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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자료는 2018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국문 번역하여 제작한 

것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원본은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웹사이트 whc.unesco.org/

en/tourismtoolki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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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 간 사

발   간   사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들을 발굴하고 보호하고 보존해 오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2020년 현재 세계 167개국, 

1,121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문화적 경이로움과 빼어난 자연의 특징을 지닌 세계유산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행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유산을 보기 위해 유산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유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 관광 사업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을 통해 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이 침해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지역사회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유산의 진정성, 완전성을 잘 유지하면서 

이를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 

가능한 관광 교육자료(UNESCO World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Toolkit)』를 준비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자료 한국어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유산으로부터 얻는 

혜택뿐만 아니라 책임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교육자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과 한국적 맥락에 맞는 담론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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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이용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이용 방법’ 안내서는 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 접근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처음인 이 ‘이용 

방법’ 안내서는 세계유산 관광 목적지의 관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환경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각 목적지 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 ‘이용 방법’ 안내서는 세계유산지역 공동체 전체에게 모범 

사례 지식을 제공하여, 전 세계의 유산 관리자, 관광 전문가, 

보존 전문가 및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능성과 

이미 달성된 핵심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안내서는 관광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대화하면서 또한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도구와 

노하우가 부족한 유산 관리자에게 특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 안내서 시리즈는 유산 관리자를 위해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내서 1∼4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수립한다(이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안내서 5∼10은 다른 유산지역보다 일부 지역에서 더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문제에 맞춰져 있다(이 

부분들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관광은 모든 이슈를 전략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므로, 유산 관리자들이 각각의 안내서를 모두 탐구할 

것을 권고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관광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는 「세계유산협약」의 미래에 대해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세계유산지역 관리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위한 이 ‘이용 방법’ 안내서는 점점 더 많은 세계유산지역 

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관광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략적 토대

핵심 전달 (1∼4 단계를 수행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안내서 ➊

이해

안내서 ➎

소통

안내서 ➌

거버넌스

안내서 ➐

가치

안내서 ➋

전략

안내서 ➏

인프라

안내서 ➍

참여

안내서 ➑

행동

안내서 ➒

투자

안내서 ➓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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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는 모범 사례의 역량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해결책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세계유산의 거대한 규모, 다양성 및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고려하면 지금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유산 관리자 및 기타 관광 부문 이해관계자들은 그들만의 

성공적인 결과를 개발하고 마련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혁신적인 지속가능성 도구에 접근해야 한다. 

유산 관리자 및 이용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지침을 

학습하고, 이 시스템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용자는 자신의 지역적 

관심, 요구나 열망에 부합하는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다.

이 지침 자료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세계유산을 가진 

지역사회가 자신의 지역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관광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성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가장 진보적인 아이디어나 

지식에 대한 교류를 촉진하고 그것들을 이행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용 방법’ 안내서의 주요 원칙은 세계유산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 아이디어 

당 20분 이내에 읽을 수 있도록 핵심 지식과 과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아이디어를 더 쉽게 이해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

우리는 세계유산지역이 존재하는 사회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유산 관리자들이 매일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안내서의 취지는 각 유산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 대부분 또는 적어도 많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이 안내 도구는 지침과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도록 

개발되었다. 이것은 이용자인 당신이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메뉴로, 현재와 미래의 

방문객을 위해 세계유산지역이 더 지속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이용 방법’ 안내서를 이해하게 되면, 일부 

세계유산지역에게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정교함을 요구하기보다는 당신의 유산지역을 더 나은 

자체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유산 관리자들이 이 자료를 철저히 통독하고, 

이런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어떤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각 유산지역마다 

결과는 다를 것이며, 지역 환경과 지역사회의 여건이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지속가능성은 탐색하기에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 ‘이용 

방법’ 안내서에 실린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거나 피드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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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➊  안내서 내용

이 안내서는 관광이 중요한 이유, 묻고 답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질문, 그리고 다른 협력자의 자원 활용 등과 

같은 증거 격차를 채울 몇 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을 위한 단계를 따르려면 아래 

내용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세계의 모든 비즈니스 스쿨은 “네가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면, 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만일 당신이 관광이 무엇인지, 관광이 사람과 장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꾸준한 개입을 통해 관광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관광을 관리할 수 

없거나 진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관광 개발과 유산 보호에 사용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공적인 

것인지, 무엇이 효과가 없는 것인지, 성장이나 개발을 위해 

어떤 지속가능한 기회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통합된 

이해가 관광 목적지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관광이 좋은 관광은 아니다. 어떤 관광 형태들은 훨씬 더 

지속가능한 반면, 다른 형태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의 모든 잠정 유산지역들은 더 나은 증거와 

데이터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유산 

관리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지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당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유산지역과 유사한 다른 장소들은 종종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당신은 

‘자원(Resources)’을 다루는 페이지에서 당신의 상황과 

가장 관련이 있는 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인지 명확히 하라.

목적지는 관광객이 휴일이나 휴가를 보내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여기에는 모든 범위의 서비스, 상품 및 경험이 

포함된다.

세계유산지역(World Heritage site, WHS)은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넓은 장소 안이나 

또는 그 일부에 위치하며, 해당 장소의 주요 명소나 또는 

주요 명소 중 하나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UNESCO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은 

목적지 규모로 관광을 관리할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세계유산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당신의 

목적지를 좀 더 폭넓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른 장소들이 이미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앙코르 와트 

세계유산지역이 관광 명소이지만 시엠레아프(Siem 

Reap)가 목적지이거나, 또는 울루루 카타 추타(Uluru 

Kata Tjuta) 세계유산지역(이전에는 에어즈록으로 

알려졌음)이 관광 명소이지만 앨리스스프링스가 목적지일 

수 있다. 

아래에는 목적지의 규모로 관광 과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위치해 있는 곳의 지리, 즉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

음식 및 음료 시설 이용

지역사회가 있는 도시, 번화가, 마을, 집 등

사람들이 머무는 숙박시설

사람들이 쇼핑하는 아울렛 매장 

교통 도착 허브

사람들이 방문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기본부터 시작하라 – 당신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라

세계의 모든 비즈니스 스쿨은 “네가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면, 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만일 당신이 관광이 무엇인지, 관광이 사람과 장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꾸준한 개입을 통해 관광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관광을 관리할 수 없거나 진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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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유산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놀랍게도 주요 관광 지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세계유산지역은 거의 

없다. 좋은 데이터는 유산 지역 또는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 다음의 4 가지 주제는 

목적지의 관광 가능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관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적지는 과정의 

공급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광 자산 및 

인프라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전과 변화의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관광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유산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놀랍게도 주요 관광 지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세계유산지역은 거의 

없다. 좋은 데이터는 유산 지역 또는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개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 다음의 4 가지 주제는 

목적지의 관광 가능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 공급 측면

관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적지는 과정의 공급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광 자산 및 인프라 

목록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전과 변화의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목적지의 

효율성은 수익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으며, 숙박시설, 교통 

체계, 음식과 음료, 소매 매장, 레저 경험, 관광 명소 등의 

위치, 규모, 역량 및 질에 크게 좌우된다. 모든 목적지는 

관광 자산과 관광 명소에 관한 간결한 최신 목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수요 측면

목적지에 관해 대답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다. 나중에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서에 답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질문이나 유산지역과 관련된 유사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답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러한 답변은 목적지 규모로 당신 지역의 

관광 관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정보는 나중에 새로운 투자 가능성과 새로운 또는 

업데이트된 인프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모든 목적지는 최소한 방문객 만족도를 

측정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가? 이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가?

그들은 얼마나 많이 지출하며, 무엇을 구매하는가?

방문객들은 경험에 만족하는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 목적지는 가장 유리한 방문객 층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가?

방문객들은 누구이며, 언제 방문하는가?

그들은 어디서 오는가?

그들은 왜 오며,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싶어하며, 이 유산지역과 그 가치 및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 어떻게 배우는가?

3. 측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4가지 중요한 문제 및 그 이유

2. 목적지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다음 질문에 모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관광객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방문객에 의해 야기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은 유산 지역의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당신의 목적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파트너쉽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까요?

그 후에 그들은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관광 인프라(호텔, 음식점, 여행업체, 음식 및 음료, 레저, 

소매 매장)의 규모, 질, 역량 및 위치를 이해하고 있나요?

당신은 일년에 몇 명의 관광객을 받나요?

그들이 오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당신의 유산지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방문객들은 돈을 어떻게 쓰나요? 이 지출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이익을 얻지 못하나요?

당신은 관광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층을 끌어들이고 있나요? 다른 

유사한 목적지와 비교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요?

이런 영향들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또는 무엇에 의해 경험되고 

있나요?

그들은 당신의 목적지에 얼마나 오래 머무나요?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그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이해하고 있나요?

누가 유산의 비용을 부담하나요?

관광객들은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해서 이동하나요?

당신의 유산지역/목적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속가능하게 

다루고 관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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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의 목소리 – 지역사회에 영향

목적지들은 관광이 해당 지역사회와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심사, 열망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지역사회와 소통하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 

과정을 형성하는 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뒤에 

지역사회의 소망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지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4) 유산, 문화적, 사회적 및 생태적 영향

아마도 세계유산지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산을 이해하는 것, 즉 그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관광에서 초래되는 영향과 기회뿐만 아니라 

관심 영역 및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관해 명확히 밝히는 

유산 관리 계획이 모든 유산지역에 있기를 희망한다. 

목적지 종사자들이 관광의 과거, 현재 및 잠정적 미래의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효과적인 유산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많은 

유산지역에는 지속가능하게 관광과 관광 발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유산 관리자들은 영향이 

파괴적인 시점과 개입이 필요한 시점을 알아야 한다. 

관광 기업들이 지역의 직업 기회(공정한 임금을 주는), 

동등한 기회 및 직업적 안전을 제공하는 정도는 중요하며 

분석할 가치가 있다. 방문객의 경험뿐만 아니라 ‘거주 

적합성(livability)’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라.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위험과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관심 영역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네 가지 행동 영역은 효과적인 목적지 관리에 중요하다. 

모든 세계유산지역은 이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일종의 부담스러운 보존 

규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사적 장소나 자연 경관으로 인정된 유산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날 수 없는 일에 관한 인식 

제고이기도 하고. 목적지 사업과 해당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목적지 개발 및 관리이기도 하다.

목적지의 관광 이슈에 대한 사용 가능한 증거들의 간단한 

목록을 작성하라.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며, 상업적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보존 및 

관리 조직 기관에도 유용한 연습이 될 것이다.

목적지의 관광 이슈에 대한 사용 가능한 증거들의 간단한 

목록을 작성하라.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며, 상업적 사업뿐만 아니라 보존 및 관리 

기구에도 유용한 연습이 될 것이다.

지식과 이해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목적지 전역에 확산하라. 

대부분의 관광 메크로데이터(macro data)는 시장에 민감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목적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다(만일 목적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약점이나 어려움을 

드러낼 수는 있다). 놀랍게도 입증 증거를 가지고 이 질문 중 

일부 또는 모두에 답할 수 있는 세계유산 목적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이 목적지에 대한 가능한 증거를 모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싶다. 그 증거는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관광 부문의 성과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식과 증거의 격차는 무엇인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답할 수 없는 핵심 질문이 

비교적 빠르게 명백해질 것이다. 당신이 알고 이해하는 

주제들의 간단한 리스트를 작성하라. 당신이 모르고 있지만 

알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들의 리스트를 계속 

작성하라. 이 리스트는 당신이 발견하는 정보 격차를 메우는 

데 다른 파트너들을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속 

단계에서 중요하다. 

더 나은 관광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내고, 연계시키고, 연결시켜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많은 세계유산지역은 

국내 또는 국제 대학 및 학교와 관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관광 및 관련 이슈들을 입증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는 데 

기꺼이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과도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 

인턴이나 자원 봉사자들을 참여시켜 단순하지만 확고한 

조사 기술을 사용하게 한다면 목적지를 위한 관광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목적지를 하나의 연구 장소로 기꺼이 이용하려는 

조직들이 종종 있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상호 유익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일부 목적지는 이미 관심 있는 

전문가와 학자들을 위해 ‘증거 및 영향 포럼(Evidence and 

Impact Forums)’을 설립했다. 만일 요청을 받는다면, 놀랄 

정도로 폭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 목적지에 대한 주요 데이터 및 증거를 한 곳에 모아라

5. 목적지의 관광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6. 누가 데이터/정보 격차를 메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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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위축되지 마라… 증거 수집과 

분석을 시작하라. 클립보드를 구입하고, 거리에 서서 

방문객에게 정중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수백 명의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목적지의 

관광에 대한 통찰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면 인터뷰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약 20개의 관광 기업을 

접촉한다면, 당신은 목적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간단한 관찰로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 즉 혼잡, 쓰레기, 역사적 환경의 악화, 또는 열악한 

방문객 경험에 관해 지도를 작성하고 관찰을 표시하라. 

당신의 노력은 사회과학의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일부 목적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확실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팀을 고용할 만큼 자원이 충분하지만 

— 이것은 가능한 한 장려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목적지는 

직접 스스로 해결하거나 현실적인 해결책, 파트너 해결책 

등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우리는 완벽한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형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방문객이 호텔이나 대행업체와 예약할 때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호텔 방에 설문지를 놓아둘 

수 있다. 만일 지역 공연이나 무료 저녁 식사 티켓에 당첨될 

가능성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설문 

조사를 마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가장 

운이 좋거나 가장 관리가 잘 된 장소들은 이미 관광에 관한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목적지 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단지 유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새로운 증거를 모으면 그것을 공개하라. 표본이 

아무리 적거나 결론이 아무리 잠정적이어도,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기반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는 단순히 당신의 결과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더 

나은 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 

지식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 지식은 중요한 

정보를 배우고 발견하는 과정이다. 유산지역의 ‘관리자 

포럼(Managers’ Forum)’을 보고 반응을 위해 당신의 주제를 

올리거나 다른 개인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면, 당신의 유산지역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삶을 가져다줄 수 있는 관광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전 지구적 환경은 

우리의 여행 중독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자원 소비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비행기, 기차, 자동차 및 그 

밖의 교통 수단들은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한 기후 변화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는 물 사용과 

폐수 및 고형 폐기물의 처리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는 식량 생산을 위한 서식지 파괴, 오염 및 남획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종의 멸종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광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관광을 수용해야 지역적 기반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전 지구적 

기반에서 외부 효과(예: 이산화탄소 배출)를 통해 지역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라.

우리는 환경 훼손. 기후 변화, 오염, 생태계 손실 등에 

기여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관광이 필요하다. 몇몇 

유산지역들은 이미 관광객의 접근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기로 

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 대신에, 그 지역들은 온라인 

존재의 확대를 통해 또는 해설사를 동반하여 유산지역에 대한 

원격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유산의 이야기와 가치에 대한 

공유를 선택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세인트킬다(St. 

Kilda)가 그 한 예다. 당신의 목적지에서의 관광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에 직면하여 생각하라. 만일 관광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지역적 기반에서 관광의 직접적인 효과를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라. 이와 병행하여, 탄소 

상쇄 제도(scheme for carbon offsetting)와 같은 전 지구적 

기반에서 외부 효과를 상쇄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라.

7.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

8. 지속가능성을 의미 있게 평가하라 — 관광은 당신의 
유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

당신이 새로운 증거를 모으면 그것을 공개하라. 표본이 

아무리 적거나 결론이 아무리 잠정적이어도, 다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기반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는 단순히 당신의 결과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더 

나은 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공개해야 한다.

지식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 지식은 중요한 정보를 

배우고 발견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위축되지 마라… 

증거 수집과 분석을 시작하라. 클립보드를 

구입하고, 거리에 서서 방문객에게 정중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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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➊ 사례 연구

비간 역사 도시 (필리핀)

비간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유럽식 무역 도시 

중에서 이례적으로 온전하게 잘 보존된 사례이다. 이 

도시의 건축은 재료와 설계 면에서 역사적인 뿌리와 

풍부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건물 설계와 

유럽 식민지의 건축과 계획이 융합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1999년)가 되기 전에는 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불과 4년 전인 1995년까지만 해도 정치적 불안정, 

민병대와 정치 폭력, 기업 이주, 역사지구 쇠퇴 등이 

잔존해 있었다. 전통 산업도 쇠퇴했고, 재래 시장은 화재로 

파괴되었으며, 공무원 봉급을 지불하기에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 도시는 도시 전역에 걸쳐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했다. 

이것은 도시에 관한 브로슈어, 전자책, 영화, 뉴스레터, 커피 

탁자용 책, 우표, 아동 교과서는 물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웹사이트 및 지역사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시의 

역사, 전통, 예술, 문화, 산업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민과 재산 소유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주택 및 기타 

건축 구조물의 적절한 용도를 기술한 보존 지침서를 

제공했다(매뉴얼로 매년 발간). 현재 역사 구역의 거리 

표지판을 현지의 점토로 만들어 이 지역의 특수성을 높였다. 

또한 문화재와 공공 영역이 복원되었으며, 행정부는 예술, 문화 

및 관광 투자를 위해 예산의 1 %를 책정했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여기에는 마을에 

깨끗한 물과 고형 폐기물 시스템을 제공하고, 보건과 위생에 

초점을 맞추며, 관광 및 기타 경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존 관련 

장인들이 훈련을 받고 인증을 받았으며, 옹기 제조 및 직조 

등의 전통 산업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었다.

산토 토마스 대학과 함께 문화 맵핑(mapping)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보존 노력을 지도하고 관광객을 위한 제안의 격차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강 유람선, 어린이 박물관, 보존 복합 

단지(훈련 센터, 보존 실험실, 연구 도서관, 보존 자료 창고, 

제품 개발 센터, 숙박 시설 등), 일로카노 족(Ilocano)의 문화를 

소개하는 농촌 테마 공원과 같은 새로운 상품과 체험의 

필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맵핑 분석은 또한 방문객들이 

이 도시의 유산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도시는 6개의 축제를 만들어 

방문객의 경험을 증진시키고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이 번성하고 다양한 명소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방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세계유산 지위 및 보존에 대한 적용을 기반으로 명확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개발했다. 이 계획에는 네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기본 상황 무슨 효과가 있었나?

무슨 일을 했나?

이 역사 구역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재산 소유자에게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을 특정하여 

역사 보호 지역의 경계를 규정하는 지역 보존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그러했다. 역사 지구에서의 건물 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존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지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 인기가 없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전략적 우선순위

역사 도시에서 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고, 

자신감과 지식을 키운다.

비간을 사람들의 핵심 가치와 전통을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것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기적인 정치적 변화가 추진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시의 장기적인 정책과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포함시킨다.

지역적 및 국제적 연계를 구축한다. 다른 역사 도시로부터 

배우고, 기본 계획 과정을 위해 스페인 정부로부터 

진보적인 변화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며, 별도의 자원과 

연구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 협력한다. 이런 

협력은 자원이 제한된 곳에서는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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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an is now a bustling city with a growing economy.
Visitor numbers have climbed from 76,000 in 2009 to 
335,000 in 2012.

The poverty rate has fallen from 45.5% in 1995 to 9%  
in 2013.

The city finances have recovered and now stand at 292 
million Pesos (up from 27 million in 1995).

Health and education rates have improved markedly.

The heritage-led regeneration strategy has enabled the 
city to invest in a range of other facilities for the people 
of the city, including two new public high schools and one 
elementary school; a new public market; a slaughterhouse;  
a new beach resort; internet access for many people across 
the city; recycling facilities for solid waste, paper and  
plastic; a TV network for the city; training programmes for 
more than 5,000 artisans; and a poverty relief programme.

Conservation challenges remain as a changing and 
economically thriving city creates tensions about the uses  
of old properties and spaces – some properties remain in a 
state of disrepair and increases in traffic creates problems.

Vigan campaigned for and was reinstated as a city in 2001.

It was also recognized by UNESCO for Best Practice in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in 2012.

What are the results?

What lessons can others take from this?How did they get buy-in?

 
To learn more, visit vigancity.gov.ph  
or whc.unesco.org/en/news/948 for details  
on their Best Practice recognition.

Measures to protect the historic quarter were not always 
popular with the property owners of residents – passing of 
local conservation laws that defined the boundaries of the 
protected historic areas, specifying the core and buffer zones. 
A Conservation Council was created to streamline building 
permits in the historic district – restrictions of how people 
manage/use properties were initially unpopular.

Vigan has been transformed through a process 
of understanding its heritage tourism potential, 
developing an action plan, and by the delivery of that action 
plan through good governance that has delivered on people’s 
everyday needs and aspirations, while also taking seriously the 
need for robust conservation of the historic fabric.

It was key to focus on the things people needed most 
as priorities– better roads, clean water, waste systems, 
business opportunities, and better education. It was also 
important to marry the needs of the community (particularly 
of the poorest members of the community) with developing 
the infrastructure to enable tourism development. 

더 나은 도로, 깨끗한 물, 폐기물 시스템, 사업 기회, 

양질의 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이 우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역사회의 요구(특히 

지역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 및 관광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개발의 결합이 또한 중요했다.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은 비간 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gancity.gov.ph 또는 whc.unesco.org/en/news/948을 방문하세요.

비간은 유산 관광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실행 계획을 

개발하며, 사람들의 일상적 요구와 열망에 부응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해 그 실행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변화해 왔으며, 또한 역사적 구조의 확고한 

보존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다.

이 역사 구역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재산 소유자들에게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을 

특정하여 역사 보호 지역의 경계를 규정하는 지역 

보존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그러했다. 역사 

지구에서의 건물 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존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지에 대한 규제는 처음에 인기가 없었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결과는 무엇인가?

비간은 지금 경제가 성장하는 번화한 도시다. 방문객 

수는 2009년에 76,000명에서 2012년에 335,000명으로 

증가했다.

보건 및 교육 비율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유산 주도의 재생 전략으로 인해 비간 도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다른 시설에 투자할 수 있었다. 2개의 새로운 공립 

고등학교와 1개의 초등학교, 새로운 재래 시장, 도축장, 

새로운 해변 휴양지, 도시 전역에 걸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접속, 고형 폐기물과 종이 및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도시 전용 TV 네트워크, 5,000명 이상의 장인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빈곤 구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빈곤율은 1995년에 45.5%에서 2013년에 9%로 떨어졌다.

도시 재정은 회복되어 현재 2억 9,200만 페소에 

이른다(1995년에 2,700만 페소보다 증가).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이 도시는 오래된 

문화재와 공간의 사용을 놓고 긴장을 조성함에 따라 보존 

과제들이 남아있다. 즉 몇몇 문화재들은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고, 교통량 증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비간은 캠페인을 벌여 2001년에 도시로 복원되었다.

또한 이 도시는 2012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지역 

관리 부문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UNESCO World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Online Toolkit

Guide 2
Developing a strategy for progressiv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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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유산지역의 민감한 특성과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관광의 과제를 모두 보완하는 목적지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목적지는 단순히 부분들이 합쳐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지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헌신이 필요하다. 어떤 변화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미노 효과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함께, 

비상 대책들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지 관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계획의 성공과 

세계유산지역 자체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 모두에 

중요하다.

목적지의 주요 이해관계자들 전체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여기에는 관광 부문, 보존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 그리고 경제, 지역사회, 환경 관리 및 

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노력, 펜, 종이 한 장이 전부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목록을 작성한 후에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및 자원에 대한 간단한 매핑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자원을 대상으로 목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포용성, 존중 및 경청이 이 안내서의 핵심 단어이지만, 

자원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또한 전략 개발에 중요하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대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단 포럼이나 

협의의 일부로 다룰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는 경제 및 보존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일대일 

면담이 필요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기존의 포럼이나 

온라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열망, 관심사, 

기회, 도전과제, 역할, 자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소급해서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당신이 수집한 정보는 틀림없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경청하지 않는다면 신뢰도 지지도 없을 것이다. 

건설적인 아이디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주요 이해관계자를 확인하라 

2. 다양한 문제, 도전과제 및 열망에 귀를 기울여라.

목적지는 단순히 부분들이 합쳐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지의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헌신이 필요하다. 어떤 

변화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미노 효과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있어야 한다.

전략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가 팀이 작성한 수백 

쪽짜리 문서부터 적은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만든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서까지 다양하다. 두 옵션 모두 

당신의 상황과 자원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기존의 전략이 없다면, 간단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조차도 진일보하는 것이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전략이 간결할수록, 사람들이 

읽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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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단순한 전략을 만들어라. DMP 

포럼은 주요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했다. 포럼이 널리 인정받고 존중 받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포럼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이 포럼의 초기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전략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전문가 팀이 작성한 수백 

쪽짜리 문서부터 적은 비용으로 또는 무료로 만든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서까지 다양하다. 두 옵션 모두 

당신의 상황과 자원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기존의 전략이 없다면, 간단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조차도 진일보하는 것이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전략이 간결할수록, 사람들이 읽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당신의 전략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영향과 기회에 대한 연구(안내서 1)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양쪽 모두에서 규명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 전략은 이해관계자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간결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전략은 목적지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보호 외에, 

목적지를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해당 지역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이나 지역사회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열망과 유산지역 보존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라.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라.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위해 위의 사항들을 간단한 

문서로 적어 두어라. 이 작업의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이 

노력을 집중해야 할 주요 이슈들과 더불어, 달성할 수도 

있는 결과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전략은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에도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개 회의나 ‘목적지 관리 계획(Destination 

Management Planning, DMP)’ 포럼을 조직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중점 사항을 설명하라. 최상의 

시나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이 미미하고 다소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계는 여전히 이해를 넓히고, 

피트백의 기회와 투명성,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DMP를 활용하여 목적지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기본적인 우선순위에 합의하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는 합의에 이르는 데 서로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맞는 방법은 없다. 

목적지는 관리가 필요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잠재적 활동 보다는 일부 활동에 한꺼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현실이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개 회의나 논의에서, 핵심 

이슈에 관한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권한을 요청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목적지 전략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중에 전략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4. 목적지 전략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라

5. 지속가능한 다년도(multi-year) 관광 전략을 개발하라

3. 주요 전략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테스트하라

간단한 SWOT* 분석 개발

개별 기업/이해관계자/목적지의 주요 열망은 무엇인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가장 위협적인 위험은 무엇인가?

주요 위험 및 위협 요소는?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기회는 무엇인가?

전략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해결책을 위한 현재의 역량과 잠재적인 자원에 대한 설명

유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3~5개의 문제

향후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단계 수립

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기회

*SWOT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그리고 

threat(위협)의 합성어다.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개 회의나 논의에서, 핵심 

이슈에 관한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권한을 요청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 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목적지 전략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중에 전략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공개 회의나 ‘목적지 관리 계획(Destination Management 

Planning, DMP)’ 포럼을 조직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중점 사항을 설명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이 미미하고 다소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단계는 여전히 이해를 넓히고, 피트백의 기회와 

투명성,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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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전략은 이슈, 위험, 도전과제, 목표, 역할, 책임 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직접적이다. 그것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질적, 미적 이슈와 더불어, 건강과 안전, 

관광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역할을 맡은 목적지의 모든 

사람들은 전략을 읽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지지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을 10개의 간략한 단계로 

요약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략 개발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신중한 사고를 

포함해야 하고,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데 따른 비용과 

이점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목표에 필요한 인프라가 진정으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위기나 비상사태의 경우, 목적지의 유산, 지역민, 관광 

분야의 개인 및 방문객의 보호를 위한 위기 및 비상사태 

관리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계획은 자연 재해, 사회적 

불안의 발생, 세계유산지역이나 목적지 전체에 대규모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좋은 전략은 이슈, 위험, 도전과제, 목표, 역할, 책임 

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직접적이다. 그것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질적, 미적 이슈와 더불어, 

건강과 안전, 관광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전략 개발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신중한 사고를 

포함해야 하고,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데 따른 

비용과 이점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목표에 필요한 인프라가 

진정으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당신은 전략과 그에 따른 혜택을 납득시켜야 한다. 전략을 

옹호하고 실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목적지 전체와 그 

안에 있는 기업 및 지역사회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와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이 사회·경제적 관점과 

보존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열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은 또한 전략을 운영 정책에 포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할 수는 없더라도, 

그들은 전략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근거를 알아야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세계유산지역의 일부 보존 문제는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이 

투명하고 책무성이 있다는 점도 확실히 해야 한다.

전략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라. 훌륭한 전략은 누군가의 

것이다. 몇몇의 가장 좋은 경우를 보면, 목적지의 시장들은 

전략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발표했으며,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직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소유권을 획득하면 

사람들은 책무를 알게 되고, 그 책무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많이). 프레젠테이션에는 

법칙이 없지만, 핵심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당신이 전략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을 경우 

혁신을 권장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따분한 단어로 된 

문서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단편 영화, 프레젠테이션, 

연설, 만화, 게시판용 포스터, 또는 다른 형태의 소통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전략들이 참여 부족과 의사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기 때문에, 대상 집단이 주목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라. 결국, 당신의 캠페인에 더 쉽게 

접근할수록, 소유권을 확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

6. 전략을 발표하고 옹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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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리된 세계유산지역과 관광 목적지는 강한 리더십, 

효과적인 파트너 협력, 굿 거버넌스로 정의된다.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필요할 때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 올 역량과 더불어, 견고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는 목적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두루 적용되는 방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유산지역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다양하다. 따라서 목적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 지식, 기술, 책무 등을 지닌 조직이나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떤 목적지들은 

이미 목적에 맞는 관리 조직이나 파트너십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다른 목적지들은 그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리더십과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 즉, 목적지를 잘 관리하려면 종종 ‘예’ 보다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원이나 자원 및 

궁극적으로 모든 전략을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나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것이 전략 

계획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략을 

발표하라. 소수의 전문가들과 함께 비공개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방식이 

아무리 유혹적일지라도, 그것은 비효율적인 처방이다.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용기를 내어 전략 과정에 기업, 

지역사회 및 관광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들은 가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변화를 

전달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만일 처음부터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당신이 나중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원한다고 말해도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할 때조차도, 그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초반부터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많은 성공적인 목적지들은 

일부 반대자들과 함께 그 과정을 시작했지만, 계획이 

진전되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그들과 계속 소통하라. 특히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조치들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조치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지에 관해 소통하라. 사람들은 종종 

변화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다. 

전략은 목적지, 관광 경제, 보존 상태, 지역사회의 요구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는 

작업 문서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략은 그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받는 것은 물론, 파트너들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 비용 및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해관계자들은 

전략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비교하고, 그 문제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의 입증은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양질의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함에 따라 관광도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략과 거버넌스에 유연성을 갖는 

것은 관광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전략에는 끝이 없다. 이것은 항상 진행 중인 작업으로, 

목적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7. 전략의 다양한 요소를 책임질 기관을 확인하라

8. 토론과 피드백을 장려하라

9. 전략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라

전략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라. 훌륭한 전략은 

누군가의 것이다. 몇몇의 가장 좋은 경우를 보면, 

목적지의 시장들은 전략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발표했으며,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직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소유권을 획득하면 사람들은 책무를 알게 

되고, 그 책무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할 때조차도, 그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초반부터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많은 성공적인 목적지들은 일부 반대자들과 함께 그 

과정을 시작했지만, 계획이 진전되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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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➋ 사례 연구

앙코르 및 관광 개발 전략 계획 (2012-2020년)

앙코르에 관한 이 사례 연구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지역들이 다루고 관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주요 

위협과 우려 중 일부를 나타낸다. 앙코르가 1992년에 

처음으로 등록되었을 때, 캄보디아와 베트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위협 때문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즉시 등재되었다. 이 유산은 2004년에서야 이 목록에서 

해제되었다. 국내 분쟁이 이 유산지역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을 위태롭게 하는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났다.

앙코르는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3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너무 

많은 관광객의 영향은 앙코르가 등재된 이후 관리하려고 

노력해 온 주요 위협 중 하나다. 그러나 숫자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앙코르는 사람이 

거주하는 경관이다. 따라서 현재 거주 장소의 현실보다는 

세계유산지역의 특정 관점에 맞는 환경이나 유산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당국 관계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앙코르가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 중 하나인 시엠레아프(Siem Reap)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앙코르가 지니고 있는 

장기적인 가치나 개발 잠재력보다는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적 잠재력에 더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앙코르를 방문하는 상당한 부자들은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다. 숙박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시엠레아프 

주민이 아니라 관광으로 돈을 벌려고 그곳을 여행하는 

계절 노동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앙코르에서 유산을 관리하려면 관광 관리가 필요하다’ 

(관광 관리 계획 2012-2020)

관련 당사자들은 앙코르와 그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리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지역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또한 관광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인 동시에 

앙코르의 지속성을 가장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위협을 최소화하고 목적지이자 사람들이 사는 

장소로서 앙코르의 장기적인 생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관광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앙코르 유산 관리 

체제(Angkor Heritage Management Framework, 

HMF)’ 프로젝트 하에 ‘앙코르 세계유산지역 관광 관리 

계획2012-2020(Angkor World Heritage Area Tourism 

Management Plan, TMP)’이 개발되었다.

기본 상황 무슨 일을 했나?

전략적 우선순위

앙코르를 방문하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를 조치한다.

특정 관행과 기준을 고수하는 좀 더 응집력 있는 관광 

산업을 창출한다.

지역민에게 더 나은 기회 및 재정적 수익을 제공한다.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줄인다(이전에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주로 보존 측면에서 이해했음).

거주 지역이자 지속적인 종교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로서 

앙코르의 지역적 용도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21안내서 ➋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TMP의 최종안은 6개의 광범위한 목표 및 4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다루는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길고 상세한 

문서다. 이 문서는 긍정적인 방문 경험의 촉진, 유산지역 

영향의 감소, 산업과의 협력, 지역민에 대한 혜택 제공, 

거버넌스 증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을 다루고 있다. 

이니셔티브 관련 전략들은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 전략은 개별 단계(우선순위가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 순으로 되어 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년 몇 월에 실시할 예정인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좀 더 광범위한 전략과 단계들은 다양한 

최종 목표와 관련되어 있지만, 전략이 공유하는 여러 가지 

공통 주제로는 소통, 협력, 위임, 제한, 검토, 다각화, 보존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앙코르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특정한 전략과 단계들을 제공하기보다는 다른 

세계유산지역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지역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템플릿(template)을 제공한다. 

캄보디아 왕립 정부, 앙코르 역사유적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국제 조정회의(ICC-Angkor), 광범위한 보존 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앙코르 와트와 

시엠레아프의 관광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변화와 관리를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했다. 2012년 3월, 시엠레아프에서 ‘관광산업 

이해관계자 워크숍’과 ‘공동체, 승려 및 NGO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관광 

관리 계획(TMP)의 최종안을 채택하기 전에 피드백과 

초안, 수정 사항을 제공했다. TMP의 목표는 목적지 내의 

세계유산 보존, 지역사회 및 관광 기업을 위해 산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이익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앙코르가 직면한 문제들은 관리에 있어 인지하고 있는 

실패들로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받아왔다. 앙코르의 규모와 

복잡성때문에 해결책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과거에도 보존과 지역 주민을 다루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이런 많은 노력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해 왔는데, 그 이유로는 앙코르를 책임지는 여러 기관들 

간의 소통 부족, 세계유산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 

해당 지역의 주요 수입원을 대표하는 방문객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존하려는 욕구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앙코르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한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세계유산지역을 위한 관광 전략을 개발할 때, 세계유산 

지위를 넘어서 그 지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현재 세계유산목록에 있는 앙코르에 대한 언급에는 

자연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적인 거주 

경관으로서 앙코르의 역할도 인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이 지역의 웅장한 건축물과 시대로 볼 때 

관광객에게 똑같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 안내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다른 유산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가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민, 관광업체, 사업주, 그리고 유산지역 및 

관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소통 라인의 수립은 관광 전략의 구상 및 이행의 

이전과 도중에 유산 관리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여야 한다. 

이 사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What worked?

What was tough?

What lessons can others take from this?

How did they get buy-in?

The final draft of the TMP is a long and detailed 
document comprised of six broader aims or ‘initiatives’ 
addressing the four strategic priorities– promoting positive 
visitor experiences, reducing site impacts, partnering with 
industry, providing benefits for local people, improving 
governance, and engaging with stakeholders.

Initiative-specific strategies are defined to fulfil these 
aims, and each strategy is composed of individual steps 
(ranging from high to low priority) that are planned to take 
place in the approaching months and years.

Although the broader strategies and steps involved are 
in respect to different final goals, there are a number 
of common themes that the strategies share – 
communication, collaboration, delegation, limitation, 
examination, diversification, and conservation   – and these 
themes can provide a template for other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to consider in relation to their own sites, rather 
than the specific strategies and steps which have been defined 
with Angkor in mind.

The issues faced by Angkor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and 
criticism for perceived failures in management. The scale and 
complexity of Angkor means there is no one easy solution, 
and a number of measures have been undertaken in the 
past to deal with conservation and local residents. However, 
many of these efforts have failed due to a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different bodies responsible  
for Ankgor; a lack of understanding on behalf of residents 
regarding the policies of World Heritage; an unwillingness 
to implement any system that might reduce the number of 
tourists who represent the region’s primary source of income; 
and the desire to conserve above all else. Consequentially, 
the strategic priorities for Angkor mentioned above 
have remained the same for some time.

When developing a tourism strategy for a World Heritage 
site, consider what the site has to offer even beyond 
its World Heritage status. The current World Heritage List 
citation for Angkor does not include natural values, nor does 
it recognise Angkor’s role as a spiritual lived-in landscape, but 
these may be of equal interest to tourists as the magnificent 
architecture and age of the site.

As with many other sites discussed in this Toolkit the local 
community must be a key consideration, and this 
includes local residents, tour operators, business 
owners, and anyone else who may be affected by the 
presence of the WHS and tourism the site draws. Setting up 
lines of communication should always be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site managers work at prior to and during the con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a Tourism Strategy.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cluding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he ICC, and the wider conservation community 
recognized and communicated the necessity for 
change and management of the growing risks 
associated with tourism and development at Angkor 
Wat and Siem Reap as a destination.  A ‘Tourism Industry 
Stakeholder Workshop’ and a ‘Community, Monks and NGO 
Workshop’ were held in Siem Reap in March 2012. Together, 
all of the stakeholders involved provided feedback, drafts, and 
changes prior to the adoption of the final draft of the Tourism 
Management Plan (TMP) aiming to make the industry more 
sustainable and beneficial to the con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the local community, and tourism businesses 
within the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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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➋ 사례 연구

이츠케울 국립공원 (튀니지)

이츠케울 국립공원은 계절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수위와 염도(鹽度)에 기반한 매우 독특한 수문학적 기능 

시스템이 특징이다. 호수와 주변의 습지는 이츠케울에서 

겨울을 나는 오리, 기러기, 황새, 홍학 등 수십만 마리의 

철새 도래지이다.

이츠케울은 상류 댐으로 인해 호수로 유입되는 거의 모든 

담수가 차단되고 자연 식물상이 침해되면서 이 공원에 

머무는 조류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1996년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올랐다. 

기본 상황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대표, 이츠케울 농업개발그룹, 정부 당국 및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츠케울 국립공원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관광 유지는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유네스코가 

자금 지원을 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이 공원을 관광지로 

홍보하였고, 새로운 방문객 센터가 세워졌다. 지역적 

계획에 따라 공원 안내자를 훈련시키고, 이츠케울 

국립공원의 민감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공원 

주변에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인간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습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슨 일을 했나?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 지원이 

확보되어야 했다. 게다가, 공원 당국과 여행업체, 

여행사, 튀니지국립관광기구(Tunisi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 간의 협력을 통해 관광 목적지로서 

국립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런 관계는 개발되어야 한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유네스코로부터 긴급 지원 기금을 받은 후, 이 공원은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기본적 안내 훈련 및 

크레디트 제도(credit schemes)를 수립했다. 이로 인해 

관광 활동에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지역 고용이 확대되었으며, 관광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었다.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대표, 이츠케울 농업개발그룹, 

정부 당국 및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츠케울 

국립공원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관광 신청’은 자연 탐방로, 안내 관광, 조류 관찰, 전통 

함맘(hammam, 온욕), 두아르(douar, 텐트 캠프), 지역 

마을 여행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정 루트를 유지함으로써 

방문 압력이 낮아졌고, 그 결과 이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에 대한 인식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습지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증진시켰다. 

적응 방안들이 개발되어, 현재 물 공급 계획은 호수와 

습지에 의한 담수의 소비를 차지하고 있다. 상류 

댐으로부터의 담수 유입 및 하류 바다와 염수의 교환이 

규제되고 있으며, 맞춤형 과학적 모니터링 프로그램 또한 

실행되고 있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습지 생태계의 민감한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특별히 필요한 수위, 염도 및 식물상 등 습지의 자연적 균형을 

회복한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공원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실행한다.

지역사회를 세계유산지역의 관리에 참여시킨다.

사냥, 방목 및 대기 오염 등 이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관행 및 조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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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부정적인 영향이 공원과 지역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더불어, 관광 목적지로서 유산지역의 

가치를 인식했다. 관광객의 관심을 되찾고 증가시키는 

것이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인한 관광의 증가는 공원 인프라의 관리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입을 창출해 왔다. 

많은 세계유산지역, 특히 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독특한 서식지와 그곳의 야생동물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취약해서 인간의 영향이 

최소한도로 미치는 특정한 조건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은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가치 있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방문의 

불가피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츠케울 국립공원은 2006년에 제외될 때까지 10년 동안 

위험 목록에 올라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는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츠케울 국립공원은 

고된 노력, 분명한 비전, 지역사회의 포용을 통해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가장 민감한 

유산지역에서조차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이츠케울 국립공원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지 10여 년이 지난 2006년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관광객 수는 두 배 증가했지만(연간 약 50,000 명), 

습지와 호수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전망대를 갖춘 특별 

순회 구역으로 제한되면서 방문 증가의 영향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승인된 루트는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며, 

관광객을 위해 훈련된 현지 안내자들은 부정적인 관광 

압력으로부터 습지들을 보호하고 있다.

훈련 계획은 지역민이 관광 분야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지식, 인식 및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의 증가는 수입을 창출했고, 이는 방문객 

센터 같은 공원 인프라의 유지와 보존 관리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지역 노동력의 임금을 통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

결과는 무엇인가?

관광객의 관심을 되찾고 증가시키는 것이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인한 

관광의 증가는 공원 인프라의 관리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입을 창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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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➌  효과적인 거버넌스 개발 

이 안내서는 좋은 목적지 관리와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유산 목적지에서 거버넌스 개발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좋은 관리가 없으면 관광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화는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관광을 만들기 위해 종종 필요하다. 관광은 

세계유산지역과 그 주변 환경에서 상업적으로 

효과적이면서 지속가능하도록 형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관광 목적지 중 

일부가 ‘목적지 관리 계획(Destination Management 

Plan, DMP)’과 ‘목적지 관리 조직(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DMO)’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세계유산지역 중 상당수가 주요 과정과 

이슈를 관리하는 특정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였다. 

많은 목적지에는 어떤 형태이든 파트너십 구조 또는 

관리 과정이 있다. 이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일부가 

되라. 그것의 목적은 종종 목적지의 상업적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산 관리자들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세계유산지역의 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인식시키고, 유산 지정에 따른 기회를 설명해야 한다. 

만일 그런 DMO 관리 구조와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다(‘안내서 2: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참조). DMO 파트너십 관리 구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목적지에 대한 전략적 야망과 

포부에 기반해야 하며, 그 전략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관리 구조에 대한 청사진이란 없다.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들은 무엇이 좋은 관리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조직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들을 목적지 

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도시 지역에서, 그것은 선출된 시장이나 비전을 가진 

지방 당국일 수 있다. 자연 지역에서, 그것은 그 지역을 

보호하고 더 광범위한 목적지 문제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국립공원 관리 당국일 수 있다. 규모가 큰 많은 

목적지에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관광위원회나 DMO일 

수 있다. 당신의 목적지에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산지역들의 좋은 관리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기존의 DMO 관리 구조를 활용하거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DMO를 구축하라

관리 구조에 대한 청사진이란 없다.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들은 무엇이 좋은 관리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조직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해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들을 목적지 

규모로 관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당신의 목적지에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산지역들의 좋은 관리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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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광, 교통, 

인프라 및 보존 부문에 걸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공동의 목표, 열망, 상호 의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적지 관리는 하나의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서로 협력하기를 꺼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 

시간을 바치는 데 주저할 수도 있다.

많은 유산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지속적인 상호 작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기본 수준부터 거버넌스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장점은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발전적인 세계유산지역들은 지극히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구조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신에, 목적지와 해당 지역사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세우고, 조치 및 활동을 실행하고,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어떤 조치에 

대해 인정하고 지지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가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식을 

처리할 수도 있다. 

많은 유산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지속적인 상호 작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기본 수준부터 거버넌스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장점은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시키는 활동을 

통제하거나 예방하는 권한과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종종 힘들고 심지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장 적극적인 

세계유산지역 중 많은 곳은 기업과 지역사회에 

유산지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활동에 대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지역들 또한 

필요할 경우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목적지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광, 교통, 인프라 

및 보존 부문에 걸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공동의 목표, 열망, 상호 의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적지 관리는 하나의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서로 협력하기를 

꺼리거나,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 시간을 바치는 데 

주저할 수도 있다.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유산 

관리자들은 폭넓은 기술, 관광 부문에 대한 지식, 또는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신속하게 지식을 배우려는 의지가 

필요할 수 있다.

목적지의 크기와 규모에 적합한 관리 구조를 개발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슈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라. 당신의 관리 조직은 부서, 그룹, 위원회, 

민간 기업, 비정부기구(NGO), 또는 단순히 공동의 

전략으로 연결된 여러 형태의 조직들의 파트너십일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관리 조직을 목적지 규모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유산지역이 전쟁이나 분쟁과 같은 심각한 

외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단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어떤 유산 관리자들은 지역사회의 법이나 질서 부족, 

기초 의료 서비스 부족, 극심한 빈곤이나 영양 실조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다룰 것이다. 다른 유산 관리자들은 

부패, 전쟁, 인종 폭력 등으로 얼룩진 정치 문화로 도전을 

받고 있는 유산지역을 관리하고자 애쓸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 처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유산 관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헛되고 생색내는 일이므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3. 좋은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핵심 요인에 달려있다2. 목적지 관리는 세계유산 관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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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➌ 사례 연구

믈라카 해협의 역사 도시, 믈라카와 조지타운 (말레이시아)

조지타운과 믈라카는 풍부한 다문화적 무역 유산들로 

인해 2008년에 세계유산목록에 공동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외국 문화 및 식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유산과 주민들 사이에 비판과 ‘단절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말레이시아의 관광은 이 유산지역의 등재 이전에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관광객 

입국자 수는 1,200만 명에서 2,46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596만 명의 방문객이 페낭(조지타운은 페낭 

주(州)의 주도)을 방문했고, 믈라카(믈라카 주의 주도)는 

거의 376만 명을 맞이했다. 그 결과, 관광과 인프라 개발 

사이에 그리고 세계유산지역의 요건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기본 상황

이 두 도시의 관광 전략은 다양한 유산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공무원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된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하는 참여적 접근법을 촉진한다. 이 지역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숍하우스(shophouse, 주택과 

상점을 겸하고 있는 형태)’들은 술집이나 식당 등과 같이 

적응적 재사용(adaptive reuse)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홈스테이를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 

무슨 일을 했나?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George Town and Melaka were jointly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8 due to their shared rich multi-cultural 
trading heritage. However, they have also been subject to 
criticism and a feeling of ‘disconnect’ between residents 
and their heritage, which is associated with foreign cultures 
and colonialism. Tourism in Malaysia was on the rise even 
prior to the inscription of these sites. From 2000-2010 the 
number of tourist arrivals increased from 10.2 million to 24.6 
million. In 2009, 5.96 million visitors visited Penang (the 
capital of which is George Town), while Melaka (capital of the 
state of Malacca) welcomed nearly 3.76 million. As a result, 
tensions were arising between tourism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he requirements of a World Heritage site 
and safeguarding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Melaka and George Town, Historic Cities of the Straits of Malacca (Malaysia)

Guide 3 Case study

The tourism strategy in both locations is run by a consortium 
of stakeholders from a range of heritage associated fields and 
government workers. This promotes a participatory approach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view of communities and 
stakeholders. In order to revitalise the areas, traditional 
‘shophouses’ have been subject to adaptive reuse – such as 
bars and restaurants – while some are available for homest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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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과 믈라카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해변 관광보다는 

유산 도시에 초점을 맞춘 ‘문화 관광’으로 재정립되었다. 

보존 전문가, 지방정부, 역사가, 예술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도시의 세계유산 특징을 관리, 

모니터링 및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조지타운 

세계유산법인(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GTWHI)’이 설립되었다. 그 일환으로, 교육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GTWHI는 부동산 소유주, 

건축가 및 건설업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술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며, 대화와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아동이나 학생, 대중 등을 참여시키기도 한다.

조지타운에서는 ‘살아있는 유산 도시’라는 개념에 따라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유산 건물의 적응적 재사용이 

장려되었다. 많은 전통적 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예: 

구두 수선공), 현재 숍하우스에는 지역 주민들이 해외 

방문객의 경제적 투입으로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술집, 

식당, 상점 등이 있다. 여러 연구를 진행하여, 건물의 안정성과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적응적 재사용에 관한 긍정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보존에 해로운 사례를 입증한 후에, 이를 

보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믈라카 관리 계획은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및 문화 

관광과 협력하여 공동 비전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스크, 사원, 호텔 등의 기념물과 건물을 해설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신축 건물에 관한 엄격한 지침이 있으며, 이 

건물들은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는 건축될 수 없다. 

2012년에 믈라카는 관광, 유산 및 문화를 연계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국제 교육자, 산업 전문가, 정책 입안자, 

대학원생들에게 관광 목적으로 세계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모범 사례 모델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새로 지정된 세계유산지역의 전통적 도시 경관 보호보다 

대규모 개발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낭과 믈라카의 

주 정부들에 대해 상당한 불신이 있었다(예: 세계유산 

지위를 조지타운에 부여하자마자, 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예정된 호텔 개발로 인해 즉시 위협을 

받았다).

또 하나의 난관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조지타운과 

믈라카 유산이 ‘비-말레이시아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역사적인 숍하우스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인 가족 사업을 대신하여 

현대적이며 ‘서구적인’ 스타일의 술집과 식당들이 

유입되면서 지속되어 온 식민지적 가치를 이 유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조지타운과 믈라카의 관리 전략에는 주민들과 협력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견해와 관심을 포함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 전통적인 건물들의 

재사용에서 얻어지는 재정적 이익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관광세는 건축 환경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모든 것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새로운 관리 전략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전략적 우선순위

이 유산을 현재의 거주자들에게 적절하고 의미 있는 

유산으로 만든다.

위에 언급된 우선순위의 촉진을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계유산 지위를 확보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조지타운과 믈라카의 전통적인 특징을 

보호한다.(예: ‘숍하우스’*)

전통적인 면모를 유지하면서 숍하우스의 경제적인 

생존가능성을 보장한다.

*  이것은 지역 환경에 대응하여 혼합되어 발달된 것으로, 중국, 말레이, 인도 및 

유럽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독특한 구조로 정의된다.

조지타운과 믈라카의 관리 전략에는 주민들과 협력하고 

가능한 한 많은 견해와 관심을 포함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 전통적인 건물들의 

재사용에서 얻어지는 재정적 이익은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관광세는 건축 환경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모든 것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새로운 관리 전략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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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과 믈라카의 활성화된 ‘구 시가지’에 주민이 

유입되면서 주민위원회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되었다. 관광 매출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는 보존 목적에 할당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광객의 

85%는 세계유산지역 주변을 보존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할 경우 어떤 형태의 특별세든 기여하는 데 기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인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 구조 간의 성공은 

관광객의 만족도와 ‘거주 적합성(liveability)’* 에 대한 

인식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후자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관리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지역 인구의 

요구와 방문객에게 보이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조지타운과 믈라카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 플랫폼이 유산 관리를 담당하는 특정 단체를 만드는 

것이든,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관리 계획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든 상관없다. 이 사례를 통해 

사람들은 세계유산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활용하고 

싶은 기회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결정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유산지역들은 관광 명소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중요성은 물론, 이 지역을 단순히 관광 

목적지로 여기지 않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특성을 

중시하는 특정한 유형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도구로서 OUV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방문객과 

주민들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고, 또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반응을 이용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방식이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조지타운과 믈라카에서는 외부 기관과 개인들에 

의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와 

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 시 유산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협력과 자원들을 알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  거주 적합성’은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조지타운의 주민 조사를 통해 이 

요인들을 평가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결과 거주 적합성은 관광 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응집력과 경제 여건의 개선 덕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믈라카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2012-13)에 따르면, 이 도시의 유산 

요소들이 관광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현재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이 도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역사적 구조와 

특징들을 보존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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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lessons can others take from this?What are the results?

The key lesson from the examples of George Town and Melaka 
is to create a diverse body of stakeholders who are given a 
platform – whether this is through the creation of a specific 
organisation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heritage, 
or the integration of stakeholder consultation as standard into 
the management plan. This allows people to share their vis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and identify what opportunities 
they want to exploit, as well as share their own experiences of 
how management decisions are affecting people in the longer 
term.

These sites als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OUV as a 
tourist attraction, and how to use the OUV as a marketing 
tool to attract a particular type of visitor who will value the 
characteristics a WH site was inscribed for; rather than just 
consider it another tourist destination. Visitor and residents’ 
attitudes can, and should, be monitored on an ongoing basis. 
The responses can then be used to shape policy and ensure 
that the governance methods are fit for purpose. In George 
Town and Melaka, surveys have been carried out by external 
agencies and individuals, and they demonstrate the broader 
collaborations and resources site managers can use when 
assessing the impacts of their governance and policy.

The influx of inhabitants to the revitalised Old Quarters of 
George Town and Melaka have been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rough residents’ committees. 
Part of the income generated from tourism revenues is 
allocated to conservation purposes – research has proven 
that 85% of tourists readily agree to contribute to any form 
of special tax if the money is used to enhance conservation 
efforts around the World Heritage site.

The success of the collaborative stakeholder-and-governance 
schemes can be further measured through tourist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liveability’ (the latter being particularly 
significant, as one of the management plan’s key goals is 
to balance the needs of the local population with the OUV 
that is displayed to visitors). ‘Liveability’ is a difficult thing 
to measure, but attempts have been made to assess these 
factors through a residents’ survey in George Town, finding 
that liveability had improved thanks primarily to improved 
social cohesion and economic conditions from the tourist 
trade. Meanwhile, recent surveys (c.2012-13)in Melaka have 
shown that the presentation of heritage elements of the town 
exceed tourist expectations, demonstrating that the current 
governance system has been successful in conserving the 
historic structures and features that contribute toward this 
town’s OU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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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➍  지역사회 및 기업 참여

이 안내서는 관광을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수반되는 상호 이익을 설명하는 대화에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지역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대화는 유산지역이 어려울 

때나 그들의 열망이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와 충돌할 때에도 필수적이다. 대화는 모든 당사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점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와 용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해관계자들은 성장의 한계,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책임,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니셔티브들은 적극적인 지역적 동의와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즉, 지역민들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이다.

지역민과 기업이 목적지와 유산 관광지로부터 더 큰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살펴보라.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새로운 교통, 숙박시설, 

음식 및 음료, 소매 매장, 레저, 또는 안내 및 해설 기회 등을 

파악하려는 — 그리고 실현하려는 — 의식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민과 기업의 경제적인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조치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현을 목표로 하라. 

목적지에 대한 변화가 지역민과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하라. 예를 들면, 친환경 버스 계획이 

수백 대의 소형 택시를 대체한다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역사회의 지식, 가치, 이야기, 문화, 활동 등을 배우고, 

경험하고, 존중하면서 방문객의 경험을 구축하라. 지역민들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당신 목적지의 스타이고 주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목적지의 천한 직업 중 일부는 방문객 경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운전사와 호텔 

접수 담당자들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목적지의 문화유산 

및/또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지역 기업과 잠재적 기업가들이 서비스와 상품 및 경험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부딪히는 ‘진입 장벽’에 관해 그들과 

대화하라. 이들 중 어떤 경우들은 자본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금 조성이나 투자 전략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안내서 

9의 투자 부분 참조). 다른 경우들로는 안내자가 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방문객이 목적지에서 경험하고 지불하고 

싶어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안내서 7의 가치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기존 커뮤니티 및 관광 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하라. 그들은 

지역민 및 기업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지를 개발하겠다는 당신의 의도를 

설명하면, 이들은 기꺼이 당신과 함께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만일 기존의 관광 목적지 관리 조직(DMO)과 전략적 

계획 과정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역민이나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와 

도전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논의들을 통해, 당신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와 열망의 목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이 

지역민과 기업에게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의 목록을 

작성하라. 이것이 관광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안내서 1). 만일 포럼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를 위해 하나를 만들어라.

목적지 전략에서 해당 지역사회와 지역 기업의 열망과 

도전과제들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아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망이 현실적이고,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목적지에 가치를 부가하는 경우에는(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간의 동등한 기회), 그 열망들은 진지하게 고려되고 미래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목적지들이 오로지 방문객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주 적합성’의 중요성을 망각한다. 부적절한 개발이나 

활동에 대한 유용한 견제로서, 지역사회의 견해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기록되며, 적시에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문화와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이유로 유산지역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당신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을 감시하고, 보호하며 복원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사회 및 기업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라

2. 지속가능한 경제적 지역 기회를 확인하고 전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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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은 자신의 가치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해당 

지역사회에는 유네스코가 정의한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는 다른 문화, 정체성 및/또는 이야기가 있거나, 또는 

관광객의 희망을 보완하지 않는 것도 있다. 간혹 이것은 

지역민을 오히려 소외시킬 수도 있고, 그들이 그 이야기의 

일부가 아닐 때 그들은 무시당하거나, 경멸당하거나, 배제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이야기 및 해당 지역사회와 문화의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는 

유산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장소의 역사적 및 현대적 현실을 이해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존중하거나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미사여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보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역사 

유적지 주위 또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것은 해당 지역사회에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박물관과 해설 안내판을 넘어 스토리텔링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 해당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신들의 시간 중 10% 미만을 보내며, 그 나머지 시간은 공항, 

기차역, 택시, 호텔, 식당, 술집, 상점, 거리, 수영장, 해변가 

등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스토리텔링과 해설에 

탁월해지고 싶다면, 유산지역 및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그런 

장소들로 가져가야 한다(안내서 5의 소통 부분 참조). 훌륭한 

유산지역들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 특히 호텔 접수 담당자와 

택시 운전사 — 을 유산지역의 대변자, 홍보대사, 스토리텔러 

등으로 만든다. 유산지역들은 그들에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데 

숙달될 수 있도록 훈련, 교육, 현장 방문 및 지원을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그러한 지식과 열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한다.

안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활동이고, 다른 이슈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받아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시스템을 훼손하는 개인으로부터 방문객과 안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훈련, 인가, 배지 달기, 치안 유지 등이 있다.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라. 그리고 안내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인종, 종교, 계급, 민족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적절한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라.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유산지역과 

그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들은 결국 그 지역의 수호자, 대변자, 

홍보대사 등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당신의 열망을 

높여라. 모든 사람들이 값싼 기념품을 팔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유산지역들은 관광이 어떻게 지역민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좋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필요한(그리고 원하는!) 기능, 자본 및 기술에 관해 생각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 참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관광 기업을 격려하고, 축하하고, 

보상하라. 관광객에게 숙박시설, 교통, 음식 및 음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지역민을 훈련시키고, 사회•경제적 

개발 및/또는 교육에 투자하거나, 지속가능한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어라. 이것은 기업에게 

지속가능할 동기를 부여한다. 책임감이 덜 있는 경쟁자들보다 

수익적인 우위를 준다.

지역사회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관광 부문이나 

방문객으로부터 자원과 투자를 확보하라. 지역사회와 기업들은 

돈이나 노력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적용되거나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회의적일 

것이다. 일부 유산지역들은 지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관광 부문과 방문객으로부터 투자와 기부금을 

확보하는 ‘지역사회 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Funds)’을 이미 설립했다. 이 기금은 목적지에 잘 반영되어 

있다. 방문객에게 교통, 숙박시설, 소매 매장, 음식 및 음료 

또는 레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관광의 책임 의식과 소유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일 상품, 서비스, 경험 등이 전적으로 외부 또는 외국 기업에 

의해 제공된다면, 그것은 지역민이나 방문객 경험에 유익하지 

않다. 목적지는 지역민들이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학문적인 장기 전략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 전략과 관리의 신뢰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략 

분석에서(안내서 2), 당신은 신속하면서도 가능한 한 저비용의 

성공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목적지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한다. 이런 신속한 성공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초기 열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와 신뢰성에 대한 진술이다.

관광을 통해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소수민족 등의 착취를 

막기 위해 법이나 모범 사례 시스템을 개발하라. 이런 법과 

사례들은 목적지 내의 모든 사람들이 착취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널리 전달되거나 또는 앞으로 착수될 관광 

계획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사회와 기업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규정을 마련해라. 많은 목적지에서 기업들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한다. 

3. 유산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라

만일 상품, 서비스, 경험 등이 전적으로 외부 또는 외국 기업에 

의해 제공된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 경험에 

유익하지 않다. 목적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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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➍ 사례 연구

에이브베리 세계유산지역, 윌트셔 (영국)

에이브베리 환상열석(環狀列石, stone circle) 또는 

‘헨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이곳은 더 널리 알려진 

기념물인 스톤헨지의 자매 지역이다. 이 기념물들은 

공통된 역사적 서사(narrative)로 인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기념물과 더 광범위한 경관들과 함께 등재되었다. 

그러나 스톤헨지는 단지 양들만 살고 있는 인접 경관의 

한가운데에 있는 반면, 에이브베리 헨지는 마을로 

둘러싸여 있으며 집과 도로가 실제로 환상열석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런 주거 지역과의 근접성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이 유산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수적이다.

에이브베리의 어려움은 주민들과 유산지역 방문객들 

간의 긴장에서 비롯되었다. 매년 특정한 시기에 특수 이익 

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다. 이것은 

에이브베리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지 약 20년이 

지난 2006년까지 지역사회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다. 

기본 상황

세계유산 조정자는 주민들과 세계유산 사이의 ‘단절’감과 

주인의식의 부족을 에이브베리의 주요 문제로 파악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 유산지역을 평가했던 

다양한 집단들 간에 약간의 이해 부족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용 팩(Residents’ Pack)’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초기에는 모든 주민들이 헨지 안에 서있는 

항공 사진을 찍는 데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이것은 

에이브베리가 연관된 다양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과 방문객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한 2년간의 노력에 

대한 시작을 알렸다.

무슨 일을 했나?

‘주민용 팩’은 에이브베리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한정판으로, 세계유산지역을 유일하고 특별한 삶의 

장소로 기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Values and Voices)』라는 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책은 지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고고학자, 주민, 농부, 이교도 등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수집한 것으로,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개인적 및 전문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결정적으로, 

‘주민용 팩’에는 에이브베리의 관리와 관련된 주요 

단체들의 정보 리플릿도 포함되어 있어, 관료주의 느낌을 

없애고 훨씬 더 투명한 방식으로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 ‘팩’은 주로 교통 정리, 

방문객 주차 안내 등 자발적인 임무를 통해 주민들이 

무슨 효과가 있었나?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세계유산지역을 하나의 제약으로 

보거나 지역민을 배제한다고 보는 견해를 그 유산지역이 

나타내는 기회와 포괄성에 대한 이해로 바꾼다.

확인된 가치들을 활용하여 보다 적합한 방문객 전략을 

개발한다.

에이브베리에서 찾을 수 있는 폭넓은 범위의 가치를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주민들 사이에 자부심과 책임 관리 의식을 키운다.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Strategic priorities

Avebury stone circle or ‘henge’ lies at the centre of half 
the Stonehenge, Avebury, and Associated Sites inscribed 
as World Heritage. It is the sister-site to the perhaps 
more widely recognisable monument: Stonehenge. These 
monuments were inscribed together with their interrelated 
monuments and wider landscapes due to their common 
historical narrative. However, Stonehenge is set in the 
middle of an immediate landscape inhabited only 
by sheep, whereas Avebury henge is surrounded by 
the village of Avebury, with homes and roads actually 
criss-crossing the stone circle. This proximity to a residential 
area creates a very particular set of management issu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is 
essential to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site.

At Avebury challenges stemmed from the tension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numbers people 
visiting the site. There are peaks at particular times of 
year from certain special interest groups; a problem that was 
not specifically addressed by the community until 2006, 
approximately 20 years after Avebury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Avebury World Heritage site, Wiltshire (United Kingdom)

Guide 4 Case study

A feeling of ‘disconnect’ between residents and the 
World Heritage site and a lack of ownership was 
identified as a key issue at Avebury by the World Heritage 
site coordinator. There was also some lack of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groups who valued the Site for a number of 
different reasons. The Residents’ Pack project set out to 
address this issue. At the outset, all resident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n aerial photograph standing in the henge. 
This marked the start of a two-year effort to collect stories 
from residents and visitors that focused on the various values 
Avebury was associated with.

Engage the local community; replace any view of the World 
Heritage site as constraint or as excluding local resi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opportunity and inclusivity it 
represents.

Identify and demonstrate to residents the broad spectrum of 
values to be found at Avebury.

Develop a feeling of pride and ‘stewardship’ amongst residents.

Use the values identified to develop a more appropriate visito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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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지역의 일상적인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차 혼잡과 방문객 에티켓은 주민과 방문객 간에 

약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두 가지 핵심 문제였다. 이것은 

특히 동지와 하지와 같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그러했다.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에이브베리는 영국과 

더 먼 곳에서 온 이교도 집단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 방문객들은 특히 동지나 하지, 그 밖의 이교도 

축제 기간 중에 모여든다. 에이브베리의 작은 규모와 

제한된 인프라 때문에 방문객들이 머물 장소가 거의 

없다. 그 결과, 캠핑과 불법 주차 등의 ‘즉흥 행위’들이 

주민과 방문객 사이에 긴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문제와 

다른 유산지역에서의 이해와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용 팩’은 방문객과 주민 모두의 생각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다.

‘주민용 팩’의 성공은, 기고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협의 플랫폼과 더불어, 기고가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서 출판물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허용된’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은 경직된 관료주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기한이나 장벽의 부재 및 유연성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진정으로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고가 

포함되어 있고, 공식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부터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 대한 매우 개인적인 

가치에 이르기까지 에이브베리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드루이드(druids, 

고대 켈트족의 종교인 드루이드교를 믿는 사람)나 사업주 

등과 같이 공식 관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도 유산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어떤 

특정한 이야기에 대한 편견 없이 모든 목소리를 함께 

듣는다. 이것은 유산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주요한 개념과 

함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 받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출판물은 모든 긴장을 완화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에이브베리의 이교도적인 관심을 기꺼이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이 마을은 연중 성수기에 캠핑할 수 있는 

땅을 조성하기 위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와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에이브베리 교구회 회장이 

에이브베리 세계유산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주민용 팩은 귀중한 재산으로, 아주 적은 부수가 

상당한 가격으로 이베이(Ebay)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이 팩과 세계유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결과는 무엇인가?

에이브베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이다. 한 유산지역에서 이해 관계가 

에이브베리에서만큼 다양할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소외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이익 집단들 

사이에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유형의 

소통을 통해,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세계유산지역의 등재 기준들이 지역사회 사이에 널리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며, 

그들이 유산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들이 무엇을 등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관리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관리 전략도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지킴이로서의 인식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지역사회의 필요나 요구보다 역사적, 학문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철학 사상을 우선시하는 듯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은 거리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1986년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를 세계유산목록에 

공동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세계유산의 지위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에이브베리에 

부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해관계자들(예: 

주민, 방문객, 토지 소유자 및 농부, 이교도, 고고학자) 

간의 다양성은 공동의 비전에 대한 정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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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든버러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 (영국)

세계유산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에든버러 방문객의 

41%가 이 도시가 세계유산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전체 방문객의 17%는 에든버러의 세계유산 

지위가 자신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상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에든버러가 세계유산 지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특히 홍보 자료에 에든버러의 세계유산 지위를 사용하고 

있는 관광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게다가, ‘에든버러 2020: 에든버러 

관광전략’에서는 관광 산업이 관련 사업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핵심 요인이라는 

점과 에든버러의 세게유산지역이 관광 목적지로서의 주요 

강점 중 하나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다. 

기본 상황

에든버러 관광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회인 ‘에든버러 

관광행동그룹(Edinburgh Tourist Action Group)’과 

스코틀랜드 경쟁력을 지원하는 단체인 ‘스코틀랜드 

엔터프라이즈(Scottish Enterprise)‘가 함께 협력하여 

‘2010 세계유산사업 툴킷(World Heritage Business 

Toolkit)’을 제작하였다. 이 툴킷의 목적은 기업들이 

어떻게 에든버러의 세계유산 지위를 하나의 강력한 

경쟁력 우위 및 홍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에든버러 

세계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홍보를 담당하는 자선단체인 

‘에든버러 세계유산’의 지원에 의지했다.

무슨 일을 했나?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The World Heritage Status Report showed that 41% of 
visitors to Edinburgh are aware that it is a World Heritage 
site, and 17% of all visitors think that Edinburgh’s World 
Heritage status influenced their choice. Even with these 
impressive numbers it was considered that much more 
could be done in making the most of Edinburgh’s 
World Heritage status, especially after confirming that 
few tourism businesses were using Edinburgh’s World 
Heritage status within their promotional materials. Moreover, 
in the ‘Edinburgh 2020: The Edinburgh Tourism Strategy’, 
it was widely recognised that the tourism industry’s ability 
to access relevant business support was a key factor in 
improving business performance, and that Edinburgh’s 
WHS was one of its main strengths as a tourism 
destination.

 
Old and New Towns of Edinburgh (United Kingdom)

Guide 4 Case study

The Edinburgh Tourist Action Group, an association 
made up of representatives from across Edinburgh’s tourism 
sector, together with Scottish Enterprise, an organisation 
supporting Scotland competitiveness, worked together to 
create the 2010 World Heritage Business Toolkit Kit, with 
the aim of providing businesses with an insight into how they 
can use the Edinburgh’s World Heritage status as an strong 
competitive advantage and promotional tool. They also 
counted on the support of Edinburgh World Heritage, the 
charity responsible for protecting, conserving, and promoting 
Edinburgh’s World Herita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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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이슈에 관하여 다양한 배경과 초기 지식을 

가진 기업 관리자들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훈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난제였다. 또한 에든버러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관광 관련 업체들(3,500개로 추산)로 

인해 힘든 것은 물론, 이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저비용으로 보급하는 것 또한 

힘들었다.

사용자 친화적인 포맷이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간략하고 

쉬운 내용을 가진 온라인 잡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행동할 준비가 된(ready to act)’ 조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도구는 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유명한 

디지털 출판 플랫폼인 ‘이슈(Issuu)’와 같은 혁신적인 

보급 플랫폼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에든버러 

관광행동그룹, 스코틀랜드 엔터프라이즈, 에든버러 

세계유산기구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개발된 이 

도구는 기업, 관광 및 보존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에든버러의 모든 기업은 이제 매우 간단하고 실용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에든버러의 세계유산 지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세계유산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이 사례 연구는 지역 기업 부문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또한 이 사례는 문화와 유산, 

관광과 기업 혁신 계획/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할 때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결과에 대한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른 세계유산 목적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구축/기업 지원 도구의 뛰어난 예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 기업 사이에서 에든버러의 세계유산 지위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방문객의 경험과 에든버러의 목적지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가장 강력한 방문객 동기로서 에든버러 유산 자원의 

중요성을 모든 기업에게 인식시키고, 통합된 홍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 도시의 세계유산 지위를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 혁신적 

마케팅 전략 등의 개발을 통해 사업 성과를 향상시킨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세계유산사업 툴킷’ 전체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일반 

대중이 세계유산 개념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에든버러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특성들을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 사업은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에든버러의 

유산과 세계유산 지위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에든버러의 

잠재적 관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에든버러의 주요 방문객 동기 부여로 유산을 가리키는 

관련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이 툴킷은 전체 관광 부문에 

명확하고 공통된 전략 목표를 제공했다.

이 툴킷은 목적지의 고급 브랜드로서, 소비가 많은 문화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그리고 

목적지 이미지 강화(정체성, 진정성 및 독특한 문화 등에 

중점을 둠)로서 세계유산이 가진 잠재적 혜택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What worked?

What was tough?

Strategic priorities How did they get buy-in?

What are the results?

What lessons can others take from this?

 
The Old and New Towns of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Plan 2011-2016  
also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pertaining to stakeholder engage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issues.

It was a challenge to develop a training tool able to speak 
directly to business managers of diverse backgrounds and 
varied initial knowledge concerning World Heritage issues. It 
was also difficult due to the numerous and diverse tourism 
related businesses present in Edinburgh (an estimated 3,500) – 
as well as making the tool accessible and distributing it among 
all stakeholders at a low cost.

To raise awareness about Edinburgh’s World Heritage status 
and OUV among local businesses.

To make every business aware of the importance of 
Edinburgh’s heritage resources as it strongest visitor 
motivation, and influence towards an integrated targeted 
promotional strategy.

To ensure improved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services, and innovative 
marketing strategies using the World Heritage status of the 
city.

By influencing those that deliver tourism services to 
improve visitors’ experience and Edinburgh’s destination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The easy language used throughout the toolkit made the 
World Heritage concept very easy to understand for a general 
audience. It explained in a very simple way the qualities that 
allowed Edinburgh to be includ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By offering relevant statistics pointing to heritage as 
Edinburgh’s main visitor motivation, it provided a clear, 
common strategic objective to the whole tourism sector. 

It clearly outlines the potential benefits of World Heritage as a 
strong destination quality brand, as an effective tool to attract 
higher-spending cultural visitors, and as a reinforcement of the 
destination image (through focusing on identity, authenticity, 
unique culture, etc.).

By giving very practical tips for businesses on how to use 
the Edinburgh’s heritage and World Heritage status for their 
benefit, this initiative is making possible for businesses to 
start small actions immediately to improve their reach into 
Edinburgh’s potential tourist market.

A user-friendly format was developed. This included an 
e-magazine, with brief and easy to read content, which 
focused on ‘ready to act’ tips. The tool was made available 
using innovative distribution platforms, like Issuu, a well-
known digital publishing platform that can be accessible 
through smartphones. The fact that the tool was developed 
by three different stakeholders – Edinburgh Tourism Action 
Group, Scottish Enterprise, and Edinburgh World Heritage 
Organisation – helped to make it relevant for business, tourism 
and conservation interest.

All of Edinburgh’s businesses can now use a very simple 
and practical tool to develop new business opportunities 
benefiting the World Heritage status of Edinburgh. This will 
also help to improve visitors’ overall experiences to the World 
Heritage site. An update of the tool is due in 2014.

The case study offers a great example of a multi-stakeholder 
effort to create World Heritage awareness among their local 
business sector. Moreover, it is proof of the great results 
that can be achieved when culture and heritage, tourism and 
business innovation schemes/organisations work together 
towards a common objective. Finally, it is an excellent 
example of a capacity building-business supporting tool, 
which has the possibility to be adapted to suit other World 
Heritage destinations.

‘에든버러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 세계유산 관리계획 2011-2016(The Old and New Towns of Edinburgh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Plan 2011-2016)’에는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및 보존 문제와 관련된 귀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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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호주)

전 세계의 산호초들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데, 관광은 후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호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노클링, 다이빙, 

항해 등과 같은 잘못 관리된 관광 활동들과 관련이 있다. 

폐기물, 오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용 등과 

관련된 관광의 간접적 영향 또한 중요하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관광은 200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들이 지방,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산업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다른 산호초 목적지와는 달리, 이 세계유산지역에서는 

적절한 관광 관리 전략으로 인해 관광이 과거에는 위협의 

존재였지만 현재는 강력한 보존 협력자로 변화되었다. 

기본 상황

1997년에 관광 종사자들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방문하는 동안 산호 관찰 자료를 수집하여, 해양공원 

관리자와 과학 연구자들에 의한 분석을 위해 이 자료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산호초 건강 상태 및 추세, 

보호종 및 상징종(protected and iconic species)의 

존재, 환경 영향에 대한 조기 경고 등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 ‘산호초 감시 — 관광 

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Eye on the Reef — Tourism 

Weekly Monitoring Programme)’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산호초 감시 프로그램(Eye on the Reef Programme)’의 

출발점이었으며, 현재 이 프로그램은 세 개의 다른 하위 

프로그램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일을 했나?

전략적 우선순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관광 운영, 보존, 연구 및 유산 

관리 사이에 시너지를 창출한다.

관광 기업들 간에 지식과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세계유산지역의 거버넌스에 참여를 촉진한다.

대응적이 아니고 전략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건강’에 관한 정기적이고 관련성 있는 

장기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Strategic priorities

Coral reefs around the world are threatened both by natural 
and anthropogenic factors, with tourism having an important 
role in the latter. Direct impacts in coral reefs are related with 
badly managed tourism activities, such as snorkelling, diving, 
and sailing. Indirect impacts of tourism related to waste, 
pollution, and unsustainable uses of natural resources are 
also critical.

Along the coastline of the Great Barrier Reef, tourism is a 
major industry with up to two million visitors contributing 
greatly to local,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unlike other coral reef destinations around the 
world, in this World Heritage site, appropriate tourism 
management strategies have changed tourism from a 
threat in the past to a strong conservation ally in the 
present.

 
Great Barrier Reef (Australia)

Guide 4 Case study

In 1997, tourism operators started collecting coral 
observations during their visits to the Great Barrier 
Reef and reporting them for analysis by the Marine Park 
Managers and scientific researchers. This data provided 
them with regular and up-to-date data on reef health status 
and tendencies, the presence of protected and iconic 
species, and early alerts of environmental impacts. This 
initiative, currently named ‘Eye on the Reef – Tourism Weekly 
Monitoring Programme’, was the origin of the ‘Eye on the 
Reef Programme’, which now overarches this and three other 
sub-programmes, all aiming to monitor the health of 
the Great Barrier Reef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different key local stakeholders.

To create synergies between tourism operations, conservation, 
research, and heritage management at the Great Barrier Reef.

To increase knowledge and conservation awareness among 
the tourism businesses an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governance of the World Heritage site.

To obtain regular, relevant long-term data about the ‘health’ of 
the Great Barrier Reef, which supports strategic, not react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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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 감시 — 관광 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도전과제 

중 하나는 모니터링 훈련을 중요한 참여 과정의 한 단계로 

삼아 지역 관광 종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3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종사자들의 

다양한 일정, 배경 및 위치에 맞게 적용했다. 이러한 적용 

덕분에 관광 종사자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모니터링에 대한 2 

시간 분량의 온라인 소개였다. 그 뒤를 이어 매년 4회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2시간 동안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이 

워크숍에서 프로그램 조정자와 객원 연구원들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관련 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 단계는 하루 일정의 수중 훈련으로 

구성되었다. 짧은 온라인 교육 세션, 인근의 대면 교육 

워크숍, 그리고 단 하루의 본격적인 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결합하면서 관광 종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산호초 감시 — 관광 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관광 기반 산호초 모니터링 협력 

중 하나다. ‘산호초 건강 사고 대응시스템’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관리청(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GBRMPA)이 산호 백화(bleaching, 

산호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현상)와 같은 산호초 건강 

사고를 예측하고, 탐지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산호초 감시 — 관광 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얻은 정보 덕분에 가능하다.

결과는 무엇인가?

‘산호초 감시 — 관광 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지역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관광 사업의 한 예다. 이것은 적절하고 

적응적이며 유연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관광 종사자를 

세계유산의 모니터링과 보존 전략에 성공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고 

참여적인 모니터링 도구와 보고(reporting) 플랫폼을 

결합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같은 세계유산지역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 

유산의 확장은 관련 당국이나 과학자의 자원에 의해서만 

모니터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관광 부문, 과학자 및 세계유산 관리 당국 간의 헌신과 

장기적인 협력이 세계유산지역의 전반적인 관리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무슨 효과가 있었나?

1년에 매주 최소 40회 이상 동일한 갈대 지역을 

조사하겠다는 약속 등을 포함한 참여 조건을 수립하여 

유산지역 관리 당국과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를 특정한 

산호초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산호초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관광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였다. 종종 그들은 

정기적이고 직접적인 관광 운영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산호초 지역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참여자들은 필요한 역량을 제공하는 완벽한 

모니터링 훈련을 받는다.

정보 수집(조사 양식)과 정보 보고(단일한 온라인 데이터 

관리 및 보고 시스템)를 위한 표준 도구를 만들어 다양한 

출처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표준화할 수 있게 했다.

관광 종사자들은 해양공원 관리자 및 과학자들에게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들의 지식과 관광 

관리의 질, 산호초 해설 및 관광 제품 디자인 역량을 

증진시킨다.

What worked?

What was tough?

How did they get buy-in?

What are the results?

What lessons can others take from this?

One of the challenges of the ‘Eye on the Reef –Tourism 
Weekly Monitoring Programme’ was to make it easy for 
local tourism operators to participate, with monitoring 
training being a critical stage of the process.

Establishing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including the 
commitment to survey the same reed site on a weekly basis at 
least 40 times per year, allowed site management authorities 
and researchers to collect relevant data, on a regular basis, and 
from specific reef locations.

‘Hiring’ tourism operators to carry out reef monitoring was a 
great idea – they are often the people who know the different 
reef sites best due to their regular, first hand tourist operations.

Creating standard tools for collecting information (a 
survey form) and reporting information (single online data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 made it possible to 
standardise the information coming from different sources.

All participants receive a complete monitoring training, 
providing them with the capacities needed.

While providing regular information to Marine Park Managers 
and scientists, tourism operators improve their knowledge and 
the quality of their tour management, reef interpretation, and 
tourism product design capacities.

A three-step training programme was developed and 
adapted to the different schedules, backgrounds, and 
locations of tourism operators. This adaptability made it more 
feasible for them to participate. The first step was a two-hour 
online introduction to monitoring on the Great Barrier Reef. 
This was followed by two-hour workshops in different local 
areas four times a year, in which programme coordinators and 
guest researchers addressed important issues and present 
relevant topics regarding the Great Barrier Reef. The last part 
consisted of a full day of in-water training. Combining short 
online training sessions, nearby face-to-face training 
workshops, and the need to commit to just one day 
of full training, made the programme accessible for 
tourism operators.

The ‘Eye on the Reef — Tourism Weekly Monitoring 
Programme’, is one of the largest tourism-based coral 
reef monitoring collaborations on the planet. The Reef 
Health Incident Response System allows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to predict and detect reef health 
incidents such as coral bleaching, and act accordingly. This is 
made possible thanks to the information from ‘The Eye on the 
Reef — Tourism Weekly Monitoring Programme’.

The Eye on the Reef – Tourism Weekly Monitoring 
Programme is an example of tourism businesses 
acting as conservational champions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t World Heritage sites. It shows that 
appropriate, adapted, and flexible training programmes,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participative 
monitoring tools and reporting platforms, can lead to a 
successful inclusion of tourism operators into monitoring 
and conservation strategies in World Heritage sites. This 
illustrates a huge potential in those World Heritage 
sites such as the Great Barrier Reef, whose large 
extensions mean they can only be monitored by relevant 
authorities’ or scientists’ resources. Finally, it showcases how 
commitment and long term-cooperation between 
the tourism sector, scientists, and World Heritage 
management authorities can benefit the overall 
management performance of a World Herita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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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로스 광산 도시와 그 주변 (노르웨이)

뢰로스 광산 도시와 그 주변은 17 세기에 세워진 구리 

광산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1977년까지 333년 동안 

사용되었다. 이 유산지역은 광산촌과 산업-전원풍의 문화 

경관, 이 지역과 연관된 페문스휘타(Femundshytta) 

제련소, 그리고 겨울 운송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몇 년 

전 이 세계유산지역은 보호 대상 건물들의 파괴와 관련된 

심각한 보존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본 상황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지방정부, 박물관, 보존 단체, 학교 

등)이 협력하여, 유산 보존 인식을 증진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을 촉진하며, 청소년(미래의 핵심적인 

지역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무슨 일을 했나?

전략적 우선순위

청소년을 세계유산지역과 그 가치의 수호자이자 옹호자가 

되도록 교육시킨다.

보호 대상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유산 파괴(heritage 

vandalism)’ 문제에 대처한다.

지역 청소년들(미래의 지역 의사 결정자) 사이에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세계유산 관광 목적지의 미래를 위해 지식이 풍부한 

전달자, 안내자, 의사 결정자 등을 양성한다.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Strategic priorities

Røros Mining Town and the Circumference is linked to the 
copper mines, established in the 17th century, which were 
used for 333 years until 1977. The site includes the Town 
and its industrial-rural cultural landscapes; Femundshytta, a 
smelter with its associated area; and the Winter Transport 
Route.  While highly valued by the community and its various 
stakeholders, several years ago this World Heritage Site 
was having serious conservation problems related to 
vandalism on protected buildings.

 
Røros Mining Town and the Circumference (Norway)

Guide 4 Case study

A combination of local key actors (municipality, 
museum, conservational organisations, schools etc.) 
launched programmes focused on enhancing heritage 
conservation awareness, promoting OUV conservation, and 
communication capacities focused on young people (the 
key local stakeholders of the future).

Educate young people to be guardians and champions of the 
World Heritage Site and its values.

To address the problem of ‘heritage vandalism’ affecting 
protected buildings.

To generate ‘ownership’ of the World Heritage Site among 
local youngsters (future local decision makers).

Create future knowledgeable communicators, greeters and 
decision makers of the World Heritage tourism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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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로스 초등학교 교장은 뢰로스 박물관과 협력하여 ‘주택 

입양하기(Adopt a House)’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학생들에게 특정 주택을 모니터링하면서, 

주택의 역사와 그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동시에 그것들의 

보존에 기여하는 책임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유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세계유산에 

대한 공동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산 파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세계유산을 당신의 손 안에(World Heritage in Your 

Hands)’라는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뢰로스 고등학교가 

4개의 국제 워크숍을 조직했다. 학교에서는 세계유산 관련 

콘텐츠와 지역 관광 안내 강좌로 이루어진 교육 활동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경험이 풍부한 장인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독립 과제 등을 포함하여 유산 보존에 관한 실무 교육과 

기술 교육을 받았다. 뢰로스 박물관, 뢰로스 지방정부, 

노르웨이 고대 기념물 보존회(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Norwegian Ancient Monuments)의 뢰로스 부서 등이 

참여해서 이 복원 청소년 단체들을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유산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인 오스(Os), 

톨가(Tolga), 홀톨렌(Holtålen), 엥에르달(Engerdal)은 

뢰로스의 구리 광업소, 뢰로스 광산촌, 세계유산지역 내의 

제련소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했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주택 입양하기’ 프로젝트의 경우, 주요 협력 당사자들인 

뢰로스 박물관과 학교가 이 프로젝트의 시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노력의 단계를 보여주었다. 박물관은 초기에 

이 프로젝트 관련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직원들은 다른 과제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는 이 프로젝트를 교직원의 정규적인 

활동에 뿌리내리는 데 더욱 집중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박물관의 역량이 학교의 증가하는 헌신을 

충족시키지 못했다(Lidén, 2005).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뢰로스 사례의 경우,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춘 세계유산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이니셔티브의 

개발이 어떻게 유산 파괴와 같은 보존에 비우호적인 관행을 

피하고, 청소년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 및 소통 노력에 

끌어들이는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세계유산 관광 목적지에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내일의 지역 관광 기업가, 택시 

운전사, 안내인, 호텔리어, 상점 주인, 정치 행위자 등이기도 

하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정통한’ 청소년을 장려하고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뢰로스는 더 

지속가능한 미래 관광 목적지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이 사례 연구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긍정적인 

결과의 극대화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에 대한 중요성과 그 계획들을 지역의 주요 조직 문화에 

뿌리내리게 할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인적·경제적 자원의 가용성, 관련 기관들의 장기적인 노력, 

프로젝트 내용의 다양화 등을 평가하는 것은 이 계획들을 더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박물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건물 보존 프로그램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택 입양하기’ 프로젝트의 콘텐츠에 

새로운 활동들이 추가되었다. 지역 역사, 복원 및 건물 

보존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 개인이나 단체의 활용이 도움이 

되었다(Lidén, 2005).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결과는 무엇인가?

유산 파괴 문제가 개선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이 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방식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미래의 주요 행위자) 사이에 세계유산지역의 

‘주인의식’이 생겨났다.

박물관은 청소년들에게 유산과 보존에 대해 가르치는 새로운 

수단과 방식을 습득했다.

지역 학생들은 프로젝트 개발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나 학교에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몇 년 전 이 세계유산지역은 보호 대상 건물들의 

파괴와 관련된 심각한 보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지방정부, 박물관, 보존 단체, 학교 

등)이 협력하여, 유산 보존 인식을 증진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을 촉진하며, 청소년(미래의 핵심적인 

지역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을 시작했다.

뢰로스와 이 도시의 계획에 관한 유용한 자료는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Destination Røros; Lidén, 2005; Living with 

World Heritage. Røros, Norway: 13-16 May 2012 – Conference Repor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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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➎  방문객과 소통

이 안내서는 방문객들과 소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관광을 더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목적지에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일부는 인프라에 관한 것이겠지만, 대부분은 기업, 

지역사회와 방문객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관광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문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이는 관광 기업과 해당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 전문가, 관광 부문의 개인 및 해당 지역사회는 당신의 

목적지에 관해 방문객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라.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당신의 목적지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것은 학술적이고 

기술적이며 지루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단순해서도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주요 대상과 목표를 

밝히는 소통 전략을 개발하라. 당신은 유산지역 또는 더 

넓은 목적지에 대한 해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훌륭한 세계유산지역들은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서사(narrative)를 개발했다. 예를 들면, 바덴 해 

세계유산은 사람들이 이곳 생태계를 움직이게 하는 

생물종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단한 이야기, 

설명, 그리고 ‘5개의 작은 사파리’를 포함하고 있는 ‘바덴 

해에 사는 5종의 작은 생물(Small Five in the Wadden 

Sea)’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과 방문객에게 이 지역의 핵심 

생물종을 설명하고 있다. 

소통에는 명료성이 제일 중요하다. 최고의 목적지는 

공항과 기차역에서부터 호텔 객실과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목적지 내의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지 분석한다. 포괄적인 

해설 전략은 방문객을 목적지로 안내하고 배우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새로워지거나, 내용이 너무 

풍부해서 방문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방문객들이 다시 오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목적지가 따라야 할 명확한 스크립트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가져라

소통에는 명료성이 제일 중요하다. 최고의 목적지는 

공항과 기차역에서부터 호텔 객실과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목적지 내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지 분석한다.

이상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사회를 함정에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방문객들이 

일상적인 지역 생활의 현실을 경험할 때 

놀라움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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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없었다면 목적지를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문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브랜드가 세계유산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실제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문화 관광객들은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오래 머물며, 

지속가능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해당 지역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유네스코 브랜드를 

도입하는 것은 일부 목적지들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문객의 관심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방문객 시장의 세분화는 매우 중요하다. 모든 방문객이 

생태 발자국, 문화 발자국에서 또는 경제적 영향에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유형의 방문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생태 발자국이나 문화 발자국을 

남길 것이고, 또 어떤 방문객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당신의 목적지 전략에 맞는 시장 부문들과 

소통하라. 이것은 더 적은 방문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관광 기업들이 마케팅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라. 예를 들어, 필리핀의 

비간(Vigan)과 같은 몇몇 유산지역들은 그 곳의 잠재적인 

이익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 

교육을 제공했다.

목적지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유산지역에 관한 소통이 

전략적이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라. 마케팅은 투자 수익을 제공해야 하지만, 

목적지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기금 조성이나 

기타 전략적 가치 활동에 중요한 방문객과의 관계도 

수립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휴일을 파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수준 높은 관광의 일부라는 점을 관광 분야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 마케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협력하라. 대부분의 경우, 목적지에는 이미 

마케팅 전문가와 마케팅 예산이 있으므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안내서 

1과 안내서 2 참조). 지속가능한 관광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들이 목적지를 선택하는 순간 시작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된다. 기대치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면, 

선택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목적지의 

가치, 독특성, 진정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장소들이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지만, 이 곳에서의 관광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는 

아니라는 점을 잠재적 방문객에게 분명히 하라. 유산이나 

해당 지역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한과 특정한 행동들이 

있다(사례 연구 ‘관광이 루앙프라방 승려에게 미치는 

영향’ 참조). 인식을 높이는 것은 방문객이 일생에 단 한 

번의 유일한 경험의 일부로서 제약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은 유산지역, 지역 관광 부문 및 지역사회에 적합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충분히 생각하고 적절히 소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광은 좋은 관광이라는 나태한 

가정에 빠진다. 

세계유산지역을 마케팅할 때, 단지 방문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적, 문화적 및 환경적 현실에 관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목적지의 관광 마케팅이 세계유산 지위의 잠재적 부가 
가치를 이용하도록 하라

당신의 접근 정책에 대해 명확히 하라.

당신은 단지 숙박 방문객 만을 원하는가? 

숙박이 가능하고 당일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당신은 방문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인가? 모든 제한 사항이 명확한지 확인하라.

방문객들은 입장권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방문객에게 사전에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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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지역에 관한 핵심 정보를 하나의 접근 가능한 

형태나 장소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해설은 

세계유산지역으로서 하나의 의무이다. 방문객들은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집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의미한다.

모든 세계유산지역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웹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방문객들이 간단한 웹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지역은 거의 없다. 만일 

당신이 방문객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지속가능성을 주류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을 

사람들이 목적지의 기본에 대해 배우는 방법의 일부로 

만들어라. 활동적인 목적지 웹사이트는 교통, 숙박시설, 

음식과 음료, 소매 매장, 레저, 지역사회와 문화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범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 템플릿(template)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계유산지역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의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다. 

멀리서 사물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필요하다. 모든 범위의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종류의 해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다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당수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산지역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시각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대안을 제공하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도 그 지역의 유산 가치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최대한 좋은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 전문가, 관광 부문 전문가, 해당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기본 원칙이나 행동 강령을 개발하는 것은 

가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즉, 목적지에서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지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많은 방문객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적 및 문화적 

관습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들이 무심코 유산지역을 

어떻게 훼손시킬 수 있는지 알고 나면 안심하게 된다. 

당신이 인식해야 할 요점은 행동 강령이 소통만큼 좋다는 

점이다. 팜플렛처럼 인쇄된 긴 목록을 작성하려는 유혹이 

있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신에, 매우 간단한 5개 

항의 행동 강령을 개발하고 지역민을 소통자로 만들어라. 

예를 들면, 모든 택시 운전사들은 5가지의 좋은 행동을 

택시 내부에 눈에 띄게 붙여 놓을 수 있다.

유산지역 및 기타 현지 명소들을 돌아다니는 방법과 같이, 

방문객에게 필요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라. 기본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것도 잊지 마라.

3. 유산지역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라

모든 세계유산지역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웹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방문객들이 간단한 웹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지역은 거의 없다.

이것은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능이다.

당신은 숙박 방문객 만을 원하는가?

숙박이 가능하고 당일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당신은 방문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인가? 모든 제한 사항이 명확한지 확인하라.

그들은 입장권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방문객에게 사전에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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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이 말하는 언어(문자 또는 시각 언어)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교통과 숙박시설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라. 방문객이 방문하기 전에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당신의 제안을 공유하고, 진행 

중인 대안을 전달하며, 그 대안을 이용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밝혀라.

지속가능성을 목적지의 소통에 주류화하라. 만일 

핵심적인 지속가능성 메시지가 해설에 포함되면, 이 

개념으로 방문객의 수는 극대화될 수 있다.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은 정보가 파편화되어 여러 장소로 흩어져 

주요 메시지들이 소음 속에 사라지는 것이다. 독특성, 

진정성, 장소성(sense of place)은 목적지의 주요 마케팅 

자산이다. 

당신의 세계유산 지위를 이용하여 미디어의 관심을 

끈 다음에, 미디어와 협력하여 더 많은 대중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것은 미디어에 적절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미디어와 협력하여 보도 자료 등의 작성을 통해 

서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패키지’ 경험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라. 

세계유산지역을 독특한 방법으로 경험하거나 틈새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유산지역 또는 주제별로 연결된 

다른 유산지역과 협력함으로써, 유산지역을 보다 넓은 

여정의 일부로 이해하고 방문하기를 원하는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유를 제시하라. 텍스트가 많은 해설 

게시판을 해결책으로 사용하지 마라.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텍스트로 가득한 해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은 

세계 방문객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해설 

게시판이 필요한 장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많은 

박물관과 방문객 명소들은 이런 접근방식에서 멀어지고 

있다. 대신에, 그곳들은 그 이야기를 글로 쓴 해설보다는 

사람들을 통해 유산지역 전체에 걸쳐 좀 더 창의적으로 

말하고 있다. 많은 유산지역에는 해설과 스토리텔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내자 네트워크가 있다. 이들은 안내 

단체들과 협력하여 안내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인식해야 할 요점은 행동 강령이 

소통만큼 좋다는 점이다. 팜플렛처럼 인쇄된 긴 

목록을 작성하려는 유혹이 있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신에, 매우 간단한 5개 항의 행동 

강령을 개발하고 지역민을 소통자로 만들어라. 

예를 들면, 모든 택시 운전사들은 5가지의 좋은 

행동을 택시 내부에 눈에 띄게 붙여 놓을 수 있다.

당신의 세계유산 지위를 이용하여 미디어의 관심을 

끈 다음에, 미디어와 협력하여 더 많은 대중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것은 미디어에 적절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미디어와 협력하여 보도 자료 

등의 작성을 통해 서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은 더 저렴한가?

그것들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가?

그것들은 더 책임감 있고, 흥미로우며, 지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혜택을 가져다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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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들의 일정과 

목적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따라서 관광 안내 

책자, 예약 웹사이트 또는 방문객들이 여행 전에 사용할 

다양한 다른 미디어를 통해 그들에게 당신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관광’은 실제 방문보다 몇 달 앞서서 시작되며(예: 

온라인 연구를 통해), 여행을 통해, 목적지 자체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여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유산지역, 유산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할 수도 있다. 관심을 

지속시키고 방문 후에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은 기금 모금과 

같은 몇몇 전략적 목표의 핵심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기차에서,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온라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의 스토리텔링과 해설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 좋은 세계유산 목적지들의 경우, 

많은 박물관과 방문객 센터는 모두 유산지역의 이야기에 

대해 보완적이지만, 다양한 요소를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하드리아누스 방벽(Hadrian’s Wall)에 관한 

해설은 방벽의 여러 지점에서 로마 생활의 다양한 요소들을 

탐색한다. 목적지 내의 박물관과 방문객 센터는 동일한 

목적지에 대해 상호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인식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박물관과 방문객 센터는 이야기의 폭을 

넓히고 방문객의 경험을 심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일부 목적지들은 명시적으로 방문객 해설 센터 또는 

스토리텔링 허브로부터 혜택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은 

해설 센터가 유산지역에 필요한 전부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 시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주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다른 방법들은 많이 있다. 당신의 

방문객 중 적은 비율이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전용 

박물관에 가기를 원하는지, 또는 방문객 중 많은 비율이 주요 

서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목적지를 떠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만일 대부분의 방문객이 무언가 

배우는 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방문객 센터 그 이상의 것들을 

통해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통은 세계유산지역에서 시작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목적지 전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동과 이해에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짧은 휴일 중 10% 

이상을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일 경험의 90%가 소통의 순간으로서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및 해당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문객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라.

일부 목적지에서는 이제 공항과 기차역, 호텔 객실, 술집, 

식당에서 방문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리고 전체 방문객의 

경험에 널리 퍼져 있는 해설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을 통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방문객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과 알아야 할 실제적인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영감을 주는 방법을 

찾아라. 그것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 예를 들어, 

식당의 식탁보나 화장실의 벽 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는 것 등 — 가장 소박한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방문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미디어를 

확인하고, 사용하며, 창의적이 되어라! 방문객들은 당신의 

말을 경청할 의무가 없다. 그것은 선택이며, 당신은 

방문객들을 공략하는 다른 많은 정보원들과 경쟁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소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척도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지의 

여부이다. 어떤 목적지들은 목적지의 택시 운전사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해설사로 변모시키거나 또는 휴대폰 앱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저기술 및 저비용의 해결책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의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무료이다. 간단하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생각하라. 가이드 로프에서부터 사람들이 

줄 서는 바닥, 공항의 벽, 호텔 객실의 인쇄물, 맥주잔 받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간단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생각하라. 

문자화된 안내는 제한된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시각적 해설을 

시도하라. 지역 예술가 또는 미술 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워라. 

소통의 목표는 잠재적 방문객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과 장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상태로 변화시키고, 

방문하는 동안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궁극적으로는 목적지의 옹호자이자 잠재적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참여 사다리’라고 

부르는데, 훌륭한 목적지들은 마케팅, 유산지역 보호, 상품에 

가치 부여, 그리고 효과적인 모금을 통해 이것을 정말로 잘 

해내고 있다.

4. 창의적이 되어라 — 방문객의 경험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모든 방법으로 소통하라

소통의 목표는 잠재적 방문객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과 장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상태로 

변화시키고, 방문하는 동안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궁극적으로는 

목적지의 옹호자이자 잠재적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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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지역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 방문객을 모으기 

위해 스토리텔링과 해설을 사용하라. 유물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속성은 방문객의 압력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목적지 중 덜 민감한 지역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종종 유익하다(‘안내서 8: 방문객 

행동 관리’ 참조).

방문객들의 방문 이후에 그들과 소통을 지속하라. 결국, 당신 

목적지의 방문객들은 즉각적인 수익과 지원의 원천은 아니다. 

그들은 종종 장기적인 전략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훌륭한 목적지와 훌륭한 관광 기업들은 상업적 이유와 

전략적 가치를 위해 방문객들의 연락처를 가지고(그들의 허락 

아래) 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한다. 보존 프로젝트에 기부를 

했거나 자원 봉사를 했거나 또는 단순히 해당 지역사회와 

그곳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을 보인 방문객들은 기꺼이 

목적지와 그곳의 보존에 기부를 하거나 돕거나 옹호할 수 

있다. 

문화 방문객들은 흔히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하며,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로서, 목적지를 도울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에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만일 유산지역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기술이 해당 지역사회의 보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기꺼이 돕고자 할 

것이다(체류 중이나 그 이후에). 자원이 거의 없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듯한 난제를 가진 유산지역들의 경우, 이것은 어떤 

필수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떤 

방문객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and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며, 

보존이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폭넓은 지원과 

자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방문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세계유산지역의 

‘친구’나 지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전과제, 성공 및 이니셔티브를 

공유하라. 사람들이 유산지역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는 전 지구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것은 일부 유산지역에게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미개발 자원이다. 그것은 자원 봉사자의 

관리로 이루어지는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자가 생성한 

것이거나 또는 회비와 전문 관리로 이루어지는 좀 더 

전문적인 것일 수 있다. 유산지역 마다 서로 다른 해결책이 

적합할 것이다.

5. 가장 적절한 지역에서 유산지역과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해설을 하라

7. 방문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라

목적지에서 방문객과의 소통의 대부분은 유산 전문가가 

아니라 관광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 

전문가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야 

한다. 지역사회의 안내자들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환대받는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도와주며, 방문객 선물과 같은 특정 

형태의 모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안내서 9: 자금 및 

투자 확보’ 참조)

안내자들이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사를 

설명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접근 가능한 훈련 과정을 

목적지를 위해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당신은 

유산지역에 대한 안내를 받고, 관리 문제(예: 성수기의 혼잡)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방문객이 그 지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문객들을 

목적지 전역에 걸쳐 있는 많은 명소에 분산시키고, 성수기의 

혼잡을 줄이며, 지역 산물,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호텔과 교통 제공업체들이 이미 방문객에게 

마케팅, 예약 및 확인 이메일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통신에 편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객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일정 안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소통에서 

유산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하라. 

대신에, 유산지역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하라.

해당 지역 내 또는 주변에서 자라는 모든 아동들이 유산지역,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사 및 관리 압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교 및 대학들과 협력하라. 이것은 물론 

학문적 활동으로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지속가능한 목적지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아동들은 내일의 기업가, 택시 운전사, 

안내자, 호텔 경영자, 상점 주인 등이 될 것이다. 지역민들이 

강력하고, 열정적이며, 박식한 전달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의 전달자로 

바꾸는 일에 관한 것이다.

6.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핵심 메시지의 소통을 
외부에 위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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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로스 광산 도시와 그 주변 (노르웨이)

고대 기념물 및 건축물 조사단(노르웨이 

문화유산관리국)이 뢰로스 광산 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처음으로 이해한 것은 지난 1922년이었다. 당시에 이 

지역의 주요 정치 이해관계자들은 보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근대성과 도시 개발에 

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 건물의 보호에 관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이런 출발점에서부터 많은 것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뢰로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어(1980년) 이 도시의 독특한 가치가 인정된 이후 

더욱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러 상황들이 뢰로스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관광이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가 되면서(매년 약 100만 명의 방문객), 

관광 이해관계자들과 방문객들이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전념하도록 장려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 상황

‘목적지 관리 조직(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DMO)’인 ‘목적지 뢰로스’는 ‘좋은 

호스트가 되기 위한 지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목적지의 주요 관광 행위자들 

중에서 뢰로스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촉진하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위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에, ‘목적지 뢰로스’는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로부터 ‘내일을 위한 목적지 

책임 관리 관광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무슨 일을 했나?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In was back in 1922 when the Chief Inspectorate of Ancient 
Monuments and Buildings (Riksantikvaren) first understood 
the potential value of Røros Mining Town heritage. At 
that time, a recommendation of protection for 
eight buildings was launched, even though key 
local political stakeholders did not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eservation and believed the priority was 
modernity and town development. From that starting point, 
much has been achieved, especially after recognition of 
Røros’ unique value through its inclusion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1980). However, different situations 
threaten the Røro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this day 
and, with tourism being one of the main economic 
activities (around one million visitors per year), there 
is a critical need to encourage tourism stakeholders 
and visitors to commit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Røros Mining Town and the Circumference (Norway)

Guide 5 Case study

Destination Røros, the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sation (DMO), developed the ‘Knowledge to  
be a good host’ initiative. Through this programme, 
it introduced a certification scheme for tourism related 
business, which promoted and recognised knowledge of 
Røros historical and cultural identity among key tourism 
actors of the destination. In 2012, Destination Røros 
was acknowledged internationally with the ‘Destination 
Stewardship Tourism for Tomorrow Award’ from the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T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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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우선순위

관광, 상업 및 정부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사회와 역사에 관한 

초기 과정을 수강해야 하며, 이 과정은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자부심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기업과 개인은 서로에 대해 알고 배우게 

되며, 이는 그들이 목적지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서로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며, 일관되고 다양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지 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각 참가자는 뢰로스에서 제공되는 5가지 

필수 가이드 여행 및 명소가 포함된 ’쿠퍼 카드(Cooper 

card)’를 작성해야 한다. 이 아이디어는 관광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에서 제공되는 활동들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목적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각 참가자는 주요 행위자 간의 

공동 가치와 관련된 자부심과 정체성을 장려하는 ‘말굽 핀’(이 

지역의 공통의 역사 및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 상징)을 받는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다른 많은 세계유산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뢰로스의 등재와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보존 의무는 뢰로스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제약으로 여겨져 왔으며, 역사적 

자산들은 새로운 무역이나 산업 기회들과 경쟁할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다중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포용적 관리 접근방식으로 

뢰로스는 살아있는 관광 목적지가 될 수 있었다. 이곳에서의 

관광 활동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보장하고, 관광이 지역민에게 

가져다주는 광범위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되고 있다. 

‘좋은 호스트가 되기 위한 지식’, ‘주택 입양하기’ 및 

‘세계유산을 당신의 손 안에’ 등과 같은 교육 및 소통 사업들은 

뢰로스의 보존, 관리, 홍보에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좋은 호스트가 되기 위한 

지식’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400명 이상의 직원이 

등록했다.

결과는 무엇인가?

뢰로스의 사례는 관광 이해관계자들 내에서 세계유산지역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이해와 평가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확산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게 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관광 운영 및 방문객 행동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게다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일관된 방식으로 목적지의 관광 

제안을 알게 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방문객들은 ‘유산 옹호자’ 및 잠재적 목적지 마케터가 된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관광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통 노력을 관광 기업 및 핵심 

관광 행위자에게 아웃소싱한다.

주요 마케팅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방문객이 

인식하는 메시지에 영향을 미친다.

목적지 전체가 신뢰할 만하고, 일관성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지향적인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한다.

목적지 기업 간에 팀 정신을 만들어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의 원칙을 보급한다.

방문객의 만족도, 관광 이익의 분배 및 체류 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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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인프라가 지속가능한 관광에 중요한 이유와 적합한 인프라 개발 과정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세계여행관광협회(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WTTC)에 따르면, 관광 성장과 성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한가지 핵심 요소는 인프라라고 한다. 관광객이 

실제로 유산지역에서 쓰는 부분은 전체 지출액 중 

극히 일부분이다. 주요 관광 지출은 교통, 여행, 숙박, 

음식과 음료, 소매 매장, 여가 등에 쓰인다. 관광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산 관리자의 일은 아니지만, 

방문객들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전적 가치를 돌려주는 상품, 서비스 또는 

파트너십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적 수익은 다시 

유산지역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목적지의 상업적 현실을 인식하고 목적지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유산지역 및/또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객의 지출 증가를 지속가능하게 

촉진할 수 있는가? 또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으로 

인해 특히 성수기 동안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목적지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 목적지의 물리적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라.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관광 

성장이 목적지에서 적절하고 관리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종종 인프라 개발의 관리에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일부 유산지역은 방문객 수가 연간 20-40% 증가함에 

따라, 이들 목적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 축소나 

인프라 개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물, 쓰레기, 교통, 관광 추세 및 시장 분석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목적지의 여러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관광 부문을 더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상하거나 원하는 방문객 수 증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현재 

또는 미래 수요가 현재의 인프라 수용력을 초과한다면 

무엇인가는 포기되어야 한다. 이는 방문객 수 관리를 위한 

어떤 형태의 통제 또는 새로운 인프라의 필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유산지역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머물 곳이 

없다면 — 당신이 아무리 방문을 권장한다 해도 — 그들은 

방문할 수가 없다. 많은 목적지는 성수기에 객실 점유율이 

높아서 (신규 호텔 없이는)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없다. 여분의 수용 능력이 없거나 수용 능력을 늘리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목적지는 다음 두 가지의 선택권이 

남아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1. 인프라가 미래 관광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시작하라

일부 유산지역은 방문객 수가 연간 20-40% 증가함에 

따라, 이들 목적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 

축소나 인프라 개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물, 쓰레기, 교통, 관광 추세 및 시장 

분석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목적지의 여러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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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일부 유산지역은 

‘홈스테이’ 제도를 만들어 방문객이 현지인 집에 

머물도록 한다. 이는 방문객 지출 중 해당 지역사회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목적지의 미래는 목적에 맞게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목적지들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존중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발전적 관광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계유산지역의 한계점과 책임을 고려하는 종합계획 

과정에 투자하라. 많은 목적지들은 수억 달러의 자본 

비용이 드는 개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성장의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종합계획을 갖추는 것은 상업과 보존 모두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종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유산 전문 

직원과 계획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이 목적지의 미래는 목적에 맞게 형성되고,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목적지들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존중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사회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발전적 관광 비전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안은 환경 보호론자들이 관광 개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응적 싸움을 벌이는 자유방임적 

접근방식이다.

관광 기업, 지역사회, 환경 보호론자 모두가 목적지의 

해당 지역에 어떤 식의 개발이 적합한지 알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공개한다. 어떤 관광 기업도 소재지에 따라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기지 않겠지만,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승인 받지 못할 것 같은 계획이나 구상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때로는 거액의 

자금 투입 때문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유산을 훼손함으로써 목적지의 매력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해치면 결국 그 돈을 낭비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물, 재생 기술, 

음식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관리 사례와 

전략적 사고를 통해 생태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수, 고형 쓰레기와 다른 형태의 공해(빛 

공해, 소음 공해 등)의 처리, 재사용, 혹은 안전한 배출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관광업체에 제공하라. 또한 기업이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성 약속을 홍보하도록 장려하라. 인프라 분석이 

관광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분석은 

결함이 있고 제대로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호텔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전무한 일부 유산지역은 

‘홈스테이’ 제도를 만들어 방문객이 현지인 집에 머물도록 

한다. 이는 방문객 지출 중 해당 지역사회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 목적지에 대한 공간 종합계획을 개발하라비수기에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당신의 세계유산과 

유산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이용하라. 그러면 지역민의 관광 

일자리를 일년 내내 유지할 것이다.

단지 방문객 수를 늘리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세계유산 

지위를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 방문객의 관심을 더 고급스럽고, 

더 공감적이며, 더 지속가능한 방문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라.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과 일어날 수 없는 곳

개발에 대한 요구 사항

이런 결정들이 내려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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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중요하다. 관광 인프라 —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호텔, 민박, 음식점, 바, 카페, 박물관, 아울렛 매장 

등 — 의 위치는 보통 방문객이 어디서 돈을 쓸지,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혜택을 못 받을지, 그리고 방문객의 생태 

발자국이 어디에 생길지 규정한다. 인프라 장소의 변경은 

유산, 해당 지역사회 및 그들의 문화와 삶의 질에 심각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략 목표가 

지역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지출이 

발생하는 관광 인프라 중 일부는 지역민이 소유하고,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산 

관리상의 이유로, 유산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거나, 물이나 

쓰레기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에 두고 신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사회가 상당한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부 유산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프라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혜택과 비용이 모두 발생한다. 즉, 방문객들이 

다른 곳에 머무르고,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산지역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약을 

당하는 측과 혜택과 이익을 얻는 측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사회에 수익을 반환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종종 필요하다(‘안내서 9, 자금 및 투자 확보’ 

참조). 당신의 관광 인프라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다음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한다.

규모가 중요하다. 대규모 기업들은 지역 소유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종종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더 높은 

임금을 지역사회에 돌려준다. 이 기업들은 규모가 커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방문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업 수익이 지방,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유지되지 않아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은 규모가 작고, 목적지를 

찾는 대다수의 방문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이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소규모 기업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의 연중 고용, 급여,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산지역의 과제는 양질의 고용과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의 이점과 지역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소규모 지속가능한 기업의 

이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지역 기업이 이익을 최대화하기에 필요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라. 한가지 해결책은 해당 

지역사회나 주민들이 목적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호텔 

및 기타 인프라 분야에 대한 다양한 소유 모델을 탐구하는 

것이다. 

질이 중요하다. 문화유산 및 세계유산 관광객은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지만, 질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목적지 

관광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상품의 

질, 특히 숙박시설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유산지역에 양질의 숙박시설이 불충분하면, 그곳을 찾는 

관광객의 경제적인 관심과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양질의 숙박시설에 머무는 방문객 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지출은 더 증가한다. 숙박시설의 질이 특정 

유형의 방문객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업들과 협력하여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목적지들은 수준을 높이는 데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품질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인증은 올바른 

형태의 개발을 한 투자자에 대해 보상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 세계유산 웹사이트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을 눈에 띄게 홍보하는 것과 같이 특별히 

노력을 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용 능력이 중요하다. 관광 이해에 대한 당신의 

작업(‘안내서 1. 목적지 관광의 이해’)은 목적지의 

수용 능력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숙박시설이 수용 능력에 

가까워지는 성수기가 있고, 수용 능력을 훨씬 밑도는 

‘준성수기(shoulder)’나 비수기가 있다. 목적지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연중 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비수기 방문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인프라를 거의 혹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목적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3. 원하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미리 계획하라

인프라의 제약 조건 내에서 일한다

또는 원거리 관광 인프라를 유산지역 비용과 연계하는 ‘보상 

환급(payback)’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경험이 전적으로 

외부나 외국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것은 

지역민이나 방문객의 경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적지는 지역민이 자신의 기업을 설립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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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계획이나 ‘개발 통제’를 통해 유산을 무책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지의 책임이다. 세계유산 

그 자체와 지정은 모든 목적지의 주요 자산이므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모든 계획은 유산지역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 따라서 장소감과 

특수성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안내서는 

유산지역들이 세계유산 지위를 중시하고, 부적절한 

개발로부터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목적지의 장소감, 특수성 

및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라.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할 때, 계획 통제 담당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산 

보존과 개발 수요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라. 

단순히 성수기용으로 더 많은 시설을 짓는 것은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소유권이 중요하다. 많은 목적지에서 지역민을 위한 

기회가 저숙련, 저임금 역할로 제한되기 때문에, 목적지의 

미래를 계획할 때 요구되는 인프라의 일부가 해당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지 

아닌지 탐구하라. 지역사회가 관광 인프라의 여러 

요소들을 소유하거나 혹은 주주가 되는 등 다양한 소유권 

모델이 있다. 

일부 목적지에는 상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제공하는 개인 

혹은 기업들의 강력한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 목적지들은 

지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러한 모델에 투자해왔다. 

소유권은 지역민에게 더 많은 통제와 이익에 대한 몫을 

준다. 하지만 소유권이 언제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호텔의 매출액 대부분은 임금에 반영되며, 

이익은 매출액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교통과 루트 선택이 중요하다.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세계유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목적지들은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을 

장려하는 교통 제공업자와 함께 여행 일정을 개발하지만, 

방문객이 돈을 쓰기 위해 정차하는 곳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곳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이 지역 내 물 사용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줄일 

수 있다. 

4. 모든 성장은 세계유산지역과 그 주변 환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부문이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장려하라. 목적지 

관리의 역할은 성장의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것이다. 즉 

무엇이(그리고 어느 곳이) 관광 목적지에 적합한지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이 일어나면 상업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방문객에게 상품,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금을 개발하라. 이렇게 되면 비교적 소액의 종자 

자본으로 지역민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안내서 9. 자금 

및 투자 확보’ 참조). 

필요한 공공 영역이나 접근이 자유로운 인프라를 

확인하여 이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라. 이 경우, 효과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잘 고안하여 원하는 투자에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안내서 9. 자금 및 투자 확보’ 참조)

5.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를 확보하고 장려하라

목적지 관리의 역할은 성장의 매개변수를 규정하는 

것이다. 즉 무엇이(그리고 어느 곳이) 관광 목적지에 

적합한지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이 일어나면 

상업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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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➏ 사례 연구

콘월과 서부 데번 광산 경관 (영국)

2006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콘월과 서부 데번 광산 

경관은 그 지역에 분포한 10개의 광산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2만 헥타르에 달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세계유산지역인 이 다양한 유적지는 다중 소유권(multiple 

ownership)과 제한된 핵심 자원의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유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광 인프라가 필요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 위기 중에 다루어지고 실행되어야 

했다. 

기본 상황

이 새로운 세계유산지역에 적절한 방문객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조정된 투자가 

필요했다. 2007년에 잉글랜드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 세계유산은 입찰 참가 

희망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이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상품 개선, 사업, 참여, 홍보 등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이용해 적절한 인프라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공식 입찰에 따라 이 유산지역은 240만 

파운드를 확보할 수 있어 ‘놀라운 발견’(Discover the 

Extraordinary, DtE)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2010년 

1월에 착수한 이 사업은 관광객이 콘월지역 광산의 

이야기와 세계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11개 광산 명소의 방문객 시설 개선을 비롯해, 

광대한 경관 전체에 대한 해설을 개선하는 데 100만 

파운드 이상이 투자되었다. 

무슨 일을 했나?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The Cornwall and West Devon mining landscape wa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6, comprised of 
10 different mining landscapes across the area. As the largest 
World Heritage site in the United Kingdom, covering almost 
20,000 hectares, the diverse site needed an effective 
tourism infrastructure to address challenges of 
multiple ownerships, limited core resources, and unlocking 
the full potential of the World Heritage site. Furthermore, 
these issues had to be addressed and implemented during 
one the most severe global financial crises in history.

 
Cornwall and West Devon Mining Landscape (United Kingdom)

Guide 6 Case study

A substantial coordinated investment was needed 
to begin building the proper visitor infrastructure for this 
new World Heritage site.  In 2007,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RDPE) opened a funding programme 
and the World Heritage site submitted an Expression of 
Interest. Their submission identified the need for proper 
infrastructure using an integrated approach not 
simply for tourism, but also product improvement, business, 
engagement, and promotion. With the invitation for a formal 
bid, the site was able to secure £2.4m, which resulted in the 
‘Discover the Extraordinary’ (DtE) project. This initiative 
began in January 2010, and over £1m was invested into 
improving visitor facilities at 11 partner mining attractions, 
as well as refining interpretation of the wider landscape as a 
whole, with the aim to help tourists understand the story of 
Cornish mining and its significance as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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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우선순위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인해 DtE 프로그램은 고기능의 

통합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다. 

이 전략은 관광 부문 전반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고, 이 

유산지역을 문화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유산지역 내 11개 명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공급망을 통해 관광 부문 전반에 걸쳐 사업 

성장을 가져왔다. 이런 활동들은 노출 증가, 방문객 소비,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성장의 상승 추세 등을 보여주는 

구체적 수치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DtE 프로젝트 

실시 기간 내내 방문객 지출이 유산 관련 사업 중에서 

20% 증가했고, 동일 사업의 방문객 지출/수입은 평균 

138% 증가했다. 방문객이 콘월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세계유산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꼽았으며, 방문객은 

14%에서 32%로 늘어났고, 9개 명소 중 8개는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콘월과 서부 데번 세계유산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 중에 계획을 시작하고 운영해야 했다. 이 유산지역은 

방문객 행동, 관심사, 지출 등과 관련하여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환경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쳐나갔다. 

게다가, DtE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데이터를 다루어야 

했다. 지방정부의 자원은 예전과 같지 않았고, 지역 

기업들은 경제 침체로 야기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DtE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의 성공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특히 그들이 처한 특수한 

경제 상황 하에서 관여와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런 

개방된 대화로 인해 지역 기업과 지방정부는 첫 단계부터 

관여하여 이 사업의 소유자가 되었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필요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이 3년 6개월 간의 프로젝트는 시설의 물적 인프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다양한 분야(유산, 예술, 관광, 경관, 

지역사회 파트너십)에 참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콘월과 서부 

데번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400개가 

넘는 지역 사업체들이 활동 중이며, 이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 방문객과 지역 기업 모두를 위한 

고품질 디지털 도구가 만들어 지고 이용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지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수준 높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되었다.

실제로 지난 11월 ‘세계유산 파트너스(World Heritage 

Partners)’가 콘월관광상(Cornwall Tourism Awards) 

수여에서 자체 취사 및 지속가능한 관광 목적지로 금상을 

두 번 수상하는 등 여러 주제에서 2년 연속해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결과는 무엇인가?

세계유산을 위한 인프라 개발 시, 이 과정을 순조롭게 

전환하기 위해 어떤 관계 수립이 필요한지 고려하라. 

방문객 경험을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선을 위한 투자 

확보뿐만이 아니다. 콘월과 서부 데번은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을 인식했다. 기금이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지역 기업과 

지방정부의 지지와 지원이 없다면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질 것이다.

모든 부문에 걸쳐 형성된 지역사회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콘월과 서부 데번은 경제 침체기 내내 명확하고 달성이 

가능한 통합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살아 

남았을 뿐 아니라 더욱 번창할 수 있었다. 이 ‘지역사회의 

지지’라는 주제가 본 교육자료(toolkit) 전체에서 자세히 

논의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관광 전략과 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주제를 당신의 

유산지역과 목적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기억하라.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방문객 시설 개선 및 정보, 해설, 오리엔테이션 증진을 통해 

세계유산 목적지의 ‘상품’과 방문객의 경험을 향상시킨다.  

세계유산에 대한 전략적인 해설 및 방문객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유산 핵심지역센터를 운영한다.

폭넓은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고 농촌 관광 

사업들이 세계유산 지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질 좋은 관광 상품을 목표 시장에 공급한다.

방문객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선택을 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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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➐  상품, 경험 및 서비스를 통한 가치 부가

이 안내서는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는 핵심 

방안으로서 상품, 서비스 및 경험의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관광을 더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종종 목적지가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경험,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전에 제공되었던 덜 지속가능한 

선택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사회와 지역 기업에게 미래에 대한 진취적이며 

지속가능한 상업적 비전을 제공하여 그릇된 선택과 

부정적 영향으로 향한 현재의 하향 곡선을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일부 상품, 서비스, 경험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세계유산지역은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문화 경관’이다(예: 

필리핀 이푸가오 주의 바나우에 계단식 논). 이런 경우 그 

제도가 유지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특성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경관의 상품에 가치를 부가해야 한다.

일부 상품, 서비스, 경험은 지역사회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유산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사회는 

생존과 가족 부양을 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상품, 서비스, 

경험에 의존한다. 그들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아니더라도, 지역사회가 생존할 수 있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유산 

관리에 종종 중요하다.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독특한,’ ‘진정한,’ 및/또는 ‘유일한’ 것이 잘 팔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 및 자연 유산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상품, 서비스, 

경험에 대한 합리적 욕구가 있다. 목적지의 질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문제로, 이는 목적지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경험에 의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적지에서 제공되는 것이 해당 지역사회의 생계에 

중요한지 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요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런 기회에 좋은 것을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좋은 

경우가 많다.

상품, 서비스, 경험의 다양화는 본질적으로 더 탄탄하고 

지속가능하다

많은 목적지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범위가 아주 좁아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와 기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분산시켜라.

1. 목적지의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상품, 서비스, 경험에 
가치를 부가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관광을 더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은 종종 목적지가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경험, 서비스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전에 제공되었던 덜 

지속가능한 선택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 및 자연 유산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상품, 서비스, 경험에 대한 합리적 욕구가 있다. 

목적지의 질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문제로, 이는 

목적지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경험에 의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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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1(관광 이해)과 안내서 2(전략 개발)는 유산지역, 

목적지, 해당 지역사회를 위해서 방문객의 경험과 관광 

경제를 더 잘 활용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만일 도움이 되지 않다면, 

되돌아가서 제시된 사례 연구와 자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살펴보라.

지금부터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신의 

목적지에 어떤 상품, 서비스, 경험이 필요하고 적합한가?” 

목적지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목적지들은 쌀이나 레몬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예: 이탈리아의 친퀘 테레 또는 필리핀의 이푸가오 

계단식 논). 또 다른 유산지역들은 고용된 안내자의 질, 

기존 숙박시설의 질, 혹은 해설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수 있다. 많은 유산지역은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내, 

좋은 해설, 새로운 형태의 접근을 결합하면 경험의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적절하거나 파괴적인 상품, 서비스, 경험의 개발을 

통제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관광객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 기업이 제공하고 싶어하는 — 활동 

중 일부는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해당 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이나 부정적인 홍보를 만들어라.

물건을 팔기 위해 기존의 소매 매장을 이용하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중요 상품을 관광 정보, 방문객 센터, 박물관 

등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을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부가할 기회가 상실된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연결 고리와 장소를 찾고, 핵심 

상품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라. 

핵심 상품의 가치를 부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로 늘려라. 때때로 생산 과정의 미래 실행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업적 현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포도주 생산업체는 주기적으로 병입 

기계(bottling machinery)나 새로운 위생 과정에 투자해야 

하지만, 그런 인프라는 또한 지역사회의 미래 성격에 매우 

중요하거나 또는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안내서 6. 관광 인프라 개발’ 참조).

주요 상품의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세심한 방법을 

찾아라. 가장 효과적인 세계유산지역 중 일부는 농업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특정 공정의 

기계화에 투자했다. 이로 인해 개입의 적절성 및 유산지역의 

진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생산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종종 있다. 

주요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 마케팅, 출처 프리미엄 추가 

등에 투자하라. 전 세계의 부유한 소비자들은 유일한 출처나 

원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닌 상품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한다. 세계유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및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부가가치 상품의 좋은 

예로는 노르웨이 베가의 사례 연구 참조). 하지만 당신 

상품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즉시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혹은 

소비자들이 자동적으로 특정 품목에 막대한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유산지역에서 상품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라. 많은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유산지역의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한다. 따라서 유산지역 상품의 

소개는 소비자가 이러한 정신적인 연관성과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개발할 수 있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품, 서비스, 
경험을 확인하라

3. 상품에 가치를 부가하고, 시장의 수요를 확보하며, 
덜 지속가능한 상품,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는 할증금을 
추가하라

주요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 마케팅, 출처 

프리미엄 추가 등에 투자하라. 전 세계의 부유한 

소비자들은 유일한 출처나 원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닌 상품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한다. 

세계유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및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당신 상품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즉시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혹은 

소비자들이 자동적으로 특정 품목에 막대한 돈을 

지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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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부문과 협력하여 주요 상품, 서비스, 경험의 소비를 

방문객 경험의 필수적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만들라. 방문객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할 때, 유일하고 

특이하며 진정한 것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들은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며, 느끼고, 듣기를 원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이나 문화 유물이 방문객을 위해 

꾸며지거나 이용되어 오히려 거짓된 가짜의 경험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상품의 

구매, 소비 및 경험이 유산지역을 존중하고 방문객의 경험에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유산 관리자는 기업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내서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민은 이러한 기회를 파악해서 실현하는 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경험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방문객은 

물론 지역민 자신들이 존중을 받고, 진정성이 있으며, 

유익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지역사회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텔, 음식점, 상점은 방문객에게 주요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지원을 

모색하라. 이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실행될 수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세계화된 시장에서 살고 있으니, 전 지구적 

범위를 이용하라. 고유한 출처를 가진 독특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부유한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상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세계유산지역만의 독특한 

상품, 서비스, 경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를 당신의 

상점으로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 인터넷을 이용해 

잠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상품뿐만 아니라 

독특한 장소 및 해당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이야기와 역량을 

판매하라.

이런 방식으로 지역 음식을 소비하거나 지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장 사항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런 방식으로 목적지를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지속가능한 상품, 서비스, 경험의 개발을 위해 기업가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라

5. 수입 증대를 위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경험에 대해 독창성을 발휘하라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으로부터 수입을 

창출할 기회를 모색하라. 많은 세계유산지역들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거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인간의 창의적 

재능의 중요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전 지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유산지역과 연관된 회사의 경우 종종 

큰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유산지역은 수입 창출을 위해 

상업화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의 박물관은 이미 이 방면에서 놀라운 일을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수집품을 시장성이 있는 다양한 상품으로 

복제하여 미래에 수집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기금을 

마련한다. 많은 세계유산지역들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구입하고 싶은 기념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와 보호에 사용할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유산지역, 목적지 및 해당 지역사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라.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적 재산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아무런 수익도 반환하지 않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또는 더 나쁜 경우에는 사용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직접 지적 재산에 통제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

6. ‘지적 재산’은 가장 큰 자산이므로 이것을 수입 창출을 
위해 활용하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 서비스, 경험을 구매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해당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식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으로부터 수입을 

창출할 기회를 모색하라. 많은 세계유산지역들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거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인간의 창의적 재능의 중요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전 

지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유산지역과 

연관된 회사의 경우 종종 큰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유산지역은 수입 창출을 위해 상업화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유산지역, 목적지 및 해당 지역사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라.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적 재산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아무런 수익도 

반환하지 않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또는 더 

나쁜 경우에는 사용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직접 지적 

재산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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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➐ 사례 연구

뢰로스 광산도시와 주변 (노르웨이)

뢰로스 광산도시와 주변은 전통적인 사회•경제 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문화경관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2009년에는 이 유산 내에 21개의 농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다른 많은 농장도 여전히 

이 유적지의 문화경관 보존에 기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유산 내의 농업은 점점 더 생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하계 방목 농장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여러 국내 및 국제 농업 정책으로 인한 

영구적 폐쇄는 주변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개발은 뢰로스 광산도시와 주변 문화경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졌다.

기본 상황

매우 적극적이고 단결된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 및 지역 정책, 자금 

조성, 지원 계획은 관광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공동의 

혁신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전통적 소규모 농업과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는 데 힘썼다.

무슨 일을 했나?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Røros Mining Town and the Circumference is a clear case 
of a cultural landscape sustained by traditional socio-
economic systems. In 2009 there were 21 active farms 
within the property and a number of redundant farms were 
still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the site’s cultural 
landscape. However, the agriculture found inside the 
property was considered to be more and more 
marginal – traditional summer grazing farms were 
falling into disuse and permanent closure was 
affecting the most marginal areas due to differ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ricultural policies. This 
development was seen as having major consequences for 
the Røros Mining Town and the Circumference cultural 
landscape, as well as an important cause of depopulation.

 
Røros Mining Town and the Circumference (Norway)

Guide 7 Case study

A combination of national and local policies, funding 
and support schemes, together with the efforts of 
very proactive and united local stakeholders and civic 
community, worked to promote traditional small farming and 
locally made products, with an shared innovative vision and 
strategy that included tourism as a key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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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규모 현지 생산자이기 때문에, 상품 개발, 자금 

조달, 마케팅, 유통 등과 같은 일부 주요 활동이 핵심 

도전과제였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사회와 생산자 사이에 역사적으로 잘 형성되어 온 

강한 협동 정신이 협동조합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협동조합을 통해 농부들은 유통과 마케팅을 조합 

대표에게 맡길 수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혁신 

지원이 사업 자금 조달, 사업 강화, 협동조합이 실패한 

곳의 홍보와 유통에 도움을 주었다. 쿱 노르게(Coop 

Norge, 노르웨이에 있는 215개 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약 900개의 슈퍼마켓)와 같은 기존 조직이나 

리카호텔(노르웨이와 스웨덴에 80개 호텔 보유) 등 관광 

기업은 소규모 로컬푸드(local food) 생산자를 도와 지역 

상품과 유기농 상품의 유통과 지원에 힘을 보탰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지역에서 만든 식품은 명예의 훈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현지 및 지역 시장에서 성공적인 틈새 식품 산업을 일으켰고 

뢰로스 브랜드를 강화시켰다. 로컬푸드 미식(gastronomy)은 

뢰로스 관광 체험의 핵심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20개 이상의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인 뢰로스마트(Rørosmat)가 

설립되었다. 뢰로스마트는 소규모 농부들이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객에게 고품질의 로컬푸드 

상품에 대한 광범위하고 통합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뢰로스 목적지 관리 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DMO)이 추진하고, 공식적인 ‘뢰로스 관광 

가이드 2014’에서 홍보하고 있는 뢰로스 지역의 로컬푸드 

사파리는 이 지역의 소규모 농장 가이드 투어를 여름철에 

매달 여러 차례 제공하고 있다. 관광객은 온라인과 관광 

안내소를 통해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결과는 무엇인가?

뢰로스 사례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과 

역사적 경관 사이의 취약한 연결 고리를 인식한 하나의 예다. 

이것은 적절한 정책, 기본 계획, 자금 지원의 중요성은 물론, 

지역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 사례는 지역 고유의 전통 원료와 정체성을 혁신과 

접목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적인 경제 제도, 정체성, 복지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품질 상품과 경제적 기회, 관광 경험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존의 지역 자산과 독특한 특징을 

이용하여 탁월하고 포용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소규모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고 전통적인 상품과 자산에 

가치를 부가한다.

생태 농업 방식을 장려한다.

미경작 목초지의 전통적인 풀베기 작업을 지원한다.

전통적인 농업에서 지역의 고품질 틈새 상품을 개발한다.

유산지역의 문화경관 유지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를 막는다.

지역 자산 및 정체성과 직결된 관광 상품을 제작한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완충지대 내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쇨렌데(Solendet) 

자연보호구역에 있는 미경작 목초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풀을 베었다. 

유산지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 농업 정책으로 지역의 고품질 

틈새 상품 생산 및 생태 농업 방식에 도움이 되었다.

농부들이 최고급의 지역 특산품 개발을 위해 전통적인 주요 

원료(뢰로스 소 또는 사미 순록 사육)를 이용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부 생산자는 전통적 요리법을 새롭게 바꾸었고, 전통 

기반의 디자인을 젊은 층의 관심을 끄는 신선한 포장과 

결합시켰다.

소규모 농부들은 1800년부터 이 지역에 뿌리 깊게 내려온 

오래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목표를 달성했다.

생산자들은 적어도 여름 시즌 동안 관광객에게 산지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속 있는 관광 제안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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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➑  방문객 행동 관리

이 안내서는 방문객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및 방문객 관리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방문객의 움직임을 관리하고 방문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발에 중요한 측면이다. 

이것은 세계유산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보호하는 데 종종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수준 높은 

경험에 기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방문객의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방문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방문객의 움직임은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힘이라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훌륭한 

목적지는 방문객이 어디로 가는지, 언제 그곳에 가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관리한다. 이것은 방문객의 

경험을 통제하거나 망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정반대다. 

방문객 관리는 현재와 미래에 그 목적지에 오는 고객들이 

잘 보존된 유산지역의 명소를 통해 훼손되지 않고 

신중하게 계획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연구를 수행하라. 효과적인 방문객 관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광에 대한 분석 없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목적지와 유산지역은 계절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명소에 몰리고, 

방문객의 경험을 망치며, 세계유산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내서 1(목적지 관광의 이해)은 

목적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방문객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 수요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추측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 수요 예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과 물리적 공간, 그리고 유산에 

대한 주요 위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폭넓은 추세

목적지마다 다르지만, 방문객 수와 그로 인한 압력에 관한 

장기적 및 단기적 추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객 

수가 매년 20% 증가하는 목적지는 이미 존재하는 압력은 

물론 다가오는 압력에 적합한 방문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10년 앞을 내다보는 

선행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2) 계절성

대부분의 목적지는 성수기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은 연중 고르게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적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해야 한다. 방문객 

관리 시스템은 특히 그 시기 동안 방문객의 움직임과 

행동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덜 바쁜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월간 및 일간 분석 

어떤 사회의 여가 시간 패턴은 세계유산지역의 압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말이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날이므로, 이 기간을 미리 파악해서 

최고조가 되는 날에 방문객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1. 핵심 변수를 먼저 측정하지 않으면 방문객의 행동을 
관리할 수 없다 

방문객의 움직임을 관리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발에 중요한 측면이다. 

이것은 세계유산지역의 가치와 특성을 보호하는 데 

종종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수준 

높은 경험에 기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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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휴일과 특별 기념일

많은 사회에서 가장 큰 압력은 공휴일, 종교적 휴일, 

특별 기념일, 또는 명절에 일어날 것이다. 특히 문제의 

세계유산지역이 영적인 중요성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방문객 관리는 이런 날들을 미리 확인하고 집중하여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5) 하루 중 시간대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력은 엄청나게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하루 종일 방문객 

그룹을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받음으로써, 방문객 경험의 질 

향상, 압력의 감소 및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의 확산은 모두 

개선될 수 있다.

입장권 판매 데이터

일부 유산지역은 전체 유산지역이나 주요 명소의 입장권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고, 연간, 특정 월, 주, 

일에 대한 방문객의 흐름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숙박시설 보유 데이터

일부 목적지에는 연중 언제든지 방문객의 밀도를 보여주는 

정확한 관광 데이터가 있다.

관찰

유산지역 내에서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견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항상 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문제에 대한 단순한 관찰로도 

상당한 가치를 알 수 있다. 

주요 사람들 조사

많은 유산지역들은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지식과 

관찰력을 간과하고 있다. 호텔리어, 레스토랑 주인, 환경 

보호자, 택시 운전사, 안내자, 해당 지역사회, 소매업자 

등에게 성수기가 언제인지 물어보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방문객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우려 사항을 로우테크(low-tech) 방식으로 접수

예를 들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충격을 경험할 때 

문자로 번호를 보내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이 안내서의 어떤 것도 세계유산지역이나 해당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관광 유치를 위해 유산 지역을 

장려하는 것으로 읽혀져서는 안 된다. 어떤 유산은 방문객의 

영향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되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그 유산지역을 경험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예: 스페인 알타미라). 

일부 세계유산지역은 방문객 센터를 유산지역에서 적정 

거리에 두거나 혹은 훨씬 더 떨어져서 접근 가능한 위치에 

두는 등 ‘원격 접근(remote access)’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유산지역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할 필요 없이 그 

유산지역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접근하고 배우며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유산지역이 얼마나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 하나의 숫자인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에 대한 개념은 문제가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수용능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으로 숫자에 

대한 제약을 살피고, 또한 일정한 수의 방문객을 넘어서는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수용력은 하나의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범위 변수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건기에 어떤 목적지에서 'xx'명 이상의 방문객이 리조트에 

있으면 수자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우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 방문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 

너무 많은 방문객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목적지에서의 방문객 경험의 질이 더 저하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시기별, 물리적 공간별로 관광의 

압력에 관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하지 않거나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개입에 비용을 들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애쓰지 않고, 필요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과 체계를 가질 수 있다. 

목적지나 유산지역이 더 지속가능한 시설로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경우, 지속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증가될 수 있다. 이 주제에 있어 선두적인 기관 중 

하나인 키란 컨설팅(Kiran Consulting) 회사는 ‘수용 

계획’(Carrying Pla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했는데, 

이는 목적지가 얼마나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를 초과하면 목적지를 어떻게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2. 정보를 수집하는 몇 가지 방식

3. 목적지의 ‘수용능력’ 또는 ‘수용능력 범위’ 및 방문객 
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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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풍부한 목적지나 유산지역의 경우에는 이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적 지도를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컴퓨터 모델링이 필요하다). 

일부 세계유산지역은 ‘수용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에 

투자하고, 방문객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 인프라를 개발했다. 매우 복잡한 전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핵심 변수에 따라 방문객의 흐름과 

체류 시간을 바꾼다. 이것은 안내자가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허니팟(honeypot)’ 지역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방문객 

그룹을 다른 루트를 통해 다른 유산지역으로 데려간다든지, 

또는 방문객 수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유산지역 중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전문가 

지침은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한 요소가 발생하기 전후에 새로운 해설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 유산지역의 민감한 요소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원이 매우 제한된 유산지역이라면, 우수 사례로부터 배워 

저기술, 저비용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 조사를 통해 국경일이 가장 혼잡한 날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1) 방문객의 접근 제한

방문객의 영향으로부터 유산을 보호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접근을 막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유산지역이 방문의 영향을 지탱할 수 없다면 방문객은 그 

지역을 관람할 ‘권리’가 없다. 정해진 인원 수만이 매 시간 

또는 매일 유산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면, 유산지역의 해설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라. 

2) 부정적 영향 강도의 최소화를 위한 방문객의 

공간적·시간적 분산 

점점 더 많은 방문객이 섬세한 생태학적, 문화적 환경에 

놓이게 되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관광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목적지 전체에 

걸쳐 관광을 고르게 분산하거나, 방문객의 제안이나 경험을 

확대하거나, 방문객이 일, 주, 월, 연도 중에서 압력이 덜한 

시점에 도착하도록 권장하는 것 등이 있다. 

3) 입장권 예매 제도

현재 일부 세계유산지역은 입장권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유산지역이 해당 날짜에 필요한 수만큼의 

입장권만 발매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또한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유산을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업계는 이런 조치가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통제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방문객은 실제로 이 

목적지를 더 특별하고, 더 진정성이 있으며, 더 독특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몇몇 목적지는 방문객이 수년 전에 

미리 입장권을 신청하는 ‘평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스페인의 알타미라와 필리핀의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Puerto-Princesa Underground River 

Park)은 입장 제한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이미 증명된 두 

가지 사례다. 

4) 혼잡 관련 가격 제도

사람들은 흔히 인센티브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혼잡한 날에 유산지역 중 민감한 지역에 대한 입장권 

가격을 인상하면 혼잡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독특한 경험의 비용이 비싸지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원하는 효과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 가격 책정은 방문객이 하루 또는 일주일 내내 더 

고르게 분산되도록 유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용한 시기에는 더 싸고 성수기에는 더 비싼 입장권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흐름을 좀 더 고르게 하고 압력이 

고조에 이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어떤 방문객은 덜 

붐비는 시기에 방문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 특히 

그것이 유산지역 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 방문객에게 이런 

우려 사항을 전달하라.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방문객 관리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술들은 특정 시스템을 실행해야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과 강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기억하라. 목적지는 일반적으로 세계유산지역보다 더 

크다. 더 넓은 목적지를 활용해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분산시켜라. 방문객은 세계유산지역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지역 전체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필수적인 

활동은 세계유산지역의 경계가 아닌 목적지 내의 다른 곳에 

유치하라.

4. 수용능력 계획 및 접근방식을 개발하라 5. 방문객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하라

방문객을 목적지의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분산시킨다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일부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 입장권 가격을 높인다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 지정 입장권으로 제한한다



75안내서 ➑  방문객 행동 관리

방문객과 관광 종사자에게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라. 세계유산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은 이미 피해에 대한 취약성이나 관광의 

압력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할 것이다. 

혼잡이나 기타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은 전체 루트의 전략 

지점에서 줄을 서 있는 방문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만일 

많은 방문객들이 ‘관람 필수’ 요소에 관계없이 밀어부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쇼핑, 식사, 

휴식, 학습, 또는 단순히 그 장소의 분위기 감상 등을 하면서 

목적지의 덜 민감한 지역에서 체류 시간을 늘릴 것이다. 

관람을 위한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는 안내문 

등의 사소한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여기서부터 

대기 시간이 4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X, Y, Z를 탐험하는 것은 어떤가요?”라고 간단히 

써놓을 수도 있다. 

안내자와 기타 관광 관련자들이 문제와 해결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라.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들은 또한 도움과 자원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방문객들이 특정 시점에 ‘관람 필수’ 지역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지의 호텔 접수원, 

안내자, 택시 운전사 및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결국 이들은 방문객들에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좋은 식사, 쇼핑, 휴식, 다른 것 

관람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제안할 수 있다.

5) 목적지 전체에 걸친 방문객의 분산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은 유산지역의 ‘관람 필수(must 

see)’라는 측면에서 목적지 내 특정 장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훌륭한 유산지역은 방문객이 다양한 경험과 공간을 

거치도록 이야기와 흐름을 만들어 그들의 흐름을 늦추고, 

취약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집중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산지역의 민감한 요소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기 이전이나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면, 그곳에서 짧은 시간만을 보낼 수 있다. 

유산지역과 바로 근접한 곳에서 모든 해설을 들을 필요는 

없다. 독창적인 해설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람 필수’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와 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 긴급한 상황을 줄이고 소수의 ‘관람 필수’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한 경험, 상품, 서비스 제공 

피해가 가장 적은 곳에서는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피해가 가장 큰 곳에서는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목적지 중에서 덜 알려지고 덜 취약한 

지역에 방문객의 관심을 끌어 관광의 범위를 확장하라. 

6.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

지역사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문객의 흐름을 설계할 

수 있다. 일부 훌륭한 유산지역에서는 상품, 서비스 또는 

경험의 구매를 위한 지역사회 방문이 방문객 경험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 여기에는 종종 덜 민감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다.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물건을 팔 

필요가 없으므로, 체류 시간을 늘리ㄴ기 위해 민감한 구역 

밖에 매장을 둘 수 있다. 

7. 지역 기업이 방문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체류 시간을 늘려라

방문객의 영향으로부터 유산을 보호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접근을 막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유산지역이 방문의 영향을 지탱할 수 

없다면 방문객은 그 지역을 관람할 ‘권리’가 

없다. 정해진 인원 수만이 매 시간 또는 매일 

유산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면, 유산지역의 해설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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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 알 히탄 (이집트)

와디 알 히탄(Wadi Al-Hitan) — 고래 계곡으로도 

알려짐 — 은 이집트의 서부 사막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야외 박물관’으로, 가장 초기의 그리고 지금은 멸종된 

고대고래아목(Archaeoceti)의 귀중한 화석 유적, 기타 

선사시대 화석 유적 및 다양한 살아있는 야생생물 등이 

있다. 와디 알 히탄은 고래 화석의 엄청난 수, 밀집도, 

질, 접근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2005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 유적은 국가 소유로 ‘이집트 

자연보호지역법(Egyptian Law for Nature Protectorate 

Reserves)’ 아래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자연 

환경의 파괴나 악화를 초래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방문객들은 평소 접근이 어려운 이 

세계유산지역에서 야영하며 하룻밤을 보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다. 와디 알 히탄이 속해 있는 와디 엘 

라얀(Wadi El-Rayan) 보호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시행된 이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8년에 약 12,000명이 방문했다. 

기본 상황

방문객 수를 통제하기 위해 방문객이 유산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었다. 와디 알 히탄은 차량이 

금지되어 도보나 낙타를 타고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 미리 

마련된 안내 여행을 통해서만 방문을 할 수 있다. 와디 엘 

라얀 보호지역의 용도 구역 설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통제된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고, 다른 지역은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유지되고 있다. 잘 설계된 방문객 시설은 

사람들을 보행로를 따라 주요 유산지역으로 안내하고, 

제한된 현장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무슨 일을 했나?

전략적 우선순위

와디 알 히탄의 완전성 및 자연미를 보존한다.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다.

취약한 유적지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Strategic priorities

Wadi Al-Hitan – also known as Whale Valley – is located in 
the Western Desert of Egypt. It is an ‘open-air museum’  
of invaluable fossil remains of the earliest, and now extinct, 
suborder of whales (Archaeoceti), as well as other prehistoric 
fossil remains and diverse living wildlife. The sheer 
number, concentration,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evidence saw Wadi Al-Hitan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05. It is state-owned and has 
strong legal protection under the Egyptian Law for Nature 
Protectorate Reserves, forbidding actions that would lead to 
the destruction or deteri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 main visitor groups are foreign tourists who 
usually camp overnight at the World Heritage site, 
which is difficult to reach. Since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tourism strategies at Wadi El-Rayan 
Protected Area (WRPA), of which Wadi Al-Hitan is 
incorporated, tourist numbers have steadily increased 
– around 12,000 visitors were recorded in 2008.

 
Wadi Al-Hitan (Egypt)

Guide 8 Case study

The means through which visitors could access the 
site were restricted to allow better control over visitor 
numbers. Vehicles are prohibited, and Wadi Al-Hitan can only 
be visited through prearranged guided tours along a set trail, 
either by foot or on camel. Zoning across the WRPA leads 
to controlled eco-tourism in some areas, while maintaining 
others for research and study; and the well-designed visitor 
facilities guide people to the key sites via footpaths 
and provide limited on-site accommodation.

Preserve the integrity and natural beauty of Wadi Al-Hitan.

Enable the continuation of scientific research on the 
prehistoric remains.

Establish a system of sustainable tourism that benefits 
both the needs of such a fragile site and those of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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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심은 매우 섬세한 화석 유적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는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곳은 

세계유산지역을 위해 개발된 관리 계획(2008-2013)에 

따라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차량 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유산의 용도 구역 설정에 따라 일부 

지역은 통제된 생태관광이 제공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조사와 연구를 위해 유지되고 있다. 이 유산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방문객 수가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방문은 

사전에 조정되어야 한다. 외진 곳에 있는 이 유산지역의 

특성 때문에 관광객들은 여기서 야영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데, 이는 와디 알 히탄의 자연 경관과 선사시대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영구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고 있다. 

또한 완충구역은 와디 엘 라얀 보호지역 내 

세계유산구역의 일부로 관리되고 있다. 효과적이고 잘 

설계된 방문객 시설은 사람들을 보행로를 통해 주요 

장소로 안내한다. 각 방문단은 할당된 트레킹 안내자를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유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유산지역에 대한 접근 지점을 감소시켜 왔으며, 

허가 받지 않은 방문객이 들어올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유산지역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와디 알 히탄은 방문객 관리 전략 외에도 지역사회, 기업, 

이해관계자들을 지역의 관리에 통합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생태 관광과 환경 교육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홍보하고, 보존과 개발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2014년에 와디 알 히탄은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이탈리아로부터 기금을 유치했는데, 

이것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세계유산지역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재정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와디 알 히탄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및 안내자 동반 여행의 

요건은 신규 사업 개발의 기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지속적인 고용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세계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 와디 알 히탄의 

현재 관리 전략과 관광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적한 

3가지 요소는 보존 개선, 가치 인식 증대, 지역사회 

개발이다.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잠재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안내자 동반 여행을 

시행하고 광범위한 감시를 수행함으로써 세계유산지역에 

퍼져있는 취약한 화석 유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피해나 

도난)을 줄였다. 

와디 알 히탄에서는 엄격한 방문객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가 촉진되어, 관광업이 지역 사업가들과 

함께 소규모로 개발되어 왔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역량 

강화와 유산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는 지역사회의 주요 

우선순위에 속했으며, 이것들은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역 

기업의 재정적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결과는 무엇인가?

취약한 유산의 경우, 그 유산을 보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세계유산지역의 경우, 이것은 

정해진 관광 경로나 방문객 사전 예약 관람 실시 등과 같이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와디 알 히탄에는 광범위한 고고학적 유적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문서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발굴되지 않은 유적을 보호하고 관광객 

영향이나 무단 침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다(용도 구역 설정, ‘관광 루트,’ ‘접근 불가 구역’ 

등). 이러한 조치 과정에는 담당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관광 안내자의 헌신이 필요하다. 관광객의 

영향을 제한하는 전략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이상적으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와디 알 히탄은 약 200km2(완충구역 제외)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의 불법 거래나 불법 발굴 행위 등 

원치 않는 방문객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긴급 자금이 부족하였고, 인프라 개발 지원이나 

변화에 필요한 직원 교육 제공을 위한 민간부문의 

재정적인 지원도 없었다. 와디 알 히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는 관광객의 접근과 수를 제한하거나 차량 

접근을 규제하는 정책도 전무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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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유산지역과 목적지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안내서들에서 발전된 열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란 항상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유적지의 유산 가치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돈은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안내서들에서 

제시된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다.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산지역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유산지역은 더 

지속가능한 목적지를 위해 필요한 점진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또는 새로운 자금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유산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

1) 과세

기존의 모델은 국가,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입국 

시 부과되는 방문객 세금을 통해) 또는 간접적(관광업체에 

대한 과세를 통해)으로 여행을 하는 대중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기반한다. 이 세금은 보존 작업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유산지역에 돌려준다. 세계유산지역의 

보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델을 선호할 것이다. 

2) 유산지역 내에서 상업적 수입 증대

이것은 또 다른 일반적인 모델로, 유산지역 당국이 고가 

티켓 판매, 소매 매장, 음식 및 음료, 숙박시설, 교통 및 

체험 등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유산지역의 보존에 재투자한다. 많은 유산지역 관리 

조직의 경우, 이 모델은 종종 해결책이 되지만, 늘어나는 

방문객 수나 유산지역의 경제적 착취 증가로 인해 모든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산지역에서의 

상업적 수입 증대는 중요하지만, 이것은 목적지에서 쓰는 

관광 지출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유산지역에서 

지출되지 않는다(‘안내서 7: 상품, 서비스 및 경험을 통한 

가치 부가’ 참조). 

3) 유산지역 밖에서 상업적 수입 증대

일부 유산지역은 목적지 밖에서 상품, 서비스, 경험 또는 

지적 재산을 판매할 수 있다. 세계유산 지역사회 중 소수의 

지역사회는 지역민과 상품에 대한 관광 수요를 초월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했고, 목적지 밖에서 상품, 서비스, 경험, 

지적 재산을 통한 수입원을 개발했다(‘안내서 7: 상품, 

서비스 및 경험을 통한 가치 부가’ 참조).

4) 자금 조달 또는 투자 확보를 위한 타인과의 협력 

점점 더 많은 유산지역이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수익 창출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전략이 당신의 목적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안내서에서 다룰 

내용이다.

1. 세계유산의 재정 지원을 위한 4가지 방법 
— 초보자 안내서

지속가능성이란 항상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유적지의 유산 가치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돈은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안내서들에서 제시된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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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안내서 1. 목적지 관광의 이해’ 

참조)은 수행해야 할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조치에 비용을 부과하고 기간을 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며, 이어서 연간 예산을 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나 투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자금 유치 방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진지한 투자자나 기부자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모든 주어진 활동의 다양한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결과에서 출발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결과를 향해 노력하라. 

당신은 이런 가능성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2. 유산지역과 목적지에 바람직한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과 투자가 
필요한지 분명히 하라

수행해야 하는 조치나 활동의 목록과 비용 견적을 작성하라. 

그런 다음에 현재 자금 제공자가 없는 조치나 활동을 

확인하라.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자금 

조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어떤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투자나 자금을 더 쉽게 유치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위해 돈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돈이 

필요한지 분명히 인식하라.

그러한 조치 및 활동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라. 간단한 

조치는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다음에 해당될 수도 있다. 

3. 무엇을 위해 자금이나 투자가 필요한지 분명히 하라

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 재원 중 일부를 고려해야 

한다(그리고 유산지역에 특정된 기타 재원) 

1) 정부 및 법적 기구

많은 유산지역에서는 비교적 지속가능한 자금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당사국 또는 관련 기구가 

유산지역 및 더 넓은 목적지의 보존, 해설 및 증진을 위한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언제나 전략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금이나 투자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지역은 전 지구적인 것이므로 당신의 분석을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에 국한시키지 마라. 때때로 당신의 

유산지역이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유럽연합, 

세계은행 또는 기타 당사국 등과 같이 초국가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Valley of the Kings)’을 위한 많은 자금이 

일본으로부터 나왔다. 따라서 어떤 정부와 정부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라. 

2) 제3 부문의 자선단체, 신탁 및 재단 

전 세계의 많은 사회에는 자선신탁, 자선단체, 그리고 

목표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보유한 

단체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현재 

많은 자금 조성 메커니즘이 전 지구적으로 작동하므로 

전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라. 가능성이 있는 제3 부문의 

기부자와 투자자를 확인하고, 그들이 투자를 위해 어떤 

성과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의 

웹사이트 및 재정 지원 안내문을 읽어보라.

4. 유사한 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금 제공자와 

투자자를 확인하라

유산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해설하고, 증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한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가?”

공예가나 여성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의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이 된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가?”

교육의 기회가 된다

“자금을 제공하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방문객에게 보존 전문가와 함께 자원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왜 자금 부담을 하지 않는가?”

학교 및 대학과 공유하는 활동이 된다

사람들이 유산지역의 가치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문객 명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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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후원

당신의 세계유산지역은 전 세계에 중요한 존재로서, 많은 

책임감 있는 자선 기업들은 당신의 유산지역과의 연관성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유산지역의 보존을 

위한 투자자로서 홍보(PR)의 이점을 확보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의 

동기에 신중하고,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본 원칙과 기대를 설정하라. 유산지역과 연결되어 있거나 

투자 확보를 위해 다른 이유로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라. 

4) 순자산이 많은 개인

부의 행운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유산을 남길 방법을 

찾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유산지역의 보존을 돕는 

것보다 유산을 오래 지속하는 데 더 훌륭한 방법은 없다. 

이를 위해서 유산지역은 그들의 요구, 사업 및 투자 기회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선 사업에 호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된 설득으로 어떻게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생각하라.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그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가치를 인식하고 특정 개인에 맞는 설득을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5) 지역민

때로는 자금과 투자의 좋은 재원이 유산지역 내에 

—지역사회의 형태로 — 있을 때도 있다. 유산지역 

보존에 지역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지역사회 회원/기부자 

제도를 가지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금전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때때로 지역사회를 떠나 

타지에 가서 일하고 부를 이룬 사람이 해당 지역사회 또는 

유산지역/목적지의 유산에 혜택을 돌려 줄 방법을 찾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월급 공제형 

기부(payroll giving)나 특별 사업을 위한 기부 요청 등과 

같은 아이디어로 가능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계획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라.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 유산지역을 돕기 위해 

매주 복권을 사려고 할까? 이것이 당신의 사회에 적절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기꺼이 기여하도록 권장할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라. 

6) 관광 단체 및 기업

필요한 투자는 종종 보존을 위한 자선 기부보다는 관광 

인프라에 대한 상업적 투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라. 이 논의의 요점은 어떤 

형태의 개발과 인프라가 유산지역과 그 가치에 적합한지에 

관한 것이다. 

‘안내서 6. 관광 인프라 개발 관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발자와 기업은 세계유산지역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의 한계와 제약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개발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보존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 계획에 

환원하는 법적 메커니즘이 있다. 관광 기업은 흔히 무언가를 

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문화적, 또는 환경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훌륭한 윤리를 

갖춘 책임감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과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관광 기업을 손쉬운 자금원으로 과대 평가하려는 유혹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관광 기업은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미미한 편이다. 당신은 관광 기업을 자금 조달자, 

기부자, 혹은 유산지역의 옹호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관광 기업에 접근하여 그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보존을 위한 기금 조성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꺼이 할 것이고, 다른 기업들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빨리 따라 할 

것이다. 

7) 방문객

목적지의 중심에 있는 유산을 유지하거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방문객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기부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목적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일부 사회와 문화에서는 

입장료, 티켓 가격, 숙박 부문의 침대 등에 부과되는 

의무적인 세금을 선호한다. 또 다른 문화에서는 유산지역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휴가 기간 동안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객의 자발적인 기부를 선호한다. 

8) 세계시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모델의 부상은 유산지역들이 전 세계의 관심 있고 공감하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그들과 관계를 수립하여 유산지역의 

삶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잠재적 기부자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플랫폼은 이미 

존재하지만, 적절한 사업을 개발하여 기부를 위해 전 세계에 

그것들을 내놓은 유산지역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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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하라(Keep it simple). 3개의 열로 된 표를 

만들라. 첫째 열은 유산지역/목적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활동의 목록을 적어야 한다. 둘째 열은 그런 

조치/활동에 대한 투자의 잠재적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열은 잠재적 투자원/자금원 및 각 자금 

제공자가 투자하기 전에 특별히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기부자의 관심사나 우려 사항에 대한 특징을 스케치해보라. 

각 특정 기부자에게 맞는 짧은 원고를 작성해서 당신을 돕는 

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의 실험을 

해보라. 

5. 특정 결과 또는 활동에 자금 지원이나 투자를 하도록 
설득이 가능한 자금 제공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라

어떤 목적지도 모든 가능한 자금/투자 방법을 동시에 

추구할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그들의 유산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의식 있는 접근을 하기도 한다. 

당신은 투자의 필요성과 그것이 정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설득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나 기구와 

협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당신은 수입과 역량을 늘리기 위한 간단한 메커니즘을 우선 

검토하고(예: 자금 조달을 관광 기업에 아웃소싱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복잡하고 자원 집약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합한 투자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전략을 정하라 

당신의 요구 및 자금 제공자/투자자의 목표를 구현하는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라. 자원이 풍부한 일부 

유산지역은 그들의 비전과 자금 제공자/투자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자원이 많지 않다면, 장래의 자금 

제공자에 관한 조사로 얻은 통찰력을 이용하여, 각 사업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해서 

작성하라(위에 제시된 ‘4. 유사한 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금 제공자와 투자자를 확인하라’ 참조). 

모든 잠재적인 기부자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지,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 자금이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달성할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금 제공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때로 도움이 된다. 

7. 자금 제공자/투자자에 대한 당신의 설득 논리를 개발하라 

주요 자금 제공자와 투자자는 책무감이 있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역량 및 제도를 

기대할 것이다. 이것은 조직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다음 사항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일부 문화의 경우, 기부자와 투자자는 등록된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자금 조성 기구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단체들은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그런 체계에 수반된 규정과 

투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8. 자금 제공 및 투자는 종종 경쟁적이므로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라

자금 제공자나 투자자마다 관심사가 다르겠지만, 때로는 

좀 더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 성과를 함께 묶는 것이 그들의 

투자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성 프로그램 중 일부는 새로운 혹은 다른 자금 

제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의 성과를 

묶어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교육 자금 제공자는 보존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와 대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보존 작업에 투자할 수 있다. 원하는 

결과는 보존 작업일 수 있지만, 그 사업을 교육 수단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 또는 보존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자금 

제공자도 투자할 수 있다. 

요구 사항과 자금 조달 기회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많은 조직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그들 자신의 목표 그리고 

기부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언뜻 보기에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실용주의는 자금 조성의 핵심이다. 효과가 있는 

일을 하라.

9. 새로운 활동에 자금 제공자/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성과를 함께 묶어라

자금을 처리하는 방식

자금을 처리하는 행정 비용

자금 처리 및 지출에 따른 결과 제공에 대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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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금 조성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한 몇 가지 선택 

사항이다(목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더 

많은 역량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라).

1) 기부 상자와 봉투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금 중 하나다. 기업에게 기부 상자나 

봉투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요청하고, 모금된 자금을 

정기적으로 중앙 자금원(central source)에 전달한다.

2) 티켓 부담금 부과 제도 

또 다른 비교적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관광 명소나 교통 

제공업체에게 유산지역의 보존을 위해 티켓 가격에 

페이백(payback, 보상 환급) 부담금을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중앙 자금원에 전달하기 전에 해당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업들은 방문객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유산지역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릴 

수 있고, 또 알려야 한다.

3) 페이백 상품

기업은 일부 상품에 페이백 프리미엄을 추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정해진 기부금이 유산지역의 보존에 

사용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홍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그 기금을 정기적으로 중앙 자금원에 전달한다. 

4) 자선 경매

일부 보존 자선단체들은 기부된 제품, 상품, 경험의 경매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모금한다.

5) 방문객 기부

숙박업체(또는 기타 서비스 및 상품 제공업체)는 ‘옵트 

아웃(opt-out, 비동의)’ 또는 ‘옵트 인(opt-in, 동의)’ 제도를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보존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비스의 통상적인 비용 외에 추가 금액을 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때때로 ‘여행자 자선사업’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일부 목적지에서는 20년 이상 운영되어 상당한 

금액을 모금하기도 했다.  

6) 회원이나 친구 제도

방문객, 기업, 거주민 등은 유산지역의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회비를 내야 한다. 그 대가로, 복원 공사 방문이나 

유산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때로 지역민은 이런 제도를 통해 유산지역에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방문객은 방문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유산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7) 크라우드소싱

현재 무료로 또는 소액의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전 세계의 

잠재적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크라우드소싱 웹사이트가 

많이 있다. 효과적인 크라우드소싱의 핵심은 유산지역 

차원에서 요구되는 조치나 활동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제시하여, 기부자의 자선 활동에 

호소하는 것이다. 일부 사이트의 경우, 일정 금액을 넘는 

기부에 대해 추가 혜택을 준다. 이런 사이트의 매력은 종종 

도움의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기업의 동료, 

축구팀, 교회 집단 등 단체로서 기부한다. 이것은 많은 수의 

소액 기부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

8) 월급 공제형 기부

거주민, 방문객 또는 전 세계 시민들은 직접 지불 

방식을 통해 주간, 월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중앙 

자금원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존 작업의 자금으로 

쓰인다. 이것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는 

데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입을 

장려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9) 유산 기증

거주민, 방문객, 또는 전 세계 시민들은 유산지역의 보존을 

위한 기부를 유언장에 작성하도록 권유를 받는다. 이것은 

누구든 생애를 마친 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유산지역의 어딘가에 표시되는 매우 

의미 있는 수입원으로, 예를 들면 기부자 명단을 적은 명판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기부의 특성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 

10) 기업 후원

기업은 종종 지역 기반 여부에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지 중 일부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기업은 유산지역과의 연관성과 기업으로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다. 모든 기업이 

모든 유산지역에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 이런 방식으로 보존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회가 

존재한다. 

11) 특별한 행사 또는 경험

일부 유산지역은 보존을 위한 자금 유치에 몇 가지 혁신적인 

방법들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영화감독에게 유산지역을 

영화 세트장으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스포츠 행사 

또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 등이 있다. 분명히 첫 번째 

우선순위는 지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유산과 그 지역의 

무형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 —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 매우 수익성이 있는 활동의 범위는 

아주 넓다.  

10. 관광 부문, 특히 방문객으로부터 자금 조성 
메커니즘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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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기르고, 자금 조성에 

전문성을 높여라. 일부 목적지에서는 자금 조성이 사전 

계획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덧붙여진 경우가 많아, 명목상의 

수익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가장 역동적인 목적지의 

경우, 자금 조성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거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투자한 종자 자본을 장기적인 수익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상당한 규모의 

유산지역에 대한 자금 조성 전략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갖춘 보다 전문적인 

접근방식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는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부-기증 

관계가 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기부자는 거래 비용이 

낮게 유지되도록 자동화된 방식을 통해 기부를 계속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향후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목적지의 마케팅 목표와도 잘 

연결된다. 훌륭한 목적지들은 방문객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활동과 사업에 참여시킨다. 

11. 보다 진보한 모금 기술을 이용해 전문적인 방식으로 
역량을 구축하고 자금을 마련해라

만약 당신의 유산지역이 매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는 지역민, 방문객, 공감하는 세계시민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 작가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선진국에서 ‘인지적 잉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썼다. 즉, 자유 시간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훌륭한 목적을 위해 그들의 교육과 전문기술을 기꺼이 

사용한다. 당신은 이미 매년 당신의 유산지역을 방문하는 

놀라운 웹 디자이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선적 제스처로서 적은 비용이나 무료로 당신을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자원 봉사할 기회를 주어라.

필요성이 정당하다면, 그리고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신속하다면 답은 ‘예’이다. 목적지가 법적 구조 및 

분명한 자선 목표를 갖춤으로써, 간단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기부 구조를 설정한다면, 

방문객들이 기부를 한다는 실제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정부에게 돈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가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계획들은 기부 구조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그리고 정부 같은 다른 재원이 이 조치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은 한계가 있어 종종 단순한 것이 더 낫다. 지구상의 

사람들 중 약 1/2∼2/3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컴퓨터로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한다. 이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기반 해결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유산지역은 휴대전화 수신이 

어려우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금융 거래 시 온라인 양식 

작성보다는 현금 기부를 더 선호한다. 모든 범위의 자금 조성 

해법을 검토하고, 시간과 비용 투자에 대해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혼합된 방법을 찾아라. 

12.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13. 관광객이 실제로 기부를 할까?

집에 있는 컴퓨터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돈을 지출하는 

곳에서 자금을 마련하라. 일부 기술적으로 앞서고 부유한 

국가에서는 현재 휴가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예약한다. 

이는 개인 휴가 중 가장 큰 거래이므로, 기부 요청은 온라인 

학습과 예약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방문객이 

유산지역에 대해 배우고, 숙박시설과 교통편을 찾으며, 

휴가를 예약하는 데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온라인 자금 조성이 목적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자금 조성은 목적지가 하는 모든 일, 즉 전략의 핵심 부분, 

유산을 보호하는 힘, 지역사회를 위한 조력자, 목적지가 

방문객과 맺는 지속적인 관계의 일부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방문하는 중요한 

장소와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맥락에서 기부는 그들의 헌신의 일부로,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지루하거나 짜증이 나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소비자들은 목적지와 관광 기업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증거도 늘어나고 있다. 

15. 전략적 접근방식에 자금 조성을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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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➒ 사례 연구

프랑킨센스 유적 (오만)

프랑킨센스 유적은 오만의 도파르 주 전역에 걸쳐 있는 

프랑킨센스(Frankincense, 유향나무) 및 기타 사치품의 

고대 교역과 관련된 4개의 고고학적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쉬스르(Shisr, 때로는 우바르 Wubar라고도 

함), 숨후람(Sumhuram), 알 발리드(Al Baleed), 와디 

다우카(Wadi Dawkah) 등이다. 

프랑킨센스 유적에는 처리해야 할 두 가지 관리 문제가 

있다. 상당한 고고학적 유적은 전문가 조사, 분석 및 

보존이 필요하고, 이 모든 활동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기본 상황

보존 문제는 세계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재 프랑킨센스 유적은 다행히 

정부가 유산지역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유적은 정부의 기여를 넘어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족할 목표를 가지고 보존 노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재원 조달’ 계획에 

착수했다. 

프랑킨센스 유적의 장기 보존이 가능하도록 오만의 

무스카트에 있는 술탄카부스대학교(Sultan Qaboos 

Univrsity)는 자국민에게 보존 훈련을 제공하고자 독일의 

학술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연구 및 

진행 중인 발굴 등 추가 비용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조성되었다.

무슨 일을 했나?

Baseline situation What did they do?

The Land of Frankincense (LoF) World Heritage site is 
composed of four archaeological sites related to the antique 
trade of Frankincense and other luxury items across the 
Dhofar province of Oman: Shisr (sometimes called Wubar); 
Sumhuram; Al Baleed; and Wadi Dawkah.

LoF has two primary management problems to deal 
with  – the fairly substantial archaeological remains require 
specialist investigation, analysis, and conservation; all of 
these activities also require funding.

 
Land of Frankincense (Oman)

Guide 9 Case study

The matter of conservation is pivotal to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nd the LoF is fortunate the government currently provides a 
fairly healthy contribution to the upkeep of the site. However, 
LoF has also initiated a scheme of ‘self-financing’ to 
ensure that conservation efforts remain funded even 
beyond the government contribution, with the ultimate goal 
of becoming self-sufficient.

To enable to long-term conservation at LoF, Sultan 
Qaboos University (SQU) in Muscat, Oman, has 
develop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German 
academic institutes to offer conservation training to 
resident Omanis. Additional costs, such as research  
and ongoing excavations, have also been raised 
through crowd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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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재원 조달 모델이 아직 스스로 자족적이지는 않지만, 이 

전략은 그런 노력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입장료 및 유산 관련 

상품, 즉 프랑킨센스(유향) 판매 수입은 세계유산지역에서 

일하는 직원 관련 비용에 사용되며, 다른 보존과 유지 

비용에도 쓰인다. 이 유산지역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다.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대학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독일학술교류처(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가 협력하여 술탄카부스대학교에 건축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 40명이 넘는 오만의 젊은이들이 

보존과 현장 관리 훈련을 받고 있다. 이 유산지역의 경우,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지속가능하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프리랜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지역 또는 거주민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크라우드소싱이 알 발리드 고고학공원의 추가적 연구와 

발굴에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성공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2013년에 크라우드소싱 웹사이트 ‘인디고고(Indiegogo)’는 

현재 진행 중인 발굴 현장 및 실험실 물품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목표액은 1,900 달러였는데 

총 3,350 달러가 모금되어 필요한 금액의 거의 두 배가 

넘었다. 물론 공공 기부에만 의존하는 매체를 통한 이와 

같은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 발리드는 이 투자 

플랫폼의 잠재적 가치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나타낸다. 

무슨 효과가 있었나?

스스로 지속가능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분명히 

난제다. 10년 이상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비록 진전은 

있었지만 이 유산지역은 아직도 자체적으로 재정 조달을 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세계유산지역의 직원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 역시 어려운 점이다. 보존의 필요성이 

이미 강조되어 왔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고고학 유산을 가진 

유적지에서는 방문객 관리 또한 중요하다. 게다가,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 — 2008년에 48만 명에 달하는 최고 

기록 — 이 방문하는 세계유산지역에서 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프랑킨센스 유적의 부인할 수 없는 고고학적 가치,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매력, 그리고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의 필요성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이유들이다. 세계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라면 민간 자금이나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학습과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넓은 고객층에 판매할 수 있도록 기타 지역 사업(예: 유향과 

몰약 생산물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 유산지역의 

지속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떻게 지지를 얻었나?

프랑킨센스 유적은 우기인 몬순 기간에 이루어지는 소위 

‘카리프(kharif)’ 관광과 국제 관광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관광을 경험한다. 2011년에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광에서 

발생한 수입은 도파르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 공원의 보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직 스스로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관광을 통해 세계유산지역의 유지라는 중요한 측면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국제 전문가의 도움으로 40명 이상의 젊은 오만인들이 

보존과 유산지역 관리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역량 강화는 

프랑킨센스 유적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크게 기여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자체 지속가능성은 비록 일부 유산지역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세계유산지역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특히, 이것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역량이 부재한 유산지역에서는 더욱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수의 유료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있는 유산지역은 

유지비, 직원 비용, 보안비 등의 요소에 따라 스스로 

지속가능한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프랑킨센스 유적은 

— 아무리 자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언제나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전략적 우선순위

관광객 수입을 통한 자체 지속가능성(self-sustainability)을 

이행한다

‘프랑킨센스 유적’을 대표하는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존한다 

— 이 지역에 자생하며 고대 교역 유산과 관련된 유향나무는 

보존의 대상이다

고고학에 대한 방문객의 피해를 최소화한다오만인들이 보존 및 다른 전문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수준의 역량을 구축한다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걸쳐있는 프랑킨센스와 사치품 교역에 

관한 지식과 교육 향상을 위해 세계유산지역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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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벤치마킹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유산지역과 목적지에 맞는 벤치마킹 개발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줄 것이다.

모니터링이 세계유산지역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안내서 1(목적지 관광의 이해)과 안내서 

2(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가 강조했듯이, 목적지 

차원에서 방문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은 물론 

그들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경험이 알맞은 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핵심 이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자금 

제공자와 투자자가 그들의 투자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여러 조치의 효과를 포착하여, 

‘X달러의 투자가 Y개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미래의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과 지지는 

투명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증거에 기반한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된다. 만일 당신이 더 넓은 목적지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당신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1) 보존 또는 환경 기준점

일차적인 기준점은 세계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열망은 경제적인 것이겠지만, 세계유산지역 관리자 및 

협약 당사국의 주요 책임과 의무는 유산지역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이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청사진은 없다. 각 유산지역은 고유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산지역별 

기준점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 유산지역은 

침입종의 위험이나 밀렵의 위협을 관리하고자 하는 

반면, 문화 유산지역은 교통으로 인한 기념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할 수 있다. 기준점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는 여러 시점 간 비교(개선, 유지, 악화)를 위해 모든 

유산지역에서 반복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기준점

두 번째 기준점은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는 관광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종종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좋든 나쁘든)은 관광에 의해 

발생된 일종의 부수적인 피해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이런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은 없으며, 

사회와 문화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호도나 모델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주요 원칙은 해당 지역사회가 

관광을 이해하고(‘안내서 1. 목적지 관광의 이해’), 전략을 

수립하며(‘안내서 2.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목적지가 그들의 요구와 열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초기 분석 수행과 전략 개발 시 합리적인 기준점과 
이정표를 확인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과 지지는 투명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증거에 기반한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된다. 만일 당신이 더 넓은 목적지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산지역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보존의 여건과 상태 평가

미해결 문제 인식 및 처리

국가, 유산 관리자, 유산 관련 전문가 간에 모범 사례, 

지식 및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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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은 비교적 이해하기에 간단해야 하고 널리 

전달되어야 한다. 기준점은 10개 이하로 권장되며, 이것은 

전략의 마지막 쪽에 공개되어야 한다(‘안내서 2.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참조). 관광 기업은 때때로 유산 

전문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점 세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3. 기준점과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의 투명한 척도로 
공개되어야 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기준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기준점을 개발하라. 

만일 글로벌 경제가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거나 하락한다면, 당신의 전략에 있어서 사업과 

이슈는 변할 수 있고, 기준점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목표를 단순히 회피하는 

것은 기만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준점을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다. 단지 당신이 무엇을 

바꾸었고 왜 바꾸었는지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설명하라. 1년 또는 2년마다 기준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기준점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위한 일정표를 정하라. 관광의 수와 영향은 

매우 빠르게 변하므로 적어도 매년 검토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악화와 관련된 생태학적 조건 등의 

기준점은 매우 느리게 변할 수 있어 매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준점을 매년 재검토하고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라

일부 목적지는 다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 밖의 기준점은 목적지가 너무 혼잡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혼잡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척도는 주관적이지만, 사람들이 간단한 기록이나 

일지를 계속 작성하면 측정될 수 있다. 잠재적인 기준점의 

수는 끝이 없지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을 결정할 수 있다.

3) 경제/관광 기준점

위의 두 가지 기준점은 목적지와 지역사회의 보호에 관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주요 관광 변수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다. 이것은 유산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안내서 

1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산지역과 목적지 관리자가 방문객 

수, 방문 시기, 방문 이유, 지출 비용, 지출 방식 등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목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 동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 부문의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를 조명하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많은 유산지역들은 방문객이 경험하는 질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안내서에서는 더 많은 유산지역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조사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광이 그 지역에 주는 경제적 가치는 주요 

기준점이며, 관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모든 중요한 관광 목적지는 이것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4) 기타 기준점

여러 유산지역의 전략적 초점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떤 

기준점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유산지역과 그 환경에 맞는 기준점을 만들어라. 

기준점이 당신의 유산지역에만 고유한 것이어도 걱정하지 

말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만일 주요 지역 문제가 방문객 

관리이면 대부분의 기준점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금 조달 상황이 

문제이면, 기준점은 소득 대비 비용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다. 

생태학적 악화가 문제이면 기준점은 환경의 질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유산지역마다 다르며, 안내서 1과 

안내서 2에서 다루었듯이 모든 것은 유산지역의 이슈와 

도전과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 

2. 기준점은 SMART해야 한다

관광 부문에서 지역민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질

관광 산업에서 훈련 받는 지역 청소년 비율 

지역사회의 빈곤율

청소년의 학교 이수율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민 수

구체성(Specific): 당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아주 분명히 

하라.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기준점은 효과가 없다. 개선을 위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해라.

지정 가능성(Assignable): 일은 어떤 사람이 수행 임무를 

맡을 때에만 일어난다. 누가 이 일을 실현시킬지 당신의 전략 

안에 지정하라. 

시간 관련성(Time-related): 조치가 언제 수행되며 그 결과가 

언제 달성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라.

측정 가능성(Measurable): 기준점은 비교를 위해 반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수량화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현실성(Realistic):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여 주어진 기간에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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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한 당신의 가정에 

솔직하라. 사후 합리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 기준점을 

파악할 때 어떤 조치들이 그 기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근거하여 가정을 세우고 기록하라.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당신이 목적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모니터링에 당황하지 마라. 그것은 간단할 수도 있다. 

때로는 모니터링이 사진 촬영일 수도 있고, 단순히 

지역민이 개선되고 있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는 포럼을 개최할 수도 있다. 어떤 

기준점은 간단한 방문객 설문조사 혹은 전문가 관찰을 

통해 간략하게 측정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을 통해 신속히 평가하고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 실패로부터 배우면 된다.

안내서 1(목적지 관광의 이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유산지역의 현재 보존 상태, 해당 지역사회의 요구, 열망, 

삶의 질 및 관광 부문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할 

것이라고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기준점의 증거도 

같은 방식으로 —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기준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 

모니터링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을 설정하고 조치나 

활동에 대한 책임에 동의할 때('안내서 2.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합의된 기준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데 전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누가 모니터링하나?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홍보하라. 훌륭한 일을 하고 

전략적 문제를 해결한 때에는 목적지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에 대해 알려라. 사람들, 지역사회,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당신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려면 

당신과 당신의 조치 및 활동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무언가 달성했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잊고 

지나가면 주목받지 못한 채 넘어가고, 그 결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더 약해질 것이다.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목적지와 

세계유산지역의 관광을 다시 살펴보라. 다른 세계유산 

목적지와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압력이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하라. 관광 분야는 

변화가 빠르며(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방문객의 질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대임), 새로운 기술의 부상은 어떤 

것도 정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과정을 다시 시작하라. 당신의 목적지를 최대한으로 가장 

지속가능하고 가장 효과적인 장소로 만들어라. 그리고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그런 유산지역은 거의 없다!

7. 세계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것은 끝이 있는 
경주가 아니다

전략과 기준점의 요점은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절한 주기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된 조치나 활동이 해당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솔직히 자문하라. 만일 그렇다면, 

성공을 축하하고 남은 문제에 다시 집중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확인하라. 만일 당신의 기준점이 상황의 하락을 

드러내고 있다면, 솔직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재평가해야 

한다. 

성공과 실패에서 얻는 교훈에 비추어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 가장 발전적인 세계유산지역 중 일부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배운 곳들이다. 

아무도 당신의 유산지역 관련 문제에 대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법을 찾는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실패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6.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전략을 다시 세워라 

전략과 기준점의 요점은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절한 

주기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된 조치나 

활동이 해당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솔직히 자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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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온라인표지
	온라인표지
	온라인내지
	온라인표ᄌ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