실질적 총책임자가 되는 관광청(Tourism Canada)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외형상 산업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이 되어 정식명칭이 ISTC-TOURISM으로 바뀌
었다가 1993년부터 산업부 소속기관이 되었다. 1995년 연방정부에 의해

CTC

(Canadian Tourism Commission)가 설립되어 민과 관 반반의 성격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1년 수상 직속기관인 Crown Corporation 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여 캐나다 관광산업이 정부주도가 아닌 관광업계가 선도하는 능동적인 형
태의

캐나다

관광청으로

새단장

되었다.

소속

정부부서(NTA)인

산업부

(Department of Industry)는 산업부 외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마케
팅 활성화와 관련한 관광수익 극대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관광마케팅 전문기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공공섹터와 관광업계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나. CTC(Canadian Tourism Commission)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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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TC(Canadian Tourism Commission)의 주요 기능
CTC(Canadian Tourism Commission)는 각 주 소속 정부인사 및 관광업계의 주
요인사 등 총 2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CTC의 본사
및 지사 직원으로 구성되며 5개 주요부서로 나뉘어 운영된다.
주요업무는 캐나다의 관광브랜드 “Canada, Keep Exploring!" 개발 및 홍보(국
내․외),

관광업계 및 각 주정부 공동 캐나다 관광상품 연구 및 개발, 관광시장

전반에 걸친 각종 시장조사 및 연구 실시, 각 타깃 관광시장별 차별화된 관광마
케팅 기획, 캐나다 컨벤션 관련 업무 전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웃바운
드 시장 주력 마케팅 타깃을 아태지역으로 재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005년
본사를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캐나다 항공요충지인 밴쿠버로 이전했다.
[CTC 부서운영 현황]
① Corporate Affairs and
Corporate Secretary

HR, Communications, Board Secretariat, Legal 등 4개 팀
운영

② Financial and CFO

Finance, Procurement, IT, Administration과 ED, Business
Development 등 2개 부서로 운영

③ Sales

International, In Market Offices

④ Marketing

Geo Markets, E-Marketing, Agency Management와 Brand
Integration, Research, Product Innovation & Enhancement
등 2개 부서로 나뉨

⑤ ED, Planning &
Evaluation

Planning, Evaluation, Government Relations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행정 조직은 캐나다 전역에 13개의 지방관광청이 있다. 그
중 온타리오 주정부의 관광청 조직은, 주정부의 관광 주무부처는 관광부(Ministry
of Tourism)이며, 관광부 전체가 Ontario Tourism Board로 불리며 핵심역할을 수행
한다.
주요업무는 온타리오주의 국내․외 관광브랜드 “Yours to discover!" 개발 및 홍
보, 관광업계 및 각 지역정부 공동 관광상품 연구 및 개발, 관광시장 조사 및 연
구, 각 타깃 관광시장별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기획 및 실시, 주요 관광지 운영
및 관광산업 개발․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 및 운영이며, Huronia Historical Parks,
Port William Historical Park 등 총 2곳의 관광지와 Ontario Place Corporation,
Niagara Parks Commission, St. Clair Parks Commission, St. Lawrence Parks
Commission, Ontario Tourism Marketing Partnership Corporation(OTMPC),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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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nto Convention Centre Corporation, Ottawa Congress Centre 등 총 7개 관
광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별 관광청]
노바스코샤 관광청
http://explore.gov.ns.ca/

빅토리아 관광청
http://www.tourismvictoria.com/

매니토바주 관광청
http://www.travelmanitoba.com/

오타와 관광청
http://www.ottawatourism.ca/

서스캐처원 관광청
http://www.sasktourism.com/

위니펙 관광청
http://www.tourism.winnipeg.mb.ca/

온타리오주 관광청
http://www.tourism.gov.on.ca/

핼리팩스 관광청
http://www.meethalifax.com/

노스웨스트 관광청
http://www.nwttravel.nt.ca/

휘슬러 관광청
http://www.mywhistler.com/

뉴펀들랜드주 관광청
http://www.gov.nf.ca/tourism

브리티쉬컬럼비아 관광청
http://www.hellobc.com/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관광청
http://www.gov.pe.ca/visitorsguide/

앨버타 관광청
http://www.travelalberta.com/

리자이나 관광청
http://www.tourismregina.com/

토론토 관광청
http://www.torontotourismkorea.com/

몬트리올 관광청
http://www.tourisme-montreal.org/

라. 관광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기구 등
캐나다 관광협회[ACTA(Association of Canadian Travel Agency), http://www.
acta.ca]는 어느 정부조직에도 속한 기관 없으며, 여행사, 항공사, 관광청 등 캐
나다 관광업계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977년 설립되었
고,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된다. 지방 관광공사와의 관계에 있어 구속력은 없으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파트너이다. 또다른 관광기구로는 캐나다
여행상담사 교육기관[CITC(Canadian Institute of Travel Counsellors), http://
www.citc.ca]이 있다. 역시 정부기관에 속해 있지 않으며, 캐나다 관광 상담사(여
행사 직원 등)의 자질교육, 관련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캐나다 관광산업의 전문
화를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또
는 자격증 발급을 통한 상담사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사의 회비와 교
육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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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주요 관광정책
가. 주요 관광타깃
CTC의 관광진흥사업 추진목표는 고수익시장에 있어서의 캐나다의 관광외화
수입 점유율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에 기초한
사업계획에 의해 가능한 한 계량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관련업계의 시장에 관한
의사결정 및 상품개발에 유용한 정보 및 기술 제공하여 관련기관과 업계와의 협
력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주요 표적시장을 보면 미주에서는 미국을 1순위로, 브라질과 멕시코를
2순위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1순위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를 2순위로,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1순위는 일보, 2순위는 대만,
한국, 홍콩으로 삼고 있다.
[주요 표적국가의 소비자 시장]
국가별

표적 소비자 시장

미국

< 관광여행시장 >
∙ 은퇴노인 : 55세이상, 연간가계소득 C$40,000이상, 높은 여행성향
∙ 중년근로자 : 46-64세, 연간가계소득 C$50,000이상, 대부분이 부부만
남은 빈 둥지족 (Empty nester)
∙ 베이비붐세대: 26-45세, 연간소득 C$50,000이상(틈새시장)
<
∙
∙
∙

업무여행시장 >
협회 회의 및 컨벤션
회사 회의
포상(인센티브) 여행

유럽

∙ 스포츠 및 야외활동시장: 주로 25-34세의 남성으로 모험성 있는
상품 선호
∙ 문화 및 자연 관광시장 : 일반적으로 중년, 고학력, 토착문화 및 자연 활
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재방문객의 비율이 높음
∙ 문화 및 휴식여행시장: 압도적으로 노년 여행층이 많고 패키지투어 선호

일본

∙ 직장여성(Office Ladies) : 20-29세의 독신여성
∙ 노년/부부여행자(Silver Age/Full Moon Travellers) : 60세 이상, 함께
여행하는 부부
∙ 중년층 : 가족여행자(베이비붐세대, 학생, 노부모가 있는 부모,
비교적 함께 여행) 및 부부 여행자(45-59세)
∙ 틈새시장 : 스키어, 포상여행, 학생
∙ 모든 종류의 개별여행자

그 외 아시아, ∙ 대만의 경우 18-35세의 젊은 층
∙ 기타시장은 수익성 높은 부유한 고객층
태평양국가

- 17 -

유치대상 시장별로 관광 주제를 달리하여 관광상품을 다변화 하였다. 특히 미
국시장은 연령별, 소득별, 성향별 타깃으로 구분한 관광여행시장과 컨벤션, 인센
티브 여행 등 업무여행시장으로 구분하여 표적을 삼았고, 유럽시장은 연령대별
성향을 분석하여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넓은 공간, 골프, 캠핑, 트래킹 등의
활동성 있는 상품, 헬리스키, 개 썰매, 헬리트래킹, 급류타기 등 야성적인 모험여
행, 생태관광 및 토착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접근하였으며, 아시아
시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사계절 여행지를 부각시켰다.

나. 대표적 관광 브랜드 - “Canada. Keep Exploring”

기존의 무공해 대자연과 개척자 정신으로 대표되었던 제한적인 이미지를 탈
피, 보다 강렬하고 통합적이며, 전 세계 여행객들의 감성을 자극해 캐나다를 직
접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브랜드 의의)

Keep Exploring은 단순히 캐나다를 하나의 관광지로 규정짓

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스스로 그들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창조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또한 Keep Exploring은 캐나다의 모든 것
이 “탐험”의 대상이 된다는 데서 캐나다의 다양함을 포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Keep Exploring 뒤에 도시 이름을 붙으면 그 도시에 대한 탐험이 되고, 축
제가 붙으면 축제에 대한 탐험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브랜드 목표)

캐나다의 관광업계와 공유될 예정이며, 관광산업의 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새로운 브랜드를 앞세워 향후 5년간
전 세계 핵심 시장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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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관광진흥사업
관광 진흥을 위한 캐나다 관광청의 홍보사업은 크게 3단계의 변천과정을 거
쳤는데 1930년부터 1970년까지 일반적인 국가인지도 향상과 관광정보제공에 주
력한 1단계,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광고 및 유치단 파견과 관광정보
제공에 주력한 2단계, 1980년대 중반이후 관광정보 제공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
하고 관민 합동 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합동의 광고 및 관광 교역전 참가에
주력하며 여행안내 간행물도 지방관광정부에서 전담 발행하기 시작한 3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홍보사업으로는‘Rendez-Vous Canada' 인바운드 교역전1)을 개최하고, 한국,
대만, 동남아 등 잠재시장을 대상 관광유치단 파견, 해외 소비자 및 업계 대상
관광 교역전 참가, 민간 및 공공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별 협력위원회
(Partnership Committee)를 통한 각 지역시장 대상 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하고,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Incentive Travel House)들과의 마케팅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인센티브 여행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세미나를 개최하여 국가, 지역, 분야
별 관광협회들과의 협력사업으로서 관광업계의 현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하고, 관광인력 양성을 위해 캐나다 관광 인력위원회(Canadaian Tourism Human
Resource Council) 업무지원을 통해 국제 및 국가적 교육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Program)을 통해 중소규모 관광업체의 업무개선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운영 지원을 위한 매뉴얼(‘HOW TO' Manual)
을 제작, 배포하여 관광시장별 상품개발 방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라. 관광산업 지원책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크게 관광시설을 포함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충 숙박 및 교통여건 개선, 관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관광 종사원 교육기관 설립과 관광
사업체 지도감독 등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지원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다.
1)

국내관광업자 700여사, 외국 관광업자 300여사 참가, ‘Festival Showcase 95'라는 행사를 통
해 처음으로 캐나다의 각종 페스티발 및 이벤트를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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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관광산업 지원정책]
관광시설의 질적 수준
- 관광시설을 포함한 관광
자원의 개발 및 확충
- 호텔 신․개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숙박시설 등급 표시제
실시
-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캠핑 장려를 위한
RV시설 확충
- 숙박 및 교통시설에 대한
컴퓨터 예약시스템 도입

관광상품의 질적 수준

관광서비스의 수준

- 여론 조사, 관광객 등을 - 관광 종사원 교육
통한 관광통계자료 수집
․ 교육 훈련 과정의 시행
-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민
및 세미나 개최
간부문에 한하여 전체 프
․ 호텔학교 및 관광교육
로젝트 비용의 50% 이내
기관의 설립
로 유상지원
- 관광사업체 지도 및 감독
- 자연자원 중심에서
․ 호텔사업법령의 입안 및
레저․유흥시설 확충
적용
- 국제관광 목적지화 및
․ 호텔 및 요식업체 영업
특화관광상품 개발
기준의 설정
-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인바운드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여행 도소
매업을 지원하는 유무상
정책실시
- 주요 고속도로 분기점 및
대형 쇼핑몰 등 대형운집
장소에 관광안내센터 운영

마.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 및 활동
1) 관광정보 팩키지와 비디오제작
온타리오 관광․레크리에이션청(Ontario Ministry of Tourism and Recreation)은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광의 중요성을 서술하는 정보 팩케지를 개
발했다. 또한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학교, 관공서 등에서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는 비디오를 제작하였다.

2) 관광영향에 대한 경제적 모델(economic model)개발
캐나다 공원국(Canadian Park Service)은 공원의 경제적 영향력을 명확히 제시
하기 위해서 국가적, 지방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의 공원 경제모델을 개발하
였다. 이 모델은 신공원의 개발에 있어서의 기획활동, 이미지창조, 협상 등을 위
한 국가예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앨버타주정부는(Government of
Alberta agency)는 주요 박물관과 유적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활동의 경
제적 중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캐나다공원국의 지역경제영향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그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적지방문에 의한 부산물인
방문객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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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인식의 날 및 주간(tourism awareness days and weeks)
관광인식의 날 및 주간을 지정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광자들이 그들 지
역에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의 기획으로
다양한 산업의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되고 장래의 협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끈다.

바. 캐나다의 주요행사 및 축제

1월

2월

5월

6월

7월

8월

축제명
오카나간 와인 페스티발 (Okanagan Wine Festival)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오카나간, 1월24일~27일
온화한 기후와 호수가 유명한 오카나간에서 1,5,10월 3차례 열린다.
오타와 윈터루드(Ottawa Winterlude)
-온타리오주 오타와, 2월1-3일, 8일-10일, 15-17일
세계에서 가장 긴 천연 스케이트장 리도 운하의 겨울축제
퀘벡윈터카니발(Mr. Christie's Quebec Winter Carnival)
-퀘벡주 퀘벡시, 2월1-17일 세계 최대의 겨울 축제.
북미의 파리 퀘벡에서 스노우 배스, 빙벽타기 등 화려한 겨울행사
몬트리올 하이 라이츠 페스티발 (Montreal High Lights Festival)
-퀘벡주 몬트리올, 2월 14일 - 3월 3일
갖가지 고급 음식과 축제기간 내내 다양한 퍼포먼스 연출
튤립페스티벌(Canadian Tulip Festival)
-온타리오주 오타와, 5월3-20일
네덜란드에서 매년 1만개 이상의 구근을 캐나다로 보낸 데서 시작
샤롯데타운 페스티발 (The Charlottetown Festival)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5월 29일-10월 12일
소설 빨강머리 앤의 배경이 된 곳, 뮤지컬 빨강머리 앤(Anne of
Green Gables)을 관람할 수 있다.
몬트리올 국제재즈페스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e Jazz de Montreal)
-퀘벡주 몬트리올, 6월27일-7월7일
전 세계의 재즈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음악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Calgary Exhibition & Stampede)
-알버타주캘거리, 7월5일-14일
역마차 경주 등 캐나다 서부 카우보이 행사와 전시회가 열림
몰슨인디 (Molson Indy) -온타리오주 토론토, 7월5-7일
토론토 Exhibition Place에서 펼쳐지는 스릴 넘치는 자동차 경주
퀘벡 여름 축제(Quebec City Summer Festival)
-퀘벡주 퀘벡시, 7월4일-14일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여름 축제로 세계 각국에서 온 예술가들이
11일 동안 공연을 펼침
카리바나 (Caribana) -온타리오주 토론토, 8월
토론토 중심가에서 열리는 화려한 카리브식 축제

사이트
www.owfs.com
www.canadascap
ital.gc.ca/winterlu
de
www.carnaval.qc
.ca
www.montrealhig
hlights.com
www.tulipfestival.
ca
www.confederati
oncentre.com
www.montrealjaz
zfest.com
www.calgarysta
mpede.com
www.molsonindy.
com
www.infofestival.
com
www.toronto.co
m/caribana

에드먼튼 헤리티지 페스티발 (Edmonton Heritage Festival)
-알버타주 에드먼튼, 8월 3-5일
6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이 각각 전통음식, 전통무용을 선보임.

9월

나이아가라 그레이프 & 와인 페스티발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써린즈 & 나이아가라 지역, 9월 20-29일
와인 양조장 방문, 와인 시음회, 와인세미나 등 100개 이상의 행사

12월

부차드가든의 크리스마스(Christmas Time in Butchart Gardens)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 12월초-1월6일
butchartgardens.
600만평에 이르는 대정원 부차드가든 전체가 거대한 크리스마스트 bc.ca/butchart
리로 변하는 장관(壯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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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rapeandwi
ne.com

사. 캐나다 관광정책의 시사점
최대 관광시장인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는 1950~60년대 세계 2, 3위의 우수
관광 목적지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세계 10대 관광지였지만 주요 관광객이
었던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감소, X세대 등장 등 시장변화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현재 20위권으로 떨어짐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을 통해 2020년 세계 10
위권 관광목적지로서 재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다.
캐나다 관광청은 2015년까지의 관광산업의 경제기여도 1,000억불 달성을 위
한 중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둔 전략들
을 구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캐나다 관광청과 민간의 마케팅 효과
를 극대화 하기 위해 관광관련 장관협의체(the Canadian Council of Tourism
Ministers)를 구성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항공 경
쟁력강화를 위해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에서는 비자발급 및 입국 심
사 개선 정책의 실행을 통해 해외 관광객이 캐나다를 방문 시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관광산업진흥을 뒷받침할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캐나다 관광인적자원협의회(Canadian Tourism Human Resource Council CTHRC)는 기존의

인재 양성프로그램 강화와 국제 관광관련기구와의 협약을 통

해 국제 인증 교육프로그램(e.g. 이벤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Certified Event
Management Professional - CEMP)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관광정책의 실행과정에서의 특이점은 관광객 유치 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순위가 민간 기업과 관련 협회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 구조의 협의
대상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것이다. 민간 기관들을 다양한 정책 결정기구와 실행과정에 참
여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이러
한 하나 된 노력들이 캐나다 관광산업 목표달성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효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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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최근 관광시장 동향
가. 인바운드 관광정책 변화
올해 들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해외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
지만 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럽여행위원회(ETC) 등 국제관광기구들은 해외
관광 수요가 단거리 시장 위주로 금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겠지만 지속되는 이동
제한, 거듭되는 바이러스 유행, 여행 심리 위축 등으로 전반적인 해외 관광시장
은 매우 더디게 회복되어 적어도 2023년도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의 회
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관광청은 금년 2월부터 인도와 한국사무소를 통한 기존 마
케팅 및 홍보활동을 연락소 형태로 축소 운영중이다. 캐나다관광청은 캐나다 인
바운드 시장 상위 10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지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9년 기준
캐나다 인바운드 시장 상위 10개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멕시코, 독
일, 인도, 호주, 일본, 한국 순이었다. 그동안 전세계 관광산업 위축에 따라 세이
셸관광청, 라스베이거스관광청 등 한국에서 활동하던 해외관광청이 운영을 중단
한 바 있고, 관광이 정상 수준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마케팅 예산과 활동을 축소한
관광청들도 여럿이지만 캐나다처럼 굵직한 NTO(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가 한국사무소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캐나다관광청은

1990년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한국지사 체제까지 활동 영
역을 확대해왔고 2015년 1월부터 AL마케팅&커뮤니케이션즈에서 한국사무소
운영을 맡아왔다.

나. 최근, 관광시장 동향
❍ 캐나다 8월 중순 미국인 입국. 9월초 외국인 여행 허용 검토 중으로 발표(7.16 발표)
- 캐나다, 8월 중순부터 백신접종 완료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한해
비필수 목적 입국 허용
- 현재 백신접종률과 공공보건 상황 고려시 9월부터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에 국경 개방 가능한 것으로 발표
* 캐나다는 2020년 3월 21부터 미국인의 비필수 목적 입국 금지 중
* 캐나다 12세 이상 국민 79% 이상이 1차 접종 완료, 55% 이상이 2차 접종완료(7.18)
* 백신접종 완료 캐나다인, 유학생 등의 호텔격리 의무화 및 14일 자가격
리조치 면제(7.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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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재개 현황(7.18 기준)
구 분

내 용

국내

• 에어캐나다, 지역노선 수십개 운항 중지 발표
• 대서양 연안 4개 주로의 여행제한(업무, 의료, 생필품 조달 목적은 예외)
• 트래블버블(대서양 연안 4개 주) 방문시 4개주 이외 지역에서의 방문자는
2주 격리, 4개 주 간에는 자유 이동
• 온타리오주, 이웃하는 타주(퀘벡, 마니토바주)와의 이동 재개 발표(6.16)
- 지난 20.4월 금지되었던 2개 주간 이동을 필수목적 방문이 아닌
경우에도 육로 및 수로 경계 개방. 격리도 불필요

인바운드

• 캐나다 국경 폐쇄(외국인 입국 규제) 유지(’20.3.18~)
• 캐나다-미국 육로국경 봉쇄(’20.3.21~’21.7.21)
*필수목적 국경통과로 제한(식품, 의약품, 기타중요풍목 유통)
• 모든 해외입국자(자국민 포함) 코로나-19 증상여부 관계없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20.4.1~)
•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21.11.21~)
• 모든 입국자(자국민 포함, 5세 이상) 대상 PCR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21.1.7~) * 도착 14일~90일 사이 코로나19 양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됨
• 모든 입국자는 입국시 PCR테스트의무화, 정부지정 호텔 의무격리(3일),
검사결과 음성시 자택 격리, 양성시 정부지정 시설서 격리 발표(2.22⁓)
- 공항도착시 PCR검사후 격리 8일차 PCR자가검사(4.23부터)
* 기존에는 격리 10일차에 검사(도착시 받은 검사키트 활용, 검사후 연구소로 송부)
• 국제선은 4개 공항으로 제한(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 미국 육로국경 통과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도입(2.15~)
• 인도, 파키스탄발 항공기 입항 금지(4.22, 11:30PM부터 ~6.21)
• 인도발 항공기 입항금지 연장(’21.4.22.~7.21.)
• 캐나다 입국규제 완화 1단계 시행(’21.7.5.11:59PM부터)
- 백신접종완료자 3일호텔 격리 포함 14일 격리면제, 도착8일차 검사면제
- 대상자 한정(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기존 입국 가능 일부 대상자)
• 21.8월 중순 캐나다-미국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 미국인 대상)(7.19발표)
• 21.9월국제관광객에 캐나다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자대상)(7.16발표)

아웃
바운드

• 加정부, 모든 비필수(non-essential)목적 해외여행 자제 권고(20.3.14~)
•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크루즈여행 금지
• 하와이, 캐나다인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시 2주 격리 면제
* 20년 11월 캐나다인 하와이 방문객 약 5천명
• ‘20.1월~10월 해외여행 860만건(’19 동기 2,820만건 대비 69% 감소)
• 모든 Sun Destinations(멕시코와 모든 카리브해국) 여행금지 및
항공편 금지(1.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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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시장의 변화
가. 국제 관광시장의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영업중지, 여행금지, 자가격리, 재택
근무 등의 감염병 확산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야
기 하였다. 특히, 2020년 2월 24일부터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단행한 입국 금지와 제한 등 광범위한 여행 제한조치가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국가간 관광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제 관광객이 6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2%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유럽–66%, 미주 –
55%, 아프리카 –57%, 중동 –57%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가 전년대비 83% 감소, 지중해연안 남유럽은 72%의
감소세를 보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국제관광 회복 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NWTO에서 2020년 8월에
발표한 시나리오에서는 국제관광 시장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2.5~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 국내 관광시장의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관광
시장 및 관광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뿐만 아니라 국민
들의 국내관광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2020년 9월까지를 기준으로 방한관광객
및 국민 해외여행객은 전년대비 각각 82.0%, 83.3% 급감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이 평균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관광 시장도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경 폐쇄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요 관광기업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
종사원의 고용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관광 시장의 회복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기상황을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기업이

- 25 -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감염병이 5~6년 주기로 발생하면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
반복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 추세, 관광산업 피해규모 등에 관한
정책 자료의 체계화는 유사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향후 관광정책의 전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 우리나라 관광시장 영향
가. 국제 관광시장에 따른 영향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국제관광시장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및 위험지역 기피 현상에 따른 여행 수요 감소, 목적지 전환 등이 관찰되
었다. 특히, 전 세계 163개 국가와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이
55개(중국 30개 지역 포함)에 이르고 있어 방한 관광시장은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이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233만 명으로 전년동기의
1,293만 명 대비 82.0% 감소하였으며, 2월 이후 95%정도 감소 추세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바운드 동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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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해외여행 시장 또한 크게 위축되었는데,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
민해외여행객 수는 약 405만 명으로 전년동기의 2,213만 명 대비 81.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한 외래관광객과 국민해외여행객이 모두 감소하면서 2020
년 하반기 국제선 항공여객 수 또한 전년동기대비 97%정도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바운드 동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시장 동향을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과거 감염병 발생 사례와 비교를 통해 향후 코로나
19 종식에 따른 시장 회복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사스는 2003년 3월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7월 대만을
마지막으로 종식이 선언되었다. 사스로 인한 방한 외래관광객 수 감소 규모는 9개
월 간 약 66만 명(-15.9%)로 나타나는데, 사스 확산기간(3~7월) 중 방한 외래관광
객은 약 53만 명(-24.4%) 감소하였다. 영향은 사스 종식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인
바운드 감소 영향이 4개월(8~11월) 간 계속되어 외래관광객 약 12만 명(-6.4%)이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마지막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2015년 7월 28일까지 약 3개월 간 지속되었으며, 동년 5월부터 9월
까지 약 5개월 간 약 158만 명(전년대비 –24.0%)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 감소를
기록하였다. 특히, 메르스 확산기간(5~7월) 중 약 115만 명(전년대비 –29.8%)의
외래관광객이 감소하고, 메르스 종식 이후에도 2개월(8~9월) 간 영향이 지속되면서
약 42만 명(전년대비 –15.7%) 추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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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방한 외래관광객 증감률 비교]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과거 감염병 확산 사례에서는 감염병의 확산에서 종식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정상화 되었으나, 코로나19는 확산기간이
길고 종식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우며, 국제관광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위기상황이 종식되면 빠른 회복탄력
성을 나타내는 점과 관광 수요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완충기간이 존재하는 점
등은 감염병의 영향에 따른 공통적인 특성으로 정부의 관광시장 지원 대책과 연
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나. 국내 관광시장의 영향
코로나19의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지역 관광수요에도 양적, 질적
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관광지점 입장객수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1월 20일) 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관광지점 월평균 입장객수는 2020년
1월 46,216명으로 지난3년 평균 동월 49,216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월
에는 26,082명 수준을 기록하며 지난 3년 평균 동월 47,173명 대비 –44.71% 급감
하였다. 이후 대구 경북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2월 18일 부터)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2월 20일)하면서, 3월과 4월에는 각각 26,453명, 15,183명으로, 지난
3년 평균 동월의 57,269명, 30,881명 대비 각각 –53.81%, -50.83%까지 감소하였다.
입장객수은 5월과 6월에도 20,472명, 16,007명으로 지난3년 평균 동월의 35,431명,
26,939명 대비 각각 –42.22%, -40.5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물론 큰 폭의 감소
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3월 22일)되고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돌파(4월 3일)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4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감소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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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7월 이후의 입장객 통계가 추가되어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3년 평균 동월 대비
–40% 수준에서 감소폭이 유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전국 주요관광지점 평균 입장객수의 지난3년 동월 평균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한편 관광지점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 유형 입장객수가 특히 큰 폭으로 감소
했다. 자연 및 생태환경 유형과 관광장소 및 시설 유형 또한 대폭 감소했으나,
문화 유형 입장객수의 감소폭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자연 및 생태환경 유형의
경우 입장객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방문 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부담
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다. 관광장소 및 시설의 경우, 골프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골프장의 입장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아 전체적인 감소폭
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골프장 또한 입장객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점에 비해 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광역시도별 분석 결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첫 확진자가 발생
(1월 20일) 한 뒤 가장 큰폭으로 입장객수가 감소된 곳은 수도권인 서울·인천·
경기였다. 지난3년 평균 동월대비 2월 –63.10%, 3월 –61.70% 수준으로 입장객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3월 22일)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인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지역의 입장객수
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광주·전남 4월 –61.18%, 7월 –65.40%, 부산·울산·

- 29 -

경남 4월 –64.95%, 5월 –54.84%, 대전·충남 4월 -65.82%, -5월 56.78%로 감소하
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4월~6월 데이터 부재로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감
소폭은 마찬가지로 컸을 것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인 대
구경북 지역의 경우,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입장객 수 감소폭이 적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 에서 활용된 대부분의 관광지점이 입장객 밀도가 낮은 유형의 지
점들로, 예를 들어 소수서원, 송소고택, 문장대, 주산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광역시도에서 5월 들어 지난3년 평균 동월 대비 감소 추세가 소폭
완화되고, 6월 들어 일정 정도 수준에서 감소폭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월 이후의 입장객수 통계가 추가되어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나 현
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3년 평균 동월대비 –40% 수준에서
감소폭이 유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코로나19 광역시도별 주요관광지점 평균 입장객수의 지난3년 동월 평균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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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에 따른 관광트랜드 변화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트렌드 변화는 다양한 분
야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 관광분야 영향에 대해서는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개별관
광의 증가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광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관광객 분
산 시스템 개발 그리고 온라인 홍보마케팅 확대를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대응
과제로 보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기술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및 온라인의 영향
력이 관광분야에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디
지털 및 온라인 기반의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정책 시급성과 중요도
가 높은 과제로 평가하였다.
셋째, 경제트렌드 변화와 관련하여 관광분야의 영향 정도와 지속가능성이 높
은 항목으로 관광소비의 양극화 심화가 꼽혔으나 이에 대한 관광정책 대응의 시
급성과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대신 관광산업의 위기관리 대응
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
제들이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넷째, 환경트렌드 변화 중에서 청정한 자연환경/야외공간 선호 증가 항목보다는
전염병 위협에 대한 민감성 증가 항목이 관광분야의 영향 정도와 지속가능성 그
리고 관광정책의 대응 시급성과 중요도 측면에서 대부분 높게 평가되었다. 즉,
관광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관리, 안전·방역의 영향 및 정책 대응이
관광수요 변화의 영향 및 정책 대응보다 더 높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정치트렌드 변화의 관광분야 영향 관련해서는 국제관광 영역 중 안전
한 국가 위주의 관광활동 증가가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관광정책의 대응 시
급성과 중요도 측면에서는 관광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과제를 높게
평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 전망 분석]

구 분

관광분야의 영향 정도와 지속가능성

사회트랜드 高 • 소규모 개별관광객 여행활동 증가
변화
低

• 여행을 다른 여가활동으로 대체,
랜선여행 관광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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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의 대응 시급성과 중요도
• 소규모 개별관광 확대에 따른 지
역의 관광안전 관리체계 강화, 관
高 광객 밀집도 측정 및 분산 시스템
개발, 온라인 중심의 관광 홍보마
케팅 확대
低 • 랜선여행 콘텐츠 개발 지원

구 분

광분야의 영향 정도와 지속가능성

관광정책의 대응 시급성과 중요도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관
• OTA 중심의 온라인 관광플랫폼
광 R&D 및 사업화 지원,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 관광분야 디지털 결제
심의 관광시장 분석 기능 강화, 디
高 수요 증가 및 시장 확대, 관광산업 高
지털 융합형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의 디지털 전환 요구 증가, 온라인
위한 규제 개선, 디지털 경제에 대
기술트랜드
관광 홍보마케팅 확산
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인력 지원
변화
• 관광객의 개인정보 문제 대두, 관
低 광산업 일자리의 기술대체 현상 가 低 • 관광관련 IT 표준 마련
속화

高 • 관광소비의 양극화 심화

• 관광산업 위기관리를 위한 재원
확충, 관광분야 일자리 확충 지원,
高
관광산업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
관광산업 통계 강화

低 • 대규모 관광 개발 관련 투자 감소

低

경제트랜드
변화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관광기
회 확대

• 관광시설 및 관광지의 위생·안전
• 관광산업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 강화, 관광객 및 관광기업의
高
高 및 강화, 관광시설 및 관광지의 위
안전·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 아웃
생·안전관리 강화 지원
도어형 관광수요 확대
환경트랜드
변화

• 자연 중심의 관광 소외지역의 관
• 생태관광·농촌관광 수요 증가, 지
광수용 태세 개선, 건강·힐링 관련
역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
低
低 관광지 육성 지원 및 관광상품 활
완화 요구 증가, 관광목적지 선택
성화, 캠핑 등 야외 관광활동 증가
시 공공의료 수준의 중요성 증대
에 따른 관련시설 확충

高 • 안전한 국가 위주의 관광활동 증가

高

• 관광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
계 구축

정치트랜드
변화

• 방역체계 강화에 따른 국제관광의
低 익명성 파괴 위협, 관광시장 개방 低 • 국제관광기구와의 협력 확대
행위의 정치적 외교수단화 우려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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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분야 지원 정책 사례
가. 해외 관광분야 지원 정책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관광 시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적으로 관광산업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어려움 타개를 위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광산업 지원 정책 사례를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 (기업 유동성 및 대출 지원) 총 5천억 달러의 대출 보증 및 투자 제공,
기존 재난융자제도(Disaster Loan Scheme)를 코로나19에도 적용
- 미 재무부는 5천억 달러의 대출 보증 및 투자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중
250억 달러는 여객항공운송업체에, 40억 달러는 화물항공운송업체에,
그리고 160억 달러는 국가안보분야 사업에 할당함
- 정부는 또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존에
수립된 재난융자제도(Disaster Loan Scheme)을 적용함
- 또한, Main Street Lending Program을 통해 최대10,000명의 직원을 고용
하거나 25억 달러 미만의 수입을 가진 회사에 4년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재정 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기타 지원) 신규 경기부양책에 항공산업에 대한 임금과 복리후생비 지원 포함
- 신규 경기부양책에는 항공산업에 대한 320억 달러의 임금과 복리후생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여객항공사 250억 달러, 화물항공사 40억 달러, 산업계약업체(케이터링,
수하물, 발권 및 청소 업체 등) 3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2) 영국
❍ (세제 지원) 과세표준가액(rateable value) 51,000파운드 미만 기업의 2020년
사업세(business rates) 폐지, 부가가치세 납부 6월까지 연기
- 정부는 과세표준가액(rateable value)이 52,000파운드 미만인 기업에 대해
2020년 사업세(business rate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레저
및 접객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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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6월 말까지 전 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되었음
❍ (노동자 보호) 지역 관광조직 지원을 위한 130만 파운드 규모의 신규 긴급
펀드 조성, 휴직‧휴가 노동자 월 임금의 80%까지 지원
- 영국 정부는 지역의 관광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130만 파운드 규모의 신규
긴급펀드를 조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DMO에 고용 유지
지원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에 따라 6월 말까지 2명의 직원에
대해 최대 5,000파운드와 2,500파운드의 운영 비용을 지원함
- 코로나바이러스 고용 유지 지원책(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은
사업체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휴직이나 휴가를 보내는
경우 월 임금의 80%, 최대 2,500파운드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정부는 새로운 자영업소득지원제도(Self-Employed Income Support Scheme)을
수립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자영업자에게 3년간 월 평균 거래 수익의 80%
(3개월 간 최대 2,500파운드)에 해당하는 현금 보조금을 지원함
❍ (기타 정책) 관광 장관 ‘코브라(COBRA)’에 참석, 항공 여객 서비스 보호를
위한 570만 파운드 투자 발표
- 관광 장관이 영국의 국가안보전략회의인‘코브라(COBRA)’회의에 참석함
- 정부는 5월 1일 영국(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간
항공 여객 서비스 보호를 위해 570만 파운드 투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항공사와 공항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노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3) 스페인
❍ (기업 유동성 및 대출 지원) 자영업자 및 관광기업을 위한 ICO 보증의 4억
유로 금융지원을 발표함
- 스페인 정부는 운송회사, 택시, 호텔, 레스토랑, 렌터카, 여행사, 박물관 등
스페인의 관광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보증공사(ICO)의 보증으로 4억
유로의 금융지원을 발표함
- 기업(개인사업자)에게 1.5%의 고정금리로 4년까지 최대 500,000 유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공사(ICO)가 고객 리스크의 최대 50%까지 보증함
(4) 이탈리아
❍ (세제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세금 납부 유예, 연매출 2억 5천만 유로
미만인 모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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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경제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세금납부를 유예
시켰으며, 3월 8일~ 5월 31일에 만료되는 모든 세금을 유예시킴
- 또한, 추가 조치로 연간 매출액이 2억 5천만 유로 미만인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으며, 호텔과 해변리조트는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노동자 보호)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소득 지원 및 휴일 보너스 지급
- 이탈리아 정부는“이탈리아를 치유하자(Italy Cure)” 법률명령의 일환으로
고용 및 노동자 지원에 35억 유로, 국가보건의료시스템 강화에 35억 유로를
투입함
- 5월 13일 추가 발표된 조치로 기존 실업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254억 유로를
배정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최대 800 유로의 “긴급소득(emergency
income)”을 도입하고, 관광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0 유로의
“휴일보너스(holiday bonus)”를 지급함
❍ (기업 유동성 및 대출 지원) 관광산업 지원에 20억 유로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4천억 유로 지원
-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5월 13일 550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20억 유로를 배정함
- 또한, 4월 6일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4천억 유로 규모의 긴급 행정명령을 승인하여, 기업의 은행 융자 보증에
2천억 유로를 투입하고, 수출 진흥을 위해서도 2천억 유로를 지원함
❍ (기타 지원) 어려움에 처한 항공산업을 위해 5억 유로를 투입하여 알리탈리아
항공(Alitalia)의 국유화 추진

나. 우리나라 관광분야 지원 정책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
융지원, 세제지원, 지역․고용지원, 방역․상담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특히, 문화
체육관광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
융자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 상환을 1년 연장하는 등 긴급 금융지원을 통해
(2020. 2. 17.)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12)하는 한편, 국세 및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체 위기 극복을 모색하였다. 또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을‘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완화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확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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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선정기업 수와 사업화 자
금을 증액하는 등 관광사업체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였 으며, 개
별 관광사업체의 영업중단 및 분쟁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광기업 지원
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호텔등급평가 심사 유예, 재정비 기간 중 관광
업계 종사원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 추세가 완화되고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한 4월 말 이후에는
안전여행 가이드를 발간 및 국민관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얼
어붙은 여행심리를 환기하고 내수 촉진 및 국내관광 시장 회복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였다. 또한 5월에는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및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발표( 2020.
05.26.)하였고, 하반기에는 2020 특별 여행주간 운영,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지원
대상(8→12만 명)을 확대, 그리고 관광부문 소비쿠폰 발행을 추진하는 등 여행심리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요 회복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8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의 초입으로 의심되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광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 (세정 지원) 자영업자,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내국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확진(격리)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에 대해서도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 지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대기업 2/3)을 지원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함
❍ (금융 지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용 1~8등급 관광사업체에는 총 1,00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 시행중인 관광
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도 4,450억원에서 5,25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1년간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를 유예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12조원 초저금리(1.5%)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함
❍ (기타 지원) 감염병 경보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하여 기존 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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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자체별 관광분야 지원 정책
지자체의 관광업계 지원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 안심
관광, 지역관광 수요회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홍보비 지원이다.
첫째, 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크게는 자금지원과 일자리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금지원은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특별융자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 피해가 큰 관광업종 대상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의 영세한
관광업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한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일자리지원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가이드 등 관광업종 종사자 중 실직자 또는
무급휴가자 대상으로 관광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용을
선지급하거나, 청년인턴십을 통한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안심관광 사업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 목적으로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관광업계 방역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청정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지 발굴 및 홍보 등 추진
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업 안심관광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안심관광 캠
페인 전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방역활동 등을 펼치고, 관광객의 안심도를 높
이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비대면 안심 관광지(상품)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안심
관광 보험, 발열체크 등 방역서비스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함께 모색
해나가고 있다.
셋째, 관광사업체 홍보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
업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홈페이지, SNS제작·홍보·
광고비 등), 오프라인(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광고비),
홍보물품 제작, 상품판매 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➊ 관광업계 지원대책
<위기극복>
서울특별시의 관광업계 지원대책은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 세 가지 업종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첫째, 여행업 지원대책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여행
업계를 지원하고자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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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업종, 규모, 업력 등 기준으로 정하였다. 업종기준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이다.
규모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30억 이하)으로 판단하여 마련하였다. 업력 기준은 2019.1.1. 이전 여행업 운영
업체로 한정하였다. 둘째, 호텔업 지원대책은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400개 호텔업소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관광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호텔업소 400개사 대상으로 업종기준, 지원기준
등으로 정하였다. 업종기준은 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호텔업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이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현재 계속 운영
중인 서울 소재 등록 호텔이다.
<홍보지원>
마이스업 지원대책은 서울소재 MICE 유관기업 500개사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MICE 트랜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즉시 MICE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선정된 업체당 5백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로,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 기획업체, ㉡ 전시산업발전법상 등록된 전시 기획업체, ㉢ 전시
디자인설치업체, 전시서비스업체 (전시장 지정업체 등록확인증 발급 가능업체),
㉣ 한국MICE협회 및 SMA 회원사(유니크베뉴 분과, 지원 분과 (운수송, 엔터테인먼트,
MICE서비스))이다. 여기서 제외업종은 회의 및 전시시설, 컨벤션센터, 교육기관,
여행사, 항공사, 대기업, 국공립시설, 호텔 등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 지속
가능한 MICE 행사의 기획 및 운영 관련 콘텐츠 개발비(예시, 친환경 MICE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안 등), ㉡ 사회재난 위기 대응 방안 기획 및 역량 강화비
(예시, 안전한 MICE 개최지 서울 조성방안,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위기관리교육 등),
㉢ MICE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비(예시, MICE
참가자 휴식 프로그램, ICT 기반의 참가자 편의 확대 프로그램 등), ㉣ 기타 MICE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비 등(예시, 전문가 활용 비용,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홍보물 제작, 회의, 설명회, 시연 및 관련 F&B, 공연장 대관 비용
등)이다.

➋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서울특별시의 지역관광활성화 대책은 핵심방향을 설정한 후, 단계별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핵심방향으로 관광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관광업계 긴급지원
과 더불어‘안전한 서울’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관광수요 창출로 침체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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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회복해, 관광시장 다변화 등 관광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계별 방향은 1단계‘대응’(업계지원 등)→ 2단계‘회복’(관광수요 확대)→ 3
단계‘도약’(관광생태계 강화)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세부 대책을 적극 추진 하
는데 있다.

2) 경기도
➊ 관광업계 지원대책
<위기극복>
경기도의 관광업계 지원대책은 도내 관광업계 880여개사 대상으로 33억 8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관광업계 지원대책 중 위기극복 사업은 관광업계 고용지원,
관광업계 영업지원 등이 있다. 첫째, 관광업계 고용지원 사업은 인건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액 지원을 통해 관광업계 종사자 고용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내 관광사업체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포함) 등 4대 보험료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2020년 3월~9월) 중
3개월, 업체당 최대 5명 한도 또는 종업원 1인당 월 최대 200천원 한도에서 4대
보험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관광업계
영업지원은 10월 경기도 관광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관광
사업체에 영업비용 직접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사업 예산 절감분을 이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사업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경계
단계 발령이후(2020년 1월 27일)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11월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급내역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급 할 예정이다.
<홍보지원>
경기도의 관광업계 지원대책 중 홍보지원 사업은 관광업계 체질개선, 마이스
경쟁력 강화, 민관 공동프로모션 사업 등이 있다. 첫째, 관광업계 체질개선 사업은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이후 관광활성화 준비 및 홍보마케팅 지
원을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내 관광사업체 150개소 대상
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업계 경쟁력 강화 및 관광수요 창출ㆍ관광객 유치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전산개발) 홈페이지 개발ㆍ리뉴얼비,
예약시스템 구축비 ㉡ (안내체계) 외국어 안내표지판ㆍ메뉴판 제작비, 피난표지
제작비 등 ㉢ (역량강화) 종사자 직무 교육(환대서비스ㆍ외국어 등) ㉣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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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홍보영상,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 (상품기획ㆍ개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OTA에 업로드하는 비용 등 ㉥ (콘텐츠 송출) 홍보영상 송출비용, 미디어콘텐츠
업로드 비용 등 ㉦ (홍보마케팅) 홍보브로셔 제작비, 언론광고비, 관광객 유치
이벤트비 등이다. 11월 현재 170여개사가 접수, 조건을 충족하는 140개사 지원이
확정되었다. 둘째, 마이스 경쟁력 강화 사업은 경기도의 마이스 얼라이언스 40개
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 및
마이스 행사 유치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업계 체질개선 사업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민관공동 프로모션은‘오늘의 착한소비 내일의 행복여행’이라는
주제로 道 50%, 관광지 20%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30%의 가격으로 구매,
코로나 종료 이후인 2021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 숙박권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1차는 5월 티몬에서 79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2차는 10월
쿠팡에서 45개 관광지 및 29개 호텔을 대상으로 진행, 지자체 최초로 민-관-소비자
가 함께하는 관광 선순환 구조를 도입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➋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홍보마케팅 지원>
경기도의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중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 온라인 트래블
마트와 랜선여행이벤트 개최 등이 있다. 첫째, 경기 온라인 트래블 마트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0년 9월 경기도내 28개 관광업체가 참여해 경기도
주요관광지와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사전 예약방식으로 연결된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 행사에는 동남아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해외 13개국 80개 여행사가 참여해 경기도 관광업체와 32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만남으로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했다. 둘째, 코로나 회복세인 대만시장을 대상으로 랜선여행
이벤트를 추진하였다.‘내가 갔던 경기도’라는 주제로 이미 수도권을 다녀간
대만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저를 대상으로 하며, 유저가 2020년 10월까지
경기도에서 찍은 여행사진과 해시태그를 달면 챗봇을 통해 미션을 완수,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16개의 여행타입을 구성한 후
이용자에게 맞는 경기도 관광지, 미식ㆍ체험코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추천하는 등 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경기도의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중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프라이빗
투어’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고, 향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관광 수요충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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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이다. 관광 목적지 결정에 ‘안전’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관광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프라이빗 투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경기도는 프라이빗 투어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켜 경기관광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3) 충청북도
➊ 관광업계 지원대책
<홍보지원>
충청북도의 관광업계 지원대책은 관광사업체 홍보지원사업으로 충북도 소재 여
행업체 318개소 대상으로 사업비636백만 원으로 318개소 대상으로 2백만 원씩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홈페이지 제작·운영, SNS
등 온라인 홍보, 신문 등 광고비에 사용되었다.

➋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홍보마케팅 지원>
충청북도의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중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소규모 그룹 여행을
위한 전자 스탬프 투어, 충북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한적한 관광지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숨은명소 찾기’,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활성화 등이 있다.
첫째, 소규모 그룹 여행을 위한 전자 스탬프 투어사업은 봄주간, 가을주간 2회에
걸쳐 40백만 원(도비) 예산으로, 선정된 도내 관광지를 찾아가 위치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스탬프를 획득하면 구간에 따라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둘째, 충북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은 10백만 원(도비)예산으로, 타 시·도 거주
자(주민등록 기준), 300명 대상으로 6일 이상 숙박, 7개소 이상 유료관광지(체험
포함) 방문할 경우 1일 숙박비의 50%(1일 3만원 이내) 또는 관광지 입장료 및
체험비: 1일 체험비의 50%(1일 2만원 이내)를 지원하였다.
셋째, 한적한 관광지 발굴을 위한‘우리동네 숨은명소 찾기’사업은 8백만 원
(도비) 예산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와 일상의 친근한 소재(중고서점, 맛집
등)를 관광자원화하여 새로운 시각의 지역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하거나, 200개소
대상 ‘우리동네 숨은 명소 발굴’ 이벤트 추진하여 퇴근하고 떠나는 산책로, 숨
은 맛집, 감성카페, 예쁜
사진 찍기 좋은 골목길 등 주변 이색명소 방문시 인증(충북나드리홈페이지/사진,
후기)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 지급(200명 정도/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하였다.
넷째,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활성화사업은 60백만 원 예산으로 내륙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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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여행(충주호, 대청호) 관광상품 발굴 및 운영, 효율적인 관광정보 전달을 위
한 온-오프라인 동시 홍보하였다.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충청북도의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중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신개념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있다. 관광과 농촌봉사를 연계한 신개념 관광상품 개발사
업은 5,000명(25명/1회 참여인원 × 200회) 대상으로 60백만원(버스임차료/관광인센
티브)예산으로 농촌 일손봉사와 충북관광을 연계 추진해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
에 얻을 수 있는 특화 관광상품 운영하여 충북관광 활성화 및 생산적 일손봉사
전국 확산 기회를 마련하였다.

라. 강원도 관광분야 지원 정책
➊ 관광업계 지원대책
<안심관광>
우리도의 관광업계 지원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대비 안심관광 특별대책
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방역 준비를 위한 클린 & 안심업소 운영
으로 1단계 도내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 방문업소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의 생
활화, 2단계 발열체크 의무업소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3단계 기록관리 및 체계
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단계별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숙박시설, 음식점, 커피
숍, 제과점, 관광업소 등 약 2,000여개 업소 대상으로, “Gangwon Self Clean
SHOP,1,2”모집 및 운영하였다. 신규사업으로 5개 시․군(춘천,원주,강릉,속초,동
해) 대상으로 숙박시설,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pc방, 당구장, 볼링장, 다중이용
업소, 마트, 편의점 등 발열체크 의무대상 업소”모집 및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
막으로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로, ㉠
직원 및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 ㉡ 소독 및 방역강화(수시) ㉢ 손소독제
비치(주요 장소) ㉣ 손세정제 또는 비누비치(화장실) ㉤ 발열체크 실시 ㉥ 실내
장소의 경우 환기 실시(수시)중이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리도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총 171백만 원의 예
산을 투입해, 협약은행에서 2억 원 이내 융자추천 및 대출금리 3.5% 이내로 4년
간 이차보전 하는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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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일반지역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평일) 도내 숙박 + 유료관광(식사)
숙박비 (주말) 폐광지역 내 숙박 + 유료관광(식사)
↳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거리두기 해제
버
스 1단계
비
1.5단계
교
통 철 거리두기 해제
비 도
비 1.5단계 이하
항 거리두기 해제
공
비 1.5단계 이하

비고

1명 당 1박: 1만 원
2박: 2만 원
3박 이상: 3만 원

25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15명 이상,

도외버스 이용: 20만 원

유료관광(식사)

도내버스 이용: 40만 원

10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10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5명 이상,

1명 당 1만 원

유료관광(식사)
10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5명 이상,

1명 당 2만 원

유료관광(식사)
1회 200만원 한도 실비

홍보비 도 관광상품 홍보 시

/ 여행사 당 최대 2회
100~199명: 50만 원

포상금 2021년 사업기간 중 숙박 모객실적

200~299명: 100만 원
300~399명: 150만 원
400명 이상: 200만 원

※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관광객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5인 이상
단체식사 금지,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강원도 2단계 이상 시 사업 중단, 1.5단계 이하 시 재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지역에서 모객 금지
※ 숙박비 ․ 교통비 중복지급 가능 / 버스비 ․ 철도비 ․ 항공비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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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지역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구분

숙박비

지원조건
평화지역 내 숙박 + 유료관광(식사)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거리두기 해제
버
스

1단계

비
1.5단계
교
통

철

비

도
비

항

지원내용

거리두기 해제

홍보비

1명 당 1박: 2만 원
2박: 3만 원
3박 이상: 4만 원

25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15명 이상,

도외버스 이용: 30만 원

유료관광(식사)

도내버스 이용: 50만 원

10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10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1명 당 1만 원

1.5단계 이하

거리두기 해제

5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10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공
비

비고

1명 당 2만 원
1.5단계 이하

5명 이상,
유료관광(식사)

도 평화지역 관광상품 홍보 시

1회 300만원 한도 실비
/ 여행사 당 최대 3회
100~199명: 100만 원

포상금

2021년 사업기간 중 숙박 모객실적

200~299명: 200만 원
300~399명: 300만 원
400명 이상: 400만 원

※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관광객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5인 이상
단체식사 금지,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사회적 거리두기 도내 2단계 이상 시 사업 중단, 1.5단계 이하 시 재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지역에서 모객 금지

※ 숙박비 ․ 교통비 중복지급 가능 / 버스비 ․ 철도비 ․ 항공비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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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구분

홍 보
마케팅

모객
인센
티브

지원사항

세부내용

비고

지원대상

(신규)강원도 사전인증 관광상품

지원금액
(여행사별)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지원항목

➀ 홍보 팸투어(미디어,여행사)
➁ 홍보 광고비
-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 홍보용 영상제작 등

지원금액
(여행사별)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체류상품

모객인센티브 지원
- 1박상품: 1만원/인당
- 2박이상: 2만원/인당

강원도 인증상품에 한해
추가지원(차량비)
※ 강원도내 전세버스사업자
경우 1일 1대기준 20만원
최대 2일까지

당일상품

1) 강원상품권(1인당 1만원)

※ 필수조건 : 전통시장 방문

선정된 전담여행사 대상
별도 강원상품인증서 부여

2개 항목별 최대 7:3범위 내
자율집행
*ex : 팸투어 : 광고 집행비율
= 7:3 / 6:4 / 5:5 / 4:6 / 3:7

※ (홍보 마케팅예시) 7:3 ⇒ A여행사 : 팸투어(14백만원) / 광고비(6백만원) 6:4 ⇒ B여행사 : 팸투어(12백만원) / 광고비(8백만원)

➋ 지역관광활성화 대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강원도의 지역관광활성화 대책은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안심관광과 소
규모 개별관광 사업, 평화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등이 있다. 첫째, 안심관광사업은
2020년 3월 18개 시군이 참여하여 관광지 집중소독 및 방역기간을 운영하였고,
2020년 4월 전국 최초 개인별 발열상황 및 전자기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실내
관광지 120개소 대상 2020년 5월 긴급 시범운영하였다. 둘째, 소규모 개별관광
사업은 ㉠강원투어패스 1+1 이벤트 실시(2020년 6월부터 소진시까지) ㉡ 개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콘텐츠 「음악여행 버스킹」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 철도연계 시군 광역투어버스 운영(상시운영) ㉣ 서울 키자니아 강원도 축제
홍보관 운영(2020년 5월)이다. 셋째, 평화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은 ㉠ 평화관광
유튜버 활동지원 ㉡ 시티투어 운영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 야간관광상품
운영(미정) ㉣DMZ 여행주간 운영(2020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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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드코로나 대응, 강원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1. 위드코로나 대응 ′강원 안전여행지 인증제도′도입
□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의 모든 활동은 ′안전′이 확보되어야
관광객 모집이 가능한 실정으로 ′강원 안전여행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트랜드에 맞는 안심관광 환성 조성
으로 ′강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강원 관광활성화 추진

* 국내여행을 다녀온 국내여행객의 방문 지역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남(2위 : 제주도 8.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조사시기 : ‘20. 2 ∼10월))

□ 사업내용

○ 중앙·도·학계·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안전 관련 지침을 마련·실시하여
믿고 여행하는 ′강원 안전여행지 인증제도′ 마련

○ 일상속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여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마련
○ 안전 여행에 위한 여행자 차원의 안전수칙 뿐만 아니라 공급자 차원의
안전한 수용태세 수칙 등이 구체화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절차

강원 안전여행지 인증제도 마련(도)

⇒

신청(시군)

강원 안전여행지 인증마크 대상지 심사(도)

⇒

인증마크 부여(시군)

⇒

□ 기대효과

○
○

′강원 안전여행지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안심
′강원′브랜드 이미지 제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트랜드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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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드코로나 대응, 산림관광 활성화 추진
□ 추진배경

○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1%가 산지이며, 전국 산림면적 21.2%에 해
○

당하는 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비율이 56%로 가장 높음

위드코로나에 대응하여 강원도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지를
활용한 산림(산악)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강원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관광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트랜드에 적합 : 안심·클린관광, 치유와 힐링
소규모 관광,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청정 산림 휴양과 레포츠 연계

□ 사업내용

○ 광역단위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 광역 지자체·기초·학계·민간 등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협력
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 각 사업주체별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지역주민·개발사업자 등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소규모(가족단위) 개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캠핑, 트래킹, 경관 관람 등을 위한 사계절 자연동화적 활동 위주의
콘텐츠로 즐거움(재미), 친목 도모 및 치유, 힐링, 건강 및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맑은 숲·계곡에서 명상 트레킹 등)

○ 산악 매니아 대상 전문 프로그램 개발

- 모험 중심의 알피니즘(alpinism)과 전문 산악등반, 산악 자전거, 산악 스키,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등과 같은 익스트림 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

○ 산악관광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 안전한 관광 수용력 범위 내에서 다양한 친환경 교통 및 체류 시설을 도입
(산악열차, 산악버스, 캠핑장, 산악 호텔, 식당 등)

○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산림(산악)관광 개발
- 산림(산악)자원과 지역 문화, 특산품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 산악자원과 함께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
(축산업, 화훼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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