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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보 기술은  산업에 있어 요한 역할로서 지 않은 향을 끼치기 때문에  산업은 항상 정보 

기술과의 융합을 실천해왔다. 이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원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가속화되었다. 특

히,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은 이러한 흐름의 주요한 사

례로 볼 수 있다. 한국 공사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SNS를 토 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 공사의 스마트  시스템의 각 랫폼들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의 연 성을 설명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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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ourism,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erefore, 

tourism has been open to IT. Through internet, the sources of information became extensive. 

Smartphone and Social Network Service (SNS) make huge changes in tourism. In line with this,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is developing the smart tourism system, composed of 

internet, smartphone, SNS, as representative of Korea tourism. In this research, KTO’s main 

channels, internet, smartphone, SNS, of smart tourism system will be analyzed as well as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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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 을 빼놓을 수 없다. 

산업 상품은 경험을 토 로 하는 경험 심상품이기

에 직  겪어보기 에는 평가가 불가능하다[1]. 때문에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러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에는 직  을 다녀온 

지인들을 통해야 했지만, 재 IT산업이 발 하면서 정

보 습득경로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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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상품의 

특징과 IT분야 사이의 보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스마트 에 한 최근 연구 발표를 살펴보면 스마

트 이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과 스마트폰을 심으로 태블릿 PC(Personal 

Computer)와 통합되어 제공되는 정보를 실시간 소

통과 치정보를 기반으로 내외국인 객에게 필요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인터넷을 기

반으로 했던 IT기술이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발 으로 그 역을 

확장하면서 스마트 이 본격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재 한국 공사는 이러한 추세를 악하고 정

책에 반 하면서 우리나라의 체 인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스마트 의 개념을 도입하여 홈페이

지, SNS 그리고 스마트폰의 애 리 이션을 통합 으

로 운 하며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

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기에는 교통, 숙박, 지

도 등의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쳤다면 재는 카

메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하여 증

강 실(AR: Augmented Reality)을 목한 서비스까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발 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한국 공사가 한국 을 표하는 동시에 세

계 인 추세에 발맞춰 스마트 의 구 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사를 통한 스마트 의 분석

은 시기 한 연구라고 단된다.

그림 1. 한국관광공사의 Visit Korea 3.0

최근 외래 객의 방한 동기를 보면 한류에 의한 

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는 의 TV와 

K-pop 심으로 한 역에서 인터넷 기반의 유튜

(Youtube) 등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역동 인 모습( , 

싸이 효과)과 흥미로운 일상 생활상을 달하는 역할까

지 범 가 넓어지면서 한국에 한 심을 유도하는 차

원을 넘어 차 한국을  목 지로 고려하고 방문하

게 하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공사도 웹사이트, SNS 등을 통해 한류콘텐츠를 제공, 

장려하면서 외래 객들을 유도하는데 힘쓰고 있다

[4]. 한류 콘텐츠가 한국 의 주요 소재가 되어 한류

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외래 객의 수요는 계속 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4]. 

본 연구는 스마트 의 개념을 정립한 후 한국

공사가 운 하는 웹사이트, SNS, 그리고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운 을 복합 이며 통합 인 에서 소

개하고 스마트 의 도입성과를 조사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스마트 투어리즘
스마트 투어리즘은 스마트폰으로 표되는 스마트 

기기를 심으로 서비스되는 SNS, 애 리 이션 등의 

채 을 통해 객의 시간, 치, 상황에 맞게 실시간

으로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 투어리즘에서는 

경험이라는 요소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경험 는 체험

을 사고 는 분야에서 요한 패러다임으로 발  

에 있다[5].

그림 2. 주요 관광청의 스마트 관광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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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애 리 이션이 주도 으로 

활용되는 경향으로 출발하여 재는 기존의 PC기반 인

터넷, 웹 그리고 SNS과 연계하여 각 채 들이 통합

으로 사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이는 채

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단 을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만으로 이루어지던 기의 스

마트 투어리즘보다 활용도가 높고 효과 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공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청들

은 웹, SNS 그리고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통합하여 

스마트 투어리즘을 시행하고 있다[6].

애 리 이션을 심으로 스마트 투어리즘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정보제공을 한 애 리 이션부터 

비디오, 오디오 등의 기술을 목한 서비스까지 다양하

다. 한국 공사의 한민국구석구석, Visit Korea는 

지도, 교통, 음식 , 숙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지

를 추천함으로써 기본 인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신라역사여행, 국립 앙박물 , 북한산둘 길, 두

발로 2.0 등의 애 리 이션은 오디오, 증강 실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에 따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7]. 즉 단편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맞춤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트 터 등의 SNS과 

연결됨으로써 각종 이벤트 참여, 사용자 간의 정보공유 

 방향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

하고 있다.

그림 3.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 스마트 투어리즘 사례
(좌: 대한민국구석구석, 우: 북한산둘레길)

2. 스마트 관광 연구 동향
스마트 에 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 

을 심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스마트폰을 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부분이었

으며 SNS와 정보를 연구한 경우도 보 다. 하지만 

웹, SNS, 스마트폰을 통합 으로 연  지어 스마트 

을 연구하고 그에 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웠다.

표 1. 국내 스마트 관광 관련 연구 동향
연구제목 내용

스마트폰 기반 관광 정보 
수용과 관광 상품 구매의
도에 관한 연구[8]

스마트폰 관광정보 환경에서 잠재 관광객의 관
광정보의 수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관련을 맺고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관광 상품 구매의
도에 연결되는지를 연구.

스마트폰 기반 관광 정보 
특성에 따른 관광 정보 
만족도 및 신뢰도, 행동 
의도 연구[9]

관광경쟁력에서 스마트폰 기반 관광정보 특성
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평가
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그리고 관광정보 
특성이 만족도 및 신뢰도,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관광지선택에 SNS 관광
정보 특성이 미치는 영향
[10]

관광지선택에서 SNS관광정보의 특성이 미치
는 영향을 분석. 관광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관
광지 선택으로 관광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 하
고, 관광시설물 관리자에게는 변화하는 관광의 
트렌드에 맞춰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수립방안
을 제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스마트폰 관광 정
보 시스템[11]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둔
다. 위치기반서비스를 토대로 여러 장소마다 
적합한 정보를 영상, 오디오 등 다양하게 제공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안.

게임형 스마트 폰 관광어
플리케이션을 활용한 U-
관광 서비스의 체험성, 
만족 및 
태도 변화의 관계[12]

수원화성 박물관 관람을 위해 개발된 게임형 
스마트 폰 관광 애플리케이션 U-SEUM을 통
하여 스마트 관광서비스에 대한 태도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관광자의 SNS 이용특성
과 여행 소비 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13]

관광정보를 생성해내고 전달하는데 있어 높은 
효과를 내고 있는 SNS에 주목해 이용자의 수
요분석, 행동패턴분석을 진행. 여행객의 성향
에 따라 SNS 이용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
반으로 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

이라는 에 이 맞춰져있어 스마트 의 자체개

념을 분석, 고찰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리고 

지, 정보, 문화유산과 목하여 실제  사례를 활용

한 연구가 많았고,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고 등으로 연구결과를 도입해보는 연구도 볼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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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외 스마트 관광 관련 연구 동향
연구제목 내용

China's “smart tourism 
destination” initiative: 
A taste of the      
service-dominant 
logic[14]

중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 관광을 
관광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으로 고찰하고 분석.

Study on the Value 
Promo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mart Tourism[15]

스마트 관광을 분석하고 설문지 분석을 통해 
과학 및 기술 혁신, 산업지원, 경제적 공헌, 
사회적 유인이 스마트 관광에서 핵심적인 4
개의 가치임을 도출하고 이 가치들의 활용방
법 제시.

System of Systems 
Engineering and 
Geographical Simulation: 
Towards a Smart Tourism 
Industry Information 
System[16]

군사관련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SOS방식
에 입안하여 스마트 관광 산업의 개념적 도
식을 제안.

Using Geo-Business 
Intelligence and Social 
Integration for Smart 
Tourism Cultural Heritage 
Platforms[17]

관광정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 전략 등을 제시

Mobile In-App 
Advertising for Tourism: 
A Case Study[18]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관광산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모바일 광고를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

3. 한류콘텐츠
한류는 국 언론에서 90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

작한 신조어로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한국 련의 것들이 해외에서 인 인기를 끄는 

상을 말한다[19]. 창기의 한류는 국, 동남아시아 지

역에서 은 청소년들을 심으로 유행하는 한국의 

문화만을 일컬었지만[20], 최근의 한류는 아시아지역

을 넘어 세계 시장을 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폭발 인 인기로 표되는 K-pop은 그 

향이 높아지고 있다[21]. 이러한 문화를 심으

로 형성된 한류 상은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요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외래 객의 한국

방문의 결정 인 유인동기로도 작용하고 있다[22]. 특

히 가요는 국가차원의 이미지에 지 않은 

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23], 한국을 떠올렸을 때 

K-pop이 연상된다면 마 의 요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24]. 이에 유튜 , SNS등의 스마트 기술이 

더해지면서 사용자들 스스로 콘텐츠를 인식하고 공유

하면서[25] 그 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차

으로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화 나아가 반

인 문화에 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심은 한국방문

의 동기로 발 하게 된다[26].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폭발 인 인기를 끌 당시, 외

국인을 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본 외국인 10명  9명은 ‘한국에 가고 싶

어졌다’(91.45%)고 말했다(한국 공사, 2012). 한편 

강남스타일을 한 경로로는 ‘페이스북, 트 터 등 

SNS 채 을 통해’ 보게 되었다(26.8%)는 응답을 선두

로, 이어서 ‘유투 의 검색 는 추천 화면 통해

서’(23.2%), 그리고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서’(16.39%)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관광공사, 강남스타일 본 외국인 10중9명 “한국 가보고 싶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접한 외국인 열 명 중 아홉 
명은 '한국에 가고싶다‘는 의향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광공사는 공사의 외국어 홍보사이트 '비지트코리아(visitkorea)'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1.45%가 '뮤직비디오 시청 후 한
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응답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 2012년 11월 6일자 기사

그림 4. 싸이 ‘강남스타일’ 관련 설문조사 결과 기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K-pop를 비롯한 한류가 외

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는 동기로서 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효과를 SNS, 인터넷 등의 스마트 기술

이 배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

려는 잠재 외래 객에게 있어 한류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반 인 문화를 수용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직  체험을 해보고 싶은 동기를 유

발하는 상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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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관광공사 스마트 관광 분석

본 연구는 한국 공사의 자료를 심으로 진행되

었다. 한국 공사는 홈페이지, SNS,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통해 국내, 해외 이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

사,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트 드를 악하고 그에 맞

춰 한국 을 홍보하는데 기반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자료는 총 6,544

명의 한국 공사 해외 9개 어권별( 어(구주), 어

(아시아), 일본어, 국어(간체), 국어(번체), 랑스

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공식홈페이지의 사이

트 회원을 상으로 2011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

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설문을 받았으며, 설문조사 이

벤트를 진행하여 응답자들이 자발 으로 설문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 다. 어권별 응답자 참여비율은 국어

(번체)가 27.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어

(간체)가 23.4%, 일본어가 20.9%, 어(구주)가 13.8%

로 이어졌다. 본 자료는 한국 공사(한국 공사 한

국MICE뷰로  김기헌 실장)와 미 을 통해 수집했다. 

직  인터뷰로 한국 공사 에서 1시간 내외로 진행

되었다. 

1.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 계획
한국 공사는 스마트 을 ‘첨단 정보통신기술

에 기반한 집단 소통과 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외국

인 객에게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의하

고, 콘텐츠 생태계와 산업 구조의 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차세  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스마트 을 실 하기 해서는 높은 품

질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 스마트 환경

을 선도하는 고 인력,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유기  

력 시스템, 참여와 소통을 한 랫폼 인 라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아

래 스마트 을 계획, 실행 에 있다.

Smart Tourism
Standard (표준에 기반한 상호 호완성)
Multi Function (융․복합을 통한 다양성)

Accessibility (시․공간 제약 없이 빠른 접근성)
Reliability (시장,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

Time Saving (관광객 편리성)

그림 5. 스마트 관광의 특징

스마트 을 계획, 실행에 있어서의 배경을 살펴보

면 스마트 기기 시장의 성장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국

내의 경우 2010년 가구당 스마트 기기 보 률은 4.9%

에 불과했지만 2012년 보 률이 76%로 세계 순  6

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외로 스마트 기기 이용자 수가 

격하게 증가하면서 해당 시장의 성장속도도  빨

라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간, 장소를 심으로 하는 콘텐

츠가 발달하면서 비즈니스의 다양화, 고부가가치의 새

로운 산업이 등장 에 있다.

 다른 배경은 가치 지향 인 서비스에 한 수

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객 

 단체 객의 비율은 어들고 개별 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스마트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외

에는 한국  경쟁력 제고, 지역 의 활성화, 신 사

업모델 활성화 등이 스마트  성장의 배경으로 꼽히

고 있다[4].

표 3. 관광시장 변화에 따른 스마트 관광의 성장배경
구분 기존 개선

국민 단체 관광객 중심
관람 중심

개인, 가족 관광객 중심
능동적 체험 중심

외국인
관광객

중국, 일본 중심의 
외래 관광객
일반적 관광 목적
단순한 한국 관광객

다양화 되는 외래 관광객
의료, MICE 관광 목적
한국관광의 홍보대사 

민간기업 단순 관광상품 중심
관광, IT, 콘텐츠 등 융복합 
중심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공공부문 개별적 관광콘텐츠 
중심

관광콘텐츠 유기적 연계 및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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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 운영 방식

한국 공사가 운 하고 있는 스마트 의 구도

는 홈페이지, SNS,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사이의 연

결을 토 로 SNS, 애 리 이션에서 인지한 정보를 홈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

만 3개 채  간의 연동만이 주로 운 되고 있어서 싱가

포르, 서호주 청의 시스템처럼 외부 뉴스, 개인 블

로그와의 연 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홈페

이지, SNS와 애 리 이션 사이의 연결이 부족했던 싱

가포르, 서호주의 시스템과 달리 게재되는 정보가 홈페

이지, SNS, 애 리 이션 모두 동일하고 업데이트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애 리 이션, 트 터에서 인

지한 정보를 즉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

었다. 외부 채 과의 연동성은 아쉽지만 직  운 하는 

3개의 채  간의 연결효과는 두드러졌다[7].

홈페이지 ․ 소셜미디어 ․ 모바일애플리케이션 
통합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제고 

정보생산, 공유, 유통 단계별 Synchronization System 

그림 7. 한국관광공사의 통합 스마트관광 체제

2.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 실행
한국 공사는 다수의 스마트  계획을 실행 

에 있다. 각각의 추진계획을 나눠보면 온라인 정보 

콘텐츠의 확충  유통 활성화, 정보 제공 채  운

 강화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한 온라인 마  

강화로 분류될 수 있다. 콘텐츠를 발 시키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체 인 

한국 을 성장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7].

2.1 온라인 관광정보 콘텐츠의 확충 및 유동 활성화
개별, 가족 객의 증가로 인해 개개인의 수 , 만

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태의 여행정보 콘텐츠 

제공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이어

지고 있다. 그리고 주 5일제가 면 으로 시행되면서 

가족 객을 심으로 체험학습여행 콘텐츠에 한 

수요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온라인 

정보 콘텐츠를 확충시키고 유통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이 시행 이다.

이러한 계획의 첫 번째는 소비자선호 여행 정보 분석

을 해 고객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문가 패 을 운

하고 있다. 홈페이지 련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 선호 

여행정보 확 를 한 수요, 니즈를 분석하기 한 활

동이 콘텐츠 이용 황 분석 12회, 웹로그 분석 12회로 

총 24회 이루어졌다. 문가 패 을 통해 시장의 트

드에 맞는 콘텐츠의 생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정보 서비스 개선을 한 사용자 수요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여행기사 365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

다. 한국 공사는 운  인 여러 채 을 통해 국내 

최 로 하루에 1개의 여행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

한 서비스를 목 으로 여행 문기자를 확 하고 테마 

, 메가 이벤트, 지역축제 등 온라인 마  략과 

함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평균 테마 

여행기사의 제작건수가 꾸 히 증가 에 있다.

그림 8. 한국관광공사의 여행기사 365 서비스 사례

이외에도 지자체, 내외의 기 과의 력을 통한 사

계  맞춤형 여행콘텐츠 제공, 워 블로거  학생

기자단을 통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확보 등의 계획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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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 있다.

2.2 관광정보 제공 채널 운영 강화
소셜 미디어가 폭발 으로 성장, 발달하면서 이에 맞

춘 한국 공사의 채 들에 한 소셜 서비스, 사용성

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 작권 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데이터베이스 행화 등의 조건 아래 각 채

들을 운 하고 리하는데 보다 강화된 구조와 개선

이 필요해지기도 했다. 

사용자 분석을 통해 한국 공사의 홈페이지를 개

편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사례다. 소셜 서비스를 한 리

뉴얼 등 웹 홈페이지의 사용성을 강화하고 그 근성을 

개선하는데 주요 목 을 두고 있다. 

 

그림 9.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 개편 추진 계획

두 번째는 워터마크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의 가독성 

개선을 들 수 있다. 컨설  조사에서 기존 홈페이지의 

워터마크 가독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한 

책으로 한국 공사는 각 언론매체별 워터마크 제

공 황을 조사한바 있다. 그 후 한국 공사의 CI(CI: 

Corporate Identity)형으로 워터마크를 변경하고 치

를 조정함으로써 홈페이지 가독성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기존 워터마크>
     

<개선 워터마크>

그림 10.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워터마크 개선 사례

그 이외에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의 개편을 통한 핵심

정보의 노출 강화, 정보 지킴이 제도 활성화 추진 

등의 계획도 실행 에 있다.

2.3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
한국 공사의 경우 한국 을 체 인 시 으로 

운 ,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계, 공사와 

지자체 사이의 계에도 공헌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

국 공사는 공사주도 아래 지자체 간의 는 지자체

와 공사간의 력을 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

다. 이러한 계획 실행의 목 으로는 표 으로 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홈페이지, SNS 등 각 채 을 활용

하여 메가 이벤트,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는 통합 마

 략을 생각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행사, 축제 등을 

한국 공사의 홈페이지, SNS 등의 채 을 통해 홍보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여러 여행, 정보

를 모이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 지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그림 11. 한국관광공사 메가 이벤트, 축제 홍보 사례

온라인 마 을 통해 국 채  맵을 제작한 것도 

 다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국 채  맵을 통해 한

국 공사와 지자체 간의 소통 통로를 블로그, 트 터 

심의 SNS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여행,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있다.

3.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 과제
한국 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스마트 의 략 

과제로 꼽는 것  한 가지가 외래 객을 타겟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의 융복합 서비스다[4]. 최근 디지

털, IT기술의 발달로 방송, 통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서 융복합 서비스가 실화되고 활발해지면서 실제

인 서비스의 형태로 우리 실생활에 제공되고 있다. 

한 IT의 다양한 융복합에 따라 고성능의 휴 용 융복합 

기기의 등장은 상치도 못한 분야에서 획기 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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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28]. 융복합 서비스의 역은  분야에

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  발 에 있어 

기 가 크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콘텐츠, 상, 음

향, 증강 실 등이 혼합된 융복합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면 고부가가치의 정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외

래 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3.1 스마트 신 한류 관광서비스 개발
한국 문화인 화, 드라마의 출연진과 촬 장 답

사를 주목 으로 하는 여행으로 정의되는 한류 에 

목할 수 있다. 한류 은 한국문화에 한 정 인 

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에 한 호감, 친 도를 상승

시킴으로써 분야에서의 높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

문에 한류 을 한 융복합 서비스는 특히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29]. 이에 한국 공사는 스마트 신 

한류 서비스의 개발을 략과제로 삼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 장소 등

을 심으로 ICT, 증강 실 등의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한류를 직  체험할 수 있는 을 시범 사업 에 있

다. 외래 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드라마 ‘아이리스’

의 촬 지인 화문 지역에 한류스타들의 음성해설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스타 안내체계’의 구축을 계획 

이고 한류 콘텐츠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들에게도 지원

을 할 것이다.

그림 12. 스마트 신한류 관광 체험 서비스

3.2 스마트 관광 체험존 구축
통체험, 쇼핑, 의료 의 요성은 객의 수, 

수입 등 객 인 수치에서의 효과와 더불어 

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재고에도 큰 향을 끼친다

[30-32]. 그리고 한국 에 있어 쇼핑, 의료, 통체험

은 자원의 규모, 인 라 구축정도, 품질 등 여러 방면에

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기 되

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공사는 북 지역 한옥체험 을 비롯

한 박물 , 문화원 등의 통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연계하여 외래 객을 상으로 하는 스마

트 체험존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국 객을 심으로 외래 객을 타겟으로 한 쇼

핑, 의료, 음식 에 한 스마트 체험존의 구축도 계

획 에 있다.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를 극 으

로 활용함으로써 체험형 갤러리, SNS 연동 서비스 등

도 제공할 것이다.

그림 13. 스마트 관광 체험존

3.3 한국 전통역사 문화자원 스마트 체험 서비스
을 ‘문화  체험’ 는 ‘문화  생산물’이라고 할 

만큼, 역사와 문화는 교육과 함께 주요한 동기라고 

평가 된다[33][34]. 그리고 역사, 문화는 타문화 체험이

라는 매력을 외래 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의 즐

거움을 선사한다[35]. 즉, 역사, 문화 련 자원의 매

력, 즐거움, 교육성을 통해 외래 객은 높은 교육  

효과와 사회화의 기회를 릴 수 있는 것이다[36].

한국 공사는 통역사문화자원 안내 서비스를 통

합 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시설별로 스마트 기

기를 통해 통합 운  체계를 구축 에 있고, 박물 , 고

궁을 상으로 장에서 즉석으로 역사를 재 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 에 있다. 해당 서

비스에서는 음성만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닌 증강 실, 

4D, 애니메이션 등 객의 체감을 극 화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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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한국 전통 명문화자원 스마트 체험 서비스

IV. 한국관광공사 스마트 관광 발전방향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 의 정의를 토 로 재 

한국 공사의 스마트 을 해서 실제 으로 진

행 인 정책, 서비스 등을 살펴 으로써 한국 공사

의 스마트 의 재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공사가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을 해 구

축한 홈페이지, SNS,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주축으

로 하여 통합 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사례

들을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는 스마트  주제의 연구로서 몇 가지 이

론  시사 을 제시한다. 재 국내외 련연구를 보면 

스마트 에 한 정의에 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 이러한 에서 스마트 에 한 정의를 정립하

고 이를 토 로 실제 인 사례에 용한다는 에서 본 

연구는 시사 을 갖는다. 이는 향후 스마트  련 

연구에 있어서 기  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 스마트 을 홈페이지, 

SNS, 스마트폰 애 리 이션 등의 랫폼 측면에서 연

구를 진행했다는 에서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 련 연

구 분야에 요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 

을 비롯하여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등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분야의 연구들이 다양한 랫폼에 한 요성

을 강조한다는 에서 랫폼 차원에서 스마트 을 

고찰한 본 연구는 스마트 뿐만이 아니라 체 은 

스마트 시스템 연구 분야에  다른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 한국 공사의 스마트  서

비스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 랫폼의 특징을 살린 

 련 서비스를 시행 에 있지만, 3개의 랫폼 사이

의 연동성을 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랫폼들 사이의 

연 성의 경우, 스마트 의 구축을 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로 평가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한국

공사의 미흡한 은 추후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된다[37]. 따라서 분석된 사례 내용들을 

토 로 한국 공사의 스마트  차원에서의 발

을 한 각 랫폼의 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으로서 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홈페이지(국내: 한민국 구석구석 / 해외: Visit Korea)

 As Is   (현재 상황) To Be   (나아갈   방향)

장점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

구성요소 구분이 우
수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용가능 가장 아쉬운 점이 다른 플랫폼

과의 연결이다. 특히 카페, 블
로그 간의 연동성이 부족하다.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가 지금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고 개
인 파워 블로거와의 연동을 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식 블로그, 카페와 
링크 연결
→다양한 채널로 접
속 용이
강남스타일과 같은 
한류문화반영  
→트렌드에 맞춘 정
보제공

단점 Visit
Korea

홈페이지 화면의 복
잡함
→한 눈에 보이는 화
면에 글이 많아 직관
력이 떨어지고 복잡
함

주요 외국 관광청 사이트는 큰 
사진을 위주로 단순히 꾸며져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는 단순
함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보다 단순하고 깔끔한 
구성이 요구된다.

홈페이지, SNS, 스마트폰의 애 리 이션을 종합

으로 분석하면서 장 과 단 을 구분하면 [표 4]와 같

다. 이용자에 입장에서 각각의 랫폼의 편리한 과 

불편한 을 꼽아본 것이다. 표 5는 한국 공사 홈페

이지 SNS의 특징을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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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관광공사 SNS의 특징과 개선방안
SNS(페이스북, 트 터)

 As Is   (현재 상황) To Be   (나아갈   방향)

특징

국내
페이스북
(구석구석 
Live)

구석구석 페이지 
찾기 어려움
→이름을 모르면 
검색 불가능

구석구석의 이름을 몰라도 한국
관광공사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
능하게 페이지 이름에 한국관광
공사를 추가한다.

비주기적 업데이트
→활성화의 부족

관광공사 측의 정보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자체
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
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국내
트위터

(국내여행
트위터)

게재 트위터의 수
가 많음
→일반 광고의 느
낌으로 받아들여져 
관심도가 떨어짐.

게시하는 트위터의 수를 줄이고 
머리말처럼 어떤 정보인지 나눠
서 신문 만평 사용자들이 궁금
증,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홈페이지와 직접 
연결이  많음
→홈페이지가 스마
트폰 전용 페이지
로 구축되어있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하면 시
간이 걸린다.

트위터의 정보를 홈페이지보다
는 페이스북에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페이
스북은 정보를 쉽게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다. 

반면에, [표 6]는 한국 공사 스마트폰 앱의 장단

을 논의하고 있다. 

표 6.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폰 앱의 특징과 개선방안
스마트폰 애 리 이션( 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

 As Is   (현재 상황) To Be   (나아갈   방향)

장점

대한민국
구석구석

/
Visit
Korea

GPS 기반 운영
→소비자의 사용편의
성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유저들의   후기, 소감을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유저들간의 
소통도 가능하게 하면 유용함
에 더해 실제경험, 신뢰성까지 
얻을 수 있다.

여행 작가들의 상세
한 정보구성
→생동감 있고 객관
적인 정보

단점

대한민국
구석구석

메인 화면의 복잡함
→글씨, 배너, 사진이 
많아 정신없는 이미
지 존재

Visit   Korea와 같이 사진을 
위주로 심플하게 구성하고 직
관적, 깔끔하게 만들어서 원하
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게 
화면을 배치시킨다.

Visit
Korea

사용상의 문제발생
→강제 종료가 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등 
사용이 어렵다는 의
견 다수

모바일 망이 느린 국가에서도 
 가능하게
가볍게 구성한다. 정기적 업데
이트 시행
하고 업데이트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린다.

통  인터넷인 PC인터넷의 홈페이지는 방 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동이 불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모바일 인터넷의 

스마트폰, SNS는 이동이 간편해 근용이성이 높지만 

화면크기, 호환성을 이유로 정보량, 이용가능성에 제한

이 있다. 모바일의 근용이성을 살려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통해 애 리 이션,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15. 전통적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의 상관관계에 따
른 스마트 투어리즘의 구현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인지하는 것에 심을 

둔다. 나아가 인지한 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얻고 

싶다면 PC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각 랫폼들이 융합되어 서로를 보완해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스마트 투어리즘

을 구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는 통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을 통합한 한국 공사의 

향후 스마트 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공사는 스마트 을 통한 국내 

정보의 통합과 함께 효과 이고 효율 인 홍

보에 앞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 

해서는 개별 매체가 독립 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각 매

체의 특징을 살려서 상호보완 으로 활용될때에 한

민국 국가홍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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