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발행인 칼럼 (P.2)

Column

오픈소스 ‘I∙SEOUL∙U’의 새로운 발견 (P.5)

근현대 서울의 역사 품은 ‘서울 미래유산’ (P.6)

끝나지 않은 대기업 면세점 전쟁 (P.12)

‘줄다리기’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P.14)

Tourist Information

관광통역안내사 인권교육 (P.14)

Training

014  08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광안내소 월간소식지

1
2016 VOL.30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광안내소 격월간 소식지

TOURIST INFORMATION   |   INTERVIEW   |   EVENTS   |   VOLUNTEER

Red Angels - Your Guardians in Seoul

2016년병신년(丙申年) 붉은원숭이의해

뜨거운 열정으로 지혜롭게 도전해 나가는 활력의 한 해
(P. 4-5)

서울을대표하는i-Seoul 자원봉사단

2015연말간담회및2016교육 (P. 11)

2016 관광인신년인사회

‘친절, 대한민국의힘이됩니다’ (P. 3)



는 거대한 마차의 앞길을 기적처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인과 독자 여러분의 문 앞에도 레

드엔젤의 표정처럼 몸과 마음을 덥히고 길을 밝히는 밝고 선명한 태양 하나가 오롯이 놓이길 희망합니다.

특히 레드엔젤 7년간의 눈부신 활약은 우리 지구촌에서 ‘서울’이라는 이정표 하나를 만들었고, 결코 잘못 놓인 이정표

가 아니었음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네비게이션의 지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서울은 이제 동북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그 저변에서 레드엔젤의 땀방울도 가장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연흔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연흔 위에 다시금 ‘I∙SEOUL∙YOU’라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놓으려 합니다. 단순한 브랜드 론칭이 아니라 ‘상

상 이상의 그 무엇’인 서울의 가치를 놓아야겠다는 레드엔젤의 집념과 비전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서울의 관광산

업을 이끄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와 레드엔젤이 함께 한다면 ‘희망의 또 다른 이름, I∙SEOUL∙YOU’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가슴에 깊이 남을 연흔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격정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서울을 지구촌 가족들에게 알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지

구촌 가족들이 서울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레드엔젤 또한 지난 7년이 뿌리 내리기 위한 시간이

었다면 앞으로는 지구촌 가족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서울의 향기를 명품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는 인사를 준비하고 연습해야겠습니다.

2016년 새해의 문을 여는 마음은 아주 각별합니다. 문밖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

대감뿐만 아니라 레드엔젤 출범 8년을 맞는 해이자 2천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앞

당기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격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

음을 예감합니다.

늘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메르스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복병만 없다면 그래서 마음

을 졸이고 몸을 묶어야 할 일만 없다면, 올해 서울관광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는 전

망이 우세합니다. 마치 붉은 원숭이의 날렵하고 가벼운 몸짓과 지혜가 서울관광이라

레드엔젤은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는 인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장 남상만

RED ANGEL NEWS 발행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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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관광인신년인사회‘친절,대한민국의힘이됩니다‘

대한민국 관광, 양적·질적 도약이 절실

EVENT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해 1월 7일(목) 오후 5시, 밀

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2016년 관광

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홍주 회장,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남상만

회장 등 관광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주한외교사절, 정계, 재계, 유관

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레드엔젤 2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친절,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 관광업계

는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관광객들에게 친절한 미

소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을 다짐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해 메르스 사

태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광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해에도 관광산업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들이 한국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배울 거리, 살 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역대표 관광상품의 브랜드화, 전통문화자원를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관광콘텐츠, MICE(국제회의 산업)·한류·의료 등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

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국 송나라 때의 주자학 입문서인 『근사록( 近思錄)』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 (군자지학 필일신, 일신자 일진야)”

‘군자의 배움은 반드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날로 새롭다는 것은 날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필일신의 뜻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보한다는 엄격한 뜻을 담고 있다. 2016년 병신년을 맞아 모든 레드엔

젤 여러분들도 매일 매일 새로워지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를 주도하

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병신년(丙申年)붉은원숭이의해

뜨거운 열정으로 지혜롭게 도전해 나가는 활력의 한 해

RED ANGEL NEWS FOCUS

2015년 을미년 청양해가 저물고 대망의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밝

았다. 병(丙)이 상징하는 색상은 붉은색, 신(申)이 상징하는 동물은 원

숭이라 '붉은 원숭이 해'라고도 불린다.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인 원숭이는 우리 민속에서는 장수와

가족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오래 살뿐더러 자식과 부부간의 극진

한 사랑이 사람에 못지않은 동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는 원숭이가 좋은 건강, 성공, 수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8세기 전에는 원숭이를 ‘납’이라고 불렀는데, ‘납’에 날쌔고 재빠르

다는 뜻인 ‘재다’가 붙고 음운 변화를 거치면서 ‘잔나비’가 되었다고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숭이 하면 재주가 너무 넘쳐 주위상황은 살피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낭패를 당하곤 하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

만, 원숭이띠해에 태어나면 숫자에 뛰어나고 수학이나 공학 관련 직업

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듯이 그 지혜로움은 인정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병신년의 어감이나 붉은 색이 한국 사람 정서에는 친화

적이지 않지만 천간에서 말하는 적색은 밑에서 크게 일어나는 불길과

같아 모든 것을 태우는 강력한 양의 기운을 가졌으며, 강하게 뻗어 가

는 기운과 열정을 상징한다.

뜨거운 열정과 지혜로운 원숭이의 기운을 가진 2016년! 우리모두 붉

은 원숭이의 기를 받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원숭이띠 성격의 장단점

 귀가 얇고 산만하다

 도전을 좋아하나 지속성이나 끈기가 다소 부족하다

 자기 재주만 믿고 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장난기가 심하고 허영심이 있다

 고집이 세서 단체활동에 잘 어울리지 못할 수 있다

 솔직해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창의력 남다르고 임기응변에 강하다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고 대인적으로 원만하다

 영리하고 융통성 있으며 지혜롭다

 타고난 자신감이 넘친다

 활발하며 센스가 있는 편이다

 조직의 리더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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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의 해에 태어난 안내사들의 2016년 포부!

남대문 고성훈 안내사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 야식과
커피를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겠습니다.

홍대 김영화 안내사

항상 따뜻한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안내원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홍대 강선미 안내사

새해에는좀더나은내가되길
바라며초심을잃지않고

다양한경험과색다른여가활동을
즐기고싶습니다.

홍대 한현지 안내사

밝은미소로안내하는안내사가
되겠습니다! 보람찬한해가
되도록더많이배우고더
열심히공부하겠습니다

홍대 이지혜 안내사

앞으로도관광객에게밝은미소로
다가가는안내사가되겠습니다.

명동 변영은 안내사

반가운마음으로새해를맞이하며, 
뿌듯한나날들로채워가겠습니다!

병신년! 넌내꺼야!♥

삼청동 김미리 안내사

2016년도 밝고 희망찬 한해를
보내겠습니다.

광장시장 이예슬 안내사

2016년도항상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실 김승호 안내사

손오공의 마법으로 손님을 즐겁고
편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남대문 배승근 안내사

'Today is a gift' 라는말처럼나에게
주어진시간이란선물을

후회없이사용하고싶습니다. 

북촌 황지연 안내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신사동 여경은 안내사

새해를 맞아 신사 가로수길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밝은
미소로 안내하겠습니다.

FOCUS



새로운공식서울브랜드

오픈소스 의 새로운 발견

RED ANGEL NEWS ZOOM

지난 2002년에 선정된 이래 무려 13년간 사용되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자리잡은 ‘Hi! Seoul’ 브랜드가 교체된

이유는 지속적인 도시 브랜드 관리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도시브랜딩’은 도시의 문장(紋章)이나 상징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에서 출발했다. 역사가 오래 된 유럽 등지의 도시에

서는 전통적인 도시의 문장을 활용한 반면에, 비교적 역사가 짧은 곳은 그 도시의 별명이나 특징 등을 따 로고나 슬로건

을 만들기도 했다. 유명한 사례가 뉴욕의 ‘빅 애플(The Big Apple)’ 이나 ‘아이 러브 뉴욕(I♥NY)’이다. 이러한 슬로건이

나 로고는 뉴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의 별명에 착안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 활용한 것이다.

‘I·SEOUL·U’도 같은 배경이다. 브랜드 선정을 통해 보여준 여론의 취합 과정, 시민참여 형태에 대한 홍보 및 어젠다 설

정 등과 같은 노력은 ‘도시 자치(self-governance)’ 개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i! Seoul’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한국의 도시브랜딩 개념이 도시를 일종의 상품으로 단순하게 취급했었다면,

‘세련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도시의 정체성, 시민의 인식, 소스의 확장활용 등 추상적 개념까지 담아내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다. ‘관(官)의 입장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도시의 면모를 강조하는 유일한 공식엠블렘’이 되기 보다는, ‘민(民) 개개인

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출하는 개념’이 되겠다는 것이다.

‘I·SEOUL·U’가 새로운 공식 서울브랜드로 선포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아직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I·SEOUL·U’에는 어떠

한 의미가 담겨있을까?

경쟁 후보였던 ‘SEOULMATE’와 , ‘SEOULing’을 제치고 새

로운 브랜드로 선정된 ‘I·SEOUL·U’는 너와 나 사이에 서울이

있다는 서로 공존하는 서울을 의미한다. 글자 사이의 '닷(dot)

은 양 옆에 열정과 여유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현

했다. 또한 SEOUL의 'O'에 한글 자모 '이응'을 결합해서 세계

적이면서 대한민국 대표 도시임을 이미지화 했다고 한다.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서울브랜드 홍보조형물

이러한 새로운 브랜딩 개념이 아직은 생소한 것

이 사실이지만, ‘I·SEOUL·U’는 현재 브랜드 이미

지 이상으로, ‘도시브랜딩이란 과연 무엇이며, 일

반적인 상품 마케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해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차후,

‘I·SEOUL·U’가 서울의 모습을 어떠한 식으로 ‘발

견’하여 제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쳐 근현대 서울의 역사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선정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이다.

서울을 배경으로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자산 가운데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3년 281개, 2014년 53개에

이어 2015년에는 44개의 유산이 선정돼 총 378개의 유산이 서울 미래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해 선정된 44개의 서울 미래유산에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과 노량진 일대 학원가, 종로 통인시장 등 서울 시민들

의 일상이 담긴 공간들이 다수 포함됐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골 가게로도 유명한 성북동 국시집도, 1973년 이태원

에 문을 연 외국책 중고서점 ‘포린북스토어’ 등도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시는 앞으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미래유산 보전 캠페인 전개, 미래유산 관광코스 및 시민체험 프로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다. 가전기기는 물론, 패션, 심지어 먹거

리에도 유행이 있고, 그 유행은 빠르게 새로운 것들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러한 빠른

변화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얼굴들이 있다.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

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서울 미래유산'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유산이 멸실·훼손되기 전에 미래세대

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해 시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2013년부

터 '서울 미래유산'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 자치구, 전문가 등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

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미래유산

가치를 확산·공유할 계획이다.

서울 미래유산은 현재 서울 시

민의 삶을 후세에게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문화유산이다. 전

하고, 남기고 싶은 문화가 많다

는 것은 그만큼 문화에 대한 자

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시민 참

여로 이뤄지는 미래유산 제안에

레드엔젤 여러분도 한번 참가해

보면 어떨까 싶다.

300년 넘은 우정총국 회화나무 故 김태일 선생 가옥 내부

서울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 성우 이용원 이태원 외국책 중고서점 포린북스토어

RED ANGEL NEWS HERITAGE

근현대서울의역사와이야기를품은‘서울미래유산’

문화에 대한 자신감, 시민과 함께 가치 공유와 확산 기대



우리나라최대명절‘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D ANGEL NEWS NEW YEAR

2016년 새해 새날이 밝았다. 새해를 가장 처음 맞이하는 날이 설날이다. 그것이 음력이든 양력이든 우리는 이 첫날에

큰 의미를 둔다. 떡국 한 그릇에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다시금 희망찬 한 해를 계획한다. 해마다 분주하게 준비하여 모

든 사람의 복을 기원하는 설날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핵가족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설 풍속보다는

연휴라는 의미가 더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만큼 올해는 ‘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았으면 한다.

설은 매년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로 그 유래도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과 몸을 ‘사리다’는 의미에서 설로

변화되었다는 말이 있다. 농본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음력 1월 1일이 되면 한 해의 무탈을 기원하

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몸을 사린다는 의미로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이다.

까치설의 ‘까치’는 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까치설은 설의 하루 전날인 어

제를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역시 아니다. 몇몇 학자들은 ‘까

치‘란 큰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까치설’을 ‘큰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소(小)’의 뜻을 지닌 ‘아

치’란 말이 까치로 변한 것이라고 말하는 설(‘작은설’)이 지배적이다.

조선시대 세시풍습을 가장 잘 기록한 책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어린

아이들은 설빔을 입고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대접

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고 세뱃돈을 받으면 복주머니 속에

넣었으며, 이러한 풍습은 해방 이후 더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떡국은 겉모양이 희다고 하여 백탕이라고 하며,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고 하여 병탕이

라고도 했다. 떡을 주식으로 먹던 때의 관습이 지속된 것으로 여겨졌고, 지금까지 알려

진 바로 떡국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등의 역사문헌에서 떡국은 정조차례

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었으며, 손님이 오면 꼭 대접 했다고 한다.

새해를 맞이해 설날에 새것으로 갈아입는 옷이라는 뜻이다. 또한 신라 때는 ‘세비음’이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오늘날 설빔이다. 정월 초하룻날에는 남녀노

소 구분 없이 모두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새 옷을 입기 때문에 '세장(歲粧)'이라고도 하는데

이 설빔은 정월 대보름까지 입었다고 한다.



경품이벤트:민속놀이의이름을맞춰주세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

RED ANGEL NEWS PUZZLE

✠ 각 민속놀이의 이름과 그림을 연결시켜 정답을 보내주세요! E-mail: fenna@sta.or.kr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1월 24일까지)

남대문 황지연 안내사 명동 박민진 안내사 홍대 강선미 안내사 동대문 주미선 안내사 삼청동 김지연 안내사

지난회당첨자

차전놀이

쥐불놀이

사방치기

자치기

지신밟기

탑돌이

고싸움

고누

투호

쌍륙

(ㄱ) 불교의식에서 유래된 놀이로, 초파일에 절에서 탑을 돌며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소원을 비는 행사.

(ㄴ) 횃불을 들고 들판에 들쥐나 해충을 쫓는 뜻으로 논밭둑에 불을 놓는 놀이

(ㄷ) 정초에 지신(地神)을 진압하여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빌던 민속놀이.

(ㄹ) 두 사람이 말판에 말을 벌여놓고, 서로 많이 따먹거나 상대의 집을 차지하기를 겨루는 놀이.

(ㅁ)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그리고 숫자를 적은 후, 돌멩이를 던지고 그 돌을 회수해 나가는 놀이.

(ㅂ) '동채'라는 기구를 만들어 양 편으로 갈라져 밀어붙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ㅅ) 긴 막대기로 작은 막대기를 치거나 튕기면서 노는 놀이, ‘메뚜기치기’·‘오둑테기’라고도 함

(ㅇ) 병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 놓고 그 속에 화살을 던져 승부를 가리는 놀이.

(ㅈ) 편을 갈라 차례로 주사위를 던져 말을 써서 말이 먼저 궁에 들어가기를 다투는 놀이.

(ㅊ) 볏짚으로 '고'를 만들어 편을 갈라 벌이는 민속놀이로 '고’란 옷고름의 매듭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

1 2 3 4 5 6

7 8 9 10



지난 12월 1일, 12월 11일 양일간에 걸쳐 더 리버사이

드호텔에서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송년회가 진행되었다. 1

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 모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같이 희망찬 새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여 타 직원들

의 모범이 되었던 우수 관광통역안내사 및 안내소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11일에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사무처 직원들도 참여하여 각 팀들의 장기자랑, 퀴즈, 경

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팀 동료들간

의 우정과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모두들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된 2016

년 병신년에도 붉은 원숭이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업무

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관광통역안내사2015년송년회

“모두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RED ANGEL NEWS PARTY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전국의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상세 혜택은 아래와 같다.



RED ANGEL NEWS VOLUNTEER

i-Seoul자원봉사단2015년연말간담회&2016년보수교육및기본교육실시

“올해도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i-Seoul 자원봉사단의 2015년 활동은 종료 되었으며, 활동 재개에 앞서 지난 1월 9

일, 10일에 걸쳐 보수교육이 진행되었다. 어느덧 4년째 접어들은 i-Seoul 자원봉사단의 지난 활동 모습을 되돌아보고,

2015년 12월 12일, 14일 이틀 동안 2015 i-Seoul 관광안내 자원봉사단

연말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무더웠던 한 여름 폭염 속에서도 비가 오고 눈

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봉사활동

을 한 자원봉사자와 안내원을 포함하여 약 100여명이 이날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5년 우수자원봉사자와 공로자로 선

정된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장과 포상을 수여했다. 우수자원봉사자는 1년

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자원봉사에 임하여 타 봉사자들의 귀감이

되는 자원봉사자로서 각 안내소에서 1명씩 선발 되었다. 또한 공로자로 선

정된 3인은 80세가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못지 않게 열정적으

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간담회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

사자와 안내원을 만나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한 해 동안 고생했노라고 서

로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최근의 관광객 동향 및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짚어보는 시

간을 가졌다.

올해부터 새롭게 봉사활동에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

본교육도 같은 날 진행되었다.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비롯하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움직이는안내소 교육팀의 안내 시범에 이어 직접 안

내 롤플레잉에 도전한 학생도 눈길을 끌었다. 모두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듯 의욕적인 태도로 교육에 참여해 주었다.

이틀간 교육에 참여한 약 200명의 봉사자들은 1월 11일부터 곧바로

월 2016년 활동을 시작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욱 활기찬 모

습으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한 해 유통업계를 뒤흔든 최대 이슈는 면세점이 아닐까 싶다. 지난 7월

에는 정부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3곳을 배정함에 따

라 유통 대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입찰전이 벌어졌다. 이후 11월에는 기존 면세

사업자 3곳의 특허권이 만료되어 재승인 심사가 치러지면서 또 한 차례 뜨거

운 경쟁이 펼쳐졌다.

그 결과 7월에는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등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11월 치러진 재승인 심사에서는 롯데와 신세계, 두

산이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동 면세점 수성에 성공하고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을 두산에게 넘겼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가

차지했다. 이로써 2016년도 서울 시내면세점 9곳의 지도가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 전쟁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10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

업기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시내 면세점 뿐만 아니라 공항 면세점 특허도 5년마다 심사를

벌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당장 오늘 5월에는 김포공항 면세점, 내년 말에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 만료

로 인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듯 5년마다 입찰, 재입찰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다. 또한 특허를 잃은 면세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고용안정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롭게 늘어난 면세사업자로 인

해 ‘한국방문의 해(2016~2018년)’에 맞춰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보안도 마련되었으면 한다.

지닌달 프리오픈한 한화&신라면세점

기존면세점

신규면세점

여의도 63빌딩 한화 갤러리아면세점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면세점

용산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면세점

광화문 동화면세점

신라면세점 장충동 신라호텔

동대문 두산타워두산면세점

SM면세점 인사동 하나투어본사

롯데면세점 삼성동 코엑스몰

2016 서울시내면세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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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이슈–면세점특허권

끝나지 않은 대기업 면세점 전쟁,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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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움직이는안내소나하나안내사

“한일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명동 근처 백병원 응급실에서는 치과 치료가 되지 않아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동했고,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어

머님은 평소 건강했던 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환자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자신

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주변을 지키던 환자의 직장 동료들도 여전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CT와 X-ray 촬영 결과, 다행히 뇌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서 정형외과 진료, 신경과 진료를

받고 보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드린 후 병원을 나설 수 있었다.

다음날 명동에서 근무 중, 환자와 함께 있던 동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환자와 어머님은 아침 일찍 일본으로 귀국

했다며 대신 감사 인사를 건네왔다. 그로부터 한 1주일 후, 나하나 안내사 앞으로 감사 편지와 선물이 도착했다. 낯선

나라에서 나하나 안내사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른다며 환자의 어머니가 고마운 마음을 전해온 것이다. 딸

은 잘 회복되고 있고 이번에 못다한 여행을 위해 꼭 다시 한국을 찾고 싶다고 했다.

12월 어느 날, 명동 거리에서 밝은 모습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나하나 안

내사를 만나보았다. 작년 이맘때는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i-Seoul 자원봉

사단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봉사자가 아닌 정식 안내사로서 매일 명동에

서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교육팀으

로 임명되어 새롭게 입사하는 신입 안내사들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얼마 전 나하나 안내사는 근무 도중에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명

동을 찾은 한 일본 관광객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그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고 턱은 찢어졌

다. 다행히도 119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 나하나 안내사가 환자 일행을 발

견했을 때 이미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관광객 일행과 구

조대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고, 환자 일행

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 때 나하나 안내사의 도움으로 긴박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었고,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나하나 안내사는 “보내온 편지에 ‘한일 양국 간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사람간에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래 전부터

꿈꿔온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목표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이번 일

을 기억하며 항상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라며 본

인의 소감을 밝혔다. 2014년 우수봉사자 일본에서 보내온 감사편지와 선물



11월 17, 18일 이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을 실시했다. 현행법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

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

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의 정

확한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

이 이번에는 성희롱의 애매한 판단 기준을 다양한 사례

(영상, 상황극 재연 등)를 통해 알아보았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내사들이 성희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성희롱이 없는 건전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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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11월, 12월 정기교육 실시

관광안내사교육현장

2015년의 마지막

교육은 넌버벌 퍼포

먼스 <난타> 관람이었

다.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공연들이 많이 있지만 <난타>는 그의

2015년도 어김없이 관광통역안내사 자체평가를 실시

했다. 한국의 역사 및 궁궐을 시작으로 서울 구석구석

관광지 관련 정보, 문화 콘텐츠, 안전 상식까지 관광안

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두루 출제되었다. 외국어

서술 문제 또한 빠지지 않았다. 근무를 병행하면서 시험

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과

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 에 필요한 정보를 전체

적으로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관광지식과

인권의 개념과 정의, 인권교육의 목적을 시작으로 강의

가 진행되었다. ‘인권’이라는 말은 평소 자주 접해도 ‘인

권교육’은 모두에게 생소한 교육이었는데, 모두 흥미를

가지고 집중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보다 강조된 이

번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 및 인권 감수성이 크게 향상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로의 다양성에 대해 이

해하고 인정하는 의견에 많이 공감했다. 또한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인권 현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권’

전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자체평가

인권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난타> 관람교육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한

민국을 대표한다는 안내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또한 항상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를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란다. 

12월에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30여 년간 인권운동을

해오신 저명한 오완호 강사님

(現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을 모시고

그의 원조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10월에

초연한 <난타>는 한국 전통 사물놀이 리듬을 바탕으로

한 국내 최초 비언어극이다. 한국적인 독특함에 세계적

인 보편성이 더해져 20년 가까이 롱런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다. 처음 <난타>를 관람한

안내사들도 많았지만 이전 이미 관람했던 안내사들도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세계 속의 난타로 그 명성과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 지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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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 중 가장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인류 역사 및 문화 발전과정에서 늘 함께해온 소재다.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그 원형을 훌륭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이 석조미술품이다. 우리

나라 역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석조문화를 창출했고

이를 계승·발전시켜왔다.

서울 성북동에 문을 연 '우리옛돌박물관'은 이처럼 우리 옛돌을 통해

수복강녕(壽福康寧)과 길상(吉祥)의 기원을 담은 전문 박물관이다.

약 6000평)에 달하는 우리옛돌박물관에는 일본에서 환수해온 문인석

47점을 비롯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옛 돌조각 1200여점, 자수 300

여점, 현대회화 80여점이 전시돼 있다.

우리 선조들의 따스함과 염원이 담겨있는 '우리옛돌박물관'은 관람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 여행을 떠나는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다.

지난 12월 2일, 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이

공동으로 신청한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아시아

의 줄다리기는 벼농사와 밀접한 놀이 및 의례로 동북·동

남 아시아에 집중 분포돼 있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기

원하거나 풍년을 축하해 감사제를 지낼 때 널리 행해졌

다. "줄다리기가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동아

시아와 동남아시아 문화권에서 널리 행해지는 놀이로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했다”는 의미가 있다.

4개국의 줄다리기는 서로 마주보고 줄을 당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각국의 기후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수성

과 독자성, 창조성을 지닌다. 이번 등재는 한국이 처음 시도한 다국가 간 공동등재로 더 뜻깊다. 국가 중심 단일 유산을

넘어서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인류 공유 유산의 개념을 한국이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영산줄다리기, 기지시줄다라기, 삼척기줄다리기 등이 각 지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줄다리기’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선조들의따스함과염원이담겨있는‘우리옛돌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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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눈으로보는안내소활동

관광안내소 : 846,172명 (2015년 1~12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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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3785-0942

6 시민청
09:00 ~ 20:00

(월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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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3-0407

9 신촌역사 10:00 ~ 19:00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구 신촌역사 (02) 363-7833

10 잠실 10:00 ~ 19:00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지하광장
(02) 3431-9472



외국인
69%

내국인
31%

중어권
61%일어권

16%

동남아권
14%

영어권
8%

기타
0%

교통지리
31%

관광지
26%

쇼핑
21%

음식점
20%

기타
2%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명동 북촌 남대문 삼청동 동대문 광장시장 홍대 신촌 신사동 이태원

움직이는관광안내소 : 2,030,244명 (2015년 1~12월)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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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10:00~19:00
용산구 이태원로 211

한남빌딩 611호
010-5719-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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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북촌 09:30~18:30
종로구 북촌로 42-3

덕양빌딩 2층
010-985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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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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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사동 10:00~19:00
강남구 강남대로 162길 45

로뎀빌 403호
010-5267-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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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ANGEL NEWS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4 세림빌딩 8층
Tel (02) 757-7482  Fax (02) 757-4172
http://www.s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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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광안내소 격월간 소식지

Red Angels - Your Guardians in Seoul

서울특별시관광협회
Seoul Tourism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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