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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사업에의
선진경영기법 적용방안
Integrating Business Skills into Ecotourism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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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자연보호단체, 지역사회단체, 보호지역관리자가 효과적인
생태관광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
었다. 이 책은 경영기법관련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자연보호
단체의 생태관광 관련 사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IUCN과 Kuoni
Group의 공동사업인 “생태관광개발을 위한 경영기법 이전 프로그
램(Business Skills Transfer Programme for Ecotourism Development)”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
이 공동프로그램에서는 특별히 선정된 지역에서 역량개발 워크샵
을 진행하여, 자연보호운동가로서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관광업계
현장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참석자들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자 하고 있다. 이들 워크샵에서는 참석자들이 경영기법에 대한 기
초를 확실히 다짐으로써 성공적인 생태관광사업의 설계 및 운영 능
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광부문의 선도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
행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또한 이들 관광업계 인사 중 일부가 시
간과 전문지식을 아낌없이 내주어 작성된 결과물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6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장 및 상품 특
성 이해하기; 지속가능 한 사업계획 수립하기; 지속가능사업 운영
하기; 마케팅과 영업; 인적자원; 건강 및 안전. 각 장의 내용은 전세
계의 관광업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수행된 인터뷰와 IUCN 주도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2008년 10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0년 1월),
케냐 나이로비 (2011년 6월) 워크샵에서 이루어졌던 업계 선도자 강
연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각 장에는 해당 주제의 중요성, 의미,

생태관광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사례연구, 체크리스트, 복습문제도 제시된다. 이 책의 말미에는 생
태관광 사업체를 실제로 창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
료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의 주 대상독자는 생태관광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전세계의 자
연보호단체, 지역사회단체, 보호지역 관리자이나, 그 목적은 경영능
력의 기초를 제시하여 사업체가 시장생존능력을 갖추면서도 자연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 보다 효과적,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생태관광 사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과 프로젝트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십시오:
IUCN
Rue Mauverney 28 · 1196 Gland · Switzerland
mail@iucn.org · Tel +41 22 999 0000 · Fax +41 22 999 0002
www.iucn.org
Kuoni Group
Corporate Responsibility
Neue Hard 7 · 8010 Zurich · Switzerland
cr@kuoni.com · T +41 44 277 52 44
www.kuoni-group.com

감사의 말

IUCN과 Kuoni는 2008년 개시 이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
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특히 바르셀로나, 캄보디아
프놈펜, 케냐 나이로비의 IUCN 세계보전총회에서 열렸던 “생태관
광사업에의 선진경영기법 적용방안” 교육워크샵 참여자 및 강사들
이 제공한 지원, 열의, 전문지식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제작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재정적 후원을 통해 이 책의 제작을 가능하게 해준 스위스연방환경
청과 Kuoni Travel Holding Ltd. 측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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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법 도표
chapter
1 | 시장 및 상품 특성 이해하기

학습내용

▶ 성공잠재력이 가장 큰 관광 상품/장소를 판별하고, 그러한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목표시장의 고객층과 경쟁자, 그리고 상품의 고유판매제안(USP)과 같은 핵심적 유
형, 무형의 자산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에 익숙해진다.
▶ 지역사회에 대한 사업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본다.

2 | 지속가능 한 사업계획 수립하기

▶ 지속가능 한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단계들을 이해한다.
▶ 사업의 경제적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재정, 시장, 조직 측면의
평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3 | 지속가능사업 운영하기

▶ 지속가능성의 주요 하위원칙인 환경적 책임관리, 사회적 책임, 경제적 실현성을 이해
하고, 이들이 생태관광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 인력과 공급업체를 지속가능성 노력에 참여시킬 수 있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이해한다.
▶ 지속가능성 인증체제의 장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4 | 마케팅과 영업

▶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단계들을 이해한다.
▶ 생태관광 사업체를 마케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다.
▶ 개별 사업체 별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5 | 인적자원

▶ 적합한 인력을 찾아 고용하는 방법과, 직원들의 만족도 및 지속적 업무수행 의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와 수당의 종류를 알아본다.
▶효과적인 인수인계 계획 방법을 이해한다.

6 | 건강 및 안전

▶ 건강 및 안전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건강 및 안전 실행계획의 핵심요소들을 알아본다.
▶ 직원들과 공급업체를 건강 및 안전 신장 노력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16 | 시장 및 상품특성 이해하기

관광업계는 수요주도형(demand-driven)의 복합적인 시장으로서, 하나의 완
성된 전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합쳐져야 하는 구조
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 상품, 서비스, 장
소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목표시장과 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
도록 두 대상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
준에서는 어떠한 생태관광업체라 하더라도 수요측(소비자)과 공급측(상품)에
서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때 양 측이 서로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환
상적으로 훌륭한 프로젝트이더라도 그를 위한 시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특정 지역에 생태관광을 위한 큰 시장이 형성
되어 있더라도, 그 시장의 관심사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품은 절대로
그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과 자신의 상품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예
정사업체가 갖는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어떠한 생태관
광 사업체를 창업하든, 목표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
라서 자신의 시장과 상품을 이해함으로써 사업체가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경쟁자
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

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를 차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시장과 상품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핵심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관광매력을 확보한다: 관광지가 관광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갖는가? 사람
들이 관광지로 오고 싶어하겠는가? 관광지가 관광객들의 수요와 관심사
에 부응하는가? 관광지가 진정성 있는 경험(authentic experience)을 제공
하는가? 상품이 차별화되거나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가?
▶ 관광가능성을 확보한다: 관광지에서 생태관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
분한가? 상품화 가능한 매력적 요소가 충분한가? 관광지가 이러한 요
소를 수용할 수 있나? 관광지로의 접근이 용이한가? 교통수단 및 안전
이 확보되었는가?
▶ 관광지의 지역사회에 의한 관광사업의 수용의사를 확보한다: 프로젝트가
관광지의 지역사회에 의해 수용,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프로젝트가 지
역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가?
▶ 상품의 실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상품이 지역환경을 보호, 보전
하는가? 상품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가? 상품이 장단기적인 경제적
실현성을 갖추었는가?

시장 이해하기:
소비자와 경쟁자의 파악
성공적인 생태관광 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표시장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먼저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상품에 관심이 있을 고객층의 유형이 어떠한
지, 그들의 지불의사가 어느 수준일지, 그들이 기대할 편의수준 및 스타일은
어떠할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에 더해 고객층의 구매의도도 파악하여야 한
다. 즉, 소비자가 새롭거나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것인지, 주위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려고 관광지로 찾아오는 것인지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상품을 도입할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품이 시장에 더하는 부가가치의 수
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목표시장은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소비자의 관
점을 고려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즉, 열대우림 생태관광 숙소를 운영할 계획
을 갖고 있다면, 경쟁자를 단지 주변지역의 다른 숙소들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전세계 각국에서 찾아올 것임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 다른 국
가의 숙소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관점만 고려하여 목표시장을 정의하는 실수를 피하
라”
Jan Sedlacek – 마케팅 부장, Kuoni Switzerland
이에 더해 상품은 소비자에게 대체재에 비해 우수한 가치를 제공하여야 하
는데, 이는 항상 상품이 더 저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큰 효용
을 제공하는 선택지는 가격이 높더라도, 낮은 가격에 낮은 수준의 효용을 제
공하는 상품에 비해 높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치 자체의

정의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지를 찾는 가족은 단신 또는 커
플 여행객과 비교하여 아주 다른 수요와 관심사를 보인다.
활동지역의 경쟁사와 전반적인 관광시장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는 또 있다. 여행객은 통상 휴가기간에 호텔, 식당, 관광센터, 역사문화 관광
지와 같은 관광상품을 집합적으로 모색한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관광 상품
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자문하고, 그에 대한 대체재가 존재하는지,
자신의 상품이 다른 관광요소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자신의 상
품을 다른 관광요소와 조합하기가 얼마나 용이한지, 자신의 상품이 특정 생
태관광지의 전반적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특정 장소에 생태관광업체가 많을수록 예정사업체를 홍보하
고 고객을 끌어 모으기는 더 쉬워진다. 특정한 소비자 계층은 생태관광 요소
가 많은 지역일수록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태관광 체험을 모색하는 관
광객의 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이 귀중한 목표시장은 생태사업
체 클러스터를 선호한다. 코스타리카는 생태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생태관광 사업체를 유치한 훌륭한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은 자신이 속한 지
역의 소비자 및 관광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파악
하는 것이다. 시장조사와 관광객에 대한 통계정보 수집 역시 시장을 이해하
는 데에 도움을 준다. 소비자를 잘 이해할수록 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정
의하기는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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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해하기:
고유판매제안(USP)의 파악
목표시장을 이해하게 되면 수요층의 관심사와 필요를 고려하여 상품을 설
계하기가 용이해진다. 이에 더해 자신의 상품이 갖는 차별화된 속성, 제공가
치, 그리고 고유판매제안(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s)을 이해하고 나면
해당 상품을 목표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의 잠재력을 판별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업종의 근본지표와 더불어 해당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유형자산을 분석
하여야 한다. 예컨대 관광객이 해당장소에 접근가능한지, 교통수단이 있는
지, 사업체에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변에 적절한 대안이 있
는지, 주변지역에 교통,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져 있는지, 주변인구에 의한 숙련된 노동공급이 가능한지와 같은 사항을 확
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확히 판매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의함으로써 상품의 무형
자산도 평가하여야 한다. 즉,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관, 문화, 역사, 활
동, 야생동식물과 같은 요소,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가능한 활동을 파악하여
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보호지역, 세계유산 지정지, 특징
적인 천영경관 요소, 고유한 생태계, 희귀종과 같은 중요한 자연적 매력요소
가 있는지 (우측 IBAT 상자 참조), 해당 상품, 체험이 소비자에게 가치를 가질
지, 같은 지역에서 제공되는 다른 상품 및 체험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
지와 같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상품의 참
신성, 고유성이 얼마나 오랜 기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반복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지역민을 고용하는 것은 좋은 판매전략이다. 10,000마일을
날아서 온 여행지에서 미국이나 유럽 출신의 동포가 일하는
식당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더욱 강
조할 수도 있다.
다만 예정사업을 차별화하고 홍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태관광적
속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해당 사업의 핵심가치제안(core value proposition), 즉 소비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을 개
발하는 데에 소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호텔을 운영하는 상황에
서의 핵심가치제안은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 아무리 현지물품과 재활용품으로 호텔을 꾸며도 화장실이 계속 막힌다
면 그 호텔을 찾아올 손님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호텔을 고를 때 주위에
서 가장 생태친화적인 호텔을 살피기 이전에 애당초 좋은 호텔로서의 기본
을 하는 곳을 먼저 찾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변에서 가장 생태친화적인
식당을 열더라도, 음식 맛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통합생물다양성평가도구
(IBAT: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통합생물다양성평가도구(IBAT: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는 사업체의 주변지역에 분포하여 그 생태관광 잠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적 자산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도구이다.
IBAT는 BirdLife International, Conservation International, IUCN, UNEP 세
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에 의
해 개발되었으며, 개별 공원, 사용허가지와 같은 관리단위 수준에서 생
물다양성 자원과 관련한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전세계적 자
연보호 우선순위 지역, 행정구역, 인구밀집지와 같은 대규모 단위에서
도 제시된다.

Michael Njogu – 마케팅,영업 부장, Private Safaris, Kenya
고유판매제안(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이란 상품이 눈에 띄도록 함
으로써 소비자를 끌어오고, 상품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인 실재할 수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USP는 관광객에게 다른 상품보다 우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되는 자재, 공산품, 식품을 모두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하면, 그 사실을 가지
고 해당 숙박업소가 세계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지민을 고용하
고, 지역사회에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젝트와 사업에 지역민

IBAT 자료집에는 두 가지 종류의 현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법정보호지역: 국립공원, 자연보호지역, 선주민거주지역, 세계자연유
산 지정지, 람사르 습지 등
▶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중요지역: 보호지역 지정여부와 관
계없이, 하나 이상의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보유하거나, 특정 생물종의
개체수가 전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거나, 생물군
집의 중요사례가 분포하는 장소.
IBAT는 자연보호 활동 목적으로 무상 이용 가능하다. www.ibat-alliance.
org/ibat-conserv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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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관광개발 지원하기

사례연구:
아프리카
자연보호센터
(African
Conservation
Centre)

아프리카 자연보호센터(ACC: African Conservation Centre)는 나이
로비(Nairobi) 시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로서, 케냐의 리프트계곡
(Rift Valley) 분지에 위치한 마가디(Magadi) 지역에 3개의 지역기반
관광사업체가 자리 잡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들 사업체는 고급
시설을 갖춘 숙소인 Shompole Lodge, 중간급의 Loisiijo Bandas,
그리고 토속적인 시설의 텐트캠프장인 Sampu Lodge이고, 이 세
개 숙박시설은 모두 전세계 곳곳에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1990년대까지 케냐의 관광산업은 보호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경제와 민간부문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동시에 국립공원,
자연보호지구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에는 피해를 주었다. 관광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이는 케
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의 성과가 지역사회
의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ACC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Shompole의 지역사회들에 해당
지역에서의 관광업 개발을 제안하였다. ACC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이들 지역사회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보호지
구(conservancy)를 설치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생계개선의 대안적
방책으로서 관광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이들 보호지구는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을 창출하고 관광업이 빈곤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도로 설치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주변지역
천연자원과 야생동물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까지 남
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보호지구들은 건기의 방
목과 목축업자들을 위한 은신처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마가디 지역은 케냐의 다른 더 유명하고 많이 개발된 관광지들과
비교하여도 눈에 띄게 하는 고유판매제안을 여럿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정부지정 국립공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개
발지의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야생동물 군락과 전통적 지역
사회가 높은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이 지역이 케냐의 다
른 지역과 달리 수많은 관광객의 유입이나 집중적인 개발을 경험하
지 않은 동시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수의 야생동물 군락
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지역은 나이로비 시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높았다.
오늘날에는 이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상당한 규모의 야생동

물 관광사업체들이 소재하게 되었고, 지역사회가 직접 관리하는 공
원들을 설치한 후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마가디 호수(Lake Magadi)는 꼬마홍학의 중요 번식지가 되었으
며, 이는 다른 야생동물 서식지에는 없는 고유판매제안이 되었다.
마가디에 소재한 3곳의 숙박시설 모두가 공유하는 또 하나의 중요
한 강점은 현지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데에서 자연스럽
게 발생하는 진정성이다. 이 덕분에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야생
동물의 생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뿐 아니라, 현지의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다.
www.conservationafrica.org, www.loisiijolodgeshompole.org,
www.soralo.org/samp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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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에서 럭셔리관광에 접근해보기

사례연구:
소네바
(Soneva)

소네바 리조트(Soneva Resorts)는 태국과 몰디브에 3개의 럭셔리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럭셔리를 다른 관점에서 재정의
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유성과 매력을 신장시켰다. 소네바 측은
그들의 주 고객인 고소득층이 이미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즐
기고 있으며, 휴가에 와서까지 그러한 생활을 그대로 반복하고 싶
어하지는 않는다는 통찰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화려하고 물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연에 둘러싸인 채 휴식할 수 있는 시공
간을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둔 럭셔리 상품을 개발하여 “지능형 럭
셔리(Intelligent Luxury)”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소네바의 핵심가치
인 SLOW LIFE(Sustainable-Local-Organic-Wellness LearningInspiring-Fun-Experiences: 지속가능성-현지성-유기농-웰빙-영
감-재미를 갖춘 경험)와도 일관된 전략으로서, 현대인의 일상인 바
쁘고 정신 없는 도시생활에서 모자란 것은 열린 공간, 자연과의 일
치감, 그리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임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소네바는 에어컨 바람이 가득 찬 식당 대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개방된 야외식당을 설치하였고, 신선한 음식을 낼 수
있도록 약초와 채소를 자체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소네
바의 리조트에는 고급숙박업소에 있으리라 기대되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배치가 여유공간과 개방감을 조성
하도록 계산되어 있다. 3년 전 이 업체는 수입 생수의 사용을 중단
하였고 현지에서 직접 식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고객들은 불만을 제기하기는커녕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왔다.
소네바는 에너지절감, 물사용절감 장치와 같은 환경보호 구상에 대
한 정보를 홍보하는 대신 바로 이와 같이 럭셔리를 재정의한 관점
을 통해 고소득층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소네바
가 그러한 환경친화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러한 사실들은 고객에게 강조하여 홍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고객이 환경보호에 대해 “설교”를 듣는 대신에 그저 지속가능
한 관광경험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낫다는
의식적인 판단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네바의 결정은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당수의 고객은 소네바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크게 환영하고 있으
며 이러한 만족도 신장은 곧 엄청난 수익증가로 이어졌다. 현재에는
소네바 수익의 약 50%는 매년 같은 리조트 또는 육감(Six Senses)
리조트 중 하나를 다시 찾는 단골고객이 채워주고 있다. 이와 같이
소네바는 전통적인 마케팅이나 홍보에 고액을 소비할 필요 없이,
기존 고객층을 대상으로 “내부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였다.
www.sonev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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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

관광수용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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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아무리 고유하고 매력이 있더라도, 잘 설계된 장기적 사업계획이 없
이는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사업계획에는 개발비용, 운영비용, 이
윤창출을 위해 필요한 수익규모, 손익분기점, 가격책정과 같은 사항에 대한
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은 사업체가 따를 의사결정 경로와 함께 사업체가 추구할 핵심 목
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체의 핵
심 참여자들은 현 상황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면서 장기적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은 창의적 발상에 실무적
관점을 적용하여 재정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실용적 도구로서, 창업과 사
업확장 시에 잠재적 투자자에게 사업체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유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은 또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본
격적인 사업개발을 개시하기 전에 완성된 상품의 개괄적인 모습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사업의 다양한 부문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강점
과 약점을 이해하는 과정은 상품의 실제가치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과정에서 당초에는 훌륭한 사업 아이템처럼 보였던
발상이 실제로는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관광지의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나, 현지 시
장이 이미 유사한 상품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판
단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 수립하기
생태관광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업경영의 일반적인 원칙
은 그대로 적용된다. 즉, 지속가능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
라, 지속가능 한 기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발상이 기본 전
제가 된다. 그러나 생태관광업체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분명
히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어떠한 기업이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나, 생태관광업체의
경우에는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제공을 주요목표로 가지므로, 본
질적으로 이들 요인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업자 본인과 파트너
들 이외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 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인력을 참여시킬 필요
가 있을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재무분석가와 같이 재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변호사를 섭외할 경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광업 관련 사전경험이 없을 경우에
는, 관광업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광시장과 사업운영방식의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
에 대한 컨셉트를 잡는 것이다. 이후 이 컨셉트를 바탕으로 재무 관련 사안,
경쟁자, 시장특성, 접근성, 조직 차원의 필요사항, 지속가능경영 고려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나가면 된다.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던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재무: 어떤 종류의 투자인가?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자본, 부채,
금융권 융자 중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할 계획인가? 운영비용 내역

은 어떠한가? 기대 수익수준은 어떻고, 손익분기점을 넘겨 이윤을 창출하
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사업체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 감당 가
능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적절한가?
▶ 경쟁자: 유사제품이 존재하는가? 경쟁자의 사업 운영 방식과 성공 정도는
어떠한가? 사업계획을 타사의 실제 행동과 비교함으로써 그 실현성을 파
악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시장: 목표시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주 소비자층의 출신국은 어디
가 될 것인가? 소비자들이 상품과 관광지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
품에 대한 수요가 기존에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수요를 새로이 창
출할 수 있는가?
▶ 접근성: 상품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는가? 소비자가 관광지까지 어
떻게 도달할 것인가? 비행기, 육로, 철도, 버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장소인가? 아무리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계획하여도 정작 소비자
가 그곳까지 찾아올 수 없다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 조직: 조직구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조직인사와 직위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현지에 고용가능한 노동력이 충분한가? 채용과정은 어
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현지의 노동력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는가?
▶ 지속가능성: 재무부터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의 전 부문에 지속
가능경영 고려를 도입하였는가? 사업체의 생태친화성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목표시장에 사
업체의 생태친화성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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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지역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현지인 참여유도

사례연구:
Blue Yonder

Blue Yonder는 인도 전역에 걸친 책임여행, 지속가능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관광안내회사이다. 이 업체는 인도의 문화, 사람, 야생의
자연에 초점을 맞춘 100여개 이상의 지속가능 책임여행 상품을 보
유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여행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인들의 자긍심과 존엄도 신장시키고자 한다.
Blue Yonder사는 인도의 Kerala주에 위치한 닐라 강(Nila river)
의 환경파괴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닐라재단(Nila
Foundation)에서 파생되었다. 설립 후 수 개월 만에 닐라재단의 자
금이 고갈되자, 그 창립자들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지속가능 한
수익원이 될 수 있으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현지인의 참여 하에 지역관습을 지
원할 수 있는 책임관광업에 눈을 돌렸다.
Blue Yonder 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던 관광상품들은 닐라 강변
지역사회들의 활력 넘치고 풍부한 문화적 전통들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 회사의 운영인력은 모두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쉽
게 해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곧 현지의 음악인들을 동원하
여 주변지역의 고유한 음악적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참여한 음악인들 중 상당수는 카스트제도에 의해
지역 음악계에서 소외 받던 인사들이기도 하였다.
2005년 소규모 구상으로 시작하였던 이 시도는 이제 주변지역 수
백 명의 음악인들에게 카스트를 막론하고 교습까지 제공하는 유명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음악인들은 Blue
Yonder 사의 관광상품의 일환으로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열고 있다. 지역문화의 보존을 위한 회사 정책에 따라 지역 음악
인들과 여타 예술인들은 절대 호텔, 리조트에서 공연하지 않고, 항
상 여행객들이 직접 마을로 찾아가서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고 있
다. 지금은 이들 공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져서 Blue Yonder
사에서조차 관광코스로 공연 예약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Blue Yonder사는 관광이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던 지역
에 관광업을 도입하는 시도를 성공시켰다. 지금도 닐라 강 유역이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아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상품에 대한 열정을 갖고, 관광안내회사들을 직접 설득하면서 자사
상품을 새롭고 차별화된 선택지로 홍보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현재 Blue Yonder 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광전시회인 ITB Berlin의 공식 지속가능
관광 파트너가 되었으며, 유수의 지속가능 관광 및 책임관광 관련
수상 기록도 축적하였다.
Blue Yonder 사에서는 현재 닐라 강이 자신들의 삶에 갖는 의미를
찾으려는 수천 명의 현지민의 참여 하에 12,000km2 면적의 닐라
강 유역 전체의 지도를 제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지형지물, 문화유적지, 관심지역(POI: Point of Interest)
이 표시될 뿐 아니라, 지역적 문화유산, 전설, 민담, 토지용도도 기
재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대규모 지속가능 관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작성하여 정부, 국제기구, 원조
기구에 제출하려는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이 구상은 20명의
핵심인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지인들로서, 이는 건
강한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명하달식 접근법으로는 불가
능하고, 현지인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Blue Yonder
사의 철학을 반영한다.
www.theblueyonder.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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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계획수립

사례연구:
차이츠재단과
(Zeitz
Foundation)

카이만
생태은신처
(Caiman
Ecological
Refuge)

2008년에 사업가 Jochen Zeitz에 의해 설립된 자이츠 재단(Zeitz
Foundation)은 지속가능하고 생태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프로
젝트와 관광지를 전세계에 만들고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영향력
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관리지역에서 자연보호, 지역공동
체, 문화, 상업(4C: Conservation, Community, Culture, Commerce)
간의 전체론적 균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구이다.
롱런구상(Long Run Initiative)는 2010년 자이츠재단의 대표구상으
로서 출범하였으며, 롱런지원회(Long Run Supporters), 롱런연합회
(long Run Alliance Members), 롱런관광지(Long Run Destinations)
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관광지가 롱런연합회 회원이 되기 위해
서는 4C 각각의 측면에서 관리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자체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롱런연합회 회원에서 나아가 롱런관광지 – 지구
생태권휴양지(GER: Global Ecosphere Retreats®)로 인증 받기 위
해서는 엄밀한 기획 및 외부평가 과정을 통해 4C 각각과 관련한 관
리관행 및 관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
특정사업체가 GER®인증 롱런관광지로 지정되기 위한 최종단계로
서 차이츠 재단에서는 평가대상지로 평가팀을 파견하여 4일간 현
지에 머무르면서 사업체의 소유주, 관리인, 고용인들과 함게 집중적
참여전략기획 훈련을 수행하고 차이츠 재단에서 개발한 일련의 규
범에 대한 사업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 팀은 사업체
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살피면서 장기비전, 기대결과
및 기대효과,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분
석한다. 이 평가절차는 4C와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이
미 진척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조직되었다. 평가과정에서의 면담
은 관리인, 고용인, 지역사회 구성원, 관광객과 이루어지고, 평가 대
상에는 사무실, 주방과 같은 후방시설(back-of-house facilities)과
기타 기반시설도 포함되어 환경관리규범에 대한 완전한 준수 여부
를 확인하게 되며, 직접방문은 롱런관광지 지정 예정지와 관련 있
는 지역사회와 문화적 구상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획단계를 거친 이후 평가팀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장문
의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들 보고서에는 각 평가대상지가
발생시키고자 하는 영향력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 및 성과를
기술하고, 각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 기재된 연간활동계획
을 제시한다. 이후 4C 각 부문의 국제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이츠
재단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GER®인증 부여 여부를 심사
한다. GER®인증이 부여될 경우, 지속적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매년 보고와 모니터링이 계속된다. 이 모든 과정은 서면
으로 처리되어 각 사업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업무내용과 강점, 약
점, 그리고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롱런구상의 평가팀은 2011년 5월에 브라질 판타나우(Pantanal) 지
역에 소재하여 두 개의 생태숙소, 하나의 자연보호프로그램, 그
리고 소 방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53,000 ha 면적의 카이만생태
은신처(Caiman Ecological Refuge)에 대한 외부평가를 수행하였
다. 이 팀은 4일 간 카이만 측의 소유주와 관리인력과 시간을 보내
면서 구내의 방목장, 생태숙소, 학교, 환경해설센터(Environmental
Interpretation Center), 양호실, 재활용센터, 직원용 주택, 식당과 같
은 시설을 시찰하였다. 이들은 함께 4C 각 부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술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성과에는 모니터링
및 평가 증대를 통한 판타나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도 증강, 판타나우의 핵심 조류, 포유류 생물종을 대상으로 보호현
황 개선, 환경관리 관행 및 기반시설 개선, 주변지역 토지소유주들
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방식 홍보, 고용인 대상의 훈련
및 역량개발활동 확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활동과 강연
의 수 증대가 포함되었다. 이 계획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유
형의 수요와 소비자 집단을 공략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여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사업을 개발하며, 숙소, 보호지구, 방목
장에 대한 일상적 관리활동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은신처 전체에 대
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를 권장하였다.
www.thelongrun.com
http://en.caiman.com.br/caiman-ecological-refuge 참조.

34

트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

요소들이다.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관광
생태
은
내용
의
이하

관리 및 조직

도
사업체 구조 개요 및 조직
경력 소개
핵심직위를 채울 인사들의

사업개요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재무전망

향후 추계자료
과거, 현재의 재무기록과
forma)
대조표를 포함한 추정(pro
대차
서,
계산
손익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사항 (생태관광
프로젝트에의 잠재적 투자
자연보호, 지역사회 관련
프리미엄)

회사 소개

대한 설명
판매예정 서비스, 상품에
문
사명
기업
관련 가치 선언
자연보호, 지역사회 기여

업계분석

, 특성에 대한
생태관광업계의 표준, 추세
대한 평가
제에
인증
생태
의
업계
관광

평가

경쟁자분석

주요 경쟁사 식별
목표시장에서 활동하는
, 약점 비교
강점
의
경쟁자 대비 자사

마케팅 계획

패턴
와 그들의 수요, 동인, 구매
목표 소비자층에 대한 정의
추정
수
시장규모 및 예상 소비자
하기 위해 활용될
를 극복하고 상품을 판매
경쟁사와 업계 도전과제
세부사항
홍보 및 영업 활동에 대한

총무

일상적 경영업무 세부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공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
사업체 모니터링 방법론

우발기획

에 대한 평가
리오와 대안적 경영대책
가상의 우발사건 대비 시나

부록

하는 추가
사업계획의 결론을 강화

정보

것이 아니며,
모든 고려사항을 망라한
위 체크리스트는 가능한
되어야 함.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mm et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Dru
(p. 81 참고자료 참조)

al 2004에서 원용

사업체의

36

38 | 지속가능사업 운영하기

생태관광업체란 그 정의상 지속가능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의 지속가
능성이란 단지 환경적 측면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진정한 지속가능
성은 환경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기준까지 망라하는 개념이다. 지
속가능성은 환경과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사
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절감, 고객만족도 신장, 혁신유도와 같은 측면에
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우리
는 일상생활 속에서 갈수록 커지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면
한다. 현대인은 기후변화, 청정한 공기와 물, 빈곤경감, 전세계 경제의 상
호연관성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이해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개중 하나의
영역에서라도 문제상황에 진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의 이
미지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광객은 여전히 생태관광적 속성만을 가지고 관광지를 선정하고 있지
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주로 공략할 소비자 층은 지속가능경영 사안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인식 신장으로 인한 시장 변화는 이미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채 운영되는 사업체들에 가장 큰 이익을 안겨줄 가
능성이 크다.
한 사업체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정의나
기준의 목록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지속가능성 여부는 각 기업 별 특수
한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크므로, 기업 간 비교를 통해 판정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구내 전구를 모두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모델
로 교체하였지만 지역사회에의 참여는 전혀 없는 호텔이 통상적인 전구
를 사용하는 대신 지역의 병원과 학교에 지원을 제공하는 호텔보다 더, 혹
은 덜 지속가능 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
장 지속가능성이 큰 선택안은 구체적인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3가지 하위원칙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몇 가
지 일반적 기준은 존재한다.

“우리 업체는 과거에 지속가능경영 수상경력이 화려하였지만, 이
제는 그 중 상당수의 기준에 태양열전력 사용이 추가되어 대부
분의 경우에 자격기준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태양열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전기
가 여전히 너무 저렴해, 전환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되기 때문입
니다. 그 차액이 무려 $35,000에 이르는데, 저는 우리 업체에 경
제적으로 지속가능 하지 않은 변화를 억지로 감행하느니, 그 금
액으로 70명의 인력을 훈련시켜 그들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
록 직업을 주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태양열전력은 수명과 자본회수기간 측면에서 투자실현성
이 없습니다.”
Michael Lutzeyer Owner/GM/MD, Grootbos Private Nature Reserve, South Africa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갖
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생물종 및 서식지의 보호 및 보전에 기여하여
야 한다.
영향력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물, 에너지와 같은 자원의 사용량이 지
속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에너지절감 활동과 장비를 이용하고,
실현성이 있는 한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소비량
을 감축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양태를 형성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체폐기물과 폐수의 처리절차를 보다
책임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감축, 재활용조치 도입, 폐수의
처리 및 폐기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 도입과 같은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매결정 역시 사업체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위
기, 위협에 처한 생물종이나 생태계로부터 생산되는 상품의 이용을 피하
고, 그대신 지속가능경영 인증을 받았거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체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가
능한 포장을 사용한 상품을 대단위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 나아가
서는 주변지역에서 생산되어 운송, 포장 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상품을 구
매함으로써 환경발자국을 줄일 수도 있다.
자연보호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위기 생물종, 생태계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주변지역의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거나, 고객 및 지역사회에 환경교육과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홍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관광수용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유산을 존
중,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가 선주민, 부족사회로 구성되어 있
을 경우에는 사업체의 활동이 그들의 전통문화나 생활양식에 악영향을 주
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책임이 발생한다.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지역주민들
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화,
서비스를 현지 공급자에게 조달받고, 지역의 예술, 식품, 사업을 홍보하
며, 고용과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생계를 개선할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의 노동조건 역시 그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임금지불과 합리적인 노동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남녀 간 동등한 노동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사업체 내부,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서도 어린이들이 경제적,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경영자의 관점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실현성 있는 장기적 사업체를 확
립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이 사업체는 더 나아가 주변지역에 고용을 창
출하고, 빈곤경감에 기여하며, 경제적 혜택을 발생시켜서 그를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생태관광 사업체는 주변지역의 공급업체들에 중요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잠재력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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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공급업체를 지속가능성
신장 노력에 참여시키기
지속가능성 신장 노력을 수행할 때에는 직원과 공급업체에게도 관련 업무관
행과 목표를 교육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를
장려하여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인력이 사업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이해하
고 지원할 수 있어야만 그 비전을 고객과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그들이 사업체의 업무방식과 기대를 확실히 이해하
도록 하여야 한다. 기대사항과 회사내규는 고용계약서와 직원지침서에 명시
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내부정책은 항상 상부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
이 아주 명확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부가적인 유인
을 얻기 위해 수행할 추가작업으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형
태의 일환으로서 인식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인 훈련 프로
그램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설치배경을 설명
하는 것이다. 이 때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비용절감, 소비자 만족도, 현지자
원의 보호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것
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지속가능성 정책 관련 기준을 직원평가에 도입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워크샵이나 회의
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항상 핵심은 항상 직원과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열정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당사자가 열정을 보이지 않으
면, 직원들도 열정을 느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녹색경영을 표방하기만 하
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밖에 낳지 못한다. 이런 경우 고객들 역시 평
균 3박 정도의 짧은 투숙기간 안에도 객실청소부, 바텐더, 웨이터와의 대화
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
별할 수 있다.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교육시킬 때에도 마찬가지 사항
들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부터 지
속가능성 보전 활동을 수행할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체에서 사용될 자재 및
소모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시된 기준을 충
족하는 공급업체와 거래하겠다는 의사를 표준경영제안(standard business
proposition)으로서 분명히 밝힌다면 공급업체들이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
을 지원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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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그린델발트
벨베데르 호텔
(Hotel Belvedere
Grindelwald)

그린델발트 벨베데르 호텔(Hotel Belvedere Grindelwald)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심장부에 위치한 4성급 럭셔리호텔이다. 이 호텔의
경영진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후퇴하고 있는 빙하를 포함한 호텔
주변지역의 숨막히는 절경이 갖는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호
텔 경영의 모든 측면에 지속가능성 기법을 도입하고자 하여왔다.
이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그 시행배경은 각 객실에 비치된 5페
이지 길이의 팜플렛에 설명되어 있다. 이 팜플렛의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빙하들은 계곡 아래
까지 뻗어 있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호텔에서도 상류 그린델
발트 빙하(Upper Grindelwald Glacier)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었습
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는 이러한 광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텔 경영진은 지속가능경영 노력에 직원들을 참
여시키는 데에도 대단히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지위고
하를 막론하고 7인1조로 구성한 품질관리서클(Quality Circle) 제도
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사
안을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이 회의들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뿐 아니라, 진행도가 부진한 사안들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한 후, 그 결론들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한 다국어 훈
련세션을 주도한다. 이 훈련세션들에서는 품질관리서클의 회원들
이 당면 과제를 설정하고, 호텔이 그 과제를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
와 그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설명한 후, 직원들로부터의 제안과 아
이디어를 받는다.

이 호텔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내부 리노베
이션을 거칠 때마다 더욱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창문과 문을 설치
하여 왔다. 또한, 열회수시스템을 설치하여 실내 수영장과 같은 장
소에서 뜨거운 공기를 수거하여 난방에 재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더해 호텔은 냉장고와 냉동고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온수
를 수영장 물을 데우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수영장 히터를
설치할 필요도 제거하였다. 곧 주변지역에 새로인 건설된 폐목재
를 태워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에너지와 온수를 공급받게 될
예정이기도 하다.

벨베드레 호텔이 취한 여러 조치들 중 일부는 보다 향토적인 성격
의 소규모 생태관광 사업체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 호텔의 경험 일반은 지속가능성에 전념하고 혁신적으
로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립, 소각하여야 할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벨베데르 호
텔에서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폐지, 금속, 유리는
재활용하고 있다. 건전지와 같은 유독성 폐기물은 따로 수집하여
특수 재활용시설로 보낸다. 음식물쓰레기는 곧 주변지역에 새로이
건설될 시설로 보내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가스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욱이, 벨베데르 호텔은 객실에 하나씩
통째로 비치되던 비누와 샴푸, 린스 병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세면대
에 액체비누 디스펜서를 두고 샤워실에는 액체 바디워시/샴푸 디
스펜서를 둠으로써 수천 파운드의 폐기물 감축을 달성하였다. 객실
에는 이러한 폐기물 감축 노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별 샴푸병
과 세면도구가 필요할 경우 안내데스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정작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세
면도구를 받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고 호텔 측은 이야기 한다.
벨베데르 호텔은 사회환원에도 기여하고자, 자선단체인 카리타스
(Caritas)와 연계하여 호텔투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주일 간의 무료 휴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www.belvedere-grindelwald.ch/.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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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사례연구:
그루트보스
재단
(Grootbos
Foundation)

그루트보스자연보호지구(Grootbos Nature Reserve)는 1,700 ha
면적의 민간보호지역으로서, 대단히 큰 생물다양성적 가치를 보유
하고 있으나 인간활동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 케이
프 핀보스(Cape fynbos) 저지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심장
부에는 5성급 럭셔리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다. 2005년 이곳의 소
유주들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내부 직원 및 지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루트보스 재단을 설립하였다.
현재 이 재단은 그루트보스 호텔 체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재원으로 하여 13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다음과 같은 4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녹색미래(Green Futures), 미래키우기
(Growing the Future), 스포츠를 위한 공간(Spaces for Sports), 미
래의 나무(Future Trees).
이 중 첫 번째 녹색미래 프로젝트는 실업상태의 지역주민들을 핀
보스(fynbos) 경관조성 및 보호 인력으로 훈련시키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그루트보스 측과 독일투자개발회사(DEG: 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와의 공조를 통해 설립되
었으며, 교육생들은 그루트보스 부지에 건립된 교육센터에서 훈련
을 받으면서 토착식물종을 이용한 조경에 대해 배운다. 이 프로그
램은 자급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데, 훈련생들이 직접 토착 식물들
을 재배하여 판매함으로써 프로그램 유지비용의 60%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후 100명의 교
육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그루트보스에서 정원사로 고용되거나
주변지역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그루트
보스 내의 정원과 조경을 위한 꽃, 식물, 나무를 제공하는 부가적
인 효과도 갖는다.
녹색미래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그루트보스 재단은 미래키우
기라는 식량생산 프로젝트를 새로이 설립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매 년 지역주민 중 8명의 여성을 뽑아 채소와 과일 재배,
양봉, 축산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여
성들이 가족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생
산물 중 일부를 직접 판매하거나 잼과 같은 2차 생산물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 역시 재배되는 식량을 판매함으로써 자
체 조달되는데, 그루트보스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식자재를
이 프로그램에서 구매해간다. 이와 같이 현지에서 식자재를 조달
하게 되면 장거리에 걸쳐 식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자사 식품이
지속가능한 유기농 기법으로 생산되었다고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를 위한 공간 프로젝트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소외된 지
역의 아이들에게 귀중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8년에 완공된 간스바이 공동체
스포츠센터(Gansbaai Communal Sports Center)는 3개의 서로 다

른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는 지역공동체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그
들 간의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재
단은 이러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
상으로 환경, HIV/AIDS, 건강, 컴퓨터활용능력, 직업훈련, 커리어개
발, 창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그루트보스 투숙객들에게 특별
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매일 오후 그루트보스 숙소는 어
린이 투숙객들이 스포츠센터로 가서 스포츠를 위한 공간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여 양측 어린
이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의 나무 프로젝트는 2006년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그루트
보스 숙소 중 하나와 그 주변 부지의 오래된 밀크우드(milkwood)
산림이 전소된 이후 개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과 더
불어 그루트보스의 여타 부지들도 복구하고자 산불에 소실된 토
착 수목종에 대한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루트보스 투숙객
은 모두 재단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인
R350(US$46)을 기부하도록 권유 받는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의
성과로 심어진 1,200그루 이상의 토착종 나무들은 녹색미래 프로
젝트 출신의 한 정원사가 관리하고 있다. 기부를 한 투숙객은 자신
의 기부금으로 심어진 나무의 좌표위치가 적힌 인증서를 받게 되
며, 이들은 그 좌표 값을 구글어스 사이트에 입력하여 자신의 나무
가 자라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www.grootbos.com, www.grootbosfoundation.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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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성공을 위한 체크리
시작하기

가질 영향력을 명확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체가
사업내용과 공급사슬을
히 이해하고 있는가?
?
의 범위를 정의하였는가
가?
사업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는
부터
처음
하고
파악
을
핵심 이해당사자들

관리 및 조직

가능성 내부정책 문
환경적 사안을 고려한 지속
노동조건과 사회문화적,
건을 작성하였는가?
업의 긍정적 영향력을
실행계획의 목표는 관광
해당 지속가능성 정책과
가?
력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는
을1
최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관리
을
사안
경영
가능
사업체 내에 지속
명 이상 배치하였는가?
통해 모든 핵심사업활
적 훈련, 작업그룹 등을
지속가능성 정책이 정기
?
동에 적용되도록 하였는가

환경적 영향력

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도입
가능에너지원 이용
및
에너지소비량 감축 재생
하수 처리
폐기물 최소화 및 처리
관리
자연보호 및 생물다양성

향력
사회문화적, 경제적 영?

하였는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도입
지역주민 고용
상품만을 공급받기
를 선정하고 지속가능한
주변지역에서 공급업체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
통해
같은 방법을
고객 대상 홍보의 강화와
유적지의 보호에 기여하기
성적 착취 방지
관광업과 관련한 어린이의
선주민의 권리 보호
지원
현지의 예술, 음식, 상점

공정한 노동조건 확보

기준, 아동노동
, 차별철폐, 임금과 수당
직원 대상 지속가능성 훈련
하였는가??
금지와 같은 기준을 설정

측정, 보고, 검토

하였는가?
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
모든 초점사안에 대한 명확
는가?
하였
설정
을
계획
하기 위한
영향력을 측정, 모니터링
설정하였는가?
을
계획
위한
하기
홍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을 설정하였는가?
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계획
정기적으로 지속가능성
하고 있는가?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히 홍보하고 있는가?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
핵심
를
성과
지속가능경영
사업체 모니터링 방법론

것이 아니며,
모든 고려사항을 망라한
위 체크리스트는 가능한
함.
야
되어
별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사업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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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서, 소비자, 고객, 파
트너에게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 도구, 절차를 망라하는 용어이다. 상품
이 제아무리 독특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안전하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효
과적인 마케팅이 없이는 소비자를 확보할 수 없다.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관
광업계에서는 지식이 곧 힘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첫째, 상품과 고유판매제
안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경쟁자의 사업영역에 대해 잘 알
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할지 그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지도 확실히 알
아야 한다. 셋째, 시장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 상품의 주 수요층이 누가 될
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확보하여야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주제들과 관련하여서는 제1장 참조).
생태관광 사업체를 마케팅 할 때의 기본 원칙들은 다른 종류의 기업을 마케
팅 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공통적인 관건은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관광업계에만 특수하게 적용
되는 마케팅 고려요소도 있다. 어떤 마케팅 계획에서든 가장 큰 도전과제는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는
것인데, 생태관광업의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층이 규모도 작을뿐더러 전세계
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루체른 응용과학
예술대학 산하 관광연구소와 Kuoni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
가격과 접근성을 포함한 8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였을 때, 지속가능성은 관

광 관련 의사결정에 고작 7번째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공략하고자 하는 소비자 집단이 소규모일수록 그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생태관광 사업체의 경우 목표시장의 규모가 작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만
큼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전달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마케팅에 있어 기업이 겉보기에 어떤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마케팅 캠페인은 상품을 알리고 원하는 대로 기업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
한 핵심 도구이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직접 매력적으로 와 닿도록 홍보되는
상품만을 구매하며, 이는 마케팅에 돌입하기 전 목표시장을 정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케팅의 본질은 정보를 확산시킨 후, 광고에 제시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Michael Njogu – 마케팅 영업 부장, Private Safaris, Kenya
유념해야 할 것은 상품을 최대한 좋게 보이도록 홍보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와 차이가 있는 홍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
직하고 정확한 마케팅으로 목표로 하여야 하며, 기대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
하면서도 상품의 강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들이 홍
보되는 상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은 필연적으로 불만
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마케팅계획 수립하기
마케팅 계획에는 상품을 어떻게, 누구에게 판매 할 지가 규정되어야 하며, 다
음과 같은 4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상품: 상품 자체부터가 매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마케팅이다. 상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
상의 총합으로서, 사업체가 소재한 관광지의 매력과 사업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어 준다. “제1장: 시장 및 상품 특성 이해하기”에서 제
시된 내용을 충실히 따랐다면, 이미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차별화할지
에 대한 계획이 서 있을 것이다.
▶ 포지셔닝(positioning): 이 용어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유
통채널을 지칭한다. 관광안내회사나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B2B 마케팅을 통해 그 중개자를 끌어올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B2B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회사 및 여행사와 제
휴관계를 맺음으로써 각종 생태관광, 책임관광 웹사이트에 상품이 기재
될 수 있도록 하고, 트레이드쇼와 같은 업계 행사에서 존재감을 확보함으
로써 중개업자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한다. 반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할 계획이라면, 웹사이트, 브로셔와 같은 직접적 홍보수단에 주력하
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표 소비자층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효과적인 마케팅을 정의하게 된다.
▶ 가격: 가격책정과 관련하여서는 경쟁가격결정법, 비용가격결정법과 같은
그럴듯한 접근법과 용어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이론도 결국 소비
자의 지불의사가 얼마나 클지를 예상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소비
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가격 대비 가치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불능력과 출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소비자들이 지불할 금액은 그들이 인지하는 상품의 가치와 대응되어
야 하지만, 단지 소비자를 더 끌어오기 위해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
하는 것도 단기간 내에 사업실패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 홍보: 상품의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떠올렸다면, 이를 가장 효
과적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시장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존 소비자
의 반복 방문을 유도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2 Kuoni, Sustainable Travel Trends, available at http://www.kuoni-corporate-responsibility.com/focus-areas/sustainable-products/sustainable-travel-trends

52 | 마케팅과 영업

업체에 의뢰하여 상품을 등재하도록 하고, 그곳의 연구자들을 초대하는 것
도 좋다. 물론 이들 업체에 연락을 한다고 그 가이드북에의 등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프로젝트를 인지하도록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또한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들 업체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지역적으로 배부되는 잡지나 Travelfish와 같은 온라인 가이드
에도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다.
중개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광안내업체와 제휴관계를 맺
는 것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업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그 중 첫 번째는 인바운드 관광안내업체로서, 이들은 관광지에 소재하여
주변지역에서 상품을 선별한다. 실무 초반에는 이들과 관계를 맺게 될 가능
성이 가장 크다. 인바운드 관광안내업체는 선별한 지역상품들을(호텔, 외유
프로그램, 투어, 교류프로그램) 두 번째 종류로서 출발지시장에 소재한 아웃
바운드 관광안내업체에 판매하고, 아웃바운드 업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들을 묶은 패키지를 판매한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접근하기 전에 판매
예정 상품이 단독으로 소비되어야만 할지, 아니면 기존 투어 코스에 통합 가
능할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트레이드 쇼 역시 좋은 마케
팅 수단이다. 트레이드 쇼는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경쟁자와 시장에 대
해 직접 알아보며, 고객과 관계를 맺고, 유통사를 찾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할 트레이드 쇼를 고를 때에는 목표시장을 고려하
였을 때 홍보효과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열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마
케팅을 대신해줄 중개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품을 직접 시
찰하도록 하거나, 여행사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무료나 저가로
사전답사여행(familiarization trip) 기회를 제공하는 길도 있다. 이러한 시찰이
나 답사여행은 여행사 직원과 관광안내인들에게 상품의 모든 장점을 선보이
면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생태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때 미리 전문적인 안내서를 준비하
여 가격정보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품을 통해 제
공되는 가치의 범위에 대해 정직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수수료와 가격 문제
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후속논의 과정에서 이메일에 성실
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사업체를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지역 신문과 잡지에, 또는 기회가 닿
는다면 국가나 세계 단위로 발행되는 언론사에도 접근해서 특이상황이 발생
하면 알리는 것이다. 신문사와 잡지사는 매 주 발행하는 여행 섹션을 채울 단
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흥미 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www.prlog.org, www.prfree.com 과 같
은 무료 성명문 발표 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의 노출도를 더욱 높여라.

입 소문 홍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면서 완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
는 입 소문이다. 사람들은 휴가로 여행을 다녀 오면 최소한 다섯 명 이상에
게 그 경험을 전한다. 상품의 질이 좋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면, 그 상품을 체험만 고객들이 친지들에게 그를 추천할 것이고, 그러면
미래의 잠재 고객층이 확대된다. 이렇게 입 소문을 퍼뜨리는 고객은 향후 재
방문 가능성도 클 수 있다.

인 마케팅 도구는 아니지만, 그 확산을 용이하게 할 방법은 있다. 우선 소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알릴 경우 다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를 증정하거나, 아예 친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무료 바우처를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들이 사업체에 대해 좋은 입 소문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
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이 페이지를 친구에게 보내기”와 같은 옵션을 웹사
이트에 추가하여 입 소문 홍보를 육성할 수 있다.

입 소문 홍보는 생태관광업에서와 같이 목표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 특히 효
과적인 마케팅수단이 될 수 있다. 생태관광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의 대부
분은 그 주위 사람 중에서도 비슷한 사고방식, 가치체계, 관심사를 가진 사람
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입 소문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

그러나 입 소문이란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한
다. 일단 고객의 마음에 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고객이 상품에 만족
하지 못한 경우에는 Trip Advisor와 같은 사이트에 짧은 글 하나를 올림으로
써 엄청난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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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관광을 위한 시장 창출하기

사례연구:
Wild Jordan

Wild Jordan은 요르단 왕립자연보호학회(RSCN: Royal Society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의 경영분과로서, 요르단왕국의 보호지
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업과 같은 자연기반사업을 개발하고 마케
팅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Wild Jordan은 요르단 천혜의 관광자원
을 체험하고자 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RSCN이 관리하고 있는 6
곳의 보호지역 전체에 걸쳐 캠프장, 게스트하우스, 숙소, 가이드투
어와 같은 관광상품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Wild Jordan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 중 하나는 그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었다. 요르단은 전통적으로 문화관광지로 여겨져 왔
지만,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RSCN은 Wild Jordan 브랜드를 설립함으로
써 문화관광에만 집중하던 시장에 침투하여 성공적으로 자리잡았
을 뿐 아니라 자연관광이라는 틈새시장을 장악하였다. RSCN 웹사
이트는 관광지가 자연유산과 다양한 생태관광상품을 한꺼번에 마
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일 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직접 생태관광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
도 제공하고 있다.
Wild Jordan은 생태관광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통해 보호지역 주
변의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창출함으로써 자연보호에
대하여 고유한 인간본위적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이들의 접근법이
갖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보호지역 인근의 지역공동체들과 공조
하여 여러 지역의 서로 다른 자연적, 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수
공업 사업체들을 창업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시장추세, 수요와
공급, 각 지역사회 별 보유기술과 보호지역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디자이너
들에게 자문을 받아 흔한 전통공예품과 차별화되는 상품을 개발하
였다. 이들 수공예품은 Wild Jordan 지정지 내의 자연상점과 암만
(Amman) 시내의 Wild Jordan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다.
www.rscn.org.jo 참조.

56 | 마케팅과 영업_사례연구

공동체 마케팅의 장점으로부터 수익 창출하기

사례연구:
Ecoturismo
Comunitario

Ecoturismo Comunitario는 공동체 생태관광 네트워크로서, 콜롬비
아에서 고도의 생물다양성을 갖춘 지역들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체
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Sierra Nevada de Santa
marta, Playa G
o - Guaviare, Tierradentro, Tio Tigre의 4개 지
역사회의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향토적인 생태숙소, 생물다양
성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투어, 자전거타기와 카누타기와 같은 책
임관광 레포츠를 포함하는 완성된 생태관광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
다. 이 외에도 문화유적지 방문, 현지음식 식사, 수공예품, 현지 무
용 및 음악 공연과 같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자연보호단체인 Fundaci n Natura에 의해 설립된 이
네트워크는 마케팅에 공동체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어, 여러 지역사
회가 공조하여 보다 많은 수의 소비자를 끌어오면서, 가까운 지역
범위에서 여러 다른 종류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관광객을 유치하
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동체 생태관광 네트워크의 가장 큰 역할은 4개의 독립적 생태
관광 사업체에 기술적, 조직적 도움을 주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
이다. 4개의 사업체가 유사한 규범 하에 유사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
다. 이에 더해 이 네트워크 식 접근법은 각 지역사회가 경험과 교훈
을 공유하고, 공통의 홍보/영업 구조를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과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undaci n Natura는 4개의 사업체의 설계, 설립, 강화와 네트워크
자체의 설립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며, 훈련 제공과 기술적, 행정적
역량 구축을 수행하였다. 이 재단은 현재에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4개의 사업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www.natura.org.co,
www.ecoturismocomunitario.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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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

많이 읽힐 것으로 예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어
홍보자료가 목표시장의
상되는가?
지 않을 유용한 정보를
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지
홍보자료가 시간이 지남
보관하도록 유도하는가?
포함하여 고객이 장기간
수행하고 있는 실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
사회
적,
환경
홍보자료에
있는가?
활동 유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가?
마크가 눈에 띠는 곳에
인증
,
경우
받은
인증을 수여
제안하고 있는가?
것을
에게 무엇인가 실천할
홍보자료의 결론에서 독자
?
는가
하여 인쇄하였
친환경재생용지를 사용

상품 특성 파악하기

는가? 관광객이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았
판매예정 상품을 특별하게
찾아올 이유가 있는가?
는가?
고유판매제안을 설정하였
취약계층 지원적 성격
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상품의 생태친화성, 책임
을 규정하였는가?

SWOT 분석

적인 강점/약점+기
전에 정직하고 자기비판
마케팅 캠페인을 개시하기
완료하였는가?
회/위협(SWOT) 분석을

와의 상업적 제휴
관광안내회사, 여행사 여행사에 연락을 취해 프로젝트를 홍보

회사와
관광지 국내의 관광안내
하였는가?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관광안내회사의 시찰을
할 수 있는가?
과 호텔 모든 구역을 공개
시찰 시 모든 종류의 객실
가?
것인
할
공개
서비스를
인터넷, 투어와 같은 제공
지를 준비하였는가?
포함하는 완전한 정보패키
여행거리와 소요시간을
?
는가
하였
논의
적으로
가격과 수수료에 대해 직접
기하였는가?
가능경영 노력에 대해 이야
관광안내인들에게 지속
가?
였는
기하
, 이를 이야
인증을 수여 받았을 경우
는가?
이메일에 성실히 답변하였

웹사이트

구글 등의 주요 검
너를 고용하여 보기에 좋고
경험이 충분한 웹디자이
하였는가?
될 수 있을 사이트를 제작
색 사이트에서 충분히 노출
을 의뢰하였는가?
첨삭
게
대하여 영어 원어민에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에 대한 정보가 잘
적인 소개와 그 특성, 장소
사이트에 상품에 대한 기본
제시되어 있는가?
하는가?
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사이트가 목표소비자층
을 창출하는가?
고객
적
잠재
고
가지
를
사이트가 영업효과
가?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
예약
나
하거
요청
를
운영진에게 추가정보
나타나 있는가?
예약 약관과 가격정보가
록 과거 고객의 방문
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도
히
방문객의 의견을 소중
소감이 게재되어 있는가?
댓글란이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와 일관된 테마와 그래픽을
사이트가 다른 홍보자료
지나치게 매몰되어
에
효과
상
인가? 그래픽, 동영
사이트가 사용자친화적
있지는 않은가?
로드 되는 데에 지장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다운
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정보에 기반한 의사
사이트에 독자가 충분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 실천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트에 환경적, 사회적
있는가?
동 유형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가?
인증마크가 눈에 띠는 곳에
인증을 수여 받은 경우,
같은 여타 웹사이트나
Advisor, Lonely Planet과
페이스북, 트위터, Trip
홍보할 예정인가?
소셜미디어에 사이트를
업데이트되는 블로
그를 포함시켰는가? (자주
블로
로서
일부
의
웹사이트
되어 사이트가
해석
로
신호
는
콘텐츠가 있다
그의 존재는 사이트에 최신
록 한다.)
검색결과 상위에 위치하도

브로셔, 팜플렛, 전단지고려하였는가?

트레이드 쇼

것을
전문디자이너를 고용하는
하는가?
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브로셔가 목표소비자층
?
는가
브로셔가 영업효과를 가지
대중교통시설, 해외관
트하우스, 호텔, 식당, 바,
관광청, 관광안내인, 게스
계획을 수립하였
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유통
광청과 같은 시설들과 연계
소용이 없다.)
전혀
면
없으
이
도 배포할 수단
는가? (브로셔를 제작하여
로 구성되어
테마
되는
되고 다른 홍보물과 일관
브로셔에 그래픽이 포함
가?
하는
기여
마케팅 캠페인에
브랜드인식이 가능하고
관점을 고려하여 서
로 배치되어 있고 독자의
순서
적
논리
들이
요소
구성
술되었는가?

적 관련성을 고려하
목표시장과의 지리적, 업종
트레이드 쇼를 선정할 때
사전조사를 수행하는가?
고 인터넷에서 그에 대한
회의약속을 잡았는가?
들과
쇼에 참가할 도매업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
자료, 가격 및 내규 설명
쇼에 가지고 갈 명함, 홍보
였는가?
참가할 예정인가?
또는 파트너기관과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관광청
준비가 되어있는가?
할
제시
정보를 명확하게
지속가능경영 노력에 대한
되어 있는가?
, 그를 홍보할 계획이 준비
인증을 수여 받았을 경우
할 것인가?
을
연락
한 사람들과는 후속
트레이드 쇼 기간 중 접촉

가이드북

, Fodors, Bradt, Moon
de, Footprint, Frommers
Lonely Planet, Rough Gui
등재를 의뢰하였는가?
제작회사들에 연락하여
과 같은 주요 가이드북
같은 온라인 가이드 사
ish
물, 전화번호부, Travelf
지역, 국가 단위의 출간
는가?
이트에도 등재를 의뢰하였

사이트
생태관광, 책임관광 웹관광을 주제로 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가능
생태관광, 책임관광, 지속
을 취하였는가?
범위의 웹사이트들에 연락
말을 써줄 것을 부
링크를 등재하고 권고의
의
이트
웹사
한
제작
새로이
탁하였는가?
개
것이 아니며, 사업체의
모든 고려사항을 망라한
위 체크리스트는 가능한
되어야 함.
별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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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사업체를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기업 운영을 도울
자격과 열정을 갖춘 인력을 모으는 것이다. 관광업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업종이다. 관광사업체는 직원들이 고객과의 가장 중요한 접점을 형성하므로,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
을 찾는 일이야말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채용할 인력에 대하여 고민할 때에는 사업주 자신이 사업체에 제공하는 강
점에 무엇이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본 후, 남은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들을 채용하라.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아이디어는 잘 내지만 실무에 약한 사
업체에서는 일상적인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실무적인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
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인력을 찾아서 채용하기
직원채용 시에는 현지에서 인력을 조달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인력을 들여
올 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현지인을 최대한 많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수한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여 그것이 여
의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때에는 외부에서 적합한 사람을 들여
오되, 추후 현지 노동력에게 해당 기술을 훈련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특수한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여야 할 때에는
페이스북이나 LinkedIn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관광
부문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리크루팅 에이전시에 의뢰할 수도 있다. 이
러한 전문회사에 의뢰할 때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의
입증된 방법론과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지의 노동력을 채용할 때에는 현지의 고용 경로와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여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에 좋은 곳이 어딘지를 파악하라. 인터넷이나 공
식적 리크루팅망을 이용하는 것은 현지인력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성공률이
낮을 수 있고, 오히려 신문광고, 전단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채용의사를
밝히고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채용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입 소문
역시 직원을 찾는 데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인데, 채용된 현지인이 주위 사람
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들여오는 경우, 현지의 문화와 전통에 적
응할 수 있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후보 군
은 관광업계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호텔학교나 관광교육프로그램
을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다.

현지인을 채용할 때에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는 데에 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외진 시골에서는 관광산
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경영기술을 보유한 인력
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 외에 현지인들이 할 수 있거나, 훈련
을 받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많다. 예를 들어 운전사는 고등교
육을 받았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책임감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
람을 구하면 된다. 어떤 직무에서는 직원이 고객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게 되
므로 주 고객층이 사용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현
지인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지를 순찰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경비원, 공원관리원 업무는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찾아
야 한다. 또 다른 경우로는 식물묘포, 유기농 정원을 관리하거나 토착종 식
물을 활용한 조경을 할 인력을 구한다면,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지인을 고용할 때에는 항상 관광업계의 세부적인 하위분야에 대한 전문
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보다 우선 프로페셔널리즘과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
여야 한다. 일부 직무에서는 훈련을 통해 가르칠 수 없는 태도나 적극성과
같은 특성이 가르칠 수 있는 기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절하고 서비스 정신이 있으며 친화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술훈련을 시키
는 것이 경험은 있지만 친화력이 없는 사람에게 고객을 응대하도록 가르치
는 것보다 훨씬 쉽다.

64 | 인적자원_사례연구

현지 채용인력의 훈련과 역량개발 지원하기

사례연구:
Nihiwatu

Nihiwatu는 인도네시아 동부 숨바섬(Sumba Island)의 소규모 고가
리조트이다. 이 리조트는 자이츠재단의 롱런구상(제2장의 카이만생
태은신처 사례연구 참조)의 일환으로서 롱런관광지-GER 인증을
받은 곳이다. 이는 롱런구상의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현지주민의
훈련과 전문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Nihiwatu는 항상 숨바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주민들의 빈곤경
감을 그 철학의 중요한 일부로서 강조하여왔다. 이에 따라 이 리조
트는 지역사회에 청정식수, 의료시설,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사직원의 95% 이상을 섬주민 출
신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숨바의 주민들에게 여타 소득
창출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이 리조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확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
들은 현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에 따라, 예를 들어 건설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밖에서 주로 자바계
의 숙련된 목공수와 기술자들을 몇 명 채용한 상황에서, 이렇게 채
용된 외부 기술자 한 명 당 20명의 미숙련 현지주민을 함께 채용
하여 그 밑의 견습생으로 일하게 하였다. 공사가 끝날 때쯤 되어서
는 이 지역주민 노동자들이 다음 사업에서 재채용되거나 다른 지
역으로 가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배우게 되었
다. 이 리조트는 이와 같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서 숨바섬의 빈곤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숨바재단(Sumba
Foundation)을 공동창립하기도 하였다.
www.nihiwatu.com, www.thelongrun.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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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

을 채용하였는가?
을 보완하는 종류의 인력
사업주로서 자신의 강점
를 결정하였는가?
외부에서 들여올지 여부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할지
넷 자원과 리크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터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찾아
는가?
루팅 에이전시를 활용하였
직원을 채용할
경로를 조사하여, 현지에서
현지의 고용 관련 관습과
는가?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였
입 소문을 퍼뜨리
친지들에게 사업체에 대한
채용된 직원들이 가족과
도록 장려하였는가?
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현지 노동법에 규정된 요건
는가?
할 복리후생을 결정하였
임금 외에 직원들에게 제공
가?
개발 교육을 제공할 것인
직원들에게 훈련과 직업

는가?
칭찬 시스템을 개설하였
직원들을 위한 피드백 및
신고
공정하고 지지적인 불만

처리 체계를 확립하였는가

는가?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
인수인계 관리를 어떻게
제를 도입하였는가?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평가
채용
책임을 갖고 인적자원 및
명확하게 정의된 직무와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가?

관련 업무를

것이 아니며, 사업체의
모든 고려사항을 망라한
위 체크리스트는 가능한
함.
되어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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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는 경제적 불확실성, 세계화, 그리고 경쟁심화에 이르기까지 매일
새롭게 자라나는 위험을 당면한다. 생태관광업체는 이러한 도전과제에 더해
서 직원과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에도 당면해 있다. 건
강과 안전은 지속가능관광 및 숙박업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다른 어떤 경제활동보다도 관광지의
성패 여부는 직원과 고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더욱이 건강이나 안전 측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엄
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은 관광상품의 장점으로서 광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안전은 소비
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당연히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필수요건으로서, 관
광상품에 특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여
행자는 있어도, 건강 및 안전 점검을 받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사람은 거
의 없다. 누구든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당연히 충분한 조치가 취해
진 상태일 것이고, 상품은 안전하고 잘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건강과 안전은 소비자에게 보너스처럼 판매할 수 있는 가치
가 아닙니다. 이 두 문제는 모든 소비자가 당연히 충분한 점
검이 이루어졌으리라고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Michael Njogu – 건강, 안전, 품질관리 부장, Kuoni UK
뉴스의 보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최근 대중의 건강, 안전 관련 기대수준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그 때문에 개발도
상국으로 휴가를 가더라도 집에서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실수도 용
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숙박, 교통, 음식, 활동 등 관광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제공할 있는 모든 서
비스와 상품은 그와 결부된 건강 및 안전 상 위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
리 철저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포괄적인 건강 및 안전 실행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 관리 및 평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상품, 서비스와 결부된 모든 잠재적 위험요
인에 대한 식별, 분석, 평가, 조치, 모니터링의 절차가 필요하다. 철저한 위험
평가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 위협요인 식별
2. 위협의 대상이 되는 주체와 그 구체적인 내용 판별
3. 발생가능성 판단
4. 발생 시 문제의 심각성 정도 판단
5. 결과 기록
6.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 시행
7. 진전상황을 모니터링 및 검토
위험평가의 범위는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관광안내회사의 도움을 받고, 공
개되어 있는 지침들을 참조하면 스스로 자체감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시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자를 고용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것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때문에 관광업체의 건강 및 안전 위험평가를 전문으로 수
행하는 회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평가의 주체가 누가 되든 던져보아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 인지이다. 지역과 국가의 법률부터 국제적 규
제에 이르기까지 기준이 될 수 있는 체계는 너무나 많다. 따라서 생태관광
사업체를 창업할 때에는 처음부터 관광지 국가의 관련규제들을 살펴보는 것
이 좋다. 현지의 호텔이나 관광안내회사 협회를 찾아가면 이러한 규제와 요

건들의 목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잠재적 고객층의 출신 국
가로서 유력한 모든 곳의 관련 규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 고객들은 출신
국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및 안전 관리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안전지침을 찾기 위한 좋은 출처는 관광안내연맹(FTO: Federation
of Tour Operators)의 업무규약(Codes of Practice)이다(www.fto.co.uk 참조).
이는 관광안내회사들이 모두 서로 다른 감사표준을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한
관광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는데, 주로 유럽의 규제와 모
범규준에 기반하고 있으며, 화재안전, 식품위생, 수영장안전, 일반안전, 해변
안전, 어린이클럽 안전, 빌라안전, 사고조사, 자연재해, 전염병과 같은 다양
한 주제를 다룬다. FTO측에서는 이 10개 주제 각각에 대하여 관련 사안과 권
장 업무규약을 설명하는 상세한 지침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는 각자의 사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건강 및 안전 관련 사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
과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다. 이 표준은 세계 200여개의 관광지 국가에
서 인정받은 상태이다. 영국 정부의 Business Link 인터넷 사이트도 직장에
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www.businesslink.gov.
uk/bdotg/action/layer?r.s=tl&topicId=1073858799 참조).
건강 및 안전 감사 시 대상이 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숙박, 화재안전, 긴
급상황 시 대응요령, 위생, 식품기준, 해충박멸, 청소기준, 식당, 수영장, 수
질관리 및 검사, 여가시설, 활동시설, 가이드의 자격기준, 승용차 및 교통수
단,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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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 규범준수 노력에
직원 및 공급업체 참여시키기
어떤 건강,안전 규범준수 노력에서든 핵심은 직원과 공급업체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
이 고객들의 객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면은 깨
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직원시설은 관리수준이나 안전도가 형편 없는 호
텔운영은 지속가능 하지 않다. 직원들 스스로가 제대로 된 샤워도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량서비스
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직원이 미소 짓기
를 바란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신경
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직원들도 비로소 호텔의 시설과 고객들에게 신
경을 쓸 수 있다.

공급업체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과 그들에 대해 기
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업체 측에
찾아가서 공식적, 비공식적 감사 (예컨대 식품위생 분야에 한정해서)를 수
행할 수도 있다. 공급업체가 거래하기를 원한다면 일정한 규범을 준수하
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임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반대로 공급업체가 건강,안전 규범을 충실히 따를
경우에는 해당업체와 활발히 거래하여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때 건강,안전 관련 요구사항은 지나치게 부담이 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변화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대부
분의 경우에는 조직이나 일처리 방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과 소통 역시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즉, 직
원들이 건강,안전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되 그들이 스스로 하는 일
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
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스스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
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안전 구상에 대한 정보와 그 중요성을
알리는 공지용 게시판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원의 지지는 단
순히 규제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직원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
도이상의 수준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
야만 직원들이 챙김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는 고
개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Shirley Fisher, - 건강,안전,품질관리 부장, Kuoni UK

효과적 건강, 안전 규범준수
노력 수행 시의 이점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건강,안전 정책 및 실행계획을 실천하는 데에는 많
은 이점이 따른다. 우선 부상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효율성
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보험담보를 받기가 수월해지며, 국내외의 규제에 대
한 준수가 뒤따라오며, 기업 이미지와 명성이 보호되고, 재산손실이 제한되
며, 고객관계가 개선되며, 직원 관련 법적 책임이 줄어들며, 위험에 대한 인
식이 신장된다.
특정 사업체의 운영방식이 일정한 기대수준에서 미달될 경우, 그에 대한 소
문은 대단히 빨리 퍼지게 된다. 인터넷의 Trip Advisor와 같은 사이트들에서
고객들이 직접 순식간에 불결한 시설이나 위험한 작업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확산시키게 되고, 그 결과 상품판매와 활동참여도가 급감한다. 소비자들 역
시 재방문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반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즉, 고객들이 당연시 여
기는 훌륭한 건강,안전 관리방식을 가지고 상품을 홍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다. 고객들은 안전하지 못한 부분은 재빨리 눈치채더라도, 특별히 더 안전
한 사항은 눈치채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배에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지 않
다면 그를 곧바로 지적할 고객이라도, 배에 타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권
유 받는 상황에서는 그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건강,안전 규범준수에 따른 이점을 누리기 위
한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도 별달리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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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

사례연구:
EcoColors

EcoColors는 멕시코 칸쿤(Cancun)에 소재한 관광안내회사로서, 고
래상어, 해양거북과 함께하는 스노클링부터 Sian Ka’an 생물권보
전지역에서의 카야킹과 등산, 그리고 마야유적지 탐방에 이르기까
지 유카탄 반도 전역에 걸친 다양한 테마의 관광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 기업의 사명문에는 환경관련 인식 제고, 고객 교육, 자연환
경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 마야의 문화와 생태계를 보호하는 프로
젝트와 조직 지원과 같은 목표들이 기재되어 있다.
EcoColors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우려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
인다. 이들은 1997년 반포되어 모험투어 및 자연투어 가이드가 준
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설정한 Norma Offical Mexicana #9 인증규
범과,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확립한 2001년의 Norma Official
Mexicana #11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들 규범은 국제적 건강,
안전 표준들과 비교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EcoColors는 이 규범들에 기반하여 작성된 포괄적 건강,안전 절차
매뉴얼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매뉴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그 결과 EcoColors는 건강,안전 관련 업
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수
행함으로써 이를 달성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매뉴얼의 절차에 대
한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정하였고, 회사의 정책
을 검토하고 보다 수준 높은 규범을 설정할 수 있기 위해 외부 감
독관을 고용하였다.
이 회사의 총무부는 가이드, 운전사, 기계공 직원들이 올바른 장비
를 갖추고 잘 관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게 감독한
다. 예를 들어 Norma Official Mexicana #11에 명시된 요건 중 하나
는 모든 관광회사가 개별 투어 프로그램 별로 필요한 장비와 각각
의 유지보수 요건, 그리고 배의 침수나 폭우, 교통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상세한 대처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안전 매뉴얼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EcoColors 소속의 모든 가이드는 문제상황 발생시에 대비해 긴급
연락용 전화번호부를 소지하고 다닌다. 이들은 또한 각종 투어와
고객유형에 따른 모든 긴급상황 시 절차와 대처요령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긴급상황 시의 대처법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상식에 기반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모든 절차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가이드들이

다양한 상황에 정확히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
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Norma Official Mexicana에서 규정
된 바와 같이 매 투어 사전에 고객들에게도 긴급상황에 대비한 위
험과 행동요령을 설명한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는 그리 크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심
각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EcoColors에서는 매 사건을 검토하여 재
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수년 전 선상투어 중 한 여성이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이드와 선장이 파도
때문에 위험함을 알리면서 투어객들에게 선박 뒤쪽으로 이동할 것
을 공지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앞 쪽에 머무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이후 EcoColors는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
여 선장들을 대상으로 규정준수 요구에 불응하는 고객들에 대한 강
화된 대처요령을 교육시켰다.
www.ecotravelmexico.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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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성공을 위한 체크리
10가지 건강, 안전 팁

건강, 안전 내규

설치하라.
적 장소들에 안전장비를
1. 부지 전체에 걸쳐 전략
.
하라
설치
장비를
2. 모든 투어 차량에 통신
조치를 훈련시켜라.
적인 건강, 안전 관련 대응
3. 모든 직원들에게 기본
을 실시하라.
1년에 1회 이상 소방훈련
4. 소방장비를 설치하고
.
한 식수를 제공하라
5. 모든 직원에게 청정
를 배부하라.
과 금지사항을 기재한 책자
사항
권장
게
객에
6. 방문
상황에 대한 최신
안전
의
그곳
안내하기 전에
7. 주변지역으로 방문객을
하고 있어라.
정보와 동향을 항상 파악
비행기 왕진 의료
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태
긴급
8. 오지, 벽지에서
항상 보유하고 있어라.
서비스에 연락할 수단을
하라.
오염감지키트를 항시 준비
위한
를
검사
9. 실내 공기오염
를 발생시키는 제품의
가스
배기
않은
하지
안전
10. 일부 세제를 포함하여
사용을 줄여라.

하였는가?
건강, 안전 내규를 확립
이해당사자의 규범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내부적으로 건강, 안전
?
준수 의사를 확인하였는가
를 합의하고 기록하
건강, 안전 규범 준수 의사
사업체 조직 전체적으로
였는가?
가 있는가?
보고를 위한 표준화된 절차
건강, 안전 관련 사고의
?
는가
하였
지정
자를
전담 책임
요
건강, 안전 관련 사안의
목표가 사업체의 특수한
의
그들
,
하고
규정
을
전담자의 역할과 책임
?
구와 합치되도록 하였는가

소비자 교육 및 소통

하였는가?
, 안전 관련 안내물을 준비
소비자에게 배부할 건강
할 정보를 정하였
해야
정보와 도착 시에 제공
출발 이전에 제공해야 할
는가?
등)에 대처하기 위
요소(뱀, 전갈, 거미, 기상
방문객들에게 현지의 위험
는가?
한 안전조치들을 안내하였

위험평가

을 정하고 기록하였
의 기준으로 삼을 지침
사업체의 건강, 안전 규범
는가?
의 전문가인가, 또는
할 주체를 정했는가? 외부
건강, 안전 평가를 수행
?
인가
사람
조직 내부의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스포츠활동, 체험활
(숙박, 음식, 수영, 교통,
요소
모든
하는
구성
을
상품
는가?
하였
평가
하고
위험들을 파악
동 등)가 갖는 건강, 안전
내부와 공급업체들
조직
을
사항
권장
위한
를
식별된 위험과 그의 완화
에 보고하였는가?
하는 허가가 있는가?
을 운영하기 위해 받아야
사업체 소재지에서 기업
게 되는가?
어떻
는
절차
인가? 지원
허가증 교부의 기준은 무엇
적용되는가?
까지
자에
제3
이
보험
?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가

직원 및 공급업체

일정을 합의하였는가?
직원에게 배포하고 시행
건강, 안전 내규를 모든
할 직원들에 대한 훈
터링
을 관리, 시행, 모니
사업체 내 건강, 안전 규범
?
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의사
련프로그램의 내용에 합의
을 공지하고, 관련 규범
사항
기대
관련
안전
,
모든 공급업체에 건강
본을 전달하였는가?

것이 아니며, 사업체의
모든 고려사항을 망라한
위 체크리스트는 가능한
함.
되어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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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소득수준.
사업계획(Business Plan): 기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3~10년의 기간범위 동안 그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전략, 기대이윤 등의 사항을 상술한 계획서.
현금(Cash): 현재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서, 은행에 예금되어있거나, 즉시 예금 가능
한 지폐, 동전, 수표, 송금수표와 같은 형태의 자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금흐름(Cash Flow):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
인증(Certification): 독립적인 기관이 특정 상품, 서비스와 관련한 주장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공표하는 절차.
지역기반 관광(Community-Based Tourism): 통상 농민, 빈곤층, 경제적 소외계층
에 속하는 지역주민이 관광객들을 자신들의 지역공동체로 초대하여 하룻밤 묵을 곳
을 제공하는 방식의 관광업.
지역사회 자문(Community Consultation): 특정 개발사업이나 구상에 영향 받을 가
능성이 있는 지역사회들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참여적 절차.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특정 공동체가 개발하여 세대를 거듭하며 전수한 생
활양식으로서, 관습, 관행, 장소, 유물, 예술적 표현, 정신적 가치를 포괄한다. 문화유
산은 물질적 문화(유물, 구조물, 현장, 경관, 오랜 시간에 걸쳐 문화적 관습 및 전통
에 의해 형성된 자연환경)와 표현적 문화(음악, 공예, 행위예술, 문학, 구전설화, 언
어)를 모두 포함한다.
중요문화유적지(Culturally Important Sites): 인간의 활동이나 신앙을 잘 나타내거
나, 그 때문에 중요성을 획득한 자연적, 인공적 구조물이나 장소.

자연기반 관광(Nature-Based Tourism): 자연의 명소를 즐기고 야생조류관찰, 등
산, 낚시, 비치코밍(beachcombing)과 같은 야외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레
저여행.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미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
고 있는 물리적, 생물학적 형성물이나 그러한 형성물의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요소;
과학적, 환경보호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멸종위기 동식
물종의 서식지를 구성하는 지리적, 지문학적 형성물이나 엄밀하게 구획된 장소; 과
학적, 환경보호적, 자연미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연유
적이나 엄밀하게 구획된 자연적 장소.
아웃바운드 관광안내회사(Outbound Tour Operator): 타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
을 위한 여행 및 교통수단 조직을 전담하는 관광안내회사로서, 통상 관광지의 인바
운드 업체와 제휴한다.
가격책정(Pricing): 기업이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채택하는 방법론으로서, 통상
기업의 평균비용과 소비자가 인식하는 경쟁상품 대비 상품가치에 의해 좌우된다.
이윤(Profit): 생태관광 사업체의 수입액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자금. 기
업은 장기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여야 생존할 수 있다.
홍보(Promotion):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 신장, 또는 매력도 증가를 목
적으로 하는 활동. 49쪽에 통상적 홍보채널과 각각의 장단점이 제시되어 있음.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업운영에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 이에는
위험의 식별, 감축과 적절한 보험의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이 포함된다.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 간 소통과 정보공유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온라인 기술도구.

관광지(Destination): 관광여행 시의 목적지.
동태적 가격결정(Dynamic Pricing): 상업적 거래 시 상품의 가치를 시장현황, 수요,
소비자특성을 고려하는 유동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절차.

이해당사자(Stakeholders): 특정 절차나 그와 관련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개인 또는 공공, 민간 기관

생태관광(Ecotourism): 자연지역으로의 책임여행을 의미하며, 환경보호와 현지주민
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여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 관광(Sustainable Tourism): 관광행위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경제
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을 염두에 두며, 여행자, 관광업계, 환경, 여행지의 지역사
회 모두의 수요를 충족하는 관광업. (UNWTO)

사전답사여행(Familiarization Trip; “Fam” Trip): 여행사나 항공사가 관광컨설턴
트를 대상으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료 또는 저가로 여행 기회
를 제공하는 것.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환경적으로 책임성 있고, 사회적으로 공정하며, 경제적
으로 실현성 있는 방식의 자원이용. 그 목적은 현재의 자원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미
래 세대의 자원 이용 가능성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홈스테이(Homestay): 현지주민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자택에 직접 머무는 숙박형
태로서, 방문객이 현지의 생활양식, 관습, 언어를 보다 심도 깊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WOT 분석(SWOT Analysis): 제안된 활동의 강점(Strenghts)과 약점(Weaknesses), 그리고 그것이 당면할 기회(Opportunities)와 위기(Threats)에 대한 심화분석.

관광수용 지역사회(Host Community):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지역사회로
서, 작은 범위의 지리적 장소의 거주인구와 토지 소유주들을 이른다.
인바운드 관광안내회사(Inbound Tour Operator): 관광지 내에서 관광객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를 조직하는 여행회사.
선주민(Indigenous Peoples): 특정 지역이 식민지가 되기 전 그곳에 거주하던 민족
으로서, 현재 해당 지역의 주류민족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유지한다.
지역사회(Local Community): 관광개발에 의해 잠재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
향을 받는 장소에 거주하는 인구의 공동체.
시장(Market): 상품의 판매 대상으로서,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소비
자의 집단.

목표시장(Target Markets): 생태관광 사업체가 상품을 판매하여 공략하고자 하는
세분시장.
관광안내회사(Tour Operator): 관광투어의 다양한 요소를 집결시켜 패키지를 구성
하는 회사 또는 개인.
고유판매제안(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상품이 눈에 띄도록 함으로써 소
비자를 끌어오고, 상품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특징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인
실재할 수도,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USP는 관광객에게 다른 상
품보다 우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USP는
광고캠페인의 중심이 되는 홍보주제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본(Working Capital): 기업자본 중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운전자본순환(Working Capital Cycle): 기업으로의 유동자원 유출 및 유입 흐름.

마케팅(Marketing): 특정 기업이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으로서, 이에는 판매할 상품 및 서비스의 결정, 가격책정, 활용할 홍보채널에 대한
결정까지 포괄된다.
마케팅 계획(Marketing Plan): 상품 별, 시장 별 구체적인 마케팅 목표를 특정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한 기업 전체적인 계획.

세계문화유산지정지(World Heritage Sites): UNESCO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하여 지
정된 뛰어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현장과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지리적 장소.

www.iucn.org
www.kuon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