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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를 세계적인 관광명소
하와이와 비교하면 어떤가?
[통권 제48호, 2013년 겨울 호, 제주발전포럼, 기획특집]에서 필자가 이미 기술했
듯이 제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이 2013년 말, 1천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참
으로 놀라운 성과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3대 세
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등을 포함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라고 홍보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와 유사한 환
경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이미 널리 알려진 미국 하와이의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수준과 비교하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는
하와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함량 미달이다.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과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1천만 시대를 넘어 2천만 시대를 대비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
하려면 국제관광마케팅은 필수이고, 국제관광마케팅의 필수^핵심수단인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의 선진화 없이는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교통^통신수
단이 발달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관광객이 외면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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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거나 엉터리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로 세계적인 관광명소에 대한 국제
관광마케팅을 위한 판촉^홍보활동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2천만 시대
대비와 외래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하기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 2천만 시대 대비, 유치목표 달성,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의 조
성을 위해서 관광안내정보인 지도, 표지, 가이드북, 웹사이트의 선진화가 불가피한
데 이미 지난 제48호에서 지도와 표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던 관계로 이번 제49호
에서는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와 관련한 실태와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선
진화 목표제시와 기본방향 및 달성방안을 차례로 기술할 것이다.

2. 관광안내 체계와 관광안내정보 체계 그리고 선진국 관광안내
정책변화와 대처사례
2.1 관광안내 체계와 관광안내정보 체계 그리고 선진국 관광안내 정책변화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관광안내 체계는 1) 안내원, 2) 안내소,
3) 안내정보 요소의 구성^연계를 말하고, 관광안내정보 체계는 1) 지도, 2) 표지, 3)
홍보물(가이드북), 4) 전자정보(웹사이트) 요소의 구성과 통합적인 연계를 말한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관광안내소 중심에서 관광안내정보 중심으로 안내서비스 정
책을 전환하여‘언제, 어디서나 (Any Time, Any Where)’취득^이용할 수 있게 했다

JEJU DEVELOPMENT FORUM

85

정책논단

(참조: [통권 제48호, 2013년 겨울 호, 제주발전포럼, 기획특집]에 게재한 필자의 상
세원고)

2.2 선진국들의 관광안내 정책변화 대처사례 : 하와이 관광안내 가이드북

Honolulu 국제공항 탁송수화물 수취 대기 장소

하와이 Honolulu Waikiki 도심 주요 도로변

하와이를 관광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위 [사진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Honolulu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외래 관광
객들이 탁송한 수화물을 찾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는 구역, 시내 주요업소, 도심 주요
도로변, 관광명소 등에서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가이드북을 부담 없이 취득^이용
할 수 있도록 비치해두고 있다.

3.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실태 및 문제점, 선진국
경향과 사례
3.1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 실태와 문제점
우리 속담에“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사례 1]을 보면
제주 가이드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이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가 2012∼2013년 발행^배포한 관광안내 가이드북 역시 전면표
지의 시각적 이미지와 색상, 콘텐츠 구성과 편집디자인, 분야별 배분, 쪽수, 크기규
격, 무게와 지역 관광관련 업체광고 측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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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이드북 선진화를 위한 핵심요건 8개 항목 가운데 단 한 항목도 충족하지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관광객 입장
에서 제주의 관광진흥 전략과 가이드북의 실용성을 찾아 볼 수가 없어서 문제가 심
각하다.
[제주사례 1] 제주 관광안내 지도와 가이드북 Covers 색상 및 시각적 이미지: 무료

 국^영문/19x21cm/248쪽/502g

 국문/12x19cm/60쪽/78g

 영문/15x21cm/112쪽/194g

 국문/11x25cm/60쪽/1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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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례 2] 제주 관광안내 국문 Websites-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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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례 3] 제주 관광안내 영문 Websites-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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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주 관광안내 웹사이트 실태와 문제점
위에 제시한 <[제주사례 2] 제주 관광안내 국문 Websites-Homepage>와 <[제주사례
3] 제주 관광안내 영문 Websites-Homepage>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메뉴를 각각 서로
다르게 6가지씩 즉, 국문 웹사이트 홈페이지는 주 메뉴를 1) 명품제주, 2) 여행코스,
3) 관광명소, 4) 숙박, 5) 맛집, 6) 쇼핑으로 집단화 하고 있고, 영문 웹사이트 홈페이
지는 1) Masterpiece, 2) Tourist Attractions, 3) Accommodations, 4) Restaurants,
5) Shopping, 6) Tourist Assistance로 집단화(Grouping)하고 있다.
이처럼 메뉴 집단화를 달리하고, 국^영문 홈페이지의 시각적 이미지도 서로 달리
표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다종^다량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게시하여 초점을 산
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인지가 혼란스러워 정체성을 각인시킬 수가 없도록
하고 있기 문제이다.
관광안내정보인 지도, 표지, 가이드북, 웹사이트는 비록 서로 다른 안내매체라
고 할지라도 <[선진사례 1] 정체성 표출-관광안내체계 Colors 통합적 표준화: New
York City>에서 알 수 있듯이 오케스트라처럼 각기 다른 형태와 특성의 악기를 한데
모아서 연주하되 하나로 화음을 이루어 장엄한 시너지 화음효과를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해 못하고 있다.

3.3 제주 관광안내체계 색상의 통합적 표준화 결여, 선진국 경향과 사례
3.31 제주 관광안내체계 색상의 통합적 표준화 결여
위에 제시한 [제주사례 1], [제주사례 2], [제주사례 3]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관광
안내정보에는 제주 관광진흥 전략적 기본 콘셉트와 색상을 도출하여 관광안내체계
색상(Colors)에 반영한 통합적 표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2 선진국 관광안내체계 색상의 통합적 표준화 경향과 사례
Citibank 사례처럼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Yale University와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들도 통합적 표준화를 실시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선진
사례 1, 3,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의 지자체들도 정체성을 각인시켜 관광진흥을 하고자‘관광진흥 전략 기본 콘
셉트 색상’
을 도출^반영하여 관광안내체계 색상(Colors)의 통합적 표준화를 명확하
게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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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와 국내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를
어렵게 한 근본적인 이유
4.1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관련 전공, 사례조사, 계획수립
연구경험 부재
아래 [도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 관련 선행 이론연구, 2)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3) 국내외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사례연구와 통합적 국제표준화 측
면을 고려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경험을 함께 갖춘 전문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한 큰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
및 인력을 투입해서 연구^수립하였고,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정보에 대한 전략과 노
하우가 담겨 있는 관계로 정부와 민간업체 모두가 지적재산보호를 위해서 관련정보
의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선진화를 어렵게 한
근본적인 큰 이유 중 하나다.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처럼 어려운 관련 분야를 대학
에서 전공하고, 오랜 기간 연구경험을 쌓아서 전문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업체들이 영세하여 취업할 곳이 없고, 전문가 인력수요가 없어서 인력양성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못하여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4.2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의 경우
① 국내 제작업체의 영세성 : 호주 시드니의 가이드북을 기획^제작한 업체가 세계
적으로 유명한 가이드북 전문업체인 영국 DK사인데 약 1천 명 정도의 전문가가 일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Hachette Book Group
으로 5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 그들 외에도 풍부한 잠재인력까지 갖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업체들은 그야말로 영세하여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사례연구와 계획수
립 경험까지 갖춘 전문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기획^
제작한 가이드북 대부분은 이른바 지자체, 기업 등에 홍보물을 제작^납품하는‘기획
사’
들이 제작한 것들이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때문에 국내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가
이드북을 자력으로 계획부터 제작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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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필수연구
관련 필수연구 부문 및 부문별 관련 필수연구 과목

1. 이론(Theories) 연구 : 일부과목 실습 포함
1.1 관련 선행 이론연구 :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 (Mass Media): 신문; 잡지; 간판; 방송; 인터넷 등; 디자인
(Design):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 칼라; 용어 표준표기; 글꼴; 국^영문 표기 스타일;
그림표지; 소비자행동; 조사방법; 통합적 마케팅; 인체공학; 시각적 인지; 관광 (Tourism);
광고 (Advertising); 인쇄물 제작: 잡지, 화보 등; 영상물 제작; 사진; 정보 시각화 등

2. 사례(Cases) 연구 : 국내 및 해외 선진국;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
2.1 관광안내 가이드북 사례 연구
2.2 관광안내 웹사이트 사례 연구

3. 기본 및 실행계획(Plans) 연구 : 국내와 해외 선진국;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단위
3.1 관광안내 가이드북 기본 및 실행계획 관련연구
- 가이드북 사례 조사^분석
- 가이드북 제작계획 수립

3.2 관광안내 웹사이트 기본 및 실행계획 관련연구
- 웹사이트 사례 조사^분석
- 웹사이트 제작계획 수립

② 선진국들의 가이드북 제작계획의 비공개 : 제작의 핵심주체인 민간업체와 민간
업체에 제작과업을 위탁하는 정부 관련부처 모두가 실행계획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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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 관련산업, 관련업체 광고, 가이드북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미흡
○ 관광산업 관련분야는 [도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 숙박, 식음, 쇼핑, 관광, 레저
^스포츠 등인데 통합적 관광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도표 2] 관광 관련산업 분야 및 통합적 관광 마케팅

○ 지역 관광산업 관련업체의 광고는 현대사회에서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 관광산업
관련업체와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관광수익을 증대시키고, 소요예산을 분
담하여 가이드북 발행부수 증대를 가능하게 하며, 관광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핵심요소인데 제주 가이드북에는 업체광고 없이 형식적으로 업체를 열거
하고 있을 뿐이다.
○ 관광 가이드북의 콘텐츠는 [도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안내 콘텐츠와 지역 관광관련 업체별로 제공하는 업체안내 콘텐츠인 광고 2가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광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제주 가이드북에는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내문안의 경우, 전문 여행작가(Travel Writer)가
절제된 수량의 단어로 시(詩)처럼 간결하게 써야 하는데 소설 같은 장문 형태가
대부분이고, 콘텐츠 편집 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미흡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도표 3] 선진 관광안내 가이드북 양대 콘텐츠 구성 및 비율 (50:50 정도)

1. 지자체 일괄 제공
○ 관광객 유치증대 중점
분야별 관광안내 콘텐츠

+

2. 지역 관광관련 업체별 제공
○ 관광객 지출증대 중점
분야별 업체안내 콘텐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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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광진흥 전략적 계획, 목표, 비전 및 기본 콘셉트 제시의 부재, 빈번한 임의
발행 :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양대 부문 즉, 1) 하드웨어 측면의 관광개발 부문과
2) 소프트웨어 측면의 관광진흥 부문이 통합적 협력체계를 이룰 때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 촉진수단인 관광안내 가이드북을 발행하는 목적은 해당 지자체
가 수립한 장기 관광(진흥)전략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가지 목표인 관광객이 거주
지로부터 관광지인 지자체까지 유치해오는 1) 관광객 유치증대(Visitor Arrivals)와
관광 최종목적지인 지자체 현지에서 2) 관광객 지출증대(Visitor Expenditures)를 달
성하기 위함이다. [선진사례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여 하위 관광안내정보 목표설정과 전략수립을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Hawaii State의 경우, 관광국(Tourism Authority)이
외래 관광객들의 수요, 행동, 행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단계로 광역지자체
(State) 단위의 Hawaii Tourism Strategic Plan (2005~2015)을 수립하고, 2단계로 기
초지자체(County) 단위의 County Tourism Strategic Plans (2006~2015)를 수립^시
행하였는데 [선진사례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참조: [선진사례 6]의 미국 Hawaii 웹
사이트 홈페이지 부분).
그런데 제주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관광특구 진흥계획(2007)”에 도(道) 단위
비전과 기본 콘셉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적 측면에서 관광안내 목표와 전
략수립을 한 다음에 다시 관광안내정보 목표와 전략수립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과
업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전략적 기본 콘셉트(Strategic Basic Concepts)에 의한 시각
적 이미지 표출과 색상(Colors) 적용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앞서
제시한 <[제주사례 1] 제주 관광안내 지도와 가이드북 Covers 색상 및 시각적 이미지>
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밖 어디에서도 색상과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통합적 표준화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4.3 제주 관광안내 웹사이트의 경우
① 콘텐츠 구축계획 수립과 실현기술의 주객전도 : 국내 관광안내 웹사이트를 구
축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구축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구축과업을 주도했다. 다
시 말하면, 선진 콘텐츠 구축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없는 웹
사이트 구축실행 엔지니어들이 구축과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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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광(Tourism)’속성에 대한 이해 미흡 :‘관광(Tourism)’
이란 본질적으로 심
적, 기간적인“여유(旅遊: Broad-mind & Time)”를 갖고 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심적,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행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료검
색을 위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한정식 스타일로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보여
주며 검색하도록 하는 것은 차례로 음식이 나오는 코스 스타일 요리와 같은‘관광
(Tourism)’
에 대한 본질적인 속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주사례 2] 제주 관광안내 국문 Websites-Homepage>와 <[제주사례 3] 제주 관광
안내 영문 Websites-Homepage>를 <[선진사례 6] 해외 선진 관광안내 웹사이트 홈페
이지 사례 : 미국 Hawaii; 뉴질랜드>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광안내 웹사이트를 검색할 때, 잠재 관광객들에게 관광목적지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고,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
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단순화 하여 강렬하게 마음에 와 닿게(Appeal) 해야 하는
데 제주사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③ 국^영문 메인 메뉴 집단화 우선순위 혼란 :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주도가
주관적인 중요도, 목적 등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처리할 수는
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국문과 영문 웹사이트의
메인 메뉴 집단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국제 표준화 트렌드와는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
④ 이론, 사례, 계획수립 연구부족 : 관광안내 웹사이트는 관광분야와 관련한 관광
안내정보 매체의 하나로 특수한 대중매체(Mass Media)다. 그런데 관광안내 웹사이
트는 모니터, 스크린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콘텐츠를 표출해야 하는 대중매체인 관계
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계획 의도대로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축 전문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
그런데 관광안내 웹사이트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3주체인 1) 이론^사례^계
획수립 연구부문의 학계, 2) 제작^설치부문의 업계, 3) 시행^지원부문의 정부가 각
각 제몫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필자 외에 그동안 국내에서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와 해외 선진
국 사례들을 연구하여 관련학회에서 발표했거나 개선과업에 반영했다는 사례를 찾
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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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1] 정체성 표출-관광안내체계 Colors 통합적 표준화 : New York City

관광진흥 전략 기본 콘셉트
Colors: 다양성^화려함

1. 안내소 내부 Colors

2. 안내정보 Covers^內표지
- 지도 Cover
- 가이드북 Cover
- 가이드북 앞 내지
- 우편엽서
- 웹사이트: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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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2] 관광안내정보 전략적 기본 콘셉트와 가이드북 Covers 표준화 : 하와이

<공식 홍보물 Covers 전략적 기본 콘셉트
(Strategic Basic Concepts)>
1. Aloha Sprit: 환대정신
2. (Beautiful) Women: (아름다운) 여인
3. (Beautiful) Flowers: (아름다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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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3] 해외 선진 지자체 조성 전략과 색상  관광안내정보 전략과 색상 적용 : 가이드북 Cover 및
Signs 색상 표준화 (캐나다 Vancouver, 2000년 동계올림픽 개최)
1단계: Vancouver City 조성 전략
• Green Capital City

2단계: 공식 관광안내정보 전략과 기본 콘셉트 색상
(Basic Concept's Colors)
• Green Color

3단계: 공식 관광안내 가이드북
Cover 및 Sign 적용 Colors
• Guidebooks Cover: Green Color
• Signs: Green Color

[선진사례 4] 해외 선진 관광안내지도 Covers 표준화 : 영국 Collins Co.,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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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5] 해외 선진 가이드북 콘텐츠 구성/편집 : 호주 Sydney; 오스트리아 Vienna

영국 DK社 기획제작 (1998∼2014 현재: 17년째 사용) :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 광고게재, 무료
12x21cm/184쪽/208g

미국 Hachette社 기획제작 : 간접광고 게재, 유료, 10x18.5cm/152쪽/1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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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례 6] 해외 선진 관광안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 미국 Hawaii; 뉴질랜드

5.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 목표제시, 기본방향,
목표달성 방안
5.1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 목표제시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의 선진화를 위한 목표제시는 다음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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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 제시한 핵심요건 8개와 9개 항목을 각각 충족하고 있는 [선진사례 1∼6]이다.
② 선진사례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연계 시스템, 항목 구성, 콘텐츠의 질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각각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2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 기본방향
5.21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 선진화 기본방향 : 핵심요건 8개 항 충족
① 관광객을 중심으로 기획^제작한 관광안내 가이드북
- 관광객의 관광정보 탐색, 관광행동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
② 관광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관광안내 가이드북
- 관광객이‘읽을 수 있고, 읽고 싶은(To Read, Want to Read)’가이드북
③ 지역 관광 관련업체와 지자체 민^관협력에 의한 관광안내 가이드북
- 광고 게재로 지역 관련업체의 수익 증대와 관광진흥 목표 달성에 기여
- 광고 게재로 지자체의 발행예산 절감 및 비용 분담
- 광고 게재로 관련업체들의 발행 참여로 부수 증대
- 민^관 협력체계의 강화
④ 지역 정체성이 표출된 관광안내 가이드북
- 관광진흥을 위한 전략적 기본 콘셉트 표출
- 명료하게 표출한 시각적 이미지로 정체성을 각인
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광안내 가이드북
- 통합적 국제 표준화 기준을 적용^제작
⑥ 선진 관광안내지도를 게재한 관광안내 가이드북
⑦ 무^유료 형태가 공존^협력하는 관광안내 가이드북
- 무료의 경우, 제주 현지, 국내외 판촉 및 홍보용으로 배포
- 유료의 경우, 국제 판촉과 홍보용으로 판매
⑧ 예술적 수준의 관광안내 가이드북
- 선진국과 같은 질적 수준으로 향상

5.22 제주 관광안내 웹사이트 선진화 기본방향 : 핵심요건 9개 항 충족
① 관광객을 중심으로 기획^제작한 관광안내 웹사이트
- 관광객의 관광안내정보 탐색, 관광행동 등을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반영한 기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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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체성을 명료하고, 강력하게 표출한 홈페이지로 시작하는 관광안내 웹사이트
- 간단, 명료하게 표출시킨 시각적 이미지로 정체성을 각인
③ 메인 메뉴를 국제 표준화 형식으로 집단화 한 관광안내 웹사이트
④ 동적(動的) 비주얼 콘텐츠 중심의 관광안내 웹사이트
- 단순한 정적 비주얼 중심에서 동적 비주얼 스타일 중심으로 강화
⑤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관광안내 웹사이트
⑥ 선진 관광안내 지도를 연계^게시한 관광안내 웹사이트
- 종이지도를 디지털지도로 전환 게시
- Interactive 지도 포함
⑦ 선진 관광안내 가이드북을 연계^게시한 관광안내 웹사이트
- eBook 포함
⑧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광안내 웹사이트
- 통합적 국제 표준화 기준을 적용
⑨ 예술적 수준의 관광안내 웹사이트
- 선진국과 같은 질적 수준으로 향상

5.3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 제시 목표 달성방안
제주도는 제주의 정체성을 잘 표출한 선진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를 제
작^구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3단계 과정에 따라 통합적 국제표준화 측면에
서 기본계획 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 1단계 : 과업추진관련 제주 관계자들 논의
: 도청, 도의회, 제주관광개발공사, 제주상공회의소, 계획수립자 등
• 2단계 : 제주 기본계획(가이드라인 내용 포함) 겸 실행계획 수립
제주도 관계자들 모두가 시행과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참고, 시행과업
감수, 평가기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를 제작,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3단계 : 소요예산 확보 및 과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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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는 말 : 요약 및 제언
앞에서 제주가 1천만 시대를 넘어 2천만 시대를 대비하고, 미국 하와이(Hawaii)
수준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1)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
과 웹사이트를 세계적인 관광명소 하와이와 비교하면 어떤가?, 2) 통합적^국제표준
화 측면의 관광안내 체계와 관광안내정보 체계 그리고 선진국 관광안내 정책변화와
대처 사례, 3)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실태 및 문제점, 선진국 경향과
사례, 4) 제주와 국내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를 어렵게 한 근본적인
이유, 5) 제주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 선진화 목표 제시, 기본방향, 목표달성
방안에 대해서 기술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총생산은 112,584억 원, 외래 관광객은 9,691천 명,
총 관광 매출액이 59,293억 원(객 단가: 약 61.2만 원)으로 집계^발표했는데 관광수
입이 제주 도내총생산의 약 53% 정도가 넘는, 그 이상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주는 국제적으로 상위(Top Class) 수준의 관광자원인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하위(Down Class) 수준의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
이트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위상과 품격에 어울
리지 않게 참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 선진국 지자체 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 입장에서는 관광진흥 문제가 당면한 가
장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의 선진화를 미루거나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가 관광안내정보 분야를 30년 이상 연구해온 필자가 앞서 제시한 방안대로
시행한다면 1)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
될 것이고, 2) 관광객이 만족하게 되어 관광진흥 목표달성-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
객 지출증대(지자체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3) 관련 소요예산은 장기적으
로 절반 수준까지 절감될 것이고, 4)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의 품격을 명확하게 각인
시켜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5) 타 지자체에 크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다른 구미 선진국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미국 하와이가 실증
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관광안내정보 전략을 반영하여 제작^서비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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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우수성과 효과를 입증한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제주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정치적이거나 시행 편의적 논리가 아니라
관광산업 논리로 반드시 파트너(Partner)인 지역 관광관련 업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선진화를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총성 없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국내외 관광산업 진흥현장에서 승리하여
목표달성을 하려면 더 이상의 시행착오 없이 관광안내 가이드북과 웹사이트를 선진
화 할 수 있도록 앞서 제안한 3단계‘목표 달성방안’
에 따라서 계획수립^시행을 서둘
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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