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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n

무장애 관광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 확대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는 국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무장애 관광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서, 인권 보장 차원 뿐 아니라 관광
경쟁력 확보 면에서 핵심적인 대응과제로 인식됨

○

무장애 관광 활성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증가 등의 이유로 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자에게도 필요한 정책임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00년 340만 명에서 2020년 81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향후 2030년에는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n

무장애 관광시장 증가에 대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상품 개발 필요
○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열린관광지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열린관광지 49개소의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43개소는 현재 관광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무장애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기 조성된 열린관광환경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체험콘텐츠가 업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개발되고 충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n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관광상품의 소비, 관광객의 경험으로 연결
○

무장애 관광상품 및 관련콘텐츠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수요층(장애인, 고령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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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노출되어 관광상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더불어 무장애 관광상품 및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서 관광상품의 소비, 관광객의 경험으로 연결
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장애 관광 현황 및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음

○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무장애 관광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실태를 진단하고, 무장애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을 분석함
- 둘째, 국내 및 해외 무장애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조사하여,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무장애 관광시장 조성 및 유통채널 확충, 민간
사업체 육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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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통계는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 활용)

나. 공간적 범위
○

국내 전 지역 대상

다. 내용적 범위
○

무장애 관광 현황 분석
- 무장애 관광 수요 현황, 무장애 관광 공급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무장애 관광 국내 사례 분석
- 국내 무장애 관광상품 및 관광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무장애 관광 해외 사례 분석
- 해외 무장애 관광상품 및 관광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무장애 관광 활성화 정책 방안
- 무장애 관광 정책 방향 설정, 향후 추진과제 도출
- 무장애 관광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안
- 무장애 관광유통망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안
- 무장애 관광사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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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적 범위
n

무장애 관광의 정책 대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을 포괄
○

본 연구에서 무장애 관광의 정책 대상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직접적 정책 수혜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 봄
- 무장애 관광 정책의 직‧간접적 수혜 대상은 무장애 관광이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관광’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함

○

무장애 관광의 정책 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관광취약계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교통약자 등 기존 정책의 대상적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함

○

(관광진흥법)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제시함
- (관광취약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관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범위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함

[그림 1-1] 무장애 관광의 정책 대상
자료 : 조아라･안희자(2019).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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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문헌자료 분석
○

장애인, 고령자 등 무장애 관광 정책 아젠다 관련 선행연구 보고서 및 최근 무장애
관광 시장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 등 문헌자료 수집 분석

○

UNWTO 등 국제기구의 무장애 관광 관련 동향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무장애 관광 추진계획, 사업현황에 관한 자료 검토

○

한국관광공사, 독일관광청, 미국 뉴욕시, 호주 및 영국, 캐나다의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공식 홈페이지 상의 여행상품 정보 검색 및 자료 정리

나. 국내사례 조사
○

2021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및 보도 자료를 통한 상품
판매 여부 확인(1차) 후, 해당 업체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2차) 실시
- 일부 업체는 2차 전화 인터뷰를 거절, 서면(이메일) 또는 1차 자료로 대체

○

1차 조사는 ‘무장애 관광’, ‘접근 가능한 관광’, ‘배리어프리 관광’, ‘장애인 관광’,
‘시니어 관광’, ‘노인 관광’ 등의 키워드로 무작위 검색을 통해 수집된 결과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받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실시, 2차 조사는 사전에 무장애 여행 상품
판매 담당자 확인 후 인터뷰 일정을 개별 조정하여 진행
- 조사 중 상품 판매가 중단되었거나, 홍보(마케팅) 외 별도의 상품 구매 또는 문의가 어려운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및 보도 자료를 통한 콘텐츠
판매 여부 확인(1차) 후, 일부 업체에 한하여 담당자 전화 인터뷰(2차) 실시
- 기존의 여행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체험관광 콘텐츠는 제외하였으며,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제외함

○

1차 조사는 ‘무장애 관광 체험’,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무장애 체험 여행’ 등으로
무작위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고, 2차 단계로 한국관광공사의 VISIT KOR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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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시된 열린관광지 추천코스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현재 운영을 잘 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였음. 3차 조사로는 입소문 및 눈덩이 표집으로 실제 장애인 및 노인이
직접 참여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운영 여부
및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였음

다. 전문가 자문회의
○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무장애 관광 관련 단체 및 기관, 전문 여행사, 사회적 기업,
일반 여행사, 학계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국내 및 해외 무장애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사례를 통한 시사점, 무장애 관광 수요
현황 및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관한 자문의견을 반영함

○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사회적 기업, 일반 여행사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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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 수요 현황

1. 무장애 관광 시장 구성
가. 국내 교통약자 현황
○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여객시설･이동
편의시설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음

○

본 법률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국내 교통약자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총1,5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약 29.7%(국민 10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 교통약자 인구 현황
* 장애인 인구는 고령자 및 영유아, 어린이 중복 제외하여 산정
* 자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2020)

○

향후 2024년까지 교통약자 추계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연평균 0.05% 증가에
그치는 반면 교통약자의 경우 1.93%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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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유형별로 보면, 고령자는 2024년까지 연평균 5.18%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유아동반자 및 어린이의 경우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1)
<표 2-1> 국내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천명)
연도

총인구
(천명)

소계

장애인
비율

전체

중복제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2020

51,781

15,149

29.3%

2,633

1,314

8,125

292

2,222

3,196

2021

51,822

15,372

29.7%

2,642

1,320

8,537

290

2,069

3,155

2022

51,846

15,663

30.2%

2,653

1,326

8,975

300

1,928

3,314

2023

51,868

16,009

30.9%

2,665

1,332

9,447

312

1,843

3,075

2024

51,888

16,356

31.5%

2,677

1,338

9,945

324

1,809

2,940

연평균
증감률

0.05%

1.93%

0.44%

0.44%

5.18%

2.26%

▼5.01
%

▼2.06
%

자료: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교통약자 현황(2020)

○

요컨대,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30%인 1,500만 명 이상이 무장애 관광의 잠재적
시장으로 파악되며, 향후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장애 관광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나. 국내 장애인 현황
○

2020년 5월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총2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약4.2만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지체 장애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언어 장애가 15.9%,
시각 장애가 9.6%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7년 46.6%에서 2020년 49.9%로
증가하여 점차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국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 역시 2017년 26.4%에서 2020년 2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장래 교통약자 중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추계자료를 활용(코호트요인법)하였으며, 임산부
인구는 출생인구를 적용하여 역으로 추정, 장애인 인구는 등비수급법을 통한 예측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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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 장애인구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장애인 추정

-

2,683,477

2,726,910

2,668,411

-

등록 장애인

2,137,226

2,611,126

2,646,064

2,580,340

2,622,950

∙ 65세 이상 장애인구

36.1%

38.8%

43.3%

46.6%

49.9%

∙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14.8%

17.4%

24.3%

26.4%

27.2%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20)
주: 1) 2008, 2020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2) 2020년 등록장애인: 2020년 5월말 기준

<표 2-3>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장애 유형

인원(명)

비율(%)

지체 장애

1,207,368

45.9

시각 장애

252,324

9.6

청각/언어 장애

418,180

15.9

지적/자폐 장애

247,910

9.4

뇌병변 장애

250,407

9.5

기타

256,837

9.8

계

2,633,02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1).

다. 국내 고령자 현황
○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외국인 포함)는
총5,183만 명이며, 그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15.5%에서 2020년
16.4%로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2019년 122.7에서
132.9로 증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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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 및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고령자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하면서
2026년경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예상되고 있음

○

향후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2)

[그림 2-2] 연령별 인구구조 및 노령화 지수

2) 통계청(2019), 「2019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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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별 현황 분석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20)」
○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들의 외출 빈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외출을 도와 줄 도우미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2점(5점 기준)으로 이전과 유사하였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3.0점에서 2020년 2.9점으로 감소하였음

○

조사결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로 인해 장애인들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나.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2020)」
1) 조사 개요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지난 2008년
부터 매 3년마다 노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중에 고령자들의 무장애 관광과
관련이 있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표 2-4> 노인 실태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일반 주거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0명 이상

조사 방법

조사구 내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조사 실시 원칙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 기간

2020년 9월 14일 ∼ 11월 20일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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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n

노인의 여행 경험률
○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노인들의 국내
및 해외 여행 경험률은 27.6%로 나타났음

○

노인의 여행 경험률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65∼69세는 40.0%가 여행
을 경험한 반면, 85세 이상은 7.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2-5> 지난 1년간 노인의 여행 경험률
연령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전체

27.6%

72.4%

10,097명

65∼69세

40.0%

60.0%

3,344명

70∼74세

30.7%

69.3%

2,342명

75∼79세

21.6%

78.4%

2,292명

80∼84세

13.1%

86.9%

1,475명

85세 이상

7.0%

93.0%

644명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 실태조사｣.

n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

국내 노인들이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으로는 휴식활동이 8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 48.0%, 사회 및 기타활동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세부영역별로는 TV시청이 38.3%, 산책 31.9%, 기타 관광활동 12.7%, 등산
11.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휴식활동과 사회 및 기타활동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활동에서는 취미오락활동, 관광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등과 같이 이동이 많이 있거나 동적인 취미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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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노인의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1∼2순위 중복응답)
구분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관광활동

14.4%

17.9%

16.2%

12.2%

9.5%

6.9%

문화예술관람활동

7.2%

10.1%

8.1%

5.6%

3.7%

1.2%

문화예술참여활동

11.7%

13.9%

13.0%

11.4%

7.9%

3.6%

스포츠관람활동

4.0%

5.2%

5.0%

2.5%

3.1%

0.6%

스포츠참여활동

9.0%

11.7%

10.2%

7.8%

5.6%

1.3%

취미오락활동*

48.0%

55.6%

49.9%

43.2%

40.8%

32.3%

TV시청

38.3%

29.8%

34.1%

42.3%

50.1%

59.1%

산책

31.9%

25.7%

29.6%

36.2%

38.5%

44.4%

음악감상

3.5%

2.5%

3.9%

4.2%

3.6%

5.2%

기타

9.9%

8.5%

9.3%

10.2%

11.4%

14.7%

사회 및 기타활동

20.9%

18.5%

19.8%

21.6%

24.1%

28.5%

계

9,930명

3,337명

2,319명

2,262명

1,426명

587명

휴식활동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 실태조사｣.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1) 조사 개요
○

정부는 장애인 대상 관광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장애인들의
관광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시범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음

○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 추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명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대신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복지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따라서 국내 전체 장애인 모집단이 아니라 최근 복지관 방문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수치일 수 있으며, 조사결과의 해석 및 활용 시 주의를 요함

○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전국의 76개
복지관에서 총2,02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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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만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복지관 시설 이용자 총 2,025명

조사 방법

복지관 방문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조사 진행

조사 지역

기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조사 기간

2018년 11월 21일 ∼ 2019년 1월 25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2) 주요 내용
n

여행 경험률 및 횟수
○

지난 1년 간 장애인들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65.7%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국내여행 경험률이 71.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2-3] 장애인의 국내여행 경험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

지난 1년 간 국내여행 횟수는 ‘1∼2회’(42.1%)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조사 응답자의
평균 국내여행 횟수는 1.8회로 나타났음
- 특히, 시각 장애와 지체 장애에서 국내여행 참여 횟수가 평균 2회 이상으로 다른 장애
유형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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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장애인의 국내여행 횟수
(단위: %)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4회

5회 이상

평균(회)

전 체

2,025

34.3

42.1

14.6

9.0

1.8

지체 장애

648

33.0

38.2

18.0

10.7

2.0

시각 장애

125

29.0

35.5

19.9

15.5

2.6

청각/언어 장애

95

34.9

38.9

13.8

12.3

1.8

지적/자폐 장애

599

31.2

50.8

12.1

5.9

1.7

뇌병변 장애

484

38.6

38.5

13.4

9.6

1.8

기타

74

46.7

43.5

7.4

2.4

0.9

장애
유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n

숙박여행 기간
○

숙박여행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의 평균 여행 기간은 2.7일로 나타났음
-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5박 이상 응답률이 24.3%로 다른 유형보다 높은 편이며, 평균
여행일수도 3.3일로 가장 길게 나타남
<표 2-9> 국내 숙박여행 총 여행 일수
(단위: %, 일)

장애
유형

구분

사례수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 이상

평균

전 체

804

44.2

44.1

7.3

2.0

2.4

2.7

지체 장애

234

48.4

35.9

11.8

1.4

2.6

2.7

시각 장애

52

44.7

28.9

20.4

4.0

2.0

2.7

청각/언어 장애

45

30.8

32.5

10.3

2.1

24.3

3.3

지적/자폐 장애

280

38.5

56.2

3.6

0.7

1.1

2.6

뇌병변 장애

172

46.5

43.0

5.2

4.4

0.8

2.6

기타*

21

68.9

27.9

-

3.2

-

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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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용 숙박시설 및 선택 이유
○

장애인들이 국내 숙박여행 시 이용한 숙박시설은 ‘호텔’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펜션’(24.7%), ‘콘도미니엄/리조트’(18.9%), ‘모텔/여관’(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호텔’의 경우, 지적/자폐 장애 유형에서 이용 비율이 높으며, ‘펜션’은 시각 장애에서 다른
장애 유형 대비 특히 높음
<표 2-10> 국내여행 시 이용 숙박시설(복수응답)
(단위: %)

장애
유형

구분

사례수

호텔

펜션

콘도/
리조트

모텔/
여관

가족/
친지 집

전 체

687

28.9

24.7

18.9

11.9

7.6

지체 장애

196

22.1

24.8

22.0

18.6

8.2

시각 장애

46

14.9

61.5

12.3

6.2

4.8

청각/언어 장애

38

24.2

26.9

7.5

23.4

14.9

지적/자폐 장애

239

36.0

23.0

17.4

4.1

4.6

뇌병변 장애

150

28.1

20.9

22.4

13.7

11.5

기타*

18

43.0

13.1

1.6

23.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n

여행 미참여 이유
○

지난 1년 동안 여행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1순위
기준으로는 ‘건강 문제로’(38.4%), ‘시간이 없어서’(14.9%), ‘여행경비 부족’(1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건강 문제로’는 뇌병변 장애에서 높으며, ‘시간이 없어서’는 지적/자폐 장애에서 다른 유형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파악됨

○

1+2+3순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건강 문제로’(59.1%)가 가장 많았으나,
‘여행경비 부족’(41.6%), ‘여행을 도와줄 가족/친구/보조인이 없어서’(40.3%)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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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경비 부족’은 지체 장애에서 높으며, ‘도와줄 가족/친구/보조인이 없어서’는 뇌병변
장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1> 장애인의 여행 미참여 이유(1+2+3순위 기준, 상위 5순위)
(단위: %)

장애
유형

구분

사례수

건강 문제로

여행경비
부족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
보조인이
없어서

전 체

624

59.1

41.6

40.3

34.1

26.6

지체 장애

211

61.6

49.0

38.8

34.9

22.4

시각 장애

25*

47.0

18.7

18.7

11.0

29.0

청각/언어 장애

28*

63.5

17.0

47.7

46.9

28.5

지적/자폐 장애

161

43.2

36.4

31.8

18.8

44.4

뇌병변 장애

175

73.6

38.7

50.8

54.5

9.7

기타

24*

52.4

76.3

48.5

5.2

50.0

교통과
이동이
불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n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관한 질문에 ‘교통 및 이동 편의 개선’, ‘안내
정보 제공’에 이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요구가 많았음

○

1순위 기준으로 보면, ‘관광지까지 교통 편의성 개선’(25.5%), ‘장애인 관광안내정보
제공 확대’(23.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지까지 교통 편의성 개선’은 뇌병변 장애에서 높았으며, ‘장애인 관광안내 정보 제공
확대’는 지적/자폐 장애에서 높게 나타남

○

1+2+3순위 기준으로 보면, ‘관광지까지 교통 편의성 개선’(55.1%), ‘관광지내 이동
편리성 개선’(52.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관광지까지 교통 편의성 개선’과 ‘관광지내 이동 편리성 개선’ 모두 뇌병변 장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음

｜ 21 ｜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2-4]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1+2+3순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2018).
*중복응답, 1+2+3 순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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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2020)」
1) 조사 개요
○

정부는 국민들의 여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관광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국민여행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민여행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전 국민으로, 2019년도 표본크기는
총48,000명, 2020년도 표본크기는 총50,400명으로 조사 설계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기준 국민여행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로 고령자들의 관광 실태와 국내관광 행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표 2-12> 국민여행조사 개요
구분

조사 항목

조사 대상

만 15세 이상의 국민, 표본 48,000명(‘19), 50,400명(’20)

조사 방법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적격 대상자 1명을 선정하여 1:1 면접조사

조사 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2월 (매월 조사 진행)

분석 자료

고령층(60대, 70세 이상)의 조사 응답 데이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 2020)

2) 주요 내용
n

고령층의 여행 경험률 및 횟수
○

고령자들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지난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감소를 기록하였음

○

2019년의 경우, 60대 및 70세 이상의 여행 경험률이 각각 96.5%와 92.6%로 전
국민의 여행 경험률인 92.4%보다 높았으나, 2020년에는 60대와 70세 이상 모두
국민의 평균 여행 경험률 보다 현저히 낮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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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연간 여행 경험률 비교
(단위: %)

구분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국내여행

89.2

92.4

86.4

91.4

96.5

82.4

71.0

92.6

66.7

관광여행

84.0

85.0

75.5

84.7

87.5

70.3

64.2

85.3

51.3

기타여행

56.5

69.5

53.7

55.3

73.9

49.6

38.2

64.0

4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8, 2019, 2020)

[그림 2-5] 고령층의 국내여행 경험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8, 2019, 2020)

<표 2-14> 연간 여행 횟수 비교
(단위 : 회)

구분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국내여행

6.92

7.61

4.95

6.39

6.59

3.79

3.98

4.82

1.78

관광여행

5.26

5.81

3.75

4.83

4.95

2.85

3.03

3.68

1.26

기타여행

1.66

1.80

1.20

1.57

1.64

0.94

0.95

1.13

0.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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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의 국내여행 참여 횟수는 지난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음

○

2019년의 경우, 60대 및 70세 이상의 평균 여행 횟수가 각각 6.6회와 4.8회였으나,
2020년에는 60대 3.8회, 70세 이상 1.8회로 현저히 낮게 나타남

[그림 2-6] 고령층의 국내여행 횟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8, 2019, 2020)

n

고령층의 여행 기간
○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도 60대의 국내여행 평균 일수는 10.6일이었으나,
2020년에는 60대 응답자 평균 5.5일로 크게 감소하였음

○

70세 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9년 평균 7.8일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평균 2.5일로 급격한 감소를 기록하였음
<표 2-15> 1인 평균 여행 일수 비교
(단위 : 일)

구분

2019

2020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국내여행

12.94

10.59

7.84

7.65

5.46

2.51

관광여행

10.01

8.15

6.08

5.81

4.20

1.77

기타여행

5.81

2.45

1.76

1.83

1.25

0.7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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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 국민과 비교했을 때 60대와 70세 이상 모두 숙박여행 보다는 당일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고령자들의 당일여행 선호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표 2-16> 국내여행 일정 비교
(단위 : %)

전 국민

구분

60대

70세 이상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당일

52.7

60.7

56.9

67.4

59.2

71.7

1박2일

31.5

28.4

30.7

25.4

27.6

19.7

2박3일

11.9

8.5

9.4

5.7

9.8

6.7

3박 이상

3.9

2.5

3.1

1.5

3.4

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 2020).

n

여행 동반자 유형
○

전 국민과 마찬가지로 60대 및 70세 이상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여행 동반자는
‘가족’과 ‘친구/연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60대 보다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족’ 또는 ‘친척’과 함께 여행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2-17> 국내여행 동반자 비교(복수응답)
(단위: %)

구분

2019

2020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가족

55.1

59.1

61.8

54.6

64.1

72.6

친구/연인

38.1

29.2

20.4

40.4

29.2

18.5

친척

3.1

4.4

6.5

3.4

5.8

11.6

(직장)동료

2.2

0.9

0.8

3.2

1.3

0.9

학교 단체

0.3

0.3

0.2

0

-

-

친목 단체/모임

5.2

12.4

15.0

2.4

7.2

5.6

기타

0.2

0.3

0.8

0.1

0.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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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의 활동
○

고령자들이 국내 여행지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자연 및 풍경 감상’, ‘휴식/휴양’,
‘음식관광’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다른 연령층보다 60대 및 70세 이상에서 ‘가족/친지/친구 방문’ 비율이 높음

2019

2020

[그림 2-7] 고령자들의 여행지 활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 2020)

(상위 5순위, 단위: %)

<표 2-18> 여행지에서의 활동 비교
(중복응답, 상위 9위, 단위: %)

구분

2019

2020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자연 및 풍경감상

74.4

77.3

72.8

78.1

77.0

71.7

휴식/휴양

56.3

56.0

54.3

57.6

55.6

49.3

음식 관광

51.9

51.8

50.5

53.9

53.5

52.7

가족/친지/친구 방문

13.9

15.3

20.0

16.3

22.2

25.2

역사 유적지 방문

9.8

10.7

9.9

8.5

9.0

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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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고령자들의 여행 미참여 이유
○

2019년 조사에서 여행 미참여 이유로 60대의 경우 ‘시간적 제한’ 요인이 가장 많은
반면, 70세 이상은 ‘건강상의 문제’가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코로나19’를
여행 미참여의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음
-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60대는 시간적 제한 요인의 영향이 큰 반면에, 70세
이상 고령자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음

<표 2-19> 여행 미참여 이유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전 국민

60대

70세 이상

코로나19

-

-

-

32.5

32.5

25.6

시간 부족

50.5

45.4

19.9

26.0

23.2

13.2

가족, 친구와
시간 맞추기 힘듦

16.8

16.5

15.5

17.0

17.7

14.9

건강상의 문제

11.0

13.5

36.1

7.1

7.5

24.5

여행에 관심이 없음

4.4

5.8

6.3

4.2

5.6

5.7

함께 여행할 사람 부재

4.7

5.4

8.2

3.9

4.4

5.6

여행 경비 부족

6.0

7.0

7.0

3.5

3.7

4.1

여행 정보 부족

1.6

1.8

2.5

1.6

1.9

1.6

여행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1.4

1.4

1.3

1.5

1.6

1.6

집안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1.4

2.4

2.6

1.2

1.0

2.2

관광시설 불편

0.3

0.5

0.2

1.0

0.7

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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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 공급 현황

1. 무장애 관광 관련 업계 현황
가. 전문 여행사 현황
○

본 연구에서는 무장애 관광 관련하여 일반 여행사와 구분되는 ‘전문 여행사’를 아래
4가지 기준 가운데 3가지 이상 충족하는 여행사로 간주하였음
- ① 장애인･노인 전체 고객 대상, ② 널리 알려진 무장애 관광지 외 자체 기획 및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고유 상품 보유, ③ 무장애 관광 인프라(차량, 휠체어, 편의시설, 전담 직원
등) 보유 ④ 무장애 관광 홍보 콘텐츠(지도･영상) 등 제작

○

전문 여행사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연평균 500명∼1,000명 이상의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여행서비스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며, 개인･단체･기관과 상관없이
고객들의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대다수의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장버스 또는
미니밴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약자의 교통 불편 문제를 일면 해소하고 타 업체에
비해 맞춤형 상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의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두리함께, 어뮤즈
트래블, 에이블투어, 복지플랜, 무빙트립, 홍익관광 여행사, 제주 생태관광 등이 있음

○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두리함께 여행사는 장애인과 시니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고객 맞춤형 상품(장애유형별 및 기관･개인별) 및 풀컨시어지 상품(투어헬퍼 필수
동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두리함께 여행사에서는 지금까지 총 2만여 명의 고객(동반자 포함/611개 기관)들에
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온드림패키지의 경우 6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음(‘20∼‘21 상반기)

○

두리함께 여행사는 제주도 내 무장애 관광코스를 50개 이상 개발하였으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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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및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30개 무장애 관광코스를
발굴하였음
○

또한 제주도 무장애 관광지, 체험시설, F&B, 숙박시설 관련 데이터, 접근성 및 이동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 관련
데이터를 상당량 축적하고 있음

○

어뮤즈 트래블 여행사의 경우 장애인과 시니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 상품(장애유형별 및 기관･개인별) 및 풀컨시어지 상품(사전 상담 필수)을 중심
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관광협회로부터 무장애 관광 여행사 인증을 받은 어뮤즈 트래블 여행사는
지금까지 누적 고객 수가 1만여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20∼‘21 상반기)

○

어뮤즈 트래블 여행사에서는 15개의 장애인 관광코스 상품, 20개의 시니어 및 아이
돌봄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무장애 호캉스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음(‘20∼‘21)

○

어뮤즈 트래블 여행사는 특히 액티비티 여행, 체험 여행, 발달장애인 돌봄 여행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랜선투어 콘텐츠 개발 등 무장애 관광 사업
영역을 세분화하고 있음

○

에이블 투어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로서 지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상품을
개발 판매 중이며, 바우처를 이용한 여행상품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솔자
나 코디가 반드시 동행하는 풀컨시어지 상품도 판매하고 있음

○

에이블 투어 여행사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대형 전세버스 5대, 중형버스 1대를 자체적
으로 보유하고 있어 단체 투어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장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및 단체의 인지도가 높은 편임

○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플랜은 장애인과 시니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무장애 관광상품 및 체험여행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

복지플랜 여행사는 부산 인바운드 상품, 부산시민의 아웃바운드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상품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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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및 해변용(수상) 휠체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투어 진행이
수월한 편이며 한국관광공사, 산학연관, 지역상생 프로젝트, GKL 등 공공기관 및
기업 지원 투어(B2B, B2G)를 다수 진행한 바 있음

○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무빙트립 여행사는 장애인(지체･발달･시각･청각) 및 시니어
대상 체험 여행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유여행 및 패키지여행(맞춤형), 단일
체험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

동력 패러글라이딩, 갯벌 체험, 캠핑, 해변용 바다휠체어, 산악용 바이크 UTV 등
다양한 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 오프로드 투어, 새만금 에코 휠로드, 순창
스카이로드, 워너비캠핑(서울, 순창, 광주) 등이 있음
<표 2-20>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현황

소재지
(주요 지역)

제주
(전국 및 해외)

서울
(전국 및 해외)

업체명

두리함께

어뮤즈
트래블

유형

국내/해외
(인･아웃)

국내/해외
(인･아웃)

대상 고객

주요 사업 및 특징

장애인
시니어

Ÿ 고객 맞춤 상품(장애유형 및 기관･개인별), 풀컨시어지
상품 중심(투어헬퍼 필수 동행)
Ÿ 패키지 단일상품(시즌별 코스 상이)
Ÿ 지역(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코스 및 패키지 운영.
Ÿ 해외 10개국(싱가포르, 홍콩, 태국, 괌, 사이판, 일본,
베트남, 대만, 중국, 호주, 유럽 등)
Ÿ 그 외 콘텐츠(무장애 관광지 및 숙박시설 조사 발굴) 및
테마여행(카페투어, 마을탐방, 해수욕장) 발굴 제작
Ÿ 현행 제주 50개 이상, 전국 30개 코스 발굴(완료)
Ÿ 누적 2만여 명 진행(동행포함/611개 기관), 온드림패키지
60명 진행(20년∼21년 상반기)
Ÿ 사업에 따라 일부 기업 투자･공모, 공공지원 없음.
자체 상품 개발 및 자력 중심.

장애인
시니어

Ÿ 고객 맞춤 상품(장애유형 및 기관･개인별), 풀컨시어지
상품 중심(사전 상담 필수)
Ÿ 공식적으로 15개 코스상품(장애인), 20개 코스상품(시
니어 및 아이돌봄) 개발, 고객 필요에 따라 관광지 및
체험, 숙박 등 변동 가능. 무장애 호캉스 상품 개발 판매
(20∼21년)
Ÿ 액티비티 여행, 체험 여행, 발달장애인 돌봄 여행 등 주
력. B2B, B2G 등 기관 투어 다회 진행
Ÿ 누적 1만여 명(무장애 관광객 당사자 비율 8, 동행 2),
코로나 이후 2천명 진행(20년∼2021년 상반기)
Ÿ B2G가 8할. 민간 투자 2할. 지원여행 이후 개별 여행
문의 및 후속 진행 다수
Ÿ 서울시관광협회 ‘무장애 관광 인증 여행사’(20년,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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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주요 지역)

경기
(전국 및 해외)

부산
(전국, 경상권)

광주
(전국)

서울
(전국)

제주
(제주)

업체명

에이블투어

복지플랜

무빙트립

홍익관광
여행사

제주
생태관광

유형

국내/해외
(인･아웃)

국내/해외
(인･아웃)

국내

국내

국내
(제주)

대상 고객

장애인

주요 사업 및 특징
맞춤형 상품(지체･발달) 판매 및 바우처(10만원) 여행 중심
바우처 비용보다 금액이 높을 시 자부담
풀컨시어지 상품 판매(인솔자 또는 코디 반드시 동행)
휠체어 탑승 가능한 대형 전세버스 5대, 중형버스 1대
보유로 투어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Ÿ 차량 보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기관 및 단체 투어
문의 다수.
Ÿ
Ÿ
Ÿ
Ÿ

장애인
시니어

Ÿ 2가지 유형(부산 인바운드/부산시민 아웃바운드), 체험
여행 상품 판매
Ÿ 부산 인바운드 상품 2개, 아웃바운드 상품 20개 보유.
맞춤형으로 상품 조정
Ÿ 부산 인바운드의 경우 해변산책+작가 사진 촬영 및 인화
상품이 주력.
Ÿ 부산 체험상품 500명 진행(20년∼21년 상반기)
Ÿ 휠체어 탑승 버스 및 해변용 휠체어(수상휠체어 등)
보유로 투어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Ÿ 그 외 한국관광공사, 산학연관, 지역상생프로젝트, GKL
등 공공기관 및 기업 지원 투어(B2B, B2G) 다수. 별도의
지자체 지원은 없음.

장애인
시니어

Ÿ 장애인(지체･발달･시각･청각) 및 시니어 대상 체험여행
중심(사전답사 및 테스트 자체 필수 진행).
자유여행, 패키지여행(맞춤형), 단일체험상품 판매
Ÿ 제주 오프로드 투어, 새만금 에코 휠로드, 순창 스카이로드,
워너비캠핑(서울, 순창, 광주 등)
Ÿ 발달장애인 패키지 투어 500명 진행(장애인7:동행3,
21년 상반기 기준)
Ÿ 기관 요청 투어 680명 진행(21년 9월 기준)
Ÿ 공공･민간의 투자 및 지원이 6, 자체 수익에 따른 상품
개발이 4 비율

장애인

Ÿ 맞춤형 상품 판매. 대략 10개 정도 코스 보유
Ÿ 휠체어 탑승 가능한 대형 전세버스 2대 보유
Ÿ 코로나19로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 큼.
Ÿ 차량 구매 당시 정부 지원 일부 보조, 이후 자체 수익으
로만 운영

장애인

Ÿ 팀 에코 프로젝트
Ÿ 맞춤형 상품 판매, 장애인 및 생태여행 전문 해설사 필수
동행
Ÿ 2박 3일 정규코스 보유(로컬 푸드, 숲 체험, 해변 산책,
재래시장 탐방 등 포함)
Ÿ 자체 상품 개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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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여행사 현황
○

국내 일부 일반 여행사들도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상품을 개발･판매
하고 있으나, 실제로 투어를 진행한 횟수가 매우 적거나, 상품 모객 인원이 한 해
평균 100명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

○

최근 시장 확대를 위해 진입하였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상품 판매 부진에 따른
보완책으로 무장애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여행사도 있음
- 그러나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였으나 상담 및 문의 응대 외 실제로 투어를 진행해보지 못한
경우,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무장애 관광 상품을 처음 판매해 본 경우가 다수

○

무장애 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있어서 일반 여행사들의 강점은 일반상품 판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무장애 관광 고객 컴플레인 대응이 비교적 빠르고, 숙박
및 F&B 등 기존의 거래 업체 보유 시 상품 단가를 쉽게 조정할 수 있음

○

일반 여행사들의 무장애 관광 상품은 주로 공공의 지원 또는 민간 기업의 투자 및
지원을 통해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무장애 관광 상품의 시장성
확인을 위한 초기 진입 및 사업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 예로 ㈜한국교육여행사는 전국의 초･중･고 및 대학의 수학여행과 졸업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온 여행사로서, 기업체 연수 및 학교, 일반 단체모임 여행에서
더 나아가 액티브 시니어, 무장애 관광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한국교육여행사는 이동하기 편리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스를 설정하고, 지역별･
유형별(장애인/시니어) 200여 개 맞춤형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 상품
개발 과정에 외부의 지원이나 공모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오케이 에듀투어 여행사는 장애인과 시니어 모두 고객 대상이며, 2018년부터 제주
무장애 관광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음. 2021년에는 서울시의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무장애 호캉스 상품 판매와 투어 진행에 주력하고 있음

○

모두를 위한 관광 여행사의 경우, 방한 인바운드 무장애 관광객을 중심으로 ‘Korea
wheelchair tour’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서울 및 남이섬, 에버랜드, DMZ, 경주,
부산, 제주 등 국내 지역을 방문하는 무장애 관광코스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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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협동조합에서는 장애인 및 시니어 뿐 아니라, 일반 모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 1명을 문화해설사로
양성하여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을 활용한 궁궐 투어상품을 판매 중임

○

야놀자 계열사인 여행대학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60세 이상 활동적 장년을 위한
‘꿈꾸는 여행자 과정’을 진행해오고 있음. 은퇴 후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여행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1,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지속적인 시니어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표 2-21> 무장애 관광 일반 여행사 현황

소재지
(주요 지역)

제주
(제주)

서울
(전국 및 해외)

서울
(전국 및 해외)

서울
(수도권･전남
및 해외)

업체명

엔이에스티
제주투어

한국교육
여행사
(리스펙트유)

곰두리
여행사

오케이
에듀투어

유형

국내
(제주)

국내/해외
(인･아웃)

국내/해외
(인･아웃)

국내/해외
(인･아웃)

무장애관광
주요 대상

주요 사업 및 특징

장애인
시니어

Ÿ 기업 및 단체 전문. 무장애 여행도 맞춤형으로 ‘위제주
(WeJeju) 투어’ 진행(기관/단체 중심)
Ÿ 40팀, 1,500명 대상으로 여행 진행(14년∼현재까지).
발달 및 지체(휠체어) 장애인, 경증 장애와 복지기관 종
사자 여행 중심

장애인
시니어

Ÿ 맞춤형 상품 판매, 별도의 패키지 판매 없음
Ÿ 지역별, 유형별(장애인/시니어) 200여 개 상품 보유
Ÿ 복지관 등 기관 문의 다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투어는 없음
Ÿ 이동하기 편한 관광지 중심으로 설정
Ÿ 상품 개발 시 지원 및 공모 없음. 지자체 인센티브 투어
위주

장애인

Ÿ 맞춤형 상품 판매. 주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
Ÿ 국내여행 중심. 과거 캐나다 및 미주 아웃바운드 진행,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아시아 아웃바운드 진행.
Ÿ 한 달에 평균 5팀 진행, 1년에 2천 명 정도(코로나19
이전 2019년까지)
Ÿ 나눔여행 등 바우처 여행 진행 경력 다수

장애인
시니어

무장애 관광 및 호캉스 상품 보유
제주(맞춤형, 기획형) 무장애 관광 상품 판매(18년∼)
21년 무장애 호캉스 상품 판매에 주력
코로나19 시기 관광취약계층 대상 호캉스 상품 판매 및
투어 진행(체크-인, 호텔 커뮤니케이션 지원)
Ÿ 제주 상품은 공공･민간 지원 없었음. 호캉스 상품은 서
울시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Ÿ 서울시관광협회 ‘무장애 관광 인증 여행사’(20년,21년)
Ÿ
Ÿ
Ÿ
Ÿ

｜ 34 ｜

무장애 관광 현황 분석

소재지
(주요 지역)

업체명

유형

무장애관광
주요 대상

제2장

주요 사업 및 특징
Ÿ 주요 상품 6개(지체･발달장애 주력). 수원화성, 수원+
용인, 수원화성(발달장애 아동 및 보호자 힐링 투어) 등
Ÿ 2021년 기준 투어 50명 진행(15명 장애인 당사자),

서울
(수도권 및
해외)

해피쿱투어

국내/해외
(인･아웃)

장애인
시니어

서울시 호캉스 투어 100명(20년∼21년 진행 중)
Ÿ 타 여행사와 협력 운영 구조 마련
Ÿ 기관여행 이후 입소문으로 개별여행객 유치 중
Ÿ 현재 주요 무장애 관광 상품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인천
공항공사, 서울시 등의 지원 및 공모로 진행
Ÿ 서울시관광협회 ‘무장애 관광 인증 여행사’(20년,21년)
Ÿ 주로 청각장애인(농인) 대상 상품 개발 및 투어
Ÿ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호캉스 상품 개발 (청각/시각장애인

서울
(전국 및 해외)

비에프엔씨
(소풍)

국내/해외
(인･아웃)

장애인

대상), 전체 50명 진행
Ÿ 과거 패럴림픽 농인 선수단 투어 후 첫 무장애 투어 진행
Ÿ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호캉스 투어(20년 참여)
Ÿ 서울시관광협회 ‘무장애 관광 인증 여행사’(20년)
Ÿ 마을 및 공정여행, 시각장애인 특화 무장애 여행 상품 구성
Ÿ 안녕,성수동마을(반나절/종일, 무장애 투어) 상품 보유
Ÿ 1:1 인솔자 투어만 진행
(반드시 인솔자1명, 장애인1명)

서울
(전국)

사계절
공정여행

국내

장애인
시니어

Ÿ 10명 대상으로 투어 진행(20년 기준)
Ÿ 시각장애인 경복궁 코스 및 서촌 코스 개발 완료, 코로나19
상황 따라 론칭 예정. 양평지역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장애인 코스 발굴 중
Ÿ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호캉스 투어(20년 참여)
Ÿ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지원 주요, 상품 개발에 투자.
Ÿ 서울시관광협회 ‘무장애 관광 인증 여행사’(20년)

서울
(전국 및 해외)

세상에 없는
세상

국내/해외
(인･아웃)

장애인

Ÿ 세상에 없는 여행 사이트 별도 운영
Ÿ 홈페이지 ‘무장애 여행’ 카테고리 보유, 관련 정보 부재
Ÿ 장애인 해외 아웃바운드 전문 여행사
Ÿ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상품 구성

서울
(해외)

유니버설
디자인투어

해외
(아웃바운드)

장애인

Ÿ 14개 코스 보유(중국 북경, 일본 큐슈, 태국 푸켓,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시드니,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키나와,
괌, 사이판, 아이슬란드 등)
Ÿ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잠정 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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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주요 지역)

업체명

유형

무장애관광
주요 대상

주요 사업 및 특징
Ÿ 방한 인바운드 무장애 관광객 중심
‘Korea wheelchair tour’ 사이트 운영
Ÿ 서울 1일 투어 코스(3개), 서울 3일 투어(1개), 서울+남이섬

경기
(전국)

모두를 위한
관광

국내/해외
(인바운드)

장애인
시니어

연계투어, 서울+에버랜드 연계투어, 서울+DMZ 연계
투어, 서울+경주 연계투어, 서울+부산 연계투어, 서울
+제주 연계투어, 무장애 한국관광 12일 코스 보유
Ÿ 주로 동남아시아 및 세계 각국에서 국내 입국, 봄･가을
개별관광(Private Tour) 진행(코로나19 이전)
Ÿ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잠정 보류 중
Ÿ 장애인 및 시니어 대상 여행상품 판매가 아님.
Ÿ 일반관광객 포함 전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 무장애 관광

서울
(전국)

가이드
협동조합

국내

장애인
시니어

종사자 양성 및 상품 개발
Ÿ 발달장애인 문화해설사 1명 양성, 궁궐투어상품 판매 중
Ÿ 궁궐 코스(5개), 골목길 코스(2개), 사회적경제 코스(1개),
철원 온라인투어(1개) 등 발달장애인 해설사 활용 상품
개발 진행 중
Ÿ 효도여행 상품 중심으로 판매
Ÿ 총 61개 시니어 상품 보유. 국내(55개), 마카오(4개),

충북
(전국 및 해외)

나드리
세계여행

국내/해외
(인･아웃)

미국 서부(2개) 상품 기 보유
시니어

Ÿ 패키지 구성 상품이 주요. 맞춤형도 가능. 지역별 동선
코스가 정해져 있고 고객 필요에 따라 조정 진행
Ÿ 현재 시니어(효도여행) 상품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판매
Ÿ 정부나 민간의 지원 없음. 전부 자체 개발
Ÿ 현재 액티브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진행, 향후 확대 예정.
Ÿ ‘꿈꾸는 여행자’ 과정으로 회원제 및 커뮤니티 플랫폼

서울
(전국 및 해외)

야놀자
여행대학

국내

시니어

운영방식. 별도의 맞춤형 상품이 아닌, 고객기획형 (특수
목적 관광 주요)
Ÿ 1,000여 명 각각 투어 진행(18년부터 현재까지)
Ÿ 공공의 지원 및 비영리 법인과의 협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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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장애 관광 관련 정책사업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눔여행」
n

나눔여행 사업 개요
○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 영유아동반 가족,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

단순 열린관광지 답사가 아닌 지역 특산품 체험, 심리 치유, 가족동반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호자(가족)와 유대감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특히, 전문 업체를 통해 추천코스를 제작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관광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자 함

○

나눔여행 사업은 유관기관(지자체, 지역 RTO, 장애인협회, 지역복지관 등)과 협업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음
<표 2-22> 나눔여행 추진체계
구분

내용

한국관광공사

- 참가자 선정, 추천코스 관광지 선정, 예산 집행 등
- 행사 기획 총괄 및 관리 감독

기초지자체, 지역 RTO 및
장애인협회 등

- 추천코스 및 나눔여행 참가자 추천 및 업무 협조

대행사

-

추천코스 모델 섭외 및 제작(동영상, 원고, 지도, 사진 등)
나눔행사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착수, 행사 진행, 결과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업무협의, 사전답사, 안전관리, 결과 등 기타 과업 사항

자료: 한국관광공사(내부자료)

n

나눔여행 유형별 코스 제작
○

한국관광공사는 전문 업체(대행사)와 함께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인근 주요관광지
를 연계하여 여행코스를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등을 더 많은
이동약자들에게 상세히 공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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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여행코스 제작
- 지체 장애인 뿐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각 장애유형을
고려한 접근 가능한 관광지 발굴 및 음식점, 숙박시설 연계 여행코스 제작
- 자가운전 외 장애인 콜택시 또는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연계한 여행코스 개발
- 장애인 관광활동에 필요한 시설 정보는 여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류
없는 내용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

시니어 여행코스 제작
- 시니어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맞는 코스를 개발하고 있음
<표 2-23> 시니어 유형 구분
유형

내용

Pre시니어(55∼60세)

시니어를 앞둔 중년층 지칭, 정년 이전 단계 또는 막 정년퇴임을 맞이한
집단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신체 및 이동의 제약이 없음

Active시니어(60∼75세 미만)

구매력↑, 신체적 제약↓, 가장 활발한 관광활동

Nuri시니어(60∼75세 미만)

구매력↓, 신체적 제약↑, 저소득계층, 복지관광 형태의 관광활동

Silver시니어(75세 이상)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은퇴 이후 생활이 길며 전반적인 구매력↑, 신체적 제약↓,
건강상태 역시 양호한 편, Active시니어 다음으로 활발한 관광활동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 관광지 간 이동거리와 시간, 여행지 안전시설(심장제세동기 비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자 함
- 여행, 교통 등 휴대기기 앱(App)의 활용법을 소개하여 시니어 미디어 리터러시에 기여하고
온라인 여행정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 자가운전 뿐 아니라 대중교통(시티투어버스, 기차-하나로 패스)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연계한
여행코스를 개발함
○

영유아 동반 가족 여행코스 제작
- 영유아와 부모를 고려하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관광지 및 여행 프로그램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키즈 시설, 아동용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 촉각 위주 체험 프로그램,
유아식사 메뉴, 온돌방, 유모차 및 카시트 대여, 응급실 정보, 가족할인 정보 등을 확인하여
여행코스를 제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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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 및 출입구 경사도, 관광지 간 이동거리 및 시간, 여행지 안전 현황(안전시설, 자동차
통제 제한 등)을 확인하여 설계함

n

나눔여행 추천 코스(2018-2020)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매년 장애인 추천코스, 영유아 추천코스 및 시니어 추천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음

○

추천코스 및 체험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 연계 및 협업을 통해 발굴된 코스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함
- 나눔여행 추천 코스 관련 정보 및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공사는 2013년부터 장애인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현)열린관광 모두의
여행’(구: 함께하는 여행)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여행지, 숙박, 음식점, 대중교통, 여행 팁 등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 간의
생생한 여행정보 공유를 활성화

[그림 2-8] 열린관광 모두의여행 홈페이지
자료: 한국관광공사(access.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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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유형별 나눔여행 추천 코스는 다음과 같음
<표 2-24> 2018년 나눔여행 추천 코스
장애인

시니어

영유아

경기도 안산, 양평
경상도 합천, 영주, 예천
대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중구
서울 도봉구
울산 동구, 장구
전라도 완도
충청도 당진

강원도 영월
경기도 연천
경상도 고령, 영양
대전 서구, 유성구, 중구
전라도 목포, 완주

강원도 정선, 홍천
경기도 화성
경상도 밀양, 청도
서울 영등포구
제주 서귀포
충청도 공주, 증평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표 2-25> 2019년 나눔여행 추천 코스
장애인

시니어

영유아

강원도 춘천
경기도 시흥
경상도 산청함양, 통영, 포항
서울 마포구
전라도 여수
충청도 아산, 제천, 단양

강원도 고성, 동해망상
경기도 포천
경상도 합천
대구 근대로
전라도 영광, 장흥해남
제주 서귀포
충청도 부여

강원도 속초
경기도 용인, 가평
경상도 거제, 경주
부산 해운대
서울 노원구
전라도 무주
충청도 충주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표 2-26> 2020년 나눔여행 추천 코스
장애인

시니어

영유아

강원도 영월
경기도 이천
경상도 김해, 안동
광주 동구, 북구
부산 사하구
전라도 전주
충청도 청주

강원도 태백, 정선
경기도 안성, 평택
전라도 진도
충청도 보령, 옥천, 충주

강원도 춘천
경기도 수원, 의왕
경상도 창녕, 문경
전라도 보성, 군산
충청도 서천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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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18년 영유아 추천코스 ‘속초’
* (좌) 국립산악박물관 내 영유아 암벽체험 ‘트랙맨’, (우) 속초시립박물관 내 아이 눈높이에 맞춘 전시물과 모형

[그림 2-10] 2019년 시니어 추천코스 ‘고성’
* (좌) 열린관광지 점자 가이드북, (우) 무장애 관광동선 정보 제공 점자 안내판

[그림 2-11] 2020년 장애인 추천코스 ‘안동’
* (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 자료 활용, (우) 지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이동 코스

｜ 41 ｜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n

나눔여행 추진 실적(2018∼2020)
○

2018년도 나눔여행은 시니어 및 지체, 시각 장애인 총 13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 울산, 전주/완주, 제주, 고령 일대에서 진행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8년 가을여행주간(10월20일∼11월4일)과
연계해 ‘열린관광지와 함께하는 나눔여행’을 실시하였음
- 제주와 고령 행사는 지자체 주도로 모집하였으며, 완주 행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korean.visitkorea.or.kr)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함

○

고령의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에서 진행된 나눔여행은 대구지역 시각장애인을 대상
으로 가족단위로 모집해 장애인과 가족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였음
<표 2-27> 2018년 나눔여행 추진 실적
지역

날짜

인원

유형

양평 세미원

05.03

27

시니어

울산 십리대숲

05.10

39

시니어

전주, 완주

10.20

25

시니어

제주 천지연

10.26

21

지체

고령 대가야

11.01

20

시각

합계

132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

2019년도 나눔여행은 시니어 및 발달, 지체 장애인 총 176명을 대상으로 동해,
시흥, 장흥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일치기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1박
2일 여행코스 등을 운영하였음

○

2019년 가을여행주간(9월12일∼29일)과 연계해 각 지역의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업
하여 총3회에 걸친 열린관광지 나눔여행을 실시하였음

○

또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무장애 관광도시를 추진 중인 대구시와
함께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나눔여행을 진행함(10.29∼30)
- 대구 관광지의 중심인 대구 근대골목과 무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영동 국악체험촌 및
치즈체험 등의 코스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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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2019년 나눔여행 추진 실적
지역

날짜

인원

유형

동해 망상해수욕장

04.30

20

시니어

시흥 갯골생태

05.09∼10

19

발달, 지체

왕광백수해안도로 장흥 편백

09.16∼17

18

지체

아산, 부여

09.23∼24

19

발달, 지체

함양, 합천, 산청

09.26∼27

18

발달, 지체

무주

10.29∼30

37

발달

부산해운대

11.15

25

시니어

여수

11.22

20

시니어

합계

176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그림 2-12] 여행주간 연계 나눔여행(2018∼2019)
사진: 한국관광공사 자료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0년 나눔여행은 시니어 및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인
총 244명을 대상으로 춘천, 김해, 남원/장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춘천 남이섬의 시니어 대상 나눔여행 프로그램은 남이섬 둘러보기, 공예원에서 머그컵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포함되었으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휠체어
대여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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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춘천 의암호에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킹카누 선착장이 국내 최초로 조성되어 사전 나눔여행을 진행하였음
- 나눔여행을 위해 선착장 진입 경사로 설치, 촉각･음성 안내판 등 무장애 동선 및 시설을
개선하고, 휠체어 탑승(4인승)이 가능한 카누를 신규 제작하였음
<표 2-29> 2020년 나눔여행 추진 실적
지역
춘천

김해

남원, 장수

날짜

인원

유형

10.22∼23

30

시니어

11.05∼06

26

시각, 지체

10.27∼28

30

시각

10.29∼30

34

지체

11.10∼11

26

발달

11.12∼13

30

시니어

11.17∼18

39

청각

11.19∼20

29

시각

합계

244

자료: 한국관광공사 내부자료

[그림 2-13] 열린관광지 나눔여행(2019∼2020)
사진: 한국관광공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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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n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수혜자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하여, 계층 간 문화 양극화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에 기존 여행바우처 사업과 통합되면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시도지역 주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음

[그림 2-1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주체
자료: 기초예술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방안 연구(2020)

○

2018년부터 국정과제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혜자의
실질적인 사용 편의를 높이고자 지원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음
- 2015년 이후부터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1만원씩 증액(’17년 5만원→’21년 10만원)

○

2020년 전체 사업 예산은 총1,558억으로 지난 5년간 동 사업 예산이 연평균 2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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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
○

2014년 이후 문화누리카드 발급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지원대상자 대비 실제 카드발급 비율이 74.2%를 기록했음
- 특히, 타 연령층에 비해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카드 발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은 지난 2015년 88.2%에 머물렀으나, 2020년
89.7%로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단위: %)

[그림 2-15] 연령대별 문화누리카드 발급 비중
○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분야의 경우, 초기 문화 분야 중심에서 현재 여행 및 스포츠
분야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문화 관련 업종: 공연･전시, 영화･서점･음반･사진 포함
- 여행 관련 업종: 숙박･운송, 관광상품･지역명소･온천･놀이공원 입장료 지원 포함
- 스포츠 관련 업종: 스포츠 관람 및 용품 구매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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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30>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 체계(2019.10.기준)
구분

중분류

소분류

도서

도서

음악

음악

영상

영화
TV

문화

공연

공연
전시

미술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숙박

문화체험
직업체험
숙박
철도
시외/고속버스

교통수단

국내항공
여객선
렌트카

관광

여행사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관광지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스포츠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시설

체육시설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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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의 관광 관련 가맹점 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

○

19 영향으로 2019년 9,742개에서 2020년 7,856개로 감소함
<표 2-31>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가맹점 수

구분

2019년

2020년

가맹점수

비율(%)

가맹점수

비율(%)

숙박

5,685

22.5

3,803

17.1

교통수단

1,579

6.4

1,503

6.7

여행사

1,394

5.5

1,077

4.8

관광지

1,084

4.2

1,473

6.6

도서

4,350

17.2

3,664

16.4

음악

396

1.6

444

2

영상

773

3.1

774

3.5

공연

839

3.3

688

3.1

미술

4,200

16.6

3,553

15.9

문화체험

1,351

5.3

1,438

6.5

스포츠관람

43

0.2

75

0.3

체육용품

1,486

5.9

1,779

8.

체육시설

1,992

7.9

레저스포츠

79

0.3

2,016

9.1

합계

25,251

100

22,287

1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n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
○

실제 문화누리카드 이용은 문화 부문 특히 도서 구입 목적이 가장 많아,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전년 대비 2020년 문화누리카드의 문화 부문 이용 비율은 비슷하나, 관광 부문의
경우 다소 줄고 대신 스포츠 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여행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수가 줄어들면서 실제 카드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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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대분류별 문화누리카드 사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9

2020

관광

문화

체육

합계

이용금액

22,823

93,145

2,191

118,159

비율

19.3

78.8

1.9

100

이용금액

23,650

111,474

6,305

141,429

비율

16.7

78.8

4.5

1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2019년 문화누리카드의 세부분야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 부문과 관련 있는
이용금액 중에 항공, 철도 등 교통운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33> 2019 문화누리카드 세부분야별 사용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9
이용금액

비율

숙박

1,510

1.3

철도

5,225

4.4

항공/여객

9,207

7.8

여행사

1,170

1

관광지

3,237

2.7

도서

54,329

46

음반

1,884

1.6

영화

22,642

19.1

공연

1,433

1.2

전시

932

0.8

문화일반

3,278

2.8

문화체험

8,646

7.3

테마/레저

2,473

2.1

스포츠

2,191

1.9

계

118,159

1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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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

지난 2018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행
혜택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60.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2020년의 경우 지원금 전액(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71.2%였으며,
지원금의 절반인 4만5천원 미만을 사용한 비율이 3.5%로 나타남
- 어르신 및 이동 제약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카드 사용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실제
카드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예산 집행률이 80%대에 그치고 있음

○

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이 여행 분야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금액 부족(30.3%)’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음

다. 보건복지부 「돌봄여행」
n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정부는 관광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돌봄여행 서비스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동반
하고, 이용자 욕구 해소 뿐 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지친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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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돌봄여행 서비스 내용
구분(연1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차량 및 전문도우미,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연1회
(1박2일)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혈압 및 혈당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화상 기능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 통화 등

부가서비스
(대체서비스)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1회
(당일 또는
2박3일)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2021)

n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가구 여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1박2일이 기본형으로 당일의
경우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고 2박3일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표 2-35> 돌봄여행 서비스 가격

구분(연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70,000원

150,000원

74,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원

125,000원

62,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원

25,000원

12,000원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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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업계 현장 인터뷰 결과
가. 인터뷰 개요
○

(목적)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

(기간) 2021. 10. 25 ~ 2022. 1. 5/ 총 4회 진행

○

(방법) 대면 자문회의 및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

주요 내용
- 기존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 무장애 관광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표 2-36> 심층인터뷰 진행 일정

구분

날짜

주요내용

1차

10월 25일
(월)

무장애 관광 수요 현황 및
시장 조성을 위한 과제

2차

12월 6일
(월)

무장애 관광 상품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기존 정책 사업 진단

3차

1월 5일
(수)

무장애 관광 시장 진입에 관한
일반 여행업계 의견 수렴

4차

1월 5일
(수)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의견 수렴
및 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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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주요 결과
1) 기존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

n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 수요층의 선호와 관광경험에 기초한 사업 추진
○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물리적 접근성에 집중되어 보행약자
들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반면 그 외의 장애유형에서는 오히려 열린관광지를 활용한
관광 선호도가 낮고, 실제 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예컨대, 시각장애는 맛집 탐방 선호, 발달장애는 독립여행 진행 등 유형별 선호 차이 고려

○

열린관광지 선정시 지역의 랜드마크 등 대표 관광지가 선정되지 않고 관광지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곳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수요 반영이 요구됨
- 지자체의 열린관광지 추천은 ‘관광지’보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어 실제 관광지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최근의 관광수요 트렌드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관광객 경험의 관점에서
관광활동 전반에 대한 접근가능한 전략이 필요함
- 이전과 달리 ‘식도락 여행’에 대한 선호 및 수요가 높아졌는데, 열린관광지는 이와 연계한
관광이 어려움 (예시) 한강 유람선 내 뷔페 이용을 선호하나 유람선 체험에서 종료
- 열린관광지는 전체가 관광지화 되어야하는데 현재는 주출입구, 특정한 코스･구간에 대해서만
열린관광지로 조성되어 있어 일부 구간만 접근이 가능

○

열린관광지 홍보 전략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여행사 등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n

나눔여행 활성화 사업 → 실수요와의 연계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필요
○

현재 나눔여행 사업은 전년도의 열린관광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각 유형별로 매년 9건씩 총 27건의 나눔여행 추천코스 개발, 열린관광지 뿐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규 코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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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여행은 1박2일로 작가 동행 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나눔여행은 수요자의 실수요 부응하지 못한다는 외부 지적이 있어 참여자 피드백
등을 통하여 보완이 요구되며, 나눔여행이 일회성 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일방향 지원 정책은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나눔여행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음

n

문화누리카드 및 바우처 사업 → 여행 부문 구분 및 지원 금액 상향 필요
○

2013년 실시한 여행바우처 사업은 금액이 15만원이었지만 가맹점이 부족하여 소비가
어려웠다면, 현재는 이전보다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금액이 부족하여(10만원) 관광
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행 관련 지원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와 여행을 구분한 바우처 사업
진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바우처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화 지원 카드로 대다수의 카드 사용자가 여행에도 사용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관광취약계층이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여행사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 관광지 등을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무장애 관광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

n

(정책방향 개선) 복지적 측면에 집중 → 산업적 관점의 지원체계 구축
○

무장애 관광 논의에서 산업적 측면이 복지 관점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산업적 측면의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무료 여행 참여, 지원금 및 바우처 사용 독려 등 정책적으로 ‘만들어 둔 것’의 사용이
아닌, 산업이 교통약자들을 소비자로 인식할 수 있는 산업적･제도적 개선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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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장애 관광 수요자들의 무료 여행 참여보다 자비용 부담 관광 욕구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무장애 관광시장은 수요자가 ‘직접’ 돈을 쓰는 구조가 되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임
- 소비자가 직접 돈을 소비하면 업계가 수요에 대응하여 접근성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실제로 개선된 사례가 있음

○

이제 복지 차원 논의에서 벗어나서 관광 공급자들이 스스로 소비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함

n

무장애 관광은 개별여행 시장과 단체여행 시장의 균형적 접근 필요
○

무장애 관광 수요자에 대해 단체여행보다 개별여행을 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개별여행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단체여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최근 관광트렌드가 변화하여 단체관광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장애 관광
시장의 수요자 중 약 60% 이상은 여행 도움과 조력자가 필요함
- 개별여행 시장과 단체여행 시장 모두를 고려한 투 트랙 전략으로 무장애 정책 추진 필요

n

교통약자들의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필요
○

무장애 관광시장의 수요자들에게 여행은 비장애인의 여행과 다른 의미를 지니며,
단순히 놀러가는 행위가 아닌 ‘사회 참여’, ‘사회관계 맺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장애인은 사회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큰 편이나, 여행을 통해 예상보다
사회의 차별이 심하지 않고, 직접적인 여행 경험을 통하여 자존감이 올라가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예시) 두리함께 여행사는 MOU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독립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함.
보호자 없이 스스로 혼자 제주도에 일주일 정도 거주하면서 독립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회 참여와 관계 맺기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여행 형태임

○

현장에서는 여행을 단순 관광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기회 등으로
여행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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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코로나19 영향 파악 및 전망 → 소규모･개별관광 수용태세 구축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단체관광은 수요가 급감한 반면 소규모와 개별관광이 증가하였음

○

소규모 및 개별관광 진행 시 특장차량 등 전세차량 이용 대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으로 관광을 진행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관광의 제약이 커지고 있음
- 기차역에서 관광지로 이동까지 장애인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

○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보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개별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차량(이동교통수단) 부재로 인한 문제 관련 보완책 대비가 시급함

○

개별여행은 사전에 여러 번 동행 여행을 진행하는 등 교육을 통하여 근거리 여행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나 홀로 여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3)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n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인증제도 필요
○

무장애 관광은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현재 업계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구성할 의지가 있으며, 좀 더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장애 관광 업계의 노하우, 경력 및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의 무장애 관광 여행사 대상 차량 지원 등 물리적 지원은 지양해야 함

○

인증제는 해당 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업체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고품질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문여행사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어 인증제를 통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가 신뢰하고 인증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인증제도 도입 시 이용자의 평가 및 피드백을 포함하는 인증 절차도 중요함

○

관광약자가 많이 방문하는 호텔이나 식당은 자발적으로 이동식 경사로 설치 등 관광
약자를 여행 소비자로 인식하고 업계 스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더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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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n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현재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 대상 40% 할인
혜택 제공 등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여행사 운영 측면에서 지속
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 지원금’ 등과 같이 실제 관광상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행업계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모객하여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함

○

무장애 관광상품은 운영 과정에서 여행 보조인력 육성 및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곧 여행상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책 지원을 통해
무장애 관광상품 단가를 낮추는 지원이 필요함
- 비장애인 관광상품은 1명의 직원이 20명의 관광객을 인솔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최대 5명임. 인적 서비스 비용이 비장애인 관광상품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n

무장애 관광 인프라 및 수용태세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화장실
등 시설 및 인프라 측면에서 점검･개선할 사항이 많음

○

호텔의 경우, 전체 객실의 3%는 장애인 객실을 구비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호텔과 MOU 체결 등을 통해
무장애 객실 공급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비즈니스호텔의 경우 3%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객실이 없는 곳이 다수임
- 장애인 관광은 단체관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객을 한 곳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매우 부족함

○

교통수단의 경우, 항공을 제외한 선박 등 여전히 무장애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 무장애 관광객도 낚시여행 등 새로운 수요가 존재하나 물리적 여건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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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종합적･체계적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
○

무장애 관광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여행업체 입장에서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무장애 여행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 한국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 추천 코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무장애 관광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종합포털은 미흡한 상황임

○

무장애 관광시장에 신규 진입한 여행업체의 경우 관련 정보의 사실 확인과 업데이트가
필요하여 상품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관광약자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일본의 경우 일본관광공사가 조직적으로 배리어 프리에 관한 정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함
- 이용가능한 식당, 숙소, 액티비티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라쿠텐
등 OTA를 통해 장애인들의 숙박이 가능한 숙소를 별도 카테고리로 제공, 호텔 등 숙박시설
가격 확인뿐 아니라 인근의 접근가능한 관광지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함

n

무장애 관광 공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채널 지원 등 필요
○

무장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유통이 중요하며,
특히 공급 상품에 대한 유통 지원이 시급함

○

일반 여행업계와 경쟁하기 위하여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예컨대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광상품 공급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무장애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여행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적 증대가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전제되어야 함
- 외국의 경우 각 도시마다 무장애 관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고, 국내도 민간에서
1년 과정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 중임

○

무장애 관광은 기본적인 사전 정보 조사 등도 어렵지만, 상품 운영에서 인력 투입이
비장애인 대상 여행과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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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석

1. 무장애 관광 수요 진단
가. 무장애 관광시장 규모 확대
n

무장애 시장 가치 인식 제고 및 민간업계 대응 필요
○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향후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무장애 관광시장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유형 가운데 고령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55%) 차지하고 있어 무장애 관광시장의 주류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민간 관광업계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무장애 관광시장의 규모와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 세부시장의 수요에 맞는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나. 무장애 관광여행 행태 변화
n

장애 유형별･연령대별･동반자별 차별화 전략 필요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2020년 국내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외출 빈도와 여행
경험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역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 관광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각 장애인의 경우 여행
경험이 비교적 많고 이동에 불편함이 적어 개별 여행 형태로 참여가 쉬운 반면,
지적/자폐 장애인의 경우 여행 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고령자들의 경우 60대 연령층에서 국내여행 참여가 활발하고, 70세 이상은 건강상
의 문제로 여행 경험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고령자 동반 가족 여행의
형태로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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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코로나19 이후 무장애 시장의 여행 형태 변화 가속화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무장애 관광시장도 단체여행
보다는 개별여행(FIT) 형태로 참여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음

○

장애인, 고령자 등 무장애 관광시장에서도 최근 개별여행(FIT)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 소비지출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
- 제주도 여행상품 2인기준 2박3일 100만원∼150만원, 3박4일 350만원 수준

○

최근 국내여행 형태가 장소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그룹 및 맞춤형
여행에 대한 선호가 늘고 있음.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의 여행 선호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진정한 체험과 경험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짐

n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지금까지는 국내여행 참여 장애요인 가운데 교통 및 이동 접근성 개선(무장애 환경
조성)이나 여행 경비 부족 문제 완화(바우처 또는 보조금 지원) 등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정보 구축･홍보, 다양한 무장애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장애 관광시장의 개별여행(FIT) 형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 동반가족 등이 국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과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행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제로 관광약자들의 여행 과정에 동행하면서 보조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활용한 인적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숙박여행 시 펜션, 호텔, 콘도/리조트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체의 무장애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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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장애 관광 공급 진단
가. 민간 사업체 지원 및 육성 시급
n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경영상 어려움
○

무장애 관광상품의 특성상 사전 현장답사 및 특장차량 대여, 보조인력 활용, 장애인
객실 확보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원가가 매우 높음

○

거의 대다수의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업체들과 사회적 기업들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 대비 채산성이 낮은 실정으로 파악됨

○

관광약자를 고객으로 하는 경우 단순히 수익 추구나 상품 판매에 집중하게 되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전문성이 요구되는 무장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홍보할 경우 다른 업체
에서 모방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 보장이 어려움

○

따라서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상품 개발비, 대외 홍보비,
전문 보조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n

무장애 관광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

무장애 관광상품은 대상 고객마다 필요한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여행상품처럼 유형화하기 어려우며, 물리적인 서비스의 부족한 측면을 반드시 인적
서비스로 보완해주어야 하는 특징이 있음

○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의 국내여행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광현장에서
이들의 접근 및 이동, 체험 등을 보조해 줄 인력이 필요함

○

즉, 관광약자들의 실제 여행과정에 동행하면서 세심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트래블헬퍼(가칭 여행지원사)’ 양성 교육이 시급함

○

또한 기존 일반 여행업계의 상품 기획자, 안내 가이드 인력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인식 개선과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함

○

더불어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을 국내 주요 열린관광지와 지역관광 안내
센터 등에 배치하여 실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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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무장애 관광상품의 홍보 및 유통 미흡
○

각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지, 편의시설, 추천 여행코스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도 무장애
관광 관련 안내정보가 전무한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대다수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들과 사회적 기업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개별여행 시장의 경우
영세한 규모와 홍보수단 부족으로 인해 마케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우수 여행상품, 무장애 관광호텔, 접근 가능한 식음
시설 등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수요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유통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최근 기술 환경 및 관광객 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홍보 수단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여행사들을
지원하고, 민간 OTA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n

협력 업계의 인식 및 자발적인 참여 부족
○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 객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단체 고객들이 여러
다른 숙소에 분산되어 머무는 경우도 있으며, 전문 여행사에서 장애인 객실 현황을
쉽게 검색하고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임

○

무장애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특장차량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나,
지자체와 복지기관 등 공공의 무료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보다는 민간 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하여 대여･운행하도록 점차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진정성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 변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들도 현지 맛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였으나,
접근성 및 서비스가 미흡하여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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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의 정부 정책사업 개선
n

실제 이용자 관점의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정보 홍보 개선
○

나눔여행 추천코스의 경우, 무장애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국내여행 계획
및 실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수요자 맞춤형 추천코스 발굴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 선호 활동 등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새로운
지역의 추천코스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개발된 추천코스를 보완하고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

또한, 나눔여행 추천코스가 국내 전문여행사 및 일반여행사들의 무장애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확산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나눔여행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기 조성된 열린관광지들을 활용하여 핵심적인 체험
콘텐츠 및 인근지역과 연계된 코스를 개발하고, 무장애 관광시장 중에 특히 국내여행
참여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실제 이용자 관점의 모니터링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관광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n

바우처 이용 여행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무장애 프로그램 개발
○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체부가 추진 중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 연간 1인당 지원금이 1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잘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숙박시설 등 관광 관련 사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 금액은 도서 구입 등 문화 부문에 대부분 지출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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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입장에서는 연간 1인당 10만원 지원 금액이 실제 여행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문화누리카드 바우처가 호텔, 여행상품, 관광지 등
관광부문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비율이 높은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관광지나 문화시설,
지역축제 등에서 운영될 수 있는 무장애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시니어 여행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n

돌봄여행서비스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돌봄여행서비스를 각 지자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증진을 위해 양 부처에서 유사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돌봄여행서비스 제공 기관 및 민간업체, 전문 도우미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문화바우처 사업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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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분석

제1절

1. 국내 무장애 관광상품 사례
가.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상품 사례
1) 두리함께 여행사
○

전문 여행사인 ‘두리함께 여행사’의 패키지 사례는 제주 2박3일 상품으로 주로 장애인
및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임. 항공, 차량, 숙박,
식사, 관광, 가이드, 여행자보험을 포함한 상품이며 가격은 약 45만원임

○

본 상품의 특징은 장애인 고객에게 훈련된 전문 투어 헬퍼를 필수로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자체 특장버스를 운영하고 필요시 샤워체어를
고객에게 빌려 주는 등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추가 지원 서비스가 풍부함
<표 3-1> 두리함께 여행사 상품 사례

업체명

두리함께 여행사

상품명

온드림 패키지

대상 고객

장애인･노인

여행 지역

제주

여행 일정

2박 3일

상품 가격

약 45만원 ∼ (시즌/구성에 따라 약간 상이함)

Ÿ 패키지: 항공, 차량, 숙박, 식사, 관광(입장료), 가이드, 여행자보험 포함.
상품 특징 Ÿ 장애인 고객의 경우 투어 헬퍼 필수 지원･동행
Ÿ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버스 보유･운영, 장애인 객실 및 샤워체어(자체 보유)

주요 코스

[1일차] 제주도 도착 – 점심식사(한치물회) - 수국길 한가득 – 제주 볼레낭길 – 저녁식사(흑돼지 구이)
[2일차] 아침식사(호텔 조식) - 치유의 숲 – 점심식사(해녀냥푼밥) - 노을과 바다 – 저녁식사(해물탕)
[3일차] 아침식사(호텔 조식) - 포구여행 – 점심식사(갈치조림) - 제주 공항

사진

온드림 패키지 소개

특장버스
*사진 : 두리함께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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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뮤즈트래블
○

어뮤즈트래블 여행사의 사례는 장애인 및 노인 등 휠체어를 주로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강원도 춘천 여행 상품임. 해당 상품은 차량, 숙박, 식사, 관광
(입장료와 체험비), 가이드, 여행자보험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이며 가격은 48만원
선으로 시즌이나 상품 구성에 따라 약간 변동 됨

○

본 상품은 장애인 등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 여행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두드러짐. 그러나 입장료 및 체험비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 상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음
<표 3-2> 어뮤즈트래블 상품 사례

업체명

어뮤즈트래블

상품명

만들고 맛보고 즐기는 1박2일 춘천 여행

대상 고객

장애인･노인(휠체어 사용자)

여행 지역

강원 춘천

여행 일정

1박 2일

상품 가격

48만원∼

(시즌/구성에 따라 약간 상이함)

패키지: 차량, 숙박, 식사, 관광(입장료/체험비용), 가이드, 여행자보험 포함.
무장애 관광 전담 가이드 및 상시 인력 배치
장애인이 쉽게 하기 어려운 체험 중심 여행.
특장버스 운영, 장애인 객실 및 샤워체어(자체 보유)

상품 특징

Ÿ
Ÿ
Ÿ
Ÿ

주요 코스

[1일차] 서울출발 – 소양강 스카이워크 – 점심식사(현지식) - 소양강 킹카누 체험 – 저녁식사(현지식) - 숙소 이동
[2일차] 아침식사(현지식) - 강원도립화목원(문화해설/숲공예체험) - 점심식사(현지식) - 막국수체험
박물관(문화해설/막국수만들기체험) - 서울 이동

소양강 킹카누 체험

막국수 만들기 체험

사진

고객 유형별 컨시어지 여행

무장애 랜선 투어
*사진 :프레시안(좌상), 어뮤즈트래블(우상, 좌하,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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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플랜
○

부산에 소재한 복지플랜 여행사의 당일치기 부산 여행 상품으로 선택 관광지 1곳과
식사 1회, 해수욕 또는 스냅사진 촬영 중 1개 선택으로 구성된 상품임. 15인 이상의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인당 가격은 8만 5천원 수준임

○

해당 업체는 부산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살려 상품을 구성함. 해수욕 체험과 스냅사진
체험으로 구분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게 상품을 개발함. 또, 자체 특장버스와 해수욕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타 업체에 비해 낮게 구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 15인 이상에게만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개별 관광객의 상품 구매가
제한적이지만, 개별 관광객에게는 해수욕 휠체어나 스냅사진 촬영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음(1시간 당/3만원)
<표 3-3> 복지플랜 상품 사례

업체명

복지플랜

상품명

모두 다 바다

대상 고객

장애인･노인(휠체어 사용자)

여행 지역

부산

여행 일정

당일

상품 가격

8만 5천원 ∼
(1인/최소 15명 이상)

상품 특징

Ÿ 패키지: 차량, 관광(스냅사진/체험비용), 여행자보험, 안전요원 포함.
Ÿ 스냅사진 및 해변용 휠체어로 해수욕 입수 등 체험 중심 여행.
Ÿ 특장버스 보유･운영, 해수욕 휠체어 보유

주요 코스

바다 해수욕 또는 해변 산책 및 스냅사진 촬영 – 식사(현지맛집) - 관광지(1곳 선택)
* 선택식사 : 갈맷길 돼지국밥, 안식처(파스타), 할매 재첩국, 속 시원한 대구탕, 서울깍두기 중 택1
* 선택관광지 : 자갈치 크루즈 탑승,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 구포 무장애 숲길, 영도 태종대, 유엔 평화 기념,
민락수변공원(산책로), 누리마루 APEC하우스/동백섬 중 택1

사진

자사 특장버스

바다 해수욕 체험
*사진 : 복지플랜(좌), 한국일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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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빙트립
○

광주 소재 무빙트립 여행사의 1박2일 순창 무장애 여행 상품으로 장애인 등 관광
약자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 여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동력패러글
라이딩 상품은 무빙트립이 자체 개발함. 무장애 동력 패러글라이딩 체험은 무빙트립을
통해서만 현재 진행 중임

○

해당 상품은 개별･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편이 불포함된 특이점이
있으며, 4인 기준가 79만원 선으로 1인당 약 20만원 정도임. 패키지와 별도로 동력
패러글라이딩 단일 체험 상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장애인･군민 9만원(평일)
/9만9천원(주말), 비장애인 9만9천원(평일)/11만원(주말)임
<표 3-4> 무빙트립 상품 사례(1)

업체명

무빙트립

상품명

베리어프리 순창 그린투어

대상 고객

장애인･노인

여행 지역

전북 순창

여행 일정

1박 2일

상품 가격

79만 6천원∼(4인 가격)

상품 특징

Ÿ 패키지: 관광(입장료/체험비용), 식사, 숙박 여행자보험 포함.
Ÿ 체험 중심 무장애 관광 상품

주요 코스

[1일차] 순창 도착 – 체계산 트래킹 – 점심식사(현지식) - 동력 패러글라이딩 – 동굴탐험 – 순창장류박물관
(물레체험/그릇만들기/다도체험 포함) - 저녁식사(현지식) - 숙소 이동
[2일차] 아침식사(현지식) - 엉겅퀴 고추장 만들기 – 산나물 비빔밥 푸드클래스 및 점심식사 - 귀가

사진

동력 패러글라이딩 준비

동력 패러글라이딩 탑승
*사진 : 무빙트립

○

<표 3-5>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갯벌체험 상품으로 마을과 협업하여 자체 체험
상품을 개발하였음. 무빙트립 여행사는 체험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주력, 이 외에도 캠핑
상품, 해변용 바다휠체어, 산악용 바이크 UTV 체험 등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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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무빙트립 상품 사례(2)
업체명

무빙트립

상품명

새만금 에코 휠로드 투어

대상 고객

장애인･비장애인･노인

여행 지역

전북 고창, 부안

여행 일정

1박 2일

상품 가격

약 3백2십2만원(10인 기준)

상품 특징

Ÿ 패키지: 숙박, 식사, 체험, 여행 인솔, 여행자 보험 포함(차량 별도)
Ÿ 체험 중심 무장애 관광 상품

주요 코스

[1일차] 고창 도착 – 복분자청 만들기 체험 – 점심식사 – 바다갯벌체험 – 선운사 트레킹 – 저녁식사 - 숙소이동
[2일차] 아침식사 – 동력 패러글라이딩 – 바다캔들 만들기 – 점심식사 - 귀가

사진

바다 갯벌 체험 마차 슬로프

지체장애인 바다 갯벌 체험
*사진 : 무빙트립

나. 일반여행사의 무장애 관광 상품 사례
1) 오케이 에듀투어
○

오케이 에듀투어는 서울특별시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관광취약계층에게 호캉스
투어를 2021년 상하반기 각각 50명(총100명) 대상 진행함

○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5성급 호텔 올인클루시브
상품을 구성하여 관광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함

○

별도의 투어가 없다는 점에서 양질의 여행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식사와 체험으로
대체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힐링상품을
새롭게 발굴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함

○

단, 해당 여행이 공공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광객의 욕구와 수요의 편차가
매우 커,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고객과 호텔 양측의 컴플레인을 수렴･조정해야한다
는 애로가 있음. 또한, 첫 기획 시도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판매가와 수익률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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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오케이 에듀투어 상품 사례
업체명

오케이 에듀투어

상품명

서울 행복여행
(관광취약계층 호캉스 투어)

대상 고객

장애인

여행 지역

서울

여행 일정

1박 2일

상품 가격

40만원 (서울시 지원)

상품 특징

Ÿ 5성급 호텔 올인클루시브: 숙박 및 석식･조식･중식 식사, 체험, 여행자보험, 해피콜 서비스,
기념품 포함
Ÿ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올인클루시브 호캉스 상품
Ÿ 호텔바우처(2만원 상당) 또는 교통비 지급 또는 와인 중 선택
Ÿ 기념품: 와인 또는 포토 액자

주요 코스

[1일차] 호텔 체크인(전담 직원 안내) - 문화체험(시청광장, 카페, 덕수궁 돌담길) 또는 호텔 수영 –
저녁식사(룸서비스 또는 호텔 바우처 사용) - 자유시간 및 취침
[2일차] 아침식사(호텔조식) - 문화체험(샌드아트체험, 시청광장, 덕수궁) 또는 호텔 수영 – 체크아웃 –
점심식사(현지식)

사진

저녁식사 호텔바우처

문화체험
*사진 : 오케이 에듀투어

2) 해피쿱 투어
○

해피쿱 투어의 발달장애인 아동 및 부모 대상 특화 상품으로, 경기도 수원과 용인
당일 투어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하게 경기도 수원 화성 일대 투어를 진행함

○

오후 일정은 발달장애인 아동과 부모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특히, 발달장애인
아동 동반 여행시 부모는 여행을 자유롭게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두 집단을
분리하여 아동에게는 체험 기회를, 부모에게는 힐링 여행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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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한국공항공사 및 일자리재단의 지원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현재 적절한
판매가와 수익구조를 찾기 위한 시도와 개발이 진행 중임
<표 3-7> 해피쿱 투어 상품 사례

업체명

해피쿱 투어

상품명

모두가 상상해

대상 고객

발달장애인

여행 지역

경기 수원, 용인

여행 일정

당일

상품 가격

15만원(1인 기준)

상품 특징

Ÿ 패키지: 차량, 입장료, 전일정 식사, 여행자 보험 포함
Ÿ 서울 근교에 발달장애인 및 동행(부모)의 힐링 투어 여행 상품

주요 코스

수원역 출발 – 화성 행궁(투어 및 무예24기 공연 관람) - 점심식사(현지식) - 화성 어차 및
국궁체험(아동)/용인자연휴양림 숲치유 프로그램(부모) - 화성 행궁 합류 및 귀가

사진

화성 행궁 투어

발달장애 아동 체험
*사진 : 해피쿱투어

3) 가이드 협동조합
○

기존의 무장애 관광 상품과 전혀 다른 무장애 관광 상품으로 가이드 협동조합에서
2019년 론칭한 해설 상품임. 해당 상품은 발달장애인 투어가이드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창덕궁 해설 서비스를 진행함

○

장기간 훈련을 받은 발달장애인 투어 가이드를 배치하여, 현재 가이드 협동조합
및 마이리얼트립에서 해당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해설 투어 서비스는 2시간 기준 1만 5천원(1인당)으로 저렴한 편이며, 창덕궁 일대
주요 문화시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고 있음. 가이드 비용과 송수신기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본 상품이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관광객 전체를 아우르는
상품이며, 여행 서비스 공급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무장애 관광 산업 및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게 되는 유의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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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가이드 협동조합 상품 사례
업체명

가이드 협동조합

상품명

발달장애인 가이드의 느린 창덕궁

대상 고객

장애･비장애인

여행 지역

서울

여행 일정

당일(2시간)

상품 가격

1만 5천원(1인)

상품 특징

Ÿ 포함: 가이드비 및 송수신기, 불포함: 입장료 및 개인경비
Ÿ 발달장애인이 관광객이 아닌 가이드로서 창덕궁 해설을 진행하는 색다른 프로그램

주요 코스

돈화문 – 금천교 – 인정전 – 선정전 – 희정당 – 대조전 - 낙선재

사진

발달장애인 가이드 투어

발달장애인 가이드 투어 홍보페이지
*사진 : 가이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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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사례
가. 정보 콘텐츠 프로그램 사례
1) 모아스토리
○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중 정보 콘텐츠를 주요하게 제공하는 ㈜ 모아스토리의 사례임.
모아스토리는 주로 무장애 관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관광지 및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무장애 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을 진행함. 최근에는 MZ세대 장애인을
겨냥하여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두 끼 떡볶이 매장 지도를 선보이기도 함

○

모아스토리의 영상 콘텐츠 브랜드 ‘이지트립(Easy Trip)’은 약 230여 편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 여행 후기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VJ를 기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모아스토리에서 제작하는 지도 역시 일반적인 무장애 관광지도와 달리 테마를 중심
으로 구성됨. 군산의 유명한 관광지 주변 무장애 점포 지도,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연남동 지도,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두끼 떡볶이 지도,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서울시내
스타벅스 지도 등 실제 관광객의 니즈와 수요를 반영한 테마 지도를 제작함
<표 3-9> 모아스토리 프로그램 사례

모아스토리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이지트립 영상 콘텐츠 (Easy Trip)
Ÿ 2016년부터 무장애 여행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개, 여행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
Ÿ 현재 약 230여편의 영상을 제작, 주요 무장애 관광지 및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음.

사진

이지트립 썸네일

서울식물원 여행 동영상
*사진 : 모아스토리

｜ 75 ｜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관광과 복지를 융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기아자동차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여행용 차량을 대여해주었으며, 최근에는 차량 뿐 만
아니라 이동보조장치 ‘휠셰어’를 대여하여 여행의 편리성을 높이는데 주력함

○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초록여행은 서울, 강원,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6개
분소가 있으며, 전국에 16대의 차량을 보유 및 운영 중임. 차량용 시트가 외부로
나오는 전자동 시트 부착 및 전동휠체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 부착 차량과
슬로프가 설치되어 휠체어 통째로 탑승 가능한 레이 차량이 있음

○

기관 연계를 통하여 여행 경비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 또는 특정 대상에게는 차량은
물론 여행 경비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하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산림복지
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역본부 등과 협업하고 있음
<표 3-10> 그린라이트 프로그램 사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초록여행 차량 대여
Ÿ 장애인 및 가족, 친구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용 교통수단 무상 대여.
Ÿ 서울, 강원, 대전, 광주, 부산, 제주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전국에 16대 초록여행 차량 보유

사진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산림치유여행
*사진 : (사) 그린라이트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초록여행 ‘테마여행’
Ÿ 주요 기관의 기부 또는 지원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여행에 필요한 차량
및 경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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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산림치유여행
*사진 : (사) 그린라이트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사진

휠셰어
Ÿ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링 사업으로 수동휠체어를 사용하여 여행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동화키트를 대여하여 기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Ÿ 전동화키트 부착을 통해 여행시 동행의 불편을 줄이고, 힘들지 않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함.
Ÿ 서울, 부산, 경주, 제주 등 전국에 4개 거점 사무소 있음.

꼬리형 키트 장착 예시

조이스틱형 키트 및 휠체어 장착 예시

휠셰어 후기1

휠셰어 후기2
*사진 : (사) 그린라이트

○

또한, 초록여행의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및 노인 중 이동이 불편하여 군대
간 자녀의 면회를 가지 못하는 것을 고려, 장애인 가정의 군 복무 자녀 면회 지원
및 가족 휴가도 지원하고 있음

○

‘휠셰어’ 사업은 휠체어에 동력 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여행 시 이동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전국 4개 거점 사무소에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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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는 무장애 종합 관광안내센터로서의 기능에 충실함. 특히 서울
시의 무장애 관광 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장애인 및 노인 등
관광약자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테마여행 및 시티투어를 진행함

○

정기적으로 코스를 발굴하여 자체 차량과 연계한 소규모 그룹 투어와 매달 변경된
코스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
중증장애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및 기구들을 대여하고 있음
<표 3-11>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프로그램 사례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다누림 미니밴 추천여행 코스 및 다누림투어 코스
Ÿ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최소2인 포함)를 포함하여 서울 시내 당일 투어를 휠체어
탑승 가능한 미니밴으로 진행
Ÿ 정해진 기간 내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버스를 이용한 시티투어 버스로 매달 시티투어 코스가 변경됨

사진

다누림 미니밴 추천여행

서울식물원 여행 동영상
*사진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보조기기 대여
Ÿ 여행 중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대여.
Ÿ 휠체어, 경사로, 호이스트, 목욕의자, 유아용 유아차 등이 있음.

사진

경사로

이동형리프트(호이스트)
*사진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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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에서는 무장애 부산관광 웹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해당 기관은 무장애 관광지 조사 및 발굴, 관광안내 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정기 팸투어 진행, 편의시설 대여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표 3-12>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프로그램 사례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무장애 부산관광 웹페이지 운영
Ÿ 부산 지역 무장애 관광지 및 관련 장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안내 정보 사이트
Ÿ 주요 관광지 주변 편의시설(F&B) 정보 보유(관광지 32개, 숙박 11개, 식음시설 200개)

특징

사진

무장애 부산관광 웹페이지

웹페이지 내 무장애 관광지 소개
*사진 :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부산 내 호텔 MOU를 통한 장애인 객실 할인가 연계
Ÿ 부산시 내 15개 호텔과 MOU 체결, 할인가로 장애인 객실 연계 제공
Ÿ 기존 호텔 예약 또는 온라인 부킹 사이트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사진

MOU 체결 호텔

장애인 객실 내부
*사진 : UPI뉴스, 서울다누림관광센터

○

팸투어의 경우 평소 부산을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제외한
부산 관광을 전액 지원하여 1박 2일 동안 부산의 무장애 관광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이동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50명
이상 팸투어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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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는 부산 소재 호텔 15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장애인 객실을 고객에게 연계하고 있음. 평소 장애인 객실 수요가
부족한 호텔에서는 기관의 홍보 및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장애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기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나.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사례
1) 사단법인 물길로
○

사단법인 물길로의 ‘킹카누 나루터’에서는 휠체어가 탑승가능한 킹카누를 제작하여
소양강 의암호 주변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해당 장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어 수도권 무장애 관광객의 방문이 늘고 있음

○

전동휠체어를 제외하고 수동 휠체어 4대가 동시 탑승이 가능하며, 전복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휠체어 통째로 탑승이 가능함. 코스 운영시 배의 방향과
안전을 책임지는 키맨이 탑승하고 있으며, 배 후면부로 직접 탑승할 수 있으며,
탑승자가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일 수 있어 이색적인 체험이 특징임
<표 3-13> 사단법인 물길로 프로그램 사례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사단법인 물길로
킹카누 나루터
Ÿ 휠체어 통째로 탑승가능한 킹카누 보유. 휠체어 4대까지 탑승 가능
Ÿ 춘천 의암호 코스, 붕어섬 갈대밭 코스, 의암호 하중도 수상생태공원 테마코스 등 운영

사진

후면부로 휠체어 탑승

노 젓는 장애인 탑승객
*사진 : 연합뉴스, 춘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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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 하지만,
국내 유일한 무장애 킹카누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음

○

킹카누 나루터에서는 춘천 의암호 코스, 붕어섬 갈대밭 코스, 의암호 하중도 수상생
태공원 테마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객들의 경우 주요 코스 또는
보다 짧은 코스를 선호하기도 함

2) 남이섬 트리코스터
○

문화체육관광부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남이섬 ‘트리코스터’로, 국내에서 유일한 무장
애 익스트림 스포츠 프로그램임

○

기존의 트리코스터는 안전밸트를 착용하고 탑승자가 밧줄을 잡고 직접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날아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코스터를 탑승하지만,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은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수 슬링을 개발 제작하였음

○

트리코스터 관리 운영 인력은 사전에 관광취약계층을 안전하게 탑승시키기 위해
기초 교육 및 훈련을 받았으며, 트리코스터 탑승장에는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리프트와 경사로가 설치되어 출발지점까지 휠체어로 이동 가능함
<표 3-14> 남이섬 트리코스터 프로그램 사례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남이섬 트리코스터
트리코스터
Ÿ 익스트림 스포츠 중 유일하게 장애인 탑승이 가능. 별도 특수 슬링을 제작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장애인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

사진

트리코스터 슬링 장착

트리코스터 탑승
*사진 : 뉴스타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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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

충북 제천의 청풍호반케이블카로, 해당 케이블카는 관광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설치된 곤돌라3) 중 휠체어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무단차 승강장 및 케이블카
차량을 운영하고 있음

○

현행 통영, 목포, 여수, 삼척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단차가 높아 전동휠체어는 탑승이 불가능하고, 수동휠체어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
움이 있음. 또한, 수동휠체어도 직접 탑승이 불가능하고, 숙련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가 뒤로 크게 재껴진 상태로 탑승하는 등의 불편이 여전함

○

반면, 청풍호반케이블카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직원 도움이 있지만 무단차라는 점에
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의 긴 의자가 접히는 방식이라 휠체어 사용자와 탑승객이
마주보며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임
<표 3-15> 청풍호반케이블카 프로그램 사례
청풍호반케이블카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청풍호반케이블카
Ÿ 제천의 명소 청풍호반을 파노라마뷰로 감상 가능.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운행.
Ÿ 회전형 승강장이지만 케이블카 차량 입구에 단차가 없어 접근이 편리함

사진

청풍호반케이블카 실제 탑승

무단차 케이블카
*사진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홍서윤 촬영

3) 케이블카와 곤돌라 모두 삭도라 지칭. 여수, 통영, 목포 등지에서 운영되며 크리스탈 바닥이 있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상태에서 승하차를 하는 케이블카가 곤돌라인 반면, 남산 케이블카처럼 승하차장에서 케이블카가 멈추고 특정 시간에 맞추어
이동하는 형태가 케이블카라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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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 스카이다이빙(플라이스테이션)
○

플라이스테이션의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체험 프로그램에 더 적합한데, 직접적인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이라 명명하기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익스트림 레포츠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관광 취약계층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함

○

해당 업체는 장애인 고객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훈련된 베테랑 코치진이
몸이 불편한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익스트림 레포츠라는 점에서 수술을 받았거나 사전 교육을 이해하지 못해 안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체험을 못 할 수도 있음
<표 3-16> 실내 스카이다이빙 프로그램 사례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실내 스카이다이빙(플라이스테이션)
실내 스카이다이빙
Ÿ 2016년 플라이스테이션 설립, 윈드터널 플라잉 100시간 이상의 코치진 보유
Ÿ 별도의 무장애 프로그램은 없으며, 코치진이 장애인 참여자 운용 경험 다수

사진

윈드터널 입장 도움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
*사진 : 모아스토리

○

체험 프로세스는 공기저항이 적은 수트로 갈아입고, 사전 교육을 수강하면서 자세나
안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받게 됨. 실제 윈드터널에 입장을 할 때는 휠체어
사용자가 보행이 불가능하여 두 명의 훈련된 코치의 보조로 입장함. 윈드터널 내에서
는 공기저항이 있어 코치 한명이 자세를 만들어주고 스카이다이빙을 느낄 수 있도록
보조함. 실제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해보는 시간은 5∼10분 정도이며, 훈련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장시간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금액도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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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 카라반
○

강원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에 배치된 카라반으로 캠핑 체험이 가능함. 실제 망상
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카라반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를
배치하고 있으며, 예약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함

○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중심으로 경사로나 데크로드가
설치된 캠핑 사이트가 많이 늘고 있음. 대표적으로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캠핑장(글램
핑) 및 순창 향가오토캠핑장 등이 있음. 그러나 접근 가능한 카라반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동해 망상오토캠핑장의 카라반이 국내 유일한 카라반임
<표 3-17> 망상 오토캠핑장 프로그램 사례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 카라반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망상 오토캠핑장 카라반
Ÿ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된 카라반 보유.
Ÿ 단, 입구 문폭이 좁아 카라반 내부까지 휠체어 진입이 원활하지는 않음.

사진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 지도

경사로 설치된 카라반
*사진 : 동해시설관리공단, 이동미의 여행스케치

○

그러나 망상오토캠핑장의 카라반 역시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하
도록 설계는 되어 있지만, 카라반의 획일적 구조로 인하여 문 폭이 좁아 휠체어가
내부로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내부 편의시설을 적절히 갖추지 못하여
장애인 및 노인보다는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조금 더 적합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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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릉 오죽한옥마을
○

강릉오죽마을의 한옥 숙박 객실 ‘애일재’는 한옥의 구조상 휠체어 사용자 및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쉽게 한옥에서 숙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현대식 한옥을 건축하여
한옥 숙박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운영됨

○

47개의 한옥 숙박 객실 중 유일하게 무장애 객실로 조성된 애일재는 휠체어로 접근
이 가능하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침대를 배치하여 바닥에 오르내리기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들도 편리하게 한옥에서 숙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짐
<표 3-18> 강릉 오죽한옥마을 프로그램 사례
강릉 오죽한옥마을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무장애 객실 애일재
Ÿ 강릉 오죽한옥마을에 무장애 한옥객실을 운영, 일반 구조상 한옥에서의 숙박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하여 현대식 한옥 구조로 설계

사진

애일재 전경

애일재 욕실
*사진 : 강릉 오죽한옥마을

○

객실 내 화장실의 경우 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체어 등이 비치되어 있음

○

해당 숙소는 중증장애인 우선예약제를 실시하여, 매월 1일∼7일 사이에 등록 장애인
을 중심으로 우선 예약을 받고, 8일부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분 없이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취소가 되도록 하였음

○

여수, 송도 소재 한옥호텔에도 장애인 객실이 있으나 해당 호텔들은 민자 운영이며,
강릉 오죽한옥마을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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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로구 시･청각장애인 문화해설 프로그램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시･청각장애인 문화해설 프로그램으로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을 대상으로 해설투어를 진행하는 내용임. 기존의 문화해설이 시각과 음성으로만
이뤄져 시각장애인들에게 크게 공감가지 않았던 부분을 촉각을 활용·보완하여 더
다채롭게 개선시킨 것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임

○

시·청각장애인 문화해설은 교육을 통해 특화된 해설사를 배출하고, 실제 팸투어
등을 진행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확인·보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8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문화해설 프로그램으로, 종로구
관광 홈페이지 ‘종로엔 다 있다’를 통해 예약할 수 있음

○

코스는 총 5개로 경복궁(2시간), 창덕궁(1시간30분/후원포함 3시간), 창경궁(1시간
30분), 종묘(1시간30분), 북촌(2시간/청각해설만 가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설
은 희망기준일 최소 3일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됨

○

최근 유사한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데, 서울시 관광재단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특화
된 현장영상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지에서 직접 해설이 가능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표 3-19> 종로구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사례

업체명
프로그램/
사업명
특징

종로구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종로구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Ÿ 2013년부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진행.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일정기간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해설 실시

사진

경복궁 문화해설

손으로 느껴보는 경복궁 해설
*사진 : 환경방송,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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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시사점

1. 종합분석
○

전술한 국내 사례들을 종합하여 무장애 관광상품 운영 업체와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20>과 같음

○

장애인･노인 등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는 7곳(35%)이며, 일반여행사(장애인) 상품은
10곳(50%), 일반여행사(노인)은 2곳(10%), 일반여행사(장애인･노인) 상품 판매는
1곳(5%)에 해당함
<표 3-20> 무장애 관광상품 운영 업체 특징

번호

업체명

유형

소재지

주요 판매 지역

상품 특징

1

두리함께 여행사

무장애 관광 전문

제주

전국 및 해외

종합

2

제주 생태관광

무장애 관광 전문

제주

제주

맞춤

3

엔이에스티 제주투어

일반여행(장애인)

제주

제주

맞춤

4

무장애 관광 전문

서울

전국, 해외

종합

일반여행(장애인･노인)

서울

전국

맞춤

6

어뮤즈트래블
한국교육 여행사
(리스펙트유)
곰두리 여행사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전국, 해외

맞춤

7

홍익관광 여행사

무장애 관광 전문

서울

전국, 해외

맞춤

8

오케이 에듀투어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수도권, 전남, 해외

개별

9

해피쿱 투어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수도권, 해외

종합

10

비에프엔씨(소풍)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수도권, 해외

맞춤

11

사계절 공정여행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수도권

개별

12

세상에 없는 세상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전국, 해외

맞춤

13

에이블투어

무장애 관광 전문

경기

전국, 해외

종합

14

복지플랜

무장애 관광 전문

부산

경상권, 전국

종합

15

무빙트립

무장애 관광 전문

광주

전국

종합

16

유니버설디자인 투어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해외(아웃바운드)

맞춤

17

모두를 위한 관광

일반여행(장애인)

경기

전국(인바운드)

개별

18

가이드 협동조합

일반여행(장애인)

서울

수도권

개별

19

나드리 세계여행

일반여행(노인)

충북

전국

종합

20

야놀자 여행대학

일반여행(노인)

서울

전국, 해외

맞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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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사 대상 업체 중 2개 업체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상품만을 판매 중임.
2개 업체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에 소재지를 둔
여행사의 경우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장애 관광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

전체 20개 업체 중 12개(60%) 업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개
(15%) 업체가 제주, 이어 2개(10%) 업체가 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강원권 소재 무장애 관광 상품 판매 업체가 부족한 실정임

○

조사 대상 업체의 상품 특성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① 개별･개인 관광객 대상
콘텐츠 및 맞춤 상품 판매시 ‘개별’, ② 개별･단체･기관 등 관광객 대상과 상관없이
사전 상담 및 필요에 맞게 여행 상품 설계 판매 시 ‘맞춤’, ③ 앞의 ①과 ②의 특성
포함 및 사전 코스 개발에 따른 패키지 또는 기획 상품 보유시 ‘종합’으로 표기함

○

전체 20개 업체 중 상품 특성이 ‘종합’인 경우가 7곳(35%)이며, ‘맞춤’이 10곳(45%)
으로 나타났고 ‘개별’이 4곳(20%)으로 확인되었음

○

조사 대상 업체의 대부분은 장애･연령, 예산, 선호 여행지 등 고객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 여행 일정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차량 수배를 위해서라도 맞춤형
상품 기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임

○

패키지 상품 판매 등 종합적 특성을 가진 업체의 경우 세 가지 특성이 두드러짐
- ① 차량 포함 자체 편의시설 및 인프라 보유 또는 안정적인 수배 루트 확보
- ② 수차례 사전 답사 및 테스트를 통한 상품 기획 및 보완
- ③ 누적된 고객 데이터를 토대로 선호 관광지 및 고객 니즈 반영

○

개별 상품 특성을 띄는 업체의 경우 고객 특성을 고려한 개별관광(FIT)에 집중함
- 예컨대, 오케이 에듀투어의 ‘관광취약계층 대상 호캉스’ 상품의 경우 전체 인원은 50여명이
었으나, 호텔 상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별 고객 대상 서비스 진행
- 또한, 사계절 공정여행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보투어 및 체험여행 중심 고품질
개별관광(FIT)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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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사례의 경우,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단체는 13곳
(59%)이었으며, 체험 콘텐츠를 제작･운영하는 업체･단체는 9곳(41%)이었음. 또,
체험 콘텐츠의 경우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과 캠핑･한옥체험 등 숙박 체험과
문화해설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분 가능함
<표 3-21>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보유 업체 특징

번호

업체명

소재지

주요 판매 지역

특징

1

모아스토리

제주

전국 및 해외

정보 콘텐츠

2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부산

부산

정보 콘텐츠

3

위즈온 협동조합

대전

대전･충청

정보 콘텐츠

4

(사) 그린라이트

서울

전국

정보 콘텐츠
이동지원

5

서울 다누림관광센터

서울

서울･수도권

정보 콘텐츠
편의지원

6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대구

대구･경북

정보 콘텐츠

7

제주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제주

제주

정보 콘텐츠

8

경주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

경북

경북 경주

정보 콘텐츠

9

경남무장애관광네트워크
(경남관광약자도우미센터)

경남

경남

정보 콘텐츠

10

광주장애인문화관광센터

광주

광주･호남

정보 콘텐츠

11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

부산

부산

정보 콘텐츠
편의지원

12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

전국 및 해외

정보 콘텐츠
개발･모니터링

13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

전국 및 해외

정보 콘텐츠
개발･모니터링

14

(사) 물길로

강원

강원 춘천

체험 콘텐츠

15

남이섬 트리코스터

강원

강원 춘천

체험 콘텐츠

16

청풍호반케이블카

충북

충북 제천

체험 콘텐츠

17

실내 스카이다이빙

경기

경기 용인

체험 콘텐츠

18

경복궁 시각장애인 문화탐방

서울

서울

체험 콘텐츠

19

망상 오토캠핑장 카라반

강원

강원 동해

체험 콘텐츠(숙박)

20

강릉오죽헌한옥마을

강원

강원 강릉

체험 콘텐츠(숙박)

21

종로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서울

서울 종로

체험 콘텐츠(문화해설)

22

부산 수어통역 문화해설사

부산

부산

체험 콘텐츠(문화해설)

｜ 89 ｜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체 22개 콘텐츠 중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6곳, 경기가 1곳, 강원이 4곳,
부산이 3곳, 그 외 제주, 광주, 대구, 충북, 대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강원의 경우 정보 콘텐츠보다 직접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파악됨

○

주로 정보콘텐츠는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지도, 책자, 영상 등을 제작하는데, 이들은
사전에 기획 및 답사를 통해 실제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접근성 정도를 파악하거나,
편의시설의 위치 및 상태를 전달하고 있음. 일부 업체의 경우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교통편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음

○

체험 콘텐츠의 경우 장애인 등 관광약자로서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다룸. 이때, 체험 프로그램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해 특화하여 만들
어진 것도 있는 반면, 일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지만 장애인 및 노인 관광객이 왔을
때 크게 거부감이 없어 고객 응대 및 수용 과정에서 이를 확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일부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라 개발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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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n

단체 위주 여행상품에서 점차 개별화 추세
○

과거 국내 전문 여행사들은 주로 기관 및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제공해 왔지만, 최근 들어 개별 여행객 및 가족단위 소인원 대상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판매가 늘고 있음

○

복지 차원의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자비 부담 상품의 경우 장애인 고객을 위한
투어 핼퍼 인력 동행, 자체 특장버스 운영, 보조기구 대여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

다양한 체험활동이 포함된 경우 일반 여행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개별 여행객 대상 단일 체험활동 상품도 판매하고 있음

n

무장애 관광도 테마와 체험 콘텐츠가 중요
○

국내 무장애 관광상품과 관광 프로그램 사례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고령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예) 킹카누 타기, 동력 패러글라이딩 체험, 갯벌 체험, 캠핑, 산악 바이크 UTV 체험, 트래킹,
숲공예 체험, 막국수/고추장 만들기, 푸드클래스 등

○

특히, 젊은 연령(MZ세대)의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여행 취향을 반영하여 독특한 테마
와 체험 콘텐츠가 있는 관광상품 및 관련 안내정보가 늘고 있음

n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관광상품도 등장
○

국내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 눈에 띔

○

특히, 전문 훈련을 받은 발달장애인 투어 가이드가 비장애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해설 상품을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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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여행사 및 관련 기관과 호텔 업계 간의 협력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도심 호캉스 상품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향후 개별 상품화를 위해 적절한
판매가격과 수익구조를 모색하고 있음

○

부산 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의 경우, 시내 주요 호텔과 MOU를 체결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장애인 객실을 수요자들에게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줌

n

무장애 관광 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족
○

국내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은 관련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액티비티나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한정적임

○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신체가 불편하기만 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프로그램 개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향후
이러한 문제는 무장애 관광 R&D 등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무장애 관광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운영 중인 경우가 대다수로 파악됨

○

물길로 킹카누, 남이섬 트리코스터 외에도 레일바이크나 해변 휠체어 등을 구비하여
무장애 관광객들이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곳들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
되고 실제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물길로 킹카누와 트리코스터 두 곳이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음

n

물리적 접근성과 안내정보 서비스 개선 필요
○

현재 주요 관광지에는 만들기 및 공방 체험 등 물리적 접근성과 안내 서비스가 개선
되면 무장애 관광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여
무장애 관광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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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현장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참여가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및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체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움
- 무장애 관광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들이 업체 및 단체별로 흩어져
있거나, 혹은 중복되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n

수요자 관점의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 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컨설팅이 부족함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내 무장애 관광은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적절한
공급(인프라)이 있어야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이용자 관점의 컨설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한 예로, 제주도의 올레길은 2011년부터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위해 전체 23개 코스
중 10개 코스 일부를 휠체어 올레길로 지정하였으나, 휠체어 올레길로 명명하는 구간 역시
휠체어로 접근하기 불편하여 실제로 무장애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어려움
- 또한,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케이블카 탑승 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숙련된
직원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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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1. 해외 무장애 관광상품 사례
가. 캐나다 Senior Discovery Tours
1) 개요 및 운영 체계
○

1975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설립된 노인전문 여행사 시니어 디스커버리 투어
(Senior Discovery Tours)는 50세 이상의 여행자가 전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상품 및 가이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캐나다 최대의 노인 전문
민간 여행사임
- 현재 캐나다 내 토론토, 몬트리올, 해밀턴, 캘거리, 밴쿠버, 오타와, 런던에 여행사무소 위치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 해당 여행사에서는 2022년 캐나다 국내 여행 상품을 기획하여
발매할 예정에 있으며, 캐나다에서부터 투어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규정과 강화된 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현지 방문 사무소는 중지하고, 전화 상담
을 통한 투어 컨설팅은 운영 중
- 현재 Youtube, Zoom Webinar를 통해 해외 여러 나라의 관광상품에 대한 안내 및 정보
영상 및 Live Stream 제공, 해당 여행상품의 안전성, 차별화된 서비스, Q&A 상담 등을
운영 중 (그림 4-1 참고)

○

Senior Discovery Tours는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100여개 이상의 노인
관광 전문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온타리오 장애인법(The 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AODA)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 및 활동에 제한이
있는 캐나다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특정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여 온타리오
주 전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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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준은 고객 서비스, 교통 및 운송, 건축 환경, 정보 및 통신, 고용 분야 등 전
분야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규정은 접근성 표준을 바탕으로 민간 부분에
적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

Senior Discovery Tours의 정책, 관행 및 절차는 온타리오 주의 접근 가능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AODA)의 기준에 따라 접근 가능한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고, 회사의 운영
및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그림 4-1] 다양한 Senior Discovery Tours 상품
* 자료: Senior Discovery Tours 홈페이지(https://seniordiscoverytours.ca/) 및 Youtube 채널

2) 관광상품 특성 분석
n

상품 구성
○

시니어 관광상품은 캐나다 현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카리브해, 중앙
아메리카, 유럽, 중동, 뉴질랜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 대륙 및 지역을 포함

○

1∼12월까지 매달, 10일 미만, 10∼15일, 15∼20일, 20일 이상 등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여행 기간 별로 상품을 구성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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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2021년 10월 현재 2022년 상･하반기의 여행 예약을
받고 있음

n

상품 가격 및 주요 콘텐츠
○

시니어 투어는 관광(Tour), 크루즈(Cruise), 걷기(Walking), 머무르기(Stay-Put)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신체적 기능 및 선호에 따라 원하는 관광 타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상품의 가격은 여행 거리 및 지역, 체류 일정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호텔 객실 타입 및 싱글룸 변경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시니어 투어 상품의 경우 비교적 우수한 등급의 호텔 및 식사, 편안한 항공편(직항
및 일등석), 전문 가이드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나다 현지 투어도 $4,000
이상의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음
- 캐나다 도보 여행(Walking on Prince Edward Island):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를 걷는
도보 여행 상품으로 붉은 모래 해변 산책, 구불 구불한 푸르른 언덕과 내륙 산책(컨페더레이션
트레일 포함), 아름다운 시골 마을 탐험, 바다 카약, 사이클링, 심해 낚시 등으로 구성.
일등석 및 중급 호텔을 이용하고, 매 끼니 식사 및 뮤지컬 공연, 가이드 워킹 투어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1인당(2인실 사용) $4,797로 제공(표 4-1 참고)
- 캐나다 로키산 기차 여행(Rocky Mountaineer): 기차로 로키산맥을 가로지르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22년 7월($5,997), 8월($6,197), 9월($5,997)의 9일짜리 여행상품의 가격은
$5,997∼$6,19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등석 및 중급 호텔을 이용하고, 기차 여행 내내
무료로 와인 및 음료, 매 끼니 식사를 제공

○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 시골 마을 투어의 경우, Senior Discovery Tours 상품 중
상대적으로 낮은 $2,397(8일 일정, 버스 및 퍼스트 클래스 숙박, 지역 내 명소 및
쇼 제공)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출발하여 해외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시니어 전문 상품의 경우 크루즈
여행 상품의 가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4-1 참고)

○

예를 들면, 2022년 1월 19일∼2022년 2월 17일까지의 지중해 해안가 스페인 코스타
델 솔 지역의 4주 투어 코스의 경우, 1인당 약 $5,997의 가격으로 구성(2인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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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인실 및 투어 이용, 공항 픽업 서비스 이용시 추가 비용 발생
○

네덜란드에서의 크루즈 투어의 경우 2022년 4월 4일∼2022년 4월 12일까지 1인당
(2인실 사용) 약 $5,797∼ $6,797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 Senior Discovery Tours 상품 사례
방문 목적지 및 유형

유럽 네덜란드 튤립 리버 크루즈 여행

1인당
상품 가격
하이든
데크:
$5797,
슈트라우스
데크:
$6497,
모차르트
데크:
$6797

체류
일수

9일

30일

- 매년 320일의 일조량이 있어 시니어 관광객들이
지중해의 따뜻하고 편안한 기후를 느끼며 휴식과
자연자원, 스페인 문화, 아름다운 장소와 풍경을
즐길 수 있음
- 7가지 테마 여행
(피카소 탄생지 말라가로 종일 투어, 그라나다 및
알함브라 종일 투어, 선사시대 네르하 동굴 및
프리질리아나 산악마을 방문 반나절 투어,
Marbella와 Puerto Banos의 리조트 지역 반나절
투어, Alcazab Castle과 Najera Palace를 포함
한 중세 마을 Antequera 반나절 투어, 다채로운
Fuengirola 토요일 시장 및 전통 마을, 농장 및
시골 방문)
- 해안산책로, 해변 앞 스위트룸, 마리나와 아트
갤러리, 레스토랑, 해변 수영장, 해외 각국의 미식
뷔페, 라이브 음악과 쇼 등 야간 엔터테인먼트
- 게스트 스위트룸(소파, 침실, 거실, 무료 와이파이)
- 조식정식, 중식, 석식, 에프터눈 티/커피 매일 제공
- 직항편 제공

7일

-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를 걷는 즐거운 도보여행
- 붉은 모래 해변 산책, 푸르른 언덕과 내륙 산책로
(컨페더레이션 트레일 포함), 아름다운 마을 탐험,
바다 카약 등의 선택 활동, 사이클링, 낚시, Anne
of Green Gables 뮤지컬 공연
- 조식정식, 중식, 석식
- 가이드 워킹 투어 프로그램
- 일등석/중급 호텔

캐나다 현지 도보 여행

$4,797

- 유람선 크루즈 상품
-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하고 끝나며, 네덜란드 및 벨
기에 강변의 동화 같은 아름다운 자연 정취 즐김
- 크루즈 내 영어 가이드 안내, 엔터테인먼트, 강의,
테마 만찬, 환영 및 송별 칵테일 리셉션, 디너
- 호화로운 수상 호텔 라운지 및 야외 데크 휴식 및
힐링, 크루즈 내 운동 제공
- 트윈 침대, 전용 욕실, 텔레비전, 전화 등 구비
※ 이 투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걷고,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야 함

지중해 해안가 스페인 여행

$5,997

주요 상품 콘텐츠

｜ 100 ｜

무장애 관광 해외사례 분석

제4장

3) 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Senior Discovery Tours는 시니어들을 위한 에스코트 투어 및 크루즈 투어에 차별
화를 두고 있으며, 시니어 고객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엄선된
항공, 호텔, 식사, 팁 및 세금, 취소 및 건강보험 정책, 집-공항 에스코트 서비스,
능숙하고 친절한 여행가이드 등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음

○

(문 앞에서의 픽업 서비스) 노인들이 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항공편, 호텔, 식사, 수하물 처리, 교통 등 여행 전반의 운영과 절차를 대행

○

여행의 시작은 참가하는 노인 개개인의 집을 방문하여 픽업해 주는 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하며, 여행에 동반하는 매니저는 호텔의 체크인, 자동차 시간 확인, 차표 구매
등까지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해줌

○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대부분의 여행은 노인들의 신체적, 이동
수준에 맞추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함

○

하루에 1∼2개 정도의 목적지만 설정하여 과도한 이동을 자제하며 전체 관광 일정
중 1∼2개의 호텔에서 머무르며 노인들의 이동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최초 지불하는 여행 경비에는 관광지 입장료, 식사비,
호텔 및 항공료, 여행자 보험, 세금, 팁, 심지어 호텔 체크인 시 발생하는 짐 운반비용
까지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고 있음

○

(사전 상담 및 컨설팅 실시)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 가이드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본인의 여행 관련 애로점이나 필요 사항 등을 해결해 주며, 본인의 신체적 수준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을 컨설팅해 주기도 함

○

(경험 많고 능숙한, 친절한 여행 가이드 제공) 관광목적지에서도 여행가이드가 모든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 여행 표준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자들에게 더욱 중요해
진 안전과 건강 이슈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고자 해당 여행사에서는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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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건 당국이 발행하는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채택(예: 캐나다 공중보건국,
유럽질방예방센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보건기구, 크루즈선국제협회 등)
○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WTTC)를 통한 안전 여행 스탬프를 받아
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여행 심리 회복을
돕고 있음(그림 4-2 참고)

○

(취소, 환불 정책의 유연성 및 소비자 권리 강화) 코로나19 이후 현재, 2022년 3월
31일까지 특별 취소 정책 및 여행 업계 최고 환불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투어의 경우 출발 45일 전까지,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 60일 전까지 이유
불문 모든 투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액을 환불하고 있음

○

국내외 여행에 대한 정부 권고가 없는 경우 투어를 운행하며, 투어를 계속 진행하기
로 한다면 고객들은 출발일까지 응급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취소 보장을 포함하여
일반적 종합 보험 패키지가 적용되고 있음

- 이 기간 이후, 만일 정부의 여행 주의보가 발령된다면 이 경우에는 모든 여행이
취소되고 전액 환불됨

[그림 4-2] Safe Travels 인증과 안전 여행 상품 홍보 마케팅
* 자료: Senior Discovery Tou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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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 Outback Tour Services
1) 개요 및 운영 체계
○

아웃백 투어 서비스(Outback Tour
Services)는 호주 레드 센터(The Red
Centre)에 기반을 둔 현지 소유 및 운영
가족 기업으로서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호주의 아웃백 전역의 다양한 모험 여행
상품 및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

○

해당 기업의 여행 상품은 럭셔리 투어,
전문 캠핑 투어, 자가 운전 어드벤처 렌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
고 있으며, 완전히 접근 가능한 “사파리
텐트”, 휠체어 접근 가능한 차량 및 모든 지형 휠체어를 갖추고 있어 야외에서도
모든 것을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장애인들에게도 편안하고 여행이 일생일대의 모험이 될 수 있도록 예약 과정 초기에
개별 요구 사항을 논의하여 전문 장비를 조달하고, 반려동물을 돌보고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서면 해설 등을 제공하는 호주의 캠핑 어드벤처 여행 상품

○

Adventure Tours Australia Group 및 Intrepid Travel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
내/지역간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목적지 관리 회사(Destination Management
Company)도 운영

2) 관광상품 특성 분석
n

상품 구성
○

한 번에 최대 9명까지 맞춤화된 전세 투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특수 제작
차량은 휠체어에 남아 있는 한 명의 휠체어 승객,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승객을 태울 수 있음(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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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딴 지역을 여행할 때 강바닥과 거친 지형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West
MacDonnell Ranges의 물웅덩이 중 한 곳에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오프로드 휠체어"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아웃도어 체험을 돕고 있음

[그림 4-3] 장애인 아웃도어 관광을 위한 전용 밴 및 오프로드 휠체어
* 자료: 호주 아웃백 투어 서비스 홈페이지 (https://outbacktourservices.com.au/accessible-tours/)

○

다양한 캠핑 스타일을 반영한 캠핑 옵션을 제공하며(예: 부시 캠핑에서 영구 텐트가
있는 "Safari in Style" 캠핑), 모두를 위한 관광을 위한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공인 투어 전문 가이드, 장애인용 아웃도어 밴, 다양한 유형의 캠핑 숙박(원하는
경우 호텔에서의 숙박도 지원), 오프로드 휠체어, 투어 기간 동안의 전체 케이터링
서비스 등을 지원

○

호주내 엘리스 스프링스 및 울룰루 출발로 시작되는 반나절 선셋/일출 투어, 3일
이내의 투어, 5일 이상의 어드벤처 투어 등으로 구성

n

상품 가격 및 주요 콘텐츠
○

호주 아웃백 투어는 호주의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에서의 캠핑과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특히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과 텐트 유형,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나타냄

○

장애인 투어의 경우 사전에 특수 차량 및 특수 가이드,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격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아웃백 투어 상품의 콘텐츠와 가격은 다음
<표 4-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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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Outback Tour Services 아웃도어 관광상품 사례
관광 상품

1인당
상품 가격
성인:
$109
AUD
어린이:
$98
AUD

체류
일수

주요 상품 콘텐츠

반나절
(6시간)

-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울룰루-카타츄타 국립
공원 여행 및 일출 감상, 문화센터 방문하여
아눈구족의 매혹적인 고대 문화 방문
- 출발: 호주 에어즈 록, 매일 출발
- 일출 1시간 전 시작되어 점심 직전 종료
- 가이드, 원주민 문화 해설 산책 및 국립공원
입장료 포함

3일

-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에서 시작
하여 정통 아웃백 낙타 농장에 들러 점심을
먹기 위해 율라라(Yulara)의 영구 캠프장으로
이동한 다음 카타츄타(Kata Tjuta)의 36개
돔을 탐험
- 고대 지질학적 지층, 레드 센터의 석양과
암석의 색상 변화 감상, 울룰루 일출, 원주민
가이드와 함께 문화 해설 산책, 말라족에 대한
이해 및 원주민 예술품 감상, Watarrka 국립
공원 절경 감상
- 출발: 매일 (최대인원 24명)
- 숙련된 가이드 및 호스트, 국립공원 입장 및
식사, 교통 및 숙박, 원주민 문화 해설

5일

- 중부 호주의 아웃백 투어 서비스로 최대
1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 여행
- 별빛 아래 2박 부시 캠핑+영구 캠프에서
2박
- 출발: 월요일
- Uluru/Kata Tjuta, Kings Canyon, Palm
Valley, West MacDonnell Ranges 탐험
- 모든 식사 및 국립공원 입장료, 캠핑 비용
포함

반나절 일출 투어

$730
AUD

울룰루 어드벤처: 오리지널 텐트

레드센터 모험 여행
4x4 Red Centre Adventure ex Yulara

성인:
$1,395
AUD
(2인실)

자료: Outback Tour Services 홈페이지(https://outbacktourservices.com.au) 통해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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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sponsible Travel
1) 개요 및 운영 체계
○

‘여행은 당신과 당신이 방문하는 장소와 사람들, 지구에 유익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책임감 있는 관광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활동가들이 설립한
회사로 영국 Brighton의 Lane지역에 위치
- 2001년 영국의 기업가 Justin Francis와 국제 책임 관광 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Responsible Tourism) 소장인 Harold Goodwin 교수에 의해 설립
- 전 세계 400 여개의 휴가 제공업체에서 6,000개 이상의 책임 있는 휴가 여행을 제공하는
활동적인 여행 회사
- 세계 최대의 친환경 여행사 중 하나이자 ABTA(Travel Advice & Holiday Information)
회원사

○

책임 있는 여행을 위해 항공 및 기후변화, 탄소저감, 지역 주민과 사회의 환경, 문화,
경제 및 생활방식을 고려한 여행상품 개발･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해당 여행사는 풀뿌리 이니셔티브 및 지역의 제공 업체들에 중점을 두고 환경과
사회 및 경제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
- 여행자가 자신의 휴가 경험을 평가하고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적격성을 1에서 5까지 평가하
여 리뷰를 남기도록 하고 있음

2) 관광상품 특성 분석
○

현재 접근 가능한 휴가 여행을 위해 전 세계 약 153개의 여행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스페인 지역이 가장 많은 23개의 무장애관광 여행상품,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몽골이 각각 13개로 나타남

○

시각 장애, 인지 문제, 이동성 문제, 휠체어 접근가능성 등이 가능한 무장애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 가지 상품의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그림 4-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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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상별 무장애 관광상품 제공
자료: Responsible Travel 홈페이지 (https://www.responsibletravel.com)

n

이동 약자 대상 일본 여행상품 사례
○

가격: 항공편 제외 £3,800

○

기간: 11일

○

그룹 크기: 4∼14명 맞춤형 관광

○

여정:
- 1일차: 도쿄 | 휠체어 이용 가능한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일본
전통 호텔 및 사원, 관광객 친화적 레스토랑, 상점, 빈티지 기모노 체험
- 2일차: 도쿄 | 도쿄 개인 가이드 투어. 전문 가이드가 호텔 로비에서 만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하여 반나절 시내 관광.
- 가이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운송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고, 수세기
동안 알려진 도쿄 또는 에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안내 제공
- 관광 일정은 완전히 유동적이며, 꼭 보고 싶은 명소의 위시리스트가 있는 경우 알려주게
되면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루를 계획할 수 있음
- 잘 손질된 나무 사이에 휠체어 경로가 많이 있는 드넓은 조경 정원인 리쿠기엔, 하라주쿠
근처의 메이지 신궁, 아키하바라의 전자상가, 에도 도쿄 박물관(Edo Tokyo Museum), 현대
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우에노 공원(Ueno Park)에 위치한 도쿄 국립 박물관
(Tokyo National Museum)과 같은 도쿄 최고의 박물관 중 상당수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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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쿠사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634m 타워인 도쿄 스카이트리를 오르기 위한 하루 일정
표 포함. 티켓이 있으면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지상 350m에 위치한 첫 번째 전망대에
올라 도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모두 휠체어 이용 가능
- 3일차: 도쿄 | 후지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미니밴으로 이동(운전 기사가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인 해발 2,330m에 위치한 곳까지 안내), 이곳에는 작은 신사가
있고 후지 5호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가 있음, 점심을 즐긴 후 후지 5호 중 가장 큰 가와구
치호로 이동하여 호수 감상 후 도쿄 호텔로 귀가
- 4일차: 교토 | 신칸센을 처음 탑승(이때 동반자는 없지만 휠체어를 타고 호텔과 역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자세한 지침 제공, 가능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가장 쉬운 경로를 안내)
- 안내 및 지시 사항을 일본어로 번역해 제공해 주어 장애인 여행자들이 기차 안팎에서 역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나고야 사무소의 고객 지원팀에 전화하
면 현장 번역을 돕거나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포켓 WiFi 장치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Skype를 사용하여 로밍 요금을
올리지 않고 고객 지원 팀에 연락 연결
- 5일차: 교토 | 주요 명소는 도시 전역에 상당히 퍼져 있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쿄나
오사카만큼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 하루 종일 교토를 돌아다니는 운전자와 개인
휠체어 접근 가능 미니 밴 제공하여 투어
- 이 관광 일정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맞춤화할 수 있으며, 교토의 많은 명소는 휠체어 접근이
용이함(1,001개의 금불상이 있는 홀인 산주산겐도, 유명한 금각사)
- 6일차: 나라 | 더 오래된 옛 수도인 나라(710∼784년 사이 통치)를 방문하기 위해 휠체어
로 이동할 수 있는 미니밴과 운전기사 제공. 웅장한 도다이지(Todai-ji Temple)는 넓은
길과 경사로 형태로 휠체어 접근이 용이
- 가시하라 신궁과 옛 나라마치 지구의 매력적인 목조 거리, 호기심 많은 '신성한' 사슴 무리가
있는 드넓은 나라 공원,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복합 단지인
호류지(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은 이제 휠체어로 완전히 접근할 수 있음)
- 7일차: 오사카 | 오사카까지 15분 동안 신칸센을 타고 이동,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주요 관광 명소로 연결되는 기차가 있는 오사카의 우수한 접근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자 여행하며 활기찬 도시를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자유 여행(개인 가이드나
운전기사 불포함, 단,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지원 팀으로 Skype로 빠르게 전화를 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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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차: 오사카 | 오사카 성(모든 층 엘리베이터가 있어 접근성 우수), 수족관, 자신만의
맛있는 컵라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 박물관, 국립 미술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테마파크 등. 지역 특산품으로는 맛있는 오코노미야키 팬케이크, 타코야키 문어 만두,
인기 있는 쿠시카츠 고기 또는 야채 꼬치 등 길거리 음식 체험
- 9일차: 도쿄 | 오사카 동쪽에서 도쿄까지 총 3시간이 소요되는 마지막 신칸센 여행. 신주쿠
의 맛있는 레스토랑, 훌륭한 쇼핑 경험, 백화점 중 한 곳에 들러 '데파치카' 식품 매장에서
다양한 농산물 구경, 휠체어 접근이 편리한 드넓은 공원인 신주쿠 교엔
- 10일차: 도쿄 | 도쿄에서의 마지막 자유 시간은 더 많은 관광을 하거나 일본 여행 초기에
놓쳤을 수도 있는 기념품을 사거나 마지막 스시 저녁 식사 등 체험
- 11일차: 출발 | 운전 기사를 준비하여 신주쿠 호텔에서 휠체어 접근 가능한 미니밴으로
공항까지 환송 및 귀국
○

대상: 제한된 이동성을 가지거나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인지장애, 특별
식단 필요자(예: 채식주의자, 비건, 글루텐프리 등), LGBT 이용 가능

○

특징: 맞춤형 11일 여행으로 일본의 다양한 문화 및 자연, 접근성 요구 사항 및
개인 가이드 제공을 포괄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드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제공하고 있음
- Responsible Travel 여행사의 기업 철학에 따라 무장애 해외 관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 영향 및 보전, 지역주민에로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있음
- 교통 및 이동 접근성 등이 좋은 지역에서는 개인 가이드나 운전기사의 동행 없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문화를 자유롭게 모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안

○

여행자 리뷰: 5점 만점에 평균 5점

2019년 11월 14일에 작성: SHARON AKI
1. 휴가 중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신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시골, 오픈마켓, 동해, 요리
2. 이번 휴가를 예약하는 다른 여행자에게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여행사 정보 이외에 일본을 잘 조사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3. 귀하의 휴가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환경 영향을 줄였거나 보전을 지원했다고 느꼈습니까?
일본은 아름다운 포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 낭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휴가에 대한 전반적 평가: 매우 만족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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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에서의 요가 휴양 여행상품
○

가격: 항공편 제외 US$626 ∼ $974(석조 코티지 또는 숲속 글램핑 벨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요가 수업 및 워크숍, 90분 힐링 마사지 1회, 하루 3끼 식사 포함)
- 숙박, 모든 식사, 오전 6시 및 오후 요가 3회, 건강 상담 및 침술 치료, Oleiros에서 이동
교통 제공 포함

○

기간: 7일

○

그룹 크기: 소그룹 휴가 여행자, 싱글 여행자(싱글룸 사용시 추가 요금 부가)

○

특징: 세라 데 에스트렐라 산맥 기슭에서 다이내믹 요가 방법을 연습하는 중부 포르
투갈의 요가 휴양지에서 가족 및 친구 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여행상품 제공

○

대상별 특징:
- 제한된 이동성을 가진 고객: 휴양지에서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전통적인 스타일의 농가에 위치한 개인 침실 중 하나에 머무를 것을 권장. 이 객실의
투숙객은 장애인 욕실을 공용으로 사용. 농가에는 도서관, 식사 공간, 치료실 및 요가 샬라를
포함한 주요 시설도 제공. 이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주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모든 숙박 시설과 시설이 같은 층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포장된
통로와 돌계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맹인 또는 시각장애를 지닌 고객: 맹인이나 시각 장애가 있는 손님을 환영하며 모든 주요
시설이 근처에 있는 농가의 개인 침실 중 하나에 머물 것을 권장. 오디오북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손님용 컴퓨터 도서관에 제공
- 청각 장애를 지닌 고객: 목가적인 휴양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손님을 환영하며 모든 숙박
시설과 시설이 이 대상에게 적합하게 제공. 현재 2019년에 설치된 휴대용 히어링 루프가
있는 중앙 집중식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옵션 제공
- 인지 장애가 있는 고객: 손님이 탐험하고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넓은 열린 공간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제공. 1인용 개인실은 인지 조건이 있는 손님에게 적합한
평화롭고 차분한 환경 제공. 또한 불안과 자폐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동
공간에 무드 컬러 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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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음식: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와 함께 다양한 식이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데 경험이
풍부한 재능 있는 셰프가 있는 훌륭한 요리 팀을 갖고 있음. 메뉴는 채식주의 식단을 따르며,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거의 전적으로 식물성임. 글루텐,
견과류 및 유제품이 없는 옵션에는 항상 라벨이 잘 붙어 있음. 머물기 전에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알려주거나, 현지에서 식사 요구 사항 있을 시 제공 가능
- LGBT: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배려하며 열린 환경을 제공. 나이, 배경,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친근하고 환영하는 공간에서 소중한 휴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Yoga Boys Berlin의 Tom Barber가 운영하는 Gay, Bi, Trans, Queer 남성 전용 시즌을
2주 동안 개최
○

숙박: 코티지 또는 글램핑 스타일의 티피나 벨 텐트 중 선택

○

여정 및 프로그램:
- 아침: 숲에서 눈을 뜬 후 과일을 곁들인 모닝 티 제공,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는 매일
2시간 요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숲 속 산책로를 따라 조용히 명상을 하며 몸과 감각을
따뜻하게 함. 죽, 구운 견과류, 씨앗, 과일과 주스로 구성된 풍성한 아침 식사 및 영양이
풍부한 아유르베다 채식 점심 제공
- 오후: 마사지 트리트먼트, 시원한 천연 강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안내견과 함께 주변
숲과 언덕을 탐험할 수 있음. 저녁 7시에 저녁식사 전에 4개의 워크숍 제공
- 저녁: 아름다운 별이 있는 밤하늘 정취 감상

[그림 4-5] 무장애 해외 관광상품
자료: Responsible Travel 홈페이지 (https://www.responsibletrav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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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주 TravAbility
1) 개요 및 운영 체계
○

Travability는 2007년 호주인 Bill Forrester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Travability는 웹 사이트(travability.travel)를 통해 접근 가능한 여행(accessible
travel)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설정되었고, 현재는 환대 및 여행 산업에서
접근성의 평등을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
- 2007년 초 호주 멜버른 출신 Bill Forrester의 여행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첫 번째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하는 장애 선수 그룹을 위한 여행을 조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일반 여행 산업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 지원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Deborah와 함께
무장애 여행을 위한 여행사 설립

○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To make the world accessible to
all)”을 비전으로 모든 사람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조직 철학을 보유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평생 간직한 꿈의 성취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간단한 외출일 수도 있는 여행 경험의 다양하고 포괄적
‘(inclusive)’인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포괄적 경험의 주요 이슈는 접근 가능한 장소의 가용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의 부족(특히 정보가 존재했더
라도 중요한 세부 정보)’이라고 판단함

○

지난 4년 동안 Travability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캡처하고 간결하지만 관련성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모델 및 관련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 프레젠
테이션을 개선해 오고 있음

○

Travability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SATH, ENAT(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
및 Tourwatch(포괄적 관광 개발을 위한 국제 인큐베이터) 회원으로 활동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여행사, 목적지 관리자, 산업 컨설턴트,
국제기구 및 컨퍼런스에서 스피커 및 멘토링, 라이브러리 서비스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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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TravAbility의 제공 서비스
자료: Travability 홈페이지 (https://travability.travel/)

n

여행자를 위한 서비스
○

여정 계획, 항공편 및 호텔 예약, 관광 명소, 렌터카 또는 밴(필요한 경우 수동 제어
포함), 크루즈 휴가, 개인 요트 전세, 완전한 에스코트 그룹 투어를 위한 서비스 제공
- 호주로 입국하는 관광객을 위해 추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
및 만족 제고
- 해외 관광객을 위해 광범위한 해외 여행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여행을 위한
전문가 연결

○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휴가를 최대한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일정
계획을 컨설팅 해 주고, 항공편 및 호텔, 관광지 추천 및 예약, 자동차 또는 밴 대여,
장비 대여, 크루즈 휴가, 개인 요트 전세 및 완전한 가이드 그룹 투어, 출장 및 회의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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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관광산업을 위한 서비스
○

교육 서비스: Travability는 접근 가능한 관광 부문에 전념하고 있으며, 세상을 모두
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지님. 장애인 커뮤니티의 필요와 요구 사항에
대해 직원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 제공

○

마케팅 서비스: 많은 관광명소와 숙박 시설은 ADA 또는 기타 법률 준수 요구 사항으
로 인해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제대로 마케팅되지
않고 있어 접근성 지도의 기본조차도 제공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관광 시설을 식별
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프레젠테이션 개발 컨설팅
- 숙박 시설에 대한 등급 가이드 개발

○

자산 감사 및 유니버설 디자인: 호주 설계 표준 또는 ADA를 준수하는 것은 시설을
진정으로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임. 따라서 포괄적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가능한 많은 시설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설계 표준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 제공

○

장애 조치 계획 및 접근성 가이드: 포괄적 관광 시장을 유치하고 서비스하는 조직
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고객 중심 장애 조치 계획 및 접근성 가이드의
개발 수행

○

회의, 산업 또는 기업 프레젠테이션: 설립자 Bill의 기조연설, 역량 강화 워크숍,
경영진 또는 이사회 교육 세션 등 제공

○

목적지 리뷰: 목적지에 대한 전체 역량 검토를 수행하고, 접근 가능한 관광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 및 마케팅 계획 개발. 새로운 호주 접근성 관광
인증 제도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n

여행상품 제공 서비스
○

TravAbility는 호주의 인바운드 목적지 관리자로서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ENAT) 및 접근 가능한 여행 및 접대를 위한 협회(SATH)의 회원으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여행상품을 제공을 위한 일정 계획, 숙소, 공항 교통편,
투어, 렌터카, 장비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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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ealth & Fitness Travel: 무장애 웰니스 관광상품 및 정보
1) 개요 및 운영 체계
○

Health and Fitness Travel은 맞춤형 건강 및 웰니스 휴가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웰빙 전문 여행사로 2010년에 설립

○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전 세계의 럭셔리 웰니스 여행상품과 프로그램을
경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2) 관광상품 특성 분석
○

접근 가능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통해 맞춤화된 활동 및 웰빙 테라피를 제공하고
있으며,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시설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서비스가 가능한
리조트와 웰니스 상품을 추천하고 있음

[그림 4-7] 무장애 웰니스 관광상품 추천
자료: Health & Fitness Travel 홈페이지 (https://www.healthandfitnesstravel.com/accessible-travel)

○

전 세계의 럭셔리한 웰니스 휴양 리조트 및 여행 상품,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리조트 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시설 정보, 체험 활동 및 웰니스를
위한 스포츠 활동, 그룹 수업 등의 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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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내 그룹 수업: 밸런스, 코어, 인터벌, 서킷, 바디 퍼포밍,
안정성 및 가동성 키네시스, 스텝, 슈퍼 핏 콘디/브트캠프, 근막 트레이닝, 파워 워크,
스타터 요가, 필라테스, NIA댄스, 기능 트레이닝, 점진적 근육 이완, 아쿠아 핏,
아쿠아 파워, 아쿠아 요가 등으로 계절 조정 및 개인 맞춤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웰니스 프로그램 내 다이어트 및 식이 영향을 위하여 건강식 5성급 요리를 제공하며,
영양사의 설계를 통해 영양 및 에너지가 골고루 포함된 요리를 제공하고 있음

○

알레르기, 과민증, 해독 등을 위한 치료 요리가 제공되며, 요청시 글루텐 프리, 유제
품 및 유당 프리, 밀 프리, 비건, 채식주의자, 주스 식단, 생식 식단 등으로 제공될
수 있음

○

웰빙을 위한 시설: 피트니스 센터, 자쿠지, 필라테스, 풀, 스파, 온천, 협곡, 트리트
먼트실, 미네랄 워터 풀, 실내/야외 수영장, 테니스 코트, 필라테스 및 요가 스튜디오,
의료 센터, 의료 연구소, 정맥 센터, 방사선, MediQi 등을 갖추고 있음

○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 레스토랑, 수영장, 치료실, 스포츠 활동, 그룹 수업,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객실, 손잡이, 안내견 동반, 큰 활자 메뉴, 카트, 지도, 현장
의사 및 간호사, 응급 처치 등 제공

○

이 외에 전문 치료 및 테라피를 위한 웰빙 팀이 구성되어 있음(마사지 치료사,
스포츠 과학자, 개인 트레이너, 프리랜서 마사지 치료사, 피트니스 전문가, 프리랜서
피트니스 전문가, 의료 치료사, 물리 치료사, 미용 치료사, 자연요법 전문가, 지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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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사례
○

본 사례에서는 무장애 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의 관광 프로
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국내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가. 미국 뉴욕시 접근 가능한 박물관
1) 개요
○

미국 뉴욕시의 5개 자치구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식사, 박물관 및 갤러리, 관광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는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접근성이 가능한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 정책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임

○

뉴욕시의 공식 홈페이지 접근성 관광 가이드에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한계에 따른 접근성 유형(Accessibility Type) 및 즐기고 싶은 관광 형태
(Category), 지역(Location)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그림
4-7 참고)
- Accessibility Type(접근성 유형): Accessibility, Adaptive Activities, Assistive
Listening System, Audio Description, Braille, Large Print, Open and/or Closed
Captione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TY, Volume Control Telephone,
Wheelchair Accessible
- Category(유형): Arts & Culture, Attractions, Broadway, Comedy, Concerts,
Festivals & Galleries, Music, Nightlife, Off-Broadway, Other Theatre, Outdoors
& Recreation, Performing Arts, Restaurants, Services, Shopping, Spa &
Wellness, Sports, Theater, Tours, Transportation
- Location(지역): The 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State Island 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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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NYC The Official Guide의 Accessible Venue 정보
* 자료: 뉴욕시 공식 가이드 (https://www.nycgo.com/plan-your-trip/basic-information/accessibility/)

2) 박물관 및 미술관 프로그램
○

미국의 뉴욕시 주변 산재해 있는 박물관들은 시력이 좋지 않은 방문객, 맹인에게
훌륭한 예술 작품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매월 구두 안내 및 터치 투어를 통해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는 방문객들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문화 에술 경험을 향유할 수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Official Accessibility
Guide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표 4-3 참고)
- 일반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최신 정보 및 구체적 안내를 위해 사전에 박물관에
전화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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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뉴욕시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사례
뉴욕시 박물관/미술관
American Folk Art Museum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내용
구두 이미징 포함한 갤러리 투어 제공
소장품 터치 투어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특정 주제와 전시 홀을 강조하는 Science Sense 라는 월간 터치 전시를 제공

Brooklyn Museum

박물관은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오후 6시에 구두 설명 및 터치 투어를 제공

Solomon R. Guggenheim
Museum

“마음의 눈” 프로그램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제공
관찰, 토론 및 창의적인 실습을 공유하는 예술 및 교육 전문가가 이끄는 구두
이미징 및 터치 투어 및 워크숍을 제공

Jewish Museum

예약 시 터치 투어와 촉각 책을 제공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월간 언어 이미징 투어

Metropolitan Museum of Art

별 터치 컬렉션 및 언어 이미징 투어를 제공
고대 이집트와 접촉하는 셀프 가이드 터치 투어
맹인을 위한 투어
구두 이미징 투어

Museum of Modern Art
Rubin Museum of Art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예약 시 조각 및 디자인 컬렉션 터치 투어를 제공
화요일에 특별한 컬렉션의 구두 설명 투어
영상과 터치 투어
접근성 정보

자료: 연구자 정리

□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프로그램
n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정책
○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건물, 컬렉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모든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의 원칙이 박물관 운영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고 있음

○

다양성, 포용성, 평등성 원칙에 기반한 박물관 운영 정책은 보다 세밀하게 신체적
기능 제한과 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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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간과할 수 있는 장애인과 동반한 간병인에 대한 무료입장, 주차에 대한 배려,
무료 셔틀 서비스,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이동 스쿠터, 수동 이동 보조 장치(예: 보행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에스코트 서비스(현재 코로나19로 중단), 안내견 등 도우미
동물 환영, 청각 보조 장치, 웹사이트 내 접근가능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참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다양성, 포용성, 평등한 접근 정책 선언문 및 운영 원칙
Institutional Diversity, Inclusion, and Equal Access Policy Statement
- 다양성, 포용성 및 평등한 접근은 인종, 피부색 등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박물관의 시설, 컬렉션,
기회 및 경험에 대한 접근이 제공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기본 원칙
- 다양성, 포용성 및 평등한 접근성의 원칙은 박물관 운영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며, 개인의 특성 구애
없이 박물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박물관은 이용객, 직원,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Diversity, inclusion, and equal access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fundamental principles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where access to the Museum's facilities, collection,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are offered without regard to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ace, color, religion, sex, age,
national origin, disability, pregnancy, genetic information, military or veteran status, sexual orientation,
gender,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marital and civil partnership/union status, alienage or citizenship
status, creed, genetic predisposition or carrier status, unemployment status, familial status,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or stalking victim status, caregiver status, or other characteristics protected by law.
These principles of diversity, inclusion, and equal access apply to all aspects of the Museum's
operations, across all categories of individuals. Individuals should be able share in the Museum
experience, free from biased or demeaning conduct or statements based on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Museum endeavors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members of the public, employees,
and others, provided that such accommodation does not constitute an undue hardship on the Museum.
Individuals who wish to request an accommodation should contact the Museum's Human Resources
Department.
Individuals with questions or concerns about this policy should contact the Museum's Human Resources
Department. The Museum strictly prohibits retaliation against anyone who, in good faith, reports a
violation of this policy or participates in an investigation into a potential violation of this policy.
자료: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etmuseum.org/about-the-met/policies-and-documents/diversity-inclusion-and-equal-access-policy)

n

다양한 신체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제공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운영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다양한 무장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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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및 부분 시력 장애를 지닌 방문자: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미술 워크숍
뿐만 아니라 언어적 이미징 및 소장품 터치 투어에 참여할 수 있음

○

발달 장애 및 학습 장애가 있는 방문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방문자: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진 어린이와 성인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치매 환자 및 치료 파트너: 특별히 설계된 갤러리 및 교실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치매 환자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공

○

청각 장애인 방문자: 미국 수화 프로그램, 수화 통역, 실시간 자막 제공을 통한 투어
프로그램 제공

○

난청이 있는 방문객: 청각 보조 장치와 실시간 자막이 있는 프로그램 제공

○

(Audio Guide 제공) 모든 오디오 가이드 프로그램에는 표준
및 큰 활자로 된 대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디오 가이드 플레이
어는 난청,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부분 시력을 가진 방문객
들을 대상으로 무료 지원 중임

○

(Real-Time Captioning 제공) 또한, 요청 시 워크숍 및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간 자막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강의 3주 전까지
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n

맹인 및 부분 시력을 지닌 방문자 대상 프로그램
○

대상: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시각 장애인

○

특징: 미술 워크숍, 언어적 이미징(verbal imaging) 해설, 소장품 터치 투어(touch
tour), 드로잉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소장품과 유사한 작품을 촉감으
로 체험하고, 구두로 설명을 들으면서 박물관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고, 예술 작품에
대한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워크숍을 통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혁신적인
드로잉 기술을 배워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함

○

비용: 무료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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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맹인/저시력 성인을 위한 예술 작품 감상 프로그램: Seeing Through Drawing
-

대상: 전맹, 부분 시력을 가진 참가자를 위한 접근성 프로그램
내용: 오디오 설명 및 가상 워크숍을 통한 그림 그리기 기법 교육과 참여
매월 금요일 오후 및 토요일 오전 진행
비용: 무료
사전 예약 필요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운영

자료: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연구자 정리

n

청각 장애 방문자 대상 프로그램
○

대상: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

특징: 박물관은 미국 수화로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화 통역 및 실시간 자막 등을
제공하며, 갤러리 토크는 수화로 진행되고 통역됨

○

비용: 무료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 사례 ] 청각 장애인 예술 작품 감상 프로그램: Met Signs Tour—Surrealism Beyond Borders
-

대상: 청각 장애인
내용: 미국 수화로 제공
매월 토요일 오후
비용: 무료
사전 예약 필요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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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 및 학습 장애가 있는 방문객,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방문자 대상 프로그램
○

대상: 발달, 학습 장애 및 자폐 방문객과 가족 및 친구

○

특징: 박물관은 가족 및 친구와 함께 다양한 발달 장애와 능력, 학습 스타일을 가진
어린이와 성인을 환영하는 다양한 워크숍 제공
- 촉각 기회와 예술 활동을 포함하는 다감각 활용 워크숍

○

비용: 무료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 사례 ] 발달 장애 및 학습 장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어린이 및 성인 + 가족, 친구 프로그램
Discoveries—Dream Together: Accidental Assemblages
- 대상: 발달 장애 및 학습 장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어린이 및 성인과 동반 가족, 친구
- 내용: 연령대별 워크숍을 통해 예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촉각 기회와 예술 활동 참여를 포함하는
다감각 활용 워크숍
- 매월 일요일
- 연령대별로 시간 다르게 운영(예: 5∼13세, 14∼22세, 23세 이상)
- 비용: 무료
- 사전 예약 필요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n

치매가 있는 방문객과 치료 파트너, 간병인 대상 프로그램
○

대상: 치매가 있는 방문객과 간병인

○

특징: 치매 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갤러리 및 교실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치매를 앓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 간병인들과 함께 박물관 컬렉션의 예술 작품을 탐색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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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나 차 한 잔을 끓여 놓고, 예술 작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예술 작품과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스트레칭 등 운동도 함께 제공
○

비용: 무료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 사례 ] 치매가 있는 방문객과 간병인 프로그램: Met Escapes—Surrealism Beyond Borders
- 대상: 치매가 있는 방문객과 가족, 간병인 동행 프로그램
- 내용: 치매 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갤러리 및 교실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박물관 컬렉션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차를 마시면서 휴식, 정서적 교류를 나눔.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 매월 수요일 오후
- 비용: 무료
- 사전 예약 필요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자료: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연구자 정리

n

난청 방문객 프로그램
○

대상: 난청을 지닌 방문객

○

특징: 청각 보조 장치 및 실시간 자막이 있는 다양한 미술 감상 투어 프로그램,
FM 보조 청취 장치를 사용한 갤러리 토크, 강의 및 심포지엄 정기적으로 제공

○

비용: 무료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

청각 보조 장치, 오디오 가이드, 실시간 캡션 등의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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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난청 방문객 프로그램
-

대상: 난청을 지닌 방문객
내용: 청각 보조 장치 및 실시간 자막이 있는 다양한 미술 감상 투어 프로그램 제공
매월 토요일 오전
비용: 무료
사전 예약 필요 (공간 제한으로 사전 예약 필요)

자료: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연구자 정리

n

장애 학생 교육자 대상 워크숍 프로그램
○

대상: 심각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교
육하는 뉴욕시의 75개 학교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특수교육 교사
(모든 학문 및 학년 수준 포함)와 박물관
교육자 대상 프로그램

○

내용: 장애 학생들의 사회 및 정서적
학습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예술 작품 및 컬렉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얻고, 교육 및 특별한 전략을 개발

○

비용: 교사 1인당 $10.00 (프로모션 코드 적용 가능)

○

프로그램 운영 협력: 이 프로그램은 New York Community Trust에서 지원
- New York Community Trust는 과거, 현재, 미래의 뉴요커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건강하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주요 비영리단체를 연결하는 공공
자선 단체임(https://www.nycommunitytrust.org)
- 공공 자선 단체로 뉴욕시와 교외 거주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는 교부금 재단으로
개인, 가족, 재단 및 기업을 모아 더 나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변화를 만드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125 ｜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미국의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이란 기부금을 구축하기 위해 1914년
클리브랜드 은행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50개 주 전체에 700개 이상의 재단이 있으며
유언장과 유증을 통해 영구 기금을 구축
○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계획을 위한 자원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능력과 학습 수준, 장애 유형에 따른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 및
예술 제작 체험, 가이드 안내를 지원하고 있음(표 4-4 참고)
<표 4-4> 장애인 교육자 대상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교육자 대상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커리큘럼 리소스 무료 지원>
- 박물관의 엄선된 컬렉션에 있는 예술 작품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데
활용하도록 커리큘럼 리소스 제공
- 충분히 설명된 안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용한 배경 정보와 아이디어 제공
-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다양한 리소스 무료 제공
- 뮤지엄 스토어 등에서 학교 ID 제공시 교육 할인
제공
<교육 단계별 수업계획서 및 내용 지원>
- 교실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학습을 통합하는데
학년별 계획된 수업 계획을 탐색하고, 수업 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초등학교 수업 계획 및 내용 지원
- 중학교 수업 계획 및 내용 지원
- 고등학교 수업 계획 및 내용 지원
<교육자를 위한 비디오 리소스 제공>
- 교실에서 또는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Met의
다양한 비디오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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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자 대상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방문객 그룹 투어>
- 10명 이상∼50명 이하의 학생 그룹 및 가이드
투어는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 예약 필요
- 장애인 학생과의 그룹 투어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학습 경험 제공
-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의 필요, 능력, 관심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
- 투어 및 예술 제작 체험을 포함한 가이드 방문을
선택하면, 그룹과 함께 갤러리를 직접 둘러보고,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자료: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연구자 정리

n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미술관의 ‘Access Programs’은 MetLife Foundation, the Filomen M.
D’Agostino Foundation에서 대폭 지원하고 있음

○

이 외 뉴욕시 문화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를 포함하
여 Estate of Doris Alperdt,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The Ceil
& Michael E. Pulitzer Foundation, Renate, Hans & Maria Hofmann Trust,
Allene Reuss Memorial Trust, Jane B. Wachsler, The J.M. Foundation,
Philip Elenko, and The Murray G. and Beatrice H. Sherman Charitable
Trust 등에서도 지원하고 있음

○

즉, 보다 다양하고 수요자의 필요와 기능에 맞춘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부
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무장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
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단 및 자선 단체, 신탁 등의 연계와 지원이 뒷받침

n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경험 증진을 위한 컨퍼런스 후원 및 연구 개발 모색
○

Art Beyond Sight와 2년마다 교육자, 미술관 직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국제회의를
후원하여 박물관과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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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력 상실자들을 위한 미술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으나, 2011년 6월
‘Low Vision and Blindness Resource Day’를 발표하며 저시력 예술가 패널들이
예술을 창작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저시력자 및 맹인들을 위한 예술의
가치와 접근성의 필요성 등을 전파

○

시각 장애인들 역시 실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널리 전파하며,
실제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에서도 맹인을 위한 혁신적인
드로잉 교육 및 체험 워크숍 등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나. 미국 Road Scholar 평생학습 여행프로그램
1) 개요
○

‘노인을 위한 세계 대학’을 지향하는 Road Scholar는 1975년 Elderhostel(엘더
호스텔)로 창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노인들을 위하여 교육적 의미가 담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상품을 제공･운영하고 있음
-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북미(매사추세츠 주 Lowell, Amherst, 버몬트 주
Brattleboro, 오레곤 주 Beaverton, 캘리포니아 주 Ventura, 뉴멕시코 주 Santa Fe),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320여 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개발, 기획･운영

○

Elderhostel을 설립한 뉴햄프셔 대학교의 유스호스텔 프로그램의 책임자 Marty
Knowlton과 David Bianco는 젊은이들처럼 미국의 60대 이상 성인들도 여행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은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은퇴를 선택
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
- 1975년 여름 220명의 참가자가 뉴햄프셔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모여 첫 번째 Elderhostel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래, 1980년대 미국 전역과 캐나다의 2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평생교육 여행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고, 1981년에는 북미 뿐 만 아니라 해외 영국과 스칸디
나비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
- 노인을 위한 저렴한 숙소와 교육(평생학습)이 결합된 최초의 교육 관광프로그램 제공

○

Road Scholar는 비영리기관으로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노인여행 학습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조부모와 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1985년)하였으며, 크루즈를
타고 진행되는 학습(1998년)이 시작되었음

｜ 128 ｜

무장애 관광 해외사례 분석

○

제4장

2010년 엘더호스텔은 Road Scholar(길 위의 학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전 세계를
교실로 보다 다양한 노인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중임

○

‘노인들이 배우고, 발견하고, 여행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교육적인 모험
여행은 전문 강사가 참여하고, 독특한 방식의 접근을 제공하며, 여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과 우정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기부금을 통해서 관련 여행의 학습과 지도를 위한 전문 강사를 고용하고, 노인들에게
최적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령자나 미망인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교육 여행을 지원하며,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재정이 부족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행을 지원하고 있음
- 기부금의 일부는 Road Scholar Caregiver Grants로 사용되어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간병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력을 찾고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
- 약 96%의 수익금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환원

○

즉, 비영리 기관 Road Scholar는 후원자들의 기부금과 지원, 여행상품 수익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저소득계층과 간병인, 전･현직 노인 교육자
등 노인들에게 환원하고 노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투자하고 있음

2)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
○

Road Scholar 여행 프로그램은 짧게는 1시간짜리($25)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부터
100일 이상의 긴 여행까지 다양

○

최저 $400 미만부터 크루즈를 이용한 전 세계 학습 프로그램은 115일 약 $33,395
이상의 고가 여행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음

n

신체 능력과 기능을 고려한 Activity Level Rating System 개발 및 프로그램에 반영
○

실제 노인들의 신체 능력에 가장 적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활동 수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식별하는데 정보
제공(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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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하고자 하는 노인, 신체적 기능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지표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지표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반영되고 있음

○

노인들의 신체적 활동 및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각 프로그램의 활동 수준이 어떠
한지, 아웃도어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지 등급과 정보를 제시하고, 각 단계에 맞춘
여행프로그램이 연동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표 4-5 참조)

○

예를 들면,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계단과 난간의 상태는 어떠한지, 활동량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아웃도어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의 정보 제공
- 노인들의 연령과 신체적 기능 정도를 고려한 국내외 여행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요자 맞춤형
여행 설계를 위한 안내 제공

[그림 4-9] 본인의 신체기능 및 야외 모험 수준 선택한 여행프로그램 찾기
* 자료: Road Schola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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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신체 기능을 고려한 새로운 활동 수준(New Activity Level) 지표 반영
구분
1단계: Easy Going

2단계: On Your Feet

3단계: Keep the Pace
Activity
Level
4단계: Let's Go

추
가
옵
션

최소한으로 걷고, 가능한 계단은 피하고 싶은 여행
하루 종일 걷는 것도 어느 정도 편안하고, 코치를 타거나 내리는 것도
가능. 박물관에서 학습을 할 때 도시를 산책하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음.
탐험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선호.
역사적인 지역을 페이스를 유지하며 걷든, 외출을 하거나 코치를 타든
나는 하루 종일 여행 일정을 채우는 것을 선호함.
계단 오르기에 문제가 없으며, 그룹을 따라 가는 것을 좋아함.
새로운 장소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이며, 활기가 넘쳐 신체적인
도전을 즐기기 때문에 항상 이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
대중교통, 도시의 거리, 마을 조약돌길 등 어떤 상황이든 늘 준비되어
있음.

Varies by Date
신체 활동을 위한 가장 적합한 날짜 선택
Choose Your Pace

Outdoor: No Sweat

Outdoor
Level

내용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활동 레벨을 선택하여 나에게 맞는 페이스
선택
경쟁이 아니라 즐겁게 운동하고, 사진을 찍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느린
속도로 모험하는 것을 좋아함.
다양한 지형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무 극단적인 활동은 하고 싶지
않음.

Outdoor: Spirited

자전거나 트레일 타는 것을 즐기고, 보상이 있는 등반을 즐기거나
경사로가 다양한 지형을 달리는 것만큼 스릴 있는 것은 없음.
계속 움직이고(가끔 멈추는) 활동을 하고 싶음.

Outdoor: Challenging

나는 항상 한계에 도전하고, 험하고 가파른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음.
하루가 끝나면, 진짜 운동을 한 것과 같은 기분을 만끽하길 원함.

Outdoor: Choose Your
아웃도어 열정가들이 알고 있듯, 어떤 날들은 날씨, 지형, 에너지 수준
Pace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옵션의 길이,
추
도전과제, 페이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좋아함.
가
옵
Outdoor: Varies by
션
Date
날짜에 따라 원하는 신체 챌린지를 선택할 수 있음

자료: Road Scholar 홈페이지 ‘Adventures by Activity Level’
(https://www.roadscholar.org/browse-collections/activity-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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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 시설 및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

프로그램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 시 노인들과
장애가 있는 여행자를 수용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시설과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
- 하지만 북미 이외의 해외 여행지 중에는 아직 무장애 관광지나 접근 가능한 시설이 취약한
곳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미국 내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편의 제공 및 모색

○

프로그램에서 ‘숙박 및 식사’ 탭을 확인하면 채식, 글루텐 프리 또는 저지방 등 어떠한
식사 옵션이 제공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의 특수 식단이 수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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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투어 상품 및 프로그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과 안전 문제에 더 높은 위험과 불안감을 지닌 장애인과
노인들은 여가활동 및 여행에 더 제한적이고, 소외될 수밖에 없음

○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여행 활동에 더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가상 여행 및 온라인 투어 상품들이 개발･제공되고 있음

○

집에서 편안하게 세상과 연결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상품이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출시되어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임

가. Road Scholar: 다양한 온라인 학습 여행상품 개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이동 제한이 지속되자 Road Scholar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dventure Online’의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다양한 지역, 역사, 문학, 동물과 야생, 예술 및 박물관 등의 테마로 온라인 여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그림 4-10 참고)

○

온라인 여행 프로그램은 1시간 $25에서 5일의 $349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 줌 웨비나 강의와 Q&A 활동 등으로 진행되는데 온라인 여행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5점 만점 기준 4.8점 이상)

○

각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약력과 배경,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

2022년의 여행 프로그램도 2021년 10월 현재 약 528개가 개발되어 업로드 되어
있으며, 예약을 진행 중임

○

또한 2022년 10일 이상의 Aegean Odyssey 크루즈 여행 역시 재개되어 예약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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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다양한 테마의 온라인여행 프로그램 개발
* 자료: Road Schola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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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어드벤처 프로그램 사례
○

해당 투어 프로그램은 뉴멕시코에서 생중계되는 온라인 학습 모험 프로그램으로
Chaco캐년의 경이로움과 푸에블로의 역사, 밤하늘과 별에 대해 투어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Chaco Canyon의 흥미로운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사진, CGI 그래픽 및 비디오 감상
- 푸에블로 문화의 전통과 의식 학습 등

○

3일 동안 진행, $349
- 충분한 휴식 시간 포함하여 매일 2∼3시간 교육, 토론 및 견학
- Zoom 활용, 실시간 라이브

○

Solstice Project 전문가가 진행하며, 고대 Puebloans의 천문학적 유산에 대하여
패널 토론에 참여

○

평균 만족도: 5점 만점 기준 4.91점

[그림 4-11] Adventures Online: Chaco Canyon & the Mysteries of the Stars 사례
* 자료: Road Schola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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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eeyonder 전 세계 현지 가이드와 실시간 대화형 투어
○

Beeyonder(https://beeyonder.com)는 전 세계 실시간 양방향 가상 여행 투어
플랫폼으로 자격을 갖추고 재미있는 가이드들이 투어를 진행함

○

이들의 사명은 ‘평등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행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
이나 기타 제약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됨

○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의 360여개 이상의 온라인 가상 투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이 심사한 재미 있고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이 투어를 진행하고 있음

○

그룹 투어와 개인 투어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보통 화상회의 플랫폼 Zoom 등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가이드와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이루어짐
- 공개 경험(public experiences)은 1인당 가격이 책정되며, 여러 사람을 위해 예약을 하고
구매한 링크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음
- 프라이빗 경험(private experiences)은 인원수에 따른 총액으로 가격이 책정되며, 개인
경험을 원하는 경우 ‘개인 경험 요청’을 클릭하면 가이드가 시간을 생성하여 투어

○

많은 지역의 여행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여행의 유형
(private, public), 그룹 사이즈(1∼10명, 11∼20명, 20명 이상), 가격(variables,
$1∼$20, $21∼$50, $51∼$100, $100+), 주제(거리에서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모험, 동물, 미술, 도시, 칵테일/와인/음료, 요리, 댄스, 영화/극장, 역사 및 문화,
휴가, 어린이용, 강의, 음악, 자연, 종교, 주간 시리즈 여행, 감상, 스토리텔링, 팀기반,
자원, 웰빙), 언어(영어, 아랍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힌디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태국어, 타밀어, 터키어, 베트남어)
가운데 선택을 하면, 추천 여행지가 화면에 생성됨(그림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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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선호하는 온라인 경험 선택 및 여행지 추천
* 자료: https://beeyonder.com/

○

추천 여행지 가운데 ‘현지 가이드와 함께 하는 Varna 개인 온라인 투어’ 상품을
선택하면, 불가리나 바르나 지역의 1시간 30분짜리 투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공공
상품을 선택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영어로 진행됨

○

공개 경험의 경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투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맞춤형 경험을 선택할 경우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맞출 수 있고, 가이드와
보다 쌍방향적 대화를 하면서 투어를 즐길 수 있음

○

공개 경험 가격: 인당 23달러

○

개인 맞춤형 투어 가격: 총 90달러(최대 6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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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1일 전에 가이드가 Zoom링크를 보내며, 본인의 관심 분야에 맞춘 요청을
사전에 보낼 수 있음(그림 4-13 참조)

[그림 4-13] 개인 온라인 여행 상품
* 자료: https://beeyon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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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하는 여행지가 없을 경우, 관심 도시나 마을, 국가, 경험의 유형, 인원수,
본인이 희망하는 여행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요청사항을 보내면 해당 지역의 가이드와
연계하여 투어가 생성될 수 있음(그림 4-14 참조)

[그림 4-14] 희망하는 온라인 투어 요청
* 자료: https://beeyon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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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lenheim Palace
○

블레넘(Blenheim) 궁전은 영국에서 가장 큰 바로크 양식의 가옥 중 하나로 198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
- 궁전이 완공된 후 이곳은 향후 300년 동안 Churchill(나중에 Spencer-Churchill) 가족의
집이 되었으며, 19세기 말 9대 말보로 공작이 미국 철도 상속녀인 콘수엘로 밴더빌트와
결혼하면서 얻은 자금으로 궁전을 폐허로부터 재건시킴
- 현재 이 궁전은 말보로 공작의 사유지로 일반인에게 관광 명소로 궁전, 공원 및 정원이
입장료를 받으며 공개되고 있음

○

다양한 관광 상품(예: 영국 도자기, 음식 및 주류, 기념품, 바우처 등) 가운데 전
세계인에게 궁전의 역사와 숨은 공간과 매력적인 장소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진행하는 가상 투어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전 세계 어디에서나 최대 6명의 가족이나 친구로 구성된 그룹 투어를 예약할 수
있고, 선택한 주제에 대해 전문 가이드와 함께 45분간 쌍방향 실시간 투어

○

궁전을 가로지르는 가상 3D 디지털 산책과 거의 본 적이 없는 빈티지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가이드가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함

○

가격은 최대 6인 기준 £40.00로 책정되어 있으며, 구매 후 날짜와 시간 등을 조정
하기 위해 연락을 하면 반영 가능
- 조직이나 기업의 가상 투어는 £100

○

일반 투어를 선택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주제를 가진 투어를 선택할 수 있음
- 무명의 처칠: 윈스턴 처칠과 블레넘 궁전과의 관계
- 전쟁 중인 궁전: 제2차 세계 대전 중 블레넘에서의 생활
- 블렌 하임의 여성 : 블렌 하임의 역사에서 적극적인 카리스마를 지녔던 여성
- 패션에 대한 열정: 블레넘 스타일의 300년
- 조명, 카메라, 액션: 은막의 블레넘 스타
- 복원과 보존: 블레넘의 생존을 위한 진행 중인 전투
- 이상한 남자와 필요한 여자: 블레넘 궁전 계단 아래–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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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Blenheim 궁전 쌍방향 가상 투어 상품
* 자료: https://shop.blenheimpalace.com/products/vip-virtual-specialist-tour

라. AbleEyes
○

에이블 아이즈(www.AbleEyes.org )는 미국 전역 공공 장소 및 여행지(예: 공원,
박물관, 호텔, 레스토랑, 소매업 등)에 360도 가상 투어를 통해 장애인이나 환자들이
해당 지역이나 공간에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특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가상
투어 서비스이며, 주요 사용자는 이들의 부모, 교사, 치료사, 다양한 제약 요인(예:
휠체어를 타는 사람, 장애인, 자폐증이나 트라우마/불안을 겪는 사람 등)을 가지고
있는 개인임

○

Able Eyes의 사명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시각적, 최첨단 경험/교육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함
- 궁극적인 목표는 시각적 도보 투어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공공장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Able Eyes Accessible"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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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투어를 구독하기 위해서는 Able Eyes Accessible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체의
경우 옵션에 따라 지불 가격이 다르게 책정(그림 4-16 참고)
- Helping Hand: 에이블 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가상 투어를 추가하는 것은 무료
- Supporter: 연간 99달러 (Able Eyes 데이터베이스에 가상 투어 추가, 웹사이트용 Able
Eyes Accessible 배지, 소셜 미디어 인식)
- Advocate: 연간 199달러 (Able Eyes 데이터베이스에 가상 투어 추가, 웹사이트용 Able
Eyes Accessible 배지, 소셜 미디어 인식, 현장 고객들에게 서포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Able Eyes Accessible Decal, 인쇄 매체용 가상 투어에 대한 QR 코드, 고객과 일치하는
지리적 위치 및 인구 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 유료 프로모션)
- 평생회원: 399달러

[그림 4-16] 사업체 가상 투어 구독 요금
* 자료: https://www.ableeyes.org/product/able-eyes-accessibility-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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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시사점

제2절

1. 종합 분석
○

전술한 해외 사례를 종합하여 무장애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특이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6> 해외 무장애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특징

국가

대상

여행 상품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특이성
Ÿ 시니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집 앞에서 공항, 목적지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Ÿ 시니어 고객들의 질 높은 여행경험을 위한 항공, 호텔, 식사 등의 여행상품
구성

캐나다
Senior
Discovery
Tours

시니어

Ÿ 노인들의 신체적, 이동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 설계(천천히 걷고 천천히 관광
즐기기)
Ÿ 고객 만족도를 위해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최초 지불하는 여행 경비에
관광지 입장료, 식사, 호텔 및 항공, 여행자 보험, 세금, 팁, 호텔 짐 운반비용
등 포함)
Ÿ 능숙하고 친절한 전문 여행 가이드 제공
Ÿ 코로나 19로 인한 안전 여행 인증 및 취소, 환불 정책의 유연성 제공
Ÿ 야외에서 모험 여행 및 캠핑을 즐기고 싶은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아웃
도어 관광 상품

호주
Outback Tour
Services

장애인

Ÿ 특수 제작 차량 및 오프로드 휠체어 등으로 호주의 아웃백 전역에서 다양한
모험 및 캠핑 여행 상품 제공
Ÿ 다양한 캠핑 스타일을 반영한 옵션 제공
Ÿ 장애인 대상 투어를 위한 특수 차량, 특수 가이드, 부가 서비스 제공
Ÿ 접근 가능한 휴가 여행을 위해 전 세계 153개의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영국
Responsible
Travel

Ÿ 시각 장애, 인지 장애, 이동성 문제 및 휠체어 접근가능성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무장애 관광 상품 운영
장애인

Ÿ 장애인들의 해외여행을 위해 무장애 관광 시설 및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
진 지역과 국가 선정
Ÿ 사전에 접근 가능한 경로 및 장소를 안내하여 낯선 해외에서도 장애인들이
스스로 개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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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상

여행 상품 및 프로그램의 차별성/특이성
Ÿ 해외에서 문제 발생시 포켓 인터넷 활용한 스카이프 전화 상담 서비스 및
지원 제공
Ÿ 책임 있는 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행사의 철학에 따라 무장애 해외 관광상
품이 해당 지역의 환경, 보전, 지역주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 및 환류
Ÿ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예: 제한된
이동성,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인지장애, 특별 식단 필요자(예:
채식주의자, 비건, 글루텐프리, LGBT 등)
Ÿ 다양성, 포용성, 평등성 원칙에 기반한 박물관 운영 정책을 반영한 무장애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장애인,
노인

Ÿ 장애인과 동반 간병인에 대한 무료입장, 주차 배려, 무료 셔틀 서비스,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이동 스쿠터, 수동 이동 보조 장치(예: 보행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에스코트 서비스, 안내견 등 도우미 동물 환영, 청각 보조 장치, 웹사이
트 내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Ÿ 다양한 신체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투어 프로그램 제공(예: 맹인
및 부분 시력 장애를 가진 방문자 대상 프로그램, 발달 장애 및 학습장애가
있는 방문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방문자, 치매 환자 및 치료 파트너, 청각
장애인, 난청이 있는 방문자 등)
Ÿ 지역 사회 및 주내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박물관 보유 컬렉션
및 서비스 지원
Ÿ 코로나19에도 온라인을 활용한 박물관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Ÿ 노인들의 신체 능력과 기능을 고려한 Activity level rating 지표 개발 및
프로그램 반영
Ÿ 노인들의 신체 컨디션 및 이동 가능 일자 등에 맞춘 프로그램 설계

미국
Road Scholar

노인,
장애인

Ÿ 다양한 주제와 시간, 장소 등의 옵션이 있는 여행 상품 및 프로그램 제공
Ÿ 무장애 관광 시설 및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 내 장소를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제공
Ÿ 다양한 식사 옵션 및 개인 특수 식단 제공
Ÿ 코로나19로 온라인 여행 프로그램 기획 및 상품 제공 중
Ÿ 전 세계 현지 가이드와의 실시간 대화형 투어 상품 제공

Beeyonder

장애인,
노인

Ÿ 본인이 선호하는 여행 형태, 그룹 사이즈, 가격, 주제, 언어를 고르면 여행지
및 가이드 추천
Ÿ 프라이빗한 경험을 원하는 경우, 개인이 선호하거나 원하는 경험을 요청하면
이를 반영한 상품 추천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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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n

신체적 기능,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세밀한 서비스 제공
○

무장애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시 신체적인 기능 및 활동 수준에 따라,
원하는 여행의 욕구와 형태에 따라, 장애의 다양한 유형(예: 이동 제한 및 휠체어
이용, 시력 장애(전맹, 저시력자), 청각 장애, 인지 장애, 발달 장애 등), 심지어 레크
리에이션 활동 및 여행에 있어 차별과 제한을 느끼는 소외 그룹인 LGBT, 특수한
식이/식단 필요자 등까지 고려하고 있음

○

세분화된 여행 상품 및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으로 참가자들은 여행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경험의 질과 만족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따라서 무장애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다양한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n

무장애 관광 전문 가이드 및 특별 서비스 제공
○

이동 및 교통 접근성에 제약이 큰 시니어나 장애 관광객들을 위한 집 앞에서 공항까
지(목적지)의 에스코트 서비스 운영, 원스탑 서비스(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항공편,
호텔, 식사, 수하물 처리, 교통 등 여행 전반의 운영과 절차를 대행 등), 특수 장애
및 질병, 신체적 제약에 맞춘 전문화된 가이드나 매니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

○

특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돕고
있었으며, 능숙하고 친절한 전문 가이드나 돌봄 서비스는 이들의 여행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n

전문가들의 연구, 교육, 협의를 통해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

보다 특별한 여행의 욕구와 필요를 지닌 그룹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모두를 위한 관광’, ‘책임있는 관광’
등의 철학을 가진 활동가나 지지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 교육, 다양한 컨퍼런스
등을 통한 더 좋은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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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나 로드 스칼라와 같은 경우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뿐만 아니라,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연구, 교육, 컨퍼런스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와 예산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성공적인 무장애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세밀하
게 파악하고, 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고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됨

○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 및 투자가 활성화
되는 곳의 상품과 프로그램의 수요자와 만족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n

편견과 고정관념을 탈피한 무장애 여행 상품 및 프로그램
○

해외 사례를 통하여 무장애 여행 상품 및 프로그램의 콘텐츠와 체험의 유형, 수준도
편견과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남
-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노인들이 아웃도어 캠핑을 하거나 사파리 투어를 하며
수중 휠체어로 호수에 들어가고,
- 다양한 국가와 지역, 역사와 문화, 야생 생태계 등의 전문 지식을 학습하고,
-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미술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림그리기를 배우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 인지 및 발달장애 아동들과 부모, 친구들이 미술관투어를 하면서 사람들, 예술 작품과 교류
하고 치매를 지닌 환자들이 간병인, 가족과 함께 또 다른 미술관 관람객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 사회 일원으로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

따라서 무장애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회에 있어 공급자 관점의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것’ 역시 할 수 있도록 편견과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확장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필요

n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및 높은 만족도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및 여행 제한령 등으로 국내외 여행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운영이 중단되었고, ‘경험 경제’ 상품인 여행시장의 타격이 매우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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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노인, 이동 제한이 있는 장애인 등은 더욱 큰 사각 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는 최근 많은 여행 상품 및 프로그램이 2022년부터 재개될 것을 기대
하며 예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에도 여행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음

○

동시에 아웃바운드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과 테마의
여행상품을 랜선으로 기획한 학습 여행이 지속 개발되어 업로드 되고 있었으며,
1시간 약 25달러로 구성된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5점 만점에 대부분 4.7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우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워크숍, 온라인 무장애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온라인 참여 시에도
집에서 각자 영상을 보며 체험 활동도 따라 하도록 구성됨

○

줌이나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상품이나 프로그램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 교류하고 활동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으면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n

코로나19로 강화된 안전 여행의 표준 및 여행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안전과 건강 이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부상하였음

○

특히, 고령자나 장애를 가진 여행객들에게 안전과 건강의 이슈는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여행사들에서는
국제기구 및 정부 보건 당국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안전 여행 인증 및 스탬프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사람들에게 줌 웨비나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랜선 여행을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여행 심리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도 모색하고 있음

○

해외 여행사들의 경우 현재 혹은 2022년부터 여행 재개를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 등의 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유연화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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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여행 제한 권고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 심리가
바뀌는 경우 캐나다 투어의 경우 출발 45일 전까지,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 60일
전까지 이유 불문 모든 투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액을 환불하며 여행 업계 특별
취소 및 환불 정책을 실시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업계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보다 완화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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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1. 정책방향 설정
n

초기의 기초 정책에서 장기적 발전 정책으로 방향 정립
○

지금까지의 정책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이었다면, 향후 단계에서는 국내 무장애 관광의 실제적인 활성화 및 자립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더불어 무장애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서 관광상품의 소비, 관광객의 경험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n

시혜성 복지 정책에서 경제적 산업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초기 정책이 관광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시혜성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왔
다면, 향후에는 무장애 관광시장의 형성 및 관련 민간사업체의 활동 촉진 등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고령자, 동반가족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서비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함

n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관광으로 보편성 강조
○

무장애 관광이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국민들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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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인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의 목표에 부응하는 무장애 관광 정책의
당위성과 시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민간업계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음

n

무장애 관광시장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

기존의 정책이 관광복지 개선을 위한 무료 단체여행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향후에는 보다 경제적인 소비력이 있는 개별여행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
로써 무장애 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전문 여행사에서 내국인들을 위한 해외여행 무장애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해
왔으나, 향후에는 방한 외국인 무장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n

물리적 인프라에서 콘텐츠, 전문 인력으로 지원 다각화
○

과거 무장애 관광 정책이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에 주로 치중해왔다면,
향후에는 무장애 관광체험 콘텐츠 발굴 및 여행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인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 이후 무장애 관광시장 역시 개별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및 소그룹 단위 무장애 관광 참여를 위한 여행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단체 및 기업의 전문적인 사업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n

민간 여행업계 서비스의 세분화 및 전문화 개선 촉진
○

다양한 소비자들의 신체적인 기능 및 활동 수준, 여행 욕구와 선호 형태, 장애 유형,
동반자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무장애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여행경험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반 여행사에서도 무장애 관광시장 진입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 중이나
현장 운영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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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종합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
구분

주요 시사점

현황 분석

· 무장애 관광시장 가치 인식 제고 및
민간업계 대응 필요
· 개별여행 시장과 단체여행 시장의
균형적인 접근 필요
· 복지적 측면과 함께 산업적 관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장애 유형별, 연령대별, 동반자별
차별화 전략 필요

국내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

· 비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무장애 상품 등장
· 무장애 관광 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물리적 접근성 뿐 아니라 안내정보
서비스 개선 필요

정책 방향

▷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관광으로 보편성 강조
▷ 무장애 관광시장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 시혜성 복지 정책에서 경제적 산업
정책으로 전환
▷ 물리적인 인프라에서 콘텐츠, 전문
인력으로 지원 다각화
▷ 민간 여행업계 서비스의 세분화 및
전문화 개선 촉진

· 신체적 기능,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세밀한 서비스 제공
· 무장애 관광 전문 가이드 및 특별
(돌봄) 서비스 제공
·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탈피한
무장애 상품 개발

[그림 5-1]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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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도출
n

무장애 관광의 산업화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제 구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무장애 관광상품 및 여행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자발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무장애 관광 영역을 경제적인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Ⅰ) 수요 시장
및 Ⅱ) 유통 채널, Ⅲ) 공급 업체 등 특정 산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n

무장애 관광시장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첫 번째, 무장애 관광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 단체여행 시장과 개별여행 시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되, 기존 단체여행 수요를 점진적으로 개별여행 수요로 전환시킴으
로써 무장애 관광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국인 관광시장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고 성숙된
여행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요 송출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한
홍보 정책 및 인바운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n

무장애 관광유통망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두 번째, 무장애 관광 유통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복지기관 등 공공부문
의 홍보 뿐 아니라,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기업, 콘텐츠 업체 등 민간의 유통 채널과
협력하여 생산과 소비 간의 활발한 매개를 목적으로 함

○

공공부문에서는 접근가능한 관광시설 및 콘텐츠 DB 구축, 통합적인 정보 플랫폼
운영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개별화되고 있는 여행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n

무장애 관광사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세 번째, 무장애 관광 공급 측면에서는 전문 여행사의 인증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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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이 요청되며, 신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대형 여행사 및 일반 여행사
의 무장애 관광시장 진입을 위한 전문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여행사들 뿐 만 아니
라, 호텔･숙박, 체험시설, 식당, 이동･교통 등 관광객들의 여행경험 및 소비지출과
관련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5-2> 수요와 유통, 공급 관점의 분석 시사점

구분
현황
분석

수요 시장

유통 채널

공급 업체

∙ 수요층의 선호와 관광경험에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무장애 ∙ 무장애 관광 전문여행사 인증
기초한 사업 추진 필요
관광정보 제공 필요
제도 도입 필요
∙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개별관광 ∙ 무장애 관광 경쟁력 강화를 ∙ 무장애 관광 인프라 및 수용
수용태세 구축 필요
위한 유통채널 지원 필요
태세의 개선 필요

국내사례
분석

∙ 무장애 관광도 테마와 체험
콘텐츠가 중요해짐
∙ 물리적 접근성과 안내정보
∙ 수요자 관점의 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개선 필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단체 위주 맞춤형 상품에서
점차 개별화 추세
∙ 여행사 및 관련 기관들과 호텔
업계 간의 협력

해외사례
분석

∙ 전문가들의 연구와 교육, 협의를 ∙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온라인
통한 상품 개발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신체적 기능,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세밀한 서비스
∙ 무장애 관광 전문 가이드 및
특별 서비스 제공

[그림 5-2]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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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시장 조성

1.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 교육 및 온라인 학습
가. 배경 및 목적
○

무장애 관광을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료 단체여행
시장 보다 소비력 있는 개별여행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열린관광지 조성 등으로 물리적 환경 인프라는 개선되었으나, 관광약자들의 사회적･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여 여행 활동 참여를 늘릴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방안
○

무료 지원 혹은 단체여행 경험만 있거나, 실제 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관광약자들을
대상으로 자립적인 개별여행 활동 촉진을 위한 부스터 프로그램 운영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 양성된 ‘무장애 관광 동행자(Helper)’ 인력을
활용하여 1:1 맞춤형 여행 교육 서비스 개발

○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사용자, 발달장애인 및 돌봄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스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노하우 교육
- 시니어 대상 ‘꿈꾸는 여행자’ 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코로나19 이후 개발이 활발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무장애 관광을 위한 여행
준비에서부터 안전한 이동 및 여행 경험까지 필요한 사전 학습 정보 제공
- 역사･문화･생태･예술 등 다양한 테마에 관한 온라인 여행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줌
(Zoom)을 활용한 실시간 라이브 전문가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 금액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국내여행 관련
가맹점에서의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활용법과 사례에 관한 홍보 추진
- 관광약자들이 호텔, 여행상품, 관광지 등을 직접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

｜ 156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5장

다. 유사 사례
n

미국 시카고의 “Travel Training Program”
○

일리노이주 지방교통청(The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 RTA)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카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 참가 시 대중교통 요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공인된 이동 전문가(Certified Mobility
Specialist)가 맹인 또는 저시력자에게 1:1로 여행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

동 프로그램은 크게 ① 여행 교육과 ② 대중교통 훈련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가자가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음

○

① 여행 교육 프로그램
- 여행 트레이너와 1:1로 대중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하게 됨
- 여행 교육 참가자는 버스나 기차에서 하차 또는 환승할 때 현장 직원 또는 다른 탑승객들과
소통하는 방법, 랜드마크를 인식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됨

○

② 대중교통 훈련 프로그램
- 여행 트레이너와 1:1로 버스나 기차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일반 교육을 받게 됨
- 훈련 목표는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대해 참가자를 교육하는 것임
- 대중교통 차량 및 터미널, 역의 접근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 사용법을 설명함
- CTA, Metra와 Pace 등을 이용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려줌
- 참가자와 함께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대중교통 차량을 탑승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직접 탑승함으로써 여행에 자신감을 가지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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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미국 시카고의 대중교통 이용 여행 교육 사례
자료출처: Accessible RTA Travel Training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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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한 인바운드 무장애 관광객 유치 강화
가. 배경 및 목적
○

내국인,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무장애 관광을 방한 외국인, 고소득 시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관광 수지 개선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일본, 유럽국가 등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고 아웃바운드 여행 지출 규모가 큰 타깃
시장을 선정하여 무장애 관광 유치 환경 조성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나. 추진 방안
○

외국인들에게 접근가능한 국가로서 한국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매력을
지닌 대표 도시와 지역을 소개하기 위한 해외 현지 홍보 추진
- 열린관광도시, 관광거점도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Accessible Korea” 브랜드 마케팅 전개

○

국내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및 일반 여행업체들의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및 해외 현지 모객 활동 지원
- 무장애 외래관광객 유치 시 모객 여행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원금 확대
-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현지 여행업계･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방한 초청 팸투어 등

○

‘2023 한-독일 수교 140주년’, ‘2024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2025 한-일
수교 60년’ 기념의 해와 연계하여 무장애 관광교류 프로그램 추진

○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 맞춤형 무장애 관광상품 및 여행서비스 개발을 위해
핵심 타깃 국가들의 무장애 관광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 각 국가별 무장애 관광시장 규모, 해외여행 선호 국가, 관광소비 지출 형태 등 분석

○

무장애 관광 유치 대상 국가의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직항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와
협력하여 교통약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 추진
-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핀에어 등 주요 외항사들과 인바운드 시장 유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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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고 부가가치가 높은 크루즈 방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 건강과 안전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강화
- 무장애 편의시설 및 전문화된 서비스, 고품격 객실과 식사, 문화예술 공연 등 포함

다. 유사 사례
n

스페인의 “Europe Senior Tourism” 프로그램
○

스페인은 지난 2009년부터 유럽의 55세 이상 시니어 유치를 위한 휴가･여행 지원
패키지인 “Europe Senior Tourism”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스페인 관광청이 주관하고 스페인 혁신관리 및 관광기술 협회(SEGITTUR)에서 운영

○

동 프로그램은 특히 겨울 비수기(10월∼6월) 국내 호텔의 공실률 완화를 위해 고안
된 것으로 스페인 정부는 호텔 등 민간 업계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음
- 고령자들의 경우, 대부분 은퇴자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고 여행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 비수기 동안 휴가 여행객들을 적극 유치하게 됨

○

동 프로그램은 전 일정 최소 4성급 이상 호텔에서 진행되며 항공편, 숙박료, 식음료
비용, 공항 왕복 교통편 등이 포함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음

○

패키지 비용은 2주에 524유로, 3주에 700유로, 4주에 855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유럽 17개국 8만여 명의 시니어 여행객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됨
- 휴가 여행 1일당 스페인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유로씩 매칭하여 지원금 제공

○

“Europe Senior Tourism” 프로그램의 시행 첫 해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만 명의 유럽 시니어 여행객들이 스페인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됨
-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약 1억 유로 이상일 것으로 추정
- 총 2,000여 개의 관광 일자리와 약 5,750만 유로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

○

특히 스페인의 “Europe Senior Tourism” 프로그램은 겨울 비수기 호텔의 공실률
을 최소화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한편,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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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스페인의 시니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대상

Ÿ 55세 이상의 유럽인 (단 스페인, 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제외)

내용

Ÿ 전 일정 4성급 호텔 숙박, 식음료, 교통, 여행자 보험 등 포함 여행 패키지
Ÿ 시행 초기 스페인 내 유명 관광지보다는 안달루시아(Andalusia)와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c
Islands) 등의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페인 문화, 요리, 자연 및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는
여행으로 기획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광지를 늘려나갈 계획임

지원

Ÿ 여행 구성요소 및 비용 일부 지원
Ÿ (예) 호텔 숙박 지원금 보조 정책
- 스페인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50유로씩 숙박 일수마다 지원

비용

Ÿ 왕복 항공료, 호텔까지 왕복 교통비, 4성급 호텔 숙박비, 호텔 식사비, 액티비티 참가비, 여행자보험료
모두 포함
Ÿ 7박 343유로 :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국민
Ÿ 7박 365유로 :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아일랜드 국민

자료출처: ENAT – Europe Senior Tourism(2009), Spain Subsidies Stays for Seniors in Off Season(2009),
AFE INNOVET(2015)

3. 전 국민 대상 홍보 커뮤니케이션 추진
가. 배경 및 목적
○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관광을 궁극적
으로 지향한다는 이념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전 국민 누구나 무장애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방안
○

모두를 위한 관광 이념 및 정책 가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TV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 무장애 관광 정책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이의
관광 향유권 보장 및 국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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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애 관광 브랜드와 로고를 개발하고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여 여행 소비자,
지자체 관계자, 관광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추진
-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 열린관광 등 정책 용어의 통일 필요

○

무장애 교통서비스, 이동수단, 여행상품, 투어헬퍼, 관광지/체험시설, 호텔/리조트
등 최신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 내나라 여행 박람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 방안 검토

○

관광약자를 위한 법정 기념일 또는 여행 주간과 연계하여 시니어 여행, 세대 간
융합 여행, 장애인 여행 등에 참여를 촉진하는 홍보 이벤트 전개
- 장애인의 날(4월 20일), 어린이 날(5월 5일), 노인의 날(10월 2일), 임산부의 날(10월
10일) 등 법정 기념일과 연계 추진
- 매년 봄/가을 여행 주간 및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행사와 연계

○

일반 여행 소비자들이 무장애 관광 상품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용 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나 혜택 요인 개발
- 무장애 관광상품 이용 고객을 위한 무료 여행자 보험 가입, 전문 가이드 서비스, 편리한
이동 수단, 여유 있는 체재 시간 보장 등 다양한 혜택 강조

다. 유사 사례
n

일본의 ‘마음의 배리어 프리’ 인식 개선
○

일본은 지난 2016년 ‘유니버셜 디자인 2020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활기차게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 일본의 배리어 프리 정책은 휠체어 이용자, 시･청각 장애인, 고령자, 유아 동반가족뿐만
아니라 LGBTQ+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18년에 개정된 ‘배리어 프리법’은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개최와 향후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무장애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음
- 사회적 장벽 제거 및 일본의 전 국민 일억 명이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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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 2020 행동 계획’에서는 1) 학교에서 ‘마음의 배리어 프리’
교육 실시, 2) 기업･정부 기관의 임직원 대상 연수 운영, 3) 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로
지역 기반 ‘마음의 배리어 프리’ 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마음의 배리어 프리’ 애니메이션 교재를 제작하였음
- 본 애니메이션 교재는 장애인 등 다른 조건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필요한
지식과 마음가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입문 교재임

○

애니메이션 교재는 공생사회에 대한 인식 공유, ‘마음의 배리어 프리’에 대한 개념
이해, 장애 유형별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그림 5-4] 일본 오사카 배리어프리 전시회
자료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 163 ｜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절

무장애 관광유통망 확충

1.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정보플랫폼 구축
가. 배경 및 목적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 영역과 수요 영역을 매개하는 유통채널을 강화
해야 하며,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여행의 불편 해소를 위한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장애 여행 정보DB 구축(숙박, 음식점 등 연간 1,000개), 열린관광지와
기존 관광시설 등을 연계한 무장애 여행 추천코스 확대(’22년까지 200개) 등을 추진

○

유통채널은 정보의 플랫폼으로 무장애 정보 접근성의 강화를 목표로 확대가 요구되며,
무장애 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핵심과제임

나. 추진 방안
n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웹페이지 형태의 무장애 관광정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주요 관광지의 경사도 정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및 휠체어
대여 여부 등 지역별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함
- 현재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대한민국구석구석 특집관 분류의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에서 무장애 관광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무장애 여행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수요자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보로 구성함

○

각 유형별 추천코스를 제작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지는 공원, 체험관, 박물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함
- 또한 ‘특별한 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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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광정보 플랫폼은 관광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 안내, 예약 등 제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함
<표 5-4>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현황

구분

무장애 DB
생산‧제공

장애유형별
콘텐츠
생산

○

유형

주요 내용

큐레이션

Ÿ 열린관광지 대상 무장애 추천코스(장애인 유형별, 고령자, 영유아동반가족) 개발
☞ 무장애 열린관광 추천코스 총 197개(누적) 기획

정보
제공

Ÿ Tour API 활용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 무장애 정보 지속 현행화, 무장애 DB 7,454건 보유

감각
장애

Ÿ 시각 장애인을 위한 열린관광지 오디서비스, 음성안내 서비스 생산
Ÿ 청각장애인을 위한 열린관광지 소개 수어 영상 제작

지체
장애

Ÿ 열린관광지 홍보 영상 VR / 360°파노라마 콘텐츠 제작
Ÿ 무장애 지도 제작을 통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 경사로 등 안내
☞ 무장애 동선, 장애물 등 관광지 접근성 사전 확인 가능

발달
장애

Ÿ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관광지 안내 영상 제작
☞ 무장애 관광지 설명, 관광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함.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은 무장애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광지별 무장애 정보, 입장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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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무장애 관광시장은 점차 개별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함

○

무장애 관광의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하여, 다양한 유형별 잠재 관광객의 관광행태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연관성이 높은 콘텐츠와 관광활동 및 경험을 제공함

○

무장애 관광에서 주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도 필요함
<표 5-5> 주요국 웹사이트 비교

구분

일본

영국 (Visit England, Access for All)

정보
유형

Ÿ 관광 명소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한 지역이 아닌
관광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소비
Ÿ 무장애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한 소개
자가 자신의 선호에 맞춰 여행지, 관광명소, 여행
Ÿ National Accessible Scheme(NAS)와 숙박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설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국가제도에 대한 소개
- 패러글라이딩, 배리어프리 스키 리조트, 배리어
프리 워터파크, 카약/카누, 래프팅, 사이클링 등

특징

Ÿ 웹사이트 내 ‘세상 Free한 여행, 일본!’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배리어프리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https://bit.ly/3EHxJXd) 제공, 이용자가 배리어
프리 관광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Ÿ 9개의 Accessible logo로 구분하여 각자의 유형에
Ÿ 일본 방문 전, 무장애 여행 준비 위한 사전 정보를
맞춘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두었음(NAS 로고를
상세히 제공, 이용자 편의성 강화
통해 숙박 예약 시 필요한 유형을 빠르게 선택할
Ÿ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 자국 관광객뿐 아니라
수 있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Ÿ 한국어 버전은 메인 화면이 ‘배리어프리 일본여행,
Feel Free with Japan’으로 제공됨

정보
제공

Ÿ 배리어프리 관광명소, 숙박정보 등을 글로벌
Ÿ Visit England Assessment Services
OTA인 부킹닷컴 등 웹사이트를 연동하여 정보
- 저가 호텔(Budget Hotel), 글램핑, 호스텔, 선박
검색을 쉽게 해두었음
호텔(Boat Hotel), 서비스 아파트먼트(Serviced
Ÿ 일본 도착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Apartments), 캠퍼스, 게스트 하우스, 호스텔:
필요한 모든 무장애 정보를 제공
백팩킹/그룹/활동, 카라반, 관광명소, 취사가능
- 도쿄 국제공항에서 타 교통수단 이용 시 최대한
숙소(Self-catering), 캠핑장(Holiday park),
스트레스 없는 교통수단 이용법 안내
음식점(food outlet), charlet, 호스텔: 번크
- 버스 이용 시 서비스 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하우스, 캠핑(camping barn), 휴게소(Motorway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 좌석 예약
service area), 홀리데이 빌리지(holiday village)
- 열차 이용 시 휠체어 이용자/ 이동이 어려운
등 Visit England가 독립적으로 평가한 숙박
사람/ 시각장애인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역직원
시설, 관광명소 등 각 유형별 정리
이 도와준다는 정보 제공

자료: 각국 관광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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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일본정부 관광국 한국어 버전 웹사이트 메인
자료: https://www.japan.travel/ko/kr/

[그림 5-6] 영국 관광청, NAS 9개 로고
자료: https://www.visitengland.com/plan-your-visit/access-all/national-accessible-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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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 사례
n

일본 오키나와현, 배리어 프리 웹사이트 구축
○

오키나와는 2007년에 ‘오키나와 관광 배리어프리 선언’을 공표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나하 공항 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관광안내소 개설 등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오키나와현 웹 페이지(https://okibf.jp/ko/)를 개설하여 오키나와 배리어
프리 관광, 액티비티, 식사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

○

정보와 더불어 추천 여행 계획도 제공하고 있어 ‘활동적인 여행자를 위한 여행 계획’과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여행 계획’ 등 소비자 성향에 맞는 여행 계획을 추진함
- 공항 도착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데 추천 교통수단(렌터카, 장애인용 택시 및 리프트
장착 버스), 이동 소요 시간, 체험 관광지(휠체어 및 안내견 쉼터 등에 대한 지도 제공),
일본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장애인용 객실을 갖춘 호텔, 쇼핑몰(배리어 프리가
완료 된 수산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1부터 10까지 제공하고 있음

○

관광 정보 제공과 함께 여행 중 임시 간병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어
함께 여행하는 가족의 휴식도 지원하고 있음
- 사단법인 Kukuru(구쿠루)가 제공하는 간병인 동행 및 목욕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오키나와 곳곳에 위치한 오키나와 배리어프리 투어센터에서는 여행 중 정보 제공,
의료용구 대여에 관한 정보를 일본어와 영어로 서비스 지원하고 있음

[그림 5-7] 배리어 프리 오키나와
자료: https://www.japan.travel/tokyo-and-beyond-2020, https://okibf.j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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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장애 관광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가. 배경 및 목적
○

무장애 관광은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무장애 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의 다양한 참여 주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의 경우 이들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현장의 실무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참여주체가
인식하는 무장애 관광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은 매우 높은 편임

나. 추진 방안
n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운영하는 「2021 무장애 관광 시장 조성 지원 협의체」를
발전, 정례화하여 운영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1년 무장애 관광 시장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함
- 이번 협의체는 관광･장애･고령 분야 전문가 13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여

○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 무장애 관광 영역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과제 제안 등
기능 강화 필요

n

(공공부문과 OTA의 협력) OTA를 통한 배리어프리 호텔 예약 서비스 제공
○

일본정부관광국(JNTO)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배리어프리 숙박 정보를 찾을 수
있는 OTA 웹사이트(부킹닷컴)와 연동하여 별도 검색 및 외부 창 이용하지 않고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배리어프리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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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OTA(부킹닷컴) 서비스를 통한 배리어프리 호텔 예약
자료: https://www.booking.com/hotel/jp

n

무장애 관광 박람회 개최 등 민관 네트워크의 장 마련
○

일본은 배리어프리 관련 매년 4월 중순 개최되는 장애인･고령자의 교통 접근성 관련
물품 및 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주로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에 관한 품목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수륙양용
휠체어, 해변에서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매트 등이 주로 출품되고 있음
- ‘2022 일본 오사카 배리어 프리 전시회’는 올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

다. 유사 사례
n

태국의 Nutty’s Adventure
○

태국의 Nutty’s Adventure는 2016년부터 영국에 본사를 둔 Seable Accessible
Active Holidays와 함께 태국 무장애 여행을 계획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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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말에는 태국 북부와 남부로의 11일간의 여정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였음

○

2018년 2월 Nutty’s Adventure와 Seable Holidays는 함께 시각장애인 및 부분
시력저하자 12명을 대상으로 4명의 시력 도우미와 함께 태국 최초의 단체 투어를
진행하였음

○

투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태국이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현재 다양한 무장애 상품을 선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태국 여행 가이드 교육 과정도 진행하고 있음

○

태국관광청, 유럽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 태국책임관광협회(Thailand Responsible Tourism Association)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태국의 무장애 관광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그림 5-9] Accessible Thailand Tours (1,2,4: 투어 진행, 3: 가이드 교육 진행)
자료: https://www.accessible-thailandtours.com/kopie-von-thailand-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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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본의 민간 배리어프리 관련 컨설팅 기업 사례
○

㈜배리어프리 컴퍼니는 배리어프리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배리어프리를 위한 하드웨어(시설, 제품) 및 소프트웨어(서비스, 인력
등)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NTT 도코모’측과 함께 진행했던 유니버셜 대응 점포 개조, 접객 매뉴얼 제작,
교육 컨설팅 등의 솔루션 컨설팅은 ‘2007년도 배리어프리화 추진 공로자 표창’
총리대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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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사업체 육성

제4절

1.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인증제 도입
가. 배경 및 목적
○

무장애 관광이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장애 관광상품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여행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무장애 관광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여행사들을 식별하고, 이들 전문 여행사의
지속가능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방안
○

무장애 관광 영역에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우수 여행상품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체를 인증하고, 인증 여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인센티브 마련
-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 추진
- 인증 목적 및 인증 대상, 평가 기준, 인증 혜택, 사후 관리 방안 등 검토 필요
<표 5-6> 무장애 관광 인증제 도입 방안 검토

구분

기존 인증제 편입

신규 인증제 도입

추진방안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내에
특정 분야나 평가지표로 포함

무장애 관광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인증제 도입 운영

효율성

기 구축되어 있는 인증 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조속한 도입 가능

새로운 인증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

관리조직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한국관광공사(관광품질인증사무국)

관광공사, 관련 협회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 검토

법제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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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지원 서비스의
위탁사업자 선정 시 인증 전문 여행사에 대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
- 문체부의 열린관광지 연계 나눔여행, 복지부의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서비스 등
- 인증 수요의 확보를 위해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여행업체 대상 인증제도 홍보

○

일반상품에 비해 무장애 관광상품의 공급 원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장애
관광 인증을 받은 전문 여행사들의 수익성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전 현장 답사비, 보조인력 인건비, 특장차량 임대료, 호텔 숙박료 등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방안 검토
- 업계에서는 무장애 관광 인증을 받은 전문 여행사의 경우 자체적인 특장차량의 대여･운행을
위한 렌트카업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개별여행객 시장 대상 온라인 홍보 및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무장애 관광 인증 전문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내국인 시장 뿐 아니라 방한 외국인
시장 유치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강화
- 무장애 인바운드 상품 개발, 직원 외국어 교육, 해외 홍보 및 팸투어 운영 지원
-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관광공사, 전문 여행사 공동 인바운드 방한상품 개발 추진

다. 유사 사례
n

호주 NSW주의 “Tourism Awards”
○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주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 선도적인
관광기업에 대한 시상(Tourism Award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19년에는 “Excellence in Accessible Tourism” 부문을 추가하여 호텔･리조트,
관광지･시설뿐 아니라 전문 여행사에 대해서도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음

○

주최 기관에서는 접근 가능한 관광 분야의 모범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의 무장애 관광상품 및 서비스 개발 노력, 목표 시장의 수요 맞춤형 마케팅 전략,
관광객 경험의 질, 포용성 추구 등의 관점에서 종합 평가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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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회복과 혁신 노력을 함께 고려함
○

호주의 NSW Tourism Awards 참가 기업들은 접근 가능한 관광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며, 다른 경쟁기업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사업 활동 추진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Tourism Awards 프로그램의 수상 업체는 전시용 트로피와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로고가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기업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음
- 호주 NSW주에 기반을 둔 모든 관광 사업체는 매년 본 시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3년 연속으로 수상할 경우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됨

○

NSW주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서는 대중매체와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
Tourism Awards 수상 기업의 성공 사례 홍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그림 5-10] 호주 시드니 접근 가능한 관광 우수 여행사
자료출처: https://www.australiainstyle.com.au/about-australia-in-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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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여행업계 관광종사자 대상 교육
가.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무장애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여행업체들의 사업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무장애 관광 분야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
여행업계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경영 컨설팅이 필요함

나. 추진 방안
○

일반 여행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무장애 관광상품의 기획 및 운영, 실제 여행에
동행 보조 등의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 기존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무장애 관광 투어
케어(코디네이터, 헬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특히, 시니어 고객들의 신체 기능 및 활동 수준, 여행 욕구, 선호 형태, 동반자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여행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 강화

○

다양한 고객들의 국적, 언어, 장애 유형, 신체 기능, 활동 수준, 동반자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내･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가이드 양성 교육 지원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여행업계 가이드 및 지역 해설인력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오랜 현장 경험이나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 여행사에서도 소비자 특성에 맞는
무장애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 제작
- 무장애 관광 인증을 획득한 여행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세부시장별 수요 맞춤형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
- 참고로 서울시(2019)에서는 「모두를 위한 관광 서비스 매뉴얼」을 개정 발간하였으나, 이동
및 관광안내, 식음, 숙박 외에 여행업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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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시장에 처음 진입을 고려 중인 일반 여행업체와 전문 여행사를 1:1로
매칭시켜 일반 여행사의 전문화를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기 운영 중인 ‘무장애 관광 활동가(Mentor)’ 그룹의 경우,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여행 사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문 컨설팅을 위해서는 무장애
관광 전문 여행사 및 시니어 전문 여행사의 전문가 위촉이 필요함

다. 유사 사례
n

ISO 21902:2021 “Accessible tourism for all”
○

ISO(국제표준화기구)는 2021년 7월 관광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에 관한 요구 사항 및 권장 지침을 공식 발표하였음

○

여행 및 관광 관련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 고령자 등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SO 21902 표준을 개발하게 됨

○

국제적으로 합의된 ISO 21902 표준은 정책 수립, 전략 개발, 기반 시설, 상품,
서비스 등 관광 공급망 전반의 접근성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ISO 21902 표준은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관광업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 활용될 필요가 있음

[그림 5-11] ISO 21902: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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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 여행사의 ESG 경영 협력 사업 발굴
가.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회 변화와 투자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대형 여행사들이 ESG 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방안
○

대형 여행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모두를 위한 관광 이념의 중요성 및 실천 방안에 대한 인식 제고

○

국내 대형 여행사들이 ESG 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모두를 위한 관광 테마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내 지역의 다양한 여행상품과
ESG 개념이 접목된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 투자 확대

○

국내 대형 여행사들이 ESG 경영 전략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의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관광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공헌 활동 유도
- 대형 여행사의 경우 장애인 고객이나 단체시장보다는 시니어,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방한 외래관광객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포용적인(Inclusive) 무장애 관광상품 중점 개발
- 국내 인기 지역의 무장애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바운드 시장 유치를 위한 무장애 방한상품 개발 투자

○

영세한 전문 여행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으로 대형 여행사들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 및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장애 관광상품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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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장애 관광 분야 소셜벤처 스타트업 육성
가. 배경 및 목적
○

무장애 관광이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생태계의 새로운 주체 발굴과 동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무장애 관광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영역으로, 최근 관광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창업지원 및 관광벤처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소셜벤처의 관점에서
무장애 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함
-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혁신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우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음

○

특히, 무장애 관광은 AI, 로봇 등 기술 요소의 활용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개선과
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도모하고, 관광 분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함

○

무장애 관광 영역의 스타트업 육성은 소셜벤처 개념으로 접근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방안
n

무장애 관광을 포함하는 소셜벤처형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현재의 관광벤처기업 선정 시 초기에는 무장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선정이 포함되었으나,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 모델 구상 등에 대한 컨설팅
추진 등 관광벤처기업 참여를 촉진함

○

지역관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무장애 관광 소셜벤처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셜벤처 창업자 발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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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관광지원센터는 기존 장애인 관광 영역의 여행사 등 사업체와 스타트업의 중개를
통해 민간의 사업모델 확충과 아이디어를 지원함

○

무장애 관광시장에서의 비즈니스모델 검증, 분야별 멘토링, 투자자들과 정기적
네트워킹 구축 등을 지원함
<표 5-7>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

업체명
어뮤즈
트래블

무빙
트립

㈜지반

수안산
생태원
영농
조합
법인

㈜산책

기업 유형
관광벤처
기업

예비/초기
관광벤처
기업

관광벤처
기업

관광벤처
기업

관광벤처
기업

사업 유형

서비스 대상

상세 설명

기타
(아이디어형)

관광약자
(장애인, 시니어,
임산부, 영유아 및
관광약자 동반 가족 등)

Ÿ 소그룹 단위의 여행 진행
Ÿ 장애유형뿐만 아닌 고객 특성에 맞는 여행상품
을 개발하여 제공

내외국인 관광객

Ÿ 기업, 학교 등 맞춤형 단체 패키지 제공
Ÿ 기존의 눈으로만 보는 관람형/전시형 여행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상품을
특화한 장애인 전문 여행사
Ÿ 대표상품: 제주 액티비티 여행, 새만금 갯벌에
코휠로드, 담양 힐링여행, 캠핑여행, 장애인도 할
수 있는 동력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오프
로드 드라이브 등

체험기반형

기타
(아이디어형)

체험기반형

체험기반형

유아 동반
내국인 자유여행객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Ÿ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아이들과
좋은 나들이 장소 정보를 리뷰와 함께
Ÿ 관광지의 입장권 판매 및 마케팅 대행,
이벤트 진행
Ÿ 지역별, 주제별로 구분된 가족 나들이
담은 지도 상품 제작

가기
제공
제휴
정보

Ÿ 곤충생태교육과 신체단련 활동, 계절별 농촌
체험 및 먹거리체험 제공
Ÿ 경기관광공사와 김포시에서 지정한 체험 학습장
으로 농림부 장관 ‘모범 체험 학습장’ 표창 수상

Ÿ 아동, 청소년들에게 재미있는 인성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미취학∼고등학생
Ÿ 국내 박물관, 문학관, 전시관 등 다양한 의사소통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강화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15년간 진행해옴
직장 내 국내연수
Ÿ 인성교육 보드게임 및 체험학습 지도사를 양성
하여 방과 후, 자유학기제 교사 양성하고 새로운
의사소통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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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을 통한 무장애 관광 소셜벤처 창업 모델 발굴
○

무장애 관광의 장애요인인 불편사항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형 소셜벤처
청년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창업 가능하도록 지원함

○

사회가치 창출 및 혁신성이 우수한 무장애 관광 소셜벤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비용 지원(개소당 1억원 규모)

○

(우수 소셜벤처 정보 공유) 우수한 소셜벤처를 DB화하여 홍보하고, 성공창업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인큐베이팅 서비스 확대

○

소셜벤처와 기존 무장애 전문 여행사 등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사업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n

무장애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스마트 관광 기술 지원 확대
○

IoT, 로봇 등 기술을 융합하여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 유도

○

관광지 안내를 비롯한 관광서비스 제약 해소를 위한 AI, 로봇 활용 관광 안내 도우미
등 기술 지원을 위한 R&D 사업을 확대 추진함
- Facebook은 AI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뉴욕의 특정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챗봇인
‘Talk the Walk’ 개발, 360도 거리뷰로 쉽게 자세한 안내 제공
- 중국 ‘양심당(养⼼殿)’은 AI와 VR을 융합하여 스마트폰으로 질의응답하며 진행하는 대화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 관광객의 유형과 관계없이 맞춤형 안내 가능

[그림 5-12] Talk the Walk 챗봇
자료: Facebook

[그림 5-13] 양심당 대화형 가이드
자료: http://ke.av-china.com/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관광R&D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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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
가. 배경 및 목적
○

무장애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장애 관광객들의 여행 경험을 구성하는 전
단계에서 관련 서비스 공급 주체들의 협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무장애 관광상품의 품질과 여행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관광숙박업의 서비스 개선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함

나. 추진 방안
○

호텔 등 관광숙박업체 경영인(CEO) 및 핵심 관리자,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인식 개선 및 전문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호텔 종사자들의 관광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무장애 관광시장의 잠재
가치 및 경제적 수익 창출 모델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무장애 관광 투어 케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및 세분화하여 관광숙박업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

무장애 관광객들이 웹 사이트를 통해 장애인용 객실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호텔, 펜션, 콘도 등 선호 숙박시설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지원
- 단, 관광약자의 장애인용 객실 예약이 확정된 경우, 해당 객실은 예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른 일반 투숙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조건부 지원방식 검토

○

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의 예약 관리 시스템은 담당 직원이 다양한 투숙객들의
접근성 요구에 맞는 객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개선 자문
- 장애인용 객실은 일반 투숙객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으로 예약 관리

○

지역의 호텔업체와 관광안내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관광지의 호텔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용 객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구축
- 특정 호텔에 장애인용 객실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들이 대체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숙박업체 간/ 지자체 간의 연계된 안내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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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투숙객들을 위한 보조 장치와 장비 구입, 시각 장애인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청각 통신 수단 설치를 위한 비용 보조
- 예) 휠체어, 변기 의자, 샤워 의자, 목욕 의자, 조절식 침대, 호이스트 등 요구 시 대여
- 예) 객실 내 시각 또는 진동 알람(화재 경보), 촉각 표시된 스위치, 보조견용 장비 등 설치

○

투숙객 및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업체에서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안내 가이드북 제작

○

숙박시설에서의 게스트 이벤트 및 활동은 다양한 접근 요구사항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기획･운영

○

호텔 등 관광숙박업체가 모든 객실 또는 일부 객실을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설계 및 배치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보조 지원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객실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지닌 모든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객실을 지속적으로 확충 필요
- 호텔에서 가장 조용하고 전망이 좋은 객실을 모두가 접근 가능한 객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개별여행객 및 외국인 시장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다. 유사 사례
n

스페인의 파라도르 호텔 체인 “Parador Universal Accessibility Plan(PAUP)”
○

스페인에서는 유니버설 접근성에 대한 많은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두를
위한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개발은 PAUP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음

○

파라도르 호텔 체인의 이니셔티브는 국내 법규 준수에서 더 나아가 고객들이 원하는
품질과 편안함의 기준까지 고려하여 접근성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

호텔 사업체 관점에서 접근성 기준에 따른 평가 및 교육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텔 직원들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임

○

호텔의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케이터링 제공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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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P의 현황 보고서는 호텔의 접근성에 대한 상세한 진단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됨
- PAUP 현황 보고서는 일반 데이터, 물리적 접근성, 정보 표지판에 대한 접근성, 정보와
소통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성 등 5개 부분으로 나뉨

○

한편, 파라도르 호텔 체인은 지난 2007년에 스페인 왕립 장애 위원회와 공동으로
호텔 건축 설계 및 기술에 참고할 수 있는 ‘유니버설 접근성 매뉴얼(Universal
Accessibility Manual)’을 발행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은 투숙객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안전 및 접근성을 위한 필수 핵심사항
과 편안함을 위한 추가 권장사항 등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부분 시력 저하인,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유모차 동반자, 서비스 트롤리 보유자 등

○

스페인 파라도르 호텔 체인의 최고 경영진부터 호텔 관리자, 일반 직원(유지 보수
인력까지 포함) 등 그룹 내 모든 직원들이 본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음

○

또한, 파라도르 호텔에서는 가장 좋은 객실을 장애인용 객실로 사용하는데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머무는 곳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자 함

[그림 5-14] 파라도르 호텔 체인의 유니버설 접근성 매뉴얼
자료: UNWTO(2014), Manual on Accessible Tourism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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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bleeyes.org

○

https://beeyonder.com

○

https://www.healthandfitnesstravel.com

○

https://shop.blenheimpalace.com/products/vip-virtual-specialist-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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