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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를 촉발시켜 나갈 대용량ㆍ초고속의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 서비스가 2018년 12월 1일 

자정부터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제품을 2019년 4월에 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우리 겉으로 다가 온 4차 산업혁명과 2018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광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개된 2018학년도 

전문대학교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관광 관련 학과 현황을 조사하고 “관광”과 다른 산업분야의 융복합형으로 판단되는 학과를 선별해

서 각 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전문 

관광 인재를 육성해 나갈 융복합형 관광학과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commercial service of the 5G mobile communication, which will stimulate the convergence & 

integration betw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start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midnight on December 1, 2018. And Smart 

phone makers launched products for 5G mobile service in April 2019. We have first investigat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come a step closer to our life, and the 'Mega Trend Analysis for the Future of the Tourism Industry' repor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2018. We have also studied the current status of tourism related departments 

based on the recruitment guidelines of 2018 academic year, which is published in the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Agency's public data portal, and selected departments which are judged to be hybrid with "tourism" and other industries. Then, we 

analyze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s that are available on the homepage of each university depart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nverged & integrated tourism department that will nurture professional tourism talents requir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t will revitalize domestic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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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의되어 있는 관광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

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다. 전문대학교에서도 이 같은 내용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관광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리

라 본다. 한국통계청 자료(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일반현황[3] 및 종사자현황[4])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관광업 종사자

는 261,978명이고, 관광업체수는 27,696개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자료[5])의 2013∼2017년까지 출입국현황, 관광수

입 및 지출 자료에 의하면 Outbound (내국인 해외 관광)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Inbound (외국인의 한국 관광)는 증감을 반

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드는 Inbound에 비해서 Outbound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이

해된다.

이상과 같은 국내 관광산업 현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보된 기술로 변모해 갈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문화ㆍ관광 콘텐

츠의 디지털화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2018학년도 전문대학교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관광 관련 학과현

황을 조사하고 개설된 학과의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전문 관광 인재

를 육성해 나갈 융복합형 관광학과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4차 산업혁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20년을 목표로 5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규격을 확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6월에는 1차 표준을 완성했다. 한국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을 대외에 공표하듯 

2018년 12월1일 00시부터 사회ㆍ문화 전반에 진보와 혁신을 촉발시킬 5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어서 스마트

폰 제조사들은 5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2019년 3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얼마나 어떻게 변해 갈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으나, 우리 생활이 전에 없이 변모해 나갈 것은 분명하다. 사물인터넷, 빅테이

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증강현실, 웨어러블컴퓨터, 스마트시티, 3D프린터, 나노반도체, 홀로그램, 로봇, 자율주행

차, 드론, 인공지능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은 예전부터 태동하여 연구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5세대 

이동통신이 대용량ㆍ초고속 데이터통신을 제대로 실현시켜 준다면, 농ㆍ산ㆍ어촌, 가공ㆍ제조, 금융ㆍ서비스 분야 등 심지어 

국방 분야까지 각종 개념의 재정립과 모습을 탈바꿈시켜 나가리라 본다.

생성되는 데이터의 Input, Output 및 System측면만 봐도 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Input은 각종 센서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서 자동수집이 될 것이며, 기기들도 더욱 소형ㆍ경량의 이동식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Output은 2차원 결과물에서 몰입형의 입

체성 3차원으로 바뀌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에 의해서 투영될 것이다. System은 자원을 개별로 구축ㆍ운영하기보다 자원 공

유 형태로 일반화 될 것이며, 나노기술을 통해서 초집적화된 반도체로 인공지능의 지능이 높아져 지능형 System이 통상화 될 것

이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관광산업도 많은 변화를 요구 받을 것이다. 

2.2 관광산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광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메가트렌드 분석’(한국관광공사 번역판, 2018, p34)[2]

에서는 새로운 기술은 전 세계 시장과 산업을 지속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혁신의 속도와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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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혁신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여행 방식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는 호텔, 예약 대행사, 전문 여행사를 이용하기보다 

‘관광 기술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여행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행 중개업

자의 개념이 숙박업소나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광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보와 혁신을 거듭할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현실공간과 인터넷을 경계 없이 편리하게 일

상에서 늘 접하게 되므로 가능해 질 것이다. 즉 미래의 생활환경 속에서 세계인은 마음만 있다면 즉시 동일 시간, 동일 공간에서 

인공지능 자동언어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며 현지 관광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면서 여행을 계획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보된 기술을 관광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 문화ㆍ관

광 콘텐츠 하나하나를 독립된 객체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대한민국 문화ㆍ관광 콘텐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기반한 『대한민

국 관광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인들이 매일 같이 접속하는 인터넷 속에 초지능화 및 초연결성을 실현해서 원하는 세계인

이라면 쉽고 편리하게 마치 친인척을 찾듯이 우리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인지시키고 이해시킨다면 새로운 기회는 펼쳐지리라 본다.

『대한민국 관광 기술 플랫폼』에 독립된 식별코드로 객체화시켜 등재ㆍ소개된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서비스 제공자를 세계

인이 직접 접촉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으로 언어 구애 없이 대화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싶으면 여행 일자, 여행 기간, 동반자 

정보, 출발지 및 희망 여행 지역만 입력하면 현재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길찾기’ 서비스처럼 해당 일자, 기간에 대해서 몇 

개의 여행 스케줄과 관광 스토리텔링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모습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리라 본다. 분명히 새로운 시대, 기회

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수용할 융복합형 글로벌 관광 전문 인재를 육성할 교육 과

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3 전문대학교의 학과 현황

행정안정부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www.data. go.kr)에 공개된 ‘2018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정시 모집계획[6],

으로 전문 대학교의 관광 관련 학과 현황을 살펴본다. 전국 전문대학교 숫자는 총136개교로 국립 1개교, 공립 7개교, 사립 128개

교이고, 운영 모집단위인 학과(계열, 학부 포함) 숫자는 1,187개(중복 제외)이며, 모집정원은 169,096명이다.

 전문대학교 학과 가운데 관광 관련 학과 구분은 한국문화정보센터의 ‘관광산업 특수분류체계(p9-17)[1],와 한국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의한 관광업종을 참조하여 학과(계열, 학부 포함) 명칭에 관광, 호텔, 리조트, 여행, 항공, 크루즈, 카지노, 국제회의 

및 외식(조리, 바리스타, 소믈리에, 제과제빵), 레저스포츠를 포함하는 학과를 포괄적으로 선별한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관광 관련 학과를 선별했을 때, 전국 136개 전문대학교 가운데 관광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는 

101개(74%)이다. 101개교에 개설된 관광 관련 학과는 290개(계열, 학부 포함)이며, 학제는 2년제 271개교, 3년제 14개교, 4년

제 5개교(4년제 종합대학교 미포함)이다. 

101개교 가운데 관광을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는 강원관광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3개교로 31개(강

원 9개과, 한국 11개, 제주 11개) 관광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대학교 290개 관광 관련 학과 가운데 280개는 관광, 숙박, 

경영, 항공, 크루즈, 언어, 카지노, 컨벤션, 외식(바리스타, 소믈리에, 제빵제과, 조리) 분야이며, 그 외 10개는 학과 명칭으로 볼 

때, 관광산업과 다른 분야(의료, 이벤트, 정보통신, 레저스포츠)의 융복합형으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의료 분야가 5개교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레저스포츠 3개교이고, 공연ㆍ이벤트 1개교, 정보통신 1개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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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설된 관광 관련 학과

학과 명칭 상으로도 융복합형이 아닌 280개 학과의 성격은 경영 37개(13.2%), 관광 11개(3.9%), 숙박 28개(10.0%), 언어 28

개(10.0%), 외식 130개(46.4%), 카지노 6개(2.1%), 컨벤션 1개(0.4%), 크루즈 3개(1.1%), 항공 36개(12.9%)이다. 이 가운데 외

식 관련 학과가 46.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경영, 항공, 숙박, 언어, 관광, 카지노, 크루즈, 컨벤션 순이다. 학과 명칭을 통해

서 융복합형으로 본 10개 관광학과에 대해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과내용을 조사 해 본다.

2.4.1 강원관광대학교 의료관광과

강원관광대학교 의료관광과 홈페이지[7]에 공개된 교과과정을 참조하면 총86학점 가운데 관광에 대한 교과목은 없으며 교양 

및 의료에 대한 교과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 명칭에만 관광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의료ㆍ보건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강원관광대학교가 관광 교육을 목적으로 한 대학교이므로 학과 명칭에 ‘관광’이 일률적으로 붙은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

어 있는 교과과정으로 볼 때,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보다 의료ㆍ보건 계열의 학과로 여겨진다.

2.4.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의 홈페이지[8]에 공개된 교육과정을 참조하면 3년제 학과로 총127학점 가운데 

관광서비스자원관리, 관광학원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관광실무세미나, 의료관광개론, 의료관광창업, 보건의료관광마케

팅, 의료관광커뮤니케이션, 의료관광상품기획실습, 의료관광 프레젠테이션, 의료관광여행사실무론,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션 

등과 같이 관광 관련 학점이 35학점(28%)이고, 의료 관련 교과목은 53학점(42%), 나머지 기타과목으로 39학점(31%)으로 관광

과 의료가 비슷한 비중으로 융복합화된 학과로 여겨진다.

2.4.3 동주대학교 항공의료관광서비스전공

동주대학교 홈페이지[9]에 공개된 교육과정을 참조하면 항공의료관광서비스전공은 항공운항과에서 일부 의료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총85점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 보건의료관광실무, 보건의료관광행정, 응급환자

대처 등 8학점(9.4%)이 의료 관련 교과목이고, 54학점(63.5%)은 관광 관련 교과목이며, 나머지 23학점(27.1%)은 기타 교과목

이다. 항공운항이 중심이 된 관광학과이다.

2.4.4 동주대학교 호텔의료관광전공

동주대학교 홈페이지[10]에 공개된 교육과정을 참조하면 호텔의료관광전공은 호텔관광과에서 일부 의료 관련 내용을 교육과

정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총83점 가운데 의료관광산업, 보건의료관광행정, 의료관광서비스지원관리 등 8학점(9.6%)이 의

료 관련 교과목이고, 60학점(72.3%)은 관광 관련 교과목이며, 나머지 15학점(18.1%)은 기타 교과목 이다. 호텔관광이 중심이 

된 관광학과이다.

2.4.5 고구려대학교 의료관광복지과

고구려대학교 의료관광복지과 홈페이지[11]를 참조하면 관광 분야 교과과정과 사회복지ㆍ보육을 합친 분야의 교과과정을 설

명하고 있다. 양 교과과정에서 의료에 관련된 교육내용은 없으며, 관광 분야와 사회복지ㆍ보육 분야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과목

이 각각 구성되어 있다. 학과 명칭에서는 의료, 관광, 복지 3개 분야로 융복합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관광과 사회복지ㆍ보육

으로 교육하고 있다. 학과 홈페이지에서도 항공관광 종사원과 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를 양성한다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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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 있다. 관광 교육과정은 82학점, 사회복지ㆍ보육은 9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4.6 한국관광대학교 관광레저복지과

한국관광대학교 관광레저복지과 홈페이지[12]에 공개된 교과과정을 참조하면 관광, 레저, 사회복지 영역의 교과목을 교육하

고 있다. 총88학점 가운데 관광 5학점(5.7%), 레저 17학점(19.3%), 복지 45학점(51.1%), 기타 21학점(23.9%)이다. 대부분 사회

복지 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저 분야의 교육은 노인스포츠지도, 유소년스포츠지도, 장애인스포츠지도, 레저복

지창업, 트레이닝기법, 레저와 스포츠 등 이며, 관광 분야의 교육은 관광학원론과 관광레저학 2개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사회

복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과이다.

2.4.7 서해대학교 관광레저과

서해대학교 관광레저과의 홈페이지[13]에서 교육과정과 학점을 확인할 수 없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설명으로 유추해 본

다. 교과목으로 관광학개론, 항공예약발권(토파스, 애바카스, 갈릴레오), 여행상품개발실무, 관광경영론, 여행사실무, 관광마케

팅, 고객관리, 뉴투어리즘, 호텔객실실무,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관광중국어, 관광실무영어, 지역근대역사문화, 중국문화와 관

광, 유렵문화와 관광, 현장실습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학과 명칭에서는 관광과 레저를 융복합시킨 학과로 보이나, 관광 영역이 중

심인 관광학과이다.

 

2.4.8 제주관광대학교 관광레저스포츠계열

제주관광대학교 관광레저스포츠계열의 홈페이지[14]에 공개된 교과과정을 참조하면 총82학점 가운데 관광 6학점(7.3%), 레

저스포츠 66학점(80.5%), 기타 10학점(12.2%)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레저스포츠 관련 교과목이며, 관광 분야는 관광학개

론, 해양레저관광이해, 해양레저관광상품운영론이다. 제주관광대학교가 관광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교이므로 학교 정책

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교과목 일부를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학과 명칭에 ‘관광’이 있는 것도 학교 정책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레저스포츠가 중심인 학과이다.

2.4.9 오산대학교 문화관광이벤트과

오산대학교 문화관광이벤트과 홈페이지[15]에 공개된 교과과정을 참조하면 문화관광과 이벤트기획 영역으로 교과과정이 구

성되어 있다. 총88학점 가운데 문화관광 영역의 교과목은 문화관광론, 문화관광스토리텔링, 관광서비스경영실무, 문화마케팅

으로 12학점(14%)이며, 대부분 이벤트기획 영역의 교과목으로 51학점(58%)이 편성되고, 나머지 기타 25학점(28%)이다. 관광

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이벤트기획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과이다.

2.4.10 한국관광대학교 디지털관광과

한국관광대학교 디지털관광학과 홈페이지[16]를 참조하면, 관광 44학점(51.8%), 정보통신 27학점(31.8%), 나머지 기타 14학

점(16.5%)으로 총85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 관련 교과목은 관광과정보, 호텔서비스실무, 관광학원로, 여행고객응대, 관

광과기술, 관광디자인, 여행상품설명, 관광디지털마케팅, 여행요금상담, 관광창원, 여행상품계약, 여행예약수배업무, e-관광비

지니스, 서비스예절이며, 정보통신 관련 교과목은 문서작성관리, 사무자동화, 사무행정업무관리, 컴퓨터와정보통신, 사무행정

회계, 관광콘텐츠구축, 관광콘텐츠제작이다. 관광과 정보통신 분야의 융복합으로 여겨진다. 다만, 교과목 가운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확정한 13개 혁신성장동력에 관련된 교과목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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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조사 결과

학과 명칭을 통해서 관광과 다른 분야(의료, 복지, 레저스포츠, 이벤트, 정보통신)의 융복합으로 판단했던 학과 가운데 강원관

광대학교 의료관광과, 고구려대학교 의료관광복지과, 서해대학교 관광레저과 등 3개는 학과 명칭 상으로는 융복합으로 보였으

나, 실제 교과목으로는 특정 영역만 교육하고 있다.

동주대학교 항공의료관광서비스전공(항공운항과), 호텔의료관광전공(호텔관광과), 한국관광대학교 관광레저복지과, 제주

관광대학교 관광레저스포츠계열, 오산대학교 문화관광이벤트과 등 5개는 관광과 다른 분야(의료, 복지, 레저스포츠, 이벤트)의 

융복합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역별로 비슷한 비중의 교과목을 구성하여 융복합으로 운영하는 학과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와 

한국관광대학교의 디지털관광과 등 2개이다.

2.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광학과

전국 136개 전문대학교 가운데 101개교에서 관광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관광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학과 명칭 상으로 앞서 

알아 본 7개 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진보와 혁신으로 산업과 산업 간에 융복합화의 트렌드를 예상하듯 분명히 선도

적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광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메가트렌드 분석’(한국관광공사 번역판, p33-44)[2]보고

서의 기술진보 부분을 살펴보면, 2040년에 펼쳐질 변화의 모습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나, 미래 기술이 관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여행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진행하는 등 여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이런 

영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나 Z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뒤잇는 세대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와 같은 신흥 세대는 여행 전에 소셜미디

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디지털화의 사용 실태로 독일 사례를 들고 있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 독일인의 60%가 휴가 예약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으며, 휴가 기간 동안의 인터넷 사용량은 계속 증가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관광 업계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 관광 업체 가

운데 약 4분의 1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 공유경제(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

는 개념)에 대해서 보고서는 교통과 숙박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 활동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며,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Airbnb’와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Uber, Lyft, BlaBlaCar’와 같은 회사를 사례로 들면서 계속하여 공유경제의 급

속한 성장을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킬 다양한 기술로 많은 사회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실시간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로 관광객이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여행자들이 더 간편하게 

각종 예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도시 내 이동과 도시 간 여행에도 편리성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360°호주체험』이란 칼럼을 통해서 관광산업에서 가상현실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호주 관광청은 2016년에 

온라인 사용자가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동영상을 ‘멀티 플랫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가상현실을 헬리콥터 비행, 카약, 스노클링, 항해와 같은 몰입형 경험에 적용하여, 온라인 사용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

상현실 헤드셋으로 보는 360°모바일 기술을 구현했다고 한다. 헤드셋이 없으면 휴대폰 앱으로도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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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은 소비자가 여행 목적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더 강력한 관광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서 다른 미

디어 플랫폼과 비교할 수 없는 몰입과 참여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또한 증강현실도 가상현실과 비슷한 혁신을 관광산업에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네비케이션, 번역, 심지어 역사적 

인물과 가상대화를 가능케 하는 등 방문객의 경험을 향상시켜 준다. 프랑스의 국제동굴벽화센터의 라스코 동굴의 실물 크기 복

제품이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현실감을 증강시킨 사례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진보와 혁신의 기술들은 한국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주리라 본다. 정부, 업계, 학계 모두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사물인터

넷으로 객체화 시켜 블록체인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대한민국 관광 기술 플랫폼』을 구현하여 세계인이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

해서 한국의 문화ㆍ관광 자산들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관광학과에서도 디지털화 관련 역량과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요구되는 디자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관련 인재들을 육성 해 나가야 할 것이다.

Fig. 1. Digital tourism

5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 간의 융복합화는 점차 가속화 되리라 본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자인 역량을 갖고서 관광산업과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 분야

의 융복합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 관광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디지털관광과가 요구된다.

3 . 결 론

스위스 다보스에서 2016년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과 다른 진보와 혁신을 예감하며 3차 산업혁명과 구분하여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2018년12월1일 00시부터 한국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상에서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촉발시켜 나갈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이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5세

대 이동통신을 향유할 수 있는 제품을 2019년 3월에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혁신에 따른 사회ㆍ문화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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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래 진보와 혁신을 거듭할 많은 기술들은 인터넷과 연관 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인

터넷 사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전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5세대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예상되는 이 시대에 전문대학교 관광학과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본 결과, 몇몇 대학교에서는 관광과 다른 분야의 융복합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8년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서도 디지털화가 더 나은 관광산업의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고 예견하고 사례를 들고 있다. 미래 기술로 다양화, 고도화, 일반화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올 디지털화는 사회ㆍ문화 및 생활 전

반을 변모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변화를 관광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 들어 변화를 선도해 나갈 글로벌 관광 전문 인재를 육

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역량과 디지털화에 필요한 디자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편성한 디지털관광과의 필

요성이 절실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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