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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한국방문 외래관광객 증가
2010년 이후 국제관광객 수에서 아시아지역은 연평균 8.8%로서 가장 높은 증가세
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 오는 외래관광객 수는 2012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
고 지난 4년간 연평균 11.7%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표 1>. 이는 대표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관광객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 한국 외래관광객 수 (2010-2013)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외래관광객수
(성장률)

8,797,658
(12.5%)

9,794,796
(11.3%)

11,140,028
(13.7%)

12,175,550
(9.3%)

중국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한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중국관광객의 점유율은
35.5%(2013년)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가장 많은 외래관광객이 되었
다 <표 2>.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관광객은 3,289,051명(2011년)으로 2010
년 대비 8.8%, 3,518,792명(2012년)으로 2011년 대비 7% 성장률을 나타내다 일본
의 엔저(소위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제적 영향과 우경화 등의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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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750명(2013년)으로 2012년 대비 -21.9% 감소를 보이며 한국 인바운드에서 차
지하는 구성비도 22.6%를 기록하였다.
과거 한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절대다수였던 일본관광객들의 점유율이 불과 20%
대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래관광객 시장은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평균
11.7%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관광시장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맞게된
측면과 동시에 역내 및 역외 국제관광객도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한국방문 Top 3 국적별 외래관광객 (2010~2013)
2010년

국가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수 (구성비)

3,023,009 (34.4%)

1,875,157 (21.3%)

652,889 (7.4%)

국가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수 (구성비)

3,289,051 (33.6%)

2,220,196 (22.7%)

661,503 (6.8%)

국가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수 (구성비)

3,518,792 (31.6%)

2,836,892 (25.5%)

697,866 (6.3%)

국가

일본

중국

미국

관광객수 (구성비)

2,747,750 (22.6%)

4,326,869 (35.5%)

722,315 (5.9%)

2011년

2012년

2013년

▣ 중국 해외관광객의 증가
중국의 해외여행객은 5,700만명(2010년), 6,600만명(2011년), 8,300만명(2012
년)으로 연 평균 18%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방문 중국관광객은
1,875,157명(2010년), 2,220,196명(2011년), 2,836,892명(2012년), 4,326,869명(2013
년)으로 연평균 33%의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 해외여행객 시장에서 한국
의 점유율은 3.5%(2012년)로서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성장 가능
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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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중개 전문회사 CLSA 자료에 따르면 향후 6년(2020년) 안에 중국 해외여
행객 수는 현재의 2배인 연간 약 2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로는 중국 내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중산층의 여행에 대한 수요와 지출이 늘어나
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6년 뒤 중국 27개 성의 1인당 국내총
생산(GDP)이 8,000달러에 이를 것이며 1,000명의 중국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67%의
응답자가 내년에 여행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라는 응답을 했고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아시아지역을 선호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객 수 뿐만 아니라 지출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전체 소
비지출금액은 약 726억달러로 독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기록하였으나 2012
년중에는 1,020억달러로 증가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UNWTO, Tourism Highlight, 2013).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에 따
라 중국인 해외관광객 시장은 국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관광객 증가
한편, 제주도 방문 총 관광객 수는 7,578,301명(2010년), 8,740,976명(2011년),
9,691,703명(2012년), 10,851,265명(2013년)으로 연평균 13.6%의 성장세를 나타내
고 있다. 내국인은 3년간 연평균 8.6%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외래관광객은 777,000
명(2010년), 1,045,637명(2011년), 1,681,399명(2012년), 2,333,848명(2013년)으로
연평균 45%라는 눈부신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이를 주도한 것은 중국관광객들인데 406,164명(2010년), 570,247명(2011년),
1,084,094명(2012년), 1,812,172명(2013년)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중 제주도를 방문하는 비중은 22%(2010년), 26%(2011년), 38%(2012년),
42%(2013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제주가 부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고 2013년 10월 1일 이후 중국의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우려되었던 중국관광객 감소현상도 잠시 일정 부분 있었으나 큰 대세에는 영향이 미
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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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주방문 관광객 수 (2010~2013)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관광객수
(성장률)

7,578,301
(16.2%)

8,740,976
(15.3%)

9,691,703
(10.9%)

10,851,265
(12%)

내국인
(성장률)
(구성비)

6,801,301
(15.4%)
(89.7%)

7,695,339
(13.1%)
(88%)

8,010,304
(4.1%)
(82.7%)

8,517,417
(6.3%)
(78.5%)

외국인
(성장률)
(구성비)

777,000
(22.9%)
(10.3%)

1,045,637
(34.6%)
(12%)

1,681,399
(60.8%)
(17.3%)

2,333,848
(38.8%)
(21.5%)

<표 4> 제주방문 Top 3 국적별 외래관광객 (2010~2013)
2010년
국가

중국

일본

대만

관광객수 (구성비)

406,164 (52.3%)

187,790 (24.2%)

40,867 (5.3%)

국가

중국

일본

싱가포르

관광객수 (구성비)

570,247 (54.5%)

173,700 (16.6%)

55,927 (5.4%)

국가

중국

일본

말레이지아

관광객수 (구성비)

1,084,094 (64.5%)

180,357 (10.7%)

76,192 (4.5%)

국가

중국

일본

말레이지아

관광객수 (구성비)

1,812,172 (77.6%)

128,879 (5.5%)

74,956 (3.2%)

2011년

2012년

2013년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 4년간 제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중 중국관광객
이 차지하는 비중은 52.3%(2010)에서 계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77.6%까지 상승하였
다. 반면 일본관광객의 비중은 24.2%(2010)에서 작년에는 5.5%까지 감소하였다. 과
거 제주방문 외래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본인의 비중이 5.5%까지 감소했음
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333,848명을 기록한 것은 거대한 중국관
광시장 때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표 2>의 한국방문 외래관광객 수와 비교해 보면 제주의 중국관광
객 편중현상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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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관
광객은 일본관광객이나 제주방문 외래관광객은 이미 중국관광객이었음
· 한국방문 일본관광객의 구성비는 가장 높은 해인 2010년도의 경우
34.4%, 2013년도 중국관광객의 경우 35.5%이나 제주의 경우 2013년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두 배 이상인 77.6%를 기록하였음
물론 서울과 제주도의 경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서울은 수도
로서 외래관광객의 다양성, 항공접근성 등이 섬인 제주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떤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하와이의
방문객 현황(2012년)이다 <표 5>.
<표 5> 하와이 방문객 현황(2012)

총방문객수
(구성비/
총관광객)
(구성비/
외래관광객)

미국 국내

일본

캐나다

기타

크루즈이용객

합계

4,864,099
(60.8%)

1,452,563
(18.2%)

498,241
(6.2%)

992,291
(12.4%)

161,621
(2%)

7,998,815
(100%)

(46.8%)

(16.1%)

(32%)

(5.2%)

(100%)
3,104,716

하와이의 경우 총 관광객 7,998,815명 중 내국인은 60.8%인 4,864,099명이다. 이
는 같은 해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비중인 82.7%와 비교해 보면 21.9% 낮은 수치
이다. 외래관광객의 경우 일본인이 46.8%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최소치로서 크루즈
이용객 중 일본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 관광
객은 약 50%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결과는 2010~2011년 제주도 외래관
광객 수<표 4 참조>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관광객 편중현상은 일반적으로 대도시보다 섬 관광지의 경우보다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현상은 섬 이외에도 일정 부분 거의 모든 지역에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의 경우 2012~2013년 중국관광객
의 비중이 60~70%대로 높아지며 편중현상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은 중요한 이슈이
다. 왜냐하면 투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 중 하나가 분산투자인 것처럼 한 국가의
관광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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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실행하고 효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
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고 다음과 같
은 방법을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국가별, 지역별 표적화 맞춤형 마케팅 활동
· 외래관광객 접근성 향상
· 외국 개별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음에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주요 마케팅 활동을 간략히 제시하고 외래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항 인프라 구축과 개별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
시한다.

2. 다변화를 위한 국가별 마케팅 전략
▣ 일본
제주방문 일본관광객은 187,790명(2010), 173,700명(2011), 180,357명(2012
년), 128,879명(2013) 으로서 작년에 엔저현상과 정치적 영향 등으로 2012년 대비
-28.5%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한일간 민간교류의 흐름이 축소
되어서는 곤란하다. 2012년 아베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경화와 역사
부정 문제 때문에 일본관광객 유치마케팅 활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관광
과 여행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사
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일본 여행사들이 제주도를 홍보하는 주요 내용
으로서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서울에서 비행기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화산섬, 한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리조트 섬으로 도심지에는 호텔들이 즐비하며 골프, 낚시, 사
격 등 각종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음 (JTB)
· 세계자연유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 해양스포츠, 골프 등 레저스포
츠, 볼거리 등이 다채로운 섬, 관광목적에 맞게 숙박장소를 선택하면
편리하며 전통시장부터 고급리조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광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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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곳 (지구를 걷는 여행사)
제주도는 자연휴양지로서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강
조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포함하여 먹거리, 의료관광,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갖추어진 관광인프라 등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위의 홍보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일본의 중장년층 남성들이 골프와 유흥을 위해 찾는 관광지의
이미지가 여전히 가장 크고 2000년대 이후 세계자연유산과 한류 이미지가 추가된 듯
한 인상이다. 따라서 대 일본마케팅의 기본전략은 다양한 관광객층을 유인할 수 있
는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 강 테 마: 제주올레, 오름 등 트레킹 동호회 유치 및 이벤트 개최
·먹거리테마: 제주 건강식 체험 상품 개발, 한류스타 추천 맛집 코스 개발
·문 화 테 마: 서귀포시 작가의 산책길 체험 상품 개발, 한류스타 추천
문화 관광지 코스 개발
·쇼 핑 테 마: 프리미엄 쇼핑아울렛 개발

▣ 말레이시아
제주방문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23,550명(2010), 53,045명(2011), 76,192명(2012),
74,956명(2013)으로 2012년 이후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외래관광객층을
구성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국내 여름철이 비수기이며 봄, 가을, 12월 겨울철에 상대
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은 가치 대비 가격을 중요시하는 경
향이 있고 인터넷으로 여행상품을 많이 검색하는 특성이 있다. 가족 중심적인 문화로
서 가족/친구와 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슬람종교로 인해 관광수
용태세가 갖추어지고 안전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
하고 아울러 전반적으로 제주도 인지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가 필요하다.

▣ 대만
제주방문 대만 관광객은 40,867명(2010), 31,661명(2011), 51,012명(2012),
38,890명(2013)으로 매년 3만-5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7월-9월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제주방문 3박4일 기준 패키지가격은 50만원대로서 태국 푸켓
상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만시장에는

JEJU DEVELOPMENT FORUM

27

기획특집 - 관광객 1천만 시대의 제주관광의 미래 전략과 과제

제주도가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관광지로 인식시키고 동시에 여행 상품 구성을 고
급화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 싱가포르
제주방문 싱가포르 관광객은 31,405명(2010), 55,927명(2011), 63,818명(2012),
56,622명(2013)으로 6시간대의 비행시간과 제주와의 직항로가 없다는 것 등을 고
려할 때 대만과 홍콩보다 매우 많은 관광객이 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4월~6월과
10월~12월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다. 5박7일 서울-제주경유 패키지 가격은
1,390,000원으로 호주 시드니-골드 코스트경유 패키지 가격 1,620,000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편은 아니며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할 때 관광상품 구성이 고급화되어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장은 차별화된 이미지로 관광객층을 세분화하여 맞춤형의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 홍콩
제주방문 홍콩관광객은 11,793명(2010), 26,601명(2011), 38,980명(2012), 39,761
명(2013)으로 중국과 더불어 4년 연속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2012년 5
월부터 저비용항공사인 드래곤에어가 주3회 직항로를 열면서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
었기 때문에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 유치에도 각별히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필
요가 있다. 겨울이 비수기로서 봄, 여름, 가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4박5일 직항
노선 상품 패키지는 530,000원으로 동일기간 일본 오사카 및 인도네시아 발리 상품
과 비교할 때 30%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직항노선 상품의 경우 이용 연령층이
주로 20~30대인만큼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 그 외 아시아지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기타 아시아지역에서는
25,470명(2010), 60,603명(2011), 101,565명(2012), 101,496명(2013)이 방문했다. 전
반적으로 2012년 이후 연간 100,000명 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직항로가 없이 경유하
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결국 아시아관광시장은
제주에 24시간 신공항 건설과 개별관광객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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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제주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 미국 및 서구권
제주방문 미국관광객은 19,895명(2010), 26,648명(2011), 25,143(2012), 21,439
명(2013)으로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외 서구권에서는 30,066명
(2010), 47,205명(2011), 60,238명(2012), 59,633명(2013)이 방문했다. 서구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절대적 수는 작지만 1인당 체류기간과 소비금액은 상대적으로 높
은 만큼 고부가가치 관광객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양형 MICE, 의료관
광, 교육관광, 휴양/레저스포츠 등 개별화 마케팅이 강조되며 아울러 현지에는 제주
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미지 마케팅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중동지역
중동 관광객의 경우 부호가 많고 1인당 체류기간과 비용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
다. 가족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K-pop 인기로 인해 젊은 층의 한국 방
문도 증가하고 있다. 순수관광의 경우 중동지역의 뜨거운 여름철(6월~8월)을 피해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상용관광의 경우 한국과의 비즈니스 관계차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동지역은 순수관광과 상용관광으로 크게 나누어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
된다.

3. 외래관광객 접근성 향상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직항로 개설과 같은 접근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공항이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건설될 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하
며 현재 공항과 통합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공항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절대
적으로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첫째,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려면 소음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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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매립형이 최적으로 판단되며
둘째, 제주도 면적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공항과 연계하여 건설되어야 한
다. 즉, 제주도는 주변에 비행노선이 연결될 여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와는 다
른 환경이기 때문이다. 군도의 경우 연륙교통과 섬 연결 차원에서 규모가 다른 두 개
의 공항운영이 타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과 교통 접근성
이 좋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제주-김포 등 국내노선과 중국 도시들과의 접근
성, 제주시내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등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공항의
입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 24시간 운영, 2) 현재 공항과 통합형으로 효율성 극대, 3) 현재 공항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단·중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 활주로와 계류장
이면 이를 먼저 건설하고 단계적으로 확충을 통해 제2, 3의 터미널을 해양 매립형으
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신 제주국제공항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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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개별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외국 개별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외국 개별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분

야

주요

내용

· 시내 도심 순환형 투어버스 도입
교

통

· 광역 순환형 투어버스 도입
· 현재 시내외 버스 관광지 경유 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 중국어, 일본어, 영어 관광지 안내 표지판 확충

관광정보

· 관광, 숙박, 음식, 교통정보 통합 제공 및 정보공유 어플리케이션 구축
· 개별 관광객 표적시장별 에어텔(항공+숙박) 상품 개발

관광상품 및
컨텐츠

· 반일(오전 및 오후), 1일 또는 2일 테마별 관광일정 개발 및 홍보
· 관광지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헤드셋 서비스 등)
· 도내 공영관광지 통합 입장권 개발
· 경쟁력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숙

박
· 중저가 숙박시설 이용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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