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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일정

09:00 ~ 10:00 등  록

10:30 ~ 11:50

개회식

NEAR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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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Ⅰ> 관광과 지역발전

13:00~14:20

좌 장 임상택 (동아대)

발 표 1 
 “일본지역관광개발정책과 지역관광의 지역사회, 문화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의 성공사례 연구”

  - 하타다 노부유키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일본)

발 표 2  “사할린 관광개발과 지역발전”- 엘비라 임 (사할린 국립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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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1  “몽골 지역관광 발전정책과 지역기반관광 성공사례”- 뭉흐나상 사랑토야 (몽골국립대, 몽골)

발 표 2  “한국 생태관광정책 현황과 국제협력”- 김   현 (단국대, 한국)

토 론 이봉구 (동의대),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창섭 (가천대)

16:00 ~ 16:20 휴  식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16:20 ~ 17:40

좌 장 김대관 (경희대)

발 표 1  “일대일로 전략하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국제 관광 협력 발전”- 천   난 (허난대, 중국)

발 표 2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

토 론 이정열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일본 ), 심원섭 (목포대), 변성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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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통역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Time Program Schedule

09:00 ~ 10:00 Registration

10:30 ~ 11:50

Opening Ceremony

NEAR Promotional Video 

Opening Remarks JUN Jae-won (Secretary General of NEAR) 

Welcoming Remarks KIM Kwan-yong (Governor of  Gyeongsangbuk-do Province)

Opening Speech BYUN Woo-hee (President of The Tourism Science Society of Korea)

Congratulatory
Remarks

KWEON Young-sae (Mayor of Andong)
Alexander VOSTRIKOV (Consul-General of the Russian Fe deration in Busan)

Photo Time

Keynote Speech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through Tourism”
- JUNG Chang-soo (CEO, Korea Tourism Organization)

Special Speech “Successful Tourism Collaboration : Multi-nation destination opportunities and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 Eugene ROH (Central Michigan Univ.) 

11:50 ~ 13:00 Luncheon

<SessionⅠ> Tourism and Local development

13:00 ~ 14:20

Moderator LIM Sang-taek (Dong-A Univ.) 

Speakers

1. “Loc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in Japan and Successful Case Study of Local Tourism Affects the 
Local Community, Culture and Economy” - Nobuyuki HATADA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Japan)

2. “Tourism as a factor of persistent development and advancement in  intercultural dialogue in
Sakhalin Region” - Elvira LIM (Sakhalin State Univ., Russia)

Panelists BAE Man-gyou (Andong Univ.), SONG Jae-il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ROTANOVA Irina (Altai State Univ., Russia)   

14:20 ~ 14:40 Coffee Break

<SessionⅡ> Sustainable Tou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4:40 ~ 16:00

Moderator KIM Nam-jo (Hanyang Univ.)

Speakers

1. “Local tourism development policy in Mongolia and the successful case study of community 
based tourism” - Munkhnasan SARANTUYA (Mongolian National University, Mongolia)

2. “Eco Tourism Policy in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KIM Hyun (Dankook Univ., Korea)

Panelists LEE Bong-koo (Dong-Eui Univ.), CHOI Hee-su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HIM Chang-sup(Gachon Univ.) 

16:00 ~ 16:20 Coffee Break

<SessionⅢ>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6:20 ~ 17:40

Moderator KIM Dae-kwan (Kyung Hee Univ.)

Speakers

1. “Tourism Development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CHEN Nan (School of History & Culture,  HENAN Univ., China)

2. “Promoting Tourism Exchang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HOI Kyung-eu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Panelists 
Timothy LEE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Japan),
SHIM Won-seop (Mokpo National Univ.)
BYUN Seong-hee (Korea Tourist Information Policy Institute)

17:40 ~ 17:50 Closing Ceremony

※ Interpretation : Korean, Chinese, Japanese, Mongolian, Russia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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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Opening Remarks
NEAR 사무총장 전 재 원 JUN Jae-won,  Secretary-General of NEAR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이 주최하는「2016 NEAR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님,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보스트리코프 알렉산드르 주부산러시아총영사님, 

NEAR 회원단체 대표와 국내외 유관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관광분야 전문가 및 학자 등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함께 주관하여 주신 (사)한국관광학회 변우희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방정부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NEAR 국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관광산업을 주제로 NEAR 국제포럼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관광은 오래 전 부터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구분 없이 전 세계 

각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관광은 일상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재충전하고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관습, 서로 다른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주민들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지역 모든 국가들의 공통 관심분야인 관광산업을 포럼의 주제로 선정한 금번 포럼에서는 NEAR 회원단체 

담당공무원들과 관광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지역관광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광분야에서의 

지방정부간 협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과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여러 

가지 모델과 대안들이 앞으로 동북아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원근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포럼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welcome th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tourism experts and scholars who 
participated in the ‘NEAR International Forum 2016’

I would also like t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the chairman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Professor 
Byun Woo–hee, and all the staff who supported NEAR extensively in preparing this forum as co-organizers.

NEAR has held the International Forum every year since 2007 to provide a platform for local governments to 
seek solutions of various problems faced by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is year, the topic of the Forum is ‘The 
Tourism Industry.’

The tourism industry has often been called ‘an industry without a chimney,’ meaning that it is a high value-
added industry in which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greatly interested and seek development.

In addition, tourism not only serves to rejuvenate those who are physically and mentally tired, enriching their 
lives, but also provides opportunities to see, feel and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s, customs and ways of thinking. 
As a result, the tourism industry is a channel which brings prosperity to the local economy, and encourages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 promoting peace in the region.

NEAR selected the theme ‘Tourism Industry’ for this year’s forum, a common topic of interest for all memb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Under this theme, NEAR invited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working in the field of 
tourism to benchmark sustainable and successful local tourism practices and seek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mong the regional governments.

Therefore, I would like to ask all of you who have attended the forum today, including experts such as speakers 
or panelists, to share your suggestions and opin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in Northeast 
Asia. NEAR will seek to help establish tourism policies in Northeast Asia and develop the tourism industry in 
the region.

Once gain, I am sincerely grateful to everyon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for much support in preparing this forum.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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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Welcoming Remarks
경북도지사 김 관 용 KIM Kwan-yong,  Governor of Gyeongsangbuk-do Province

동북아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번영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인『2016 NEAR 국제포럼』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6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4개국 29개 단체로 출범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2016년 현재 한국·중국·

일본·러시아·몽골·북한 6개국 77개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국제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이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그동안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국제포럼, 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회와 실무위원회에서는 주요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14개 분과위원회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소주제를 가지고 동북아지역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제11차 총회에서는 헌장개정으로 회원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비제를 도입함으로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을 넘어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공동

발전의 방향을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 NEAR 국제포럼』개최를 위해 경상북도를 방문하신 각 단체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하며, 동북아지역자치

단체연합이 더욱 내실을 다져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is a great honor to hold the NEAR International Forum 2016, working as a platform to promote co-
prosperity and practical cooper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s.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in 1996 in Gyeongju, South 
Korea with 29 member regional governments from four countries. Today in 2016, NEAR has enlarged to 
77 member regional governments from six countries, South Korea, China, Japan, Russia, Mongolia and 
North Korea. 

Marking its 20th anniversary, NEAR coordinates various projects and programs such as the General 
Assembly, Working Committee, Sub-committee, International Forum and Youth exchange programs. 
With important decisions being made at the General Assembly and Working Committee, and with 14 
Sub-committees, NEAR has been foundational in uniting Northeast Asia under common interests.

Meanwhile, at the 11th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016, the NEAR Charter was revised to open the 
door further, and the Membership Fee System was adopted to run essential activities of NEAR which will 
fuel an increased growth of the association.

I hope that this forum, which goes beyond boundaries and regions, would present a meaningful 
opportunity in seeking direction and solutions in matters which require cooperation to bring about 
resolution.

Once again, we welcome every attendee to the “NEAR International Forum 2016” visiting Gyeongsangbuk-do 
Province as representatives of each member of NEAR. NEAR will also continue to do its best to contribute 
to promoting peace and co-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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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사

(사)한국관광학회 학회장 변 우 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관광학회 학회장 변우희입니다. 

먼저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고도 안동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

단체연합(NEAR)의 국제포럼을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외 연구자들과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다른 애정과 강한 추진력으로 연합을 이끌고 계시고 평소에도 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전재원 

NEAR 사무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정신문화의 본향인 경북에서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님, 한국관광발전을 위해 늘 노심초사 하고 계시고 본 

행사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사장님, 이밖에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학회와 포럼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 제시된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도 

글로벌화 되고 권역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관광권역의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는 공감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관광과 지역발전, 지속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등입니다. 이 내용들은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지향해야할 선택사안이 아니라 필수적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발표와 토론의 장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 포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 관광시장을 우리 

권역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광관련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토론은 정책입안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포럼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해오시고 열정을 쏟아주신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과 한국

관광학회의 포럼준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행사가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친교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안동시장 권 영 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관광도시인 안동에서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2016 NEAR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및 한국관광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포럼을 위해 방문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관광’은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주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향상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한국 대표 전통문화 관광도시로서 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와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등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여러 국가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동북아시아 

관광의 모범사례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회원도시 상호간 관광을 통하여 상호 협력과 발전에 큰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제포럼을 위해 안동까지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머무시는 동안 안동의 매력을 

맘껏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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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 총영사 보스트리코프 알렉산드르

존경하는 전재원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님! 신사, 숙녀 여러분!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을 대표하여 관광분야 지역협력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8회 NEAR국제포럼에 참가하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 세계의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약 9%를 차지하며 경제분야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다른 국가 민족들간 상호이해 

강화에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중요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 관광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를 방문한 외국인은 

2700만 명이며, 이들 방문자 중 상당수는 동북아시아국가로 중국(112만 2천 명), 몽골 (37만 8천 명), 한국 (13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수는 정부간 무비자 협정이 발효된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 한국인이 

러시아를 방문한 수는 5만 2천 명, 2014년에 8만 3천 명, 작년의 경우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13만 6천 명으로 2년 

사이에 2.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관광은 동북아 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동부지역은 장엄한 호수 바이칼부터 

캄차카의 간헐천 계곡까지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시와 하바롭스크시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년 9월 부산여행사 단체가 하바롭스크를 

방문했고, 오래 전부터 자매도시인 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높은 수준에서 관광분야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발전 분야에 있어 러시아와 다른 지역간의 적극적인 협력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해변경주의 

하산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중국 훈춘과의 MOU체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사할린주의 코르사코프시, 포항시, 

훈춘시 간의 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들 간의 협력에 있어 다른 중요한 분야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광분야입니다. 2015년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2만 1천 여명, 중국인 9만 9천 여명, 일본인 1만 9천 여명, 몽골인 1만 

2500 여명이 다녀갔습니다. 

 

NEAR 포럼은 참석자들이 관광분야에 있어 새롭고 유망한 협력의 방향을 세우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양자간, 다자간 협정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포럼의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모든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Приветственная речь 
А.С.Востриков ,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усане

Уважаемый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Ассоциац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й стран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Чон Джэ Вон, Дамы и 

господа, От имен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Пусане приветству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VIII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АРАССВА-2016,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посвящен тем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ндустрия туризм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на долю которой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9% глобального ВВП. Но важность ее опреде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взаимные поездки граждан укрепляют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стран, способствуют 

культурным и гуманитарным обменам.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важность туризма для России. В 2015 году, по данным Ростуризма, нашу страну посетили почти 27 

млн.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этом значительное число гостей страны пришлось на страны СВ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итай 

(1,122 тыс. туристов), Монголия (378 тыс.)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136 тысяч). Особенно хотели бы отметить рост числ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ной отмене виз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Если в 2013 году у нас побывали 52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в 2014 – 83 тыс., 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ак я уже 

указывал, 136 тысяч, что означает рост в 2.6 раза всего за два года.

Росс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для жителей ваших стран с турис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Именно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располагаются уникальные по своей красоте природные объекты: от величественного озера Байкал 

до камчатских долин гейзеров.

Важ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центрами являются города Владивосток и Хабаровск. Как нам известно,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ют по дан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пример,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Хабаровск посетила делегац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Пусана. Традиционно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находи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области туризма между городами-

побратимами Пусаном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Отмечаем а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между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ми наших стран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Например, в 

2015 г. меморандумы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подписаны Хасанским районом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с г.Пхохан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и китайским Хунчунем. В этом году такой документ был подписан между г.Корса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хоханом и Хунчунем.

Другой важной сферой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является медицинский туризм,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2015 году в корейских больницах прошли лечение около 21 тыс. россиян, а также 

99 тыс. граждан Китая, 19 тыс. – Японии и 12.5 тыс. – Монголии.

Уверен, что Форум АРАССВА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на которой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ят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установят полезные контакты и подготовят базу для заключения новых двусторонних и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соглашений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ов Форума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ления и пожелать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сегодняшней встречи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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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설

성공적인 관광협력 : 

다국가간 관광목적지 기회와 동북아시아  지역 통합

Eugene Y. ROH, Ph.D. Professor
Roh1y@cmich.edu / Ph. (989)774-1285

Department of Marketing and Hospitality College of Business
Central Michigan University Mount Pleasant, Michigan, 48859 USA

발표 개요

NEAR의  시장개요

동북아시아지역(NEAR)의 경제규모와 크기 

주요 특징들과 잠재력

권역내 국가들은 유사한 문화적 가치, 언어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음

지역적 근접성 ：용이한 접근성 확보

지역 경제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경제성장

풍부한 문화유산, 자연의 아름다움

다양한 관광상품 : 풍부한 관광자산과 잠재적인 관광자원

타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지명도 : 올림픽을 개최한, 또한 앞으로 개최예정으로 인한 높은 지명도

NEAR의 일반적 동향과 미래전망

•관광객들의 주된 특징

인구 통계적 변화와 관광패턴의 변화

•인구 통계적 변화와 관광패턴의 변화

65세에 도달한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로 시니어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_ 관광산업은 이런 시니어계층의 기대수준에 부응

할 필요성이 있음

관광산업은 급증하는 이런‘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어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해야 함

•관광패턴에 있어서 변화하는 고객들의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신흥시장 : X, Y 세대: 정보화 시대에 사는 개인들 관광상품을 찾기 위해 이러한 고객층은 고도의 첨단화된 기술력에 의존할 

것이다. X , Y세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하고 고객으로서 매우 까다로운 성

향을 지닌다. 저비용으로 최상의 경험 추구: 가격대비 가치가 높은 것 (가치/가격= 최상의 것) 추구

•기술이용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정보서비스의 다양한 활용

기술은 관광산업에 갈수록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소비자들의 약 2/3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 준비와 여행 후 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국가 별 경제 전망

국가 별 1인당 GDP 변화 전망 (2015-202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increase

일본 $38,216 39,362 40,481 41,781 43,075 44,406 16%

한국 $36,601 38,270 40,317 42,519 44,772 47,134 28%

러시아 $24,067 24,160 24,094 25,820 26,730 27,667 15%

중국 $13,801 14,813 15,942 17,188 18,544 20,004 45%

몽골리아 $12,335 12,857 13,425 14,342 15,330 16,826 36%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8, 2015)

•중국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세

중국 신층 중산층의 증대는 관광시장 및 지속적인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중산층 관광객들은 관광 패턴들에 영향을 미친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의 중국 여행자 동향 예측전망 :

1. 장거리 여행의 수요 증가

2. 여행 당 소비지출이 증가될 전망

3. 이들은 전세계 주요도시의 여행을 선호함

4. 현재 한국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목적지로서 1위 국가이다

5. 중국인 관광객의 2/3는 쇼핑과 높은 고급명품 구매에 관심 있는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일 지역 관광 vs 다 국가간 관광

다국적 관광을 위한 협력은 다른 국가간 공통의 목표와 상호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 기술, 인적, 재정적 자원을 활용하여 서로간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주고 받는 것이다.

단일 지역 관광 vs 다 국가간 관광의 특징

구분 단일 관광목적지 다 국간 관광목적지

관광객 대상: 중장년층 재 방문 관광과 디아스포라 공동체
대상: 청장년층,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모험추구,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계층

관광대상 국가

단일국가가 마케팅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높은 경쟁과 국가별 보호주의 발생

개별 국가 또는 단일관광지가 홍보됨

공동 마케팅 또는 홍보를 통한 비용의 분할부담  

국가간 의존성과 신뢰바탕 협력 증진 다국가가 

참여하나 ‘하나의 관광지’로서 통합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의 가능성

 협력 방법

협력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지역단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공적분야 + 민간분야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됨 

민간부문의 시도는 정부(공공분야)의 사회적 인프라 지원이 종종 필요

관광개발은 공공토지 등의 자연 및  자원의 통제권을 가진 정부의 참여를 요하기도 함 

(예: 관광매력물, 국립공원, 호수 등)

•민관협력시 민간분야의 역할

민관협력은 정부기관과 민간분야 리더십이 함께할 때 주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민간 부문간 협력

예: 신용카드회사는 관광객들이 여행과 관광상품에 지출 한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민관 협력 사례

일본:  Yumeno Sakura Gaido 벚꽃도보 관광

중국: 난징 (南京)에서 스마트 관광 개발

중국: 스마트 관광 앱(APP)은 특정 도시의 풍경이 멋진 장소나,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등의 상세한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공하며 관광안내책자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과 다름 없음

인도네시아: 발리 호텔 내 지진 해일 대비 물품 상자 비치를 통한 재해인식 제고 ->‘발리 숙박업소 연합(BHA)’과 정부(관광부)의 

공동 이니셔티브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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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간 협력

다국가간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수반된 경우 국가 간 협력은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짐

•주요 고려사항: 국가간 협력:  다국가간 관광목적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A. 여행의 용이화  - 비자발급 및 국경간 이동 시 용이함 제공 - 비자발급 여건 개선 - 여행인구 증가 - 해당 상호국가 내 고용의 증가 

  예) 카리브 제도 국가 - 해당지역 국민대상 ‘여행절차 간소화(Hassel free travel)’
  미국: 신용있는 관광객대상 프로그램 및 Global Entry 시행

  유럽 연합 (EU) 및 카리브 제도

  유럽연합: 쉥겐 (Schengen) 지역  
  유럽: 전 세계적으로 59% 관광객이 방문하며 전세계 관광 수익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쉥겐 비자 제도: 단일 비자로 어떠한 회원국이든 여행이 가능하다.

  일본: 일본은 2003년 태국과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면제를 실시한 이후 관광객 증가를 경험하였다. 

  일본은 인도네시아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의 체류기간을 늘렸으며, 필리핀과 베트남대상 복수비자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타이페이는 크루즈 탑승객에 한해 일시적 허가증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비자 면제: 우수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크루즈 탑승객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Costa Serena 
   Sapphire Princess
   Quantum of the Seas
  사전 심사를 요구하는 단수 특별 비자: NEAR 회원 대상 다국가간 여행 패키지 제공

  단일 비자로 6개 국가 방문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관광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의 여행으로 여러 국가를 관광지로서 방문할 수 

  있다면,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B. 관광대상 국가 별 특색 있는 관광상품 창출

  나라 별 상호보완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다음 세 가지의 관광 체류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체류, 중기체류, 장기체류 관광

  다국가를 관광상품으로 연결시킬 혁신적이고 창의적 방법의  구상 

  문화관광 

  자연의 아름다움 탐방 

  실크로드 투어

  문화유산 체험의 길

  종교 여행 : 불교의 변천과정 탐색

  크루즈 여행

  쇼핑

   C. 공동 마케팅

  관광소비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모든 것은  고객의 행동패턴의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바하마지역의 이주민증(IC) 사례

  이주민증(IC)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동쪽 카리브해 지역의 공동 마케팅 효과: 요트 관광을 통한  단일 관광지화 “여러 개의 섬, 하나의 카리브해”

   D. 국가간 육해공(陸海空) 항로의 연결 및 공유

  요충지의 주요 공항 및 항구는 국가간 연결을 위한 중요한 관문역할을 담당함

  지역 협력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관광루트 개발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 혜택

  동북아시아 국가(NEAR)들은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할 능력을 갖춤 

•관광상품 제안- <다국가 관광>으로 접근

단기: 인접한 두 국가 간 관광

중기: 복수국가 관광

장기: 크루즈, 항공, 기차, 버스 등의 결합

특별연설

•다지역 관광목적지의 문제점

단일 지역관광보다 관광성과물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서 복잡함이 있음

안전의 문제: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따른 요소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다지역간 관광의 전체 일정에 대한 인식 또는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 터키와 그리스의 다 지역 관광 시 발생 가능한 문제)

•무엇이 NEAR 회원간 관광협력을 방해하는가?

회원 간 경제적 격차 - NEAR 회원 국간의 경제개발의 단계의 격차로 인해 EU 모델 적용의 어려움

쉥겐 비자체제는 몇몇의 사전심사를 거친 개인에 국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임

회원 간 상이한 정치체제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회원 지역간 영토분쟁

정치적 사안 - 인접국가간 신뢰부족

긴장상태의 한반도 

•맺음말: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NEAR 회원들은 멤버간에 적극적으로 공동마케팅을 시행하기에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비전 및 목표를 공유해야한다.

NEAR 멤버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사업과 정치적 사안을 분리시키며 회원간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NEAR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별 이익추구의 포기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한다.

더욱 잦은 네트워킹의 기회 마련 및 관광서비스 통합망을 구축한다.

혁신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 NEAR를 하나의 관광 지구로 개발

교육, 노동력 및 기술 교환의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로 부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노력한다.

정치집단의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며 관광분야 협력 및 평가를 장려한다.

NEAR회원단체간 다양한 최신정보의 접근을 허용하고 지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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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peech
SUCCESSFUL TOURISM COLLABORATION:

MULTI-NATION DESTINATION OPPORTUNITIES AND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 EAST ASIA 

Eugene Y. ROH, Ph.D. Professor
Roh1y@cmich.edu / Ph. (989)774-1285

Department of Marketing and Hospitality College of Business
Central Michigan University Mount Pleasant, Michigan, 48859 USA

PRESENTATION SYNOPSIS
Market Overview of NEAR
Magnitude, size of economy in North East Asia Region (NEAR)

Major characteristics 
Some countries share similar cultural values and linguistic proximity
Geographical proximity: easy accessibility
Regional economy with fastest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Rich cultural heritage, Natural beauty 
Diverse tourism products: Abundant tourism assets and potential tourism resources
Recognition from other countries: Gained visibility due to previous and upcoming Olympics. 

GENERAL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NEAR

•Main Characteristics of Travelers
Shift in demographics and changes in travel patterns 

•An Aging Population
Rapid growth in the senior market segment as the baby-boomers begin to reach 65-industry needs to respond to their 
expectations. Tourism industry needs to adapt its services and products in order to appeal to a growing mature clientele.

•New wave of clients changing Travel Patterns 
An emerging market: Generations X and Y : individuals with information age These groups will heavily rely on advancement 
of technology to search for tourism products. Generations X and Y are characterized by increasingly sophisticated travelers 
who are experienced, well-educated and understand products and services. Pursuing best experience with low cost.  Value/
Price = higher the better

•Utilizing Visitor Information Services with increasing use of technology
Increasingly, technolog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ourism sector Two-thirds of consumers are now using the internet

Economic Outlook of individual countries 
List of Countries by projected GDP per capita (2015-202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increase

Japan $38,216 39,362 40,481 41,781 43,075 44,406 16%

Korea $36,601 38,270 40,317 42,519 44,772 47,134 28%

Russia $24,067 24,160 24,094 25,820 26,730 27,667 15%

China $13,801 14,813 15,942 17,188 18,544 20,004 45%

Mongolia $12,335 12,857 13,425 14,342 15,330 16,826 36%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8, 2015)

to make travel arrangements and to evaluate post travel experiences

•Dramatic growth in Chinese middle class
The expansion of Chinese middle class will impact tourism market and revenue substantially.
They will also influence travel patterns 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predicts Chinese travelers   

1. Demand for long-haul travel will grow.  
2. Per-trip spending is expected to increase
3. 85% travelers will prefer to travel to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4. Currently, South Korea is the No.1 destination country for Chinese
5. Two-thirds of them are women who are interested in shopping and high-quality goods. 

•Single destination vs multi-nation tourism
Multinational tourism collaboration refers to positive interact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utilizing knowledges, skills,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accomplish common objectives and mutual benefit.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of Single Destination versus the Multi-Destination

CHARACTERISTICS Single Destination Multi-Destination

TOURIST
Target Market Demographics More mature 
Repeat visitors and Diaspora communities.

Target Market Demographics Young, 
middle-aged, affluent, adventure-seeking 
and socially conscious.

Destination Countries

Single country is solely responsible for 
marketing  costs Higher competition and 
protectionism The individual country or 
destination is promoted

Split costs through joint marketing and 
promotion efforts Enhance reliance and 
trust Collaboration  Multiple countries but 
integrated destination Potential to develop 
new products

How to collaborate?
Collaboration takes a number of different forms
Central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to strengthen policy coordination 
Public sector + Private sector Partnership (PPP) to promote regional investment 
Private sector initiatives often require governmental (Public sector) infrastructural support 
Developing tourism will often require the involvement of governments as they have control over natural resources such as 
public lands (i.e., tourism attractions, national parks, and lakes)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PPPs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plays a key role as they bring together government agencies and the representatives of 
private sectors.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Example: Credit Card Company can analyze traveler’s spending pattern and products they purchased on travel and Tourism. 

•CASE OF COLLABORATION PPP
Japan: Walking under the beautiful cherry trees Yumeno Sakura Gaido: 
China: Smart tourism development in Nanjing
             Smart tourism APP,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ity’s scenic spots, hotels, restaurants, transportations, 
             and so on via social media. Basically it means you are carrying tourist book.
Indonesia: Tsunami Ready Toolbox to increase disaster awareness for hotels in Bali. 
It is an initiative of the Bali Hotels Association (BHA) and the Ministry of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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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ation Collaboration
Collaboration among countries occurs more efficiently when multi-national relations are supportive and joint efforts are 
already established.

•Key areas to consider: Collaboration among countries: What takes to be successful multi-destination Tourism?
   A. Travel facilitation - Ease of Visas and border crossing Improving visa process – increases travel flow – Create jobs for 
   recipient countries Caribbean countries- Hassel free travel for CARICOM nationals.
   U.S: Trusted traveler programs and Global Entry
   Examples: EU and Caribbean Islands

   EU : The Schengen zone 
   Europe :  accounts 59% of international tourists arrivals and more than 52% of world tourism revenue. 
   EU Schengen visa system: travel to any of the member of states by using the single visa
   Japan : Japan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tourists counts after allowing visa exemptions (Relaxation) for tourists from 
   Thailand and Malaysia in 2003. Japan has also provided a stay period extension for multiple-entry visas for tourists from 
   Indonesia and introduced multiple entry visas for the Philippines and Viet Nam. 
   Chinese Taipei has introduced a temporary permit for cruise passengers.
   Visa Exemption: Start with Cruise passengers because these tourists are more likely to be established customers. 
   Costa Serena 
   Sapphire Princess
   Quantum of the Seas
   Pre-screened single special visa :  NEAR can offer multi country travel packages
   Six countries with one visa!!! Consumers perceive a high value when they visit multiple-destin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during the single trip 

   B. Generate identifiable tourism products in destination countries
   Each country would offer complementary products
   Consider three types of durations and products
   Short, Medium, Long
   Design innovative and creative tourism products that connects multiple nations
   Cultural Tourism
   Emphasis natural beauty
   Silk Road Tour
   Heritage Route
   Religion Tour; How Buddhism has evolved 
   Cruise
   Shopping

   C. Joint marketing 
   Need to understand what customers are interested in. Everything must be based on the consumer’s behavior
   Case of Bahamas Immigration card (IC)
   What does IC card include?
   Joint Marketing Efforts of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a single destination for yachting activities: 
   “Many Islands, One Caribbean”.

   D. Connectivity and availability of Air, ground, water among countries
   Major airports located in hubs and ports will play a great role to connect countries.
   Tourism Route Development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s
   Take advantage of World Bank Group.
   Many countries in NEAR are capable of creating a new tourism route. 

•PROPOSED TOURISM PRODUCTS – MULTI-NATION DESTINATION APPROACH
Short: Countries with adjacent two countries / Mid: Multiple Countries / Long: Cruise, Air, Train, bus combined

Special Speech
•Problem of Multi-destination
More complicated than single-destination trip with respect to monitoring and evaluations of tourism outcome 
Security concerns:  factors associated with negative media coverage of one particular destination can affect travelers’ 
perception of the whole package and their travel decisions (i.e., Turkey and Greece multi-destination tour).

•What may deter NEAR tourism cooperation?
Economic disparity among members – EU model may be difficult to apply to NEAR becaus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Schengen visa system may be granted to selected (pre-screened) infdividuals 
Diverse political systems among the members
Unresolved long-lasting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members
Political issue - lack of trust among neighbor countries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Concluding Remarks:  What is the next step?  
ANEAR members acknowledge that some barriers exist among the members
Actively engaged in Joint marketing
Need to build trust and share common vision & goals
Separate political issues from tourism activities and establish mutual trust. 

Each country must give up a certain degree of its own interest for the benefits of NEAR  members. 
Initiate more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network of tourism services
Develop innovate tourism products: NEAR as a single tourism destination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 training, exchanging of labor forces and skills
Need to acquire greater knowledge of the other countries 
Need a higher level of political figure to support and monitor tourism collaboration
Keeping up to date – Members of NEAR need to share knowledge and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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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화 의사소통과 지속 발전을 위한
사할린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견해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관광학과 배 만 규

- Lim, Elvira 교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관광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극동아시아지역과 동 지역의 관광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향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어서 시의적절한 연구

였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과 러시아 관광교류는 2011년 246천명, 2012년 262천명, 2013년 283천명, 2014년 350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4년 한-러 상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으로 한-러 관광교류는 2013년 283천명(한→러 108천명, 러→한 175천명)

에서 350천명(한→러 136천명, 러→한 214천명)으로 23.7% 증가하였음. 이는 2012년의 6.0%, 2013년의 8.4%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임.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한-러, 러-한 관광교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볼 때, 한-러 관광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러시아의 사할린은 부동항으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국제관광에서의 비중은 아직은 미미한 편이지만 최근 제2동방경제포럼 등

을 비롯하여 관광을 통한 교류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사할린 관광개발정책의 주안점은 사할린 관광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 이미지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등이라고 하였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르늬 보즈두흐 국제관광리조트 건설, 대규모 

스파 조성, 모르스코이 크루즈 관광, 투나이차 관광 리조트, 쿠릴르 관광 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완공

된다면 사할린 관광의 활성화가 기대됨

- 또한 사할린 역사·문화관광 개발정책은 시대적 흐름인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적합한 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사할린 한인 역사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면 한-러 문화교류가 지금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Lim, Elvira 교수가 생각하는 사할린 관광개발정책을 통한 관광객 증가, 관광 명소 이미지 확보, 고용 창출, 재정수입 

증가 등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즉,  

첫째, 한-러 양국 관광객이 상대국가에 대한 주요 관광 매력요인은 무엇인지

둘째, 축제, 음악, 공연 등 문화콘텐츠를 통한 한-러 문화관광 교류 확대 프로그램의 발굴

셋째, 러시아 여름 관광, 한국 겨울 관광과 같이 양국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과

        같은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임

<세션Ⅰ> 관광과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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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관광개발정책과 지역 사회, 문화 및
경제 측면에서의 성공사례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관광학과 배 만 규

노부유키 하타다 교수의 일본에서의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지역 사회, 문화 및 경제 측면에서의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역이 중심이 된 관광의 필요성이 제기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가 또는 관이 주도하는 Top-down식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한 주장이 앞서 지역은 중심

에서 소외된 채 주변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각국에서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의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관광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도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타다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일본도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지 황폐화, 쓰레기, 경제파급효과 저조, 지속 가능성의 문제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타다교수는 지역이 중심이 된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단초를 1970년대부터 시작된 마을만들기에서 찾고자 하면서 이를 ‘관광마을만들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만들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지역성을 살린 관광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타다 교수는 관광마을만들기를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연, 문화, 산업, 역사, 인재 등 지역의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류가 확대되고 나아가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타다 교수는 이와 같은 관광마을만들기의 성공사례로서 계단식논으로 유명한 벳부시 우치나리의 홀리데이하우스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마을만들기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농촌체험관광 또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제6차산업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고령화, 독거

세대, 저출산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존속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는 지역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활력의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활력 모색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효율성 있는 하나의 방법이 지역에 

관광객을 오게 하여 지역민이 관광객과 교류하고, 관광객에게 지역다움을 이해하도록 해주어 지역에 활기를 주는 것입니다. 

지역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관광의 활성화는 도시민의 귀농, 

귀촌도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관광이 중심이 된 지역 활성화가 되겠지요.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관광을 중심으로 한 마을 또는 지역사회 유지의 필요성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즉, 지역이 중심이 된 관광개발, 지역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역

관광개발이 제대로 될 때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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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2 >

지역관광개발의 효과와 과제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송 재 일

1. 시작하며

■ 지역발전에 있어‘관광’은 핵심 정책대안이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문

   -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나 도시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도시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지역 내 유·무형 관광자원의 단순한 이용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거점으로 성장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음.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벳푸와 사할린의 사례 발표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

   - 벳푸 우치나리는 계단식 논을 활용한 경관명소 개발과 장기체류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 사례

   - 관광마치즈쿠리 모델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참여와 하타다 연구실의 지속적인 지원&모니터링이 핵심 성공

      요소로 보임.

   - 사할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이미지 형성, 표적시장 홍보, 관광루트 개발, 신규 관광브랜드 및 상품, 관광효과의 확산,

      정책 지원을 추진한 사례

   - 이를 위해 ‘스키’, ‘온천’, ‘바다’라는 관광키워드를 활용해 장기플랜을 수립한 후 복수의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보임.

2. 경북, 지역관광사업의 출발점은 ‘정체성’

■경북은 한국의 ‘역사문화적 인문정신의 발현지이자 보존·계승되고 있는 지역’

   -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경주역사유적지구,

      불국사·석굴암, 양동마을이 등재

   - 안동과 영주는 ‘한국 유교문화의 본향’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퇴계이황과 안향 등을 배출한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유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교문화의 세계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

   - 고령과 성주는 과거 일본 등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신비의 가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매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

   - 울릉도·독도는 한국의 최동단에 위치한 유인섬으로 독특한 생물학적 가치와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아 ‘누구나 방문

      하고 싶은 섬’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은 경북의 관광개발 내지 관광진흥 정책과 직결된 요소

   - 유교문화자산의 계승과 보존, 찬란한 신라문화의 복원과 지속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실천’을 위한 사업이 많음.

   -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관광사업은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매력성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미래국가 발전에 있어 ‘한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3. 관광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

■경북은 ‘국가 정체성’유산의 계승과 보존을 위한 지역관광개발을 활발히 추진

   - 정부와 경북은 2000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010년 3대문화권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정부는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북관광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2012)은 11개 시군 8개 부문 186개 사업에 1조 5,208억 원을 투입해 숙박휴양거점

      조성(5개), 중점 정비(유적 보존·보수, 체험시설 개발 등), 관광지 개발, 문화자원 보수 및 정비 등을 추진하는 정책

   - 세부적으로 한국 유교유산인 전통마을, 서원, 향교, 종택, 유교문화관련 박물·전시관, 옛길 복원, 전통체험시설 등이 포함

   - 중점정비사업 중의 하나인 ‘하회마을’의 경우 1999년 1만 명 수준의 외래 관광객이 2010년에 6.6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내국인은 연간 130만 명 이상 방문

■3대문화권 관광사업 추진

   -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2010~2019)은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구경북이며, 사업비는 2조 3,283억 원

<세션Ⅰ> 관광과 지역발전
SessionⅠ- Tourism and Local development  

   - 대구경북이 간직한 신라·유교·가야 문화자원과 백두대간·낙동강·동해안의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글로벌 수준의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비해 관광산업적 성격이 강하나, 핵심은 전통문화자산의 계승과 보존으로 세계유교선비문화

      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삼국유사 가온누리,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등의 사업이 포함

   -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백두대간산림치유원과 백두대간고산수목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 개장 내지 임시 개장한

      상태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향후 문화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관광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재인식과 현재적 가치,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

4. 마무리하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중심의 ‘관광산업’발전전략 모색

   - 세계관광 발전에 있어 동북아시아의 역할과 과제 발굴

   - 동북아시아 ‘Tourism Plan 2030’수립

   - 동북아시아 관광통계 생산 및 활용

   - 동북아시아 관광시장 협력 강화 : 대표 ‘관광지’선정 및 공동마케팅 전개

   - 역외 및 역내 관광동향 비교연구 ‘학술지’발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관광부문 ‘연계협력 성공사례’발굴 및 확산

   - ‘국공립대학’간 연계협력(연구자 파견, 세미나 등)과 공동학위과정 운영

   - NEAR 관광박람회 개최 : 관광사업체 중심의 마켓 형성

   - 국제크루즈 노선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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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3 >

알타이 국제관광: 잠재력, 현실성과 전망

알타이국립대 교수 로타노바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최근 10년 동안 알타이지역 (넓은 의미의 알타이 산맥을 둘러싼 모든 지역 ‘큰 알타이’라고도 함)은 국제관광시장에서 성

공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알타이의 관광-레저분야는 국제협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지리•지정학적으

로 ‘큰 알타이’는 알타이지역을 둘러싼 4개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이 연합한 지역간 국제협력이다. 알타이 

지역간 협력은 자연환경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편리한 현대조건이 결합된 것이다. 알타이지역의 산들은 매력적이며, 다양하

고, 특색 있으며 멋진 풍경을 자랑하여 관광 및 레저시설 개발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알타이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관광개발은 관련산업발전을 일으키며 서비스와 인프라구축을 촉진시킨다. 관광개발의 트러스

트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알타이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국제지역협력사업인 국제조정위원회 ‘우리 공동의 집 알타이’ 가 일하고 있다. 

이미 21세기 초부터 알타이는 관광분야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여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관광분야에서 새로운 방향과 

종류, 활동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관광형태 중 가장 인기 있고 발전적인 형태는

- 휴양과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투어 및 교육여행을 겸비한 상설휴양시설)

- 기후조건, 진흙. 미네랄 워터, 녹용, 약용식물을 이용한 치료 및 건강관광 (벨로쿠리하 리조트)

- 농업관광 (녹색관광)

- 익스트림 관광 (암벽등반, 알타이산정상에서 스키하강, 패러 글라이딩, 행글라이더, 빙벽등반)

- 낚시와 사냥관광 

- 생태 및 문화교육관광 (환경과 지역문화의 연구, 야생자원의 보호와 복원, 자연보호구역)

- 축제와 이벤트 관광 (민족전통 축제, 페스티벌, 테마 이벤트 등)

- 비즈니스 및 회의전시 관광 (휴양과 관광을 포함한 비즈니스맨,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 컨퍼런스, 심포지엄 등) 

- 스포츠 관광 (스키, 하이킹, 승마, 등산, 동굴탐험 등)

알타이는 현재 하계관광이 발달해 있지만 동계관광을 포함한 전 시즌을 통틀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관광정책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에게 제안하는 관광상품과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하고,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알타

이지역은 전 시즌을 겨냥한 관광상품개발에 힘쓰고 있고 그 전망은 밝다.

관광경제분야에 있어 관련산업 즉, 요양-리조트산업,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업계, 생활용품, 무역업, 보험회사, 은행, 여행 

가이드, 레저산업 등 산업전반이 발전한다. 따라서 관광분야는 알타이지역의 사회, 경제발전의 보장과 효과가 배가되는 모

든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자연-지리적 조건은 알타이관광개발을 촉진시킨다. 높은 산악지역은 자연지향적인 관광형태를 갖추고 있다.  관광-레저 자

원 형성의 필수요건은 물리적, 지리적 환경이다. 자연이 선행요건으로 구성된 레저시설은 우선 기후조건, 경치, 구성요소, 개

별특성(지형, 지형의 형태학적 특성, 지리학적 특성, 미적 풍경, 이국정취, 독창성, 일반성, 자연현상조사) 등을 고려해야 한

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알타이는 스키관광과 겨울휴양이 대부분으로 스키, 스노보드, 썰매 등 알타이산맥의 아래쪽이나 산 중

앙에 레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알타이변경주에 스키휴양시설이12곳이 있다. 글루하리나야 산 뉴관광클러스터 <벨로쿠리하-2>에 새로운 스키트레일이 생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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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공화국에 이미 부분적으로 개장된 스키단지 <만제록>이 있다. 앞으로 이곳은 일년 내내 이용 가능하며 인공 눈 시스템

을 갖춘32개의 슬로프, 총 길이 60킬로미터, 15개 리프트, 호텔 숙박시설에 4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

다. 이미 4개의 리프트는 완공되었다. 2개의 슬로프, 길이 1050 미터와 250미터, 최대높이 170미터짜리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주변의 인프라시설로는 호텔, 인공조명 슬로프와 주차장시설을 갖춘 스키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넓은 카르스트지형을 가진 알타이는 동굴탐험관광에 대해서도 잠재력이 크다.  카르스트지형 중 험하지 않은 동굴(타브딘스

키예, 카라코크쉰스카야, 우스티-칸스카야 등)은 일년 내내 많은 관람객들에게 개방할 수 있고, 체르긴스키, 아누이스키, 이

올긴스키 지역은 험한 지형으로 동굴탐험을 위한 관광지이다.  

최근 알타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관광은 이벤트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벤트 관광은 관

광객이 많은 곳에서 요리축제, 페스티벌, 스포츠 대회, 노래대회 개최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알타이변경주 이벤트관광 중 중요한 행사는 겨울시즌 관광인 ‘알타이 겨울나기’ 축제가 있다. 2014년 12월 처음 시작되어 

매년 겨울이면 알타이변경주에서 열리는 행사로 ‘알타이 겨울나기’는 시베리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관광이벤트 중의 하나

로 알타이변경주, 러시아 인근지역, 카자흐스탄,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도 참가한다. ‘알타이 겨울나기’ 축제는 

자연보호구 ‘백조의 호수’로 백조들이 날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열린다. ‘알타이 산기슭’은 유일한 대륙성 기후로 겨울

에 백조들이 날아오는 곳이다. 매년 따뜻한 샘이라 물이 얼지 않으며 500마리까지 백조가 다녀가고 오리도 2천에서 2500마리

가 백조와 함께 무리를 지어있다. 이 장관을 관람하기 위해 전망대가 세워진다. 

‘알타이 겨울나기’의 주요일정은 ‘백조의 호수’ 주변관광 및 레저단지 ‘벨로쿠리하 리조트’ 근처에 있다. ‘알타이 

겨울나기’ 프로그램으로 알타이변경주 스포츠 선수권대회(허스키개가 끄는 단거리 개 썰매경주, 설상차 경주 오픈 챔피언), 

패러 글라이더, 콘서트(쿠미크인 앙상블 등), 백조와 관련된 주제로 국제 얼음조각대회 및 전시회 등이 있다. 

농업관광은 새로운 관광사업이지만 알타이변경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이다. 농촌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범위

를 확대하여 좋은 휴식과 잊을 수 없는 알타이의 여행추억을 제공한다.

 

알타이변경주의 다양하고 독특한 자연복합단지는 관광레저분야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알타이변경주의 가장 큰 관광분야는 숲(타이가, 삼나무, 소나무 숲), 강, 폭포, 산, 바위절벽, 화강암 절벽, 동굴 등 풍부한 지

역 자연 경관이다.

알타이변경주의 인기 있는 관광-레저는 주요동식물의 서식지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다. 우선 지역민들의 휴식과 방문자들

을 위한 전통적 장소로 ‘고르늬 콜릐반 자연-역사 복합단지’, ‘벨로쿠리하 화강암 단층지괴’, ‘카툰강 하천 좌안’, ‘

살라이르스키 구릉지’ 등이 있다.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끄는 장소로 알타이 지역 ‘동굴단지’, ‘솔로네쉔스키지역의 데

니소바 동굴과 폭포’, ‘즈메인고르스키지역’과 ‘쿠리인스키지역’의 그림과 같은 나지막한 산에 호수가 있다.

다른 관광지로는 알타이변경주의 서쪽과 북서쪽에 치료 및 건강관광을 위한 ‘쿨룬딘스키 저지대 소금호수’가 있다.  

인지교육관광의 요소는 모든 관광의 형태가 해당한다. 인지교육관광은 주로 자연현상, 문화가치, 고고학, 문화-역사 기념물, 

건축물, 민속학(생활풍습, 문화, 민족전통, 구비문학), 전통적인 형태의 농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알타이의 익스트림 관광은 ‘톨스투히 산’ 지역에서 새처럼 비행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더가 

있다. 오늘날 유일하게 시베리아에서 이곳에서만 행글라이더 캠핑이 가능하다.

알타이변경주는 관광개발전략 클러스터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알타이변경주의 관광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특수목적 프

로그램이 14개 지방자치단체에 11개의 관광-레저 클러스터가 있다. 

생태인식관광개발의 중요한 목표는 다양한 자연을 보호하는 것으로 특별자연보호구역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자

연보호구역에서 관광-레저활동은 자연동식물 보호 지정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여 ‘개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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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보호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알타이변경주는 특별자연보호구역

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관광개발을 위해 전망이 높다.

관광-레저자원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특별자연보호구역에서 제공되는 환경조건이 반영된 알타이변경주의 ‘자연-관광

자원 토지대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알타이변경주에는 1개의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특별자연보호구역(‘국립 티기렉스키 보호구’), 97개(1개 자연공원, 37

개 국립자원보호구역, 59개 천연기념물)의 지역에서 지정한 ‘특별자연보호구역’으로 총 면적 76만 5천 헥타르로 알타이변

경주 면적에 4.5%를 차지한다. 새로운 특별자연보호구역도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벨로쿠리하 리조트지역에 이미 새로운 

자연공원인 ‘알타이 산기슭’ 조성을 하고 있다. 

현대관광은 국가들간과 개별 지역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세계화 과정이 적용된다.

알타이지역의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  낮은 수준의 인프라개발(숙박조건, 관광노선 교통)

-  관광지와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부족

-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관광객의 관심분야에 따른 관광상품을 위한 관광코스와 프로그램의 수 부족

-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관광업체, 특히 방문자들의 여러 카테고리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의 마케팅, 서비스 품질 낮음

- 질 높은 광고와 정보, 지도제작 및 기타 요소들 부족

우선적으로 국제알타이지역의 지속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개발모델이 필요하다. 모델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는,

- 국경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제알타이지역에서 관광개발 컨셉트 개발

- 학문에 근거하는 개발과 모니터링 프로그램, 관광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수용 능력’의 결정

- 투자자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 관광인프라와 교통망 개선

- 관광객의 문화수준 증가

통합된 접근방식으로 관광개발을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  관광객 유입의 흐름 증가

- 국내관광 발전 촉진

- 인프라 계획 현실화를 위한 투자유치

- 지역과 국제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제안 형성

-  새로운 관광형태의 발전 촉진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관광분야의 교육과 실습은 중요한데, 국제 교육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알타이변경주의 대학들의 노력을 결합할 필

요가 있다. 관광, 서비스, 친절, 경제 및 법률 교육의 전문가훈련을 포함한 대학들 간의 협정의 틀에서 국제 학문-교육센터

의 설립이 가능하다. 

관광개발을 위한 전망은 알타이 국제지역간의 효과적인 브랜드를 형성하고, 국경지역의 문화-이벤트 관광의 개발, 국제적 수

준의 시설, 정보 및 관광상품 홍보와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의 국경간 국제협력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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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3 >

АЛТАЙ - ТЕРРИТОР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ЗМА: 
ПОТЕНЦИАЛ, РЕАЛЬНОСТЬ И ПЕРСПЕКТИВЫ

Алта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лтайский край, Россия Ротанова Ирина Николаевна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Алтайский регион – Большой Алтай –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и успешно позиционирует себ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истском рынке.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ая сфера здесь развивается как один из ключевых 
вектор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еографически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 Большой Алтай понимается как регион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граничных территорий четырех стран,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Алтайского горной 
области, на стыке границ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Китая и Монголии. Пригранич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Алтае обусловлено как 
объективными природными предпосылками 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так и сложившимися благоприятными 
современными условиям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азнообразие и элементы уникальности горных ландшафтов Алтая 
представляют значительные потенци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ой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личные виды  туризма, реализуемые в Алтайском регионе,  вызывают активность в развитии сопутствующих отраслей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формированию сервиса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екторы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се чаще становятся 
предметом обсуждений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туризма в Алтайском регионе игра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совет «Наш общий дом 
Алтай», способствующий плодотворному интеррегиональ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Уже имеющийся опыт а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сферы туризма на Алтае с начала ХХI века, включа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риграничный туриз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о его успешности, а и о наличии ресурсов и перспектив 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уристской отрасли.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х и развивающихся видов туризма можно назвать:
– туризм с целью отдыха и развлечен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сочетание стационарного отдыха в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рекреацио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 экскурсионно-познавательными поездками;
– лечеб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туризм, в част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елоидных, минерально-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пантовых ванн, лекарственных растений и пр. (курорт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Белокуриха);
–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зеленый туризм, агротуризм);
– приключенческий (экстремальный) туризм, предполагающий альпинистские восхождения, спуски с вершин Алтая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полеты на дельтапланах, парапланах, скалолазание и ледолазание;
– рыболовно-охотничий туризм (спортивная и трофейная охота и рыбалка);
– эколого-культурнопознавательный туризм, главные задачи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т в изучени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местной 
культуры, участии в сохранени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ресурсов дикой природы, в частности, в заповед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национальные парки, природные парки, буферные зоны заповедников);
– фестивальный и событийный туризм, связанный с проведением,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аздников, 
так и фестивалей и событийно-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есенных, танцевальных,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и пр.);
– деловой и конгрессно-выставочный туризм, рассчитанный, в основном, на бизнесменов, ученых и и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очетающих заключение деловых контактов и участие в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симпозиумах с отдыхом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ми 
экскурсиями;
– спортивный или активный (горнолыжный, пешеходный, конный, альпинизм, спелеотуризм и д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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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Алтае развитие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получают летние виды туризма, однако, ставится задача 
всесезонного,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туризма, и особо – зимних видов.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является освоение новых сегментов рынка, увеличение спектра турпродуктов и направлений, предлагаемых 
туристам. Алтайский регион относится к перспективным для развития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всесезонного туризма. 
Сфера туризма как отрасль экономики, охватывает ряд смежных отраслей, а именно, деятельность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развитие курорта Белокуриха), коллективных средств размещения, предприятий питания,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мпаний, предприятий бытовой сферы, торг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траховых компаний, банков, комплекса экскурсион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досуговой сферы и т.д.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феру туризма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межотраслевой комплекс, 
позволяющий получить мультипликативный эффект и обеспечить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Алтайского 
региона.
Природ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территории как генерирующий фактор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на Алтае. В гор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обладающих высокими аттрактивными качествами, наибольшее продвижение имеют природ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виды туризма. Первоосновой формирования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являются физико-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природной среды. В качестве природных предпосылок рекреации выступают, прежде 
всего, клима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территории и ландшафты, их компоненты и отдельные свой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такие, как 
орография, морфометр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рельефа, специфика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эстетическа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ландшафтов, экзотичность, уникальность или, наоборот, типичность, наличие природных феноменов. 
К традиционным видам в российской части Алтая относятся горнолыжный туризм и зимние виды отдыха. Районы 
массового катания на лыжах и других средствах (сноубордах, санях, тюбингах и др.) расположены в условиях низкогорий 
и среднегорий Алтая. Практически массовый характер сегодня имеет спортивный горнолыжный туризм. 
В Алтайском крае функционирует 12 оборудованных туристских объектов, где могут отдыхать любители горных лыж. 
Новые горнолыжные трассы строятся на горе Глухариная в районе нового туристского кластера «Белокуриха – 2». 
В Республике Алтай строящийся и уже частично функционирующий круглогодичный горнолыжный комплекс «Манжерок»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32-х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с системо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снежения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около 60 километров, 15 подъемников, гостиничный городок на 4,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Уже построено 4 подъемника: 
кресельный, бугельный, тюбинговый и бэби лифт. В эксплуатации находятся 2 горнолыжные трассы длиной 1050 м и 250 
м с максимальным перепадом высот около 170 м.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ключает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горнолыжную школу, 
имеется искусственное освещение трасс, обустроены автостоянки.
Районы с широки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арста обладают больш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спелеотуризма. 
Несложные карстовые пещеры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круглогодичного массового экскурсионного посещения (Тавдинские, 
Каракокшинская, Усть-Канская и др.). В Чергинском, Ануйском, Иолгинском районах имеются пещеры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сложных спелеотуров (Тут-Куш, Экологическая, Алтайская, Кульдюкская и др.)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реди положительных факторов, привлекающих на Алтай туристов, развитие получает событийный 
туризм. Событийный туризм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лен достаточно широко и разнообразно - это кулинарные праздники, 
фестивал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есенные конкурсы, где интересно побывать туристам.
Новое значим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ытийного туризма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 праздник «Алтайская зимовка», посвященный 
открытию зимне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сезона. Впервые он прошел в декабре 2014 г. и становится ежегодным,  открывающим 
зимн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сезон в Алтайском крае. «Алтайская зимовк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Сибири, его посещают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и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но и соседни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территорий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а также Синьцзян-Уйгур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района Китая. Праздник «Алтайская зимовка» 
приурочен к прилету лебедей на озера уникаль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заказника Лебединый. Предгорья Алтая – единственное 
место в зоне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климата, куда лебеди прилетают на зимовку. Ежегодно на водоем, не замерзающий, 
благодаря теплым ключам, слетается до 500 лебедей-кликунов, к которым присоединяются 2-2,5 тысячи уток. Для обзо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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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строена смотровая площадка, откуда открывается живописнейшая панорама.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лтайской зимовки» проходя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казника Лебединый и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ибирское подворье» вблизи города-курорта Белокуриха. Программа обширна и разнообразна: Первенство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по ездовому спорту – спринтерские гонки на собачьих упряжках с участием собак хаски; открытый 
чемпионат края по снегоходному спорту; выступления парапланеристов; концерты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 том числе 
кумандинских ансамблей (согласно легендам малочисленный народ кумандинцы произошел от лебедей); экспозиция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ледовых скульптур, сквозной темой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лебеди и др. Сельский туризм – 
относительно новое, однако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щееся направление туризма в Алтайском крае. Хозяева сельских гостевых 
домов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яют спектр оказываемых услуг, обеспечивают отдыхающим хороший отдых и незабываемые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Алта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азнообразие и элементы уникальности природных комплексов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представляют значительные потенци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познаватель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туристско-
рекреационной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ибольший туристский интерес вызывают природн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ми богат край: лесные массивы (живописная 
горная тайга, кедрачи, уникальные ленточные боры), водные объекты (реки и водопады, пресные и солёные озера 
с пелои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горы, скальные выходы, гранитные останцы, пещеры и др. Популярные туристско-
рекреационные места в кра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можно объединить в основные ареал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традиционные для отдыха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и приезжих рекреантов предгорные и низкого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Алтая 
и Салаира: природно-истор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Горной Колывани, Белокурихинский гранитный массив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города-курорта Белокуриха, левобережье реки Катунь и Салаирский кряж. В качестве объектов туристского интереса 
служат комплексы пещер в Алтайском районе и Денисова пещера в Солонешенском районе, водопады Солонешенского 
района, живописные низкогорные озера Змеиногорского и Курь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часть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памятниками 
природы. Другим ареалом являются равни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запада и северо-запада края с характерными для юга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реликтовыми горько-солеными озерами Кулундинской низменности, обладающими лечебно-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ми ресурсами. Элементы 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присущ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м видам туризма. Он 
ориентирован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ознакомление туристов с природными феноменами, культур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ми и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ми памятниками, архитектурными ансамблями, этнографией (быт, культура, 
традиции народов, фольклор), хозяйством, включая 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Для туристов-экстремалов на Алтае 
предлагаются полеты на парапланах и дельтапланах, что позволяет увидеть красивейшие пейзажи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Полеты организуются в районе горы Толстухи в Смоленском районе, совсем рядом с Белокурихой. На сегодня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и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й в Сибири дельтапланерный кемпинг. 
В крае принят кластерный подход в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Долгосроч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в Алтайском крае предполагает развитие в регионе 11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кластер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Особая роль принадлежит сети особо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й (ООПТ), которые в силу наибольшей сохранности естеств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и 
объектами развития эколого-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ОПТ относится к 
«векторам развития», формируя приоритеты и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анной сферы бизнеса в природных резерватах.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экологичес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турист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регламентируется рядом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Севильская стратегия» и «Принципы экологически устойчивого туризма UNEP».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развитие 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и эколого-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неразрывно связано с природоохранны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Алтайский край имеет значитель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развития 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используя потенциал ООПТ. 
Для всесторонней оценки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х ресурсов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ние кадастра природно-туристских 
ресурсов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в котором должна быть отражен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экологических услуг,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ООП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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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рая функционируют: 1 ООПТ федер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 Тигирек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заповедник и  97 ООП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порядка 765 тыс. га (4,5 % от площади края): 1 
природный парк, 37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иродных заказников и 59 памятников природы.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ация 
новых ООПТ, так, например, уже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нового природного парка «Предгорье Алтая» в 
районе курорта Белокуриха. Современный туризм подвержен процессам глобализации, что означает усиливающуюся 
взаимозависимость государств и отдельных регионов, их постепенную интеграцию в общую систему, а потому вопрос об 
укреплении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Алтайском регио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ым. 
К трудностям, препятствующим успешному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относятся:
-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транспортных сетей,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туристских 
маршрутов и пр.;
- отсутствие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районах проведения туров  и эколого-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 не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ских маршрутов и программ для разных категорий туристов, туристского продукт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различному туристскому интересу;
- недостаточность опыта и знаний у персонала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успеш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особенно в области маркетинга,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разных категорий посетителей, обеспечения 
адекватного качества услуг;
- отсутствие качественных реклам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и картограф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и другие факторы.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ыходи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работки модел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лтайском 
регионе. При построении модели важными моментами являются: 
– разработка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лтайском регионе с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к развит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играничного и трансграничного туризма;
– разработка научного обоснования и программы мониторинга, определение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территории, 
используемой в целях туризма;
–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оров;
–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турист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ных сетей;
–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культуры туристов.
Реал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ного подхода к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ряд задач:
- увеличить въездные потоки туристов;
-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ици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 сформировать но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туристских продуктов и услуг; 
-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новых видов туризма;
- созд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ажным вопросом является образование и подготовка кадров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Необходимо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вузов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по создан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сетев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озможно соз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вузам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ми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сервис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оказания услуг, экономики и юриспруденции. Перспективным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является дальнейшая активизация пригранич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ая 
должна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формированием эффективного алтайского интер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ренда, развитием культурно-
событийного туризма на пригранич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уриз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екламным продвижением продуктов туризма. 
Исследование выполнено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РФФ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лтайского края, проект № 16-45-2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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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1 >

“지속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에 대한 토론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교수 이 봉 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이 주최한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이란 주제의 포럼에서 귀중

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의 가처분 소득과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관광은 선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을 막론하

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효과적 인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개발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무분별한 관광개발이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자연환경 측면에 야기

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수없이 목도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 초부터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 또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의 필요성과 이의 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

ment)」의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를 통해 밝힌 “미래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 UN개발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

한 발전 목표(SDGs)를 차세대 글로벌 개발 목표로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각 국가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은 관광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핵심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6년 “미래세대를 위한 관광기회를 보호하

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온전성, 생태적 과정,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명부양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세계관광기구는 2017년을 “지속가능한 국제 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지정하면서 지속가능성이 관광산업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관광에의 도달은 관광자원인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과정, 생물다양성 및 생명부양체

계를 유지하여 미래세대의 자연자원 이용기회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는 환경적 측면, 지역경제에 지속적이고 공평한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관광산업, 관광객, 지역사회 주민 간 

갈등과 긴장을 줄여 이들 간의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은 이 세 가지 기둥이 건실하게 자리 잡을 때 가능해진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대표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

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세계생태관광협회는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

지향상을 고려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태관광은 ① 환경보전에 공헌할 것, ② 지

역사회에 문화적•경제적으로 공헌할 것, ③관광객에게 학습의 경험을 제공할 것 등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강원도 양구 DMZ 등 생태자원의 상태가 뛰어난 지역 20개를 생태관광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문화체육관광

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은 인증제, 인프라 구축, 콘텐츠개발, 인식제고, 역량강화, 홍보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생태관

광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후 고려해야할 사항을 김현교수님이 제시한 것 이외에 두 가지만 추

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태관광지/기업/상품에 대한 엄격한 인증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중 일부(예: 단순한 산책 혹은 산림치료, 계곡에서의 래프팅, 동력선을 이용한 정글탐험, 자동차를 활용한 사파리, 동력선을 

이용한 고래 혹은 펭귄 관찰 등)는 상기한 생태관광의 핵심적인 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으로 마케

팅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자연생태계 전반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노력,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독특성 보전 

및 경제적 편익 제공 노력, 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태

관광지/기업/상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실행된 생태관광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우선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다양한 사업들을 추

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가시

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모든 생태관광지가 지속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음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인공적인 환경으로부

터 멀리 떨어진 광대한 자연지역에 위치하는 곳이 적고 대부분 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생태관광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 유인”에 최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은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다

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확보된 다음에 생태관광지 개발에 필요

한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개발을 위한 사업이 우선 실행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내 생태관광지 중 성공한 관광지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자연환경이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순천만을 들 수 있

는데, 이곳에 많은 철새들이 날아오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생태관광

지로의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존재하였었는데, 그 원인이 전봇대라는 것을 발견하고 전봇대를 철거함

으로써 피해를 입혔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이 후 지역주민들의 태도가 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주남저수

지의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생태관광으로 인해 생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있으나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

하여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생태관광지로서의 

명성이 퇴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생태관광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 자연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역량, 필요한 인프라,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 지구위원회(The Earth Council) 등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 11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① 관광은 지구 생태계의 보존, 보호,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②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는 

무역보호주의는 철폐되어야 한다, ③ 환경보전 국제법은 관광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의 달성

은 특정 생태관광지 혹은 특정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역과 국내외 생태관광지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관

점에서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6개국)의 77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내

에 (가칭)동북아시아생태관광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생태관광지/상품/기업 공동 인증제 도입, 교류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지 

공동 홍보, 생태관광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지역 내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공동으로 실행하여 동

북아시아를 생태관광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분야 이해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자연생태계와 지역주

민의 삶과 문화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지는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공생을 위한 여건이 먼

저 성숙되어 지역의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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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2 >

 ‘지속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토론문(요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 희 선

■The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 본 회의는 ‘지역 간, 국가 간의 고유한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UN이 2017년을 “The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로 선언한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의로 인식

-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독려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기존 관광의 영역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상호 연계성이 높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자원을 가진 아태

지역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함께 협력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 기대 

■아태지역 중심의 협력기반 마련 필요

- 아태지역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기반 마련 필요

- 즉, 지속가능한 관광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심이 되는 협력의 주체, 협력의 수단, 협력의 과정과 방법 등의 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협력 주체의 경우 중심이 되는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계 가능한 주체들을 확대해나가는 노력 필요. 생태관광을 비롯해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지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NEAR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협력 수단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사업 등이 될 수 있으며, 생태관광 혹은 지속가능관광 인증제도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협력확대를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 학습함은 물론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임 

- 기타 협력의 과정과 방법은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역차원에서의 

협력활성화는 향후 국가 간의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환경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관광, 지속가능관광 확대 모색 

-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한국을 비롯해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자연자원이 

풍부한 농촌, 자연지역에서의 생태관광은 농촌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또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만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 관광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함께 변화되는 

기후환경 속에서 관광분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새로운 관광산업 발굴 등) 필요

- 지속가능관광 인증 등의 협력 수단을 통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세션Ⅱ> 지속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
SessionⅡ - Sustainable Tou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토 론 3 >

「지속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에 관한 토론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심 창 섭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김현 교수님의 <한국생태관광정책 현황과 국제협력> 그리고 Munkhnasan 학장님의 <몽골 지역관

광발전정책과 지역기반관광 성공사례>에 대한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이 국제사회에 소개된지도 

벌써 30여년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된 것도 20년 이상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

한 이론적, 정책적, 산업적 논의가 더욱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지속가능한 관광’은 매우 유효한 개념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는 이 개념이 완전한 달성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관

광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특히 생태관광, 지역기반관광, 책임관광, 공

정관광 등 ‘지속가능한 관광’이 지닌 다양한 세부차원으로 논의가 심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관광분야에 대해 기대하는 역

할이 이미 큰 변화를 겪고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두 분의 교수님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탁월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을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 논의에 문화적 측면(Cultural aspects)을 보다 더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자

들과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지속가능한 관광’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 관광을 추구하는 생태관

광, 녹색관광, 농촌관광 등 생태적 측면(Ecological/environmental aspects)이 지속가능한 관광 논의의 발단이자 가장 핵심

적 부분으로 논의를 주도했으며, 경제적 측면(Economical aspects)에서도 효율적 자원의 활용과 공정한 배분의 균형은 선진

국들을 중심으로 책임있는 관광기업들이라면 추구해야만 하는 하나의 규범과도 같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측면(Social 

aspects)에서도 관광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주체적 역할을 중심으로 훨씬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

회적 측면에서 일부 다루고는 있지만 관광분야에서 문화적 측면, 즉 글로벌라이제이션, 상품화, 도시화라는 불가피한 구조적 

영향 속에서 지역적 정체성이 어디까지 보존되어야하는가 또는 변화를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틀 안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야외활동 등 비도시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통적 관광과 비교

하여 쇼핑, 외식, 엔터테인먼트가 주 활용인 도시관광으로 대표되는 현대관광에서는 생태적 측면의 중요성 이상으로 문화적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추구하듯이 독특한 지역문화의 전략적 보존과 자연

스러운 개방을 통한 재창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포함한 ‘문화적 지속가능

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융·복합 관광이 주도하는 현대관광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논의가 ‘관광적 특징’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지속가

능성 논의는 관광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각각의 관점

을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융·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분야에서는 분야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 형태의 관광상품, 관광지, 관광활동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관

광’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축적해 온 타분야와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협력적으로 토론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융·복합 시대의 ‘지속가능한 관광’ 논의에서 관광 분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무엇일까요? 저

는 관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을 ‘매력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편안한’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

지속가능한 관광’의 논의의 결과가 관광자원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보다 충분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

공하도록 ‘관광적’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위한 논의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의미있고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한편 너무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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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논의로 즐거움과 매력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자칫 심각하고 재미없고 불편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

려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관광 분야는 ‘지속가능한 관광’논의에 있어서 복잡하고 심각하고 재미없는 일상을 떠나 각자의 여

가시간을 일부러 투자해 즐거움과 휴식을 관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제에서 논의된 한국의 생태관광과 몽골의 지역기반관광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한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관광적 특성의 반영’의 측면 역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맞게 

자연스럽게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으로서 관광 분야도 비약적 발

전을 하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서구의 지속가능성 논의에 수동적인 follower로서 역할에 머물지 말고 ‘문화적 지속가능성’그

리고 ‘관광적 특성의 반영’등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first mover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몽골은 발표된 사례들과 같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치를 산업초기인 현재의 단계부터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앞서서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잘 반영하여 몽골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문화를 몽골의 

미래는 물론 물론 우리 인류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션Ⅱ> 지속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
SessionⅡ - Sustainable Tou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좌   장 | 김대관 (경희대)

발표1 | 천   난 (허난대, 중국)

           “일대일로 전략하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국제 관광 협력 발전”

발표2 |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토   론 | 이정열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일본)

            심원섭 (목포대)

            변성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

Moderator | KIM Dae-kwan (Kyung Hee Univ.)

Speakers1 | CHEN Nan (School of History & Culture,  HENAN Univ., China)

                       “Tourism Development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nde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peakers2 | CHOI Kyung-eu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Promoting Tourism Exchang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nelists | Timothy LEE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Japan),

                       SHIM Won-seop (Mokpo National Univ.)

                       BYUN Seong-hee (Korea Tourist Information Policy Institute)



166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67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68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69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70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71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72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73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74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75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76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77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78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79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80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81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82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83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84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85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86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87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88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89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90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91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92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93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94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95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96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97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198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199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200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1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202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3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204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5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206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7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208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The Role of Tourism on Collaboration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9

<세션Ⅲ>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SessionⅢ - Mutual Cooperation on Tourism in Norteast Asia

< 토 론 1 >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발표자료에 대해

일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교수 이 정 열

• 첸난 박사님 발표자료에 대해: 

➊ 국가차원,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력이외에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방안도 언급하셨으면 더 좋을뻔 했습니다. 

➋ 맨 끝에 24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➌ <일대일로>라는 포괄적 전략 안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➍ 19번 슬라이드에 언급된 5개국중에 북한의 관광산업이 가장 침체되어 있고, 관광규모도 현저하게 작은데, 북한이 좀 더 적

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회원국간의 협력방안을 고려해보셨는지요?

➎ 20번 슬라이드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실질적인 교류방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논의가 있으

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경은 박사님 발표자료에 대해: 

➊ 상세한 통계와 발표는 좋으나,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서술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➋ 현 NEAR 회원국간 관광산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위기, 개선해야 할 점등도 함께 조사하셨으면 

더 좋았으리라 봅니다. 

➌ 또한 이들 회원국가 관광객들이 방한했을 때 불편하게 느꼈던 점, 한국관광산업이 중점적으로 고쳐야 할 점들도 조사하

면 좋겠습니다.  

➍ 31번 슬라이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속한 시일내 가능한 회원국 도시간에 각 도시

의 관광테마별 자매결연 맺기,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 공동축제 개최, 정기적인 순회행사 개최, 상징성있는 공통 엠블럼 제

작, 등등.

➎ 장기적인 차원에서, NEAR 회원국가간의 일반국민적 감정 개선도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실현해나갈지도 언급이 구체적

으로 되었으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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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2 >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발표자료에 대해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심 원 섭

■동북아 지역간 지속가능한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교류를 통한 지역간 경제적 가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광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간의 신뢰성과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지닌 산업임. 나아가, 관광이 국제적 이해와 협력, 국제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으로 간주되면서, 세계

평화를 촉진시키는 주된 원동력으로 제시되고 있음.

■관광의 세계평화창출효과는 근대관광이 대중의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상호이해를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었음. 국가와 국가사이에 분쟁이 없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것은 현대관광의 조건이며 그것을 활성화하는 일이 

상호교류와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서 평화적 공존을 끌어내는 지름길임.

■평화와 관련된 관광의 역할은 관광의 특성에서 기인함. 평화와 관련된 관광철학의 가치는 관광은 평화 그 자체라는 점, 관광은 

세계평화로 가는 지름길 이라는 점임. 결국 관광의 철학에서 추구하는 구체적 내용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

으로는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비지 하는데 있어 관광의 철학적 관점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음. 향후 인류사회에 있어 평화

지향적인 욕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미래는 “관광산업이 평화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는 관광의 철학적

관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평화향상을 위한 관광의 역할은 정치학적 배경에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음. 국가간의 외교수행 방식은 정부가 관여하는 공식적

방식과 인적교류를 통한 비공식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때 비공식적 외교방식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광이 최고의 도구가 

되어짐을 강조하기도 함. 민간인들간 지역수준의 활동을 나타내는 낮은 수준의 정치적 활동에서 관광이 국가간 긴장완화를 

가져오며, 이는 정치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동북아 지역 지자체간 관광을 통한 교류와 협력은 단순히 관광교류 이상의 의미를 지님. 특히 정치, 경제적 긴장관계가 지속

되는 이 지역에 있어서 국제 지역간 관광교류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기반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지자체간 관광교류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최근 동북아 지역 중 한중일은 지역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대감으로 인해 관광교류의 양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몽골은 한국과의 관광교류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임. 한편, 이들 지역에서의 관광교류는 여전히 정치적 외교

관계의 종속변수로서 정치이슈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동북아 지자체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교류의 틀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관광

교류를 국가의 개입정책보다는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협력과 교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도시와 지자체간 협력을 국가정책과는 별도로 비정치적 분야로 간주해서 다양한 협력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저인 사업으로 NEAR 회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TF팀 

구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관광교류를 통해서 이들 지역간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전략보다는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지역간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경제적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최근 몇몇 지자체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등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지자체차원의 관광교류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오히려 ‘유라시아 아트 익스프레스 프로젝트’ 사례처럼 유라시아 지역 내 문화예 술인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국가의 예술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전시를 개최하는 등의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관광교류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음.

■끝으로 향후 동북아 지역간 관광교류와 협력은 유라시아를 관광과 문화교류 협력을 통해서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간 협력사업과 더불어 전문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토 론 3 >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 협력 발표자료에 대해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 변 성 희

1.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협력에 대한 정리 

- NEAR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6개국의 광역지역자치단체 구성된 동북아의 독립적인 지방협력기구이다. 이런 NEAR이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포럼을 기획하고 토론의 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함.

- 2015년 통계로 NEAR 회원국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 1억 2천 5백만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NEAR 회원국

간 긴밀한 관계 및 관광교류의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는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여겨짐.

- 특히 동북아 4개국과 연관되어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여러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대일로’가 가지는 전략의 함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대일로는‘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칭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동쪽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며 서쪽으로는 유럽 경제권에 진입하는 중국이 경제의 전 지구화에 맞춰 제기한 국제

지역 경제 협력 모델임. 

- 동북아지역의 역사문화적 공통성과 유사한 문화적 기반과 유교문화라는 공동의 뿌리를 이용한 상호 협력과 공통의 이해를 통해 관광 협력 및

발전의 기초 작업 진행하여야 함.

2.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협력과 관광 활성화 제언

-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관광활동은 매우 활발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활동의 혜택이 집중되어, 지역고유 문화의 

보존 및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에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과 NEAR 상호간의 가치 인식과 실천을 위해 관광을 

통한 동북아지자체의 관광 활성화와 교류, 협력,  결속 강화를 위한 상호 관광지 공통 인증제 도입을 제안함

- 목적 및 필요성 

NEAR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관광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수도권 중심이아니라  동북아시아지자체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NEAR 가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공통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NEAR 상호간의 국제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실천적인 제도 마련하고 이를 통해  NEAR간의 경제

활성화 에도 기여한다. 

- 인증 대상 과 인증 표준의 도입

NEAR 가입도시 주변 관광지역과 숙박시설, 여행 상품, 관광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NEAR의 공동 목표에 맞는 세분화된 

표준 지침과 인증 범위를 논의하고 연구함

- 인증 대상 평가와 인증표식 부여

세분화된 표준지침을 통하여 NEAR 사무국을 중심으로 인증 대상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관광지에 인증표식을 부여한다. 단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평가  

- 마케팅과 홍보

공통 인증제의 표식을 부여 받은 관광지나 여행상품 등은 NEAR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캐리커처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쉽게 설명

하고 6개국으로 된 설명간판을 대상지역에 설치함.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인증제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공 사례 등을 개발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시상하고 홍보함.

- 상호 관광지 공통 인증제는 적합성, 실용성, 자체 재정확보, 신뢰성, 간결성, 포괄성, 국가 단위 적용 등의 기본 원칙에 의해 개발, 적용되어야 함

■국제회의

■홍보, 캠페인

■출판

■인증제를 통한 국제협력

■회원국 상호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속가능한 인증제 확산을
    위한 표준화

■관광지의 먹거리, 즐길거리,
    모범식당, 숙박 등 공통
    인증 로고 개발

■시상(award)을 통한 홍보

■국제협력네트워크통한
    성공사례 개발

관광지 인증제 도입 NEAR의 공동목표 인증제 확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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