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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보유 및 활용방안 모색

송파구는 서울 동남권의 중심지역으로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 한성백제문화

유적을 포함한 보물 1점, 사적 5점, 국가무형문화재 2점, 국가민속문화재 3점 등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송파구는 역사문화관광지 개발과 국내외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문화의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 산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문화적․경제적 차원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 정체성과 현대적 도시기능이 접목된 문화관광정책 강구 및 관광벨트화

한성백제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주 및 부여 등 과거 백제 수도와 공동으로 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가 추진되어야 함. 또한, 송파의 역사문화관광지에 현대적 도시기능이 접목될 수 있도록 쇼핑, 

엔터테인먼트, 한류문화, MICE 산업, 레저스포츠 등 현대 복합문화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융․ 복합적 

문화관광정책을 강구해야 함. 궁극적으로 송파구의 역사문화자원의 매력성과 관광인프라의 편의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관광벨트화를 추진해야 함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행태에 따른 이원화된 맞춤형 정책 추구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수요 집단으로 지역주민과 외래방문객에 대한 방문행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즉,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친화적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외

래 방문객을 위한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 대표적인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 등 수

요 이해집단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개선사항으로는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쇼핑, 식당 및 음식, 체

험프로그램 등 연계 인프라 및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 정비 및 개발 정책이 요구됨   

여행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FIT 개별여행에 적합한 관광숙박 인프라의 부족 및 정비정책 필요

역사문화자원의 방문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많고 문화교류를 선호하며 학습 및 체험을 중요시하는 관

광객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위해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의 문화체험이 가능한 중저가 관광숙박 인프라가 

필요한데 2019년 현재 송파구내에는 41개 게스트하우스와 1개의 호스텔이 있어서 매우 부족한 상황임. FIT 

여행트렌드에 적합한 관광수용태세 정비가 요구되며 역사문화관광자원과 문화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의 연계개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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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한성백제 관광벨트 개발을 위해 송파문화권역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방

이동/석촌동 고분군 등 송파구 일대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된 관광자원 실태조사가 요청됨

◦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 중 하나인 송파구 백제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관광인프라와 문화콘

텐츠의 조화로운 구축을 통해 지역에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벨트 구축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조사가 필요함 

◦ 송파구에 산재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을 통해 추후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도

모함으로써 국내외 문화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목적

◦ 풍납토성 및 몽촌토성 일대 한성백제문화의 거점 및 연계 개발 계획을 통한 서울 동남권의 역사문화관

광지로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 송파 지역의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 발전 방안 구축을 위한 선행단계로서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조

사와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02 연구방법

1) 연구조사방법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조사 등의 다양한 형식을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연구조사를 수행할 계획임

◦ 연구조사방법론

‐ 문헌조사

   ∙ 역사학, 문화인류학, 관광학 등의 관련 학문적 배경에 의한 이론 및 개념 조사, 기존 연구보   

     고서 및 연구논문 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사례조사



연구개요 3

   ∙ 백제문화 관광자원화  유사사례인 공주, 부여, 익산 등과 신라문화 관광자원화 성공사례인 경  

     주 등을 국내 사례로 분석하고 일본, 베트남, 마카오, 프랑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의 역사  

     문화 유적 등을 해외 사례로 조사 분석함

   ∙ 국내외 유사사례 및 성공사례 조사를 위해 현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짐

‐ 설문조사

   ∙ 한성백제 관광벨트 관련 이해집단 인식조사를 위해 수요자인 지역주민 및 방문객 대상으로   

      SPSS 기반의 설문조사 시행함

‐ 전문가조사

   ∙ 자문회의를 추진하여 학계 및 업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 사전검토의견 등의   

      연구조사방법으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함

03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연구수행 기간에 의한 시간적 범위

‐ 연구수행은 3단계(1단계: 기초조사, 2단계: 실태조사, 3단계: 응용방안)로 시간적 흐름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 시간적 구성: 1단계(초기 7~8월), 2단계(중기 9~10월), 3단계(말기 11~12월)

[표 1-1] 연구수행 기간에 의한 시간적 범위

단계별 기간 조사 범위 내용

1단계 7~8월 기초조사  문헌분석 / 현황분석 / 기초 자료조사   

2단계 9~10월 실태조사
관광 이해집단 인식조사 / 사례조사

관광자원 활용 실태조사 / 전문가 조사 

3단계 11~12월 응용방안
기초 및 실태 조사 종합 /

연계개발 기반 관광자원 활용방안 제시

2) 공간적(대상적) 범위

◦ 송파구 지역: 풍납토성,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등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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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자원, 관광숙박시설, 음식시설, 교통체계, 안내시스템 등

◦ 국내 유사사례 지역: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경주시, 전주시 등

◦ 해외 유사사례 지역: 일본 사가현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나라현 아스카 역사유적, 베트남 하노이,   

                     마카오 등

3) 내용적 범위

◦ 과업의 주요 내용

‐ 역사문화 및 관광의 활용 관련 이론 및 개념적 분석

‐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조사

‐ 역사문화 시설 및 자원의 관광 수요․만족도 조사

‐ 관광자원 공급자 및 수요자 인식 조사

‐ 역사문화 연계 관광자원 활용 실태 조사

‐ 국내외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사례 조사 

‐ 송파구와 유사한 역사자원 활용 관광활성화 성공모델 조사

‐ 역사문화 연계 관광자원 활용방안 관련 전문가 조사 

‐ 주요 연계개발 기반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제시 

◦ 과업의 구성

[표 1-2] 과업의 구성내용

구 분 내 용

Ⅰ.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자원화에 대한     
    개념적 기초

∙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이론 및 개념
∙ 관광자원화의 이론 및 개념

Ⅲ.  송파구 역사문화관광
     자원 현황․ 환경 분석

∙ 역사문화관광자원/관광숙박시설/음식시설/접근성/교통체계/안내시스템 현황분석
∙ 역사․문화․관광자원 SWOT/활용실태 분석

Ⅳ. 국내외 역사문화유적지  
    관광정책개발 
    유사사례조사 

∙ 국내 유사사례 및 성공모델 조사분석(공주, 부여, 익산, 경주, 전주 등)
∙ 해외 유사사례 및 성공모델 조사분석(일본, 베트남, 마카오, 프랑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

Ⅴ.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관련 이해집단 인식조사

∙ 지역주민의 행태, 만족도, 이미지 인식조사(이해집단 설문조사)
∙ 방문객의 행태, 만족도, 이미지 인식조사(이해집단 설문조사)

Ⅵ. 전문가 조사 분석 ∙ 전문가 협의(학계, 업계 전문가 자문회의 등)

Ⅶ.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 연구결과 종합
∙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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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유형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정의

◦ 황규홍 외(2007) : ‘역사문화자원’은 문화, 문화재, 역사환경이 중첩되는 범위 중에서 물리적 건조환경
과 자연환경, 무형요소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아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의 
보편성, 문화재의 역사성, 역사환경의 활용성(심미성, 경관성, 장소성, 도시조직 등) 등을 복합적으로 
지니는 역사문화자원에는 과거의 역사문화와 현재의 생활문화가 포함되고,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편성
을 띄는 예술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지닌 공간문화가 포함됨 

◦ 장미(2010) : 인간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공간으로 개별 문화
재를 비롯한 문화재와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역사지구, 역사문화경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 개념
이라 정의함

                              [그림 2-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범위
            자료: 황규홍 외(2007), 채미옥 외(2012)
                      

◦ 김선혜(2012) :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가장 큰 범위로써 역사적 사건, 인물, 역사문화유산과 
같이 역사가 전개되면서 생성된 문화자원을 총칭하는 개념임

◦ 나춘선 외(2012) : 역사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
을 지니며, 대상자원의 자체적인 심미성이 있거나 맥락적으로 경관성이나 고유의 도시 조직을 지닌 경
우와 역사적 사건 또는 개인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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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자(2018) : 지역발전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발

굴 및 활용의 측면에서 특이성과 매력, 유인성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결과물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로 정의함. 이 개념은 인간의 생활 및 경제생산에 이용

되는 물적 자료와 노동력, 기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자원이 강조된 개념임  

2)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 역사문화자원 유형은 물리적 실체를 확인 가능한 가시자원과 가시자원을 생산하고 활용모티브가 되는 

비가시자원으로 나눌 수 있음(나춘선 외, 2012)

◦ 역사문화자원 유형은 [표 2-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시자원은 물리적 자원과 인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 자원에는 건축문화자산, 역사적 경관, 가로 및 골목길이 포함됨. 비가시 자원은 

물리적 자원과 인문적 자원으로 나눠지며 물리적 자원에는 소실 건축문화자산, 소실 해안선, 소실 역사

터가 있으며, 물리적 자원에는 지역 풍물 및 행사, 역사적 인물이 포함됨

[표 2-1] 역사문화자원 유형

자료: 나춘선 외(2012)

3)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원 1) 

◦ 도시의 역사문화적 요인을 구성하는 자원으로는 문화재, 역사문화지구, 생활문화재, 근대건축물, 산업

유산 등이 있음 

◦ 특별히 사람의 생활양식인 문화와 삶의 기록인 역사 중에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진정성이 확보되고 

문화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역사문화자원은 대표적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의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와 

1) 이은진(2015),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2015), 국토해양부(2010)의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함

구분 세부구분 종류

가시 자원
물리적 자원

건축문화자산, 역사적 경관, 
가로 및 골목길

인문적 자원 지역 풍물 및 행사, 현존 인물

비가시 자원
물리적 자원

소실 건축문화자산, 소실 해안선, 
소실 역사터

인문적 자원 지역 풍물 및 행사, 역사적 인물

자료: 나춘선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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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화재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산업유산 

등 다양한 유․ 무형의 자원을 포함함

◦ 역사문화는 포괄적으로 지역문화시설을 비롯하여 생활문화환경, 문화공간, 특화공간, 고유장소, 지역

분위기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함. 예를 들면, 문화공간,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지역문화시설, 매력적이

고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리나 지구 및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위주의 문화공간, 재래시장 등 지

역의 생활지원 공간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환경, 지역의 고유 장소와 문화적 

분위기 등을 포함함 

02 관광자원과 관광자원화의 이론 및 개념

1) 관광자원의 개념

◦ 김병문(1990): 관광자원을 “관광객의 여행목적물로서 지역의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와 무형의 

전통적 풍속이나 관습의 총칭이며, 관광객의 주체가 장소 이동의 목적물이 되는 객체인 대상물”로서 

정의함

◦ 김홍운(1994): 관광자원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그 범위는 자연, 인문자원, 유무형의 

자원이며, 관광객을 흡인할 매력성, 유인성을 지니고 있음. 시대와 사회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 

보호·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함

◦ 이장춘(1997): 관광자원은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생태계 내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보존의 가치를 

지닌 것이며, 관광자원의 구성요소로써 관광자의 관광동기 충족, 생태계 내의 여러 유·무형의 자원, 보

호·보전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 또는 감소하는 성질을 내포하는 자원”으로 규정함

◦ 정석중․  이미혜(2002): 관광자원은 “관광자 욕구충족과 동기를 유발시키는 관광대상으로서, 자원의 

특성상 보호·보존·보전이 필요한 동시에, 현장성, 장소성을 지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과 상대

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의함 

◦ 양광호(2009): 관광자원은 “관광객, 지역, 관광사업체 등과 같이 관광산업에 관련된 모두가 찾아내 가

치를 높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함

2) 관광자원의 유형 - Burkart & Medlike(1987)의 5가지 유형

◦ Burkart & Medlic(1987)의 관광자원 5가지 유형은 “접근성(accessibility), 매력성(attractiveness), 

이미지(image), 관광시설(tourism facilities), 하부구조(infrastructure)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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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접근성은 관광자의 거주지에서부터 관광지까지의 근접성을, 매력성은 관광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흡인요인, 이미지는 여행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 요인, 관광시설은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

하부구조는 관광객에게 기초적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라고 그 가치를 설명함

[표 2-2] Burkart & Medlic(1987)의 5가지 관광자원 유형

구 분 관광자원 유형과 특징

유 형
접근성

(accessibility)
매력성

(attractiveness)
이미지

(image)

관광시설
(tourism 
facilities)

하부구조
(infrastructure)

특 징

관광자의 
거주지에서 
관광지까지

근접성

관광자 유인
흡인요인

여행참여 유도 
직접적 요인

관광자원 가치 
제고 요소

관광객에게 
기초적 편의 제공 

요소

자료: 김형우(2014)의 연구를 참조로 연구자 재구성

3)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의 개념

◦ 박석희․ 이미혜(1996): 관광자원화를 “관광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 다시말해 관광잠재력을 지닌 

사물과 활동을 볼거리화와 놀거리화 시킴으로써 관광자원에 내재된 가치를 구현시키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함

◦ 이장춘(1997): 관광자원화와 유사개념으로 ‘관광상품화’를 규정하였는데, ‘관광상품화’는 관광관련 자

원, 시설의 개발과 관광 상품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광수요자의 욕구를 분석해 매력 있는 상품

화를 진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함

◦ 한상현(2009): 관광자원화는 “인간이 관광욕구에 의해 관광활동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아울러 관광객

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고 관광자원의 진정성과 매력성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관광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함

◦ 박석희(2012): 관광자원화는 “자원에 숙박시설·식음시설·접근시설·놀이시설·공급처리시설 등의 기반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성하고, 꽃·수목·돌·물 등을 이용한 조경처리 및 실내장식·거리장식 등의 여건을 

추가시켜 자원의 관광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으로 정의함

4)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유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과정에 있어서 문화유산 

관광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역사․문화․관광 및 관광자원화에 대한 개념적 기초 11

◦ 문화유산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면서 

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임(허권, 2010)

◦ 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자연관광 이상의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학

습에 대한 욕구증가, 그리고 관광이 문화유산의 보전에 바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문화유산 관광은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과거’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내용적으로는 ‘체험’이라는 진정성

을 포함하고 있음(김지선․  이훈, 2010)

◦ 문화유산 관광은 아래 [표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3가지 기본목표는 보존적 활용, 교

육적 활용, 생산적 활용으로 나눠지며,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향은 지속가능한 보전목적, 학습목적, 

경제적 활용목적 등으로 관광자원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표 2-3] 문화유산 관광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관광자원화 방향

기본 목표 추진 방향 관광자원화 방향

보존적 활용
- 문화유산의 훼손 최소화와 보호에 기여하는 관광
-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을 시 엄격한 제한
-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계획과 지침 수립

지속가능한 보전목적
관광자원화

교육적 활용

- 일반 대중에게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와 본질을 전달
-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교육적 경험 제공 필요
- 관련 정보와 지식을 통해 체계적인 인식과 안목이 깊어질 때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

학습목적
관광자원화

생산적 활용

- 수요자 욕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보존관리 목표와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을 통해       
   국가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경제적 활용목적
관광자원화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김형우(2014)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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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송파구 역사문화관광 

자원 현황 ․ 환경 분석

1_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 분석

2_관광숙박시설/관광음식시설 현황 분석

3_교통체계/접근성/안내시스템 현황 분석

4_역사·문화·관광자원 SWOT 분석

5_관광시장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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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 분석

1 송파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분석

1) 송파구 문화재 현황

◦ 송파구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크게 나

눌 수 있으며, 송파구가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천연기념물 등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보물 

1점, 사적 5점, 국가무형문화재 2점, 국가민속문화재 3점 등이 포함되어있음.

◦ 시도유형문화재로는 충헌공 김구 묘역, 자수 연희화조문 방석 등 8점이 포함되어 있음.

  [표 3-1] 송파구 문화재 현황

구 분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분류 보물 사적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개수 1 5 2 3 8

문화재명 ∙자수 사계분경도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삼전도비

∙송파 산대놀이
∙화혜장

∙운봉수 향낭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오조룡 왕비 보

∙충헌공 김구 묘역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
∙문양군 류희림 묘역
∙자수 연희화조문 방석
∙자수 연지봉황문 방석
∙자수 ‘상궁청신녀’명  
 연화봉
∙자수 '아미타불'명 번
∙자수 연화당초문 
 현우경 표지 

자료: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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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파구 한성백제 역사문화자원 현황

◦ 한성백제 역사문화자원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적으로서 지정된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

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 4점이 있음 풍납동 토성

3) 풍납동 토성 2)

◦ 개요: 

‐

구 분 내 용

명 칭 풍납동토성, 풍납토성

유 형 유적

시 대 고대 / 초기국가

성 격 토성, 백제토성

건립시기 · 연도 초기 백제

규모(면적) 지정면적: 12만 1325㎡ , 둘레: 2,250m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72-1 외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11호

문화재 지정일 1963년 1월 21일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초기 백제시대의 성곽

◦ 개설 : 흔히 풍납토성(風納土城)·풍납동토성(風納洞土城)이라고 함.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11호

로 지정되었음. 지정면적은 12만 1,325㎡이고, 둘레는 약 2,250m임. 풍납토성은 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충적대지상에 구축한 순수 평지토성으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장타원형을 띠고 있음. 즉, 북벽과 

남벽은 짧은 벽으로 직선에 가깝고, 동벽과 서벽은 단벽에서 둔각을 이루며 꺾이는데, 그중 동벽은 중

앙부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이 토성은 한강변(漢江邊)에 남아 있는 백제 초기(百濟 初期)의 유적임. 원래      

의 둘레는 4km에 달하는 큰 규모로 마련된 토성이었으나 1925년 한강의 대홍수로 일부가 유실(   

流失)되고 현재는 약 2.7km 가량 남아 있음. 동편에는 네 곳에 출입한 문터로 여겨지는 흔적이    

남아 있으며, 특히 1966년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서 부분적이나마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곳     

에서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백제시대(百濟時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파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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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보다 앞서는 시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임을 알게 되었음.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정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음.

 <현황> 한강변에 남아있는 초기 백제시기의 토축 성곽으로, 주로 풍납토성이라 부름. 원래는      

 둘레가 4㎞에 달하는 큰 규모의 토성이었으나, 1925년 홍수로 남서쪽 일부가 잘려나가 현재는    

 약 2.7㎞ 가량 남아있음. 토성의 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임. 성벽은 돌이 없는 평야지  

 대에서 성을 쌓는 방식으로 고운 모래를 한층씩 다져 쌓았음. 성벽의 표면은 잔디와 잡초로 덮여  

 있는 곳이 많으며, 높이는 일정하지 않음. 동쪽에는 4곳에 출입문으로 여겨지는 흔적이 남아있    

 음. 풍납리식 민무늬토기·신라식 토기들과 그물추·물레·가락바퀴(방추차)·기와 등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백제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임을 알게 되었음.

풍납토성 동남방면 성벽 풍납토성 문화재 발굴현장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4) 몽촌토성[*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파구 내부자료] 

◦ 개요

‐

구 분 내 용

명 칭 몽촌토성(夢村土城), 이리토성(二里土城)

유 형 유적

시 대 고대/삼국/백제

성 격 성곽

건립시기 · 연도 3새기 후반

규모(면적) 지정면적: 12만 1,325㎡ , 둘레: 2,250m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2동 88-3번지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297호

문화재 지정일 1982년 7월 22일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파구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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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일원에 있는 백제 토성

◦ 개설 :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가 성립된 시기에 만들어진 도성(都城)임. 성벽 조사에서 출토된 중국 서

진(西晉)대 전문 도기 조각과 중국에서 출토된 전문 도기를 비교할 때, 토성을 축조한 연대의 상한은 

3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됨.『삼국사기』등에 기록된 것처럼, 고구려의 남진에 의해서 한성(漢城)이 함

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하였던 475년까지 백제의 도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이 토성은 오래 전부터  백제시대(百濟時代) 토성(土城)으로  전하여 왔을 뿐,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음. 그러다가 1983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부분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게 되어 그 성격의 일부가 밝혀지게 되었음. 즉, 이 토성은 백제 초기(初期)에  한강     

지류에 해당하는 이곳의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진흙을 쌓아  성벽(城壁)을 만들었고 특히 북   

벽(北壁)의 단(段)을 이룬 곳에서 목책(木柵)을 세웠던 흔적이 발견됨으로써 나무 울타리를 세워    

방비했던 것을 알게 되었음.

<특성> 성(城)의 방어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적인 암반층을 급경사가 되도록 깎아 성벽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음. 이 성의 전체적인 기능은 북쪽 방향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성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음. 부분적인 발굴조사에서 성으로 출입하는 문지(門址) 3곳과  백제토   

기(百濟土器),  그물추(漁網錘) 등과 아울러 항아리를 관(棺)으로 이용했던 옹관(壅棺)도 발견되었   

음 . 

몽촌토성 몽촌토성과 해자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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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촌동 고분군

◦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석촌동고분군, 석촌동백제적성총

유 형 유적

시 대 고대/삼국/백제

성 격 고분, 백제고분

건립시기 · 연도 백제시대, 3세기 중엽~4세기

규모(면적) 49,999㎡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61-6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243호

문화재 지정일 1975년 5월 27일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파구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백제시대 돌무지무덤(積石塚)

◦ 개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61-6번지 일대의 한강변 충적대지에 위치한 백제 전기의 돌무지무

덤이며 1975년 5월 27일에 사적 제243호로 지정되었음. 백제 전기의 다양한 묘제 가운데 하나로서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에 기원을 두고 있음. 3세기 중엽 경부터 백제 한성시대 최고 지배세력에 의해 수

십 기가 축조되었지만 현재는 4기만 남아 있음

◦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이 적석총(積石塚)은 1974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

굴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대(古代) 삼국시대(三國時代) 중 백제초기(百濟初期)에 만들어진 무덤임

이 밝혀지게 됨

<특성> 이 무덤은 형식은  기원 전후부터 나타나는 고구려(高句麗) 무덤형식인 기단식 적석총(基

壇式積石塚)임. 이 무덤은 약간 높은 지형을 가려  평탄하게 정지작업을 한 뒤, 밑 테두리에는 움

직이기  힘든 크고 긴 돌을 두르고 자연석으로 층단을 이루면서 쌓아 올려 만든 것임. 특히 3호 

무덤은 층단이 3단으로 옛 고구려 지역인 만주 통구(通溝)에 있는 장군총(將軍塚), 즉 고구려 광개

토왕(廣開土王)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큰 것임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크기는 동서길이 

49.6m, 남북폭 43.7m, 높이 4m임. 따라서 이 무덤은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한강 

상류에 정착하면서 세운 백제 초기 어느 왕의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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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동고분군 석촌동 제4호분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방이동 고분군

◦ 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방이동고분군, 방이동백제고분군

유 형 유적

시 대 고대/삼국/백제

성 격 고분군

건립시기 · 연도 삼국시대

규모(면적) 30,293㎡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산 47-4

문화재 지정번호 사적 제270호

문화재 지정일 1979년 12월 28일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파구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삼국시대 고분군

◦ 개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일대의 구릉지대에 위치하며 모두 8기로 구성된 삼국시대의 고분군

임. 1917년 9월 방이동의 고분들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백제 초기의 유적으로 보고되었음. 1976년에는 

8기 가운데 3기가 처음으로 발굴조사되었으며, 1979년 12월 28일에 사적 제270호로 지정되었음. 

1983년 서울특별시가 복원공사를 실시해 지금의 고분공원으로 조성되었음. 일반적으로 굴식 돌방(橫

穴式 石室)이 주류를 이룬 백제고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76년에 3기가 발굴된 후 백제고분설과 

신라고분설이 대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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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백제는 한강(漢江) 하류역(下流域)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그 도읍지의 위치

는 아직 확인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방이동 고분군을 비롯하여  가락동(可樂洞)·석촌동(石村洞) 등

지에 산재해  있는 백제 전기의 고분은 이 근방에 백제의 도읍지가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

받침해 주고 있음

<특성> 이 방이동 고분군에는 6기(基)의 백제전기 고분이  있는데, 이곳에 4기가 있고 150m 떨어

진 동쪽 언덕에 2기가 있음. 그 중 제1호분은 시체를 옆으로 넣어  안치할 수 있게 축조한 횡혈식

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봉분(封墳)의 크기는 지름 12m,  높이 2.30m이고, 봉분 남쪽에는 석실

(石室)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연도는 길이 2.30m, 넓이 1.06m, 높이 1.10m이며, 시체를 안치한 

현실(玄室)의 크기는 길이 3m, 너비 2.46m, 높이 2.15m임. 현실  중앙에 마련된 시체 안치 시설

인 시상대(屍床臺)의 크기는 길이 2.40m, 너비 2.10m, 높이 30cm임. 제2호분과 제3호분은 그 내

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봉분의 크기는 제2호분은 지름 13.40m, 높이 2.70m이고, 제3호분은  지름 

13.12m, 높이 2.90m이며 봉분의 서북쪽 밑둘레에 호석(護石)이 돌려져 있음. 제6호분은 1976년에 

발굴조사 되었는 데, 봉분의 크기는 지름 10.60m, 높이 2.10m이고, 내부구조인 석실은 중앙에 돌

벽을 쌓아 서쪽 주실(主室)과 동쪽 부곽(副槨)으로 나누었고,  남쪽 벽 중앙에 연도가 마련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음. 이 방이동 고분군은 1983년에 서울시가 복원공사를 시행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가꾸어 놓은 것임

    

방이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1호분 내부모습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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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파구 주요 관광자원

  현황 분석

1) 자연생태관광자원

◦ 성내천

위치 ∙ 청량산-마천동-오금동-풍납동-한강

시설
∙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야외헬스장, 지압옥석, 벽천분수, 항아리풀장, 음악분수 야외공연장, 

식물터널 등

접근성 ∙ 2호선 잠실나루역 1번 출구 도보5분

주요 특성

∙ 성내천은 청량산(남한산성)에서 시작해 마천동 거쳐 몽촌토성을 돌아 한강으로 유입되는 길이 
약 10km의 자연생태하천임

∙ 2002년부터 복구작업이 시작되어 서서히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하면서 벌, 나비, 새, 너구리 
등이 찾아오는 지역이 됨

∙ 성내천에는 왜가리 등 36종의 조류, 참붕어 등 7종의 어류, 무당벌레 등 곤충 126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음

∙ 성내천은 아름다운 벽천 분수대와 항아리형 풀장이 조성되어 도심 속 피서지로서 각광 받는 
명소임

∙ 2009년 국토해양부 주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되었음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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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습지(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위치 및 면적 ∙ 송파구 방이동 443-15번지, 58,909㎡

시설 ∙ 방이생태학습관, 안내소, 관찰데크, 조류관찰대 등

접근성 ∙ 5호선 올림픽공원역 2번 출구 도보15분

주요 특성

∙ 1970년대 벽돌공장이 들어서 토사를 채취하면서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후 인적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습지가 됨

∙ 담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물총새, 오색딱따구리, 흰눈썹 황금새, 꾀꼬리 등 
야생조류가 찾아오고 있음

∙ 400m에 이르는 관찰데크가 있어, 이곳을 천천히 걸으면 방이습지의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음

∙ 방이생태학습관은 다양한 사진자료와 실물자료로 아이들 생태교육에 안성맞춤임
∙ 조류관찰대는 사람의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조류를 관찰하기에 최적인 장소임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송파타임즈(m.songpatimes.com), 서울환경연합(ecoseoul.or.kr)

◦ 탄천

위치 ∙ 문정동-가락동-잠실동

접근성 ∙ 9호선 삼전역 4번 출구 도보5분

주요 특성

∙ 한강의 지류로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하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35.6km의 준용하천임

∙ 송파구 유역은 문정동에서 가락동, 잠실동을 이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겨울이면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들어 탐조관광하기에 좋은 곳임

∙ 모래톱이 발달되어 있어 겨울이면 쇠오리,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등의 철새들이 
찾음

∙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보호야생동물 참매와 큰말똥가리 등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음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두산백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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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락레크리에이션관광자원 

◦ 올림픽공원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426(방이동 88)

시설
∙ 사이클, 역도, 체조, 수영 6개 경기장, 올림픽회관, 올림픽파크텔, 몽촌역사관, 서울올림픽기념관,  

조각공원, 세계 평화의 문 등

접근성 ∙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8호선 몽촌토성역 도보1분

주요 특성

∙ 아시안게임(1986년)과 서울올림픽(1988년)을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은 약 145만 규모로 
넓은 만큼 여유로움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함

∙ 백제 유적지인 서울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섯 개의 경기장을 
갖추고 있음

∙ 광장과 구릉, 몽촌해자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으며, 다양한 자생식물과 생물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공원 성격도 있음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www.google.co.kr)

◦ 석촌호수

위치 ∙ 잠실로 180(동호), 삼학사로 136(서호)

시설
∙ 매직아일랜드, 서울놀이마당, 휴게소, 음수대, 정자, 수변데크, 수변산책로,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

접근성 ∙ 2호선 잠실역 2번 출구 도보 5분

주요 특성

∙ 옛 송파나루터가 있던 자리에 한강매립사업을 통해 형성된 2.5km의 호수
∙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동호와 서호로 나뉘는데, 동호는 조깅코스, 서호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와 서울놀이마당 등이 있어 즐길거리가 풍부함
∙ 봄철 벚꽃 만개, 여름철 수변 무대 토요음악회 등으로 찾는 방문객들에게 감흥을 선사함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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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240(잠실동 40-1)

시설 ∙ 아이스링크, 저자거리, 민속박물관, 매직아일랜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접근성 ∙ 2호선 잠실역 4번 출구 도보5분

주요 특성

∙ 놀이공원, 백화점, 호텔, 쇼핑몰, 영화관, 스포츠센터를 묶은 레저·쇼핑복합공간
∙ 롯데월드는 ‘모험과 신비’를 주제로 한 실내 어드벤처와 호수공원인 실외 매직아일랜드로 구성
∙ 어드벤처 23종, 매직아일랜드 12종 등 총 35종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시즌별 페스티벌, 테마에 따른 하루 두 번 퍼레이드 및 다양한 무대공연, 사계절 운영 아이스링크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www.google.co.kr)

◦ 롯데월드타워 & 몰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시설
∙ 스카이전망대, 초특급호텔, 비즈니스오피스, 레지던스, 컨벤션센터, 면세점, 쇼핑센터, 

아쿠아리움, 콘서트홀, 영화관 

접근성 ∙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도보3분

주요 특성
∙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지하 6층, 555m 규모로 세계에서 5번째 높은 초고층 건물이며,  

 주거시설, 사무시설, 숙박시설, 관광·쇼핑시설을 갖추고 있음
∙ 롯데월드몰은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 세계 각국 맛집 등이 가득한 쇼핑문화복합공간임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naver.com), 구글 홈페이지(google.co.kr),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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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종합운동장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25

시설
∙ 올림픽주경기장, 야구장,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실내체육관, 육상보조경기장, 학생실내체육관, 

체육공원, 인라인전용테마파크 

접근성 ∙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도보1분

주요 특성

∙ 강남의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로서 총부지 402,816㎡에 다양한 스포츠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국제 스포츠 행사 및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임

∙ 올림픽주경기장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개·폐회식과 육상 축구 
등을 치른 역사적인 장소임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3) 역사문화관광자원

◦ 서울놀이마당

위치 ∙ 송파구 삼학사로 136

시설 ∙ 노천 공연장, 관람석

접근성 ∙ 2호선 잠실역 3번 출구 도보7분

주요 특성

∙ 서울놀이마당은 우리의 민속과 전통놀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설 노천 
공연장임

∙ 396m의 공연장, 825m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1500명이 수용가능함
∙ 건물은 전통적인 한옥기와집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 개방되어 꼭두각시 놀음, 

송파산대놀이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공연이 열림(주말 상설공연, 명절 특별공연)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서울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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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도비

위치 ∙ 송파구 삼학사로 136

시설 ∙ 비석

접근성 ∙ 2호선 잠실역 3번 출구 도보3분

주요 특성

∙ 조선 인조 17년(1639)에 세워진 비석으로 높이 3.95m, 폭 1.4m이고 제목은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로 되어있으며 병자호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화재자료임

∙  비석 앞면의 왼쪽에는 몽골글자, 오른쪽에는 만주글자, 뒷면에는 한자로 쓰여져 있어 만주어  
 및 몽골어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임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 한성백제박물관

위치 ∙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시설
∙ 전시공간(기획전시실, 상설 제2, 3전시실, 4D영상관), 교육공간(정보자료실, 교육운영실), 

수장공간, 하늘정원, 전망대

접근성 ∙ 9호선 한성백제역 2번 출구 도보3분

주요 특성
∙ 493년간 백제의 수도였던 송파지역의 한성백제시대 출토된 유물들이 보관되고 전시된 곳
∙ 지상 2층, 지하 3층 규모로 박물관 외관은 몽촌토성의 윤곽을 나타내며 한성백제를 상징하는 

배 모향으로 설계됨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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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산대놀이

위치 ∙ 송파구 삼학사로 136(서울놀이마당 내)

지정 ∙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1973. 11. 11) 

주요 특성

∙ 송파는 서울 근교 5대 한강나루터 중의 하나였던 주요 상역지였고, 송파산대놀이는 조선후기 
상역지에서 성행하던 탈꾼패놀이의 일종

∙ 탈놀음 12마당, 가면수 32개 산대도감탈들이 거의 보존되어 비교적 고형을 유지함
∙ 연희시기는 정월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등의 명절에 세시놀이로 행해짐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

◦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장소 ∙ 서울올림픽공원(송파구 올림픽로 426)

행사기간 ∙ 매년 9월 혹은 10월 

축제내용
∙ 개·폐회식,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체험마을, 한성백제갈라퍼레이드, 한성백제성곽돌기, 

몽촌해자 수변음악회 

주요 특성

∙ 백제초기 500년간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한성백제 융성기를 재현하는 축제임
∙ 서울시 축제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
∙ 축하공연, 체험행사, 거리행렬 등 다양한 행사와 전통음식 및 이국적 음식을 맛볼수 있는 음식체험 

행사도 이루어짐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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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광숙박시설 · 관광음식시설 현황분석

1 송파구

 관광숙박시설

 현황분석

1) 송파구 관광숙박시설 통계 현황

◦ 2018년 송파구 호텔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호텔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12개로 관광호텔 11개, 특1급 

2개, 1급 4개, 2급 5개, 호스텔 1개로 나타남

◦ 객실 숙박객수는 총 62만6천여명으로 관광호텔 62만3천명, 특1급 25만9천명, 1급 19만4천명, 2급 16

만8천명, 호스텔 2천900여명으로 분석됨 

   

[표 3-2] 2018년 송파구 호텔업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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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관련 현황

[표 3-3] 2016~2019년 송파구 관광숙박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및 객실현황

구분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6

10개 (총 1,093실) 48개 (총 91실)

∙ 특1급  1
∙ 1급    2
∙ 2급    2
∙ 3급    1

∙ 2성급  2
∙ 미등급 1
∙ 호스텔 1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8

2017

16개 (총 1,981실) 49개 (총 89실)

∙ 특1급  1
∙ 1급    2
∙ 2급    1
∙ 3급    2

∙ 2성급  3
∙ 미등급 6
∙ 호스텔 1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

2018

18개 (총 2,087실) 49개 (총 90실)

∙ 5성급  1
∙ 3성급  2
∙ 2성급  2
∙ 1성급  1

∙ 미등급 3
∙ 호스텔 1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

2019

19개 (총 2,155실) 41개  (총 79실)

∙ 5성급  2
∙ 3성급  4
∙ 2성급  7
∙ 1성급  4

∙ 미등급 1
∙ 호스텔 1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1

자료: 송파구 내부자료

- 송파구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광숙박업에 등록된 호텔수는 2016년 10개에서 

2017년 16개, 2018년 18개, 2019년 19개 등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객실수는 2016년 1,093

실, 2017년 1,981실, 2018년 2087실, 2019년 2155실으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음

- 관광숙박시설과 관련되지만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6년부

터 2019년까지 2016년 48개(91실), 2017년 49개(89실), 2018년 49개(90실), 2019년 41개(79

실)으로 최근 몇 년간 시설 수 및 객실 수에서 큰 변동은 없었으나 약간 줄어드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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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파구 주요 관광숙박시설

◦ 5성급

‐ 시그니엘 서울 호텔(Signiel Seoul Hotel)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76-101층

주요 시설 ∙ 객실, 라운지, 레스토랑, 웨딩&연회장, 프리미엄 스파, 사우나, 피트니스, 헬스장, 실내수영장 

특성

∙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76~101층에 위치
∙ 서울의 파노라믹한 스카이라인과 환상적인 야경 조망 가능
∙ 한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객실(235실)
∙ 국내 최고층(85층)에 위치한 햇살 가득한 호텔 수영장
∙ 웅장한 층고(약 8m)와 한강 조망이 돋보이는 세계 최고층 연회장(76층)

객실 다이닝 컨벤션-그랜드볼룸

자료: 시그니엘 서울 홈페이지(www.lottehotel.com/seoul-signiel)

‐ 롯데호텔월드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240 

주요 시설 ∙ 객실, 다이닝, 미팅&웨딩, 피트니스클럽, 핀란드식 사우나,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특성

∙ 서울 강남의 요지인 잠실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함
∙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어드벤쳐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   

 롯데월드몰과 바로 연결되어 있음
∙ 국제회의와 특별한 행사를 위한 다양한 연회장과 회의실 구비되어 있음
∙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캐릭터인 ‘로티’와 ‘로리’를 꾸며진 캐릭터룸을 통한 특별함 제공

객실 라운지 호텔 수영장

자료: 롯데호텔월드 홈페이지(www.lotteho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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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급

‐ 호텔 파크하비오

위치 ∙ 송파구 송파대로 111

주요 시설 ∙ 객실, 로비, F&B, 조식당, 웨딩홀, 대연회장, 피트니스, 영화관, 마트, 위터파크, 찜질방 

특성
∙ 영화관, 워터파크, 찜질방, 피트니스센터, 마트 등으로 구성된 도심속 문화복합형 호텔
∙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키오스크 셀프체크인 등 도심의 편안함을 느낄수 있는 472개 객실

객실 조식 뷔페 피트니스

자료: 호텔 파크하비오 홈페이지(www.hotelparkhabio.com)

◦ 2성급

‐ 가락 관광호텔

위치 ∙ 송파구 송파대로 28길5(가락동 98-5)

주요 시설 ∙ 객실, 카페, 레스토랑, 사우나, 룸나이트, 게임룸 

특성
∙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잠실 롯데월드, 삼성서울병원, 무역센터, 도심공항터미널 등이 인접한  

 송파지역 교통요충지에 위치

호텔 외관 객실 카페 & 레스토랑

자료: 가락 관광호텔 홈페이지(www.hotelkarak.com), 송파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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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급

‐ 필름 37.2 호텔

위치 ∙ 송파구 백제고분로 51길 23

주요 시설 ∙ 객실, 헬스클럽, 당구장, 편의점, 회의실 

특성
∙ 객실은 각 층마다 다른 테마(한국관, 중국관, 스페인관 등)로 디자인 되어 고객의 특별한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호텔 필름 37.2 외관 객실 히노끼탕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 호스텔

‐ 24 게스트하우스 잠실점

위치 ∙ 송파구 백제고분로 22길5

주요 시설 ∙ 객실, 패밀리룸, 주방, 세탁실, 리셉션, 커뮤니티 공간

특성
∙ 잠실롯데월드, 코엑스, 잠실실내체육관과 인접한 호스텔
∙ 모던하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의 객실로 꾸며짐

패밀리룸 주방 욕실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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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케빈 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2길 37-12

주요 시설 ∙ 객실, 주방, 샤워실

특성
∙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몰,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한강 시민공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교통 요지에 위치함
∙ 객실마다 독립적인 주방 및 욕실

외관 객실 욕실

자료: 케빈 스테이 홈페이지(https://kevinstay.modoo.at), 네이버 홈페이지

3) 송파구 관광음식시설 현황

◦ 관광관련 음식업종의 개념 및 송파구 현황

‐ 관광관련 음식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서 관광유흥음식점

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3-4] 관광관련 음식업종의 개념 및 송파구 현황

종류 규정 내용 송파구 등록현황

관광유흥음식점
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
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2016년 0개
∙ 2017년 0개
∙ 2018년 0개
∙ 2019년 0개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2016년 0개
∙ 2017년 2개
∙ 2018년 2개
∙ 2019년 0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
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2016년 0개
∙ 2017년 1개
∙ 2018년 1개
∙ 2019년 1개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
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 2016년 16개
∙ 2017년 18개
∙ 2018년 13개
∙ 2019년 15개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송파구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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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파구 주요 관광음식시설

◦ 대장금 롯데월드몰점

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캐주얼동 5층

업종 ∙ 관광식당업

특성
∙ 대중화된 궁중한식 전문점으로 천연 조미료와 무공해 식재료를 사용하여 현대적 감각이 살아  

 있는 궁중한식 전통의 멋과 건강식을 선보임

식당 입구 궁중 음식 식당 내부

자료: 대장금 홈페이지(http://daejanggeumkorea.com), 롯데월드몰 홈페이지(www.lwt.co.kr)

◦ 씨크릿가든

위치 ∙ 송파구 백제고분로 2

업종 ∙ 관광식당업

특성
∙ 잠실 한강시민공원 주변 한강위에 떠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과 야경으로 유명함

씨크릿가든 전경 시크릿가든 내부 씨크릿가든 바

자료: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co.kr), 식신 홈페이지(www.siksinh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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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통체계 · 접근성 · 관광안내시스템 현황분석

1 송파구

 교통체계 및 접근성 

 현황분석

1) 송파구 교통체계 및 접근성 현황분석

◦ 송파구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 지하철․ 공항버스 접근성

          

  [그림 3-1] 송파구 지하철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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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송파구 지하철 연결 노선

- 잠실권역은 부도심권이자 송파구 중심지역으로 2호선, 8호선, 9호선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서울

순환권역, 성남․ 분당권역, 강남․ 한강이남 권역에서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분석됨

- 송파권역은 잠실역(2․ 8호선), 종합운동장역(2․ 9호선), 석촌역(8․ 9호선), 천호역(풍납토성역, 5․ 
8호선), 가락시장역(3․ 8호선), 올림픽공원역(5․ 9호선), 오금역(3․ 5호선) 등 7개역이 2개 노선

이 겹쳐는 환승지하철역으로 나타남

- 공항버스는 [표 3-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잠실권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김포공항 기점노선 

6000번, 6706번과 인천공항 기점노선 6006번, 6705번 등 총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음

[표 3-5] 송파구 공항버스 접근성 분석

공항버스 번호 노선도 운행간격

6000 김포공항-고속터미널-강남역-삼성역-잠실역 45분

6706 김포공항 국제선-김포공항 국내선-잠실롯데월드 30분

6006 인천공항-압구정로데오역-종합운동장-잠실역-몽촌토성역 20분

6705 인천공항-잠실롯데월드-시그니엘서울호텔-강변역-워커힐호텔 25분

자료: 네이버 홈페이지 통해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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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지방교통 접근성 분석 – SRT,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접근성

[표 3-6] 송파구 지방교통 접근성 분석

종류 접근성 의미

SRT
∙ 잠실역에서 SRT 수서역까지 지하철로 23분 거리(가락시장역 환승)
∙ 잠실역에서 SRT 수서역까지 차량으로 20분 거리

SRT 수서역과 인접하
여 전국 단위 편리한 
접근성 

고속버스
∙ 잠실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지하철로 20분 거리(교대역 환승)
∙ 잠실역에서 SRT 수서역까지 차량으로 45분 거리

고속터미널과 인접하
여 전국 단위 편리한 
접근성 

광역버스
∙ 경기도 동북부 및 동남부를 연결하는 다수의 G버스와 M버스 등의 
광역버스가 잠실광역환승센터 및 잠실역 지상 정류장으로 운행하고 
있음

잠실권역이 경기 
동북권 및 동남권의 
거점지역으로 부상됨 

자료: 연구자 자체 작성

- 송파구 잠실권역 SRT 수서역, 강남고속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인접하여 있어서 서울 동북부

권 교통중심지역으로 부상됨에 따라 교통접근성면에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석됨   

2 송파구

 관광안내체계 및

 관광안내시스템

 현황분석

1) 송파구 관광안내체계 현황분석

◦ 송파구 관광안내소 분석

- 송파구내에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송파관광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잠실관광안내소, 올림픽공원 종합안내소, 잠실한강공원안내센터 등이 있음

◦ 송파관광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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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송파구 잠실로 180(석촌호수 동호)

운영 시간 ∙ 하절기(4월~10월) 10:00~19:00 / 동절기(11월~3월) 10:00~18:00

인력 구성 ∙ 영어6, 중국어7, 일어8, 러시아어2

시설 현황
∙ 크로마키존(사진촬영공간) 1대, 송파 홍보영상 상영 모니터 4대
∙ 정보검색용 2, 안내데스크 3, 사무실 2 / PC 총 7대
∙ 무인관광안내시스템(외부) 1대

주요 업무
∙ 내방관광객 안내, 관광홍보물 배부, 관광기념품 판매, 체험프로그램 및 프리마켓 운영,      

 외국인관광객 관광불편사항 접수 등

특성
∙ 2015년 3월 개관
∙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센터 내부에는 컴퓨터, 축제정보시스템, 관광정보지도 등이 비치되어 있음
∙ 센터 외부에는 석촌호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마당 있음

송파관광정보센터 전경 송파관광정보센터 내부 송파관광정보센터 내부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송파타임즈 홈페이지

2) 송파구 관광안내시스템 현황분석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 운영개시: 2018년 9월

‐ 구성인원: 총 25명(영어8, 중국어7, 일어8, 러시아어 2명 / 남 6명, 여 19명)

‐ 안내거점: 잠실역 지하광장 및 상가, 롯데월드 타워 및 롯데월드몰 주변

‐ 주요업무: 국내·외 관광객 대상 송파구 주요 관광지 안내, 송파구 제작 관광홍보물 배부(관광안

내지도, 가이드북, 맛집지도 등), 외국인 통역서비스(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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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현황

‐ 운영상황 : 2013년 이후 계속 운영되며, 2013년 잠실역에 2개, 2016년 송파관광정보센터, 2018

년 방이맛골,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설치되었음

‐ 이용현황 : 송파 평화의 광장 이용내역이 2018년 76만건임으로 가장 높았고, 잠실역 2의 이용내

역이 2018년 약 35만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3-3] 송파구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설치 현황

[표 3-7] 송파구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이용 현황
(단위: 클릭수)

설치장소 이용내역 총합 이용내역 메뉴 이용내역 컨텐츠 이용내역 이메일

잘실역1 60,980 15,861 22,495 22,624

잠실역2 353,572 29,009 36,625 287,938

송파관광센터 84,845 2,938 1,893 80,014

방이맛골 39,800 4,677 9,146 25,977

송파 평화의 광장 763,542 10,655 5,368 747,519

잠실역 1 잠실역 2 송파관광정보센터 앞 방이맛골 입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설
치

사
진

위
치

잠실역 지하광장 
화장실 앞

잠실역 지하광장 
롯데백화점 분수 앞

송파구 잠실로 180
송파구 오금로 91, 

방이맛골 입구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설
치
연
도

2013년 2013년 2016년 2018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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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파 관광안내센터 및 언어권별 방문 현황분석

◦ 내외국인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 분석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외국인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에 월평균 418명에서 89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3-8]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내국인 외국인 월평균

2016 5,010 4,159 851 418

2017 10,793 8,668 2,125 899

2018 13,613 10,674 2,939 1,134

◦ 언어권별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 분석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영어권은 5배 정도, 중국어권은 3배 정도, 일본어권은 2배 정도 증가함

‐ 총 방문자수 합계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배정도 증가함  

[표 3-9] 송파 관광안내센터 언어권별 방문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영  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언어 월평균 

2016년 851 348 116 61 326 71

2017년 2,125 1,562 323 110 130 177

2018년 2,939 1,251 617 315 756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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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파 관광안내 홍보자료 - 관광안내지도

◦ 송파구 관광지도

언어 종류 ∙ 국문, 영문, 중문 

주요 내용
∙ 문화관광축제, 주요관광숙박시설, 도보관광코스, 문화관광해설사, 서울시티버스 코스, 

문화예술공간, 잠실관광특수, 쇼핑, 맛집 등 관련 정보   

배포처
∙ 온라인(송파구 문화관광홈페이지 http://culture.songpa.go.kr )
∙ 오프라인(관광정보센터, 구청, 주민센터, 지하철, 숙박업소 등)

국문 - 관광지도 국문 - 관광지 세부정보

영문 - 관광지 세부정보 중문 - 관광지 세부정보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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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테마별 도보여행길 관광지도 –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언어 종류 ∙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주요 내용
∙ 총 8종(한성백제왕도길, 도란도란 생태길, 추억의 송파장길, 책 읽는 역사길, 석촌호수 데이트길, 

스포츠․레저길, 송파문화체험길, 역사여행 삼전도길)   

이용 방법
∙ Google Play에서 <송파 도보여행길 가이드맵>
∙ 문화유산해설사 예약 – 송파 문화관광홈페이지(http://culture.songpa.go.kr)

한성백제왕도길 한성백제왕도길 세부정보 한성백제왕도길 세부정보

송파 테마별 도보여행길 

자료: 송파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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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역사·문화·관광자원 SWOT 분석

1 지방정부에서

 SWOT 분석 중요성

1) 지방정부 SWOT 분석 중요성 3) 

◦ 첫째, 지방정부는 사회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탄생함

◦ 둘째, 우선순위, 공공욕구 및 기대는 지방정부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함

◦ 셋째,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전과 목적을 확인하고 재정비하며 갱신할 필요 있음

◦ 넷째, 변화한 환경 속에 변화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집결해야 함

◦ 다섯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내부지향적이고 수동적인 경영에서 외부 지향적이고 능동

적인 전략경영으로 변신하여야 함

2) 지방정부 SWOT 분석 및 전략경영의 의미

◦ SWOT분석과 전략경영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당해지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이자 기법임(Coopers & Lybrand, 1995)

2 송파구 역사․문화․
 관광자원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한성백제박물관 등 역사문화기반의 관광자원 풍부

3) 지방정부의 SWOT분석과 SWOT전략: 부산광영시를 대상으로(류재현, 2008)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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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지역은 지하철 6개 노선(2,3,5,8,9호선, 분당선)이 교차하고 잠실은 광역환승버스센터가 있는 

등 서울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함

◦ 송파구 지역은 주변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구, 강동구, 광진구 등에 비해 관광숙박시설

은 잘 갖추어져 있음

◦ 송파의 관광브랜드는 ‘국제관광도시송파(Global Tourism City Songpa)’이며, 관광정책 비전으로는 ‘세

계인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송파’로서 송파구 정책비전의 핵심중의 하나는 ‘관광’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이기에 구의 관광도시 육성의지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음

2) 약점(Weakness)

◦ 서울 내에서도 한성백제 기반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송파구임에도 불구하고 송파지역은 실

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지도는 낮은 편임 

◦ 개별자유관광객(FIT)들이 단체관광객보다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관광수용태세 차원에서 외

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FIT를 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롯데쇼핑몰, 롯데월드 등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중심의 잠실역 인근 지역(53.3%)과 체육 및 공원

시설이 밀집한 올림픽공원(22.8%)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황임(출처: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

획)

◦ 역사문화관광지역이 비교적 넓게 산재해 있는 데, 산재된 역사문화관광자원들을 연결시킬 연계플랫폼

이 미비한 실정임

3) 기회(Opportunity)

◦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사태 등 국내 보건환경 및 국제정세로 인한 위기시기를 제외하고는 한국

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2016년 30.3% 성장, 2018년 15.1% 성장)

◦ BTS 등을 포함한 한국의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

◦ 체험관광, 식도락관광, 공연예술관광,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행태의 다양화로 역사문화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연계된 관광이 부상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개발하여 국제 업무 및 MICE산업 복합 중심지로 육성 계획

4) 위협(Threat)

◦ 2019년 한일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및 경제적 갈등으로 한일 간 관광 교류도 감소 추세에 있음 

◦ 종로구, 중구 등 오랜 기간 외래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였던 문화․  쇼핑 중심지역 외에도 마포구, 강남구 

등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등 서울 자치구간 경쟁도 치열해짐



송파구 역사․문화․관광 자원 현황․환경 분석 45

◦ 일본은 2020년 하계올림픽과 맞물려 2020년까지 인바운드 4,000만명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놓음 

◦ 공유경제, 공정관광 등 관광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속도 및 전략에서 부실 

[그림 3-4] 송파구 역사문화관광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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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광시장 동향 분석

1) 국내 인바운드 관광시장 동향 분석

◦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9년간 매년 평균 8.81% 성장

◦ 2015년 메르스사태, 2017년 사드사태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성장함

         [그림 3-5] 연도별 입국자수 추이

◦ 방한 외래관광객 유형 변화

‐ 2010년에 비해 2018년에는 외래관광객 주요 방한 국가로는 2010년에는 일본(34.4%)이 1위이

었으나 2018년에는 중국(31.2%)이 1위 외래관광시장으로 등극하였음

‐ 주요 방문 연령 1위로는 2010년 30대(18.9%)에서 2018년 20대(24.9%)로 바뀌었음

‐ 성별은 점유율면에서 2010년 대비 2018년은 남성은 3.3% 감소하였고, 여성은 6.2% 증가하였음

‐ 방문 목적은 2010년 대비 2018년 관광은 8.5% 증가하였고, 상용은 2.1% 감소하였음

‐ 여행형태는 2010년 대비 2018년에는 개별여행 17.3% 증가하여 79.9%였고, 단체여행은 17.5% 

감소하여 12.4%여서 주류여행이 개별여행으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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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8년

주요 방한 

국가

주요 방문 

연령

성별

방문 목적

여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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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그림 3-6] 방한 외래관광객 유형 변화

2) 서울 관광시장 동향 분석

◦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방문지 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 N서울타워, 인사동·삼청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율이 감소하

였음

‐ 2017년 대비 2018년 홍대 지역만 5.4% 증가하였음

‐ 송파구의 롯데월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단위 : %)

                         [그림 3-7]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방문지(지역 및 시설)

[표 3-10]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연도별 주요 방문지(지역 및 시설)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명동 N서울타워 홍대
DDP(동대
문디자인
플라자)

강남역 롯데월드
인사동․
삼청동

2018년 5,929 86.2 45.1 40.6 30.4 28.9 27.9 27.9

2017년 5,935 86.2 57.2 35.2 37.4 29.2 29.7 40.4

2016년 2,941 81.5 56.6 38.1 35.9 29.2 34.0 38.5

2015년 1,466 67.5 50.4 30.3 29.0 23.7 36.0 30.9

◦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 4대 고궁은 10.1%, 남산골 한옥마을 11.9% 감소하였음

‐ 2017년 대비 2018년 동대문(흥인지문)만 3.9%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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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그림 3-8]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표 3-11]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4대 고궁
동대문

(흥인지문)
북촌

한옥마을
광화문

남대문
(숭례문)

명동성당
남산골

한옥마을

2018년 4,055 62.4 38.5 32.4 27.4 24.7 10.8 10.7

2017년 4,554 72.5 34.6 35.2 30.9 25.0 12.8 22.6

2016년 2,256 68.2 37.5 31.5 26.1 25.0 9.7 14.6

2015년 1,085 113.1 - 33.3 28.7 7.9 16.6 13.5

◦ 외래관광객의 가장 좋았던 방문지 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 가장 좋았던 방문지는 명동(2.3%), 홍대(5.5%), 롯데월드(2.4%) 증가 추

세임

‐ 2017년 대비 2018년 가장 좋았던 방문지는 N서울타워(4.0%), 4대 고궁(2.1%) 감소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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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그림 3-9]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가장 좋았던 방문지

[표 3-12]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가장 좋았던 방문지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명동 N서울타워 4대 고궁 홍대 롯데면세점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2018년 6,000 52.1 21.9 19.6 18.2 10.9 10.4 8.6

2017년 6,000 49.8 25.9 21.7 12.7 11.1 8.0 8.9

2016년 3,000 41.8 23.9 18.4 13.0 11.6 10.5 7.1

3) 송파구 관광시장 동향 분석

◦ 송파구 방문 현황 및 추이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서울 방문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다시 잠실 방문비

율을 추정하여 송파구 방문 외래관광객수 추정함

-2018년 송파 방문 외래관광객수는 343만여명으로 추정됨

-송파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1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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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0] 외래관광객 방문자수 및 방문 추이

 [그림 3-11] 외래관광객 서울 방문 및 송파 방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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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송파 외래관광객 방문자수 및 방문 추이

연도 외국인관광객 서울방문비율 서울방문자수 송파방문비율 송파구방문자수

2010년 8,797,658  80.3 7,064,519  25.3 1,787,323  

2011년 9,794,796  79.7 7,806,452  25.8 2,014,065  

2012년 11,140,028 82.5 9,190,523 23.3 2,595,627

2013년 12,175,550 80.9 9,850,020 24.3 2,958,659

2014년 14,201,516 80.4 11,418,019 19.0 2,698,288

2015년 13,231,651 78.7 10,413,309 18.4 2,434,624

2016년 17,241,823 78.0 13,448,622 18.6 3,206,979

2017년 13,335,758 78.8 10,508,577 18.6 2,480,451

2018년 15,346,879 79.4 12,185,422 22.4 3,437,701

평균증가율 　 　 12.0%

자료: 송파구 내부자료

(단위 : 명, %)

◦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가장 인상 깊었던 방문지 분석

‐ 송파구의 잠실은 서울시 주요 관광지중 1순위에서는 7위(2.4%)이고 중복응답에서는 8위(9.0%)

로 나타남. 즉, 전통적인 쇼핑관광지역인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의 지역에 비해서는 인상 

깊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

[그림 3-12]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가장 인상 깊었던 방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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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국내 역사문화관광 정책개발 분석

4_해외 역사문화관광 정책개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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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유사사례 및 성공모델 조사

1 부여

1) 개관

위치
∙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동쪽은 논산시, 서쪽은 서천군·보령시, 남쪽은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 

익산시, 북쪽은 공주시·청양군과 접하고 있음

역사
∙ 538년(성왕 16)에 백제는 웅진(熊津)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바꾸었음. 그 뒤 6대에 걸쳐 120여 년 동안 백제의 수도로서 전성기를 누렸음. 번성기에는 가구수가 
13만여 호에 달했으며, 이 시기에 문화의 꽃을 피웠음

관광

∙ 538년에 백제가 도읍을 옮겨온 이래 122년간 찬연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으로 많은 유물·유적과 
경승지가 산재해 있어 고적답사 및 관광을 위해 많은 내외국인이 찾고 있음

∙ 백마강·부소산·낙화암 등은 사철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서 이 지방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음. 연중 일반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일본인 
탐방객들도 자주 다녀가고 있음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부여군 홈페이지

2) 역사문화자원(유물 ․ 유적)

선사시대 
유적

∙ 초촌면의 부여 산직리 지석묘(충청남도 기념물 제40호)를 비롯해 부여읍·구룡면·규암면·은산면·초촌
면 등지에 기반식 및 탁자식 고인돌이 산재함

청동기시대
유물

∙ 군내에서 간돌화살촉·간돌검·돌도끼·세형동검·칼자루끝장식 등 많은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됨

백제시대 
유적․유물

∙ 고분 - 백제 부여시대의 왕과 왕족의 묘로 추정되는 부여읍의 부여 능산리 고분군(扶餘陵山里古墳群,  
       사적 제14호) 등

∙ 산성 - 백제 도성의 일부였던 부여읍 쌍북리의 부여 부소산성(扶餘扶蘇山城, 사적 제5호) 등
∙ 궁성 - 석성면 현내리의 부여 석성산성(扶餘石城山城, 사적 제89호) 등
∙ 불교문화재 - 부여읍 동남리의 부여 정림사지(扶餘定林寺址, 사적 제301호)에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보물 제108호) 등

백제 이후 
기타

유적․유물

∙ 유교문화재 – 동남리의 부여향교(충남 기념물 제125호), 석성리의 석성향교(충남 기념물 제126호)  
∙ 무형문화재 – 은산리의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국가무형문화재 제9호), 내지리의 내지리      

             단잡기(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등 
∙ 기타 문화재 – 고려 무량사 극락전(보물 제356호),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  

              장하리 삼층석탑(보물 제184호), 부소산 낙화암(충남 문화재자료 제110호) 등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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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산 낙화암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왕릉원(능산리 고분군)

자료: 부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buyeo.go.kr)

3) 역사문화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은 지리적 인접성, 관광테마   

                                성격에 근거하여 대체로 3개 코스로 이루어짐

① 지리적 인접성

◦ 1코스 - 부소산 코스로 삼충사·영일루·군창지 및 궁녀사당·송월대·사비루·백화정·낙화암·고란사·부소

산 입구임 

◦ 2코스 - 부여읍 관광 코스로 박물관·부소산성·구드레·청산성·쌍북리 도요지·정림사지·나성·궁남지·망

해정·부여향교·능산리 고분군·청마산성임

◦ 3코스 - 백마강 코스로 부소산성·조각공원·구드레나루·규암나루임

② 관광테마 성격

◦ 절터 코스 : 정림사지-동남리사지-군수리사지-임강사지-능산리사지-호암사지-왕흥사지

코스 간략보기 지도상 위치

자료: 부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buye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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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 코스 : 부소산성-청마산성-부여나성-성흥산성

코스 간략보기 지도상 위치

자료: 부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buyeo.go.kr)

◦ 백마강 코스 : 천정대-조룡대-부산-수북정

코스 간략보기 지도상 위치

자료: 부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buyeo.go.kr)

4) 백제문화단지

◦ 개요

‐ 구성 : 3,299천㎡(100만평) 규모를 자랑하는 백제문화단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74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인 사비성(왕궁, 능사, 생활문화마을 등), 백제역사문화관, 한국

전통문화학교와 민자시설인 숙박시설(콘도, 스파빌리지), 테마파크, 테마 아울렛, 체육시설(대중

골프장) 등으로 구성됨

‐ 계획 : 1993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 백제문화단지 기공식을 거행한 이

래, 현재 공공시설은 완공하였고 테마파크 등 일부 민자시설은 2017년까지 준공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역사테마파크로 육성할 계획임 

‐ 백제문화단지 특성: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곳으로 왕궁/사찰의 하앙(下昻)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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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청아하고 은은한 단청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으로 사비성의 모든 건물마다 백

제시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사실적 재현을 통하여 백제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백제역사문화관 특성: 전국 유일의 백제사 전문박물관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여

주는 상설전시실을 비롯하여 기획전시실, 금동대향로극장, i-백제 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ㆍ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백제문화단지 구성

‐ 사비궁 :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 왕궁의 모습을 최초로 재현한 대백제의 왕궁. 사비시기 중궁을 

재현한 천정전이 있는 중궁전, 왕과 신하들의 집무공간인 문사전, 연영전이 있는 동궁전, 무관에 

관한 집무공간인 무덕전이 있는 서궁전 등으로 구성됨  

천정전 문사전 무덕전

자료: 백제문화단지 홈페이지(http://www.bhm.or.kr)

‐ 능사 :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 왕실의 사찰로 원형과 같이 1:1로 재현함 

능사 5층 목탑 대웅전 자효당

자료: 백제문화단지 홈페이지(http://www.bh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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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성 :  백제 한성시기(B.C. 18~A.D. 475)의 도읍을 재현함

위례성 고상가옥 위례궁

자료: 백제문화단지 홈페이지(http://www.bhm.or.kr), 구글이미지

‐ 생활문화마을 : 백제 사비시대의 계층별 주거유형을 보여주는 곳임

오경박사 단양이의 집 계백장군댁(군관주택) 사택지적댁(귀족주택)

자료: 백제문화단지 홈페이지(http://www.bh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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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

1) 개관

위치
∙ 충청남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동쪽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서쪽은 예산군·청양군, 남쪽은 

논산시·부여군, 북쪽은 천안시와 접하고 있음

역사

∙ 공주가 역사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백제의 웅진천도가 이루어지면서부터임.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침으로 백제의 한성(漢城)이 점령당하고 개로왕(蓋鹵王)이 피살되자 왕제 상좌평(上佐
平) 여도(餘都)가 즉위해 문주왕(文周王)이 되었는데, 문주왕은 목협만치(木劦滿致)와 조미걸취
(祖彌桀取)의 도움으로 도읍을 웅천(熊川) 즉 공주(公州)로 옮기고 고구려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산성을 쌓았음

관광

∙ 계룡산과 금강이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자연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공주시 일대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물과 유적들이 많은 곳으로서 연중 국내외의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주요 관광코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시내의 무령왕릉, 공산성, 곰나루 국민관광지,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등을 거쳐 창벽에 이르는 코스, 공주시에서 사곡면 마곡사에 이르는 코스 
등이 있음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역사문화자원(유물 ․ 유적)

선사시대 
유적

∙ 공주 장기면의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은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조사된 구석기 유적으로 이름이 
높음

청동기시대
유물

∙ 반포면 국곡리, 사곡면 호계리, 탄천면 성리, 이인면 초봉리에서 고인돌이 발견되었으며, 탄천면 
남산리·가척리 등에서 선돌이 발견됨 

백제시대 
유적․유물

∙ 고분 -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웅진동·박산소·오곡동 등이 있음.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에는 백제시대의 왕릉급 무덤이 있는데 1호·4호·6호·29호(궁륭상 석실분), 
2호·3호·5호·7호(횡혈식 석실분), 6호(전축분), 8호(수혈식 석실) 등 여러 형식이 있음. 무령왕릉은 
전축분으로 그 안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됨

∙ 가마유적 – 백자가마로는 반포면 봉곡리·학봉리·온천리·송곡리, 신풍면 쌍대리, 의당면 덕학리·도신리 
유적이 있음. 토기가마로는 정안면 월산리, 반포면 온천리, 의당면 중흥리, 신풍면 동원리 유적이 
있음 

∙ 산성 - 산성동의 공주 공산성(公州公山城, 사적 제12호)을 비롯하여, 한산성(韓山城)·공주 
옥녀봉성(玉女峰城, 충청남도 기념물 제99호) 등이 있음 

∙ 사지 - 공주 수원사지(公州水源寺址, 충청남도 기념물 제36호), 공주 서혈사지(公州西穴寺址, 
충청남도 기념물 제37호) 등이 있음

∙ 불교문화재 - 사곡면 운암리의 마곡사(麻谷寺) 경내에 감지은니(紺紙銀泥)묘법연화경 권1∼7(보물 
제269호)·마곡사 대웅보전(보물 제801호)․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탱(보물 제1260호) 등이 있음

백제 이후 
기타

유적․유물

∙ 유교문화재 – 공주향교(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75호), 반포면 공암리에 충현서원(忠賢書院,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0호)·충현서원 유적(충청남도 기념물 제46호) 및 명탄서원(鳴灘書院)과 
용문서원(龍文書院) 등이 있음  

∙ 무형문화재 – 계룡 백일주(鷄龍百日酒,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 공주 탄천장승제(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8호),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무형문화재 제23호) 등이 있음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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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마곡사

자료: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gongju.go.kr)

3) 역사문화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역사문화 기반한 2개 투어코스로 이루어짐

① 왕도 투어

◦ 코스 : 웅진백제역사관 – 송산리고분군 – 숭덕전 – 국립공주박물관 – 선화당 – 한옥마을 – 고마아트센터

자료: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g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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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백제역사관 

• 개관 및 위치: 2013년 개관한 웅진백제역사관은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송산리 고분군에 자리함
• 건축물 특성: 건물의 외곽선은 금강의 물줄기를 형
상화한 곡선임. 외벽은 무령왕릉의 전축분 구조의 형
태로 만들어 역사성을 높였음. 상부에는 무령왕릉을 
상징하는 반원형의 돔구조물을 설치했음. 
• 역사관 특성: 역사관은 전시홀, 영상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로 구성돼 있으며 각 전시관별
로 테마를 입히고 이야기 담아 백제의 문화, 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웅진백제역사관 외관

자료: 다음백과(https://100.daum.net/encyclopedia), 구글이미지

◦ 송산리 고분군 

  

• 규모 및 면적: 7기 238,301㎡
• 정의: 충남 공주시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벽돌무
덤․굴식돌방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이자 사적
• 내용: 송산리 고분군에는 현재 백제시기의 고분 7기
가 전시되고 있고 이중에는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
릉이 포함되어 있고, 1985년부터는 무령왕릉의 모형
전시관도 마련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음. 송산리 
고분에 위치하고 있는 고분들의 주인공에 대하여는 
처녀분으로 지석(誌石)이 출토된 무령왕릉을 제외하
고는 자세하게 알 수 없음.  

송산리 고분군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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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당

  

• 규모 및 면적: 정면 8칸, 측면 4칸
• 정의: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내에 있는 조선후
기 충청도관찰사의 감영에 설치된 관청. 시도유형문
화재.
• 내용: 정면 8칸, 측면 4칸의 익공계(翼工系) 맞배지
붕건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92호. 긴 댓돌을 1m 
높이로 포개 쌓아 만든 기단 위에 세웠고, 내부는 칸을 
막지 않고 전체를 통간으로 처리하였으며, 앞뒤로 2줄
의 고주(高柱)를 세웠음.

선화당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공주 한옥마을

  

• 개촌일: 2010년 9월
• 위치: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무령왕릉과 
국립공주박물관 사이에 있음   
• 객실수: 단체동(6동 37실), 개별동(16동, 20실)
• 부대시설: 오토캠핑장 2대, 야외바베큐장 7개, 다목
적실 1실 
• 특성: 공주한옥마을은 한국 전통난방으로 구들장 체
험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되었고, 친환경 건축양식인 
소나무·삼나무 집성재 사용, 도시·현대인들이 머무는
데 편리하도록 설계된 신 한옥으로, 가족여행, 수학여
행, 기관·단체의 워크숍이 가능함 

공주 한옥마을

자료: 공주한옥마을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hanok),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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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센터 고마

• 위치: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공주시 국립공주박물
관과 한옥마을 옆에 위치함

• 특성: 수준 높은 전시와 다양한 세미나를 할 수 있음

아트센터 고마

자료: 아트센터 고마 페이스북(www.facebook.com/pg/artcentergoma)

② 시티 투어

◦ 봄코스 : ①충남역사박물관-②영명학당-③포정사 문루-④공주역사영상관-⑤송산리고분군        

          -⑥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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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역사박물관 영명학당 포정사 문루 공주역사영상관 공산성

자료: 구글이미지

◦ 가을코스 : ① 국립공주박물관- ② 송산리고분군- ③ 마곡사 

국립공주박물관 송산리고분군 마곡사

자료: 공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g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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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외 유사사례 및 성공모델 조사

1 일본

1) 규슈 사가현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 개념 

‐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야요이(彌生)시대 유적 중 요시노가리 유적은 사가현(佐下縣) 

간자키(神崎)군 간자키정(神崎町), 미타가와초(三田川町), 히가시세후리무라(東背振村) 등 3개 

마을에 걸친 일본 최대의 유적으로 야요이시대 「구니」의 중심적인 취락의 전모와 야요이시대 

600년간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곳임

◦ 의미 

‐ 일본 고대 역사를 해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와 정보가 집결된 장소임

‐ 유병동검(有柄銅劍)이나 유리제관옥(管玉) 등의 출토품은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높

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임

◦ 복원된 건물

역사공원 지도 및 복원 건물 복원된 건축물들(북내곽)

자료: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홈페이지(http://www.yoshinogar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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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요시노가리 유적 전경 복원된 건축물들(북내곽)

요시노가리 유적 옹관묘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전시관의 야요이 토기들

자료: 구글이미지

◦ 공원 정비

‐ 정비 결정 : 1992년 일본 각료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공원이 설치됨. 이 유적은 주변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함께 보존함과 동시에 널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

로 도시공원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근거해서 일본 고유의 뛰어난 문화적 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공원으로서 그 설치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함

‐ 장소 및 크기 : 일본 고유의 뛰어난 문화적 자산인 요시노가리 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가현 간자키군 간자키초 오아자 시와야 및 오아자쓰루 미타가와 오아자 다테 및 히가시

세후리무라 오아자 오마가리 일대 면적 약 54헥타르를 국영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을 설치함

‐ 근거 : 국가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요시노가리유적 야요이시대의「구니」의 중심적인 취

락의 전모를 보여주는 현존하는 일본 최대의 유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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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슈 나라현 아스카 역사공원 4)

◦ 요약 

‐ 일본 나라현(奈良県) 아스카촌(明日香村)에 있는 국영공원(国営公園)임

◦ 개념 

‐ 총 면적 약 60헥타르이며 아스카(飛鳥)의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목적으

로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1971년부터 공원 도로와 광장 등을 정비한 공원임

◦ 공원 구성 

‐ 공원은 각각 특색을 살린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수 숙박시설이 있는 이와이도(祝戸) 

지구, 이시부타이고분(石舞台古墳)이 있는 이시부타이 지구, 전망대에서 아스카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마카시노오카(甘樫丘) 지구, 다카마쓰즈카고분(高松塚古墳)과 아스카역사공원

관, 다카마쓰즈카벽화관이 있는 다카마쓰즈카(高松塚) 주변 지구, 기토라고분(キトラ古墳) 벽화

가 발견된 기토라고분 주변 지구가 있음.

[그림 4-1] 아스카 역사공원 지도
     자료: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4) 두산백과 내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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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부타이 고분 다카마츠 고분

기코라 고분 국영 아스카 역사문화관

자료: 구글이미지

3) 오키나와 슈리성/나키진 빌리지(세계문화유산) 5) 

① 슈리성(首里城) 공원

◦ 요약 

‐ 류큐 왕국의 번영을 말해주는 진홍의 세계유산이고 류큐왕국의 정치․외교․문화의 중심지로 위용

을 자랑하던 슈리성. 2000년 12월 ‘류큐왕국 관련 유산군’이 일본에서 11번째 세계유산으로 문

화유산에 등록됨. 슈리성 공원은 류큐왕국 시대 모습을 복원하여 정비되어 있음.

◦ 개념 

‐ 류큐 왕국의 정치․외교․문화의 중심지로 위용을 자랑하던 슈리성. 장엄한 성문을 여러개 지나가면 

나타나는 정전은 류큐 왕국 최대의 건물임. 중국과 일본의 축성 문화를 융합한 독특한 건축 양

식과 석조 기술의 높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되어 있음. 슈리

5) 오키나와 관광정보 사이트 내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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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원 원내에는 수레이문, 원비야 타케시 석문, 엔각 절터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음    

◦ 시설 구성 

‐ 공원의 장엄한 성문을 몇 개 지나면 드러나는 세이덴(正殿)은 류큐왕국 최대의 건조물임. 원내

에는 슈레이몬(守礼門), 소노햔우타키 석문(園比屋武御嶽石門), 엔카쿠지터 등의 문화재가 곳곳

에 점재되어 있음.

슈레이몬(守礼門) 슈리성

소노향우타키 석문 긴카이몬

자료: 구글 이미지, 수리성 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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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1) 베트남 하노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유적지 6)

‐ 역사․ 예술적 건축 ․ 고고학 유적지 : 꼬로아 성채(Co Loa)

‐ 역사유적․ 명소 : 호안끼엠 호수(Hoan Kiem Lake), 옥산사(Ngoc Son Temple)

‐ 역사․ 예술적 건축 유적지 : 문묘(Van Mieu)

2) 하노이 주요 역사문화유적 

◦ 탕룽 황성

위 치 ∙ 베트남 하노이 호앙지에우 거리

주요 시설 ∙ 황성 북문, 궁전 계단, 박물관 

개 요

∙ 탕롱 황성의 기본적인 구조는 1010년에 레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고, 후대의 황제들에 의해 점차 
확장되었음. 1810년에 응우옌 왕조가 후에 황성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지였음. 프랑스 통치시대에는 이곳에 통킹 지바의 정청을 두어 행정의 중심으로 삼았음. 
1945년 일본군이 프랑스군 포로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사용됨. 2010년 탕롱 황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됨. 19세기에 프랑스 군대가 하노이를 강제적으로 점령하며 황성의 
건물들이 대거 허물어졌고, 20세기에 들어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들이 거의 모두 무너져 내렸음. 
21세기가 되서야 제대로 된 발굴과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음.

탕롱 황성 정면 탕롱 황성 야경 탕롱 황성 측면

자료: 구글 홈페이지

6) (응웬 투 프엉, 2018)논문에서 일부 발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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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묘(文廟)

위 치 ∙ 베트남 하노이 동다군

주요 시설 ∙ 진사제명비, 규문각 

개 요

∙ 공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1070년에 세워졌으며, 1076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으로 유학자를 
양성하였음. 경내는 벽을 경계로 모두 다섯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문은 왕만이 출입했고, 
좌우측 출입로는 일반인들이 출입했다. 경내 좌우에는 거북 머리 대좌를 한 82개의 진사제명비가 
있고, 여기에는 1442년~1787년간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이 새겨져 있음. 
특히 정문에서 들어가면 1805년에 건축된 규문각(Khuê Văn Các, 奎文閣)이 있는데 옛날에 
유학자들이 규문각에 올라가 시문 창작, 담론 또는 향유 활동을 하였는데 현재 규문각은 1000여 
년의 문화 역사를 담겨있는 하노이시의 상징이며 베트남 사람의 호학정신을 상징하는 건축물 있음

문묘 전경 규문각 진사제명비

자료: 위키피디아 홈페이지(https://ko.wikipedia.org)

◦ 꼬로아 성(城古螺)

위 치 ∙ 베트남 하노이 북쪽 20km 동아인현

주요 시설 ∙ 두 개의 외성벽, 사각형 모양의 내성

개 요
∙ 기원전 257년 홍방 왕조 말기에 퐁케 근처에 세워진 성채임. 당시 도읍을 만들 때는 원형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이름은 베트남식 한자 꼬로아(古螺)는 ‘오래된 나선’이라는 의미를 가짐. 이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의 동선 문화 등 여러 문화를 찾을 수 있는 유적임.

꼬로아 성 전경 꼬로아 성 외성벽 꼬로아 성 항공사진

자료: 위키피디아 홈페이지(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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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박물관(Hanoi Ho Chi Minh Museum) 

‐ 1990년 5월 19일,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호찌민의 활동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관

하였음. 구소련의 원조를 받아 레닌 박물관의 전문가가 설계와 내부 장식을 담당했음. 호찌민 생

가 모형, 애장품, 편지 등 호찌민 생애와 관련된 모든 물품이 전시되어 있음. 과거관과 미래관으

로 구분된 전시실에는 평화, 행복, 자유 등을 상징하는 외국 작가의 현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

음. 

[표 4-1]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① 호치민 박물관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中 中 下

특성

∙ 호안끼엠 호수 주변의 도심을 
중심으로 택시로 20여분 거리이
고 도보로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지역에 위치함 

∙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
치민 생가모형, 애장품, 독립활동
내역 등 호치민 생애와 관련된 물
품 및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음. 많
은 방문객들에 비해 매력도는 높
지 않음. 실내 호치민 동상이 인상
적임.

∙ 지하에 매점과 기념품점이 있는
데 박물관 규모에 비해 매우 부실
해 보임.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원주탑(Chua Mot Cot) 

‐ 베트남 국보 1호로, 1049년 리 왕조 제2대 왕이 관음보살의 꿈을 꾼 후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건축했음. 하나의 큰 기둥위에 사당을 얹은 구조는 연못 

위에 줄기를 세우고 꽃을 틔운 연꽃을 재현했음. 현재의 탑은 1954년 프랑스 군대에 의해 파손

되었고 그 다음해 복원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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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② 원주탑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中 中 中

특성
∙ 호치민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서 호치민 단지 방문자에게는  접
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임

∙ 현지인 및 관광객들이 소원 성
취를 기원하며 많이 찾는 곳임에 
비해 볼거리가 매력적이지는 않
음

∙ 주변에 열대과일 판매상 등 노
점 등이 즐비한 편이라 동남아 특
유의 관광지 분위기 연출하며 먹
거리를 제공함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응옥선 사당(Den Ngoc Son) 7)

‐ 베트남 하노이 구시가지의 중심인 호안 끼엠 호수(Ho Hoan Kiem)안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지

어진 사당으로 호수 북쪽에 위치함. 몽골의 침략을 무찌른 13세기 베트남의 전쟁 영웅 쩐 흥 다

오(Tran Hung Dao)를 비롯해 문(文)·무(武)·의(醫)의 세 성인을 모신 공간임. 사당이 있는 섬

에 가려면 테 훅(The Huc)이라는 이름의 멋진 붉은색 나무 다리를 통해서 건너야 함. 호수와 

나무에 둘러싸여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음. 건물 내부에는 1968년에 호안 끼엠 호수에서 잡혔다는 몸길이 2m가 넘는 거대한 거

북이가 박제되어 있으며, 자그마한 기념품 상점도 있음.

7) 각주 샘플: [네이버 지식백과] 응옥썬 사당 [Den Ngoc Son]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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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③ 응옥선 사당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上 上 中

특성
∙ 하노이 구시가 중심 호안끼엠 
호수 내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

∙ 붉은 다리와 박제된 2m의 거대
한 거북이 인상적임. 붉은 다리, 
성자들 문화유적, 거북이가 절묘
하게 조화되며 매력을 발산하는 
공간임  

∙ 호수 안의 작은 섬으로 특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주변 도심과의 연계성이 뛰어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임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성요셉 대성당(Den Ngoc Son) 8)

‐ 1886년 건축된 네오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영감을 받음. 실내에는 

섬세하고 화려한 금장식과 스테인드글라스가 한데 어우러져 유럽의 어느 성당 못지않게 아름다

움. 성당 앞에는 마리아상이 서 있고 그 주변으로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 숍들이 들어서 있어 대

성당을 바라보며 식사나 차를 즐길 수 있음.

8) 정승원, [셀프트래블 베트남], 2019, 상상출판에서 발췌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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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④ 성요셉 대성당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上 中 中

특성
∙ 호엔끼엠 호수 서쪽편에 위치해 
있고 호수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임

∙ 독특한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이 
있으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가
이드 투어 등이 결여되어 있어서 
매력도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님

∙ 주변 상점들과 상인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겐 편리한 측면도 있
으나 주변 환경이 깔끔하지는 않
음

사진

자료: google.com

3 마카오

1) 마카오 

◦ 역사 요약(다음백과 참조로 내용 요약함 9)

‐ 1513년 포르투갈 범선이 처음 주장강 어귀에 닻을 내린 이래 포르투갈인들이 정기적으로 마카

오에 왔음

‐ 1553년 중국과의 정식 교역이 이루어진 후,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중요한 화물집산지가 되었음

‐ 1888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99년 12월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며, 홍콩과 마찬가지로 

1국 2체제의 적용을 받는 특별행정구가 되었음

◦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 마카오에는 30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이를 둘러보는 것만 해도 좋은 문화관

9)https://100.daum.net/encyclopedia에서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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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코스가 됨

‐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의해 오랫동안 형성된 문화가 마카오의 독특한 풍경과 관광지로 남아있음

‐ 마카오의 문화관광은 물결 무늬의 타일로 유명한 세나도 광장, 펠리시다데 거리, 성 바울 성당, 

마카오 최대의 도교 사원이며 1488년 건립된 아마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조성된 타이파 지역의 주택박물관과 역사박물관도 마카오의 근대사를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짐

◦ 세나도 광장(Largo do Senado, 議事亭前地) 10)

‐ 시의회 건물이 있는 주 도로에서 성 도미니크 교회까지 이어지는 3,700m의 바닥이 물결 모양 

모자이크로 제작된 세나도 광장은 낮과 밤의 느낌이 확연히 다름.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광장 주변에 있는 파스텔 톤의 유럽풍 건물과 어우러져 작은 유럽을 방불케 함. 광장 주변을 돌

아보면 마카오를 다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카오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임. 세

나도는 포르투갈어로 ‘시청’이라는 뜻으로, 이곳을 지나 마카오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관광지들이 

펼쳐짐. 

[표 4-5]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① 세나도 광장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上 上 上

특성

∙ 마카오 반도 도시 중심에 위치
∙ 호텔마다 무료셔틀이용
∙ 주변 도밍고 성당, 성바울 성당 
유적, 몬테 요새, 마카오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이동 편리  

∙ 광장이 타일 바닥으로 디자인되
어 특별한 느낌이며 파스텔톤 주
변 건물과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
둔 트리 및 조명 설치로 매력적 공
간이 연출됨

∙ 광장을 둘러싼 파스텔톤 건물 1
층에 화장품점 등 다양한 상점들
이 입점하여 쇼핑하기에 편리함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성 도미니크 성당(St. Dominic’s Church) 11)

‐ 마카오 최초의 성당으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17세기 스페인의 도미니크 수도회에 의해 세워졌

10) ENJOY홍콩․ 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11) ENJOY홍콩․ 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한성백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역사․문화 연계 관광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76

고, 1997년 완벽하게 복구되었음. 하얀색과 초록색 창문으로 건물 외관을 장식하였고, 크림 빛 

성당의 내부는 화려한 장식의 제단과 아기자기하면서도 디테일 장식으로 더욱 성스럽게 느껴짐. 

아름답고 섬세한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포르투갈에 맞서 스페인을 지지하던 장교가 이곳 제단에

서 살해되기도 한 격동의 세월을 머금고 있음. 현재는 박물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 

성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각과 그림, 물품을 전시하고 있음. 매년 5월에 있는 파티마 행렬이 이 

성당에서 출발함.

[표 4-6]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② 성 도미니크 성당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上 中 中

특성

∙ 마카오 여행의 중심지역인 
세나도 광장과 인접해 있음
∙ 성바울 성당과 이어지는 상가 
골목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
성 뛰어남 

∙ 내부는 박물관으로 활용되며 3
층까지 성물들이 정리되어 있음 

∙ 성당 주변에 상점들이 많으며 
쇼핑 면에서 편의성이 뛰어남 

사진

자료: https://blog.naver.com/mgcrazy/60140320374, https://blog.naver.com/osach/144108033

◦ 성 바울 성당(Macau Ruins of St. Paul’s Church, 澳門大三巴牌坊) 12)

‐ 17세기 초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가 마카오에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 설계한 성당으로 마카오

를 대표하는 성당 유적지임. 종교 박해를 피해 나가사키에서 온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1637년부

터 20여 년간 건축되었음. 처음에는 예수회의 대학으로 사용되다가 1835년 태풍과 세 번의 화

재로 인해 본관이 붕괴되었고, 현재는 5단 구조의 정면 벽과 계단, 지하 납골당만 남아 안타까움

을 자아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마카오의 상징물이 되었음.

12) ENJOY홍콩․ 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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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③ 성 바울 성당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上 上 中

특성

∙ 세나도 광장에서 도보 10분거리
로 상점들로 구성된 골목길이 세
나도 광장에서 성바울 성당까지 
이어져 접근성 괜찮음

∙ 마카오 랜드마크로 상징성 강하
고 독특한 건축양식을 자랑함 

∙ 성당 오른편에 공중화장실이 있
으며 다양한 상점들이 성당 초입
까지 위치해 있어서 편의성 좋은
편임 
∙ 작은 광장에서 성당 건물 외벽
까지 계단, 보도, 차도가 구분되어 
잘 정비되어 있음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몬테 요새(Forteleza Do Monte, 大炮台) 13)

‐ 17세기 초에 성 바울 성당과 비슷한 시기에 예수회가 세운 곳으로, 네덜란드 함대가 마카오를 

공격하던 1622년 당시에는 겨우 절반 정도만 건축된 상태임. 그러나 이 요새의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네덜란드의 화약고에 명중하여 전쟁을 결정적으로 승리로 이끌었고 마카오를 구하게 되

었음. 10여 대의 대포가 요새를 빙 둘러 사방을 향해 배치되었지만 지금은 마카오의 시가지를 

훤히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음.

13) ENJOY홍콩․ 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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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④ 몬테 요새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上 上 中

특성
∙ 성바울 성당과 연결된 언덕에 
바로 연결됨

∙ 마카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전
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대포
들이 전시되어 있고 공원, 마카오 
박물관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볼
거리가 풍부함

∙ 몬테 요새 초입에 작은 기념품
점, 매점 등이 있으나 너무 작아 
이용에는 조금 불편하였음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마카오 박물관(Macau Museum, 澳門博物館) (ENJOY홍콩․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 1998년에 개관한 마카오 박물관은 몬테 요새 옆에 위치하고 있음. 450여 년 동안의 마카오의 

역사와 마카오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6,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음. 박물관은 총 3층으로 

마카오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1층에는 유럽과 중국의 문화가 융화되기 전 마카오의 기원 및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2층에는 마카오의 대중예술과 전통 생활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3층

은 마카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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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⑤ 마카오 박물관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中 中 中

특성
∙ 몬테요새와 이어져 있어서 몬테
요새를 가지 않은 경우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님

∙ 마카오의 역사문화를 알 수 있
게 생활상 및 유물을 조성하였으
나 규모가 너무 작음

∙ 특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는 않으나 청결한 편임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기아 요새(Guia Fortress, 東望洋砲臺) (Justgo 홍콩․ 마카오, 2019, 주정미, 시공사 참조 요약)

‐ 마카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요새로, 적이 칩입하거나 태풍이 오면 종을 울려 사람

들에게 알렸다고 함. 1638년 네덜란드 군대로부터 마카오를 지키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실제로 

전투에 이용된 적은 없음.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와 프레스코화가 있는 예배당으로 유명

하며 웨딩 사진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음. 케이블카를 타고 마카오 전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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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⑥ 기아 요새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中 上 上

특성

∙ 시내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으나 
도보 접근은 가능하고 케이블카
가 있어서 접근성이 나쁘지는 않
음

∙ 전망이 좋고 의외로 등대, 성당 
등 볼거리가 많고 올라가는 길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음

∙ 정상에 관광안내소도 작게 있
음. 중간 중간 공중화장실도 적당
한 간격으로 위치해 있음.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타이파 주택박물관(Taipa House Museum, 龍環葡韻住宅式博物館) (ENJOY홍콩․ 마카오, 2019, 최은

주, 넥서스 참조 요약)

‐ 타이파 주택 박물관은 20세기 초에 포르투갈 고위 관리가 지은 집을 마카오 정부가 사들여 만든 

박물관으로 타이파 섬 관광의 1순위로 꼽히는 곳임. 라임색의 화려한 5채의 호화 주택 중 3채를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옛 포르투갈인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박물관 외의 주택은 프라이빗 

파티를 위해 대여를 해 주기도 함. 포르투갈 주택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마네킹이 전시되어 있

고, 마카오 주택 박물관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살았던 거실, 침실, 욕실 등을 그대로 전시해 놓

았음. 그리고 마카오 섬의 주택에는 타이파 빌리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음. 저녁

이 되면 펼쳐지는 멋진 야경 덕에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함. 화려한 조명 아래 멋지게 늘어서 있

는 보리수 나무들과 어우러진 파스텔 톤의 박물관이 더욱 근사하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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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⑦ 타이파 주택박물관 & 빌리지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中 上 上

특성

∙ 베네치안 카지노에서 약간 멀게 
느껴질 정도로 찾기 약간 어려움.
다만, 도심에서 버스로 이동가능
하여 접근성은 보통 수준임

∙ 도착하면 박물관, 아기자기한 
파스텔톤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 
상점로 구성된 빌리지로 볼게 많
음. 사진찍기 예쁜 장소이고, 기념
품점도 있고 매력적 장소임 

∙ 파스텔톤 건물들과 함께 빌리지 
앞쪽에 조성된 쇼핑몰과 시장가
와 식당가는 쇼핑, 먹거리 관광을 
위해서 편의성을 제공함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 더 베네치안 마카오(The Venetian Macau, 澳門威尼斯人) (Justgo 홍콩․ 마카오, 2019, 주정미, 시공사 

참조 요약)

‐ 마카오 최대 규모의 복합 카지노 센터로 크게 카지노, 더 그랜드 캐널 숍, 호텔 등으로 구분됨. 

베니스의 수로가 그대로 재현된 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볼거리도 충분함. 산타루치아를 부르는 

사공이 노를 젓는 곤돌라에 탑승할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파티용 가면을 쓴 무희들이 퍼레

이드를 하며 사진 촬영에도 응해줌. 현재 더 베테치안 마카오는 샌즈 코타이 센트럴에 통합, 운

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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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⑧ 더 베네치안 마카오

평가 접근성 매력도 편의성

평점 中 上 上

특성
∙ 초대형 카지노로 공항, 페리항, 
시내 등 다각도로 접근하는 셔틀
버스로 접근성은 좋은 편임

∙ 카지노, 호텔, 쇼핑몰 등 복합 리
조트 형태로 실내 금빛 화려한 장
식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
도 높은 곳임

∙ 호텔 체류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사진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국내외 역사문화유적지 관광정책개발 유사사례 조사 83

03 국내 역사문화관광 정책개발 분석

1 공주 ․ 부여

1) 공주 ․ 부여 문화관광 정책 배경

◦ 2004년 문화재청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후, 2009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 

짐

◦ 공주시의 기본구상에는 역사문화와 현대의 도시기능이 함께하는 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경관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

◦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시와 부여군은 협력하여 격년제로(홀수 해 공주, 짝수 해 부여) 백제문화제를 개

최하여 백제문화의 발전 및 육성 비전 제시

2) 공주 ․ 부여 문화관광 정책 방향

◦ 공주, 부여 주변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어, 관련 정책사업 개

발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이를 활용한 ‘백제문화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마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주역부터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관광지구, 공주국립박물관 등의 일대

를 관람하는 공주코스가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체험요소가 없는 단순 관람형태임

역사문화와 현대도시기능 결합

역사적 진정성 확보 ․ 주민생활 개선 ․ 지역경제 활성화

1. 고도 골격 구성요소의    

   유기적 연계

2. 구도심 통합적 역사문화

  경관 조성

3. 구도심 활력거점 조성으

로 도시기능 유지 및 강화
[그림 4-2] 공주시 문화관광 정책 비전 및 목표

자료: 공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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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 ․ 부여 문화관광 정책 사업

◦ 공주와 부여, 세종을 잇는 2층 투어버스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주시티투어 버스운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투어 및 백제 역사 경험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신바

람 공주 시티투어’ 운영하고 있음

◦ 대전, 공주, 부여, 익산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백제역사문화권 관광을 함께 음식, 체험, 여행 등

의 키워드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유적지, 맛집 등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여 백제역사에 대한 퀴즈를 풀어가는 체험형 프로그램(금

강백제권역 역사 미션 스토리투어)으로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야 함 

◦ 유치원생, 초중생, 가족단위의 그룹을 주 타겟으로 잡고 체험관광을 공주와 부여의 정책으로 삼고 있음

◦ 공주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송산리고분군 무령왕릉, 웅진백제의 공산성, 전통사찰 마곡사 등의 문

화유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공주밤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함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베트남과 연계하여, 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해, 백제문화제홍보관을 20여일 

간 운영하고 공주시와 부여군의 먹거리, 숙박시설 홍보와 함께 백제복식체험, 포토존 등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기도 함

◦ 이 밖에도 주요 정책사업으로 ▲박제된 백제문화 찾기 캠페인 ▲역사문화 해설자 양성 ▲원스톱 백제

문화 이야기 테마관광 ▲백제문화전통사업지구 조성 ▲서민형 한옥촌 조성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 

등이 있음

※ 백제문화제 주요 프로그램

1. 백제 멀티미디어쇼: 백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 레이저, 워터스크린으로 표현

2. 백제메이즈, 왕의 미로: 백제금동대향로 15개의 비밀: 백제금동대향로를 테마로 한 미로 탈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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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

1) 익산 문화관광 정책 배경

◦ 오랜 역사의 백제문화재를 다시 평가하여, 왕도익산의 위상을 부활시키고자 함

◦ 500만 관광도시 조성 전략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 추진에 나섬

2) 익산 문화관광 정책 방향

◦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익산을 위한 2019년 관광정책에는 ▲관광 앵커시설 ‘왕궁 포레스트 어드벤

처’ 조성 ▲시티투어 확대 운영 ▲MICE산업 집중 육성을 2019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

◦ 익산의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3대 기본계획에 ▲왕도시민 ▲왕도복원 ▲왕도경영을 두고, 백

제문화재 원형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구현을 하고자 함

◦ 역사문화 현장박물관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역사에 기반한 콘텐츠 육성을 위한 

창작클러스터화 추진 계획을 갖고 있음

3) 익산 문화관광 정책 사업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왕궁 일대에서 ‘익산문화재 야행’ 행사를 개최하고,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 야숙 8개의 테마로 야간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유산과 주변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역사체험 활동 제공함

◦ 또한, 인근의 유적전시관에서는 백제관련 의복을 입는 어좌체험, 3D체험, 목판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함

◦ 활용가치가 높은 역사자원을 재정비하고, 역사탐방로를 특성화하여 고도 체류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역사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도시

살기좋은 도시, 역사문화 첨단산업

교통⸳물류

도시

첨단산업

도시

문화⸳관광

도시

교육⸳복지

도시

녹색환경

도시

[그림 4-3]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비전

자료: 익산시(2016), 익산 역사문화도시 및 창조도시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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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중임

[표 4-13] 익산 문화관광 정책사업

3 경주

1) 경주 문화관광 정책 배경

◦ 경주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타지역에 비해 관광도시, 역사도시라는 불리며 관광산업이 우

위에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해지며 침체기를 겪기도 함

◦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유적지 정비와 교통망 재정비 등을 통해 문화관광도시

로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음

◦ 스토리텔링을 통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역사문화조성사업 추진을 타진중

◦ 경주 이외에도 부여, 공주, 익산 등 옛 도시를 보존하기 위한 ‘고도지구 지정’제도 정책을 중앙정부 이

외에도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여, 선정 및 육성 추진함

2) 경주 문화관광 정책 방향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성백제박물관은 학술교류 MOU 체결 후, 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의 협력, 

학술자료 공개, 공동전시 개최를 통한 백제의 문화재에 관한 결과물을 공개하기로 함

◦ 역사문화자원의 재정비를 통해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2006~2020)로 추진방향 마련함

◦ 2030경주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역사⸳문화⸳관광 MICE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세계적인 역사⸳관광 도시 

조성에 계획 방향을 두고 있음

구 분 사 업

왕도시민
역사문화 생활클럽
주민가이드 육성
역사&예술 감성교육

왕도복원

익산왕도 미래유산센터 
고도익산 디지털 라이브러리
왕도익산 미니어처파크
백제문화 디지털 문화관
왕궁체험단지 ‘무왕’ 조성
홀로그램 ‘고도’ 부활

왕도경영 역사고도문화마라톤

자료: 익산시(2016), 익산 역사문화도시 및 창조도시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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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 문화관광 정책 사업

◦ 경북문화재단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주의 

신라문화권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고, 전통놀이체험, 한옥체험 등 한국의 신라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 ‘문무왕’이라는 인물을 키워드로 제작한 뮤지컬을 개발하여,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여 경주를 찾

는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과 함께 한국의 역사에 관한 뮤지컬을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 제시하며, 문

무대왕과 연계한 해양문화창조사업 추진 예정

◦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용으로는 ▲도심고분공원조성사업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사업 ▲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월성 혜자 발굴복원사업 ▲경주 읍성 정비 복원사업 ▲역사문화도시 조성

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 또한, 유교문화자원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 문화벨트 조성을 추진 중(독락당-옥산서원-구강서원-양

동마을-동강서원)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

역사․ 문화적 환경의 정비와 

보존
문화․ 유산의 정비와 복원

문화․ 유산 보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시가지 유적 외관           
  순환교통체계 구축
-한옥보존지구 정비

-신라왕경 관련 유적 정비 및  
  복원
-남산일대 신라불교성지      
  유적정비
-경주시내 및 외곽주요       
  유적정비와 복원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기구  
  확대
-문화재 관련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경주문화재 보존복원 법인   
  설립

 

[그림 4-4] 경주시 문화관광 정책방향

자료: 경상북도(2015), 세계유산문화융성복합단지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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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2014~2020)

-문화⸳관광부분 계발계획

1.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2. 국제적 보문관광단지 조성,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

3. 경주역사문화관건립, 영웅 도시 조성

4. 도심고분군 재정비

5. MICE산업 육성, 문화융성프로젝트 조성

4 전주

1) 전주 문화관광 정책 배경

◦ 1930년대 전주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거대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2002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이 되며, 새로운 관광전략 수립

◦ 2030전주문화비전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장기 문화정책 추진

2) 전주 문화관광 정책 방향

◦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트폴리스 구현을 전주시 미래상의 방향으로 두고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두고 있음

◦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비전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 설정하였음

◦ 전주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새롭게 육성하고, 전주만의 콘텐츠 발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역사도시 문화예술도시 관광거점도시

-전통문화 가치상승, 활용증대
-역사자원의 정비 및 보전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한옥마을 활성화

-한스타일문화사업 육성
-문화역사자원 발굴 및 자원화
-컨벤션센터복합타운 조성

-관광거점도시 위상제고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그림 4-5] 전주시 문화관광 정책방향

자료: 전주시(2012),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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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주 문화관광 정책 사업

◦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교육콘텐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전주 야행’프로그램은 밤거리를 거닐며, 골목마다 숨겨진 전주의 문화

유산을 찾는 체험 행사임

◦ 전주시는 8가지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시간 및 테마별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주소식 온통’ 웹진을 만들어, 전주시의 행사 및 소식 등을 받아볼 수 있음

◦ 전주시는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하고 있

음

◦ 또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개발 및 디지털아트와 문화유산접목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하여 문화

관광 활성화 계획함

◦ 2007년부터 전주역사둘레길 조성 및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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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 역사문화관광 정책개발 분석

1 일본

1) 일본 문화관광 정책배경 및 방향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참조)

◦ 2016년 아베 수상은 일본의 문화재를 ‘보존’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선언하며 관광객의 시선으로 새로

운 관광비전 제시함 

◦ 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청, 관광청이 함께 연계 추진함

내일의 일본을 뒷받침할 관광비전

3대 시점 및 10대 개혁

1. 관광자원의 매력 높여    

    지방창생 원동력으로

2. 관광산업 혁신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하고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3. 모든 여행자를 위한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매력 있는 공공시설 개방

⸳문화재 보존우선에서 관광

객 시선으로의 이해촉진 활

용으로

⸳국립공원 세계적 수준의 내

셔널 파크로

⸳2020년 목표로 전국 경관

계획 수립

⸳오래된 규제 재검토, 생산성 

중심의 관광산업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장기체재와 

소비확대를 동시에 실현

⸳피폐한 온천가나 지방도시를 

미래발상의 경영으로 재생⸳활
성화

⸳소프트 인프라를 비약적으

로 개선하여 세계 제일의 

쾌적한 체재 실현

⸳지방창생회랑을 완비하여 

전국 어디서나 쾌적한 여행 

실현

⸳일하는 방법과 쉬는 방법

을 개혁하여 약동감 넘치는 

사회 실현

[그림 4-6] 일본 문화관광 정책방향

자료: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최경은․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일본 관광청에서는「내일의 일본을 뒷받침할 관광비전」에 있어 1대 시점 ‘관광자원의 매력창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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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문화자원과 관광’에서 오랜 민가 등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숙박시설 또는 레스토랑으로 

보수하여 관광마을로 재생 및 활용으로의 조성을 진행하여 체류형 콘텐츠 개발하기 위함

◦ 문화재의 지역 및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위한 문화청에서는 2020년까지 시행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3가지를 발표함 ▲일본유산 등 문화자원의 일체적 정비 및 활용과 알기 쉬운 해설화 ▲국보 및 문화재 

등의 수리․미장화 ▲인재⸳체제의 정비

2)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문화관광 정책

◦ 1986년에 3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취락과 건물터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야요이 시대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어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됨

◦ 이를 요시노가리 역사공원구역으로 정비화되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짐

[표 4-14] 요시노가리 공원 문화관광정책 기본방침

구 분 내 용

유적의 보존과 
활용

유적의 보존을 도모하며, 당시 취락 재현 등 일본이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역사문화공원으로 
정비

야요이 시대 
경관 재현

야요이 시대의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정비를 통해 역사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 풍경의 공원으로 
정비

새로운 역사
문화 창조

국제적 연계를 가진 유적의 내용을 박물관의 전시시설 또는 견학, 체험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역사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

국제교류 거점화 세계의 대표적 유적지와의 연계와 함께 국제교류의 거점이 되는 공원으로 정비

지역진흥 기여 지역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관광 네트워크거점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

3) 혼슈 나라현 아스카 역사공원 문화관광 정책

◦ 아스카의 고도보존사업 추진경위에 있어 1966년에 ‘고도보존법’이 공포되며, 아스카촌을 역사적 풍토 

보전구역으로 결정되며, 아스카보존재단이 1971년 발족됨

◦ 또한 역사적 풍토의 보존과 주민 생활과의 조화를 위해 나라현은 아스카촌 정비계획을 수립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음

◦ 나라현은 세계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 지역 전통축제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백제문화제와의 교류사업을 진행했었

음

4) 오키나와 세계문화유산  문화관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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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의 경우 일본령으로 재귀속되면서,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따른 관광 산업들이 개발되기 

시작함

◦ 오랜 전쟁으로 버려져 있던 땅을 정부의 주도하에 지역의 관광업계와 함께 국제적 관광지로써 창출해 

내었으며, 바다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삼아 휴양을 키워드로 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관광정책 펼

침

◦ 오키나와의 슈리성의 관리는 일본 정부의 문화청, 일부는 현, 일부는 시에서 나누어 관리 및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종합연구센타를 별도로 갖고 있으며, 오키나와 관광컨벤션센타에서 국내외 홍보활동, 국제학술대회, 

축제 등의 관광행사를 기획 및 진행함

◦ 오키나와에는 슈리성 외에도 국정공원, 해양박람회기념공원, 동남식물낙원,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있음

※ 오키나와현의 관광진흥계획

- 10년의 계획기간에 따라 제 1차 계획 (2002~2004), 제 2차 계획 (2005~2007), 제 3차 계획       

   (2008~2011)로 나뉘어 있으며, 매력적인 관광도시조성 추진 중임

- 향후계획으로 오키나와진흥계획에 따르면 IT신료파크, 중핵시설 건설, 경관조성추진 사업, 고도관광  

   인재육성사업 등의 관광분야의 신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2 마카오

1) 중국의 문화관광 정책 배경 14)

◦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2016-2020) 정책 발

표함

◦ 2001년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며, 중국 최초의 중장기 문화발전 정책을 공표하였으며, 

현재 ‘문화’라는 키워드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문화유산 보호 및 발전: 체계적인 전통 문화 계승 시스템 마련하고, 중국 전통 문화의 창조 및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련

◦ 중국문화의 세계화: 문화개방 수준을 높이고, 대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폭넓은 문화교류의 틀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노력

14) 중국인민공화국 사이트 www.macaotourism.gov.mo  참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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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문화관광 정책 방향

◦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 부문 정책 방향은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체제보완, 중국문화세계화, 공공문

화서비스 공급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향유수준 격차를 줄이고자 전국의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유산보호발전의 경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추진 중임

◦ 새 규획 안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문화정책방향이 상이함

3) 마카오 역사문화관광지 정책

◦ 2017년에 수립된 ‘마카오 관광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은 2020년까지의 지침을 담고 있으며, 플랜은 

가족친화적 접근과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관광시설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 2017년 이전까지의 마카오 관광정책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레저와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면, 2005년 

역사지구의 유물이 25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을 앞세운 새로운 관광

정책을 펼침

◦ 소유권이 개인과 정부 등 혼재되어 있던 세계문화유산을 2014년부터는 마카오 문화유산보호법이 시행

됨에 따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

◦ 이밖에도 관광전문학교를 운영하여 관광 특화 전문인력을 육성해 문화재 관리, 축제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한 정책 진행하고 있음

[표 4-14] 마카오 관광 산업 개발 마스터 플랜의 8가지 주요 목표

구 분 내 용

다각화된 관광상품 및 
경험강화

최초의 대규모 국제 문화 예술 행사 개최 및 야간 관광 활동에 대한 연구 진행

서비스 품질 및 기술 
향상

관광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기술 검증 과정 시행

여행 목적지 이미지 
형성 및 고가 여행 시장 

확대
다양한 테마로 관광 상품 출시 및 특별 프로모션 활동

도시 개발 모델 최적화 마카오 국제 공항 확장 계획, 칭 마오 포트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

마카오 운송 능력 관리
기술적 수단을 통한 마카오 주요 관광 명소 밀도 예측 및 보안 관리를 통해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의 효과적 관광 구현

혁신적 기술 보급 및 
적용

SAR 도시의 스마트 시티 구축 전략에 따른 스마트 관광개발 촉진

관광 산업 협력 강화 여행사 사업법 및 여행 가이드 전문가 법에 대한 개정안 추진

지역 및 국제 관광 
부분의 핵심 관광도시로 

마카오 위상 
광동-홍콩-마카오 지역 개발 계획을 통한 국제 관광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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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1) 베트남 문화관광 정책 배경

◦ 베트남 정부는 1956년 보존 및 박물관 부서를 창립하여 역사유적과 명승지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을 

공표하고, 지방의 문화관리 정책을 시행함

◦ 1960년대부터 종교적 문화재와 고적 등을 국가의 유적으로 삼고, 보존하는 정책과 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속해옴

◦ 베트남은 1998년부터 전쟁을 키워드로 한 관광정책을 펼치며, 전쟁에 관련된 유적지(▲디엔비엔푸 유

적단지 ▲호아로 감옥박물관 ▲하노이 군사박물관 ▲B-52 격추기념관 ▲호찌민루트박물관 ▲호찌민 

전쟁기념박물관 등)를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했음

2) 베트남 문화관광 정책 방향

◦ 하노이 관광청에서는 2010-2020 관광 진흥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개발 및 투자

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

◦ 베트남의 하노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 및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기반으로 한 관련 관광정

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나 관광상품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부실한 편이나, 피식민지 국가

로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보존을 통한 역사유적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정

책을 펼치고자 함

2) 탕롱 황성 및 주요 역사문화유적지 관련  문화관광 정책

◦ 2011년 베트남 총리의 ‘2050을 위한 하노이시 도시 건설계획 2030’을 토대로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광개발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임

◦ 탕롱유적지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유적 보호와 복

원 진행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추진함

※ 탕롱 황성의 진행 중인 정책 사업

- 하노이 소재 학교와 탕롱 왕성 유산 보존센터의 협력으로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함

-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광객의 연계 도모를 위해 유적지에 대한 민간 참여 프로그램 역시 추진 중  

   임



국내외 역사문화유적지 관광정책개발 유사사례 조사 95

4 프랑스

1) 프랑스의 문화관광 정책 배경 

◦ 50년대는 앙드레 말로 장관의 ‘생활 속의 문화’ 정책으로 삶 안에서 문화를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문화를 위한 관광보다는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이 중요시 되었던 시기임

◦ 80년대부터 자크 랑 장관에 의한 문화관광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으며, ▲문화 유적의 개선 ▲방문

객 안내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관광 루트 개발 등의 정책을 펼침

◦ 현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위해 관광활동 촉진 정책들을 수행 

2) 프랑스의 문화관광 정책 방향

◦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이지만, 경제성장의 둔화로 문화관광분야 예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임

◦ 문화관광을 통한 경제성장. 부가가치 창출 등의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의 관광관련부서는 2007년 경제부처로 편입되어 있으며, About France라는 이름으로 관광서비

스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의 주요 발전계획안을 발표함

About France의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2010-2020

고품질 관광공급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지향 유통강화 차별화된 마케팅

⸳매력 있는 공공시설   

개방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관광자원 개발 시 

 친환경 우선 고려

⸳소규모 지역 활용한 

 관광프로그램개발

⸳지식정보시스템 도입해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유도

[그림 4-7] 프랑스 관광 정책방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해외 주요국의 관광정책 추진체계 사례

3) 역사문화유적지 문화관광 정책 방향

◦ 지역관련한 문화행사 및 축제 기획 등을 통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육

성 정책사업 진행하고 있음

◦ 바스티유 오페라의 건설로 오페라 현대화시키며, 루브르궁을 박물관화에 성공하고, 개선문 재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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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에서 활용 및 재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사업 개발중임

◦ 2017년 프랑수아즈 니센 문화부 장관이 발표한 문화재 관련 중장기 계획과 4대 주요 정책 방향을 새로

이 발표함

문화재 관련 4대 주요 정책

문화재 복원 문화재 가치 재평가 문화재 전파 유럽 문화재관광 활성화

⸳훼손위기 문화재를 다

시 알리는 디지털 플랫

폼 구축

⸳문화재 관리 예산 인상

⸳구도심 활성화 정책

⸳프랑스 문화재 라벨 신

설하여 문화재 가시성 

증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제공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

성 강화

⸳문화재 관련 공모 활성

화

⸳문화재 그랜드 투어를 

신설하여, 국민의 유럽 

내 문화재 관광 활성화

⸳유럽 내 문화재 종사자 

교류 프로그램 신설

[그림 4-8] 프랑스 문화재 주요정책

자료: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참고(https://www.culture.gouv.fr/)

5 스페인

1) 스페인의 문화관광 정책 배경 

◦ 1970년 초는 독재정권으로 인해 다소 폐쇄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짐에 문화관광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없었음

◦ 1975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UN 세계관광기구의 총회가 처음 개최되며, 마드리드 사무국을 설립하

면서부터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그 이후 1980년대부터 풍부한 문화자산을 위해 문화도시로의 성장에 주력하였으며, 현재 프랑스에 이

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수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

◦ 스페인의 톨레도, 세고비아, 산티아고 등 지역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독특한 나라이

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정책 수립

2) 스페인의 문화관광 정책 방향

◦ 스페인의 관광정책은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며, 현재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태문화관

광을 추진 중에 있음

◦ 관광품질Q마크 제도를 시행하여 양적인 관광보다 질적인 관광을 추진해 관광의 고급화 정책을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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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관광발전계획(Turismo 2020)

새로운 관광경제 창출 고객가치 존중 지속가능성 경쟁력확보

⸳기술적 능력을 강화해 

관광의 효율성과 효과 

증대

⸳스페인의 정체성과 독

특성에 기반한 고품격 

체험 극대화

⸳민간의 공동책임과 국

가적 전략에 따른 비전 

마련

⸳기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광접근성 향상

[그림 4-9] 스페인 관광발전 주요정책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해외 주요국의 관광정책 추진체계 사례

6 미국

1) 미국의 문화관광 정책 배경 

◦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전의 미국 문화관광 정책은 전무후무했으며, 빌 클린턴의 관광관련 회의에서 처음

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그 당시 논의된 정책들이 현재까지도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그 이후 2001년 9.11테러 이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며, 이를 위한 국제관광진흥을 위한 다

양한 협력기구 설립 등 다양한 타계정책 펼치기 시작함

2) 미국의 문화관광 정책 방향

◦ 클린턴 당시 미국의 관광정책(American Pathway 2000)은 문화유적 관련 투어코스와 미국의 원주민 

투어코스를 통한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해 미국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문화유산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문화관광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임

3) 역사문화유적지 문화관광 정책

◦ 역사유적 자산은 공공을 위한 자원 또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존, 활용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음

◦ 미국의 역사를 습득할 수 있는 문화유적 관광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립이나 건국과 관

련된 건축물, 인디안 지역 등 역사적 장소 또는 명소를 ‘국가유적보존법’에 의거하여 보호 및 관리 실시

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시민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 등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문화유산 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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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부분에 있어 매년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음

※ 블루 릿지 문화유산 프로그램(Blue Ridge Heritage Initiative)

- 2004년 대통령상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4개의 주에 걸쳐 있는 불루 릿지 산맥을 잇는 체로키 인디

언을 콘텐츠로 앞세워 관련 민속 공예품, 유산 등을 통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의 독특한 역사를 

보여주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뤄냄

7 캐나다

1) 캐나다의 문화관광 정책 배경 

◦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에 의해 건립된 국가로, 캐나다만의 콘텐츠 구축을 위한 문화정책이 전반

적 문화정책의 기조를 이룸 

2) 캐나다의 문화관광 정책 방향

◦ 문화유산부법에 의거한 문화유산부를 설리하여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진흥 정책 수립 및 활용을 수

행하고 있음

◦ 에코투어리즘, 토속문화와 같은 테마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

◦ 캐나다관광청은 소규모 커뮤니티, 1인 미디어를 통한 지역별 관광지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펼쳐 최근 

캐나다의 관광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3) 역사문화유적지 문화관광 정책 15)

◦ 퀘백시의 구시가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프랑스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프랑스풍 문화로 가득차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임

◦ 불꽃놀이, 콘서트, 퀘벡 윈터 카니발 등의 도시 브랜드화를 이끌 수 있는 대형 축제를 마련하여, 문화관

광을 이끌어가고 있음

◦ 다른 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국립공원, 화석절벽, 해안과 호수 등 자연환경이 중요한 문화관광의 키워드

로 자리 잡고 있음 

15) 유네스코 세계유산  퀘벡 역사지구의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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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북마크 캐나다 (자료: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 문학작품 속 실제하는 배경지에서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며, 도시의 브랜드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캐나다 고유의 축제로 가져갈 수 있음

- 도시와 문화를 함께 홍보하여, 관광객 유입에 효과적 마케팅으로 만들 수 있음

※ 시사점

- 역사문화유산을 기본으로 한 문화도시로의 명성을 다지기 위한, 문화아이콘 창조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전략적인 시민참여 중심의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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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관련 이해집단 인식조사

1_전체 방문자(지역주민과 방문객) 이용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2_지역주민과 방문객 이용실태 및 인식 조사 비교분석

3_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지적 및 정서적 이미지 분석

4_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만족도 분석

5_방문자(지역주민과 방문객) 행동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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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체 방문자 이용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1 빈도분석

1) 표집 수집 방법에 따른 빈도분석 

① 온라인 

      [그림 5-1] 온라인 설문대상자 성별                             [그림 5-2] 온라인 설문대상자 연령

② 오프라인 

         [그림 5-3] 오프라인 설문대상자 성별                             [그림 5-4] 오프라인 설문대상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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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표본 성별․ 연령․ 거주지 분석  

   
[그림 5-5] 성별 방문비율              [그림 5-6] 연령별 방문비율           [그림 5-7] 거주지별 방문비율

3) 관광자원별 방문 빈도 

①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 장소(중복응답) 

                          [그림 5-8]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장소 및 비율

설문대상자는 온∙오프라인 모두 남성과 20대가 비중이 높음

설문대상자는 성별은 남성이 온라인 63%, 오프라인 54% 등이고 연령은 20대가 온라인 70%, 오
프라인 42%로 주요 표본은 남성, 20~30대 젊은 층으로 분석됨     

전체 표본은 남자, 20대로 서울시 타구 및 송파구 거주자 방문 비율이 높음
남자가 59%, 20~30대가 70% 등으로 주류 방문자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타구가 44%, 송파구가 
37% 등 서울 거주자가 방문하는 비율이 81%정도 차지함으로 방문객 대부분이 서울시민으로 분
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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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대표 장소는 올림픽공원 (94% 방문)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올림픽공원(188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몽촌토성(94명)’, ‘풍납토성(72명), ’항성백제박물관(66명), ‘방
이동고분군(43명)’, ‘석촌동고분군(42명)’, ‘삼전도비(30명)’, ‘서울놀이마당(23명)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역사적 
가치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근린시설로서 인식돼 있으며 역사 유적지로서의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분석됨    

②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빈도 

                    [그림 5-9] 최근 1년간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횟수 및 비율                  

응답자의 60% 이상이 연 1~5회 방문 

지난 1년간의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에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물어본 결과 ‘1~5회(123명)’
가 가장 많았고 ‘11~15회(28명)’, ‘6~10회(26명)’, ‘16회 이상(23명)’은 대체로 비슷한 답변이 나
타남. 결과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에 비해 방문 횟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서울시 도시안전지표는 특정 위험유형·안전관리 분야에 편중

도시안전지표는 도시의 안전 또는 위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 등의 현황·조건·변화에 관

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평가하거나 시민들에게 도시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 관련 계획들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등 주요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표

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위험유형 및 안전관리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종합성·망라성이 부족하고 

분야에 따라 과다·과소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별적인 시책이나 사업과 관

련된 단편적인 산출·투입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이 변경 또는 완료되거나 시간이 지나서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결과 지표도 적어 정책의 목표 지

향성 확보가 어렵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도 빈약하여 시민관점의 정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표측정에 필요한 데이터기반의 제공범위가 절대적으로 빈약하고 정확

성과 최신성 또한 부족하다. 

한편, 서울서베이나 서울통계 정보시스템에서는 주기적인 지표 또는 통계를 제시하기는 하나, 관련 계획에

서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정례화되고 일관된 지표 운영체계가 없어 필요시에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중앙정부 도시안전지표는 서울의 도시안전 특성 반영에 한계

중앙정부의 기관들의 도시안전 관련지표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도시 간 비교를 위한 지표를 운영 하다 보니 

서울의 도시안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2015년부터 지역의 안전수준을 분

야별 종합적인 지수로 제시하는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는 전국적인 관점에

서 개발된 지표이다 보니 서울의 재난·사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대표하기 어려운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지표의 상대화 방법(예: 인구 대신 시가화면적으로 상대화), 위해·취약·

경감지표 각각을 구성하는 항목 등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6개 자연재해에 대해 통계청 집계구를 단위로 평가하는 ‘재해취약성분석’은 시가지에서는 상당히 작은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그에 걸맞게 정밀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도시평가지표체계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지표들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및 범죄와 

관련된 지표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한편, 도시안전의 다양한 분야와 측면을 포착하는 데에는 크게 

불충분하다. 

해외 대도시 도시안전지표는 위험도지수 등 구체적 지표로 운영

국제적인 차원에서 도시 간 비교를 위한 평가체계의 도시안전 관련지표는 보건, 빈곤, 안보·테러, 디지털 

보안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걸쳐 지표를 포함한다. 다만, 종합적인 도시평가에서 안전 관련지표가 일

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정분야에 2~5개만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도시안전을 대표하고 판단하기에

는 부족하며, 서울의 도시위험 특성과 여건에 맞지 않는 지표도 다수 존재한다. 국제기구 도시안전 프로그

램의 도시안전지표는 구체성이 부족한 개념적 성격의 정성적(qualitative)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

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와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 개별도시들의 도시안전지표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위험도지수(risk index) 등 당해 도시의 

도시안전상의 과제와 정책지원을 위한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뉴욕의 

PlaNYC Progress Report는 회복력(resiliency) 측면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공간(토지이용, 건축, 기반

시설 등)의 대응정도를 평가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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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 한성백제 관광벨트 개발을 위해 송파문화권역의 풍납토성,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방이동/석촌동 고분군 등 송파구 일대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된 관광자원 실태조사가 요청됨

◦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지 중 하나인 송파구 백제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관광인프라와 문

화콘텐츠의 조화로운 구축을 통해 지역에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벨트 구축 방

안을 위한 기초자료조사가 필요함 

◦ 송파구에 산재한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을 통해 추후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문화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목적

◦ 풍납토성 및 몽촌토성 일대 한성백제문화의 거점 및 연계 개발 계획을 통한 서울 동남권의 역사문

화관광지로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 송파 지역의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 발전 방안 구축을 위한 선행단계로서 현황조사 및 기초자

료조사와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1) 연구조사방법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조사 등의 다양한 형식을 연구방

법을 동원하여 연구조사를 수행할 계획임

◦ 연구조사방법론

‐ 문헌조사

   ∙ 역사학, 문화인류학, 관광학 등의 관련 학문적 배경에 의한 이론 및 개념 조사, 기존 연구

보        고서 및 연구논문 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사례조사

   ∙ 백제문화 관광자원화  유사사례인 공주, 부여, 익산 등과 신라문화 관광자원화 성공사례

인 경       주 등을 국내 사례로 분석하고 일본 사가현의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나니와노미야 

유적 등을       해외 사례로 조사분석함

   ∙ 국내외 유사사례 및 성공사례 조사를 위해 현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짐

‐ 설문조사

   ∙ 한성백제 관광벨트 관련 이해집단 인식조사를 위해 공급자, 수요자, 공급자 및 수요자 대

상으        로 SPSS 기반의 설문조사 시행함

‐ 전문가조사

   ∙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전문가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협의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

로 심        층인터뷰, Q연구조사 등의 연구조사방법으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함

1) 시간적 범위

◦ 연구수행 기간에 의한 시간적 범위

‐ 연구수행은 3단계(1단계: 기초조사, 2단계: 실태조사, 3단계: 응용방안)로 시간적 흐름에 의

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 시간적 구성: 1단계(초기 7~8월), 2단계(중기 9~10월), 3단계(말기 11~12월)

[표 1-1] 연구수행 기간에 의한 시간적 범위

2) 공간적(대상적) 범위

◦ 송파구 지역: 풍납토성,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관광숙박시설, 음식시설, 교통체계, 안내시스템 등

◦ 국내 유사사례 지역: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경주시, 전주시 등

◦ 해외 유사사례 지역: 일본 사가현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오사카시 나니와노미야 유적 등

3) 내용적 범위

◦ 과업의 주요 내용

‐ 역사문화 및 관광의 활용 관련 이론 및 개념적 분석

‐ 송파구 역사․ 문화․ 관광자원 현황조사

‐ 역사문화 시설 및 자원의 관광 수요․만족도 조사

‐ 관광자원 공급자 및 수요자 인식 조사

‐ 역사문화 연계 관광자원 활용 실태 조사

‐ 국내외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사례 조사 

‐ 송파구와 유사한 역사자원 활용 관광활성화 성공모델 조사

‐ 역사문화 연계 관광자원 활용방안 관련 전문가 조사 

‐ 주요 거점개발 및 연계개발 기반 관광자원 활용방안 제시 

◦ 과업의 구성

[표 1-2] 과업의 구성내용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정의

◦ 황규홍 외(2007) : ‘역사문화자원’은 문화, 문화재, 역사환경이 중첩되는 범위 중에서 물리적 건조
환경과 자연환경, 무형요소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의 보편성, 문화재의 역사성, 역사환경의 활용성(심미성, 경관성, 장소성, 도시조직 등) 등을 복합
적으로 지니는 역사문화자원에는 과거의 역사문화와 현재의 생활문화가 포함되고, 미학적인 측면
에서 보편성을 띄는 예술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지닌 공간문화가 포함됨 

◦ 장미(2010) : 인간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나 공간으로 개별 
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재와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역사지구, 역사문화경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 개념이라 정의함

                              [그림1-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범위
            자료: 황규홍 외(2007), 채미옥 외(2012)
                      

◦ 김선혜(2012) :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가장 큰 범위로써 역사적 사건, 인물, 역사문화유산
과 같이 역사가 전개되면서 생성된 문화자원을 총칭하는 개념임

◦ 나춘선 외(2012) : 역사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
편성을 지니며, 대상자원의 자체적인 심미성이 있거나 맥락적으로 경관성이나 고유의 도시 조직을 
지닌 경우와 역사적 사건 또는 개인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모두를 의미한다고 정의함

◦ 이순자(2018) : 지역발전차원에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역사문화자원을 보

존, 발굴 및 활용의 측면에서 특이성과 매력, 유인성 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결과물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요소로 정의함. 이 개념은 인간의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물적 자료와 노동력, 기술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자원이 강조된 개념임  

2)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 역사문화자원 유형은 물리적 실체를 확인 가능한 가시자원과 가시자원을 생산하고 활용모티브가 

되는 비가시자원으로 나눌 수 있음(나춘선 외, 2012)

◦ 역사문화자원 유형은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시자원은 물리적 자원과 인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 자원에는 건축문화자산, 역사적 경관, 가로 및 골목길이 포함됨. 비가시 

자원은 물리적 자원과 인문적 자원으로 나눠지며 물리적 자원에는 소실 건축문화자산, 소실 해안

선, 소실 역사터가 있으며, 물리적 자원에는 지역 풍물 및 행사, 역사적 인물이 포함됨

[표 1-3] 역사문화자원 유형

자료: 나춘선 외(2012)

3)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원* 

◦ 도시의 역사문화적 요인을 구성하는 자원으로는 문화재, 역사문화지구, 생활문화재, 근대건축물, 

산업유산 등이 있음 

◦ 특별히 사람의 생활양식인 문화와 삶의 기록인 역사 중에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진정성이 확보되

고 문화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으로 구분하고 있음

◦ 역사문화자원은 대표적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의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

료와 같은 문화재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산업유산 등 다양한 유 ․ 무형의 자원을 포함함

◦ 역사문화는 포괄적으로 지역문화시설을 비롯하여 생활문화환경, 문화공간, 특화공간, 고유장소, 지

역분위기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함. 예를 들면, 문화공간,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지역문화시설, 매

력적이고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리나 지구 및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위주의 문화공간, 재래

시장 등 지역의 생활지원 공간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환경, 지역의 고유 

장소와 문화적 분위기 등을 포함함 

* 각주 : 이은진(2015),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2015), 국토해양부(2010)의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함

1) 관광자원의 개념

◦ 김병문(1990): 관광자원을 “관광객의 여행목적물로서 지역의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와 무형

의 전통적 풍속이나 관습의 총칭이며, 관광객의 주체가 장소 이동의 목적물이 되는 객체인 대상물”

로서 정의함

◦ 김홍운(1994): 관광자원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그 범위는 자연, 인문자원, 유무

형의 자원이며, 관광객을 흡인할 매력성, 유인성을 지니고 있음. 시대와 사회 여건에 따라 그 가치

가 달라져 보호·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함

◦ 이장춘(1997): 관광자원은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줄 생태계 내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보존의 가치

를 지닌 것이며, 관광자원의 구성요소로써 관광자의 관광동기 충족, 생태계 내의 여러 유·무형의 

자원, 보호·보전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 또는 감소하는 성질을 내포하는 자원”으로 규정함

◦ 정석중․  이미혜(2002): 관광자원은 “관광자 욕구충족과 동기를 유발시키는 관광대상으로서, 자원

의 특성상 보호·보존·보전이 필요한 동시에, 현장성, 장소성을 지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과 

상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의함 

◦ 양광호(2009): 관광자원은 “관광객, 지역, 관광사업체 등과 같이 관광산업에 관련된 모두가 찾아내 

가치를 높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함

2) 관광자원의 유형 - Burkart & Medlike(1987)의 5가지 유형

◦ Burkart & Medlic(1987)의 관광자원 5가지 유형은 “접근성(accessibility), 매력성

(attractiveness), 이미지(image), 관광시설(tourism facilities), 하부구조(infrastructure)등 5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접근성은 관광자의 거주지에서부터 관광지까지의 근접성을, 매력성은 

관광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흡인요인, 이미지는 여행참여를 유도하는 직접적 요인, 관광시설은 관

광자원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하부구조는 관광객에게 기초적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라고 그 가

치를 설명함

[표 1-4] Burkart & Medlic(1987)의 5가지 관광자원 유형

3)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의 개념

◦ 박석희 ․ 이미혜(1996): 관광자원화를 “관광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 다시말해 관광잠재력을 

지닌 사물과 활동을 볼거리화와 놀거리화 시킴으로써 관광자원에 내재된 가치를 구현시키는 일련

의 행위”로 규정함

◦ 이장춘(1997): 관광자원화와 유사개념으로 ‘관광상품화’를 규정하였는데, ‘관광상품화’는 관광관

련 자원, 시설의 개발과 관광 상품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한편, 관광수요자의 욕구를 분석해 매력 

있는 상품화를 진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함

◦ 한상현(2009): 관광자원화는 “인간이 관광욕구에 의해 관광활동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아울러 관

광객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고 관광자원의 진정성과 매력성 등을 개발하는 것으

로, 이를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로 관광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정의함

◦ 박석희(2012): 관광자원화는 “자원에 숙박시설·식음시설·접근시설·놀이시설·공급처리시설 등의 

기반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성하고, 꽃·수목·돌·물 등을 이용한 조경처리 및 실내장식·거리장식 등의 

여건을 추가시켜 자원의 관광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으로 정의함

4)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유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과정에 있어서 문화유

산 관광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은 관광산업과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

면서 자원의 고갈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임(허권, 2010)

◦ 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자연관광 이상의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학습에 대한 욕구증가, 그리고 관광이 문화유산의 보전에 바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기 때문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문화유산 관광은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과거’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내용적으로는 ‘체험’이라는 진

정성을 포함하고 있음(김지선․  이훈, 2010)

◦ 문화유산 관광은 아래 [표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3가지 기본목표는 보존적 활용, 

교육적 활용, 생산적 활용으로 나눠지며,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방향은 지속가능한 보전목적, 학

습목적, 경제적 활용목적 등으로 관광자원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표 1-5] 문화유산 관광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관광자원화 방향

1) 송파구 문화재 현황

◦ 송파구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송파구가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천연기념물 등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보물 1점, 사적 5점, 국가무형문화재 2점, 국가민속문화재 3점 등이 포함되어있음.

◦ 시도유형문화재로는 충헌공 김구 묘역, 자수 연희화조문 방석 등 8점이 포함되어 있음.

  [표 1-5] 문화유산 관광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관광자원화 방향

2) 송파구 한성백제 역사문화자원 현황

◦ 한성백제 역사문화자원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사적으로서 지정된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

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 4점이 있음 풍납동 토성

3) 풍납동 토성[*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파구 내부자료] 

◦ 개요: 

‐

◦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초기 백제시대의 성곽

◦ 개설 : 흔히 풍납토성(風納土城)·풍납동토성(風納洞土城)이라고 함.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

11호로 지정되었음. 지정면적은 12만 1,325㎡이고, 둘레는 약 2,250m임. 풍납토성은 서쪽으로 한

강을 끼고 충적대지상에 구축한 순수 평지토성으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장타원형을 띠고 

있음. 즉, 북벽과 남벽은 짧은 벽으로 직선에 가깝고, 동벽과 서벽은 단벽에서 둔각을 이루며 꺾이

는데, 그중 동벽은 중앙부가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이 토성은 한강변(漢江邊)에 남아 있는 백제 초기(百濟 初期)의 유적임. 원래  

    의 둘레는 4km에 달하는 큰 규모로 마련된 토성이었으나 1925년 한강의 대홍수로 일부가 

유실(   流失)되고 현재는 약 2.7km 가량 남아 있음. 동편에는 네 곳에 출입한 문터로 여겨지

는 흔적이    남아 있으며, 특히 1966년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서 부분적이나마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곳     에서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

되어 백제시대(百濟時    代)보다 앞서는 시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임을 알게 되었음. 1976년

부터 1978년까지 정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음.

 <현황> 한강변에 남아있는 초기 백제시기의 토축 성곽으로, 주로 풍납토성이라 부름. 원래는  

     둘레가 4㎞에 달하는 큰 규모의 토성이었으나, 1925년 홍수로 남서쪽 일부가 잘려나가 

현재는     약 2.7㎞ 가량 남아있음. 토성의 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임. 성벽은 돌

이 없는 평야지   대에서 성을 쌓는 방식으로 고운 모래를 한층씩 다져 쌓았음. 성벽의 표면은 

잔디와 잡초로 덮여   있는 곳이 많으며, 높이는 일정하지 않음. 동쪽에는 4곳에 출입문으로 

여겨지는 흔적이 남아있     음. 풍납리식 민무늬토기·신라식 토기들과 그물추·물레·가락바퀴

(방추차)·기와 등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백제 이전부터 사람

이 살았던 곳임을 알게 되었음.

4) 몽촌토성[*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송파구 내부자료] 

◦ 개요

‐

◦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일원에 있는 백제 토성

◦ 개설 :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가 성립된 시기에 만들어진 도성(都城)임. 성벽 조사에서 출토된 중국 

서진(西晉)대 전문 도기 조각과 중국에서 출토된 전문 도기를 비교할 때, 토성을 축조한 연대의 

상한은 3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됨.『삼국사기』등에 기록된 것처럼, 고구려의 남진에 의해서 한성

(漢城)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하였던 475년까지 백제의 도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이 토성은 오래 전부터  백제시대(百濟時代) 토성(土城)으로  전하여 왔을 뿐,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음. 그러다가 1983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부분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게 되어 그 성격의 일부가 밝혀지게 되었음. 즉, 이 토성은 백제 초기(初期)

에  한강     지류에 해당하는 이곳의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진흙을 쌓아  성벽(城壁)을 

만들었고 특히 북   벽(北壁)의 단(段)을 이룬 곳에서 목책(木柵)을 세웠던 흔적이 발견됨으로

써 나무 울타리를 세워    방비했던 것을 알게 되었음.

<특성> 성(城)의 방어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적인 암반층을 급경사가 되도록 깎아 성벽으

로   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음. 이 성의 전체적인 기능은 북쪽 방향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성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음. 부분적인 발굴조사에서 성으로 출입하는 문지(門址) 3

곳과  백제토   기(百濟土器),  그물추(漁網錘) 등과 아울러 항아리를 관(棺)으로 이용했던 옹

관(壅棺)도 발견되었   음. 

5) 석촌동 고분군

◦ 개요

◦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백제시대 돌무지무덤(積石塚)

◦ 개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61-6번지 일대의 한강변 충적대지에 위치한 백제 전기의 돌무지

무덤이며 1975년 5월 27일에 사적 제243호로 지정되었음. 백제 전기의 다양한 묘제 가운데 하나

로서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에 기원을 두고 있음. 3세기 중엽 경부터 백제 한성시대 최고 지배세력에 

의해 수십 기가 축조되었지만 현재는 4기만 남아 있음

◦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이 적석총(積石塚)은 1974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서 발굴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대(古代) 삼국시대(三國時代) 중 백제초기(百濟初期)에 만들어

진 무덤임이 밝혀지게 됨

<특성> 이 무덤은 형식은  기원 전후부터 나타나는 고구려(高句麗) 무덤형식인 기단식 적석총

(基壇式積石塚)임. 이 무덤은 약간 높은 지형을 가려  평탄하게 정지작업을 한 뒤, 밑 테두리에

는 움직이기  힘든 크고 긴 돌을 두르고 자연석으로 층단을 이루면서 쌓아 올려 만든 것임. 특

히 3호 무덤은 층단이 3단으로 옛 고구려 지역인 만주 통구(通溝)에 있는 장군총(將軍塚), 즉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큰 것임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크

기는 동서길이 49.6m, 남북폭 43.7m, 높이 4m임. 따라서 이 무덤은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 한강 상류에 정착하면서 세운 백제 초기 어느 왕의 무덤으로 여겨지고 있음

6) 방이동 고분군

◦ 개요

◦ 정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삼국시대 고분군

◦ 개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일대의 구릉지대에 위치하며 모두 8기로 구성된 삼국시대의 고분

군임. 1917년 9월 방이동의 고분들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백제 초기의 유적으로 보고되었음. 1976

년에는 8기 가운데 3기가 처음으로 발굴조사되었으며, 1979년 12월 28일에 사적 제270호로 지정

되었음. 1983년 서울특별시가 복원공사를 실시해 지금의 고분공원으로 조성되었음. 일반적으로 굴

식 돌방(橫穴式 石室)이 주류를 이룬 백제고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1976년에 3기가 발굴된 

후 백제고분설과 신라고분설이 대립되어 있음

◦ 내용적 특성 분석(연혁, 유래, 성격 등) : 

<연혁 및 유래> 백제는 한강(漢江) 하류역(下流域)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그 도읍지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방이동 고분군을 비롯하여  가락동(可樂洞)·석촌동(石

村洞) 등지에 산재해  있는 백제 전기의 고분은 이 근방에 백제의 도읍지가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특성> 이 방이동 고분군에는 6기(基)의 백제전기 고분이  있는데, 이곳에 4기가 있고 150m 

떨어진 동쪽 언덕에 2기가 있음. 그 중 제1호분은 시체를 옆으로 넣어  안치할 수 있게 축조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봉분(封墳)의 크기는 지름 12m,  높이 2.30m이고, 봉분 남쪽

에는 석실(石室)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연도는 길이 2.30m, 넓이 1.06m, 높이 1.10m이며, 시

체를 안치한 현실(玄室)의 크기는 길이 3m, 너비 2.46m, 높이 2.15m임. 현실  중앙에 마련된 

시체 안치 시설인 시상대(屍床臺)의 크기는 길이 2.40m, 너비 2.10m, 높이 30cm임. 제2호분

과 제3호분은 그 내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봉분의 크기는 제2호분은 지름 13.40m, 높이 

2.70m이고, 제3호분은  지름 13.12m, 높이 2.90m이며 봉분의 서북쪽 밑둘레에 호석(護石)이 

돌려져 있음. 제6호분은 1976년에 발굴조사 되었는 데, 봉분의 크기는 지름 10.60m, 높이 

2.10m이고, 내부구조인 석실은 중앙에 돌벽을 쌓아 서쪽 주실(主室)과 동쪽 부곽(副槨)으로 나

누었고,  남쪽 벽 중앙에 연도가 마련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음. 이 방이동 고분군은 1983년에 

서울시가 복원공사를 시행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가꾸어 놓은 것임

    

1) 자연생태관광자원

◦ 성내천

◦ 방이습지(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 탄천

2) 위락레크리에이션관광자원 

◦ 올림픽공원

◦ 석촌호수

◦ 롯데월드

◦ 롯데월드타워 & 몰

◦ 잠실종합운동장

3) 역사문화관광자원

◦ 서울놀이마당

◦ 삼전도비

◦ 한성백제박물관

◦ 송파산대놀이

◦ 한성백제문화제

1) 송파구 관광숙박시설 통계 현황

◦ 2018년 송파구 호텔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호텔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12개로 관광호텔 11개, 

특1급 2개, 1급 4개, 2급 5개, 호스텔 1개로 나타남

◦ 객실 숙박객수는 총 62만6천여명으로 관광호텔 62만3천명, 특1급 25만9천명, 1급 19만4천명, 2급 

16만8천명, 호스텔 2천900여명으로 분석됨 

   

◦ 관광숙박시설 관련 현황

- 송파구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광숙박업에 등록된 호텔수는 2016년 10개에서 

2017년 16개, 2018년 18개, 2019년 19개 등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객실수는 2016년 

1,093실, 2017년 1,981실, 2018년 2087실, 2019년 2155실으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음

- 관광숙박시설과 관련되지만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6

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 48개(91실), 2017년 49개(89실), 2018년 49개(90실), 2019년 

41개(79실)으로 최근 몇 년간 시설 수 및 객실 수에서 큰 변동은 없었음   

2) 송파구 주요 관광숙박시설

◦ 5성급

‐ 시그니엘 서울 호텔(Signiel Seoul Hotel)

‐ 롯데호텔월드

◦ 3성급

‐ 호텔 파크하비오

◦ 2성급

‐ 가락 관광호텔

◦ 1성급

‐ 필름 37.2 호텔

◦ 호스텔

‐ 24 게스트하우스 잠실점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케빈 스테이 게스트하우스

3) 송파구 관광음식시설 현황

◦ 관광관련 음식업종의 개념 및 송파구 현황

‐ 관광관련 음식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서 관광유흥음

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3-1] 관광관련 음식업종의 개념 및 관광관련 음식업종 송파구 현황

4) 송파구 주요 관광음식시설

◦ 대장금 롯데월드몰점

◦ 씨크릿가든

1) 송파구 교통체계 및 접근성 현황분석

◦ 송파구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 지하철 ․ 공항버스 접근성

          

  [그림 3-1] 송파구 지하철 연결 노선

           [그림 3-2] 송파구 지하철 연결 노선

- 잠실권역은 부도심권이자 송파구 중심지역으로 2호선, 8호선, 9호선으로 접근이 가능하여 서

울순환권역, 성남․ 분당권역, 강남․ 한강이남 권역에서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분석됨

- 송파권역은 잠실역(2․ 8호선), 종합운동장역(2․ 9호선), 석촌역(8․ 9호선), 천호역(풍납토성

역, 5․ 8호선), 가락시장역(3․ 8호선), 올림픽공원역(5․ 9호선), 오금역(3․ 5호선) 등 7개역이 

2개 노선이 겹쳐는 환승지하철역으로 나타남

- 공항버스는 [표 3-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잠실권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김포공항 기점노

선 6000번, 6706번과 인천공항 기점노선 6006번, 6705번 등 총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음

[표 3-2] 송파구 공항버스 접근성 분석

◦ 송파구 지방교통 접근성 분석 – SRT,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접근성

[표 3-3] 송파구 지방교통 접근성 분석

- 송파구 잠실권역 SRT 수서역, 강남고속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인접하여 있어서 서울 동

북부권 교통중심지역으로 부상됨에 따라 교통접근성면에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석됨   

1) 송파구 관광안내체계 현황분석

◦ 송파구 관광안내소 분석

- 송파구내에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송파관광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운영

하는 잠실관광안내소, 올림픽공원 종합안내소, 잠실한강공원안내센터 등이 있음

◦ 송파관광정보센터

2) 송파구 관광안내시스템 현황분석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 운영개시: 2018년 9월

‐ 구성인원: 총 25명(영어8, 중국어7, 일어8, 러시아어 2명 / 남 6명, 여 19명)

‐ 안내거점: 잠실역 지하광장 및 상가, 롯데월드 타워 및 롯데월드몰 주변

‐ 주요업무: 국내·외 관광객 대상 송파구 주요 관광지 안내, 송파구 제작 관광홍보물 배부(관

광안내지도, 가이드북, 맛집지도 등), 외국인 통역서비스(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 

◦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현황

‐ 운영상황 : 2013년 이후 계속 운영되며, 2013년 잠실역에 2개, 2016년 송파관광정보센터, 

2018년 방이맛골,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설치되었음

‐ 이용현황 : 송파 평화의 광장 이용내역이 2018년 76만건임으로 가장 높았고, 잠실역 2의 이

용내역이 2018년 약 35만건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4] 송파구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설치 현황

[표 3-5] 송파구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이용 현황
(단위: 클릭수)

3) 송파 관광안내센터 및 언어권별 방문 현황분석

◦ 내외국인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 분석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외국인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2016년에서 2017년에 월평균 418명에서 89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3-3]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 현황
(단위: 명)

◦ 언어권별 송파 관광안내센터 방문 분석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영어권은 5배 정도, 중국어권은 3배 정도, 일본어권은 2배 정도 증

가함

‐ 총 방문자수 합계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배정도 증가함  

[표 3-4] 송파 관광안내센터 언어권별 방문 현황
(단위: 명)

4) 송파 관광안내 홍보자료 - 관광안내지도

◦ 송파구 관광지도

◦ 송파구 테마별 도보여행길 관광지도 – 국문, 영문, 중문, 일문  

1) 지방정부 SWOT 분석 중요성 

     [* 지방정부의 SWOT분석과 SWOT전략: 부산광영시를 대상으로(류재현, 2008) 내용을 재구성함]

◦ 첫째, 지방정부는 사회적인 우선순위에 의해 탄생함

◦ 둘째, 우선순위, 공공욕구 및 기대는 지방정부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함

◦ 셋째,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전과 목적을 확인하고 재정비하며 갱신할 필요 

있음

◦ 넷째, 변화한 환경 속에 변화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집결해야 함

◦ 다섯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내부지향적이고 수동적인 경영에서 외부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전략경영으로 변신하여야 함

2) 지방정부 SWOT 분석 및 전략경영의 의미

◦ SWOT분석과 전략경영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당해지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이자 기법임(Coopers & Lybrand, 1995)

1) 강점(Strength)

◦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한성백제박물관 등 역사문화기반의 관광자원 

풍부

◦ 송파구 지역은 지하철 6개 노선(2,3,5,8,9호선, 분당선)이 교차하고 잠실은 광역환승버스센터가 있

는 등 서울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함

◦ 송파구 지역은 주변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구, 강동구, 광진구 등에 비해 관광숙박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음

◦ 송파의 관광브랜드는 ‘국제관광도시송파(Global Tourism City Songpa)’이며, 관광정책 비전으로

는 ‘세계인이 즐겨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송파’로서 송파구 정책비전의 핵심중의 하나는 

‘관광’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이기에 구의 관광도시 육성의지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음

2) 약점(Weakness)

◦ 서울 내에서도 한성백제 기반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송파구임에도 불구하고 송파지역

은 실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지도는 낮은 편임 

◦ 개별자유관광객(FIT)들이 단체관광객보다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관광수용태세 차원에

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FIT를 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롯데쇼핑몰, 롯데월드 등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중심의 잠실역 인근 지역(53.3%)과 체육 및 

공원시설이 밀집한 올림픽공원(22.8%)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상황임(출처: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

◦ 역사문화관광지역이 비교적 넓게 산재해 있는 데, 산재된 역사문화관광자원들을 연결시킬 연계플

랫폼이 미비한 실정임

3) 기회(Opportunity)

◦ 2015년 메르스, 2017년 사드사태 등 국내 보건환경 및 국제정세로 인한 위기시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2016년 30.3% 성장, 2018년 15.1% 성

장)

◦ BTS 등을 포함한 한국의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계속 상승하고 있

음

◦ 체험관광, 식도락관광, 공연예술관광,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행태의 다양화로 역사문화와 다양한 문

화콘텐츠가 연계된 관광이 부상 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개발하여 국제 업무 및 MICE산업 복합 중심지로 육성 

계획

4) 위협(Threat)

◦ 2019년 한일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및 경제적 갈등으로 한일 간 관광 교류도 감소 추세에 있음 

◦ 종로구, 중구 등 오랜 기간 외래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였던 문화․  쇼핑 중심지역 외에도 마포구, 

강남구 등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등 서울 자치구간 경쟁도 치열해짐

◦ 일본은 2020년 하계올림픽과 맞물려 2020년까지 인바운드 4,000만명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놓음 

◦ 공유경제, 공정관광 등 관광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속도 및 전략에서 부실 

[그림 3-3] 송파구 역사문화관광 SWOT 분석

1) 국내 인바운드 관광시장 동향 분석

◦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9년간 매년 평균 8.81% 성장

◦ 2015년 메르스사태, 2017년 사드사태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성장함

         [그림 5-1] 연도별 입국자수 추이

◦ 방한 외래관광객 유형 변화

‐ 2010년에 비해 2018년에는 외래관광객 주요 방한 국가로는 2010년에는 일본(34.4%)이 1

위이었으나 2018년에는 중국(31.2%)이 1위 외래관광시장으로 등극하였음

‐ 주요 방문 연령 1위로는 2010년 30대(18.9%)에서 2018년 20대(24.9%)로 바뀌었음

‐ 성별은 점유율면에서 2010년 대비 2018년은 남성은 3.3% 감소하였고, 여성은 6.2% 증가하

였음

‐ 방문 목적은 2010년 대비 2018년 관광은 8.5% 증가하였고, 상용은 2.1% 감소하였음

‐ 여행형태는 2010년 대비 2018년에는 개별여행 17.3% 증가하여 79.9%였고, 단체여행은 

17.5% 감소하여 12.4%여서 주류여행이 개별여행으로 자리잡음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그림 5-2] 방한 외래관광객 유형 변화

2) 서울 관광시장 동향 분석

◦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방문지 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 N서울타워, 인사동·삼청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율이 감

소하였음

‐ 2017년 대비 2018년 홍대 지역만 5.4% 증가하였음

‐ 롯데월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단위 : %)

                         [그림 5-3]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방문지(지역 및 시설)

[표 5-1]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연도별 주요 방문지(지역 및 시설)
(단위: 명, %)

◦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 4대 고궁은 10.1%, 남산골 한옥마을 11.9% 감소하였음

‐ 2017년 대비 2018년 동대문(흥인지문)만 3.9% 증가하였음

(단위 : %)

                              [그림 5-4]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표 5-2]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단위: 명, %)

◦ 외래관광객의 가장 좋았던 방문지 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 가장 좋았던 방문지는 명동(2.3%), 홍대(5.5%), 롯데월드(2.4%) 증

가 추세임

‐ 2017년 대비 2018년 가장 좋았던 방문지는 N서울타워(4.0%), 4대 고궁(2.1%) 감소 추세

임

(단위 : %)

  [그림 5-4] 외래관광객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표 5-2]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단위: 명, %)

3) 송파구 관광시장 동향 분석

◦ 송파구 방문 현황 및 추이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서울 방문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다시 잠실 방

문비율을 추정하여 송파구 방문 외래관광객수 추정함

-2018년 송파 방문 외래관광객수는 343만여명으로 추정됨

-송파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12.0% 증가

[표 5-3] 송파 외래관광객 방문자수 및 방문 추이

◦ 외래관광객의 서울시 가장 인상 깊었던 방문지 분석

‐ 잠실은 서울시 주요 관광지중 1순위에서는 7위(2.4%)이고 중복응답에서는 8위(9.0%)로 나

타남. 즉, 전통적인 쇼핑관광지역인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의 지역에 비해서는 인상 깊

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

  [그림 5-7] 외래관광객 서울시 주요 방문지 분석

1) 개관

2) 역사문화자원(유물 ․ 유적)

3) 역사문화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은 지리적 인접성, 

관광테마                                   성격에 근거하여 대체로 3개 

코스로 이루어짐

① 지리적 인접성

◦ 1코스 - 부소산 코스로 삼충사·영일루·군창지 및 궁녀사당·송월대·사비루·백화정·낙화암·고란사·

부소산 입구임 

◦ 2코스 - 부여읍 관광 코스로 박물관·부소산성·구드레·청산성·쌍북리 도요지·정림사지·나성·궁남

지·망해정·부여향교·능산리 고분군·청마산성임

◦ 3코스 - 백마강 코스로 부소산성·조각공원·구드레나루·규암나루임

② 관광테마 성격

◦ 절터 코스 : 정림사지-동남리사지-군수리사지-임강사지-능산리사지-호암사지-왕흥사지

◦ 산성 코스 : 부소산성-청마산성-부여나성-성흥산성

◦ 백마강 코스 : 천정대-조룡대-부산-수북정

4) 백제문화단지

◦ 개요

‐ 구성 : 3,299천㎡(100만평) 규모를 자랑하는 백제문화단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

문로 374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인 사비성(왕궁, 능사, 생활문화마을 등), 백제역사문

화관,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민자시설인 숙박시설(콘도, 스파빌리지), 테마파크, 테마 아울렛, 

체육시설(대중골프장) 등으로 구성됨

‐ 계획 : 1993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 백제문화단지 기공식을 거행한 

이래, 현재 공공시설은 완공하였고 테마파크 등 일부 민자시설은 2017년까지 준공하여 명실

상부한 세계적인 역사테마파크로 육성할 계획임 

‐ 백제문화단지 특성: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곳으로 왕궁/사찰의 하앙(下

昻)식 구조와 청아하고 은은한 단청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양식으로 사비성의 모든 건

물마다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사실적 재현을 통하여 백제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백제역사문화관 특성: 전국 유일의 백제사 전문박물관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

여주는 상설전시실을 비롯하여 기획전시실, 금동대향로극장, i-백제 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

ㆍ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음  

                 

◦ 백제문화단지 구성

‐ 사비궁 :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 왕궁의 모습을 최초로 재현한 대백제의 왕궁. 사비시기 중궁

을 재현한 천정전이 있는 중궁전, 왕과 신하들의 집무공간인 문사전, 연영전이 있는 동궁전, 

무관에 관한 집무공간인 무덕전이 있는 서궁전 등으로 구성됨  

‐ 능사 :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 왕실의 사찰로 원형과 같이 1:1로 재현함 

‐ 위례성 :  백제 한성시기(B.C. 18~A.D. 475)의 도읍을 재현함

‐ 생활문화마을 : 백제 사비시대의 계층별 주거유형을 보여주는 곳임

1) 개관

2) 역사문화자원(유물 ․ 유적)

3) 역사문화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역사문화 기반한 2개 투어코스로 이루어짐

① 왕도 투어

◦ 코스 : 웅진백제역사관 – 송산리고분군 – 숭덕전 – 국립공주박물관 – 선화당 – 한옥마을 – 고마아트

센터

◦ 웅진백제역사관 

◦ 송산리 고분군 

  

◦ 선화당

  

◦ 공주 한옥마을

  

◦ 아트센터 고마

② 시티 투어

◦ 봄코스 : ①충남역사박물관-②영명학당-③포정사 문루-④공주역사영상관-⑤송산리고분군    

              -⑥공산성

◦ 가을코스 : ① 국립공주박물관- ② 송산리고분군- ③ 마곡사 

1) 규슈 사가현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 개념 

‐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야요이(彌生)시대 유적 중 요시노가리 유적은 사가현(佐

下縣) 간자키(神崎)군 간자키정(神崎町), 미타가와초(三田川町), 히가시세후리무라(東背振

村) 등 3개 마을에 걸친 일본 최대의 유적으로 야요이시대 「구니」의 중심적인 취락의 전

모와 야요이시대 600년간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곳임

◦ 의미 

‐ 일본 고대 역사를 해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와 정보가 집결된 장소임

‐ 유병동검(有柄銅劍)이나 유리제관옥(管玉) 등의 출토품은 국가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높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임

◦ 복원된 건물

◦ 공원 정비

‐ 정비 결정 : 1992년 일본 각료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공원이 설치됨. 이 유적은 주변의 풍부

한 자연환경과 함께 보존함과 동시에 널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공원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에 근거해서 일본 고유의 뛰어난 문화적 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공원으로서 그 설치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함

‐ 장소 및 크기 : 일본 고유의 뛰어난 문화적 자산인 요시노가리 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도모

하기 위해 사가현 간자키군 간자키초 오아자 시와야 및 오아자쓰루 미타가와 오아자 다테 

및 히가시세후리무라 오아자 오마가리 일대 면적 약 54헥타르를 국영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을 설치함

‐ 근거 : 국가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요시노가리유적 야요이시대의「구니」의 중심적인 

취락의 전모를 보여주는 현존하는 일본 최대의 유적임

‐
2) 혼슈 나라현 아스카 역사공원 (* 두산백과 내용 요약함) 

◦ 요약 

‐ 일본 나라현(奈良県) 아스카촌(明日香村)에 있는 국영공원(国営公園)임

◦ 개념 

‐ 총 면적 약 60헥타르이며 아스카(飛鳥)의 풍요로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목

적으로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1971년부터 공원 도로와 광장 등을 정비한 공원임

◦ 공원 구성 

‐ 공원은 각각 특색을 살린 5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수 숙박시설이 있는 이와이도(祝

戸) 지구, 이시부타이고분(石舞台古墳)이 있는 이시부타이 지구, 전망대에서 아스카의 풍경

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마카시노오카(甘樫丘) 지구, 다카마쓰즈카고분(高松塚古墳)과 

아스카역사공원관, 다카마쓰즈카벽화관이 있는 다카마쓰즈카(高松塚) 주변 지구, 기토라고분

(キトラ古墳) 벽화가 발견된 기토라고분 주변 지구가 있음.

[그림4-1] 아스카 역사공원 지도
     자료: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3) 오키나와 슈리성/나키진 빌리지(세계문화유산) (* 오키나와 관광정보 사이트 내용 

요약함) 

① 슈리성(首里城) 공원

◦ 요약 

‐ 류큐 왕국의 번영을 말해주는 진홍의 세계유산이고 류큐왕국의 정치․외교․문화의 중심지로 위

용을 자랑하던 슈리성. 2000년 12월 ‘류큐왕국 관련 유산군’이 일본에서 11번째 세계유산으

로 문화유산에 등록됨. 슈리성 공원은 류큐왕국 시대 모습을 복원하여 정비되어 있음.

◦ 개념 

‐ 류큐 왕국의 정치․외교․문화의 중심지로 위용을 자랑하던 슈리성. 장엄한 성문을 여러개 지나

가면 나타나는 정전은 류큐 왕국 최대의 건물임. 중국과 일본의 축성 문화를 융합한 독특한 

건축 양식과 석조 기술의 높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 문화 유산에 등록되어 

있음. 슈리성 공원 원내에는 수레이문, 원비야 타케시 석문, 엔각 절터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음    

◦ 시설 구성 

‐ 공원의 장엄한 성문을 몇 개 지나면 드러나는 세이덴(正殿)은 류큐왕국 최대의 건조물임. 원

내에는 슈레이몬(守礼門), 소노햔우타키 석문(園比屋武御嶽石門), 엔카쿠지터 등의 문화재가 

곳곳에 점재되어 있음.

1) 베트남 하노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유적지[(응웬 투 프엉, 2018)논문에서 일부 발췌 ․ 
정리함] 

‐ 역사․ 예술적 건축 ․ 고고학 유적지 : 꼬로아 성채(Co Loa)

‐ 역사유적․ 명소 : 호안끼엠 호수(Hoan Kiem Lake), 옥산사(Ngoc Son Temple)

‐ 역사․ 예술적 건축 유적지 : 문묘(Van Mieu)

2) 하노이 탕롱 황성(*위키피디아 ‘탕롱 황성’ 내용 정리함)

◦ 역사 

‐ 탕롱 황성의 기본적인 구조는 1010년에 레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고, 후대의 황제들에 의해 

점차 확장되었음

‐ 1810년에 응우옌 왕조가 후에 황성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지였음. 

프랑스 통치시대에는 이곳에 통킹 지바의 정청을 두어 행정의 중심으로 삼았음

‐ 1945년 일본군이 프랑스군 포로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으로 사용됨

‐ 2010년 탕롱 황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됨

◦ 복원 

‐ 19세기에 프랑스 군대가 하노이를 강제적으로 점령하며 황성의 건물들이 대거 허물어졌고, 

20세기에 들어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들이 거의 모두 무너져 내렸음. 21세기가 되서야 제대

로 된 발굴과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음. 

◦ 유적 

‐ 탕롱 황성의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19세기 말에 모두 부서졌음. 현재 남아있는 몇 안되는 

황궁 건축물로는 황성의 북문과 궁전들의 계단 부분들이 있음

3) 하노이 주요 역사문화유적 

◦ 문묘(文廟)

‐

◦ 꼬로아 성(城古螺)

‐

◦ 호치민 박물관(Hanoi Ho Chi Minh Museum) 

‐ 1990년 5월 19일,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호찌민의 활동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관하였음. 구소련의 원조를 받아 레닌 박물관의 전문가가 설계와 내부 장식을 담당했음. 

호찌민 생가 모형, 애장품, 편지 등 호찌민 생애와 관련된 모든 물품이 전시되어 있음. 과거

관과 미래관으로 구분된 전시실에는 평화, 행복, 자유 등을 상징하는 외국 작가의 현대 작품

들이 전시되어 있음.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① 호치민 박물관 

◦ 원주탑(Chua Mot Cot) 

‐ 베트남 국보 1호로, 1049년 리 왕조 제2대 왕이 관음보살의 꿈을 꾼 후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장수와 복을 기원하며 건축했음.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① 호치민 박물관 

1) 마카오 

◦ 역사 요약(다음백과 참조로 내용 요약함 https://100.daum.net/encyclopedia)

‐ 1513년 포르투갈 범선이 처음 주장강 어귀에 닻을 내린 이래 포르투갈인들이 정기적으로 마

카오에 왔음

‐ 1553년 중국과의 정식 교역이 이루어진 후,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중요한 화물집산지가 되었

음

‐ 1888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99년 12월 중국으로 반환되었으며, 홍콩과 마찬가

지로 1국 2체제의 적용을 받는 특별행정구가 되었음

◦ 주요 역사문화관광지

‐ 마카오에는 30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이를 둘러보는 것만 해도 좋은 문

화관광 코스가 됨

‐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의해 오랫동안 형성된 문화가 마카오의 독특한 풍경과 관광지로 남아

있음

‐ 마카오의 문화관광은 물결 무늬의 타일로 유명한 세나도 광장, 펠리시다데 거리, 성 라자루 

성당, 마카오 최대의 도교 사원이며 1488년 건립된 아마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조성된 타이파 지역의 주택박물관과 역사박물관도 마카오의 근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짐

◦ 세나도 광장(Largo do Senado, 議事亭前地) (ENJOY홍콩․ 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

약)

‐ 시의회 건물이 있는 주 도로에서 성 도미니크 교회까지 이어지는 3,700m의 바닥이 물결 모

양 모자이크로 제작된 세나도 광장은 낮과 밤의 느낌이 확연히 다름.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

지만 광장 주변에 있는 파스텔 톤의 유럽풍 건물과 어우러져 작은 유럽을 방불케 함. 광장 

주변을 돌아보면 마카오를 다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카오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임. 세나도는 포르투갈어로 ‘시청’이라는 뜻으로, 이곳을 지나 마카오 여행의 하이라

이트인 관광지들이 펼쳐짐.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① 세나도 광장 

◦ 성 도미니크 성당(St. Dominic’s Church) (ENJOY홍콩․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 마카오 최초의 성당으로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17세기 스페인의 도미니크 수도회에 의해 세

워졌고, 1997년 완벽하게 복구되었음. 하얀색과 초록색 창문으로 건물 외관을 장식하였고, 

크림 빛 성당의 내부는 화려한 장식의 제단과 아기자기하면서도 디테일 장식으로 더욱 성스

럽게 느껴짐. 아름답고 섬세한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포르투갈에 맞서 스페인을 지지하던 장

교가 이곳 제단에서 살해되기도 한 격동의 세월을 머금고 있음. 현재는 박물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 성당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각과 그림, 물품을 전시하고 있음. 매년 5월

에 있는 파티마 행렬이 이 성당에서 출발함.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② 성 도미니크 성당 

◦ 성 바울 성당(Macau Ruins of St. Paul’s Church, 澳門大三巴牌坊) (ENJOY홍콩․마카오, 2019, 최

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 17세기 초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가 마카오에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 설계한 성당으로 마

카오를 대표하는 성당 유적지임. 종교 박해를 피해 나가사키에서 온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1637년부터 20여 년간 건축되었음. 처음에는 예수회의 대학으로 사용되다가 1835년 태풍과 

세 번의 화재로 인해 본관이 붕괴되었고, 현재는 5단 구조의 정면 벽과 계단, 지하 납골당만 

남아 안타까움을 자아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마카오의 상

징물이 되었음.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③ 성 바울 성당 

◦ 몬테 요새(Forteleza Do Monte, 大炮台) (ENJOY홍콩․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 17세기 초에 성 바울 성당과 비슷한 시기에 예수회가 세운 곳으로, 네덜란드 함대가 마카오

를 공격하던 1622년 당시에는 겨우 절반 정도만 건축된 상태임. 그러나 이 요새의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네덜란드의 화약고에 명중하여 전쟁을 결정적으로 승리로 이끌었고 마카오를 

구하게 되었음. 10여 대의 대포가 요새를 빙 둘러 사방을 향해 배치되었지만 지금은 마카오

의 시가지를 훤히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음.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④ 몬테 요새

◦ 마카오 박물관(Macau Museum, 澳門博物館) (ENJOY홍콩․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

약)

‐ 1998년에 개관한 마카오 박물관은 몬테 요새 옆에 위치하고 있음. 450여 년 동안의 마카오

의 역사와 마카오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6,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음. 박물관은 총 3

층으로 마카오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1층에는 유럽과 중국의 문화가 융화되기 전 마카

오의 기원 및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2층에는 마카오의 대중예술과 전통 생활방식을 보

여주고 있으며, 3층은 마카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⑤ 마카오 박물관

◦ 기아요새(Guia Fortress, 東望洋砲臺) (Justgo 홍콩․ 마카오, 2019, 주정미, 시공사 참조 요약)

‐ 마카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잡은 요새로, 적이 칩입하거나 태풍이 오면 종을 울려 사

람들에게 알렸다고 함. 1638년 네덜란드 군대로부터 마카오를 지키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실제로 전투에 이용된 적은 없음. 마카오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와 프레스코화가 있는 예배당

으로 유명하며 웨딩 사진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음. 케이블카를 타고 마카오 전경을 감상

하는 것도 좋음.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⑥ 기아 요새

◦ 타이파 주택박물관(Taipa House Museum, 龍環葡韻住宅式博物館) (ENJOY홍콩․ 마카오, 2019, 

최은주, 넥서스 참조 요약)

‐ 타이파 주택 박물관은 20세기 초에 포르투갈 고위 관리가 지은 집을 마카오 정부가 사들여 

만든 박물관으로 타이파 섬 관광의 1순위로 꼽히는 곳임. 라임색의 화려한 5채의 호화 주택 

중 3채를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옛 포르투갈인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박물관 외의 주

택은 프라이빗 파티를 위해 대여를 해 주기도 함. 포르투갈 주택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마네

킹이 전시되어 있고, 마카오 주택 박물관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살았던 거실, 침실, 욕실 

등을 그대로 전시해 놓았음. 그리고 마카오 섬의 주택에는 타이파 빌리지의 모습을 담은 사

진들을 전시해 놓았음. 저녁이 되면 펼쳐지는 멋진 야경 덕에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함. 화려

한 조명 아래 멋지게 늘어서 있는 보리수 나무들과 어우러진 파스텔 톤의 박물관이 더욱 근

사하게 보임.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⑦ 타이파 주택박물관

◦ 더 베네치안 마카오(The Venetian Macau, 澳門威尼斯人) (Justgo 홍콩․ 마카오, 2019, 주정미, 시

공사 참조 요약)

‐ 마카오 최대 규모의 복합 카지노 센터로 크게 카지노, 더 그랜드 캐널 숍, 호텔 등으로 구분

됨. 베니스의 수로가 그대로 재현된 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볼거리도 충분함. 산타루치아를 

부르는 사공이 노를 젓는 곤돌라에 탑승할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파티용 가면을 쓴 무희

들이 퍼레이드를 하며 사진 촬영에도 응해줌. 현재 더 베테치안 마카오는 샌즈 코타이 센트

럴에 통합, 운영되고 있음. 

<표 > 현지 탐방 조사에 근거한 평가 – ⑧ 더 베네치안 마카오

1) 공주 ․ 부여 문화관광 정책 배경

◦ 2004년 문화재청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후, 2009년 기본계획 수립이 이

루어 짐

◦ 공주시의 기본구상에는 역사문화와 현대의 도시기능이 함께하는 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

으며, 역사문화경관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

◦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시와 부여군은 협력하여 격년제로(홀수 해 공주, 짝수 해 부여) 백제문화제를 

개최하여 백제문화의 발전 및 육성 비전 제시

2) 공주 ․ 부여 문화관광 정책 방향

◦ 공주, 부여 주변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어, 관련 정책사

업 개발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이를 활용한 ‘백제문화제’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마을 등의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

◦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주역부터 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관광지구, 공주국립박물관 등의 일

대를 관람하는 공주코스가 개발되어 운영 중이며, 체험요소가 없는 단순 관람형태임

2) 공주⸳부여 문화⸳관광 정책 사업

◦ 공주와 부여, 세종을 잇는 2층 투어버스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주시티투어 버스운영으

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투어 및 백제 역사 경험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신바람 공주 시티투어’ 운영하고 있음

◦ 대전, 공주, 부여, 익산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백제역사문화권 관광을 함께 음식, 체험, 여행

등의 키워드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유적지, 맛집 등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여 백제역사에 대한 퀴즈를 풀어가는 체험형 프로그램

(금강백제권역 역사 미션 스토리투어)으로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야 함 

◦ 유치원생, 초중생, 가족단위의 그룹을 주 타겟으로 잡고 체험관광을 공주와 부여의 정책으로 삼고 

있음

◦ 공주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송산리고분군 무령왕릉, 웅진백제의 공산성, 전통사찰 마곡사 등의 

문화유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공주밤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함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베트남과 연계하여, 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해, 백제문화제홍보관을 20여

일 간 운영하고 공주시와 부여군의 먹거리, 숙박시설 홍보와 함께 백제복식체험, 포토존 등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기도 함

◦ 이 밖에도 주요 정책사업으로 ▲박제된 백제문화 찾기 캠페인 ▲역사문화 해설자 양성 ▲원스톱 

백제문화 이야기 테마관광 ▲백제문화전통사업지구 조성 ▲서민형 한옥촌 조성 ▲근대문화 탐방

로 조성 등이 있음

1) 익산 문화⸳관광 정책 배경

◦ 오랜 역사의 백제문화재를 다시 평가하여, 왕도익산의 위상을 부활시키고자 함

◦ 500만 관광도시 조성 전략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정책 수립 추진에 나섬

2) 익산 문화⸳관광 정책 방향

◦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익산을 위한 2019년 관광정책에는 ▲관광 앵커시설 ‘왕궁 포레스트 어드

벤처’ 조성 ▲시티투어 확대 운영 ▲MICE산업 집중 육성을 2019년 핵심 사업으로 추진

◦ 익산의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3대 기본계획에 ▲왕도시민 ▲왕도복원 ▲왕도경영을 두고, 

백제문화재 원형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구현을 하고자 함

◦ 역사문화 현장박물관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역사에 기반한 콘텐츠 육성을 위

한 창작클러스터화 추진 계획을 갖고 있음

3) 익산 문화⸳관광 정책 사업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왕궁 일대에서 ‘익산문화재 야행’ 행사를 개최하고, 야경, 야로, 야사, 야

화, 야설, 야식, 야시, 야숙 8개의 테마로 야간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유산과 주변의 콘텐츠

를 적극활용해 역사체험 활동 제공함

◦ 또한, 인근의 유적전시관에서는 백제관련 의복을 입는 어좌체험, 3D체험, 목판체험 등의 프로그램

도 함께 진행함

◦ 활용가치가 높은 역사자원을 재정비하고, 역사탐방로를 특성화하여 고도 체류기반 조성에 관한 사

업을 준비중임

1) 경주 문화⸳관광 정책 배경

◦ 경주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타지역에 비해 관광도시, 역사도시라는 불리며 관광산업이 

우위에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해지며 침체기를 겪기도 함

◦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유적지 정비와 교통망 재정비 등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음

◦ 스토리텔링을 통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역사문화조성사업 추진을 타진중

◦ 경주 이외에도 부여, 공주, 익산 등 옛 도시를 보존하기 위한 ‘고도지구 지정’제도 정책을 중앙정부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여, 선정 및 육성 추진함

2) 경주 문화⸳관광 정책 방향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성백제박물관은 학술교류 MOU 체결 후, 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의 협

력, 학술자료 공개, 공동전시 개최를 통한 백제의 문화재에 관한 결과물을 공개하기로 함

◦ 역사문화자원의 재정비를 통해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2006~2020)로 추진방향 마련

함

◦ 2030경주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역사⸳문화⸳관광 MICE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세계적인 역사⸳관광 도

시 조성에 계획 방향을 두고 있음

3) 경주 문화⸳관광 정책 사업

◦ 경북문화재단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주

의 백제문화권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고, 전통놀이체험, 한옥체험 등 한국의 백제역사문화유산을 경

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 ‘문무왕’이라는 인물을 키워드로 제작한 뮤지컬을 개발하여,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여 경주

를 찾는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과 함께 한국의 역사에 관한 뮤지컬을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 제시

하며, 문무대왕과 연계한 해양문화창조사업 추진 예정

◦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용으로는 ▲도심고분공원조성사업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사업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월성 혜자 발굴복원사업 ▲경주 읍성 정비 복원사업 ▲역사문화도

시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 또한, 유교문화자원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 문화벨트 조성을 추진 중(독락당-옥산서원-구강서원

-양동마을-동강서원)

1) 전주 문화⸳관광 정책 배경

◦ 1930년대 전주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거대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2002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이 되며, 새로운 관광전략 수립

◦ 2030전주문화비전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장기 문화정책 추진

2) 전주 문화⸳관광 정책 방향

◦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트폴리스 구현을 전주시 미래상의 방향으로 두고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두고 있음

◦ 전주의 전통문화도시 비전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라 설정하였음

◦ 전주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새롭게 육성하고, 전주만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 

3) 전주 문화⸳관광 정책 사업

◦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교육콘텐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전주 야행’프로그램은 밤거리를 거닐며, 골목마다 숨겨진 전주의 

문화유산을 찾는 체험 행사임

◦ 전주시는 8가지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시간 및 테마별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전주소식 온통’ 웹진을 만들어, 전주시의 행사 및 소식 등을 받아볼 수 있음

◦ 전주시는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문화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개발 및 디지털아트와 문화유산접목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계획함

◦ 2007년부터 전주역사둘레길 조성 및 시티투어 해설사 운영하고 있음

1) 일본 문화관광 정책배경 및 방향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참조)

◦ 2016년 아베 수상은 일본의 문화재를 ‘보존’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선언하며 관광객의 시선으로 

새로운 관광비전 제시함 

◦ 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청, 관광청이 함께 연계 추진함

◦ 일본 관광청에서는「내일의 일본을 뒷받침할 관광비전」에 있어 1대 시점 ‘관광자원의 매력창조사

업’ 중 하나인 ‘문화자원과 관광’에서 오랜 민가 등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숙박시설 또는 레스토

랑으로 보수하여 관광마을로 재생 및 활용으로의 조성을 진행하여 체류형 콘텐츠 개발하기 위함

◦ 문화재의 지역 및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위한 문화청에서는 2020년까지 시행해야 할 프로그램으

로 3가지를 발표함 ▲일본유산 등 문화자원의 일체적 정비 및 활용과 알기 쉬운 해설화 ▲국보 및 

문화재 등의 수리․미장화 ▲인재⸳체제의 정비

2)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문화관광 정책

◦ 1986년에 3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취락과 건물터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야요이 시대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어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됨

◦ 이를 요시노가리 역사공원구역으로 정비화되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짐

3) 혼슈 나라현 아스카 역사공원 문화관광 정책

◦ 아스카의 고도보존사업 추진경위에 있어 1966년에 ‘고도보존법’이 공포되며, 아스카촌을 역사적 

풍토 보전구역으로 결정되며, 아스카보존재단이 1971년 발족됨

◦ 또한 역사적 풍토의 보존과 주민 생활과의 조화를 위해 나라현은 아스카촌 정비계획을 수립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음

◦ 나라현은 세계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 지역 전통축제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

며, 동아시아와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백제문화제와의 교류사업을 진

행했었음

4) 오키나와 세계문화유산  문화관광 정책 

◦ 오키나와의 경우 일본령으로 재귀속되면서,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따른 관광 산업들이 개발

되기 시작함

◦ 오랜 전쟁으로 버려져 있던 땅을 정부의 주도하에 지역의 관광업계와 함께 국제적 관광지로써 창

출해 내었으며, 바다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삼아 휴양을 키워드로 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관

광정책 펼침

◦ 오키나와의 슈리성의 관리는 일본 정부의 문화청, 일부는 현, 일부는 시에서 나누어 관리 및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종합연구센타를 별도로 갖고 있으며, 오키나와 관광컨벤션센타에서 국내외 홍보활동, 국제학술대

회, 축제 등의 관광행사를 기획 및 진행함

◦ 오키나와에는 슈리성 외에도 국정공원, 해양박람회기념공원, 동남식물낙원,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있음

 

1) 중국의 문화⸳관광 정책 배경 (중국인민공화국 사이트 www.macaotourism.gov.mo  

   참조 요약)

◦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2016-2020) 정책 

발표함

◦ 2001년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며, 중국 최초의 중장기 문화발전 정책을 공표하였으

며, 현재 ‘문화’라는 키워드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 문화유산 보호 및 발전: 체계적인 전통 문화 계승 시스템 마련하고, 중국 전통 문화의 창조 및 발전

을 위해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마련

◦ 중국문화의 세계화: 문화개방 수준을 높이고, 대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폭넓은 문화교류의 

틀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노력

2) 중국의 문화⸳관광 정책 방향

◦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 부문 정책 방향은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체제보완, 중국문화세계화, 공

공문화서비스 공급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향유수준 격차를 줄이고자 전국의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유산보호발전의 경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

한 연구 및 활동을 추진 중임

◦ 새 규획 안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문화정책방향이 상이함

3) 마카오 역사문화관광지 정책

◦ 2017년에 수립된 ‘마카오 관광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은 2020년까지의 지침을 담고 있으며, 플랜

은 가족친화적 접근과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관광시설개발을 제안하고 있음

◦ 2017년 이전까지의 마카오 관광정책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레저와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면, 2005

년 역사지구의 유물이 25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을 앞세운 새로

운 관광정책을 펼침

◦ 소유권이 개인과 정부 등 혼재되어 있던 세계문화유산을 2014년부터는 마카오 문화유산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

◦ 이밖에도 관광전문학교를 운영하여 관광 특화 전문인력을 육성해 문화재 관리, 축제 기획, 프로그

램 제작 등을 통한 정책 진행하고 있음

1) 베트남 문화 ․ 관광 정책 배경

◦ 베트남 정부는 1956년 보존 및 박물관 부서를 창립하여 역사유적과 명승지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

을 공표하고, 지방의 문화관리 정책을 시행함

◦ 1960년대부터 종교적 문화재와 고적 등을 국가의 유적으로 삼고, 보존하는 정책과 박물관 건립사

업을 지속해옴

◦ 베트남은 1998년부터 전쟁을 키워드로 한 관광정책을 펼치며, 전쟁에 관련된 유적지(▲디엔비엔

푸 유적단지 ▲호아로 감옥박물관 ▲하노이 군사박물관 ▲B-52 격추기념관 ▲호찌민루트박물관 

▲호찌민 전쟁기념박물관 등)를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했음

2) 베트남 문화 ․ 관광 정책 방향

◦ 하노이 관광청에서는 2010-2020 관광 진흥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개발 및 

투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함

◦ 베트남의 하노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 및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기반으로 한 관련 관

광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나 관광상품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부실한 편이나, 피식민지 

국가로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보존을 통한 역사유적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점을 더욱 부각시

키는 정책을 펼치고자 함

2) 탕롱 황성 및 주요 역사문화유적지 관련  문화 ․ 관광 정책

◦ 2011년 베트남 총리의 ‘2050을 위한 하노이시 도시 건설계획 2030’을 토대로 지속적인 도시개발

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광개발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임

◦ 탕롱유적지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유적 보호와 

복원 진행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추진함

1) 프랑스의 문화 ․ 관광 정책 배경 

◦ 50년대는 앙드레 말로 장관의 ‘생활 속의 문화’ 정책으로 삶 안에서 문화를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문화를 위한 관광보다는 생활 속의 문화 활동이 중요시 되었던 시기임

◦ 80년대부터 자크 랑 장관에 의한 문화관광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으며, ▲문화 유적의 개선 ▲

방문객 안내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 ▲관광 루트 개발 등의 정책을 펼침

◦ 현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위해 관광활동 촉진 정책들을 

2) 프랑스의 문화 ․ 관광 정책 방향

◦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이지만, 경제성장의 둔화로 문화관광분야 예

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임

◦ 문화관광을 통한 경제성장. 부가가치 창출 등의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의 관광관련부서는 2007년 경제부처로 편입되어 있으며, About France라는 이름으로 관광

서비스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의 주요 발전계획안을 발표함

3) 역사문화유적지 문화 ․ 관광 정책 방향

◦ 지역관련한 문화행사 및 축제 기획 등을 통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육성 정책사업 진행하고 있음

◦ 바스티유 오페라의 건설로 오페라 현대화시키며, 루브루궁을 박물관화에 성공하고, 개선문 재정비 

등 문화유산의 보존에서 활용 및 재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사업 개발중임

◦ 2017년 프랑수아즈 니센 문화부 장관이 발표한 문화재 관련 중장기 계획과 4대 주요 정책 방향을 

새로이 발표함

1) 스페인의 문화 ․ 관광 정책 배경 

◦ 1970년 초는 독재정권으로 인해 다소 폐쇄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짐에 문화관광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없었음

◦ 1975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UN 세계관광기구의 총회가 처음 개최되며, 마드리드 사무국을 설

립하면서부터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 그 이후 1980년대부터 풍부한 문화자산을 위해 문화도시로의 성장에 주력하였으며, 현재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수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

◦ 스페인의 톨레도, 세고비아, 산티아고 등 지역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독특한 나

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 스페인의 문화 ․ 관광 정책 방향

◦ 스페인의 관광정책은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며, 현재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태문

화관광을 추진 중에 있음

◦ 관광품질Q마크 제도를 시행하여 양적인 관광보다 질적인 관광을 추진해 관광의 고급화 정책을 펼

침

1) 미국의 문화 ․ 관광 정책 배경 

◦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전의 미국 문화관광 정책은 전무후무했으며, 빌 클린턴의 관광관련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그 당시 논의된 정책들이 현재까지도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그 이후 2001년 9.11테러 이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며, 이를 위한 국제관광진흥을 위한 

다양한 협력기구 설립 등 다양한 타계정책 펼치기 시작함

2) 미국의 문화 ․ 관광 정책 방향

◦ 클린턴 당시 미국의 관광정책(American Pathway 2000)은 문화유적 관련 투어코스와 미국의 원주

민 투어코스를 통한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해 미국문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문화유산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문화관광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

의를 진행 중임

3) 역사문화유적지 문화 ․ 관광 정책

◦ 역사유적 자산은 공공을 위한 자원 또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존,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음

◦ 미국의 역사를 습득할 수 있는 문화유적 관광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립이나 건국과 

관련된 건축물, 인디안 지역 등 역사적 장소 또는 명소를 ‘국가유적보존법’에 의거하여 보호 및 관

리 실시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시민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적극적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적 결정 등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문화유산 관광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 민간 차원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부분에 있어 매년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음

1) 캐나다의 문화 ․ 관광 정책 배경 

◦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에 의해 건립된 국가로, 캐나다만의 콘텐츠 구축을 위한 문화정책이 

전반적 문화정책의 기조를 이룸 

2) 캐나다의 문화 ․ 관광 정책 방향

◦ 문화유산부법에 의거한 문화유산부를 설리하여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진흥 정책 수립 및 활용을 

수행하고 있음

◦ 에코투어리즘, 토속문화와 같은 테마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 캐나다관광청은 소규모 커뮤니티, 1인 미디어를 통한 지역별 관광지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펼쳐 

최근 캐나다의 관광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3) 역사문화유적지 문화 ․ 관광 정책 (자료: 유네스코 세계유산  퀘벡 역사지구의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연구 참조)

◦ 퀘백시의 구시가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프랑스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일

으킬만큼 프랑스풍 문화로 가득차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임

◦ 또한 불꽃놀이, 콘서트, 퀘벡 윈터 카니발 등의 도시 브랜드화를 이끌 수 있는 대형 축제를 마련하

여, 문화관광을 이끌어가고 있음

◦ 다른 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국립공원, 화석절벽, 해안과 호수 등 자연환경이 중요한 문화관광의 키

워드로 자리잡고 있음 

1) 표집 수집 방법에 따른 빈도분석 

◦ 온라인 

◦ 오프라인 

2) 거주지 분석 

[그림 5-7] 오프라인 설문대상자 성별

3) 관광자원별 방문 빈도 

◦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 장소(중복응답) 

1) 서병로 교수 (건국대학교 글로벌 MICE 전공)

2) 박상현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관광호텔경영학과)

3) 김지선 박사 (주식회사 TNL 대표이사,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1) 역사문화자원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타겟 설정

◦ 메인 타겟은 초․ 중․ 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의미한 의미 창출 가능

함

◦ 서브 타겟은 개별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및 역사문화관광연계 등 차별화된 타겟 설정과 맞춤형 마케팅 

요청됨. 특히 송파투어버스를 제작해 지역 상인들과 함께 스탬프 투어를 개발해도 좋을 것임

2) 문화예술이벤트의 상설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지역음악회, 공공미술프로젝트, 전통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벤트를 계획하여 상설화를 추진

해야 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가 필요함

3)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의 정체성 확립과 주제성을 가진 콘텐츠 개발

◦ 스토리텔링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한성백제 역사자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기

반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

4) 뉴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 플랫폼 사업 구축

◦ 송파관광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뉴미디어를 통한 관광홍보 원플랫폼 사업 구축

5) AR, VR 등 첨단 가상현실․증강현실 장비에 기반한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매력성 제

고

◦ 역사문화관광자원면에서 경주, 공주, 부여, 서울 종로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원의 매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AR, VR 등 첨단 가상현실/증강현실 장비에 기반한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프로그램

이 필요함

6) 타 자치구와의 연계접점 프로그램 개발 모색

◦ 강남구와 성동구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7) 기존 구축된 콘텐츠를 보완하는 설계 필요

◦ 문화유산해설사가 진행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다소 재미없어 보이는 문제로 인해 네이밍을 변경해도 

좋을 것임

◦ 몽촌토성에서부터 서울놀이마당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수정 및 보완해 대표적 코스로 지정해도 좋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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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rban Safety Indicators for Seoul

Sang-Young ShinㆍYoun-Sang Lee

Indicators provide summarized information on conditions and changes of interest. It has the merit in 
that policy makers and citizens can easily understand the situations by quantifying and simplifying 
complex real world situations. 
Urban safety indicators are indicators that show conditions and changes of urban safety (or risk)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y support policy making for urban safety and provide urban safety 
information to citizens.
At this time, urban safety indicators are employed on a case-by-case and only when necessary. They 
are not systematically developed and are utilized by considering various urban safety areas. Databases 
used to measure urban safety indicators have problem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utilize such 
indicators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rban safety indicators for 
metropolitan Seoul after exploring concepts and domains of urban safety and investigating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cases.
First, we explore concepts and various types of urban safety indicators-based on indicators in 
general. 
Second, we look into current urban safety indicators employ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and specify 
current problems and issues. The indicators are overwhelmingly individual input and output indicators 
that are related to priority projects and businesses of the city government. Outcome indicators that 
are policy goal oriented and citizen oriented are rarely used. And the indicators are not systematic 
and representative.
Third, this study investigates urban safety indicators used by domestic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n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cities such as London, New York, and Tokyo. Recently,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announced a Regional Safety Index to compare different cities and 
support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activities, but the index does not properly represent the 
reality of urban safety in individual cities such as Seoul. Several private organizations announce urban 
safety or risk indicators to support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but such indicators or indices 
does not well represent the reality of urban safety within individual cities. In some situations, several 
cities have developed their own indicators or risk indices to support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such measures are strongly based on each city’s reality of urban safety problems.  
Fourth, we suggest urban safety indicators for Seoul. We suggest goal-oriented and problem-solving 
indicator systems, and emphasize sustainable output or outcome indicators and citizen-oriented 
indicators. 
The indicators consist of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The objective indicators consist of 
indicators by risk type and common safety management indicators. The indicators by risk type 
delineate occurrence, damage, urban environment and vulnerability, safety management measures, 
and risk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manmade disasters, traffic safety, daily-life safety and crime 
safety respectively. The common safety management indicators represent emergency response, 
public participation and capacity, and administrative capacity and support. Subjective indicators are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reflecting citizens’ perception, satisfaction, and priorities with regard 
to urban risk and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90 indicators: 80 objective and 10 subjective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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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afety Indicators: Concept an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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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Concept and Types of Urban Safe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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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Characteristics of Urban Safet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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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Safety Indicator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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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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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Directions for Developing Risk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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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이유

                                     [그림 5-10]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이유     

 [표 5-7] 방문이유 응답자의 60% 이상이 운동과 휴식을 위해 방문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운동/산책/휴양(69.0%)’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
경관감상(33.5%)’, ‘교육/견학/체험 등(24.0%)’, ‘축제 및 행사참여(22.0%)’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
남. 이 같은 결과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문객
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함      

④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습득경로      

[그림 5-11]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습득경로

                 [표 5-7] 습득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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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문 동반자

 
 [그림 5-12]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 동반자

방문자의 70% 이상이 친구 및 연인과 함께 방문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주로 누구와 방문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절반가량이 ‘친구/연인
(73.5%)’이라고 답했고 ‘가족/친지(42.5%)’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혼자’ 방문했다는 응답자도 
25.0%로 나타남.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이미지 재고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항목임. 석촌호수가 최
근 데이트 명소를 부상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를 올림픽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음    

온라인을 통해 송파구 문화관광정보 습득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정보 습득 경로를 물어본 결과 ‘SNS(49.5%)’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인터넷(40.0%)’, ‘친구/친지/지인(36.5%)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외부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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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역주민과 방문객 이용실태․인식조사 비교분석

1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실태 분석

1) 지역주민 및 방문객 방문장소 비교  

   [그림 5-13]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지역주민 방문장소    [그림 5-14]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객 방문장소
                                

지역주민 및 방문객은 올림픽공원 방문비율이 매우 높으며, 몽촌토성 방문비율도 비교적 높음 

지역주민 및 방문객 모두 올림픽공원 방문비율(각각 98.6%, 91.3%)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지
역주민은 몽촌토성(79.7%), 풍납토성(63.5%) 순이며, 방문객은 몽촌토성(27.8%), 한성백제박물관
(20.6%) 순으로 방문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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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 및 방문객 방문횟수 비교 

  [그림 5-15]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지역주민 방문빈도    [그림 5-16]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객 방문빈도

 

3) 지역주민 및 방문객 관광정보 습득경로 비교

         [그림 5-17] 지역주민 관광정보 습득경로                  [그림 5-18] 방문객 관광정보 습득경로

지역주민은 11~15회 방문횟수가 많으며, 방문객은 1~5회가 많음

지역주민은 11~15회가 32.4%, 방문객은 1~5회가 84.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즉, 방문객은 지역
주민에 비해 재방문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음.    

지역주민은 친구/친지/지인이 가장 높으며, 방문객은 SNS가 가장 높음

정보 습득경로로는 지역주민은 친구/친지/지인(47.3%), 인터넷(43.2%)순으로 가장 높으며, 방문객은 
SNS(55.6%), 인터넷(38.1%)순으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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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주민 및 방문객 동반자 비교 

           [그림 5-19]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 동반 방문자 비교  

5) 지역주민 및 방문객 방문이유 비교 

                     [그림 5-20] 지역주민과 방문객 간 방문이유 비교  

                          

지역주민은 가족/친지가 가장 높으며, 방문객은 친구/연인이 가장 높음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시 동반자 비교로는 지역주민은 가족/친지(74.3%)가 가장 높으며, 방
문객은 친구/연인(74.6%)이 가장 높음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 가장 높은 방문이유는 운동/산책/휴양임   

방문이유는 지역주민은 운동산책휴양(87.8%), 자연경관감상(43.2%), 교육견학체험활동(27.8%)이고 
방문객은 운동산책휴양(57.9%), 자연경관감상(27.8%), 축제 및 행사참여(23.8%)순임. 지역주민은 운
동산책휴양이 월등히 높고 방문객은 2, 3, 4순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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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지적․정서적 이미지 분석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지적․정서적 이미지 인식 분석

1)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지적 이미지 인식 분석

[그림 5-21] 거주지 범주별 인지적 이미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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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이미지는 지역주민 - ‘편안한 분위기’, ‘접근용이성’, 방문객 - ‘수려한 자연경관’, ‘편안한 분
위기’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 (5점 척도 기준)

인지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지역주민은 편안한 분위기(4.38), 접근용이성(4.31), 휴식 가능한 
장소(4.28), 장소의 매력성(4.28) 순으로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은 수려한 자연경
관(4.06), 편안한 분위기(4.04), 장소의 매력성(4.03), 안전성(4.01) 순으로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
타남    

[표 5-1] 인지적 이미지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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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정서적 이미지 인식 분석

[그림 5-22] 거주지 범주별 정서적 이미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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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정서적 이미지 인식 정도

정서적 이미지는 지역주민 – ‘활기찬’, ‘안전한’, ‘흡족한’, 방문객 – ‘안전한’, ‘만족한’, ‘흡족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 (7점 척도 기준)

정서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지역주민은 활기찬(5.88), 안전한(5.84), 흡족한(5.84), 매력적인
(5.65), 흥미로운(5.73) 순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은 안전한(5.36), 만족한
(5.34), 흡족한(5.33), 유쾌한(5.32), 활기찬(5.22) 순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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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만족도 분석

1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자 만족도 분석

1) 방문자(지역주민 및 방문객) 전체 만족도 분석 

               [그림 5-23] 방문자 역사문화관광자원 항목별 전체 만족도

방문자 역사문화관광자원 항목별 전체 만족도방문자 전체만족도에서 자원(문화유산, 자연경관)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전반적 만족도 높
지 않은 수준임 (5점 척도 기준)

방문자(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만족도는 자연경관(3.99), 문화유산(3.81)으로 자원 부문이 상대적으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인프라 부문의 쇼핑(3.13), 콘텐츠 부문의 체험프로그램(3.31)이 낮게 나
타났음. 전반적 만족도는 3.89로서 4.0을 넘지 못해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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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별 만족도 분석 

                                          

                 [그림 5-24] 방문자 거주지별 역사문화관광자원 항목 만족도

지역주민은 교통, 자연경관이 높으며 방문객은 자연경관, 문화유산이 높게 나타남 (5점 척도 기준)

지역주민은 교통(4.16), 자연경관(4.01), 문화유산(3.91)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방문객은 자
연경관(3.98), 문화유산(3.76), 편의시설(3.59)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반면, 낮은 만족도는 지역주민은 쇼핑(3.20), 체험프로그램(3.38)이고 방문객은 쇼핑(3.08), 식당 및 
음식(3.1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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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방문자(지역주민과 방문객) 행동의도 분석

1 추천의도 분석

  

[표 5-3] 거주지별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추천의도 빈도

[그림 5-25] 거주지별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추천의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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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방문의도 분석

  

[표 5-4] 거주지별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재방문의도 빈도

[그림 5-26] 거주지별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재방문의도 비율

지역주민의 추천의도가 방문객보다 높음. 다만 전체적으로 추천의도는 높게 나타남

지역주민은 추천의도 있음이 95.9%, 방문객은 86.5%로 나타났고, 방문자 전체적으로는 추천의도 
있음이 90.0%로 분석되어 추천의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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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재방문의도가 방문객보다 높음. 다만 전체적으로 재방문의도는 높게 나타남

지역주민은 재방문의도 있음이 97.3%, 방문객은 81.37로 나타났고, 방문자 전체적으로는 재방문의
도 있음이 87.5%로 분석되어 재방문의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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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전문가 조사 분석

1_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 내용

2_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관련 자문회의 조사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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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관련

전문가 검토 내용

1) 서병로 교수 (건국대학교 글로벌 MICE 전공)

『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 검토 의견

○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활용 방안 및 활성  

  화 정책 자문

Ÿ 송파나루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통 상업의 요충지이며

  특히 과거 송파장은 상설 장터로 조선시대 전국 15대 장터 중 

  하나였을 만큼 인문학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

Ÿ 잠실은 강남 도심 특히 삼성동 코엑스 일원과  연계를 통해 관광·여가·쇼핑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강남 도심의 국제업무 기능을 보완하며, 2025년 COEX, SETEC 

  일대를 잠실종합운동장과 연계하여 MICE산업을 특화하여 방문하는

  외래방문객이나 인센티브 방문객들에게  송파인문학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해설 및 문화자원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상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Ÿ 현재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인구는 가장 많지만 문화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공간복지 등을 활용하여  송파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이 매우 필요함

  (지역의 커뮤니티 단체들을 활용한 문화공연 사업이 다양했으면 함)

Ÿ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송파구 지역음악회, 성내천 거리문화 행사,

   지역학교 자원들을 활용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통문화 예술공연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를 조직하고 홍보를 활성화    

Ÿ 송파구 지역 커뮤니티들의 젊은 세대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통해 공공문화장소의 개선, 예술인들의 활동을 강화해야 함 

Ÿ 송파구 예산 중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며 송파구의 미래발전을 

  제안 할 수 있는 송파미래전략포럼이 필요해 보임

Ÿ 석촌호수 및 성내천, 올림픽 공원 문화관광명소 만들기

  (송파구민들이 늘 일상생활 속,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상설 운영)

  특히 송파구 유휴공간을 찾아서 공간복지를 통해 취약한 송파구 문화 소외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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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상현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관광호텔경영학과)

○ 송파 역사문화

  관광자원 관광벨트 

  구축 및 연계관광  

  관련 정책사업 

  발굴 자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가 필요해 보임 

Ÿ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각되는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송파구 문화MICE도시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송파구 미래비전포럼 제안 

Ÿ 올림픽공원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해외 K-POP공연 참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송파구 관내 호텔들과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도 및 한달 체험하기 프로그램 진행)

Ÿ 송파관광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뉴미디어를 통한 관광홍보 원플랫폼 사업 구축 

  (모바일을 통한 정보 취득 트렌드에 맞춰 송파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

  실시간 관광정보, SNS 공유기능, 송파여행후기 등록 등)

『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 검토 의견

○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활용 방안 및 활성  

  화 정책 자문

<타겟 설정>

Ÿ 단체가 많이 오고 FIT가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Ÿ 타겟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함

Ÿ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을 정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주요 타겟 위주로 설정함

<스토리 투어 정비>

Ÿ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역사문화자원 해설 코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Ÿ 그러나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재미있어 보이지 않음 

Ÿ 대구 중구 근대골목 투어 등을 참고하여 네이밍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

Ÿ 도보 스토리 투어 코스를 몽촌토성에서 시작해서 서울놀이마당으로 끝나게 하고 

서울놀이마당에서 공연을 보고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 수 있겠

음

<포토존 설치>

Ÿ 벽화, 트릭아트, 특이하거나 칼라풀한 디자인 요소 등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설치

함

Ÿ 관람자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에 자연스럽게 올리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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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지선 박사 (주식회사 TNL 대표이사,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매력성 증대>

Ÿ 설민석이나 유홍준 등 유명 인사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웹

툰 등을 유치하여 홍보함

Ÿ 서동왕자와 같은 러브 스토리 또는 신라와 백제의 전투나 외국과의 전투 등 전쟁 

스토리 하나를 전면에 내세로 흥미를 높임

Ÿ 하드웨어 측면에서 시설들도 흥미 있게 정비함  

<역사와 현대의 조화> 

Ÿ 너무 먼 옛날 얘기는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근대 또는 현대의 유명 사건이나 

인물을 발굴하고 소개함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 

Ÿ 주말에 프리마켓, 푸드트럭, 버스킹,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

음 

○ 송파 역사문화

  관광자원 관광벨트 

  구축 및 연계관광  

  관련 정책사업 

  발굴 자문

<자원 연계 교통수단>

Ÿ 수원화성 외곽 및 주변을 도는 꼬마기차, 인력거, 자전거 등과 같이 송파구 역사문

화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 개발

Ÿ 탑승하는 자체를 즐기려는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음 

Ÿ 대구 청라버스와 같이 버스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음

Ÿ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동용보다는 콘텐츠형 버스로 개발하면 좋을 듯함 

<이웃 구와 협력>

Ÿ 이웃 구와 공동 마케팅, 스탬프 투어, 입장료 할인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 검토 의견

○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활용 방안 및 활성  

  화 정책 자문

∙ 현재 송파구에는 풍부한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자원이 관광객을 유입시킬만큼 뚜렷한 매력도를 지니고 못하고 있음

∙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콘텐츠에서도 한성백제 역사를 충분히 전달하  

  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역사문화자원인 백제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제에서 좀 더 뚜렷한 주제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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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주요 특성은 지역주민이 약 40%, 인근 

서울시 타구민이 45%로 81%가 서울시민으로 나타남. 

  그중 약 70%가 10~20대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산책 휴양(70%), 교육 

견학(24%)으로 관광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방문 만족도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자연경관이나, 전반적 만족도도 4

점 이하로 80점 수준을 밑도는 성과임. 

  전반적으로 방문만족에 대해 모든 항목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관광적 측

면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임

∙ 그러나 이용실태 이외에 백제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이나 욕구조사가 없어 

아쉬움 

∙ 실제 이곳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타도시 관광객이나 외래 관광객들에 대한 의

견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관광상품 개발과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송파 역사문화

  관광자원 관광벨트 

  구축 및 연계관광  

  관련 정책사업 

  발굴 자문

∙ 송파구의 한성백제와 공주의 웅진백제, 부여의 사비백제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

축한다면 전국적으로 백제문화에 대해 좀 더 조명 받을 수 있고,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음

∙ 더 나아가 인천 미추홀과 영암, 나주, 익산 등과 확대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연계관

광상품 개발 및 각 축제 탐방코스를 개발할 수 있음

∙ 현재 공주부여 백제문화제가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문화교류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유기

적으로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백제는 지금까지 고구려나 신라, 조선왕조에 비해 연구가 덜 진행되어 일반인에게 

소개할 만한 콘텐츠가 빈약한 실정임

∙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고증을 통해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9년에 처음으로 한성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제와 주제공연을 교류하였는데 단

순히 프로그램 교류 뿐만 아니라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축제기간에 지역주민의 교

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간 역사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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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송파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활용 관련

자문회의 조사분석 종합

1) 역사문화자원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타겟 설정

◦ 메인 타겟은 초․ 중․ 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의미한 의미 창출 가능함

◦ 서브 타겟은 개별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및 역사문화관광연계 등 차별화된 타겟 설정과 맞춤형 마케팅 요청

됨. 특히 송파투어버스를 제작해 지역 상인들과 함께 스탬프 투어를 개발해도 좋을 것임

2) 문화예술이벤트의 상설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

◦ 지역음악회, 공공미술프로젝트, 전통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벤트를 계획하여 상설화를 추진해야 

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가 필요함

3)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의 정체성 확립과 주제성을 가진 콘텐츠 개발

◦ 스토리텔링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한성백제 역사자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기반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

4) 뉴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홍보 플랫폼 사업 구축

◦ 송파관광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뉴미디어를 통한 관광홍보 원플랫폼 사업 구축

5) VR, AR 등 첨단 가상현실․증강현실 장비에 기반한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매력성 제고

◦ 역사문화관광자원면에서 경주, 공주, 부여, 서울 종로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원의 매력성을 제고

하기 위해 VR, AR 등 첨단 가상현실/증강현실 장비에 기반한 한성백제 역사문화관광자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6) 타 자치구와의 연계접점 프로그램 개발 모색

◦ 강남구와 성동구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7) 기존 구축된 콘텐츠를 보완하는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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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해설사가 진행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다소 재미없어 보이는 문제로 인해 네이밍을 변경해도 좋을 

것임

◦ 몽촌토성에서부터 서울놀이마당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수정 및 보완해 대표적 코스로 지정해도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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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1_연구결과 종합

  (현황 ․ 환경분석, 유사사례 조사, 이해집단 인식조사)

2_정책적 제언 –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발전방향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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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결과 종합

1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 환경 분석 종합

1)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보유 

◦ 송파구에는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삼전도비, 송파 산대놀이 등 보물 

1점, 사적 5점, 국가무형문화재 2점, 국가민속문화재 3점 등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들을 보유함

2) 접근성이 우수한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 몽촌토성, 풍납토성, 한성백제박물관 등 송파구에 산재한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들은 지하철역, 공항

버스 정류장 등이 근접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뛰어남 

3)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FIT 관광숙박시설 부족  

◦ 외국인 외래관광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FIT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인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업(2019년 현재 송파구 41개), 호스텔업(2019년 현재 송파구 1개) 등 흔히 일컫는 게스트하우

스로 대변되는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준비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 국내외 역사문화유적지 

  관광정책개발 사례분석 종합

1) 공주 ․ 부여 역사문화관광 정책 -『역사문화와 현대의 도시기능 결합』 

◦ 공주시 - ‘역사문화’와 ‘현대’의 도시기능이 결합된 도시 미래상 제시

◦ 공주시 – ‘역사문화관광정책을 역사적 진정성 확보’, ‘주민생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고도 골격 구성요소의 유기적 연계’, ‘구도심 통합적 역사문화경관 조성’, ‘구도심 활력거점 조성으

로 도시기능 유지 및 강화’를 실행전략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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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부여군 – 백제의 수도였던 양 도시 간 격년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며 백제문화의 발전 및 육성 

비전 제시 

◦ 공주시․ 부여군 –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관련 정책사업 개발 및 

논의

◦ 공주시․ 부여군 – 유적지, 맛집 등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여 백제역사에 대한 퀴즈를 풀어가는 체험형 

프로그램(금강백제권역 역사 미션 스토리투어) 운영

2) 익산 역사문화관광 정책 -『역사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도시』  

◦ 역사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미래 비전 제시

◦ 백제 문화재 원형 가치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함

◦ 역사 기반한 콘텐츠 육성 위한 창작 클러스터화 추진 계획

◦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화유산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역사체험 활동 제공

3) 경주 역사문화관광 정책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 

◦ 역사문화자원 재정비 통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로 추진방향 제시

◦ 역사․문화적 환경의 정비와 보존, 문화유산의 정비와 복원,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구상

◦ 한국의 신라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경주 일대 유교문화자원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 문화벨트 조성 추진

4) 전주 역사문화관광 정책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 

◦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문화관광 도시 기본계획 제시

◦ 전통역사도시, 문화예술도시, 관광거점도시 등의 세부계획 구상

◦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교육콘텐츠 사업에 대한 논의 진행

◦ 8가지 시간별,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5) 일본 역사문화관광 정책 -『문화재의 보존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시선 전환』 

◦ 아베 수상은 일본 문화재를 ‘보존’에서 ‘활용’의 대상으로 관광객 시선에서 관광비전 제시

◦ 문화재, 역사문화관광자원 관련 문화청, 관광청 등의 정부부처 연계 정책 추진

◦ 문화재 활용정책으로 ‘관광자원 매력 높여 지방창생 원동력’, ‘관광산업 혁신과 국제경쟁력 제고하여 

기간산업으로 발전’, ‘여행자를 위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등의 시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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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카오 역사문화관광 정책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가족친화적 접근』 

◦ 2017년에 수립된 ‘마카오 관광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은 가족친화적 접근과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관광

시설개발을 제안

◦ 2005년 역사지구의 유물이 25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을 앞세운 새

로운 관광정책을 펼침

◦ 관광전문학교 운영하여 관광 특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문화재 관리, 축제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한 정책 진행

◦ 광동-홍콩-마카오를 잇는 주변 지역 연계개발 계획을 통한 국제 관광 위상 확립

7) 베트남 역사문화관광 정책 -『문화 기반의 관광개발 및 투자 유치』 

◦ 베트남 하노이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및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에 집중

◦ 전통문화 기반의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피식민지 국가로서 만들어진 건축물 보존 통한 역사유적 관광

자원 가치 부각시킴

◦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의 견학프로그램 및 민간참여 프로그램 추진 

8) 프랑스 역사문화관광 정책 -『문화유산 활용 및 재정비 통한 문화관광사업 개발』 

◦ 문화재 관련 4대 주요정책으로 ‘문화재 복원’, ‘문화재 가치 재평가’, ‘문화재 전파’, ‘유럽 내 문화재관광 

활성화’ 등 제시함

◦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육성 정책사업 진행

◦ 오페라 현대화, 루브르궁 박물관화, 개선문 재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에서 활용 및 재정비 통한 지속가

능한 문화관광사업 개발

9) 스페인 역사문화관광 정책 -『지속가능한 생태문화관광 모델개발 및 정책 추진』 

◦ 오버 투어리즘 극복을 위한 생태문화관광 정책 추진 중임

◦ 관광품질 Q마크 제도를 시행하여 질적인 관광을 추진하여 관광의 고급화 정책을 펼침

10) 미국 역사문화관광 정책 -『미국 역사와 원주민 역사가 반영된 다양성 정책』 

◦ 문화유적 관련 투어코스와 미국의 원주민 투어코스를 통한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

◦ 역사문화자산은 공공자원, 교육차원을 넘어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보존 및 활용 정책 강조

◦ 국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결정 

등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하여 문화유산 관광의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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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독립이나 건국과 관련된 건축물, 인디안 지역 등 역사적 장소 또는 명소를 ‘국가유적보존법’에 

의거하여 보호 및 관리 실시

11) 캐나다 역사문화관광 정책-『캐나다 문화콘텐츠 구축 위한 독창적 문화정책       

                                추진』 

◦ 캐나다만의 콘텐츠 구축을 위한 문화정책이 전반적 문화정책의 기조를 이룸

◦ 에코투어리즘, 토속문화와 같은 테마 관광 콘텐츠를 개발함

◦ 불꽃놀이, 콘서트, 퀘벡 윈터 카니발 등의 도시 브랜드화를 이끌 수 있는 대형 축제를 마련하여, 문화관

광을 이끌어 감

3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관련 이해집단

  이용실태 및 인식 조사 종합

1) 전체 방문자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분석

◦ 전체 설문대상자는 남성(59%), 20~30대(70%), 서울(81%) 비중이 높음

◦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대표 장소는 올림픽 공원임(94%, 중복응답)

◦ 방문빈도로 연 1~5회 방문(61.5%) 비중이 가장 높음

◦ 방문이유로는 운동/산책/휴양 목적(69%, 중복응답)으로 방문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정보습득경로로는 SNS(49.5%, 중복응답), 인터넷(40.0%, 중복응답) 등 온라인(89.5%, 중복응답)을 

통해 주로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정보를 습득함

◦ 방문동반자로는 친구 및 연인(73.5%, 중복응답)로 가장 비중이 높음 

2) 지역주민과 방문객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비교분석

◦ 방문장소 비교로서 지역주민은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풍납토성 순이며, 방문객은 올림픽공원, 몽촌토

성, 한성백제박물관 순임 

◦ 방문횟수 비교로서 지역주민은 11~15회(32.4%)가 방문객은 1~5회(84.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보습득경로 비교로서 지역주민은 친구/친지/지인(47.3%), 방문객은 SNS(55.6%)가 가장 높음

◦ 방문동반자 비교로서 지역주민은 가족/친지(74.3%), 방문객은 친구/연인(74.6%)이 가장 높음

◦ 방문이유로는 비교로서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 운동산책휴양(각각 87.8%, 57.9%)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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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지적 및 정서적 이미지 분석

◦ 인지적 이미지 인식수준은 지역주민은 편안한 분위기(4.38), 접근용이성(4.31), 휴식 가능한 장소

(4.28), 장소의 매력성(4.28)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방문객은 수려한 자연경관(4.06), 편안한 분위기

(4.04), 장소의 매력성(4.03), 안전성(4.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서적 이미지 인식수준은 지역주민은 활기찬(5.88), 안전한(5.84), 흡족한(5.84), 매력적인(5.65), 

흥미로운(5.73) 순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객은 안전한(5.36), 만족한(5.34), 

흡족한(5.33), 유쾌한(5.32), 활기찬(5.22) 순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만족도 분석

◦ 방문자(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전체 만족도는 자연경관(3.99), 문화유산(3.81)으로 자원 부문이 상대

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인프라 부문의 쇼핑(3.13), 콘텐츠 부문의 체험프로그램(3.31)이 낮게 

나타났음

◦ 전반적 만족도는 3.89로서 4.0을 넘지 못해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거주지별 만족도에서는 지역주민은 교통(4.16), 자연경관(4.01), 문화유산(3.91) 순으로 높은 만족도

를 보였고, 방문객은 자연경관(3.98), 문화유산(3.76), 편의시설(3.59)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반

면, 낮은 만족도는 지역주민은 쇼핑(3.20), 체험프로그램(3.38)이고 방문객은 쇼핑(3.08), 식당 및 음

식(3.18)로 나타남.  

5) 방문자(지역주민과 방문객) 행동의도 분석

◦ 행동의도에 있어서 추천의도는 지역주민은 추천의도 있음이 95.9%, 방문객은 86.5%로 나타났고, 방

문자 전체적으로는 추천의도 있음이 90.0%로 분석되어 추천의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행동의도에 있어서 재방문의도는 지역주민은 재방문의도 있음이 97.3%, 방문객은 81.37로 나타났고, 

방문자 전체적으로는 재방문의도 있음이 87.5%로 분석되어 재방문의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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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책적 제언 – 시사점, 발전방향 및 활용방안

1) 방문자 특성에 따른 명확한 타겟 설정에 따른 이분화 맞춤 정책 필요   

  

◦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전반적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 쇼핑, 식당 

및 음식 등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과 관련된 인프라와 체험프로그램에서 개선이 요구됨. 즉, 역사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쇼핑, 맛집 등에서도 전반적 정비가 수행되어야 쾌적한 역사문화관광자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지역주민은 가족/친지단위의 운동/산책/휴양 목적의 방문율이 

높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 방문객의 전반적 만족도는 지역주민보다 낮고, 쇼핑, 식당 및 음식 뿐만 아니라 교통에서도 현저히 만

족도가 낮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에 있어서 쇼핑 및 음식사업 개선과 더불어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

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도 요청됨. 또한, 방문객은 친구/연인 단위의 운동/

산책/휴양 목적의 방문율이 높기 때문에 친구/연인이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함     

2)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강구     

  

◦ 송파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인지적 이미지는 편안한 분위기, 휴식가능한 장소 등으로 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정서적 이미지로는 안전한, 흡족한 등으로 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서 흥미롭고 매력적인 장소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인지적 및 정서적 이미지의 변화를 도모하는 적극

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요청됨  

3)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트렌드에 맞는 FIT 정책 수립      

  

◦ 주요 관광 유형이 패키지 단체 관광형태에서 개별 자유 여행(FIT; Free Independent Travel)형태16)

로 바뀜에 따라 FIT의 여행 패턴에 적합한 숙박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 관광상품개발에 있어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요청되며, ‘역사문화자원-관광인프라-문화콘텐츠’의 유기적 관계에 의한 ‘토

털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이 확립되어야 함    

16) 2018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 특징에서 여행형태로 ‘개별여행 79.9%’, ‘단체여행 12.4%’, ‘Air-tel 
7.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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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성 백제 문화 정체성이 반영된 역사문화관광 정책 추진      

  

◦ 한성 백제의 역사유물과 유적지의 문화정체성이 반영되고 역사체험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선

행되어야 하고 백제문화의 연계 개발이 가능한 공주, 부여와의 공동으로 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화 추진

◦ 한성백제문화제 등 역사문화관련 축제 및 이벤트의 역사고증 절차를 통한 한성백제 및 송파지역의 문

화 정체성 확보와 기존 국내 문화관광축제들과의 차별화 시도    

5) 글로벌 역사문화관광지로의 입지강화를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몽촌토성, 풍납토성, 방이동․석촌동 고분군 등 한성백제 역사문화유적지를 글로벌 역사문화관광지로 이

미지를 격상시키고 입지강화를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과 이를 위해 단계적 실행방안 구

축  

6) 송파 역사문화관광지 온 ․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개발  

  

◦ 송파 지역에 비교적 넓게 산재되어 있는 송파 역사문화관광 유적들을 효율적으로 예약관리․ 운영․ 홍보․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온 ․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개발 추진이 요구됨 

7)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콘텐츠형 교통수단 개발  

  

◦ 꼬마기차, 인력거, 자전거 등과 같이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편리하게 연결하며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형 교통수단 개발 추진

8) 한류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올림픽 공원의 K-Pop을 포함한 한류 공연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송파구 관내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관광숙박시설과 연계하여 한류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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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파 관광벨트 구축에 있어서 규모별 벨트 방향 설정 

  

◦ 송파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만 구성된 한성백제만 묶는 『송파 한성백제 관광벨트』와 ‘송파의 한성

백제-공주의 웅진백제-부여의 사비백제’를 연계한 『백제수도 관광벨트』, ‘인천 미추홀, 영암, 나

주, 익산’이 포함된 『백제문화 확대 관광벨트』등 백제문화 범위에 따른 규모별 관광벨트 설정 방

안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됨    

10) 송파 인접 지역 MICE 산업과 연계한 송파 인문학 투어 운영 

  

◦ 현재 강남권 COEX, SETEC과 연계하여 MICE산업에 특화된 외래관광객이나 인센티브투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송파 인문학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송파의 한성백제 문화유적방문상품을 활성화해야

함. 향후 잠실운동장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송파-강남 MICE축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가속화 정책이 요구됨     

11)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 운영 활성화

  

◦ 송파 지역 커뮤니티들의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공공문화장

소 개선, 예술인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접목을 통한 방문객 만

족도 제고 정책 필요

12) 역사문화관광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Q 관광인증제에 의한 역사문화관광 고급화  

  

◦ 송파구내의 역사문화관광 관련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Q 관광인증제를 실시하여 역

사문화관광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의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적 시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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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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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서울연구원에서는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이용자 및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 

및 이용행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내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식 및 

이용에 대해 느끼신 점을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정보는 통계적 분석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호됩니다.  
설문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서울연구원 오정근 박사(010-7999-0773)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 본 조사에서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은 ‘몽촌토성, 풍납토성,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방이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삼전도비, 서울놀이마당’을 의미함

Ⅰ.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이용 행태

Q1.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몽촌토성, 풍납토성,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방이동/석촌동    
      고분군, 삼전도비, 서울놀이마당) 이용 경험이 있으십니까 ? (해당사항 √ 바랍니다) 

    ① 있다      ② 없다            

Q2.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중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 (중복응답 가능)

    ① 몽촌토성  ② 풍납토성 ③ 올림픽공원 ④ 한성백제박물관 ⑤ 방이동 고분군              
    ⑥ 석촌동 고분군 ⑦ 삼전도비   ⑧ 서울놀이마당  ⑨ 기타(                           )

Q3. 귀하는 지금까지 지난 1년간 몇 차례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방문 하셨는지요 ?

    ① 1~5회   ② 6~10회   ③ 11~15회   ④ 16회 이상 (총         회)                     

Q4.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 이유는 ? (중복응답 가능)

    ① 교육/견학/체험활동  ② 운동/산책/휴양 ③ 자연경관 감상 ④ 축제 및 행사참여           
    ⑤ 기타(                                                                           )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식 및 이용실태 설문조사



Q5.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정보 습득 경로는 ? (중복응답 가능)

    ① 인터넷 ② SNS (페이스북, 인스타 등) ③ TV ④ 친구∙친지∙지인 ⑤ 구청 관광안내정보     
    ⑥ 기타(                                                                        ) 

Q6. 귀하는 주로 누구와 함께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에 방문하셨는지요 ? (중복응답 가능)

    ① 혼자 ② 친구/연인 ③ 가족/친지 ④ 단체(직장/학교 등) ⑤ 이웃 주민                    
    ⑥ 기타(                               )

Ⅱ.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인식 내용

Q7.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 후 다음 사항(인지적 이미지 인식)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

까?

항 목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절성 ① ② ③ ④ ⑤

접근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편안한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경험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 ① ② ③ ④ ⑤

청결성 ① ② ③ ④ ⑤

안전성 ① ② ③ ④ ⑤

장소의 매력성 ① ② ③ ④ ⑤

휴식 가능한 장소 ① ② ③ ④ ⑤

수려한 자연경관(풍경) ① ② ③ ④ ⑤

질 높은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편리한 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지역 독특성 ① ② ③ ④ ⑤

혼잡성 ① ② ③ ④ ⑤

지방 생활풍습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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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방문 후 다음 사항(정서적 이미지 인식)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

까?

항 목 항 목

불만족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만족한

지루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흥미로운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흡족한

활기없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활기찬

시끄러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용한

하찮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요한

불쾌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쾌한

불친절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친절한

위험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전한

단조로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양한

평범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매력적인

불편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편리한

현대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고전적인

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적인

아담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거대한

Ⅲ.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만족도

Q9. 아래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본인이 방문한 대표 관광자원 1개만 선택 후  
                                                   만족도 체크)

방문        
관광자원

① 몽촌토성  ② 풍납토성 ③ 올림픽공원 ④ 한성백제박물관 ⑤ 방이동 고분군  
⑥ 석촌동 고분군 ⑦ 삼전도비  ⑧ 서울놀이마당  ⑨ 기타(                   )



평가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자원
문화 유산 ① ② ③ ④ ⑤

자연 경관 ① ② ③ ④ ⑤

인

프

라

교통 ① ② ③ ④ ⑤

식당 및 음식 ① ② ③ ④ ⑤

쇼핑(기념품/
특산품) ① ② ③ ④ ⑤

편의시설(화장
실, 주차시설) ① ② ③ ④ ⑤

청결도 ① ② ③ ④ ⑤

콘

텐

츠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① ② ③ ④ ⑤

체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축제 및 
이벤트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Ⅳ.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 행동의도

Q10.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 할 의도가 있으신가요 ? 

     ① 추천의도 있다         ② 추천의도 없다

Q11. 송파구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재방문 할 의도가 있으신가요 ? 

     ① 재방문의도 있다      ② 재방문의도 없다

Ⅴ. 인구통계학적 특성

Q1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Q13. 귀하의 연령은 ?   ① 만10대  ② 만20대 ③ 만30대 ④ 만40대 ⑤ 만50대 ⑥ 만60대 이상

Q14. 귀하는 어디에 거주하시나요? ① 송파구 ② 서울시 타구 (                           구 ) 

                                ③ 경기도 (          시∙군 ) ④ 기타 시도(          시∙군 )  

◆ 바쁘신 와중에도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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