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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3월 이맘때 시작된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꼬박 1년의 긴 겨울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암흑 천

지의 터널을 막 빠져 나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봄 햇살의 눈부심을 감당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

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눈부신 봄 햇살 역할을 톡톡히 했으니, 이제 눈

을 부릅뜨고 온전한 봄을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국내외 정세는 여전히 난맥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 생산, 투자, 내

수 등의 국내경기가 여전히 하향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산업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혁적 요소들로 인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양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대표업종인 관광분야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여전히 위기 국면의 한가운데 놓여있고, 사드보복이 완화되

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서 한껏 기대를 가졌던 관광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

은 하나같이 온 몸으로 감당해야 할 꽃샘추위들이지만, 결코 주눅들거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의 악전고투

가 생명력과 생존능력을 담금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정한 봄’을 위한 레드엔젤의 봄맞이도 아주 각별합니다. 레드엔젤 한 명 한 명이 서울의 봄을 불러오는 생명이

기에 봄을 사수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들이 곧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레드엔젤의 안내에

따라 봄길 나설 채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올 봄에는 우리 관광산업이 다시 제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이, 서둘러

꽃을 부르는 봄날입니다.

’서울’그자체인레드엔젤과함께봄맞이나설채비를

서울시관광협회회장남상만

RED ANGEL NEWS 발행인칼럼

강퍅했던 겨울을 견뎌낸 땅과 흙의 느슨함이 유독 갸륵하게 여겨지는 봄날입니다. 그 갸륵함

의 배경에는 아직 산등성이 구석구석 남아 있는 잔설의 안간힘도 한몫 하는 듯합니다. 우리 몸

과 마음으로 이렇게 봄이 와 닿기 위해서는 삼라만상이 거들고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봄

이 오는 것’은 세상 만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교향악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관광산업도 다시금 기다렸던 봄을 맞이합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길고 혹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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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내나라여행박람회 (KOREA TRAVEL EXPO 2018)

‘인생여행’선사할매력적인국내관광지소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2018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지난 3월 1일부터 4일까

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날로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전

환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목표를 두고, 국

내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는

국내 유일의 국내여행 전문 박람회이다.

2004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

는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 지자체, 관광협회, 여행사, 항공사, 호텔 등 366개 단체, 총 537개의 부스가 참여했다.

‘내나라 인생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최근 ‘인생’이라는 단어가 인생 전체에서 ‘최고’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올

해 행사에서는 부스전시 중심의 기존 방식을 과감히 깨고, ‘인생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

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전시장 곳곳을 다양한 포

토존으로 구성하고 박람회 관람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우리 협회 관광통역안내사들도 지난 3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박람회에 참여해 우리나라 구석구석 어떠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지 둘러보았다. 전국 곳곳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각 지역

의 전통 문화, 특산물, 이색 관광 상품 및 다채로운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안내사들인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우리 관광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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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박수갈채로막내린2018평창동계올림픽

‘하나된열정’이만든또다른대한민국의기적

쌀쌀한 겨울의 추위마저 잊고 밤낮으로 온 국민을 열광시킨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25일 17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

렸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평화올림픽을 지향한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족할 정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코소보, 에콰도르, 나

이지리아, 에리트레아 6개국이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으며, 여자 아이스하키는 최초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

여 출전해 ‘평화 올림픽’ 달성에 기여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전반적 운영은 IT 강국답게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와 AI 기술로 선보였다. 선수촌 수족관에는 로봇

물고기가 헤엄쳤으며, 경기장 곳곳에는 길을 안내하거나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로봇이 관광객을 반겼다. 그야말로 ‘스

마트 올림픽’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이었다. 특히 외신이 입을 모아 칭찬한 개막식의 경우 2018개의

드론이 하늘에서 오륜기를 만드는 장관은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기네스북의 기록을 갱신하기도 하였다.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것 중 하나로 따뜻한 ‘정’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다. 올림픽 최초로 관중에게 무릎

담요, 방석, 핫팩 등을 무료로 지급하여 추운 강원도의 날씨에도 따뜻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1만 4천여 자

원봉사자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이들은 대회 내내 언어 소통이 불가능한 관광객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뛰어난 외국어 실력은 물론 친절함이 가득한 미소는 관광객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 레드엔젤 또한 청량리역, 상

봉역에 위치한 스페셜헬프센터를 비롯하여 서울 곳곳에서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한국인의 정을 세계에 전파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며 한식 역시 다양한 나라에서 앞다투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양념 치킨’은 한국의 대표 음

식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선수촌 인근의 치킨 가게들은 밤낮으로 치킨을 튀기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식이 또 한 번 한류의 바람을 몰고 와 한국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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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의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금 대

한민국의 응원이 울려 퍼졌다. 바로 3월 9일 개막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문이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49개국에서 567명의 선수가

참가해 패럴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로써

한국은 1988 서울 하계올림픽과 하계패럴림픽에 이어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함께 개최한 사상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18일까지 열흘 동안 알파인스키, 아

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총 6개 종목에서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였으며 특히 신의현 선수가 사상 첫 동계패럴

림픽 금메달을 수확하며 열정과 감동의 스토리를 선사하였다.

올림픽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 관광객을 위하여 교통이나 서비스 면에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

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장면 해설 서비스와 점자 리플릿은 물론,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스타디움과 화장실

이용에도 지장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Passion Moves Us)’는 개회식의 주제처

럼, 대회 내내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을 움직이게 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오래도록 세계인에게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평창감동2막‘2018평창동계패럴림픽도위대한승리로평가

‘열정이우리를움직이게한다(Passion Moves Us)’

패럴림픽은 196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개최

되었다. 본래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c’과

올림픽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1988 서울 올림픽에

서부터 패럴림픽이 변화의 새 길을 걷게 된다. 올림

픽과 동반 개최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패럴림픽의

의미도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자는 의미로 ‘평행, 나

란히, 평등’의 의미를 갖는 ‘parallel’로 바뀌었다.

패럴림픽 로고 ‘아지토스(Agitos)’는 라틴어로 ‘나

‘패럴림픽’을 아시나요? 한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는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이번 개

회식 주제인 ‘열정이 우리를 움직

이게 한다‘는 이에 착안한 것이다.

스페셜헬프센터 및 서울시 관광안내소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은 ‘웰컴킷’을 증정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웰컴킷은 기념 뱃지, 물

티슈, 안내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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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UN이 지정한 ‘세

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

모 여성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

주의 – For Gender Justice’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었는데, 다

수의 참가자들 손에는 ‘#MeToo’라고 쓰여진 피켓이 들려 있었

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 운동 때문이었다.

‘미투 운동’은 SNS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이 겪

‘#MeToo’ SNS속세상을넘어사회현상의하나로

내삶을바꾸는성평등민주주의– For Gender Justice

은 성범죄를 고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작년 10월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MeToo’라고 글을

써서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를 깨닫고,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발을 꺼리게 만들었던 사회적 인식

을 바꾸자는 의미였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한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계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법조계

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은 문단계, 연극계, 문화예술계, 정치계, 연예계로까지 번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한 명의 단순한 고

백이 아닌 사회의 체제를 바꾸는 하나의 현상처럼 자리잡고 있다.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미투 운동은 다시 한 번 급격한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다. 각 분야별로 신고 상담센터가 운행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미투 피해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지지의사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성범죄 처벌로

시작했던 미투 운동은 이제는 남녀 평등의 근본적 의식 개혁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남아선호 사상’에 익숙해진 탓에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점차 올라가면서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들은 하나씩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미투 운동은 여성 인권을 보

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남녀의 평등과 균형을 꾀하며 우리 사회 속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사

회적 관습을 다시 재인식하는 새로운 방향의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상대방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

는 존중이야말로 인간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진정한 권리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세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주춧돌로 자리잡을 때다.



Q. 평창올림픽과관련하여가장불편한점

RED ANGEL NEWS SURVEY

2018년상반기관광안내소내방객설문조사실시

작은목소리에도귀기울이는관광안내소,만족 98%

어느 도시로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관광안내소

다. 관광안내소는 단순히 여행정보 제공 뿐 아니라 그 도시에 대한 첫 인상을 결정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안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

울시관광협회는 서울시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비스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방

객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청량리∙상봉역 스페

셜헬프센터를 비롯한 22개 관광안내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47개국에서 온

694명의 관광객이 조사에 참여했다. 올해는 새롭게 PC 및 스마트폰(QR코드)을 활

용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관광안내소의 서

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Q. 안내소서비스만족도Q. 한국에서가장좋았던것

Q. 서울관광개선사항및기타의견

Q. 한국방문목적Q. 한국방문횟수

- 거리가 너무 멀어요.

- 경기 입장권 구매가 어렵고,
입장권 가격도 너무 비싸요.

- KTX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
열차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 할랄푸드가 없어요.

- 외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가 더 확대되면 좋겠어요.

- 좀 더 효율적인 1일 관광패스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 서울 지하철에 비해 기차는 아직 덜 체계적인 것 같습니다.

- 공중화장실과 휴지통을 늘려주세요.

-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부족한 것 같아요.

- 대중교통 및 관광지에 한국어 표기만 있어 많이 불편해요.
외국어 안내표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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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관광객 일행이 두 팀으로 나누어 택시를 타고 북촌에 오셨는데 각각 다른 곳에 하차해서 서로 길이 엇갈

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팀이 우리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해 오셨는데, 한참을 헤매고 있다며 많이 난감해하

고 계셨습니다. 결국 파출소에 요청하여 경찰차를 타고 방송을 하며 근처를 순회했고, 삼청동에서 가까스로 일행

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광객들로부터 “최고”라는 말을 들은 순간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우리가만난사람들] 광화문자원봉사센터 팀장김인영

“봉사자분들의따뜻한마음이있기에서울의내일은 ‘맑음’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자원봉사센터 팀장 김인영입니다. 부산에서 올라

와 아무것도 모르고 안내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북촌, 명동, 동대문, 신촌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광화문에서 130여 분

의 봉사자들과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관광안

내를 하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뿌듯해지곤 합니다.

장기간 근무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관광객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현재 i-Seoul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봉사자분

들께 격려 및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

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과 짝을 이루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하는 i-Seoul 자원봉사단은 더욱

더 어렵겠죠. 그럼에도 서울을 알리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귀한 시간을 내

어 미소를 전달하는 봉사자분들의 열띤 모습을 보면 저 역시 가슴 한 구석

이 뭉클해집니다. 서울 관광의 오늘을 함께 하는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마

음이 있기에 서울의 내일은 ‘맑음’ 아닐까요.

평창 올림픽/패럴림픽이 막을 내렸는데, 관람은 하셨나요? 국가적인 축제

기간이다 보니 관광객이 많이 늘었지요?

네. 치열한 접전으로 짜릿함을 주는 스피드 스케이팅과 영미 신드롬을 일

으킨 컬링을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봉사자들과 함께 교통편, 티켓

구매, 편의시설 등을 미리 익히며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평소 내국인

안내 비율이 높았었는데,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 비율이 많이 증가

해 국제 행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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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1  안내소사업팀 사원 김세훈 2018.04.08  안내소사업팀 주임 석다래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성결교회’가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 방

식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 오케스트라를 꿈꾸는 생활문화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

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박원순 시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부동 생활문

화지원센터‘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곳은 1931년에 지어진 건물로, 프랑스와 영국의 근대 건축양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축물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

히 견뎌내며 옛 모습을 지켜 온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미래유산(2014.12.)과

서울시 1호 우수건축자산(2017.3.)으로 각각 등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한 중국인 사업가가 매입을 시도하는 등 주변 상권 성장세 속에 팔려나갈

위기에 빠졌다. 그러한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과 교인들이 서

울시에 건물 구입을 제안했고,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생활문화지원센터

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건물 외관은 원형을 보존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살리고, 내부는 전면 보수를 통해 기

능을 강화했다. 기존 예배당 건물은 오케스트라·밴드 등 음악 분야 활동 공간인 '체부홀’로

거듭났다. 130여 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연습실을 조성했으며, 시민 누구나 대관 신청 후 이

용할 수 있다. 체부홀 입구 반대편 통로를 따라가면 나오는 아담한 한옥 별채 '금오재’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와 소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세미나실로 꾸며졌다.

서울시우수건축자산1호,서울시미래유산

87년역사체부동교회,생활문화지원센터로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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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불기 시작한 자전거 열풍은 최근 그 기세가 더욱

맹렬해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

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이른바 ‘자출족’은 2015년 기준 약 28만 명에 달

한다. 바야흐로 ‘자전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레저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

서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전거와함께변화하는서울의이모저모

친환경에서부터건강까지,이제는 ‘자전거시대’

서울 중심부인 종로 1가에서 6가를 연결하는 약 2.6k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4월 8일 개통 예정이다. 교통 체증의 문

제로 편도로만 우선 개통되며,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LED등,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안전

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덕수궁, 세종마을, 종묘 일대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단위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되

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첫 선을 보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시작 당시 2천

대였던 자전거는 2만 대로 늘었으며, 회원수는 현재 약 60만 명으로 무려 20배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들이 선

.

정한 2017년 서울 10대 뉴스에서는 당당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으로

따릉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했던 이용 과정 역시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본인인증이 필요했던 회원가입 절차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나

SNS의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해지며, 간편 결제방식도 검토 중이

다. 24시간 동안 반납 없이 이용 가능한 ‘종일권’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출족’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자전거 보관 및 탈의, 샤워를 위한 시

설 역시 시범 운영 중이다. 금천구의 서울디지털운동장(월~금 07:00~

20:00)은 보관대 뿐 아니라 샤워실도 설치되어 있으며, 중구 다동공원 주

차장(월~토 09:00~23:00)에는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되어 있다. 상주 인

력이 배치되어 절도의 염려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며,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시대 심각한 서울의 교통체증 속에서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새

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자전거. 올 봄, 안전한 자전거 이

용으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보며 꽃이 만발한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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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오후 5시경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대만에

서 오신 50대 여성 관광객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해왔다. 어머니가 타고 계신 휠

체어 바퀴의 공기가 다 빠져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드려야겠다고 생

각했지만, 다시 차분히 생각해보니 여행객 입장에서 공기주입기를 구매하여 계속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짐이 될 것 같았다. 또한 당장에 공기가 빠져 이동이 불편

한 휠체어를 타고 상점을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파트너인 이윤우 안내사와 상의하여 함께 주변에 휠체어 바퀴 공기주입이 가능

한 곳을 찾아보기로 하고, 바로 앞 관광안내소부터 문의해보았다. 평소 휠체어

대여가 가능한 곳이지만 공기주입기는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득 명동성당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공기주입

기를 본듯한 기억이 떠올랐다. 파트너에게 먼저 앞장서 유무 확인을 부탁한 후, 나는 할머니가 타고 계신 휠체어를 밀고

보호자와 함께 뒤를 따랐다. 그런데 공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린 휠체어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버거울 만큼 사용하

기 힘든 상태였고,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앞서간 이윤우 안내사가 공기주입기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더욱 힘을 내 따릉이 대여소에 도착했다. 공기

를 주입하고 나서도 혹시나 여행하는 기간 동안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재차 확인을 반복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자 그 여성 관광객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휠체어에 타신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마지

막 여행으로 한국을 오셨다가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해 본인도 많이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고맙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광통역안내사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아직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 도움

을 드릴 수 있어 너무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나의 작은 친절로 인해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레드엔젤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한 하루였다.

명동움직이는안내소박병제안내사

“대한민국이따뜻한나라로기억되길바랍니다”

따릉이 타이어 공기주입기 설치를 위

해서는 별도 공간 및 전원설치의 문제

가 있으며,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현재는 일부 대여

소에만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다.

2018.03.07



RED ANGEL NEWS TRAINING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작년에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성했지만 여전히 툭하면

대형 사고가 터져 나온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잇단 대형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특히

이들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안전대

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재난 발생 시의 대처요령 습득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소

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지진과 풍수해, 산사태 등의 자연 재난은

물론 화재, 선박 사고, 원전사고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30m/s 강풍의 위력을 느껴보고, 지진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리히터규모 7.0의 흔들림을 체험해보았다. 건물 내에서 화

재가 발생했을 경우의 소화기구 사용방법 및 건물 탈출방법도 배워보았다. 특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가 가득 찬

밀폐공간에서 탈출하는 체험에서는 이게 만약 가상이 아닌 실제상황이라면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해양 선박

사고에 대비한 교육 과정이 신설되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상슬라이드를 이용해 탈출해보기도 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뿐 아니라 실제 상황과 유사한 조건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볼 수 있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현직 소방관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재난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하지만 평소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은 확연히 다르다. 모든 사람이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알고 소방안전 교육의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무감각해지고 안전에 대해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통역안내사소방안전교육@광나루안전체험관

안전의식고취와재난대처능력향상위한소중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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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낱말퍼즐로풀어보는재해∙재난안전상식

재해∙재난으로부터안전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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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천천해 내려오는 비상기구.

3. 심한 추위 때문에 살갗이 얼어서 조직이 상하는 일.

4.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 기
관지 등에 침투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침.

6.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7. 작업장 등에서 머리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모자.

9. 화재 시의 살수(撒水) 소화 장치.

10. 영국의 호화여객선. 1912년 침몰해 1,500여 명이 사망함.

11. 서울 서초구에 있던 백화점으로 1995년 6월 붕괴되었음.

13. 실효 습도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때, 산불
발생을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특보.OO 주의보.

15. 1994년 규모 9.0의 지진해일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섬.

17. 올해 3월초부터 폭발적 분화를 시작한 일본 규슈의 화산.

19. 미국의 지진학자 이름으로, 지진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

20.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인위적으로 폐에 공기를 불어 넣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 처치.

가로

2.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하는 도구. 자동심장충격기.

5. 1947년 우간다 붉은털원숭이에서 최초로 확인된 바이러스.

8. 9.11 테러에서 대다수가 목숨을 건진 회사로, 반복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됨. OOOOO의 기적.

10. 1974년 제작된 대형건물 화재를 다룬 재난영화로, 1971
년의 대연각호텔 화재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도 함.

11. 붕대의 대용으로 응급시에 쓰이는 삼각형의 천.

12. 조선시대의 소방관. 불을 없애는 군사.

14. 달, 태양 등의 인력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바닷물.

16. 1959년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무려 84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됨.

18. 대서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세로

남대문 호연정안내사

1-2월호

정답 담청자

홍대 이윤희안내사신사동장혜연안내사 남대문 전서연안내사 북촌박정안내사



해마다 이팝나무꽃이 필 무렵이 되면 사진작가들에게 주목받는 곳이 있다. 철길

주위에 마치 쌀 튀밥처럼 하얀 이팝나무꽃이 날리는 전주 팔복동 철길이 그곳이다.

이팝나무꽃은 이팝나무에서 자라는 백색 꽃으로 5월에 만개하며 20여 일간 잎

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드러지게 피는 것이 특징이다. 이팝나무 꽃은 향기도 진

해서 바람이라도 불면 온몸을 휘감아 도는 그 그윽한 꽃향기에 취해버리고 만다.

예로부터 이팝나무꽃이 잘 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든다고 했다.

이 땅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살아오며 애환을 같이한 이팝나무야말로 화려하게

개발된 어느 조경 수종보다 더 귀한 우리 정서에 잘 맞는 꽃나무라고 할 수 있다.

RED ANGEL NEWS SPRING FLOWERS

충남 서산 산왕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개심사(開心寺). ＇마음을 여는 절＇이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찰로 654년 백제 의자왕14에 혜감 스님에 의

해 창건된 사찰이다.

봄이 되면 개심사에는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청벚꽃, 어린아이 주먹만한 크기

의 진분홍 왕벚꽃, 꽃잎 여러 장이 촘촘히 들어찬 풍성한 겹벚꽃 등이 경내를 애워

싸듯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특히 청벚꽃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개심사에만

핀다고 하여 매년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담하지만 다정하고 고즈넉한

개심사에 방무내 봄의 향기를 진하게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나들이계절이돌아왔다

올해는색다른봄꽃을즐겨보세요~

서산 개심사 청벚꽃

‘붓꽃’은 산과 들에 자라는 자주색을 띤 여러해살이풀로, 잎과 꽃봉오리가 마치

먹물을 머금은 붓 모양을 연상케 해 붙여진 우리의 이름을 가진 꽃이다. 일반적으

로는 붓꽃류의 식물을 두고 창포나 아이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단옷날

머리감는 창포와 붓꽃류는 전혀 다른 식물이며 아이리스(Iris)라는 서양이름은 세

계가 함께 부르는 붓꽃류를 총칭하는 속명이다.

서울 도봉산 자락에 있는 서울창포원에 가면 다양한 붓꽃으로 이루어진 봄꽃길

을 만날 수 있다. 130여 종의 붓꽃 30만 본이 15,000㎡에 걸쳐 식재돼 있는 창포

원에서 색다른 봄을 만끽해보자.
서울 창포원 붓꽃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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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ox-WM0O7ZAhVDJZQKHWQ4DzYQjRx6BAgAEAU&url=https://www.pinterest.com/pin/434597432766231685/&psig=AOvVaw3z9tBhFv3wh1vrFjthd5hb&ust=152121344279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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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는 이제 막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산업과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밤도깨비 야시장이 돌아온다. 다양한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액세서

리, 각종 공연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서울 밤의 명물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오는 30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의미의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특정한 시간이 되

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2015년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상설화된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정식 개장 2년 만에 서울을 즐기는 새로운 밤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작년에는 약

5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며, 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10대 뉴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개장
(2018.03.30~10.28)

올해 열리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2018'은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여의도 한강공원, 동대문 DDP, 청계천, 반포, 문화비축

기지 총 5곳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시즌 마켓으로 운영된 문화

비축기지는 정식 장소로 채택됐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저

녁,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2017 케이펫페어‘서울’

(2018.04.06~04.08 / SETEC)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 ‘2018 케이펫페어(K-Pet Fair)’가 4월 6일부터 8일까

지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최된다. 케이펫페어는 반려동물을 위한 콘텐

츠를 특화한 전문 박람회로 사료, 수제간식, 의류 및 액세서리, 전용 가구, 유

모차, 드라이기 등 다양한 용품의 판매 및 전시가 이뤄진다. 또한, 반려동물

O2O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 펫시팅(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서비

스 등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러한 반려동물 박람회를 통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

회를 구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url=https://cn.vectorhq.com/search/caricaturas-perros-durmiendo&psig=AOvVaw0p0OHed5K2zDvS6m8JOfdV&ust=152126465286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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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많은관광객들이안내소를찾아주셨습니다

한눈으로보는안내소활동

관광안내소 : 805,244명 (2018년 1~2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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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내소명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1 동대문 10:00 ~ 01:00 중구 을지로6가 18-21 (02) 2236-9135

2 홍대입구 10:00 ~ 22:00 마포구 서교동 349-1 (02) 323-2240

3 광화문 09:00 ~ 20:00 종로구 세종로 215 (1-80) (02) 735-8688

4 삼일교 09:00 ~ 20:00 종로구 관철동 10-2 (02) 720-0872

5 이태원 09:00 ~ 20:00
용산구 이태원동 127

(이태원역사내 & 해밀턴호텔 앞)

(02) 3785-0942

(02) 749-9221

6 시민청 09:00 ~ 20:00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1층
(02) 739-7755

7 남대문시장 10:00 ~ 19:00 중구 남창동 49 (02) 752-1913

8 동대문DDP 10:00 ~ 19:00
중구 을지로 281

살림터 지하2층
(02) 2153-0307

9 신촌역사 10:00 ~ 19:00 서대문구 신촌동 74-21 (02) 363-7833

10 잠실 10:00 ~ 19:00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02) 3431-9472

11 삼청로 10:00 ~ 19:00 종로구 삼청로 68 (02) 723-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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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관광안내소 : 2,475,143명 (2018년 1~2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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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내소명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1 명동 09:30~19:30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504호
010-5710-7482

2 남대문 09:30~18:30
중구 남대문시장길 25-3 

장원빌딩 4층
010-5713-7482

3 신촌 10:00~19:00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신촌구역사
010-5715-7482

4 동대문 12:00~20:00 중구 장충단로 249-20 3층 010-5717-7482

5 북촌 09:30~18:30
종로구 북촌로 42-3

덕양빌딩 2층
010-9855-7482

6 홍대 12:00~20:00 마포구 어울마당로 92 302호 010-9998-7482

7 삼청동 09:30~18:30 종로구 팔판길 36 1층 010-6433-7482

8 신사동 10:00~19:00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45

로뎀빌 403호
010-5267-7482

9 광장시장 10:00~19:00 종로구 종로5가 395-8 4층 010-9811-7482

10
광화문

(자원봉사센터)
09:30~18:30 중구 정동 1-48 3층 010-9778-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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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격월간소식지

RED ANGEL NEWS
Red Angels - Your Guardians in Seoul

서울특별시관광협회
Seoul Tourism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