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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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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지 리의 문제 을 극복하고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 리모델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정보통신서비스기술과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지내에서의 개인의 특성-여가시간, 혼잡도, 활동성, 지출능력 등-을 
기 로 하는 애 리 이션을 지에서 제공함으로써 개인여건에 부합하는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1차 으로 

객의 만족도를 최 화하며, 리측면에서 환경  데미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용력수 을 유지함으로써 환경  지속가능

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차 으로 객의 소비활동을 통한 경제  수익창출을 통하여 지의 지속가능성을 배가할 

수 있으며,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험 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함으로써 안 사고를 방할 수 있으며, 유사시 실시간으로 
객들의 안 을 확보할 수 있다. 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지의 환경보존은 리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게 되

며, 이용자인 객의 만족도는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지 리비용을 최소화 하며, 지속 인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 수익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 으로 지속가능한 지 운 모델로 정립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ew model of tourism destination management based on the tourism management 
program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vided by LBS. The personalized tourist information 
service can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ourists. Sustainability can be expanded through management based on the 
capacity of the tourism destination. Increased satisfaction leads to more diverse tourism activities. Various tourism 
activities increas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which satisfies the local tourism destination management purpose. The
tourism destination management plan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a comprehensive system in which 
detailed policy support plans are formu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ree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economic,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and concerned parties are connected and resources are supported through detailed 
processes in which the sources of disparities in accessibility are identified and the roles are delegated at the national, 
community, and regio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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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국가와 지역경제 발 과 경

기활성화를 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를 개발하여 경

쟁 으로 운 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수 에서 국가와 지

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효용을 극 화 하기 하여 지의 개발과 

운 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인 향을 최소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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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배가시키기 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

루지고 있으며, 세계 기구(UNWTO)에서는 Social 
Tourism의 지속가능성목표를 환경보호와 사회  형평성

과 결속, 경제  번 으로 제시하고 있다[1].
그러나 지의 개발과 운 에 있어 신 으로 발

하고 있는 IT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용이 뒤쳐져 

있으며, 이는 장기 으로 지의 수용력한계와 객

들의 만족도를 하시켜 지의 수명주기를 짧게 만드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IT기기와 스마트 디바이스로 모두가 실시간으

로 연결되는 연결사회의 유투어리즘(U-Tourism)의 시
에 합한 지의 리방안이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제공은 다

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하여 마 과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 인 도 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수용자인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이

나 공공기 에 새로운 과제와 기회가 되고 있다. LBS는 
길 안내 서비스 교통정보 서비스, 정보 서비스, 물류
와 교통 안내 서비스, 지역정보 서비스 등 인간생활
과 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

되고 있다. ICT 기술의 발 은 국내 객의 특성, 
행 , 구매성향, 심사 등에 기반한 해인 로 일 정보 

 스마트 환경의 사물인터넷으로부터 추가 으로 

확보된 치정보, 활동정보 등을 분석하여 객별 맞

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2].
문화체육 부는 국내  활성화를 하여 2006년

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 
숙박정보, 음식과 지리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U-Tourpia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보다 발
인 안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주한옥마을은 GPS와 RFID 기술을 기반으로 객

이 휴 한 단말기와 카드를 이용하여 한옥마을의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제공 서비스 수

에 머무르고 있어 유비쿼터스 용기술, 디바이스 활
용, 서비스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등에 있어 차별성이 없
고 흥미를 지 못한다는 지 도 있으며, 장기 인 

에서의 지 발 과, 지속가능한 을 지향하는 

의 트 드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개발된 지가 지속가능한 지로 유지 

발 할 수 있도록 리운  되도록 하기 해서는 fig. 1.
과 같이 지를 이용하는 객의 개인  성향과 여

건분석, 지의 수용력에 한 구체 인 평가를 토

로 지 리 차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Fig. 1. Basic Modeling Process

이런 토 에 지가 리되면 객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 리가 최 수 으

로 유지되어 지속가능한 이 실천되어 장기 으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 으로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2. 본론

2.1 App을 이용한 개인화서비스

‘2014 해외여행 실태  2015 해외여행 트 드 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여행에서 자유여행 비율이 40.4%, 
패키지여행이 37.5%, 숙박과 항공권만 포함된 자유여행 
상품인 에어텔 여행이 16.5%로 나타나 개성과 자신만의 
취향과 여건에 맞는 여행이 약 57%수 으로 높게 나타

났고, 이들의 여행 만족도가 패키지여행보다 7% 높게 
조사되어 향후 자유여행의 선호와 증가가 상된다.[3]

TV 화 로그램을 추천하는 애 리 이션 왓챠

(Watchya)는 ‘핀셋’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평가를 
분석하여 해당 사용자와 성향이 비슷한 이용자의 평가를 

기 로 하여 상되는 평가 수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선

택을 돕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차율를 낮
추기 하여 모수를 확 하고 있다[4].

서비스와 련한 표 인 애 리 이션으로 숙

박정보를 제공하는 에어 비앤비, 항공권 정보를 제공하
는 스카이스캐 , 여행일정을 공유하는 시 빈, 숙박과 
식당 련 정보를 제공하는 트립 어드바이져 등이 있으며 

재에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등
장과 사용자의 속한 팽창은 일상생활의 모든 정보서비

스를 실시간(Real Time)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뒤쳐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재까지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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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거나 이용되는 애 리 이션은 개인기업의 경 실

이나 성과를 제고하기 하여 만들어진 것이 부분이며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에 한 정보를 기 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객 개인에 한 보다 다양한 정보

를 기 로 하는 애 리 이션을 개발하여 개별 지의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LBS를 기반으로 하는 
지 안내 로그램과 추천을 통해 객의 이용 만

족도를 최 화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재 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스   

치정보를 이용하여 각 장소의 방문 빈도와 혼잡도와 

수용수 에 따른 지의 장소에 한 이용자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Fig. 2.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련한 문제 이 두될 수 있

으나 이는 이용 후 개인정보의 삭제나 휴 화에 소유

자의 취향과 성격을 장한 상태에서 애 리 이션에서 

끌어와 사용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 

2.2 관광지 수용력 최적화

지는 자원을 갖추고 로그램, 시설

이 모두 복합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최 로 지가 지정되고 이후 국 으

로 지 수가 증가하 고 이용객도 꾸 한 증가추세에 

있다. 지는 자원과 편의시설, 로그램이 

결합된 지역으로 시간의 흐름, 객 선호와 성향의 변

화  주변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객의 방문정도가 

크게 변화한다[5].
지성장요인으로 자원요인의 매력성과 쾌 성, 시

장요인으로서의 활동별 수요[6]등으로 선행연구에
서 보고되었다. 지의 수용력 평가는 물리  수용력

과 심리  수용력으로 평가된다. 물리  수용력은 

객의 순서, 노선의 길이, 평균 람시간, 보행속도를 
기 으로 산정되며, 심리  수용력은 입장객수-퇴장객수
/ 지의 체 이용가능면 으로 1인단 이용면 을 산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객의 만족도로 시각, 청
각, 가, 행동의 4가지 측면에서 만족도를 계산할 수도 
있다[7]. 이후 수용력에 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진
행되면서 변하지 않는  수용력은 존재하지 않으

며, 지별 정 수용력은 리목표와 탐방객 의식수

, 자연환경의 상태 등에 따라 지속 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 타방객 수와 같은 정량
 수치가 아닌 자연환경 훼손의 결과 즉, 재 자연환경
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악하는 과정이 수용력 산출에 

있어 요하다[8].
따라서 개별 지의 수용력 최 화를 해서는 

지의 물리 /심리  수용력에 개인  특성과 성향을 

연결하여 생태 으로는 지를 보호하고, 이용수 에 

있어서는 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 에서 

극 인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3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모델 구축

지가 개발되는 시 부터 지의 유지 리가 시

작되지만 어느 수 에서 지의 리가 이루어져야 하

는 지는 아직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산업과 수
이 고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활동은 다

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발된 지

의 지속가능성에 한 다양한 여구가 수행되고 있다. 

Fig. 3.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9]은 Fig. 3과 같이 환경보호와 
사회  연계와 연결, 경제  에서 연구되었지만 계

량 인 수 의 지속가능성에 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 이다. 
지속가능한 지 리를 해서는 경보호와 

의 만족도, 경제  성장의 세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개인  특성을 기 로 

하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별 리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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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수용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객의 특성과 

성향, 여건에 따른  로그램이 추천되고 이는 

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지의 리와 험

수 을 크게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Fig. 4.의 개념도는 지의 방문객을 정수 으로 

통제함으로서 장기 으로 보다 극 인 차원에서의 

지 보존과 보호하며, 이용하는 객의 만족도 제

고를 통해 경제 인 수입창출과 지역과 국가의 활성

화를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Fig. 4. Concept of Sustainable Tourism Destination Management

3. 결론

본 연구는 21세기 사회에 어들며 정보통신 기

술의 속한 발 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에 한 콘텐츠  근으로 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빠르게 용하고 있는 분야인 산업에서 

문화자원과  그리고 이야기 공학을 융·복합으로 
근시키는 학문  가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특히, 
을 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강 인 IT를 
에 목시켜 객에게 맞춤형 로그램을 Real 
Time을 기반으로 추천하고 제공함으로써 객의 만족

도를 극 화시킬 수 있고, 객 만족을 기반으로 

지의 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커뮤니 이션을 

통한 지 리운 로그램이다. 
재 앙정부에서 유도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자

체 으로 지역마 을 한 활성화의 략  근

으로 유비쿼터스를 구축하고 있는 시 에 휴 단말기(휴
폰, PDA), 키오스크(kiosk), 시티투어(버스)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유비쿼터스형 IT 기기를 무선 네트워크

로 연결하여 지내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
리, 잘거리 등에 한 제반 안내 정보를 언제 어디서

나 손쉽게 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하는 

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방

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앙정부차원의 개인화 서비

스를 한 맞춤형 알고리즘의 개발과 애 리 이션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이후 기술 문제 들을 지속

으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한 지 리모델

로 정립될뿐더러 나아가 지역기반, 국가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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