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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이후 70여 년 아니, 분단 74년만에 처음으로 ‘평화’라는 단어의 관념과 실체를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을 기뻐할 일입니다. 앞으로 비핵화의 로드맵이 실천단계로 들어서고 착실히 이어져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으로 이어진다

면, 남북한 평화 공존과 ‘통일 대박’의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음을 예감합니다.

금융전문가이자 세계적인 투자자인 ‘월가(Wall Street)의 전설’ 짐 로저스는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북한의 개

방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남한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첫 번째 수혜 업종이 관광산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70년 이상 폐쇄되었던 사회의 단면에

대한 세계적 호기심 자체가 최고의 상품가치라는 이유입니다. 분단국이라는 약점이 관광산업에서는 강점이 되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콘텐츠 자체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

만 가능한 관광상품입니다. 이토록 고무적이고 설레는 일이 빨리 현실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평화산업입니다. 남북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더불어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면 평화는 절로 다져

진다는 확신을 우리 관광산업이 증명해 보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관광협회 평양사무소가 문을 열고 경평관광

교류협회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평양 대동강 관광특구와 개성공단 특구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파견된 레드엔젤들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하는 진풍경이 앞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명장면이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명장면이 일상이 되는

날을 위해 레드엔젤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지는 듯합니다.

관광산업은대표적인평화산업,남북관광활성화로평화정착을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남상만

RED ANGEL NEWS 발행인칼럼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극도로 긴장시켰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남·북 정상회

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한반도가 비로소 비핵화를 위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빅 이벤트(김정은-트럼프 싱가포르회담)는 그

결과를 떠나,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보편적 신념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인

류사적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정세의 변화가 동북아 냉전의 악순환을

탈 냉전의 선순환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인류사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lqa8ge_TAhWHVbwKHZfvCOUQjRwIBw&url=http://m.travelinfo.co.kr/cmm/index_news.html?BD_CD=NEWS&b_uid=6&m_uid=19&sfld=&stxt=&best=&page=7&psig=AFQjCNGXVOi50VUOmzSuVbDXs7F4dyCKoQ&ust=1494838444909101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lqa8ge_TAhWHVbwKHZfvCOUQjRwIBw&url=http://m.travelinfo.co.kr/cmm/index_news.html?BD_CD=NEWS&b_uid=6&m_uid=19&sfld=&stxt=&best=&page=7&psig=AFQjCNGXVOi50VUOmzSuVbDXs7F4dyCKoQ&ust=1494838444909101


RED ANGEL NEWS FOCUS

서울시,동북아최초‘UNWTO세계도시관광총회’개최

새시대,새로운패러다임!도시관광의미래를이야기하다

서울시는 오늘 9월 16일(일)부터 9월 19일(수)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도시관광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

총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도시관광의 비전과 주요 이슈를 고민하고,

새로운 연대 전략을 논의하는 도시 간 협력의 장이다. 2012년 터키 이스

탄불에서 첫 총회가 열린 이후 1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시는 한국 도시관광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경

쟁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공식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1월에 개최도시

로 선정됐다. 동북아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가 공동 주최하는 ‘제7

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는 '2030 도시관광 미래비전'이라는 주제

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관광에 대한 비전

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고민하고, 새로운 연대 전략을 모색한다.

전 세계 40개국의 도시 시장, 국가 관광부처·관광청 대표 등 관광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하

는 이번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는 미래도시관광의 경쟁력, 4차산업혁명, 도시재생, 공정관광 등 도시관광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며, 또한 2018 공정관광국제포럼과 연계하여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로 진행

될 예정이다. ‘체험경제’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경제학자 조지프 파인이 기조연설을 하는 개회식과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주제별 발표와 토론, 폐회식, 서울투어,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관광업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오프라인 만

남의 장으로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가 같은 시장에서 판로 개척에 나선다”며 “사드 여파 등으로 위축된 국내 관광 시장

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개발정책에 혁신적이고 스

마트한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

도시관광의 비전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연대의 전략이 논의

되는 관광분야 협력의 장

도시관광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통합적 관점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총회

제7차UNWTO세계도시관광총회 (7th UNWTO Global Summit on Urba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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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시안게임은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남한과 북한의 단일팀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서 감동의 기적을 선보였

다. 여자농구와 카누, 조정 3종목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은 카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놀라운 기량을 뽐냈다. 좋은 성

과를 거둔 만큼 다가오는 2020 도쿄 올림픽과 나아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남북단일팀을 꾸려 함께 나아간

다는 것이 대표팀의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효자 종목인 태권도, 레슬링, 펜싱, 사격, 양궁 등의 종목과 대한민국을 뜨겁

게 달군 인기 스포츠 야구와 축구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마샬아츠, 볼링, 핸드볼 등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비인

기 종목에서도 연이어 금메달이 쏟아졌다. 태극 전사들의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지난 시간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급한 준비로 인한 미숙한 운영과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대처 속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평을 받은 자카르타-팔

레방 아시안게임. 그러나 실제로 아시안게임에 다녀온 관람객들의 평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관광객이 웃으며 인도네시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환대 때문이었다. 외신

들에게도 친절한 미소는 단연 화제였다. 기술적 결함과 부족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준 인

도네시아 국민들의 환대는 국가 행사를 앞둔 여러 나라가 배워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고대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린 폐막식. ‘문화’와 ‘과학기술’의 만남을 상징하는 로봇들의 향연은

벌써부터 4년 후 항저우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와 아이콘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기에 한류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아시아 대륙을 하나로 잇는 아시안게임, 앞

으로도 아시아를 더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7일간 내리쬐

는 태양 아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제 18회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다. 45개국, 1만 1

천명의 아시아 국가 선수들이 참여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총 811명의 선수가 출전한 대한민국은

금메달 49개를 비롯하여 총 177개의 메달을 획득

하며 전체 순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45억아시아인의최대축제,평화와화합의장

https://en.wikipedia.org/wiki/File:Asian_Games_logo.svg
https://en.wikipedia.org/wiki/File:Asian_Games_logo.svg


RED ANGEL NEWS ASIAN GAMES

이번 아시안게임이 유난히 화제가 된 데에는 몇몇 이색 종목의 활약이 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

된 것이 가장 큰 예이다. 세계적인 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필두로 한 리그

오브레전드(LOL)팀과 스타크래프트2는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따냈다. 시범종목임에도 공중파에서 생중계를 진행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그 여파가 실로 뜨거웠다.

그 밖에도 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이색 종목들이 볼거리를 자아냈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는볼수없는아시안게임이색종목

다. 패러글라이딩, 스포츠 클라이밍, 제트스키, 롤러스케이트 등에 이어 동남아 지역의 전통 무술인 ‘펜칵 실랏’, 인도의

전투 술래잡기인 ‘카바디’, 러시아 격투기 ‘삼보’ 등 이름 조차 낯선 종목들이 연이어 선보여졌다. 트럼프 카드 게임인 ‘브

릿지’는 가장 정적인 종목인데, 78세의 선수가 출전해 최고령 메달리스트가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60년간 단절되었던 덕수궁 돌담길 전체가 완전히 개방된다. 총 1.1km에

걸쳐 있는 돌담길 중 영국 대사관이 점유한 170m는 1959년부터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었다. 시는 지난해 8월 100m 구간을 개방했으며, 당시 보안

을 이유로 개방되지 않은 나머지 70m 구간을 완전히 연결해 올 10월 말 개

방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4년 영국대관과 협의를 시작한지 4년 만의 결

실이다. 새롭게 개방될 70m 구간은 덕수궁 내부 보행길로 연결되며, 대사

관 정문관 후문 앞 통행문을 통해 다닐 수 있다. 이로써 1.1km둘레길이 완

덕수궁돌담길1.1km구간, 10월말완전히연결

패러글라이딩 카바디 스포츠클라이밍 브릿지

성되어 전체를 돌아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98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고종의 길’도 8월 시범 개방을 거쳐 10월 정식 개방을 앞두고 있다.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L1MDLs6bdAhWBVrwKHbkBCh4QjRx6BAgBEAU&url=https://businessmirror.com.ph/playing-bridge-at-the-asian-games-athletics-of-the-mind/&psig=AOvVaw1DkKk4BYCQfM4h2IV4bf6w&ust=1536324111170917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L1MDLs6bdAhWBVrwKHbkBCh4QjRx6BAgBEAU&url=https://businessmirror.com.ph/playing-bridge-at-the-asian-games-athletics-of-the-mind/&psig=AOvVaw1DkKk4BYCQfM4h2IV4bf6w&ust=1536324111170917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jwOKptKbdAhUIS7wKHXixDBkQjRx6BAgBEAU&url=http://news.zum.com/articles/47210303&psig=AOvVaw1b0_QkINL_v26f3_yHLP6_&ust=1536323832478527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jwOKptKbdAhUIS7wKHXixDBkQjRx6BAgBEAU&url=http://news.zum.com/articles/47210303&psig=AOvVaw1b0_QkINL_v26f3_yHLP6_&ust=153632383247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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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어

지던 가운데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가 개최되

었다. 바로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광통역안내사 ‘도전! 골든벨’

퀴즈 이벤트가 열린 것이다. 예상치 못한 깜짝 퀴즈 이벤트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안내사들도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출제되자 안내사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으며 시

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무더운여름을퀴즈와함께…‘문제가남느냐,내가남느냐!’

관광통역안내사 퀴즈이벤트개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5차례 걸쳐 진행된 이번 골든벨 이벤트에는 모두 132명의 안내사가 참여했으며, 서바이

벌 형식으로 매 회차별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진행되었다. 매 회 총 3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문제 구성은 안내사들

의 실무와 연관된 관광정보 뿐만 아니라, 역사, 시사, 일반 상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모두들 긴장한 탓인지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탈락자들이 속출하여 패자부활전을 거치기도 했

고, 최후의 2인에게 제공된 지인 찬스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안내사도 있었다. 또한 정답을 절묘하게 피해가는 기상천외

한 오답 퍼레이드가 이어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골든벨 이벤트에서 유일하게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은 명동 움직이는안내소 이강은 안내사에게 돌아갔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이강은 안내사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고, 마지막 골든벨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답을

써내려가 출제자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이강은 안내사를 비롯하여 매 회차 최후의 1인 및 아깝게 탈락한 차점자들에게

는 협회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었으며, 모두들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이벤트는 마무리되었다.

관광안내사들에게 있어서 이번 이벤트는 퀴즈를 통해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

라,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안내사들이 서로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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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이나 혼술, 혼행 등 나홀로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

스럽게 생겨난 방송 콘텐츠가 있다. 먹는 방송을 일컫는 ‘먹방’

이라는 콘텐츠이다. 사실 요즘 TV를 켜면 먹는 방송이 주를 이

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 TV에서 이렇게 먹는 방

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SNS에서 1인 미디어들의 개인방송

이 인기를 끌면서 시작됐고 지금은 이들을 크리에이터라는 신조

어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에푹빠진외국인유튜버

한국을속속들이알리는글로벌홍보대사

이들은 개성있는 콘텐츠로 본인들의 능력을 한껏 발산하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방송을

진행한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크리에이터들이 있다. 외국인이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고 있다.

한국의 의식주 관련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직접 체험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의 문

화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자국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기도 한다. 특히, 주변의 지인들을 직접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체험하며 그 느낌을 고스

란히 시청자와 함께 한다. 한국 사람 조차도 그들이 먹는 한국 음식과 관

광지는 달리 보일 정도로 흥미롭다.

물론, 지상파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을 홍보하는 체

험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SNS보다 디테일과 소통방식에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 방송의 정형적인 대본보다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과 느낌

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SNS가 시청자와의 공감도가 훨씬 크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점만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의 시선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이야기한다. 유독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한국의 교통시스템에 대한 놀라움과 칭찬이 자자한 반면 지

하철을 탈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 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키지 않는 사소한 부분들이 외국관광객들에게

는 상당한 불편함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

분이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한국이 외국관광객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된다. 역지사지(易地

思之)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하여 외국관광

객을 좀 더 친근하게 환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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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하반기관광안내소내방객설문조사실시

59개국관광객 902분의소중한의견,감사합니다

매년 천 만 명을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아 오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관광안내소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서

울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관광협회는 관

광안내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들이 서울을 관광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관광안내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연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 신촌, 이

태원, 명동, 삼청동, 동대문 등 총 20개 관광안내소 및 움직이는안내

소에서 실시되었다. 스마트폰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

• 서울 기념 엽서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모바일 결제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 안내소 외에 더 많은 곳에 지도가 비치되면 좋겠어요

• 지하철 탈 때 유모차 사용이 불편해요

• SIM 카드 및 공공장소 Wi-Fi 사용이 더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 할랄음식점과 기도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 노상 주차장이 너무 많아 불편합니다

• 공중화장실 개선 (화장지 없거나 내부에 휴지통 있는 경우 등)

1회

52%

2회

19%

4회

이상

18%

3회

11%

식을 병행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59개국에서 온 902명의 관광객이 조사에 참여했다. 협회는 관광객들의 소중

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가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방문횟수 “재방문객 증가”

언어

41%

교통

19%

없다

10%

음식

8%

쇼핑

6%

숙박

4%

기타

의견

12%

안내소서비스만족도 “98% 만족” 여행중불편사항 “여전히 언어 소통”

한국관광의개선사항및기타의견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

• 영/중/일 외국어 표기를 늘려주세요 (가장 많음)

• 공중화장실과 거리 쓰레기통이 부족합니다

• 도로명 주소로 길 찾기가 어려워요

• 월요일에 휴무인 곳이 너무 많아요

•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인출이 잘 안되요

• 역 등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늘려주세요

• 택시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 버스도 지하철처럼 현위치가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매우

만족

80%

만족

18%

무응답

1%
보통

1%

불만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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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와 음식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59개국 902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곳은 ‘명동’,

가장 맛있다고 느낀 한국 음식은 삼겹살, 한우 등과 같은 ‘바비큐’로 나타났다. 상위권은 어

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과거와 비해 확실히 다양한 답변을 볼 수 있었다. 관광지의 경우

속초, 안동, 여수 등 서울 외 지역이 다수 눈에 띄었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런닝맨체험관,

키자니아 등을 답변도 있었다. 음식에서도 닭발, 콩나물밥, 곱창, 순대국에 이어 발우공양,

2018년하반기관광안내소내방객설문조사실시

전세계관광객의입맛을사로잡은 ‘코리안바비큐’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 (복수답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 (복수답변)

1 명동 23.8% 8 제주도 2.3% 1 BBQ 23.7% 8 김밥 2.9%

2 서울 12.4% 9 이태원 2.1% 2 김치 9.7% 9 닭갈비 2.8%

3 홍대 7.6% 10 북촌 1.6% 3 비빔밥 7.9% 10 부침개 2.0%

4 경복궁·궁궐 4.9% 11 남대문 1.5% 4 치킨 6.4% 11 닭한마리 1.6%

5 동대문 4.2% 12 강남 1.3% 5 떡볶이 5.5% 12 라면 1.4%

6 남산 3.0% 13 이대 1.3% 6 삼계탕 4.7% 13 간장게장 1.2%

7 부산 2.3% 14 남이섬 1.2% 7 불고기 3.0% 14 떡 1.1%

단무지, 바나나우유, 경주빵 등도 등장했다. 한국 식당에서 제공되는 각종 반찬을 최고로 꼽은 관광객도 적지 않았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btJmI16XdAhUThbwKHboXAc4QjRx6BAgBEAU&url=http://www.insight.co.kr/news/146201&psig=AOvVaw1jbWFMmsFrAHQe3Ua8H1fB&ust=1536299305624781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btJmI16XdAhUThbwKHboXAc4QjRx6BAgBEAU&url=http://www.insight.co.kr/news/146201&psig=AOvVaw1jbWFMmsFrAHQe3Ua8H1fB&ust=153629930562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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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관광통역안내사양성과정‘

현장맞춤형우수인력으로양성할수있는뜻깊은시간

교육 과정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 및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한국사 및

궁궐 교육, 서울 내외 관광지 필수 정보와 관광 콘텐츠에 대한 교육, 실제로 관광객을 응대하는 요령 및 안내 시 주의사

항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교육 받은 내용을 토대로 각자가 준비한 외

국어 스피치를 진행했으며, 특수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롤플레잉 교육이 함께 진행되었다.

현재 광화문 자원봉사센터에서 i-Seoul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준 학생은 이번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과 서울의 관광지 및 역사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이 끝나고 나서 평소 가보지 못했던 종묘나 경희궁 등 서울의 관광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

게 되었고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가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는 특성화고 학생을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 1팀-1기업 프로젝트 및 취업맞춤반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200개의 특성화고가 선정되어 총 338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직무능력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생애 첫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기업 역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미리 양성하여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청년실

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협회 또한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관광인 양성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지난 8월,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서 한국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양성과정

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관광안내소의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향

후 취업으로 연결되어 업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에도 이 양성과정을 통해 3명의

학생이 정식 입사하여 현재 전문 안내사로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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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안내소를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근처에서 주웠다며 가방 하나를 가지

고 들어왔다. 당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안내소를 비울 수 없던 상황이라 경찰서

에 연락을 취했다. 분실물 신고를 한 후 안내소로 방문해주기를 요청했고, 일단 경찰

이 올 때까지 안내소에서 분실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급하게 안내소로 들어오더니, 주변에

서 가방을 잃어버렸고 여권과 지갑이 모두 그 가방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

르겠다며 울먹였다. 우선 관광객을 진정시키고, 분실한 물건 및 분실 과정에 대해 자

관광객 분실물찾아드린신촌관광안내소팀장홍은정안내사이야기

세히 여쭤보았다. 가방의 형태나 분실한 장소는 거의 일치했으나, 이미 신고된 물건이라 경찰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

명했다. 경찰은 여권 상의 이름을 적게 하여 여권과 대조해보고, 가방 속 내용물 또한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했다. 확인해보니 모든 내용이 일치했고 관광객에게 가방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 관광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으로 온 길을 되돌아왔는데 이렇게 가방을 되찾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광객이 중

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리고 놀랐을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

다. 게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 한글을 배웠다는 관광객이었는데 한국에서의

기억이 좋게 마무리 되어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관광객은 내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고 내 이름표를 보고 한글로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며 오늘의 도움

을 꼭 기억하겠다며 안내소를 떠났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

이 되었다고 사실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단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풍이다.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한국의 가을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 만점

이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단풍 시기가 1-4일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올 가을 단풍은 9월 27일경 설악산에서 시작되며, 북한산의 경우는 10월 17일,

절정은 29일로 예상하고 있다. 내장산, 지리산, 무등산 등 빼어난 산새와 함께

화려한 옷을 입은 가을의 산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다가오는단풍시즌, 단풍놀이절정기는언제?

이에 못지않게 서울에도 단풍 명소로 소문난 곳이 있다. 우선 데이트 장소 1위로 뽑히는 덕수궁 돌담길과, 덕수궁 돌담길

과, 낙엽의 거리로 유명한 양재천, 도성 담벼락과 함께 단풍으로 물든 서울을 느낄 수 있는 낙산공원과 남산공원, 고즈넉

한 분위기의 창경궁, 억새와 메타세콰이어가 아름다운 하늘공원 등이 서울의 가을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든다. 올 가을은

맑은 날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분위기 있게 물든 단풍을 보러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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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을 방문

하는 중국 관광객이 회담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

에게는 백두산 캠핑이 허용되는 등 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우리 국민들 또한 북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녘땅

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남북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꼭 가

봐야 할 북한의 관광 명소는 어떤 곳이 있을까?

북한의대표적인관광지및이색관광상품

북녘땅을자유롭게여행하는날이오길소망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크게 자연자원, 문화유적지, 온천휴양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광자원은 평양,

백두산, 개성, 묘향산, 신의주, 원산, 청진, 칠보산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평양에는 금수산

태양궁전, 만수대예술극장, 류경호텔 등 초대형 건물들이 즐비하며, 금강산은 이미 유명자연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

며 500년 고려 역사유적지 개성 또한 앞으로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명승지 중심의 관광이 아닌 다양한 소재를 테마로 한 이색 관광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자전거 관광, 헬기 관광을 시작으로, 불꽃놀이, 조선말 배우기, 북한의 모내기·김매기 등 농촌활동을 직접 해보는 노동

체험 관광, 관광객이 직접 태권도를 배워 북한 선수들과 겨뤄보는 태권도관광을 비롯한 스키, 골프, 마라톤, 낚시, 워터

파크 등 스포츠를 주제로 한 상품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북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본다거나, 북한 지

역산 맥주를 직접 마셔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관광 상품도 인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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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안녕하세요?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작품 활동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우리가만난사람들] 삼청동움직이는안내소팀장문상흠안내사

“일생동안그림을놓지않고계속작업해나가고싶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얼마 전 팀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얼마 전에도 전시 잘 마무리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안내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요?

‘히피가 나자빠진 수영장 풍경 Ⅱ’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히피’는 자유로운 영혼을 상징합니다.

‘수영장’은 강이나 호수 같은 자연 상태의 물이 아닌 소독되고 규격화된 물이며, 이는 인간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현대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제도 일반을 의미합니다. ‘히피’는 이러한 ‘수영장’에서 살아 내보려 발버둥치지만

힘은 점점 빠지고 눈은 감겨오는 죽음의 순간을 그렸습니다. ‘DIVE’라는 상단의 영어는 현대사회에서 ‘LIVE(살고

자)’하지만 ‘DIE(죽음)’으로 내몰리는 ‘히피’의 상황에 대한 일종의 언어유희입니다.

구상단계에서는 ‘히피’의 패배에 중점을 두었지만, 그림을 그리고 생각해보니

‘히피’의 발버둥이 노인과 바다에서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

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산티아고 노인의

긍정과도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앞

에 두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버둥 쳐보는 인간의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를 동료 안내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분하게 너무 빠른 시간에 사원, 부팀장을 거쳐 팀장 직책까지 맡게 되었습니

다. 지식이나 경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함에도 팀장 업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한 감

사한 마음도 있지만 본인의 모자람을 알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내사로서의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잘 청취하고

조율하여 팀원 모두 화목한 분위기에서 근무와 거점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협회와 다른 팀장님들이 쌓아 오신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

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부터 유화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17년 예술의 전당에서의 아트마이닝

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단체전 1회와 개인전 2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린 시절부

터 그림에 관심은 있었지만 계속 미루다 보니 어느덧 3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때부터 지금 아니면 나중은 없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쪼개가

며 그림을 그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작가로서의 인지도도

낮고 경력도 일천하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습

니다. 일생 동안 그림을 놓지 않고 작업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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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담청자

삼일교 박지훈 안내사 삼청동 한새하 안내사 명동 김소형 안내사 동대문 이보현 안내사 명동 강아로미 안내사

가을맞이가로세로낱말퍼즐이벤트

정답을보내주세요!

fenna@sta.or.kr

1. 날씨 변화로 식물의 잎이 빨강, 노랑 등으로 변하는 현상.

2. 미국 최대의 명절 중 하나로,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4. ‘가을 OO에 풍년 든다’. 맑은 햇살이 벼가 익는 것을 도움.

6. 가을은 OOOO의 계절.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의미.

8. 10월 9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

10. 가을 제철 열매로, 이것을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고 함.

11.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벽골제로 유명함.

13. 서늘한 가을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다는 의미.

15. ‘가을 OO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16.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

18. 우리의 송편처럼 중국에서 추석(중추절)에 먹는 과자.

19.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수십 명의 마을 여성들이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 돌며 노래를 부르는 민속놀이.

21. 늦가을. 탕웨이, 현빈 주연의 영화 제목이기도 함.

세로

2.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속절없이 쓰러지거나 떨어
지는 모습을 나타냄.

3. 껍질을 벗겨 말린 감. <범보다 무서운 OO> 설화로도 유명함.

5.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

7.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전. 9월 현재 광주에서 열리고 있음.

9.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인 대행사.

12. 가을의 대표적인 꽃.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이것으로 빚은
술을 마시면 재앙을 쫓고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짐.

14. 1995년 개봉한 영화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음.

17. ‘가을 달과 찬 강‘이라는 뜻으로, 유덕한 자는 마음의 맑기가
가을의 달과 찬 강물과 같음을 이르는 말.

19. 순천만과 함께 갈대 축제가 열리는 생태공원으로 유명한 곳.

20. 봄비는 일비,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 겨울비는 OO.

가로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cqsPMx6bdAhXMvbwKHainDOkQjRx6BAgBEAU&url=https://unitedcats.com/en/forum/851/67204/photo-contest-fifa-world-cup-2018-and-me&psig=AOvVaw2jbd4VKmR9x17wKI6SSaiB&ust=1536329491842776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cqsPMx6bdAhXMvbwKHainDOkQjRx6BAgBEAU&url=https://unitedcats.com/en/forum/851/67204/photo-contest-fifa-world-cup-2018-and-me&psig=AOvVaw2jbd4VKmR9x17wKI6SSaiB&ust=1536329491842776
http://mariafresa.net/clipart/branch-clipart-maple-tree.html
http://mariafresa.net/clipart/branch-clipart-maple-tr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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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송파 일대가 2천년 전 백제거리로 바뀐다.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어 올해로 18회를 맞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대

표 체험관광 축제로 작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한성백제

문화제의 이번 키워드는 백제의 전성기 왕인 근초고왕으로 ‘위대한 왕, 백가제해

로 빛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화려하게 꾸며진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례성

대로는 백제의 등불로 물들어 빛나는 야경을 선사하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은 백제 시대 장터와 마을, 주막을 그대로 재연하여 체험마을로 운영된다. 송파

대로 주변은 백제의 왕가 행렬과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 장터와 혼불 채화식, 매사냥, 줄타기 등의 볼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선선

한 가을 밤, 찬란하고 화려했던 백제 시대로 타임여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관광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념품 사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다.

특정 지역 한정 기념품이 등장하며 SNS를 통해 인증샷이 활발하게 퍼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기념품을 사기 위하여 일부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다. 기념품 하나가 도시 전체를 홍보하는 효자물품이 된 것이다.

이런 관심 속에서 21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수상작이 공개되어

화제이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198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전통기념

품부터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까지 그 종류가 무려 50종이다. 이번

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경복궁 단청 연필이다.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

는 연필이라는 소재가, 고급스럽게 변하였다. 은은한 색을 담은 단청과 나

대한민국관광기념품,새로운관광의지표를제시하다

‘위대한왕,백가제해(百家濟海)로빛나다’ -한성백제문화제 (2018.10.12~10.14)

무 연필의 조화가 한국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는 평이다. 그 외에도 지역의 독창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

품들이 선정되었다. 제주 현무암을 모티브로 제작한 ‘제주돌빵’, 토스트 겉 표면에 훈민정음이 새겨지는 ‘훈민정음 토스

트기’, 한복을 입은 여성의 치마로 부채로 표현한 ‘치맛바람 부채’ 등 다양한 기념품이 수상작에 올랐다. 수상작들은 청

와대 사랑채 기념품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업샵, 국립고궁박물관 등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보다

질 좋고 기능성 있는 기념품이 많이 개발되어 한국의 전통미가 더 많은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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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많은관광객들이안내소를찾아주셨습니다

한눈으로보는안내소활동

관광안내소 : 481,598명 (2018년 1~8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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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8,193명 (2018년 1~8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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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