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3, March (2018), pp. 621-630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3.19

타이티 관광개발 정책과 문화관광 전략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방안
최락인1)

A Application Plan of Tourism Resources Using Tourism
Development Policy and Tourism Strategy in Tahiti
Rack-In Choi1)
요 약
본 논문은 세계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관광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의 변화를 따라 새로운 관광정책과 효과적인 관광전략을 통하여 관광자원개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자 한다. 환상의 섬 ‘남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 타이티(Tahiti)의 관광개발정책과 관광
전략을 기반으로 관광 한국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의 육성 및 관광정책의 전망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울릉도, 진도, 완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
름다운 관광지가 많이 있다. 타이티의 관광정책과 관광전략을 모델로 삼아 우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 관광 한국의 건설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의 육성을 이루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한국으로서 인프라 구축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
이며, 국가의 관광정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세계화, 관광자원개발, 관광정책, 자연환경, 마케팅 전략

Abstract
In this paper, we want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through new tourism policies
and effective tourism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loc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tourism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Based on the tourism development policy and tourism strategy of a beautiful island Tahiti, called 'Pearl of
the South Pacific', tourism was planned to develop tourism resources in Korea. There are many beautiful
sightseeing spots like Jeju Island, Ulleungdo, Jindo, Wando, etc. in Korea. We should develop our excellent
tourism resources by modeling tourism policy and tourism strategy of Tahiti and cultivate touris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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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industry through construction of cultural tourism Korea. Looking ahead to the future, we will
establish a more long-term policy to promote concrete and professional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build infrastructure and act differently in tourism Korea.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Keywords :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tourism policies, natural environment,
marketing strategies

1. 서론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의 빠른 진행은 국가, 기업 및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급속도로
지역 및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 추세는 탈국가화로 이어져 이질적인
문화가 교류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화는 개방화를 전제로 정치, 경제, 사회, 분화 등
각 분야에서 개별국가의 고착화를 파괴하고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관계에서 국가나 정부
가 그 주체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운영과 정책은 자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
의로 흐를 가능성이 커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가 보호주의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우
려된다.[1] 그리고 중국도 정치적으로 자국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인 국가들에 대해 무역을 무기
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의 향상은 국가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와 국
제관계의 흐름에 맞춰 관광 산업은 그 성장성과 경제적 사회적 효과성으로 국가 전략사업의 하나
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관광에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
경의 변화를 따라 새로운 관광정책의 개발과 효과적인 관광전략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남태평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 타이티(Tahiti)의 관광개발과 관광전략을 기반으로 관광 한국의 새로
운 관광 산업의 육성과 관광정책의 전망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세계화 시대의 관광정책의 변화
2.1 관광시장의 변화
세계화의 급속한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 뿐 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성장과 교류를 확대하여
여가향유를 위한 관광산업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 자국 내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취향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공간과 다른 나라 등 외부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며 이국적인 문화적 취향에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로 인한 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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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는 관광산업의 개발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관
광자원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관광객들에게 위락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관광 대
상이나 관광목적에 따라서 유형 무형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관광자원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았어도 점차 그 매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있고, 과거에
는 관광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았던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개발의 추세는 대중관광의 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관광 환경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속가
능한 관광개발(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1992년 지속가능한 관광을 현세대의 관광과 관광지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차세대를 위해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관광지역의 환경
을 최대한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켜주는 형태의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최근 관광산업 환경의 변
화로 관광산업에 관련된 정부, 기업, 소비자 개인 등은 새로운 관광정책과 관광전략을 개발하고 활
성화하여 더욱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2]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맞는 관광정
책과 관광전략을 마련하여 관광 한국으로서의 고객 유치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시장의
확대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전략을 발전시
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2 관광정책의 발전방향
세계화로 인한 자유경쟁의 강화와 시장경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국제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문화적인 연대를 강화하여 문화적 연대
감을 형성하며 국가의 관광정책 방향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경제
적 생활 향상으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산업의 확대와 활성화
가 점차 증가 일로에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관광영역은 세계화를 통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관
광시장의 확대와 국지적 수준에서의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관광정책은 특정한 목
표를 이루기 위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익성과 공익적 가치 배분을 실행하고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정책결정이 그 바탕이 되게 된다. 또한 국가의 관
광정책이 국가 공공정책적 성격을 띠게 갖게 되며 대중관광 또는 국민관광의 성격도 생활관광(life
tourism)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관광자원개발도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서비스의 신규
공급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자원의 개선 정비와 신규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하여 자원의
특성에 맞는 관광편의를 증진하고 관광객의 유치와 소비 증대를 촉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특화된 정책과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자원과 관광 서비스의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관광정책에 대한 정보화 및 네트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8 HSST

623

A Application Plan of Tourism Resources Using Tourism Development Policy and Tourism Strategy in Tahiti

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질 좋은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
다.

2.3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은 그 자원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자원개발의 절차는 [그림 1] 과 같다.[3]

[그림 1] 관광자원 개발의 절차
[Fig. 1] Procedures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관광자원개발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으나 일반
적인 관광자원 개발 흐름은 먼저 기획→ 기본계획수립→ 사업구역지정→ 세부조성계획수립→ 공사
→ 투자유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병행하여 조사 설계 단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관광자
원개발의 유형에는 관광개발 인허가절차에 따라 첫째, 특례법을 적용하여 구역과 계획을 수립하는
관광단지형, 둘째,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를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지구단위 계획형, 셋째, 도시계
획 시설구역을 결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도시계획 시설형, 넷째, 건축허나나 개별법에 의해
허가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행위 허가형 등으로 구분한다.[4]
[표 1] 관광자원 개발의 유형별 내용[5]
[Table 1] Types of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구분

관광단지형

유형구분
기준

정부의 특정목적을 위
하여 사업 절차를 특
별히 규정, 지구단위계
획 수립절차나 개발행
위절차를 법률로 처리

사업특성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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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복합형 정책성
사업
정책적으로 관광자원

지구단위 계획형
개발규모가
크거나
복합적인 경우 기본
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의 절차를 거쳐 협의
된 내용에 한해 개발
행위허가
중․소규모
복합형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입

도시계획 시설형

개발행위 허가형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할 시설은 도시
관리 계획절차를 통
해 개발행위를 법률
적으로 처리

모든 개발은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야 하
고 단순기능과 소규
모 개발은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가능

단순형 도시계획시설
(공공적)사업
단순하고 기반시설에

소규모, 단순형 사업
소규모나 단순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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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
우 특별추진제도로 효
과적 개발 도모
관광단지, 마리나, 지
역특구사업, 사회기반
시설 민간투자사업, 레
저도시 등

내용이 복합적인 경
우 도시관리계획 변
경절차로 개발 추진
관광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펜션, 온천
지구,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시관
리 지구단위계획

도시공원, 자연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청
소년수련시설 등

해당하는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시관
리 도시계획시설

발인 경우 개발법에
의한 단순허가로 사
업
유원시설, 박물관, 미
술관, 삭도, 궤도, 자
연휴양림, 수목원, 국
제회의시설 등
건축법 등 각종 법률,
건축허가, 개발행위허
가

법률 및
절차

특례법, 개발법률상 절
차

특징
(장점)

정책적 추진사업, 인허
가기간의 축소, 지역공
익사업 명분, 토지수용
권 등 인센티브

대규모 민간시설, 복
합형태사업, 토지수용
권 없음

공익적 사업으로 기
반시설에 한정, 토지
수용권 부여

소규모 민간사업, 비
교적 절차가 간단

특징
(단점)

지속적 관리․감독

인허가기간 장기, 개
별토지매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

복합형의 경우 많은
개별법 절차 이행

관광자원의 개발주체는 법규와 제도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개인, 조합, 협회,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private sector)으로 나뉘며,
관광수요와 욕구에 따라 다양해지기도 한다. 관광개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관광자원의 입지조건
과 이용형태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개발정책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시대에 따
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200년대에 들어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자
원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권역별 자원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계
발은 그동안 산업사회를 거치면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개발정책이 시행되고 있
다.[6]
[표 2] 관광개발정책의 추진방향
[Table 2] Direction of Tourism Development Policy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목적

외화획득
외래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국제적 입지 확보

국민관광 진흥
국내외 교류

국제관광과 국
내관광의 균형
개발

주요사업

관광수용태세 개
선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관광지 개발
호텔, 공항 건설
국립공원 관광루
트사업

국가적 이벤트
(아시안게임, 올
림픽)
관광지, 국민관
광지 개발
국민여가 활성

관광특구 지정
관광지, 관광단
지 지정확대
7대 문화권
관광루트사업
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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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국제․국민관광
진흥
개발과 보전의
조화
지역개발과 발전
광역관광권 개발
문화와 생태의
접목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남북관광교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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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관광사업진흥법
국제관광공사법

관광사업진흥법을
관광사업법, 관광
기본법으로 분리

조직

교통부 관광국
국제관광공사

2국(관광진흥국,
관광지도국) 6과

화
관광사업법 폐
지
관광진흥법 공
포
국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관련계획

한국관광장기종합
계획

국민관광장기종
합개발계획

권역구분

10대 관광권
8대흡인권 24개
발소권

8대 이용권 26
개 발소권- 독자
적 권역설정

대
관광진흥법
정

제

문화관광부 발
족
전국관광장기종
합개발계획
제1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5대권 24개발소
권 밥정권역
7대 문화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16개 시․도권역
광역적 관광권

3. 타이티의 관광산업과 정책
3.1 타이티의 개요, 역사와 문화
타히티 섬(프랑스어: Tahiti 타이티)은 남태평양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속한 소시에테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림 2] 타이티의 개요
[Fig. 2] Outline of Tahiti

2007년의 센서스에 따르면 이 섬에는 178,333명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는 북서 해안에 있는 파페
에테이다.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Paul Gauguin)이 말년을 보냈던 곳으로 유명하다. 면적은 1,045
이다. 타히티는 크고 작은 두 섬이 지협으로 연결되어 조롱박 모양을 하고 있는 섬이다. 큰 것이
타히티 누이, 작은 것이 타히티 이티라고 한다. 화산이 활동하는 섬으로, 최고봉은 해발 2,241m에
달하는 오로 헤나 산이다. 섬 주위를 산호초가 둘러싸고 있고, 화산 특유의 검은 모래가 많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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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다. BC 약 4000 년경,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대양을 가로 질러 훌륭한 이주
가 시작되었다. 통가와 사모아가 기원전 1300년경에 정착했으며 이곳에서 식민지 항해가 BC 약
200년에 마퀘사스 제도에 착수되었다. 1791년, 포 말레 왕조가 시작되었으며 1842년 9월 9일 프랑
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듀뿌찌 투아루가 타히티 여왕 포 말레 4세에게 국가를 프랑스의 보호령으
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1843년 11월 5일, 프랑스가 타히티 영유를 선언하였다. 1847년, 폴리네
시아(소시에테 제도, 마퀘사스 제도, 쯔모아쯔 제도 등),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인정되었다. 1880년
8월 29일, 타히티 국왕 포 말레 5세 의해 주권 양도를 선언하고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1957
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정식으로 해외 영토가 되었다.[7] 주민은 원주민인
폴리네시아인 77 , 유럽인 14 , 아시아인 9 이다. 현대 시대의 타히티 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술 역사는 창던지기가 신의 스포츠였던 다채로운 전설 속에서 신
과의 모험을 구술한다. 서핑과 승마는 왕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아이토 강건한 사람들은 아우 트리
거 카누 종족과 돌을 들고 순수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했다. 타히티(Tahitian) 섬의 문화는 매
우 풍부하며 언제든지 전 세계의 방문객을 맞고 있다.
[표 3] 월별 주요 관광행사
[Table 3] monthly major tourist events
monthly

events

place

the date and hou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Tahiti Tere Faati
Tahiti Guitar Festival
Earth Hour - Tahiti (5th Edition)
Vanira Raid, 8th edition

Tahiti
Tahiti
All islands
Tahaa

Jan. 28, 2017
Feb. 23 to 25, 2017
Mar. 25, 2017
Apr. 1, 2017

May

Tahiti Pearl Regatta (TPR)

Raiatea/
Tahaa

May 23 to 27, 2017

June

Tahiti-Moorea Sailing Festival

Tahiti

June 23 to 25, 2017

July

Heiva Mapuru A Paraita I Papeete

Tahiti

Mid-July

August
September

Ukulele Festival
Fareireihaga-Rangiroa
Vaiparaoa
Sapinus
Body-Boarding

Tahiti
Rangiroa

Aug. 11 to 17, 2017
Sep. 18 to 23, 2017

Tahiti

Oct. 11 to 29, 2017

October

Surfing

and

November

Hawaiki Nui Va'a 26th edition

Raiatea/
Tahaa

Early Nov. 2017

December

Raid Apetahi - Raiatea

Raiatea

Dec. 1st, 2017

3.2 타이티의 관광정책과 관광전략
타히티는 남태평양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8시간 거리에 있으며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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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 평온함, 프라이버시(privacy)에 더하여, 타히티의 풍부한 문화와 결합된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깨끗하고 푸르고 맑은 바닷물에 둘러싸인 118개 섬과 환초는 자연의 아
름다움, 진정한 섬 문화와 독특한 폴리네시아 스타일을 제공한다. 타히티 관광청에서는 세계 관광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에게 의미 있는 여행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타히티를 여행 목적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
에서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은 관광분야에서의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와 무역 거래를 촉진시켜 타히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8]

3.3 타이티의 관광자원개발 정책
타이티의 관광자원개발 정책과 방향은 모든 자원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제도와 질
서를 만들고 옛것을 보존하며 그 속에서 시민들의 삶과 문화, 경제를 주변 환경과 적절한 매치를
통하여 개발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개발 정책이 우선이
다.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와 자연환경 및 관광자
원의 보호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타이티 당국은 관광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상품 다변화를 꾀하
고 있다. 대표적인 고급 휴양지인 보라보라 섬 외에도 타히티 본섬과 모레아 섬 등 충분한 볼거리
를 갖춘 섬이 많고, 특히 모레아 섬은 본섬에서 페리로 이동 가능해 상품 가격도 보라보라 섬보다
훨씬 낮다며 최근에는 모레아 only 상품이나 타히티/보라보라/모레아 섬 연계상품 등 다양한 상
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계속해서 정기적인 여행사 세미나를 개최해 신규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
이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SNS 등의 미디어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타히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여행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타히티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타히티 스페셜리스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타이티 관광청은 체계
적인 교육을 통해 상품 판매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요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을 통한 프로그램을 이수해 ‘타히티 스페셜리스트’로 선정되면 매년 진행되는 여행사 대상 팸투어
에 우선적으로 초대되고 관광청이 인증하는 ‘타히티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타히티
의 경우 여타 휴양지보다 자료나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에 많은 담당자
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TV, 매거진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홍보 활
동과 박람회, 제휴 프로모션 등 소비자 대상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리하여 타히티
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29.4%(1~10월 한국인 입국자 수 기준)의 높
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관광의 형태는 대중관광의 시대를 지나 복지 관광 대안 관광 생태 관광 등 다양한 관광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관광욕구도 또한 다원화되는 추세이다. 관광 산업은 그 성장성과 경제 사
회적 효과성으로 국가 전략사업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야기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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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의 향상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감 제고는 사회
적 비용 감소에 영향 요인이 되고 있으며, 웰니스(wellness) 향상은 정책적 목표가 된다. 웰니스 관
광은 건강 관광의 하나로 후행적인(retroactive) 의료 관광보다 더 큰 산업 영역으로서 그 규모와
성장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웰니스적인 행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2000년대 전후에 와서 이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웰니스에 대 한 연구가 많지 않다. 웰니스의 개념은
무엇이며, 웰니스 관광은 의료 관광과 어떤 차이가 있는 가? 웰니스를 추구하는 동기 요인과 웰니
스 관광객을 유인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관심에서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웰니스와
웰니스 관광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색하고,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 로 하였다. 정책적인 지원과 공·사적 영
역의 협업 및 인프라 개발과 관리 등을 전략으로 제안 한다.[9] 정부의 정책 운영은 삶의 질에 대
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적 조건 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공공성에 입각한
관광정책의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불어 관광기업은 고도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입각한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 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원격화
된 네트워킹 구조의 확립은 세계화를 주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연계 및 협업구조를 통해 가능
해졌다. 공공성을 지닌 국가의 관광정책 및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관광기업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은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삶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10]
먼저 우리나라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시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및 자연보호정책이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장기
적인 시각에서 구체성과 전문성을 가진 효과적인 관광자원 및 자연환경 보호정책을 추진한다면 우
리나라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아름다운 관
광자원 및 자연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11]

4. 결론
“63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적도 아래 남태평양의 타히티. 배는 모오레아섬을 돌아 타히티섬을
향해 나아갔다. 도착한 곳은 파페에테항구. 섬은 태고의 홍수로 잠긴 산봉우리 그 자체, 그 꼭대기
만 겨우 수면에 드러난 형국이었다. 전원에 널려 있는 눈부신 모든 것이 나를 눈멀게 만들었다.”
1891년 6월 9일,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타히티에 도착한 순간의 감상을 이렇게 적었다.[12] 지금
타이티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규제와 효과적인 자
연환경 보호정책으로 옛것을 보존하며 그 속에서 시민들의 삶과 문화, 경제를 주변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개발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개발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한국으
로서 인프라 구축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관광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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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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