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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역사 유산을 갖춘 동남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화·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윤과 

사회·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

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CBET의 

발전경로와 현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을관광네트워크인 JED의 회원마을과 캄보디아 스텅트렝 주의 람

사르 습지보전지역의 CBET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과 더불

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

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

사회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

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광 OD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동남아시아 관광산업,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 발리(인도네시아), 마을관광네트워크(JED), 스텅트렝(캄

보디아), 람사르 습지, 관광 ODA

Abstract : Tourism is a major sector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y in Southeast Asia endowed 
with rich natural environment and a variety of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s. Tourism has been recog-
nized as the industry without chimneys. However, as tourism sector is getting larger and being globally 
standardized, variou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s well as profits leakage from locals 
have been gradually aggravated. Against negative impacts from massive tourism various efforts have been 
tried and community-based ecotourism(CBET), seek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has emerged as a noteworthy alternative. By comparing the two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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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역사 유산을 

두루 갖춘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

(local) 경제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

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

화·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

윤과 사회·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지역 안팎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국

제적인 수준에서도 대규모 관행 관광산업에 대

한 반성과 더불어 다양한 대안적 개념들(예: 책임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공정여행 등)

이 등장하였다. 특히 개도국으로의 대규모 해외관

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관

광객의 입장이 아닌 관광목적지의 주민의 관점에

서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역문화의 보전, 인권, 공

동체 참여 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에 관광자

원인 환경의 보존과 관광을 통한 대안적 생계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역사회기반

생태관광(Community based Eco-Tourism, 이하 

CBET)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CBET는 전통

적인 농어촌에서 기존의 토대 산업(농어업)에 관

광 분야를 접목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의 자발

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관광의 부정

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지역사회로 환원을 

지향한다. 따라서 산업으로서의 관광보다는 일종

의 ‘지역공동체 발전 프로그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농어업이 주력인 마을 공동체에 전통생활 체

험 기회의 제공이나 홈스테이를 비롯한 농가체험

을 접목시킴으로써 농촌소득 증진에 기여하겠다

는 발상은 범세계적인 현상에 가깝다.1) 서구나 일

본 및 한국의 경우에 대안관광으로서의 CBET는 

주로 도농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지방, 중앙, 지역[EU] 차

원)이나 풀뿌리로부터의 자구적 노력이 양방향으

로 작동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

아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CBET는 농어

촌지역의 빈곤해소와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을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CBET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동남아의 CBET에 

CBET in Indonesia and Cambodia,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ecotourism in Southeast Asia’s rural villages. In the concrete, this paper 
analyses in-depth on case of JED(the village ecotourism network) in Bali, Indonesia and CBET project in 
Ramsar wetland reserves of Steung Treng province, Cambodia and founds out the possibility and main 
obstacles of community developmental strategy through CBET. Both cases have proven the positive out-
comes in ter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ocal people’s awareness improvement, and direct/indirect 
economic gain from CBET project.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but differentiated limitations in man-
agement capacities and stabilities of internal governance of two villages. Both villages are still in need of 
brisk networks with and assistance from the outside. In the conclusion part, this paper suggests CBET 
development program in Southeast Asia through Korea’s social enterprises as one of the possible ODA 
programs(in tourism sector).

Key Words :  SEA tourism industry, CBET, Bali(Indonesia), JED(village ecotourism network), Steung 
Treng (Cambodia), Ramsar wetland reserves, tourism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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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국제개발협력과 관광이라는 세 측

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2. 연구목표, 대상, 접근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발리)와 캄보디아(스

텅트렝 주)의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 네트워크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 생태관광의 발전경로

와 현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된 

두 지역 사례는 동남아의 다양한 지역에서 실천되

고 있는 수많은 CBET 프로그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도입시기와 CBET 거버넌스의 유형

을 고려할 때 비교연구의 사례로서의 적절성을 지

녔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상향식(bottom-up) 접
근의 관광프로그램 도입의 특성을, 후자는 하향식 

프로그램(top-down) 관광프로그램 이식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교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은 선형연구와 평가방법 

검토를 위한 문헌연구와 참여관찰형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조사는 인

도네시아의 경우 CBET 프로그램을 전개 중인 발

리에 두 차례 총 20일(2015년 2월, 6월), 캄보디

아의 경우 지방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지원으로 

CBET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던 스텅트

렝 주에서 일주일(2015년 8월) 간 체류하며 참여관

찰과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엄밀한 민속지

적 현지조사를 수행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으며 

두 조사지에서의 참여관찰의 양과 질에서의 차이

가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에 현지조사 후에도 이메일 인터뷰, 공식 자료(예

컨대, 단체에서 발행한 사업결과보고서나 관련 기

관에서 생산된 통계 자료 등)의 얻기 위한 노력을 

추가하였다.

두 사례의 비교 및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질

문의 선정을 위해서 관광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지

역발전의 도구로서의 관광의 평가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먼저 세계관광기

구(WTO, 2004)는 관광목적지의 계획자 혹은 관

리자들이 관광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더 나은 

의사결정과 당면한 과제들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을 돕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기구가 개발한 지표에는 12개 이슈에 대응하는 24
개의 지표 및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2) 이 지표는 

관광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두루 준용되고 

있다. 이재혁·이희연(2012)은 생태관광의 지속

가능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한국의 10대 생태관

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의 평가에 적용하려는 목

표 하에, 5개 영역(생태, 학습, 지역문화, 거버넌

스, 경제) 총 19개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세

계관광기구의 지표와 비교할 때, 이재혁·이희연

(2012)의 지표에는 생태관광의 학습 효과가 주요 

지표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마지

막으로 Winker and Zimmermann(2014)는 생태관

광, 지역사회 발전(Community Development), 지
역사회 역량강화(Community Empowerment)에 

관한 기존 연구의 폭넓은 검토를 바탕으로 네팔의 

카트만두계곡문화트레킹트레일의 CBET 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은 관광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역량강화를 통

해 검증될 수 있는데, 이들은 지역주민의 역량(경

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

면), 생태자원의 역량, 방문객의 역량을 구분하여, 

총 12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

속가능성 영역, 평가지표, 질문을 포괄하는 <표 

1>과 같은 평가틀을 도출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의 평가는 사전에 마련된 두 CBET 사례의 이해관

계자 대상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참

여관찰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 노트, 관련자 인터

뷰 자료, CBET의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현

지의 발간자료(예: 연차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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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사후적인 정성평가가 이

루어졌음을 밝힌다. 

2. 선행연구 검토

1)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안관광 소비

자의 등장

국제적인 수준에서 관광산업은 대중소비사회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 관행 관광이 확산을 

거쳐 이미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1980
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관광수요가 더해지면

서 다양한 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림 1>은 1945년 이후 관광 활동의 주요한 변

화와 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관광분야 전문학자

인 Page and Connell(2006)가 고안한 것으로, 서

구사회의 맥락에서 관광산업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국제관광의 초기모델은 관광중개업체(agency)가 

제공하는 패키지 관광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관

광 경험이 부족한 관광 소비자들에게 표준적인 휴

가선택지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전후 서구 사회에

는 대중생산·대중소비 시대가 열리면서, 관광분

야에서도 경제성장, 유급휴가, 저가항공의 등장이

라는 호조건 하에 해외 대중관광도 큰 폭으로 성

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계획이나 관리 혹

은 지역 역량의 강화 없이 진행된 관광지 개발은 

오염, 소음 공해, 쓰레기, 관광 자원 훼손, 지역사

회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더 나아

가 관광 목적지가 감당해야하는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관광수익 중 전문 외부(관광업계, 항공사 

등)로 유출되는 몫에 비해 지역 공동체에 남겨지

는 이윤이 턱없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었다.

관행 관광산업의 폐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1980
년대 이후에는 자연체험 중심의 생태관광이 확대

되기 시작했는데, 1992년 리우정상회의 이후에는 

대안 관광의 다양한 흐름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Sebele(2010: 
136)의 관찰에 따르면, 국제 개발기구들이 저개

발국의 관광목적지들에서 인권에 기초한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나 공동체 참여 등을 강조하

표 1. CBET 지속가능성 평가틀

영역 평가 지표 관련 질문

환경적

생태환경 보호 •지역의 생태환경(자원)이 보호되고 있는가?

환경의식 개선 •지역 주민의 환경의식은 증진되었는가?

방문객 통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방문객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제적

고용창출 •CBET 참여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창출되었는가?

공동체 혜택 •CBET 지역공동체 차원의 경제적 혜택이 증진되었는가?

지방정부 수익 •지방 정부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사회적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가?

교육 및 훈련
•CBET 참여주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었는가?

•방문객에게 환경적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는가?

외부와의 연계
•방문객과 마을을 중계하는 전문조직(사회적 경제 영역)이 존재하는가?

•국내외 생태관광시장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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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강조

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3) 관광소비문화에

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관광 경험이 많

은 소비자들 중 환경이나 사회적 관심을 관광에 

반영하거나 전문적 관심사를 갖춘 소위 ‘남들과 다

른 관광 경험’을 추구하는 집단이 등장하였다(Page 
and Connell, 2006: 63-65). 이들은 중개업체의 도

움 없이 보다 독립적인 조건에서 양질의 여행 상

품을 찾거나 직접 기획하는 독립적인 자유 여행자

(FIT, Free independent tourists) 유형이다. 자신의 

관광소비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

는데 관심이 있고 목적지 지향적 관광보다는 과정 

지향적 관광을, 잘 정돈된 관광 프로그램보다는 

관광지의 자연이나 주민들과의 조우(encounter)와 

우연적 기대충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흐름이 관행 관광의 규모를 대체할 수준

까지 확대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소

비자 중심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세

분화된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적 관광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CBET의 경우 대안적 

요구를 지닌 FIT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집단과 CBET 지역

을 연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역관광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동남아의 관광: 발전의 맥락과 현황

역사적인 측면에서 동남아시아 관광은 식민시

대 상인, 군인, 종교인 혹은 자연과학자나 인류학

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19
세기 중반 이후에는 서구 엘리트들 사이에서 동남

아시아를 향한 ‘동방 대중여행’이 붐을 이루었다

(Douglas and Douglas, 2000). 이러한 경향은 현

재까지도 이어지는 동남아시아를 향한 국제 단체

관광의 토대가 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북

반부 국가들로부터의 원조의 물결을 따라 식민 지

그림 1.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출처: Page and Connell(200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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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기간 동안 구축된 관광루트가 재생되기도 했

다. 한편 동남아시아는 저예산 배낭여행객(low-
budget backpacker)의 주요 방문지역이다. 일부

에서는 대중적 배낭여행의 시초가 동남아시아에

서 유래했다고 보는데, 이는 1970년대 중반 세계

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제여행안내책자인 론리

플래닛의 동남아 여행안내서《Southeast Asia on a 
shoestring》의 출판을 계기로, 방콕에서 발리로 이

어지는 동남아시아 트레일(Southeast Asia Trails)
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4) 1990년대 메콩유역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동남아

시아 트레일은 방콕-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를 

잇는 소위 ‘북부 트레일’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교통조건의 개선과 지역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쇄 경로들이 추가되었다(hampton and 
Hamzah, 2010). 

2차 세계대전 개발도상국들은 전통적인 1차 산

업(농어업이나 자원채취) 이외에 관광이 유효한 

외화수입원임을 깨닫게 되었고 1960년대부터 동

남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광 개발

을 본격화하였다. 식민 시대의 개발 경험을 이어

서 열대 개도국의 상당수가 문화적 차이(종족·문

화 관광)와 이국적 경관(3S:태양, 바다, 해변)을 

강조하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선택하였다. 초기 

개도국 관광산업은 주로 외국인들을 겨냥하였으

나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성장 이후에는 내국인 대

중관광 수요도 점차 비중이 커져갔다. 하지만 이

러한 방식의 관광은 “불가피하게 관광객의 지역

문화에 대한 간섭 확대 그리고 관광목적지 주민을 

식민화하고 이들의 생활영역 전반에 상품관계를 

확장”(Wood, 1997: 1-2)시켰다. 

2014년 기준 동남아는 연인원 1억 500만 명이 

찾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여행목적지다. 지난 15
년 간 동남아를 찾은 관광객의 수는 5배 이상 늘

었으며 전반적으로 동남아 총 GDP의 15% 정도가 

관광부문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5) 이

렇듯 관광은 외부와의 인적교류의 차원에서든, 국

가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적 차원에서든 매우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산업이 국

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광

목적지 외부의 대규모 투자, 특히 다국적 관광기

업(호텔체인 등)에 대한 의존 심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관광총수익의 10-20% 정도가, 개도국에서는 총

관광수입의 40-50% 정도가 관광지 지역사회에

서 외부로 누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WTO, 

1995: 55).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도 관광 부문의 

다각화, 여행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지속가능 

관광으로의 전환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3) 관광분야 ODA와 CBET의 도입

관광의 누수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 경제적 자립과 내생적 발전을 목표로 한 새로

운 관광-지역사회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국

제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저개발국에서 지역사회

의 빈곤 경감을 돕고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

기 위해 ‘친빈곤관광(pro-poor tourism)’ 혹은 ‘지역

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의 이름으로 관광분야 

ODA를 발전시켜왔다. 

동남아시아에서 최초의 CBET 프로그램은 국

제사회의 개발협력에 의해 시도되었다. 동남아

시아의 CBET는 1990년대 중반 네덜란드의 개발

NGO인 Novib6)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CBET 프로그램을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기존의 관광분야 개발협력이 

관광인프라 조성과 개선 등에 투여되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착수 단계에서부터 관광의 영향, 관광 

개발의 지속가능성 측면, 로컬 공동체의 역할 등

에 대한 사전 조사와 아래로부터의 학습이 강조되

었다.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는 넓은 의미에서 농촌

개발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녔으며,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발전 전략이자 국제개발협

력으로써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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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I, 2013: 7-9).7) 

동남아에서 CBET 프로그램은 다음의 세 유형

으로 구분된다. 먼저 1990년대 초중반 네덜란드 

개발기구의 기술자문을 받아 시범사업이 펼쳐진 

CBET 선도국들(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은 국

제기구의 지원 외에도 강력한 로컬 NGO들의 역

량을 기반으로 자국 내에서 CBET의 계획과 개발

을 위한 자체 역량을 축적해왔다. 두 번째 유형은 

대륙부 동남아의 동남아 후발국가들인 라오스, 캄

보디아, 베트남 등(향후 미얀마 포함)으로, 이 국

가군은 ADB, EU, 네덜란드국제원조기구(SNV)

와 같은 국제 기구 및 규모가 큰 공여기관들의 지

원으로 CBET를 받아들였다. 세 번째 유형은 아세

안 선도국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로, 

이들 국가에서는 외부 공여기관의 도움 없이 자국 

정부 관심과 지원의 양향을 받아 농촌홈스테이 프

로그램이 주로 정착되어 왔다. 이 국가군의 CBET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균형발전

과 농업농촌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CBT-I, 2013: 8-32).
한편 한국에서 관광 ODA에 관한 연구 및 실제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례는 아직까지 상당히 제

한적이다. 기존의 관광 분야 ODA는 사실상 경제

발전의 근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 하에 사

회 및 경제 인프라 확충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머

물러 있었다. 최근 개발협력의 방향이 원조효율성 

개선을 강조했던 하드웨어 중심의 거시적 차원에

서 지역사회, 여성,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강조하

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시적 차원으로 바뀌어 가

는 만큼, 관광 ODA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김남조(2014)는 한국사회의 

관광 ODA의 가능한 영역으로 비교적 적은 재원

으로도 가능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분야의 ODA 

지원을 통해 관광정보 시스템의 구축이나 관광안

내 홍보 체계의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 있으며, 신용석(2014)도 유사하게 한국사회가 

강점을 지닌 관광인적자원 개발, 관광 IT 등 관광 

ODA와 연계시킬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협력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민간의 

사회적 경제 부문, 특히 공정무역(예: iCOOP생

협의 필리핀 파나이 공정여행, 피스커피의 캄보디

아 공정무역 자원봉사 여행 등) 분야나 여행분야 

사회적 기업들(예: 공감만세, 트러블러스맵, 착한 

여행 등)에서는 ‘공정 여행’의 이름으로 동남아시

아의 일부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부문의 사례들이 지역사회 역량강화

를 강조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 분야 국제개

발협력에 줄 수 있는 함의는 적지 않을 것이라 판

단된다. 

3. 인도네시아의 사례

1) 인도네시아의 관광과 CBET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면적에 약 1700개의 섬

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광범위한 생태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종족과 종교상의 다양

성을 배경으로 한 풍부한 문화적 자산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은 주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4년 국제 관광객은 943만 5천여 명이었

으며, 관광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2억 4,300억 달러(GDP 기여도 9.3%)

이며, 석유 및 가스, 석탄, 팜오일에 이어 4번째로 

큰 외환수입원이다(ASEAN statistics, 2015). 작
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2천 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무비자입국 가능 국가 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관광친화 정책을 내세우면

서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부흥의 전기

를 맞이하고 있다(Jakarta Post, 2015-09-15).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더불어 199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의 CBET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하였으

며, 정부 정책과 시민사회 양자 모두에서 C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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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자체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네

시아 정부는 1995년 “PIR(Pariwistat Inti Rakyat, 
Community based tourism)” 프로그램을 공식 출

범시키면서, 관광활동에서 농촌공동체의 역할

과 참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지방

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관광마스터플

랜에서는 각 주별 관광사무국의 설립이 이루어지

며 지역단위 생태관광을 위한 지원체계도 갖추어

나갔다(Suhandi and Simatupang, 2013). 같은 해 

CBET의 관심을 가진 지역조직들은 인도네시아생

태관광네트워크(Indonesian Ecotourism Network, 

이하 인데콘)를 설립하였다. 인데콘은 인도네시아

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전문 사회적 기업이자 지역

단위 생태관광조직들을 회원으로 하는 우산조직

(umbrella organization)이다. 과거에는 주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CBET 사업을 조직화

하는 개발 NGO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으나, 

최근엔 자체 역량으로 지역 CBET 모델을 개발하

여 국제녹색관광시장과 지역의 CBET 마을을 연

계하는 생태관광 페어를 개최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  관광낙원 발리에서의 대안관광: JED의 

형성과 발전

발리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관광목적지로 스스

로 ‘지구상의 마지막 낙원’으로 표방한다.8) 아름

다운 경관 자산을 두루 갖춘 발리는 힌두교를 배

경으로 문화와 종족적 특이성 또한 뛰어나다. 특

히, 발리인들이 갖춘 예술적 재능과 일상이 된 종

교 의례와 문화공연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의 그 어

떤 섬보다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었다. 발리의 

관광화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으

나, 독립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차

원의 개발전략을 통해 발리의 관광화가 보다 강

화되었다. 그 출발점은 누사두아의 대규모 리조

트 건설과 이를 통한 관광현대화 시도였다(Picard, 

2003:112). 
하지만 ‘문화관광’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집중계

획의 조합은 자카르타 중심의 이슬람문화로의 종

속이라는 문제의식과 대규모 관광개발의 사회적 

환경적 폐해로 인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1990년
대 이후엔 관광이 지역 주민을 소외시키는 산업이

라는 인식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발리인들의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발리의 시민사회는 관광영역 

뿐 아니라 발리 사회 전 영역에서 “아젝 발리(Ajeg 
Bali, Bali Erect)”를 외치기 시작했다. 아젝 발리 

캠페인은 발리인의 영성 회복과 문화에 대한 긍지

와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발리판 문화부흥 운동이

다.9)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대안 관광 개념들이 적

극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으며, CBET라는 개념

을 통해 생태관광과 마을 단위 농업관광이 지역주

민들과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부상하

였다(Byczek, 2011).
발리의 마을생태관광네트워크인 JED(Jaringan 

Ekowista Desa, village ecotourism network)는 이

러한 맥락 안에서 2002년 공식 출범하였다. JED
는 마을 수준의 생태관광을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발리의 CBET의 조직으로, 발리 안의 

4개 마을공동체를 회원으로 하는 마을협동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데콘의 회원조직이기도 하

다. 1999년 마을관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즈음 

네 개 마을 모두 외부로부터의 관광개발과 관광시

설 설치에 따른 지역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벌이

지는 와중이었다. 이 마을들을 돕기 위해 나선 발

리의 시민조직은 발리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비

수누재단(Wisnu Foundation)이었다. 당시 비수

누재단 역시 발리 남부의 해안과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된 관광산업에서 유래하는 환경오염 심화, 발

리 농업경관의 훼손, 사회경제적 갈등에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었다. 비수누재단과 마을 대표자들은 

3년간의 마을 설명회와 주민토론, 시설 정비, 관

광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CBET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주민 대상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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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은 취지에 동의하는 우붓(Ubub)과 쿠

타(Kuta) 일대의 관광업체들의 지원을 받았다.10) 

JED 네트워크의 마을은 키아단 펠라가, 시베

딴, 뜽아난, 쯔닝안의 4개 마을(2016년 말 1개 마

을 추가 예정)이며, 모두 발리의 관광 중심지인 꾸

타 지역으로부터 2~4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현

대화와 거리를 둔 ‘전통 발리’ 혹은 ‘발리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마을’을 표방한다. 마을 경제의 주요 

수입원은 농업이며 생활수준은 평균 내지 평균 이

하에 속한다. 각각의 마을은 차별적인 관광매력을 

지니는데, 키아단 펠라가 마을은 커피 플랜테이

션, 시베딴 마을은 열대과일 살락 와인 만들기, 뜽

아난은 전통 발리 마을, 쯔닝안은 해조류 양식이 

주요 생계원이자 동시에 마을관광의 핵심 컨텐츠

다. 마을의 전체 구성원이 프로젝트에 결합된 것

은 아니지만, 발리의 전통 마을의 조직들(주민조

직banjar, 농사조직subak, 사원조직)의 대표들이 

마을단위 회의와 이윤 배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마을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로서

의 성격을 지닌다. 

JED의 사무국은 도심의 스미냑(Seminyak)에 자

리한 비수누재단 안에 있으며, 마을관광을 원하는 

여행객은 유선전화, e-mail, 페이스북을 통해 마을

관광에 관한 정보와 체험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인

데콘의 국내외 네트워크나 해외의 녹색관광 네트

워크를 통한 관광체험 신청이 가능하다. 특이하

게 발리의 JED 프로그램에는 최근 3~4년 사이 한

국인 방문객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공정 여

행”을 표방하는 한국의 여행분야 사회적 기업들이 

JED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여행상품을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림 2>은 발리에서의 특별

한 여행 체험을 계획하는 여행자(국내외 포함)의 

시점에서 여행의 출발지에서 JED의 마을관광지

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 관여되는 이해관계자

들을 지도화한 것이다. 

그림 2. JED의 CBET 관광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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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ED의 CBET의 구조와 내용

마을 관광에서는 관행관광과는 다른 체험 혹은 

발리인들의 일상적 생활 체험을 원하는 방문객들

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프로그램과 다양한 마을 활

동이 제공된다. JED의 사무국을 통해 마을관광

을 신청한 방문객은 JED 사무국이 제공하는 운송

수단을 타고 마을로 들어간다. 방문객은 마을에서 

하루~일주일까지 홈스테이를 하며 마을 주민들

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11) 

네 마을의 공통된 프로그램으로 트레킹 투어, 지

역 농업활동의 시연 혹은 참여, 공예품 생산, 주민

의 일상(음식 만들기)참여 등이 허용되며,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커피 플랜테이션, 살락 와인 

만들기, 전통 발리 만나기, 해조류 양식 체험 등이 

제공된다. 또한, 마을의 사정이나 방문 시기에 따

라 마을 안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종교 및 의

례 활동(결혼식, 장례식, 성년식, 졸업식 등)에 참

여할 수도 있다. 한국 방문객이 주로 찾는 키아단 

펠라가의 경우에는 여름철 방문자에 한하여 유기

농 커피 농장에 방문하거나 커피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마을 활동은 방문시기에 따라 달

라지는데, 연구자의 경우엔 홈스테이 가족 및 마

을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지역 축제 준비활동과 마

을 장례식 등의 의례에 참석할 수 있었다. 

4. 캄보디아의 사례

1) 캄보디아의 관광과 CBET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고대 크메르 제국의 찬

란한 문화유산은 해외 관광객을 캄보디아로 이

끄는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관광은 농업, 

섬유산업, 건설과 더불어 캄보디아 경제를 이

끄는 4대 축 중 하나다. 2013년 기준 캄보디아

의 외국인 내방객 수 4,502만 여명, 동년 관광수

익은 약 32억 6,482만 달러, GDP 대비 관광산업

의 기여도는 29.9%, 고용 기여도는 26.4%(관광

분야 고용인원 약 200만 명)를 기록했다(ASEAN 
statistics, 2015). 하지만 캄보디아의 관광은 앙

그림 3. JED 회원마을의 위치와 키아단 마을의 커피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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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 와트가 위치한 씨엠립을 일극으로 하는 불

균등 발전상태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균형

발전과 오지 농촌의 빈곤감축을 위해 씨임렙 이

외 지역에서의 관광산업 진흥을 강조하며, 해

외자본과 국제개발기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

고 있다. 현재 ADB, 세계은행, GMS, W WF, 
다수의 국제적 공여기관에서 캄보디아 오지

의 마을공동체들에 CBET 모델을 이식하기 위

한 관광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 

이다. 

캄보디아에서 CBET는 국제개발기구나 NGO 

및 국내 시민사회에 의해 1990년대 말부터 도입

되기 시작했으며, 처음부터 지역사회 개발과 자연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사회 대안 발전모델

로 이해되었다. 특히 SNV가 지원했던 캄퐁 스페

우 주의 참복 마을(Chambok Commune) CBET의 

성공 이후 관광부와 다른 지역에서도 CBET에 관

한 관심이 증대되었다(Mlup Baitong, 2013). 이러

한 성공을 바탕으로 2002년 캄보디아지역사회생

태관광네트워크(CCBEN)가 발족되었으며, 이 단

체는 2005년 관광부 산하의 기관으로 공식 인정되

었다(Sok, 2013). 2013년 기준 캄보디아의 CBET 

관광마을은 56개 지역이 존재하며, 절반 정도가 

북동부의 4개주(스텅트렝, 라타나끼리, 몬둘끼리, 

크라티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동부 산림

지대의 소수민족과 메콩유역의 이라와디 돌고래 

등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내외 개발 

NGO들의 지원 하에 다수의 CBET 시범사업이 

시도되었다(Phnom Penh Post, 2013-02-14). 하지

만 Carter et al(2015: 811)가 지적하였듯이 캄보디

아의 정책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실제로 어

떻게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내

용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캄보디아의 CBET
는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로 외부(특히 해외 개발

기구)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적이다.

2) 람사르습지 지정과 하향식 CBET의 도입

스텅트렝주는 캄보디아 북동부의 메콩 강의 본

류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 라오스와 국

경을 맞대고 있다. 국제하천 메콩 강과 동북부 산

간지역에서 발원하여 메콩본류로 합류하는 세콩

강으로 둘러싸여 주민들의 90%가 강을 끼고 발달

한 거주지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하천 생태계의 

건강은 주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MoT, 2012). 
스텅트렝주에서 CBET 시범사업은 람사르 보

호 습지 지정과 관련된다. 1999년 스텅트렝 주의 

메콩 강을 따라 총 연장 37km(스텅트렝 주도로부

터 북쪽으로 6km에서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남

부 3km까지)의 하천과 주변 생태계가 람사르 사

이트로 지정되었다. 람사르 습지 지정이후 국제 

사회는 지역 생태계 보호, 개발 방지, 주민의 자

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안적 생계 모델

로 CBET를 제안하게 되었다. 2005년 메콩지역

의 습지 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증진

을 목표로 MRC, UNDP, IUCN 등의 국제지구가 

“메콩습지생물다양성보호와지속가능환 활용프

로그램(Mekong River Basin Wetlands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Programme)
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2008~2010년에 

걸쳐 스텅트렝 주 메콩강 인근의 4개 마을에서 

CBET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Bauld and Soriya, 
2006:12). 

스텅트렝주 람사르 사이트 내에는 4개 쿄뮨(오

스베이, 사마키, 프레아 럼켈, 코스넹)이 포함되

며, 총 마을의 수는 21개, 거주 인원은 13,000~ 

15,000명이다(MoT, 2012). 네 개 쿄뮨 중 프레아 

럼켈은 CBET 시범사업의 핵심 마을인데, 라오스

와의 국경에 맞닿아 있는 최북단에 위치한 이 마

을은 멸종위기 종인 이라와디 돌고래의 서식지(이

하, 돌핀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다. 때문에, 프

레아럼켈은 생태관광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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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를 모았다.

스텅트렝주의 CBET는 이처럼 습지 보전과 주

민들의 대안 생계 마련이라는 목표 하에 “의도적”

인 개발과 이식의 과정을 거쳤다. 시범사업의 주

요 내용은 마을 안 사업과 마을 밖 사업으로 구분 

된다. 먼저 마을 안에서는 주민 공청회, 기초 인프

라 구축(홈스테이가옥 수리), CBET 마을위원회

의 조직,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범 운영 등이

었다. 지방정부 수준의 웹페이지 개설, 스텅트렝 

시에서의 홍보활동12)이 이루어졌으며, 전국적 차

원에서는 CCBEN 네트워크에의 등록, 캄보디아

의 주요 관광지(씨엠립, 프놈펜, 시하눅빌 등)에서

의 홍보활동 등이 실시되었다. 

스텅트렝주에서 마을 수준의 CBET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관광프로그램의 운

영은 Mlup Baitong(녹색 그늘)이라는 로컬 NGO
에 의해 수행되었다.13) 구체적으로 이 조직은 스텅

트렝에 지역 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사회와 공동

으로 협업하며 생태관광 개발에 다양한 연구, 자

문, 현장조사, 주민 설명회 등의 활동이 전개하였

다. 마을 내에서 생태관광에 관한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참여자를 선별하고 그들에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 기초 서

비스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관광객을 위한 홈

스테이와 상점, 마을 식당의 시설 설비를 갖추기 

위해 소액대출을 주선하는 등 CBET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범사업 

이후를 대비하여 마을 수준으로의 권한 이양을 위

한 주민교육과 CBET 마을위원회의 구성 지원활

동도 이루어졌다. 프레아 럼켈 마을주민들도 “돌

고래를 보호하면 관광객이 온다”는 기대를 품고 

CBET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현지 조사 시점(2015년 8월)에 시범사

업은 이미 종료되었고, 프로젝트를 주도한 현지 

NGO는 스텅트렝 주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였

다. 하지만 스텅트렝 주나 개별 마을 단위에서 

CBET를 총괄하거나 관광목적지 마을 안팎을 중

계할 수 있는 민간 조직 혹은 마을 조직의 역량은 

그림 3. 스텅트렝주의 CBET 관광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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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림 3>은 스텅트렝

주의 CBET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구축된 관광가치

사슬을 모식화한 것으로 그림 안의 점선들은 현재

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들이다. 

3)  스텅트렝 주의 돌고래 관광: CBET 대 

관행 관광 

스텅트렝은 라오스-캄보디아 국경의 중요한 

환승적환지로 과거엔 국경통과 소요 시간으로 인

해 관광객들의 상당수가 하루 이상을 체류할 필요

가 있었다. 프레아럼켈 마을의 CBET는 바로 이러

한 중간기착지의 체류관광객들을 주요한 타깃으

로 삼았었다. 하루 이상을 스텅트렝에 머물다 보

면 이라와디 돌고래라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대

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깃대종 생물과 이를 지키

는 마을 공동체를 가까이서 접하기 기꺼이 CBET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CBET 마을들은 스텅트렝 도심에서 약 1시간 이

상 떨어진 오지에 위치하고 있다. 시범시업 기간 

동안엔 주도에 위치한 Mulup Baitong의 사무국 혹

은 숙박업소에 부속된 사설여행사를 통해 마을까

지의 이동하여 마을 내 홈스테이와 다양한 커뮤니

티 관광활동(돌고래 수상관람, 트레킹, 로컬음식 

체험, 전통주 제조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의 종료 이전에 마을 수준의 CBET 관리 

거버넌스 구성과 권한이양의 노력이 시도되었으

나 마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고, 따라서 관리감

독이 부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통해 형성되었던 

마을단위 CBET 거버넌스도 대부분 유명무실해

졌다. 

그런데, 프레아 럼켈 마을은 CBET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스텅트렝의 

관광명소이다. 캄보디아-라오스 간 육상 국경이

동의 주요 통로이자 국경지역이며, 매력적인 관광

자원인 이라와디 돌고래를 근접관찰할 수 있는 곳

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인 관

광객의 급증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라와디 

돌고래의 최적의 관찰지인 프레아 럼켈을 찾는 국

내외 관광객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내국

인들은 주로 국경 관광을 포함한 단체관광(학생들

의 수학여행)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 개별여행자(FIT) 유형의 외국관광객들

이 이 마을에 들어오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먼저 

그림 4. 프레아럼켈 마을의 위치와 돌고래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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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종료 후에 스텅트렝 주의 숙박업소들을 

통해 CBE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간간히 유통

되면서 이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 하

지만 대부분 홈스테이를 포함한 마을관광은 생략

한 채 이라와디 돌고래 탐사만 참여하는 제한된 

투어(반나절 코스)로 이루어진다. 그마저도 2014
년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건설되고 캄보디

아-라오스 간 국경통과가 간소화되면서, 스텅트

렝을 찾는 관광객은 체류형보다 통과형이 급증하

고 있다.

이 마을을 찾는 또 다른 경로는 매우 우연적인

데, 바로 라오스에서 국경을 넘어 프레아 럼켈이 

상륙하는 경우이다. 라오스 남부의 대표적 관광지 

시판돈(Si Phan Don, 천개의 섬을 의미함)의 관광

객이 이라와디 돌고래 보트관광에 나서게 되면 ‘본

의 아니게’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의 프레아 럼켈에 

접안하게 된다. 돌고래 탐사를 위해 라오스의 관

광지에서 출발한 보트관광은 통상 2~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관광객들이 휴식이나 음료수 구매 등

을 원할 경우 라오스의 출발지로 돌아가기보다 프

레아 럼켈에 위치한 돌고래 전망대로 입안하는 것

이다.14) 전망대 관리사무소는 이런 방식으로 전망

대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한 입장료(1.5달
러)가 징수한다. 단 이 과정에서는 국경통과에 요

구되는 여권심사(passport control)는 생략된다. 

5. 두 지역 CBET의 비교 및 평가

앞서 살펴본 두 사례는 CBET의 도입과 운영상

의 맥락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

으로 전자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의 관광프

로그램 도입의 특성을, 후자는 하향식 프로그램

(top-down) 관광프로그램 이식의 특성을 지닌다. 

CBET 관광의 본연의 목적, 즉 환경보호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경제적 혜택 창출이라는 이중

의 과제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생태관광 지속가능성의 3
개 영역(환경, 경제, 사회), 9개 지표, 11개의 질문

을 중심으로 두 CBET 사례에 대한 비교 및 평가

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1) 환경적 지속가능성

현지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두 지역의 사례에

서 모두 CBET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마을에서 주

민들의 환경의식 개선과 환경보호가 이루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JED CBET 프로그램의 경

우 방문객들과 마을 주민들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

용이 늘어났으며, 마을 관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식, 환대, 보건과 위생문제 등이 개선

되었다(JED, 2013). JED의 사무국과 마을단위 로

컬 가이드는 ‘마을 관광 활동’을 지역사회 경제영

역의 ‘추가적인 부분’으로 강조한다. 현지의 농부

는 “나의 본업은 농부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관광

을 위해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JED 마을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농업에 있으며, 

마을관광은 농업경관(커피밭과 계단식 논 등)을 

의존하는 추가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관광 수익

의 일부는 계단식 논 주변의 트레킹 코스 정비나 

수원 보호와 같은 공동체 차원의 환경 개선에 제

공되었다. 

프레아 럼켈 마을의 경우에는 다양한 층위의 관

심과 지원(국제기구, 국내외 NGO)이 마을에 투

여된 결과 강에서의 불법 남획이 현저하게 줄어들

었다. 다른 한편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생태관

광 역량형성 사업 외에 텃밭 경작 지원(종자 및 기

술 지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개시설의 확충, 

축산 장려 등 소규모 농민에 대한 지원책도 일부 

시행되었는데, 이는 불법어획에 대한 대안을 제공

하는 소득 다각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Inter-Green Consults, 2010). 프레아 럼켈 마

을의 핵심적인 생태환경자원인 이라와디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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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력한 보호정책과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따라 

2010년 이후 동일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

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이 마을에서 CBET 프로그

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

와디 돌고래 및 그 서식지의 보호가 CBET로 인해 

개선된 효과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

객들에 대한 환경교육과 방문객의 규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JED의 경우에는 대중관

광지로 개발된 해변과 도심지역을 제외하면 대중

교통이 미발달한 발리의 조건에서 여행자 개인이 

JED의 회원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JED의 마을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ED 사무국을 경유해야 하며, 

방문객의 숫자는 거의 완벽하게 파악가능하다. 반

면 현재 프레아 럼켈에서의 CBET 프로그램 참여

는 당사자들의 적극적 홍보활동 보다는 동남아를 

여행하는 FIT들이 ‘우연적’ 계기에 따라 이루어지

는 수준이며, 방문객의 수치 파악 혹은 관리와 통

제도 부재한 상태이다. 

JED의 마을스테이 프로그램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환경교육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을 내에 개발된 몇 개의 산책 트레일을 걷는 동안 

방문자들은 마을의 자연환경, 농장, 농경지, 숲길

을 방문하는 동안, 방문객들은 농작물, 자원 관리, 

환경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 경제적 지속가능성

두 마을에서 CBET 프로그램은 일정한 직·간

접적인 사회경제적 수익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발

생한 수익의 지속성, 지역공동체로의 환원의 범위 

등은 상당히 차별적이다. JED의 마을관광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ED 사무국을 경유해야 하

며, 따라서 방문객의 정보와 이들이 지불한 비용

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 사무국과 마을

의 수익 배분은 3:7의 비율로 이루어지며, 마을관

광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인 홈스테이 가구, 

조리사, 로컬가이드에게는 방문객이 떠나는 시점

에 바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된

다.15) 수익의 나머지 부분은 마을 적립금으로 누적

되며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마을의 공동체 조직에 

제공된다. 2012년 JED 프로그램의 총 참여자는 

430명(외국인)인데, 관광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소

득은 약 15,000달러이며, 공동체 기금은 마을별로 

약 200~300불씩 제공되었다(JED, 2013). 인도네

시아 최고의 관광목적지인 발리에서 JED의 마을

관광을 통한 수익 창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이다. 하지만 마을의 관광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 

이후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수입은 상당한 의

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을 안에는 향후 방문객

의 수가 늘어난다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참

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주민들도 만날 수 있었

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마을 공동체 주류의 의

사결정이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농촌마을에서 

JED 프로그램의 주요 참여자들(홈스테이 가구, 

조리사 등)이 여성이라는 점은 사회적 의의를 지

닌다.

스텅트렝에서 CBET의 수입보고서는 2013년 

Mulup Baitong이 마을을 떠난 이후 제대로 작

성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최근 CBET를 통해 마

을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었는지를 파

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시범사업 평가보고서

(Inter-Green Consults, 2010)을 통해 시범사업 기

간의 수익현황을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008~2010년(2년 2개월) 사이 프레아 럼켈에는 

총 9,700명의 내국인 관광객과 2,2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약 20,000달러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였다. 수익은 돌고래 전망대 입장

료, 보트 및 자전거 렌트비, 홈스테이, 가이드 비

용, 식사비를 합한 것으로, 마을 공동체가 CBET
를 통해 얻은 수익은 월 기준 약 800달러 선이

다.16) 관광객이 지불하는 돈은 식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원회에 30~50%의 비용을 적립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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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적립된 돈은 생태관광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교육비용 등으로 활용되었다. 마을 대표는 시

범사업 기간 동안 그 비용은 연간 1,000 달러 정도

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익은 기존에는 존

재하지 않았던 공동체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다.

그러나 CBET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약 2년의 기간 동안 돌고래 전망대의 입장료(외국

인 1.5달러, 내국인 0.25달러)는 주정부의 관광과

에서 직접 징수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

다. 2015년 CBET 마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르면서, 입장료 수익의 일부를 마을위원회로 환

원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조사 시점까지 입

장료 중 마을수익으로 환원되는 몫은 전무한 상태

였다. 

3) 사회적 지속가능성(1): 거버넌스의 측면

JED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12명 선이다. 

가장 방문객이 많은 키아단 펠라가의 경우 CBE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은 로컬가이드 5명, 홈

스테이 제공 4가구, 요리사 6명를 포함하여 총 12
개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JED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는 방문객과 현지인 사이의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도록 매개하는 로컬 가이드들의 존

재이다.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영어 구사가 가능한 

로컬 가이드들이 마을별로 2-3인이 존재하는 덕

분에 CBET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로컬 가이드들은 방문자들은 단순한 마을 탐방(트

레킹)이나 의례 참석과 같은 형식적 참여를 넘어 

현지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JED의 마을관광에 참여하는 총 가구 수의 6%에 

불과한 수이다. 하지만 CBET 프로그램 중에는 마

을 트레킹이나 각종 의례에 참석하는 기회들이 제

공되는데, 로컬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이런 행사

에 참여하는 경우 마을 주민들은 방문객의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농장을 보여주거나, 집안 행사

에 참여를 허락하는 등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

여주었다. 이는 JED의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있어 

마을의 허락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

는 예이다. JED는 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

당 방문객의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

책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인프라의 한

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광으로 인해 마을의 

주 생업 수단(농업, 수산업, 양식업 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가 더해진 것이다. JED는 마을

단위에서는 매월 1회, 마을연합회 차원에서는 연

간 4회의 회의를 통해 방문자수와 수익을 공개하

고 수익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 

조사시점에 새롭게 구성된 프레아 럼켈의 

CBET 마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총 8개 구역

에서 생태관광 참여를 희망한 주민의 수는 370명
이었고, 영역별 대표자(홈스테이, 보트, 환경 및 

위생, 음식)를 중심으로 15명의 마을위원이 선정

된 상태였다. 하지만 마을위원회가 향후 안정적

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

다. 2010년에 작성된 시범사업의 평가보고서에서

는 프레아럼켈 CBET 시범 사업 중에 이미 표면

화된 마을 내 갈등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CBET 프로그램 참여자가 나타나면 순번제로 각 

영역별 담당가구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누구의 차

례인지,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둘

러싸고 마을 내 갈등이 비화되곤 했다는 것이다. 

CBET 마을위원회의 구성이 2년이나 지연된 것도 

이러한 갈등이 한 원인이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돌고래 탐사를 위

해 상업적 관광의 침윤이 이미 있었다는 점이다. 

외부인에게 개방적이거나 스텅트렝주도의 숙박업

소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일부 어민은 이미 2000년
대 초부터 외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어선을 개

조해 관광객을 태우고 2시간 남짓의 돌고래 투어

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보트맨들의 

자의적인 관광 서비스 제공활동은 마을 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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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구축과 안정화를 저해하는 주요 갈등

요소이다.

4)  사회적 지속가능성(2): 생태관광시장과

의 네트워크

CBET도 일종의 관광 ‘상품’인 만큼 마을 관광 

수요는 마을 밖에 존재한다. 관광객은 관광목적지

를 결정하기 전에 잠재적인 관광목적지에 대한 정

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이 때 제공되는 관광 정보

는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다. 제 3세계 국가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에 투입

되는 재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갖고 있

는 관광매력을 국제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남조, 2014). 결국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CBET 프로그램은 마을 

밖의 관광객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어려움

을 겪게 마련이다. 사회책임관광에 대한 인식과 

CBET에 참여 의사를 가진 방문객이 CBET에 대

한 정보를 접하고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에는 일련의 구조화된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JED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통로는 

JED 공식웹페이지, 국제생태관광박람회(Fair)를 

통한 인데콘의 프로그램 소개 노력, 기존 여행소

비자들의 블로그나 입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JED의 사무국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

어도 적극 활용 중이다. 최근 3~4년 사이 JED 프

로그램한국인 방문객의 수가 급증한 것은 한국

의 여행분야 사회적 기업들이 JED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여행상품을 제공하면서부터이다. 이들

은 발리관광객 혹은 자바섬 횡단 여행을 계획하

는 FIT 혹은 소그룹 단체여행자들에게 JED의 프

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JED와의 연계를 주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레아 럼켈을 찾는 국내와 관광객

은 마을관광 체험 및 마을 체류형보다는 돌고래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방문형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

다. CBE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스텅트

렝주 관광과의 웹페이지나 숙박업소의 벽면에 붙

은 오래된 포스터 등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마을위

원회의 적극적 홍보활동보다는 ‘우연적’ 계기에 따

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JED의 프

로그램은 그런 점에서 국내외 녹색여행시장 네트

워크(green travel market network)와 안정적 관계

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나 프레아 럼켈의 경

우는 마을 안팎의 연계와 방문자의 출입을 관리할 

내부 역량과 네트워크의 구축에 실패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5) 종합: 두 마을의 CBET는 지속가능한가?

CBET 프로그램의 관리 역량과 내부 거버넌

스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 

JED의 사례가 캄보디아의 스텅트렝주의 사례보

다 훨씬 건전하다. 그렇지만 JED의 프로그램도 

한계가 있다. JED의 프로그램 참여 관광객의 대

부분은 관광지 발리가 아닌 발리의 전통마을을 

체험하려는 의도적인 사회책임 관광 혹은 공정여

행을 선택하여 마을을 찾지만 3박에서 일주일 내

외의 체류 기간 동안 JED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간은 하룻밤을 넘지 않으며(95% 이상), 재방문

율도 거의 없는 편이다. JED의 프로그램은 일회

성 이벤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JED의 방문객 중 한국인 비중이 1/4까지 확대된 

점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드

러진 현상은 한국의 여행분야 사회적기업과 발리

의 사회적기업인 JED와 국제적 연대를 이룬 결

과인데, 한국의 사회적 경제 그 중에서도 여행분

야 자체도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

문에(변형석, 2010), 향후 JED를 찾는 한국 관광

객의 수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JED의 CBET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서는 마을 프로그램의 다각화, 외부세계와 관광

목지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접촉면(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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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의 개발, 국내외 녹색여행시장 네트워크를 

통한 CBET 프로그램의 홍보 등의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

캄보디아의 프레아 럼켈의 CBET 위원회가 2년
간의 공백기를 거쳐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이라와

디 돌고래 서식지 탐사라는 제한된 관광을 추구하

는 여행자들을 체류형 CBET 프로그램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관광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 전략과 그러한 전략을 이행할 핵심

적 주체들이 마을 내부, 더 나아가 스텅트렝 주 차

원에서도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통조건의 

개선과 국경통과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체류형 관

광객의 감소도 프레아 럼켈의 CBET의 전망을 어

둡게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이 지역의 주된 이슈인 라오스 

국경 인근의 돈사홍 댐(Don Sahong Dam) 건설은 

CBET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외부요인이

다. 최근 라오스는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메

콩 본류 및 지류에 다수의 댐을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이웃국가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적

극 추진 중이다. 특히 돈사홍 댐은 라오스-캄보디

아 국경에서 북쪽으로 4km 이내에서 건설하면서 

국제시민사회와 캄보디아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해 이라와디 돌고래의 서

식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엄은희, 

2015).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본류 댐건설에 반대

하며 대안적 발전을 모색하는 이들에 의해 프레아 

럼켈의 CBET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외 시

민조직들에 의한 추가적 지원과 민물 돌고래와 주

민 생계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진다

면, 프레아 럼켈의 CBET는 재도약의 계기를 갖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발리와 캄보디아 스

텅트렝에서 시도되고 있는 구체적인 CBET 프로

그램을 사례로 마을 수준의 생태관광의 발전경로

와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두 사례에서 환경의 

보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혜택, CBET 관리 

역량과 거버넌스의 안정성, CBET 프로그램의 지

속가능성의 측면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해 보았다. 

사례 분석과 비교의 결과,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

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

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

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

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일정

한 한계가 존재한다. 결정적으로 두 사례가 보여

주는 CBET 거버넌스의 차이는 아래로부터의 자

발적 구성(JED의 사례)과 위 혹은 밖으로부터의 

의도적 이식(프레아 럼켈의 사례)에서 유래한다. 

JED가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마을 밖 혹은 발리 밖

의 행위자들의 관여와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존재

했지만 CBET의 운영과 수익의 분배에 대한 관리

와 통제는 JED의 내부에서 유래한다. 프레아 럼켈

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CBET 마을위원회의 

구성과 마을참여자들의 학습과 훈련을 거쳐 거버

넌스의 구축과 내부역량 강화가 시도되었으나 시

범사업 종료 이후 시범사업의 노력들은 대부분 형

해화(形骸化)되어버렸다. 이는 해당 지역사회관

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

이 되고 있다. 

관광을 통한 지역개발은 장기적 전략과 공동체 

비전을 결합시키는 지난한 과정을 요하며, 특히 

CBET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핵심적 주체들이 

지역 내부로부터 양성되지 않는다면 힘겨운 실패

의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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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개별 마을의 거버넌스의 안정화를 넘어서 

마을 관광을 위해서는 다층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

된다.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협력적 경쟁과 공진

화를 기반으로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제

반 이해관계자들이 형성하는 상호관계의 영역”(김

덕기, 김현주, 2013)이다. 즉, 마을 단위의 거버넌

스를 넘어서는 마을연합체 혹은 지역 단위의 협의 

체계와 비즈니스 차원에서 외부 관광객(해외 및 

국내 여행객 포함)에 대한 홍보와 연계 서비스 기

능을 제공할 주체의 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JED
에는 어느 정도 있고, 프레아 럼켈에는 여전히 부

족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동

남아시아 간의 관광 분야의 개발협력(ODA)의 발

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

램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서 개발 주체 및 접근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공식적인 개발 주체로서의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

부 이외에 민간부문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엔 주로 원조 서비스의 최종전달자(service de-
liverers)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최근에는 사회

적 경제영역의 민간주체들, 예컨대 공정무역, 적

정기술, 농업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

업들의 활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서 사회적 기업(혹은 협동조합)은 지역화된 작은 

경제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효율

성이 높으며, 수원지역에서 개발원조에 대한 주인

의식과 자립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모델이다(손혁상·김남경, 2013). 
여기서 JED의 사례에서 드러난 한국의 여행분

야 사회적 기업과 인도네시아의 CBET 전문조직

인 JED와의 연계는 이러한 관광분야 개발협력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또다른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키아단 펠라

가의 경우를 커피를 소재로 한 공정무역의 파트너

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방문객 수요가 줄고 있는 

공정 여행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계 설정도 가

능할 것이다. 

CBET를 통한 농촌지역의 발전전략은 관광 상

품의 홍보 및 판매, 외부세계와 마을의 연계, 새로

운 지식과 기술의 학습과 훈련과 같은 전문적 영

역의 역량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개별 마을이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지역, 형태를 공유한 마을관광들의 

협의체나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

가 있다. 최근 한국은 개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노력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영역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중간지원조직

의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개도국의 CBET
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을 할 때도 마을 수

준의 주민교육뿐 아니라 광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전문가들의 양성을 지원하는 것도 

관광분야 ODA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관련

하여 대안적 발전전략을 지향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문연구조직인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에서

는 최근 프놈펜왕립대학교 지역개발학과와 공동

으로 <캄보디아 동북부 원주민 관광ODA 전략 연

구>를 수행한 바 있다.17) KOICA의 지원으로 수행

된 이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지역사회 CBET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캄보디아의 내의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1년짜리 단

기 연구 프로젝트로 파악된다. 향후 국내 및 동남

아시아 현지의 사회적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

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3년 이상) CBET 개발 프

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분야의 추가

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두 지역의 사례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

층적 분석을 통해 CBET를 통한 동남아시아 농촌 

마을의 지역발전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

다. 하지만 두 사례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펼쳐

지고 있는 CBET 사례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 

CBET에 대한 평가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사후 

평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

구가 제안한 공여국과 수원국 양쪽의 시민사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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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통한 구체적인 대안적 관광 ODA 프로젝트의 형

성과 발전에 대한 과제는 후속 연구과제의 몫으로 

남긴다.

주

1) 이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유럽이다. 유럽의 주

요국들은 이미 1950~70년대부터 이러한 농촌관광을 “녹

색 관광(Green tourism)”으로 부르며 정책적 지원을 투여

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EU의 공동농업정책(Com-

mon Agriculture Policy) 차원에서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

었던 농산품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first pillar) 이외에 농

촌개발을 통한 간접적인 농업 지원정책(second pillar)이 부

상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지원이 광범

위하게 발달해 오고 있다(박시현 외, 2001: 103-116). 한국

에서도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촌관광이 1990

년대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01년 국내관광에서 농

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9.4%까지 확대되었다. 안

종현(2007)은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참여의 실태

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과소화·노령화되고 있는 한국

의 농촌현실에서 농촌관광이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현실

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농촌관광의 도입과 운

영에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운영, 권한이

양 후 활성화 단계별로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 

2) 12개의 이슈에는 ① 지역사회 만족도, ②관광의 지역사회 

효과, ③관광객 만족도, ④관광의 경제적 효과, ⑤관광수

익의 연중분포(seasonality), ⑥에너지 관리, ⑦물 가용력과 

보호, ⑧식수의 품질, ⑨하수 처리, ⑩고형폐기물 처리, ⑪

관광프로젝트에 대한 통제, ⑫ 관광 강도(intensity)의 통제

가 포함되며, 해당 이슈와 관련된 질문형식의 기초지표가 

총 27개로 제시되었다((WTO, 2004: 40-45).

3) 지속가능한 관광의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핵심적 가

치지향에 따라 사회적 책무성, 생태적 노력, 인권이나 정

의의 관점들이 더해지는 과정을 거쳐 왔는데, 차이에 주목

하기 보다는 근본 원칙상의 공통점을 근거로 유사한 대안

적 흐름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학계의 연구경향을 살

핀 결과 여전히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지속가능

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 그

린투어리즘, 공정여행 등의 용어가 호환 가능한 수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4) 이 책은 해외여행객들이 중개업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

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여행계의 “노란 성경

책(yellow bible)”으로 불리기도 한다(Spreitzhofer, 2010). 

5) 산업구조면에서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캄보디아

가 GDP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그밖에 동남

아 회원국들의 국가경제에서 관광산업의 기여율은 미얀

마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10% 이상이다(아세안 

관광통계 http://www.asean.org/?static_post=tourism-

statistics-2).

6) Novid(Nederlandse Organisatie voor Internationale Ont-

wekkelingssamenwerking, Dutch organization for interna-

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는 1956년 네덜란드 왕가

의 베르하드 왕자(Prince Berhard)에 의해 설립된 국제원조

기구로, 2006년 대표적인 국제개발 NGOs인 옥스팜과 연

계된 이후 현재는 옥스팜노빕(Oxfam Novib)이란 공식명

칭으로 활동하고 있다(http://www.oxfamnovib.nl).

7) 개발도상국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사회기반관광이 지역사

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많이 축적되어 왔지

만, 이러한 실험이 여전히 틈새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

도 꾸준히 제기되었다(Mao et al., 2013: 121). 

8) 발리의 웅우라이 공항에 도착하면 안내방송과 곳곳에 설치

된 안내 전광판을 통해 “Welcome to Bali, Paradise Isand”

라는 환영사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발리= 낙원”의 이미

지는 식민화와 국가 만들기의 과정, 그리고 발리 지방정부

와 주민들의 발리의 발견 과정을 거치며 경합과 협상을 통

해 정착된 개념이다. 발리의 관광산업의 성립과 전개과정

에 관한 논의는 신성원(2010)의 II장과 조윤미(2011)의 II

장을 참고할 것. 

9) 아젝 발리 캠페인의 해석과 실천의 주체가 지역 엘리트들 

간의 패권 경합의 장이 되거나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 폭력 

행사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는 지방분권 이후 중앙 국가권

력의 약화와 그 반대급부로써 민간(특히, 지역 엘리트 집

단)의 권력 분점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일 수 있다(조윤

미, 2011).

10) 예컨대, 마을에서 손님을 맞기 위한 침실 준비, 시설에 

대한 제안, 요리법 전수 등은 쿠타(Kuta)에 위치한 아코

드 호텔의 CS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붓

(Ubub)의 몇몇 숙박업소는 JED의 마을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리플렛의 제작을 지원하였다.

11) 단, 뜽아난 마을은 마을의 내규상 외부인의 홈스테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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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텅트렝의 도심에는 캄보디아-라오스의 국경지대로 소

위 ‘동남아시아 트레일’의 다중목적지를 방문하는 장기여

행자들(주로 배낭여행객)을 위한 10여개의 숙박업소가 영

업 중이다. 숙박업소들은 간단한 여행안내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 숙박업소들을 통해 스텅트렝주의 CBET 프

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유통된다.

13) 환경단체를 표방하는 이 로컬 NGO는 캄보디아의 가장 

성공적인 CBET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참복 마을(Cham-

bok Commune) CBET의 조직화를 담당했던 조직이다.

14) 돌고래 전망대에서의 현지조사 중 라오스령 돈뎃섬에서 

라오스국적의 배를 타고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지대까지 

이라와디 돌고래 관광을 나온 미국인 관광객을 만나게 되

었다. 그는 열대의 강 위에서 1시간 이상 돌고래의 부상을 

지켜보던 중 휴식을 위해 프레아 럼켈에 상륙한 참이었다. 

그는 “의도한 것이 아닌데 어쩌다보니(by accidently with-

out any intentions) 어제 떠나온 캄보디아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라오스로 이동하기 전 스텅트렝 주도의 터미널에

서 반나절을 보냈던 그는 이라와디 돌고래풀이 캄보디아에

서 더 가깝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15) 방문객의 지불비용은 1인 1박 기준 100달러가 기준이지

만, 기간과 방문자 수에 따라 사무국과 협의 하에 최종지불

액이 결정된다. 직접 수익은 홈스테이 가구 1박에 150,000 

루피아, 식사(3식)에 150,000루피아, 가이드비용(1박 2일) 

120,000루피아로 고정되어 있다. 

16) 직접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제공되는 비용은 일박에 3달

러, 생태관광 참가비(돌고래 전망대 입장료) 1.5달러, 식

사는 한끼에 0.25달러, 보트는 2시간 대여에 15~30달러

이다.

17) 관련 정보는 (사) 글로벌발전연구원의 홈페이지(http://

redi.re.kr/) 의 프로젝트 메뉴에서 검색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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