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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여행의 사전적 정의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이다. 이러한 여행은 개인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활동이다. 여행과 관광에 대한 욕구는 모두에게 동일
하지만, 주위에는 물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여행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특히 물리적 기반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행이나 관광 등을 쉽게 시도할 수 없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행과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7년 9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관광
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제24조의2)이 신설되어, ‘장애인의 관광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이라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하며, 여행에 취약한 장애인ㆍ임산부ㆍ고령층이 제
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나눔 관광 확대 및 수요
자 중심의 안내체계 개선 등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
였다. 이제 하나의 콘텐츠로써 장애인 관광은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소비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여행경험, 여행 제약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 전문
여행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 여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여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를 관광산업의 소비주체로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 경 숙

i

목 차

연구요약
Ⅰ. 서 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 5
Ⅱ. 이론적 검토 ········································································································· 9
1. 장애인 여가활동 ······························································································ 11
2. 장애인 여행활동 ······························································································ 13
3. 장애인 여행활동의 제약사항 ··········································································· 15
4. 장애유형별 여행 제약사항 ··············································································· 17
Ⅲ. 장애인 여행 관련 국내 현황 및 제도 ······························································· 21
1. 장애인 여행(관광) 현황 ··················································································· 23
2. 장애인 여행(관광) 직접 지원 제도 ·································································· 38
3. 장애인 여행(관광) 관련 법령 ·········································································· 42
Ⅳ. 장애인 여행 관련 국외 현황 및 제도 : 일본을 중심으로 ································· 55
1. 일본 장애인 여행 관련 현황 및 제도 ····························································· 57
2. 장애인 여행관련 주요기관(민간) 사례 ····························································· 73
3. 소결 ················································································································ 87
Ⅴ. 장애인 국내외 여행실태 : FGI 중심으로 ·························································· 89
1. 포커스그룹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91

iii

2. 장애인 대상 FGI 결과 ···················································································· 92
3.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상 FGI 결과 ······························································ 105
4.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122
5. 시사점 ··········································································································· 127
Ⅵ.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 ·············································································· 131
1. 장애인 여행에 대한 정책관점의 변화 ··························································· 133
2.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36
참고문헌 ················································································································ 143
부

iv

록 ··············································································································· 147

 표목차
<표 Ⅱ-3-1>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 ······································································ 16
<표 Ⅱ-4-1> 장애유형별 여행 제약사항 ··································································· 18
<표 Ⅲ-1-1> 장애인 관광형태 및 여행일수ㆍ횟수 ···················································· 23
<표 Ⅲ-1-2> 관광 동반자 수 및 유형 비교 ····························································· 24
<표 Ⅲ-1-3> 여행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비교 ··············································· 25
<표 Ⅲ-1-4> 관광활동 정보원 ·················································································· 25
<표 Ⅲ-1-5> 여행 선택 시 주요 정보원 : 국민여행실태조사 ···································· 26
<표 Ⅲ-1-6> 주요 교통수단 ····················································································· 27
<표 Ⅲ-1-7> 주요 이동 수단 : 국민여행실태조사 ····················································· 27
<표 Ⅲ-1-8> 주요 숙박시설 ····················································································· 28
<표 Ⅲ-1-9> 주요 숙박시설 : 국민여행실태조사 ······················································ 28
<표 Ⅲ-1-10> 관광참여 동기 ··················································································· 29
<표 Ⅲ-1-11> 관광만족도 비교 ················································································ 30
<표 Ⅲ-1-12> 관광 제약요인 ··················································································· 30
<표 Ⅲ-1-13>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 : 국민여행실태조사(2012) ····························· 31
<표 Ⅲ-1-14> 관광지 일괄 분석 결과(종합) ····························································· 31
<표 Ⅲ-1-15> 관광지 일괄 분석 결과(시설분류별 종합) ··········································· 32
<표 Ⅲ-1-16> 관광지 유형별 분석 결과(종합) ·························································· 33
<표 Ⅲ-1-17> 관광지 유형별 시설분류 분석결과(종합) ············································· 34
<표 Ⅲ-1-18> 관광지 환경별 분석 결과(종합) ·························································· 35
<표 Ⅲ-1-19> 관광지 환경별 시설분류 분석결과(종합) ············································· 37
<표 Ⅲ-2-1> 서울시 장르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2016.12.31. 기준) ·············· 39
<표 Ⅳ-1-1> 연대별 장애인의 외출 및 여행 관련 주요 사항 ··································· 58
<표 Ⅳ-1-2> 항목별 장애인의 외출 및 여행 관련 주요 사항 ··································· 59
<표 Ⅳ-1-3> 장애인 여행 및 관광 관련 법률 ·························································· 62
<표 Ⅳ-1-4>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 현황 ····························································· 65

v

<표 Ⅳ-1-5>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 현황 ······························································ 67
<표 Ⅳ-1-6> 관광청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 사업 ···················································· 69
<표 Ⅳ-1-7>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 ······································ 71
<표 Ⅳ-2-1> 여행 카르테 시스템 입력ㆍ등록 항목(양식) ·········································· 75
<표 Ⅳ-2-2> 전국 배리어프리 여행 상담센터 및 지원 단체 ····································· 80
<표 Ⅳ-2-3>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 전담 사원 소개(예) ······································· 83
<표 Ⅳ-2-4> 오더메이드 여행 사례 ········································································· 85
<표 Ⅴ-2-1> 장애인 당사자 대상 포커스그룹 참여자 현황 ······································· 92
<표 Ⅴ-2-2> 장애유형별 국내외 여행 경험 및 만족도 ············································· 94
<표 Ⅴ-2-3> 장애유형별 국내외 여행 제약요인과 활성화 요인 ································· 95
<표 Ⅴ-2-4> 장애인 당사자 FGI 분석결과 ······························································· 96
<표 Ⅴ-3-1>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상 포커스그룹 참여자 현황 ··························· 105
<표 Ⅴ-3-2> 업체별 운영현황 ················································································ 106
<표 Ⅴ-3-3> 업체별 운영특성 ················································································ 107
<표 Ⅴ-3-4> 장애인 전문 여행사 FGI 분석결과 ···················································· 108
<표 Ⅴ-4-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체계 ······················································· 123
<표 Ⅴ-5-1>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 분석틀 ························································· 128

vi

 그림목차
[그림 Ⅰ-2-1] 연구 추진절차 ····················································································· 7
[그림 Ⅲ-2-1]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메인 화면 ············································· 40
[그림 Ⅲ-2-2] 열린 관광지 소개 메인화면 ······························································· 42
[그림 Ⅳ-1-1] 여객시설 배리어프리화 추이 ····························································· 66
[그림 Ⅳ-1-2]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 추이 ···························································· 67
[그림 Ⅳ-1-3]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 ··································· 72
[그림 Ⅳ-1-4]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 ··································· 73
[그림 Ⅳ-2-1] 악섹시블트래블 JAPAN 홈페이지 ····················································· 78
[그림 Ⅳ-2-2] 전국 배리어프리여행 정보 홈페이지 ·················································· 79
[그림 Ⅳ-2-3] (주)HIS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 홈페이지 ······································· 82
[그림 Ⅳ-2-4] 청각장애인 전용 데스크 상담 모습 ··················································· 84
[그림 Ⅵ-2-1]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36

vii

연구요약

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현대사회에서 여행(또는 관광)은 삶의 일부로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
한 변수이자 생활만족과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김영규,
2013). 특히, 관광 및 여가활동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과 동시에 공정성 측면
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활동임.
○ Richards(1999)와 McCabe(2009)에서는 장애인 관광을 사회관광(Social
tourism)의 일환으로서 소득, 교육정도 등의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
권리 보장과 관광 및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장애인 관광을 포함한 사회소외계
층의 관광 참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제 장애인 관광을 사회적 지원에 의한 복지관광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장애
를 가진 관광주체의 관광욕구를 실현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활동으로
폭넓은 의미에서의 접근이 필요함(류성옥, 이영진, 박승현, 2011).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장애인의 여행경험, 여행희
망,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여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여행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장애인
여행을 하나의 사회통합적 접근, 사회서비스 영역으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관광산업(시장)의 소비주체로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2.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1) 문헌조사
○ 장애인 여행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는 장애인 여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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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장애인 관광과 연관된 해당 법률 중심의 제
도 및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살펴
봄. 국외의 경우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여행 관련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기존 장애인 여행(또는 관광)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여행 제
약요인을 내용 분석하여, 구체적인 장애인 여행 또는 관광활동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장애인 여행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실시
○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장애인 당사자 및 여행 관련 전문가들의 쟁점사항이 많
을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제
공하기 위해서 실시함. 연구참여자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전문 여행사, 장
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3개 그룹으로 분리하였으며, 그룹별 포커스그룹 인터
뷰(FGI) 및 의견조사를 각 1회씩 실시하여 주요 쟁점 및 의미도출 하였음.

3) 장애인 국내외 여행 활성화 방안 제시
○ 장애인 여행에 대한 정책관점의 변화 및 그룹별 FGI 분석결과를 파악하여,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관광정보 제공, 물리적 환경 개선, 인식개선 및 종사자 교육, 제도 및 법령개
선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과제 도출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이용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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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검토
1. 장애인 여가활동
○ 우리나라는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과 생
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문화 및 여가활동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김선규, 이한선, 2010).
○ 장애인 역시 스스로 선택한 여가활동 참여로 심리적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획
득하게 되며, 이러한 여가활동 참여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정서나 만족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됨(Beard & Ragheb, 1980: 남현주, 이
현지, 2017에서 재인용).
○ 하지만,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주로 영화 관람과 같은 몇몇 활동에 집중
되어 있으며(김선균, 이한선, 2010),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문화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서, 문화 및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여행 등 관광활동(9.8%), 스포츠(축구, 수영 등)(9.5%), 활동연극, 영화
감상(7.1%) 등은 10%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2. 장애인 여행활동
○ 장애인 여행의 가치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 즉 신
장된 인권의 상징이며 비장애인과 기회의 평등성을 공유하게 하는 것임
(Guerra, 2003; 한벗재단, 2010: 오지은 2011에서 재인용).
○ 장애인 여행 활성화는 정부 및 관련 기관(예: 전문조직, 장애인단체 등) 차원
과 개별 여행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유기적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문승일, 권신일, 2011: 이봉구, 2013에서 재인용).
○ 특히 법 규정의 준수 강화 방안 모색과 함께 장애인의 여행권 향상을 여행사
(기업) 측면에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정보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과 배포, 기업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와 인증시스템 마련은 여행기업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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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민간 여행사 차원에서
는 정보제공에 있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
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봉구, 2013).

3. 장애인 여행활동의 제약사항
○ 오늘날과 같은 비장애인 중심의 여행환경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인지적으
로 일부 또는 전부의 손상상태에 있는 장애인 여행자는 여행 참여와 관련하여
여행자원, 시설, 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 결핍, 그리고 종사원의 장애인에 대
한 지식 미흡 또는 부정적 태도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곧 장애인 여행활동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게 됨(이봉구, 안선
희, 이유하, 공주, 2008; 이유하, 이봉구, 2016; 이훈, 이영진, 2010; 이유하,
이봉구 2017).
○ 여행제약 설명을 위한 초기 연구들은 ‘장애’만이 여가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여 극복할 수 없는 것, 즉 여가활동으로 여행활동에 장애인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여가제약 연구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여가제약에 대한 관점이 대두되기 시
작했음(박승현, 이영진,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약사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 김종택, 선종갑, 김선영(2006)에 따르면 장애인 여행활동에 있어서의 문
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여행의 내재적 문
제와 환경적 문제, 상호작용적 문제임.
- 오지은(2011)은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으로 이동문제, 편의시설 문제, 경
제적 문제, 여행정보 접근성, 숙박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기하였음.
- 박승현, 이영진(2011)은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으로 환경적 제약요인, 제
도적 제약요인, 개인･심리적 제약요인, 상호적 제약요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특히 제도적 제약요인이 장애인에게 중요한 제약요인임을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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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유형별 여행 제약사항
○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행활동에 있어 장애
인은 내재적 요인 즉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개인의 불안감, 능력의 부족, 타인
에 대한 의지와 같은 요인보다 여행활동을 둘러싼 요인 즉 여행환경 관련제
약, 여행정보제공, 제도적 제약, 상호적 제약과 같은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행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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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인 여행 관련 국내 현황 및 제도
1. 장애인 여행(관광) 현황
1)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
○ 한국관광공사(2014)에서 수행한 장애인 관광활동 특성 및 실태 조사결과와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비장애인의 여행횟수는 1인당 평균 당일 여행 2.8회, 숙박 2.13회로 나타
나 장애인 여행활동 횟수 보다 대체적으로 1회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평균 동반인원 및 동반자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장애인의 경우 그
특수성에 의해 ‘장애인단체’가 동반자 유형에 포함되고 있음.
- 비장애인의 당일여행 평균 지출액은 72,464원으로 장애인의 141,732원
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이 50%이상 여행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행정보 획득에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친구나 친척에 의한 구전
정보가 높은 것이 유사하게 나타났음. 다만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장
애인관련 단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두드러지며 이는 장애 특성에 맞는 적
합한 여행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임.
- 비장애인들은 여행 시 주로 자가용(72.9%)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
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은 장애인과 다른 양상을 보임. 숙박시설의 경우 장
애유무에 관계없이 물리적 접근 환경이 양호한 숙박시설(펜션, 콘도 등)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한국관광공사,
2014)의 조사결과, 장애인 관광 제약요인은 ‘정부/단체의 경비지원 부족’이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신체적 장애’, ‘시간 부족’, ‘경제적 여건’
등의 요인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음. 반면 ‘관광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은
2.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관광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다른 여러 요
인들로 인해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xvi

2) 장애인 관광환경 실태
○ 한국관광공사(201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00개 관광지 중 관광취약
계층(장애인, 시니어, 영유아동반가족)이 접근하기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광
지는 9개(1.8%)에 불과하였으며, 보통 수준 446개(89.2%), 미흡 수준이 45
개(9%)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관광지 500개를 관광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역사문화관광지의 경우
107개 중 양호 수준은 0.9%에 머물렀고, 자연자원 관광지는 138개 중 양호
2.9%, 시설자원 관광지는 255개 중 양호 1.6%로 나타남.
○ 조사 항목 중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된 항목은 ‘출입구’(58%)로, 이는 경
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된 결과이며, 전반적으로 가장 미흡한 항목은 ‘안내시
설’(87.4%)로,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음.

2. 장애인 여행(관광) 직접 지원 제도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유일한 바우처 성격의 제도임.
○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
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 이용권을 발급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및 체육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05년 이후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스포츠이용권, 여행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분화되어 시행되었으나 이용권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이
유로 2014년 이후 통합되어 시행 중임.
○ 제도 통합 전 여행이용권은 여행경비를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였으나, 현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연간 1인 당 2018년 기
준 7만원을 지원하여 통합 전과 비교하면 실제 관광 및 여행 분야의 지원
금액은 감소하였음.
○ 통합문화이용권의 문화여가 유형 중 여행분야의 경우 다양한 사용처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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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근접 가맹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맹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음. 또한 연간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야 하는 여행보다는 다른 분야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 ‘무장애 여행’ 섹션 운영
○ 한국관광공사는 노인 및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취
약계층의 관광 욕구 충족과 관광 기회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
구석(www.visitkorea.or.kr)’ 사이트 내에 ‘무장애 여행’ 섹션을 운영하고
있음.
○ 2016년에는 무장애 섹션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대한민국 구석구석’ 어
플리케이션)를 통해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및 추천
코스 등 총 3,300여개의 관광정보를 제공하였음.

3)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제공을 위한 ‘열린 관광
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본 공모사업은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
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 환경을 점
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사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함.

3. 장애인 여행(관광) 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의하면 관광활동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라 정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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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과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음.

2) 「관광진흥법」
○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은 1975년 최초 제정 이후 장애인 관광에 대한 조항
이 없었으나, 2014년 5월 28일 개정과 함께 장애인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조문화되었음. 하지만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과 관련한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상태임.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공원,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
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및 기준을 명시함.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
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즉, 이동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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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여행 관련 국외 현황 및 제도
: 일본을 중심으로
1. 일본 장애인 여행 관련 현황 및 제도
1) 일본 장애인 여행 및 외출의 개요
○ 장애인의 여행활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음.
○ 1990년대 초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가 처음 업계에 등장했으며,
1995년 ｢관광정책심의회답신｣에 ‘모든 사람에게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의 대형 여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여
행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방 각 도시에서도 장애인 여행이 시작되는 등 다양화
가 진행되었고, 간병 여행이나 여행 도우미 등의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음.
○ ‘2020년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의 개최가 결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하
드웨어(물리적) 측면의 배리어프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객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배리어프리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

2) 장애인 여행 관련 법률
○ 일본은「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외출과 여행을 위한 국가제반
시설의 배리어프리화 및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같은
법 제21조(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화)에서는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25조에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문화적 조건
의 정비를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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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인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
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행정 기관 및 사업자는 사회적 장벽 제거와 합리
적 배려를 명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의 구조개선 및 설비
정비와 관계 직원에 대한 연수 및 기타 필요한 환경의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일본의 관광 관련 기본 법률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
한 기본 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기본 시책 등을 명시하고 있음.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특히 배려가 필요한 관광
여행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와 이들
의 편리성 향상,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3) 대중교통기관, 보행공간 등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1) 대중교통기관의 배리어프리화
○ 대중교통기관에 대한 배리어프리화는 2002년 11월 시행된 「고령자, 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배리어프리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음.
○ 2013년 6월 대중교통기관의 여객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배리어프리 정비
내용 등을 명시한 「대중교통 기관의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이 개정
되어 정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용자에게 바람직한 여객시
설 및 차량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2) 보행공간 등의 배리어프리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가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배리어
프리법에 근거하여 대중교통기관, 건축물, 도로 등의 일체적ㆍ연속적인 배리
어프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복지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지역의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화
를 추진하여 일련의 원활한 이동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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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복지마을 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측
면의 정비도 실시하고 있음.

(3) 이동지원
○ ‘지역 대중교통 확보ㆍ유지ㆍ개선사업’에 의한 복지택시 차량의 도입 등에 대
해 필요 경비의 일부 원조를 실시하는 등 복지택시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또
한 버스사업자, 택시사업자만으로 충분한 운송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인
정되어 각 지역 관계자가 필요를 합의할 경우 NPO법인 등에 의한 복지유상
운송 사업을 허가하고 있음.

(4) 여객시설 및 차량의 배리어프리화 현황
○ 2015년 말 기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3,000명 이상인 여객시설인 철궤도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항공여객터미널의 배리어프리화 현황을 살펴보면
단차해소의 경우 철궤도역 86.0%, 버스터미널 89.6%, 여객선터미널
100.0%, 항공여객터미널 85.7%가 정비를 완료하여 전체 약 86% 수준으로
나타났음.
○ 현재 관련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이 개정되어 1일 평균 3,000명 이상의 여객시
설에 대해서 2020년도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로
배리어프리화가 진행되고 있음.

4) 장애인 여행 관련 제도
○ 국토교통성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중요 시책으로 삼고 생활환경 및 이동환경의 정비ㆍ개선을 계속해 나
간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2005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강’을 정리함.
○ 2011년 ‘유니버설투어리즘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사’, 2012년 ‘유니
버설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지역활동실태조사’, 2013년 ‘유니버설투어리즘 보
급촉진에 관한 조사’, 2014년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사업’으로 각 지역의 유
니버설투어리즘 수입(受入)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 사례를 정리하여 ‘유니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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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리즘 대응 관광지 만들기 사례집’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유니버설투어리
즘에 임하는 여행업자의 확대와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워킹그룹
을 개최하였음.
○ 2016년 2월에는 ‘2020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을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계기로 하는 공생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올림픽 담당 장관을 좌장
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2020 관계부처 등 연락회의’가 설치되었음.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계획’을 결정하여 발표함.
○ 본 계획에 따라 2017년 관광청에서도 2020년 올림픽을 맞아 유니버설디자
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 관계자용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 3월 발간하였음.

2. 장애인 여행관련 주요기관(민간) 사례
1) 일본 배리어프리관광 추진 기구(비영리 기관)
○ 일본 배리어프리관광 추진 기구는 관광지의 배리어프리화를 통해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살리기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일본 국내의 모든 배리어프리 관광
지 상담센터를 전국 표준 시스템인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과 ‘여행 카르테’
로 묶어 일본 최대 배리어프리 정보 사이트인 ‘전국 배리어프리여행 정보’를
2010년 공개하였음. 또한 2015년부터 배리어프리 인바운드의 정보공개 및
상담창구로 ‘악세시블트래블 JAPAN'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본 기구의 주요 사업은 크게 5가지로, 첫째 ‘전국 배리어프리 여행 정보’ 포털
사이트, ‘여행의 카르테’ 및 SNS의 유지 관리, 둘째, ‘악세시블트래블
JAPAN' 웹사이트 운영 및 해외로부터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국
배리어프리 관광지상담센터 운영, 셋째, 각 지역의 배리어프리 여행 상담 센
터에 대한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넷째, 새로운 배리어프리 관광지 개발 지원
과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의 보급, 마지막으로 관광의 노멀라이제이션, 배리
어프리 관광시장의 확대에 관한 모든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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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HIS: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민간기업)
○ 2000년대 들어 관련법의 제ㆍ개정 및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공공기관
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배리어프리를 위한 노력이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회전
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1980년 설립된 (주)인터내셔널투어는 1990년 상
호를 (주)HIS로 변경하였음. 설립 초기 국외 저가 항공권을 주로 판매하였으
나 이후 상호변경과 함께 자사 기획의 해외 패키지 투어 상품의 판매, 호텔사
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함.
○ 국내외 교통, 숙박 등 광범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주)HIS는 2002년 관
동지부(도쿄 신주쿠)에 고령자ㆍ장애인 전문부서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
를 설치하고 전문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을 시작함.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는
개호ㆍ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수화 활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휠체어 사용자 및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패키지 상품
판매와 여행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음.

(1) 고령자, 지팡이ㆍ휠체어 사용자 여행 패키지 상품(타비노와)
○ 병이나 부상, 고령으로 인해 운동기능과 체력이 저하되어 보행이 불안하거나,
휠체어나 지팡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임 가이
드가 동행하는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의 오리지널 여행 브랜드임.

(2) 청각장애인 전용 데스크 설치
○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는 청각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일반여행 상품
구매 및 항공권 신청을 돕는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고 있음.

(3) 오더메이드 여행
○ 패키지여행이 아닌 자신만의 맞춤형 여행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까지 견적 작성 및 일정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함. 단, 항공권
및 호텔 예약문의만 하는 것은 불가능함.

xxiv

(4) 단체여행
○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는 시설이나 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그룹여행
(10명 이상)의 국내외 여행 알선을 진행하고 있음. 참가 대상은 주로 휠체어
및 지팡이 이용자,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부자유자 등으
로 여행 계획을 중심으로 상담을 실시함.

(5) 기타
○ 기타로 노화나 질병, 부상에 따른 운동기능, 체력이 저하되어 여행이나 외출
에 불안을 느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동행하는 당일 개호여행 상품
과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을 즐기는 힘을 키우기 위
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음. 또한 휠체어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고객, 복지관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여행지의 배리어프리화와 유니버설 디자인화 사정을
배울 수 있는 유니버설 스터디 투어가 있음.

3. 소결
○ 일본 정부의 유니버설투어리즘 정책은 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위원
회의 설치 및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음. 특히 관련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
나 여행의 권리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각 지역정부가 여행
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체제를 강화하며 관련 서비스
및 시설 관련 실태파악 및 정보제공 등의 노력을 통해 내수관광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관광 소비자로
받아들이고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편의시설과 서비스의 제공 등과 함
께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
야 함. 이런 차원에서 여행 경험과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복지 차원의 정책
이나 서비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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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 국내외 여행실태 : FGI 중심으로
1. 포커스그룹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그룹, 장애인 전문 여행사 그룹,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 당 5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하
였음.
○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과정을 녹취한 내용을 풀어 기록한 후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장애인 여행관련 세부내용을 정리하고 녹취록을 반복하
여 읽으면서 개방코딩과정을 진행하여 유사한 개념끼리 범주화함.

2. 장애인 대상 FGI 결과
○ 선행 연구(이봉구, 안선희, 이유하, 공주, 2008; 박승현, 이영진, 2011; 이려
정, 2012)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여행에 대한 제약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
한 바, 본 연구에서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FGI 대상자를 구성하였음. 연구참
여자는 장애인 당사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의 경험ㆍ편의수준, 여행방법, 여행편의 수준, 여행희망여부, 여행만족도, 국
내외 여행 활성화 방안 등 실태를 파악함.

1) 일반현황
(1) 장애인 당사자의 여행경험 및 만족도
○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여행 또는 관광이 본인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고 하였으며, 여행을 다녀온 후 ‘또 가고 싶다’, ‘좋은 사람과 만나
어울리는 시간’,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과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이를 위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의 여행상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행을 준비하며 주로 정보획득, 이동수
단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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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당사자의 여행 제약요인 및 활성화 요인
○ 국내외 여행 시 불편함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교통수단(이동), 전문 관광 가이
드 부재(종사자의 장애인식 부족)로 나타났으며, 여행활동을 어렵게 하는 제
약요인은 신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조력자의 부재가 의견으로 나타남.
여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었으나 공통적인 의견은 장애인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임.

2) 분석결과
○ 장애인 당자사 대상 FGI 분석결과, 장애유형별 공통적 어려움으로 정보접근
의 제한, 이동ㆍ이용과 관련된 편의시설 문제, 인식개선, 조력자의 도움 필요,
여행관련 요구사항의 5개로 범주화가 가능하였음. 각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라 요구되거나 필요한 내용의 차이가 있어 ①공통적 어려움 및
요구와 ②장애유형별 어려움 및 요구로 구분하여 제시함.
범주

하위범주

공통적 어려움 및 요구

- 정보접근의 제한
- 편의시설의 부족
- 인식개선
- 조력자의 도움 필요
- 여행관련 요구사항(정부의 지원, 일반여행사의 장애
인 지원 프로그램, 여행상품 개발)
○ 발달장애
- 비장애인 및 종사자 인식개선
- 인적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유형별 어려움 및 요구

○ 시각장애
- 여행 출발 전 정보 제공
- 여행 시 이동,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필요
○ 뇌병변 장애(아동)
- 편의시설 내부 구조 및 설치물 편의 확대
○ 지체장애
- 여행지 편의시설(화장실 등) 수의 확충
- 여행비용 지원

xxvii

3) 소결
○ 장애인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첫 여행경험
이 중요함.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재활로써 동기부여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함. 장애유형에 따
라 여행의 어려움과 요구가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인 개선
방향으로 정부는 실질적인 정보 마련과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마
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임.

3.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상
○ 연구참여자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표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여행상품 운영 실태 및 장애인 상품운영 사항, 장애인 여행의 장애요인, 국내
외 장애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
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1) 일반현황
(1) 업체별 운영 사항
○ 연구참여자 중 60%정도가 여행사를 운영한지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립취지는 대부분 장애인의 국내외 여행에 있어서의 대책 미흡, 불편
함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
었다고 하였음.

(2) 업체별 특성
○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정해진 여행상품이 아니라, 장애인 고객이 원하는 지역
을 국내외 구분 없이 선정하여 개별 맞춤형(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었음. 주로 국내여행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여행사는 해외여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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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행사 운영만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이는 아직까
지 장애인 여행(사)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하고, 획일적인 여행상품이 아
닌 장애인 개별 맞춤상품 개발로 진행되어 고객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라고 하였음.

2) 분석결과
○ 연구참여자의 의견은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특성, 종합여행사의 장애인 전문
상품 개발 기피,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상의 어려움,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육성방안,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5개로 범주화되었음. 영
역별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음.
범주

하위범주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특성

- 장애인 전문 여행사 상품특성 및 개발
- 장애인 여행의 활성화 가능성(관광 콘텐츠로써의 장애인
여행)

종합여행사의 장애인 전문 상품
개발 기피
장애인 전문여행사 운영상의
어려움

- 종합여행사의 참여 필요성 제기
- 장애인 고객 불만 및 케어서비스 한계
- 장애인 여행관련 장애인단체 우선 지원(입찰조건 등)
- 전문 여행사 운영 시스템 한계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육성방안

-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전문성 확대
-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대한 인증 및 인력양성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 인식개선
- 여행바우처 지원 확대
- 장애인 여행 관련 인프라 및 DB 구축 필요
- 장애인 여행 실태 파악 필요
- 여행 동반자(활동보조) 지원
- 검증된 장애인 전문 여행사 홍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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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개요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
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여행 경험과 복지 분야가 아닌
일반 여행업계에서의 장애인 여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자로 구
성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2) 조사결과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개 범주에서 6개 하위범주가 도출
되었음.
범주

하위범주
장애인 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 전환 필요

장애인 여행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 여행에 대한 개념 확대 필요

장애인 여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장애인 여행 보조 인력 지원 방안 마련
이동 및 교통편의 제공 방안 마련
장애인 여행 상품의 품질 유지 방안 마련

4) 소결
○ 장애인 여행 활성화 관련 제도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장애인 여행의 실태 및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함. 특히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및 인적자
원에 대한 실태, 장애인 여행 경험자들의 만족도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축적하면 여행업계 전반에서의 개선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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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FGI를 통해 도출된 그룹별 분석결과, 장애인 여행활동의 제약사항을 검토하
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의 분석
의 틀을 통합하고 재배치하여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을 내적, 외적, 상호작
용적 관점으로 제약요인을 분류함.
○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에 따라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장애
인 인식개선, 장애인 여행상품개발, 장애인 여행관련 DB구축 및 정보접근 확
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 등이 도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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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
1. 장애인 여행에 대한 정책관점의 변화
1) ‘사회적 관광’ 및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방향
○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을 광의의 개념인 국민관광으로 해석하는 경우,
전체 국민에 대한 관광 기회의 평등과 관광시설의 확충을 중심과제로 제시하
고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된 대상의 복지관광으로 해석하는 경우, 소
외계층에 대한 제도ㆍ정책적 지원을 통한 관광 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
음.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광을 통해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점차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접근가능한 관광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를 안고 있거나 장애요소가 잠재된 사람까지 포함된 ‘모두를 위한 관광
(tourism for all)’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관광 및 접근가능한 관광은 관광사업 활성화와는 별개의 관광대상을
위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모두에게 필요한 관광시장 활성화 기
반마련이라고 할 수 있음. 접근 가능한 관광이 갖춰진다면, 관광시장의 활성
화는 기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 사회적 관광 및 접근가능한 관광과
관광시장 활성화의 경계를 두기 보다는 관광 대상과 서비스의 융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2) 관광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관광은 여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비중심적인 측면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
는 소비이자 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장애인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을 갖춘 장애인이 확대되면서 관광산
업에 있어서 특수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주변을 위한 틈새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홍서윤, 2018). 장애인구의 증가도 관광산업의 한 콘텐츠
로써 개발되어야 하며 관광시장 성장요소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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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을 그 대상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발전해야 하고, 소비자
의 유입이 차단되지 않아야 하며, 관광산업과 시장의 성장이 동반되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및 시설의 접근이 강화되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하며, 관광자원 및 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다양한 조
건을 가진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음.

2.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관광정보 제공
(1)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정보접근성 확보
○ 현재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정보는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보만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음.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가 재편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여행정보 아카이빙, 장애인 여행정보 포털(DB구
축) 및 여행정보에 대한 영문을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모바일 어플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 확보가 필요함.

(2) 주요 관광지의 접근가능한 안내 확대
○ 기회의 평등추구란 전제 아래 관광지의 주요 관광자원과 숙박시설 등 장애인
을 위한 안내책자 등이 비치되어야 함. 안내책자에 장애인 이용가능 여부를
추가하여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기회의 제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2) 물리적 환경 개선
(1) 장애인 여행 실태 관련 수요조사 실시
○ 장애인구 확대로 인한 장애인 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관광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요조사는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관광지 접근성 및
편의시설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국민여행실태조사 수행 시 장애유무 항목
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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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여행을 위한 이동권 보장
○ 주요 관광지의 경우, Spot 이외에 이동권이나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함. 장애
인 여행에 있어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편적 여행을 위해서
는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져야 함. 또한 기존의 관광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열린 관광지 선정이나, 주요 관광자원 확대
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추진되어야 함.

(3) 지역별 관광자원 인프라 조성
○ 관광자원 및 시설의 접근가능 수준, 장애유형별 이용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등을 지자체별로 파악하여 관광자원 등급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홍보 지원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일본과 같이 지역별 일원화된 상담창구인
배리어프리 관광지 상담센터 등이 활성화되어, 여행자 개개인의 욕구와 상태
에 맞춘 대응이 필요함. 지역별로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기존 인프라 재정비
가 필요함.

(4) 관광 콘텐츠로써의 장애인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장애인이 여행의지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제반 환경에 있어 제약
이 있다면 자유롭게 여행계획을 세울 수 없음. 최근 관광은 단체 패키지 관광
보다 개별, 자유 여행이 우세이기 때문에 장애인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여행상품을 관광업계 및 단체가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함.
○ 관광업계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여행상품 개발을 강제할 수 없음. 현
재 장애인 여행상품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수
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장애인 여행상품의 개발이 사회적 과제 해
결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형여행사가 선행모델로 기획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장애인을 위한 여행상품을 개인사업자나 공공 영역에서 개발하여 상품
을 인증 받아 이용 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코스를 발굴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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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 및 종사자 교육
(1)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함. 인식개선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당사자도 필요한 부분이며, 여
행에 있어 장애인은 지원 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주체로서 인식을 갖
고 있어야 함.
○ 장애인 인식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사회적 공감과 지속적 홍보
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2)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 및 매뉴얼 개발
○ 관광 콘텐츠로써 장애인 여행이 활성화 되고 관광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개선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 서비스 분야별 종사
자가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 종사자 교육 및 매뉴얼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용 가능한 정
보 제공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제도 및 법령 개선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카드)이 지원되고 있으나 관광 및 여행 분야의 활용은 낮은 편임. 보건복지부
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여행사가 미미하며 현재는 정부 지원조차 없
는 실정임. 이러한 소관부처만 다른 유사서비스가 현존하는 것에 대해 서비스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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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장애인들의 관광활동 권리를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법｣과 ｢장
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장애인 관광활
동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과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임. 하지만, 관광관
련 업종이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률에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세세하게 나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관련부처에서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과 장애인 당사
자를 위해 업종별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에 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충분하고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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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여행(또는 관광)1)은 삶의 일부로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
한 변수이자 생활만족과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영
규, 2013). 특히, 관광 및 여가활동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과 동시에 공정성 측면에
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활동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성과 삶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여가나 관광 활동 참가
에 대해 복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류성옥, 이영진, 박승현, 2011)는 의견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광에 대해 참여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관광활동 참여 또한 매우 저조하며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변화되고, 장애인
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면서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의 관광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을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봉구,
안선희, 이유하, 공주, 2008). 이는 UN에서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관광 및 여가의
권리를 선언하며 각 국가가 장애인 관광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
기 때문이다(United Nations, 2006).
이에,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및 여행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은 ‘무장애(barrier
free)’ 제도와 장애유무와 무관하게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여행환경을 만드는 ‘유니버
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제약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차원에서
도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정책, 시설 및 제도 개선 등 모두를 위한 관광(Tour for
all)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 이동권 확보, 관광증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광진흥법」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
으나, 본격적인 장애인 여행을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
1) 여행(또는 관광)은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한다(문화체
육관광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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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17년 9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관광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제24조의2)2)이 신설되어, ‘장애인의 관광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
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전략에서는 20대 국정
전략 중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7대 국정과
제를 중 ‘관광복지의 확대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광여가사
회 실현’ 부문 중 세부과제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은 현 정부의 장애인 관광활동
관련 해결 과제인 것이다.
Richards(1999)와 McCabe(2009)에서는 장애인 관광을 사회관광(Social
tourism)의 일환으로서 소득, 교육정도 등의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권 보장과 관
광 및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장애인 관광을 포함한 사회소외계층의 관광 참가를 개
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장애
인 관광은 사회 복지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소비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장애인
관광을 사회적 지원에 의한 복지관광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관광 주체
의 관광욕구를 실현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활동으로 폭넓은 의미에서의 접
근이 필요하다(류성옥, 이영진, 박승현, 2011).
본 연구에서는 여행을 하고자 함에 있어 정보수집, 예약, 관광지로의 이동, 현지
경험, 귀가가 하나의 여행사슬(이유하, 이봉구, 2017)이 되어 기본적인 일련의 흐
름에 있어 장애인이 아직까지는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전문 여행상품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여
행업체에서는 장애인 여행상품 개발, 판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행상품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한정되어 있다(한국소비자원,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인의 여행경험, 여행희망, 만족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 여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여행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
며, 장애인 여행을 하나의 사회통합적 접근, 사회서비스 영역으로의 확대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관광산업(시장)의 소비주체로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
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 제1호ㆍ제
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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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1) 문헌조사
장애인 여행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는 장애인 여행 관련 현
황 및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관광과 연관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광진흥법｣ 등 해당 법률 중심의 제도 및 현황
을 파악하였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무장애 관광정보, 열린
관광지 등의 사업을 살펴보았다. 국외의 경우 주요 선진국 중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장애인 여행 관련 현황 및 제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존 장애인 여행(또는 관광)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여행
제약요인을 내용 분석하여, 구체적인 장애인 여행 또는 관광활동의 제약요인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장애인 여행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실시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장애인 당사자 및 여행 관련 전문가들의 쟁점사항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각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점
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규모그룹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장애
인 당사자, 장애인 전문 여행사,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3개 그룹으로 분리하였으
며,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및 의견조사를 각 1회씩 실시하여 주요 쟁점 및 의미
도출 하였다.

(1) 장애인 대상 FGI 결과
장애인 당사자(5명)를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의 경험ㆍ편의수준, 여행방법, 여행
편의 수준, 여행 제약 요인, 여행희망여부, 여행만족도, 국내외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 등 실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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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상 FGI 결과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표(5명)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여행상품 운영 실태 및
장애인 상품운영 사항, 장애인 여행의 장애요인, 국내외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3)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결과
종합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협조가 미비하여 장애인
여행작가, 장애인 여행관련 스타트업 업체 대표, 종합여행사 사회공헌 담당자로 구
성하여, 당사자의 직접적인 여행경험과 복지 이외 분야에서의 일반 여행업계의 장
애인 여행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관광활동 통
합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3)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 제시
장애인 여행에 대한 정책관점의 변화 및 그룹별 FGI 분석결과를 파악하여, 장애
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관광정보 제공, 물리적 환경
개선, 인식개선 및 종사자 교육, 제도 및 법령 개선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이용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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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연구계획수립 및
연구진 구성

▸연구계획 수립 및 공동연구진 구성



문헌조사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장애인 여행 관련 현황(제도 및 사례
중심) 파악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FGI, 3회)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전문 여행사, 장애인 여
행 관련 전문가 3개 그룹 대상으로 국내외 장
애인 여행 관련 사례조사 실시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 및 여행경험(불편사항)
사례 조사(여행사, 장애인)


자문회의 개최

▸FGI 조사 결과 검토, 개선방안 도출


보고서 수정 및 보완

▸연구보고서 수정 및 보완


보고서 발간

▸연구보고서 인쇄
[그림 Ⅰ-2-1] 연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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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가활동

우리나라는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과 생활양
식의 변화에 따라 문화 및 여가활동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선규,
이한선, 2010). 장애인 또한 이러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가 장애인들의 여가 선용 및 기능을 향상시켜 심리적 정신적으로 풍요로
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능 향상을 통해 사회적 재활을 촉진시키기 때문
이다(이문화, 2014). 흔히 장애인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러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연구들(신학승,
이훈, 2014; 송섭규, 이훈, 2014; 이문화, 2014; 김선규, 이한선, 2010)은 장애인
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
을 보여주고 있다(김선규, 이한선, 2010).
정부는 「문화 헌장」 공표(2006.5.21.)를 통해 문화적 권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
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평등한 권리’라고 선언
하고, 문화권리 보장 및 문화활동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행할 노력의 의무를 지닌다는 ‘실행의 약속’을 천명하였다(노명우, 2006:
김선규, 이한선, 2010에서 재인용).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11조, ｢장애
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으
며(김선규, 이한선, 2010),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어려운 소외계
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여행바우처(여행이용권),
스포츠바우처(스포츠이용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다 2014년 2월 24일부터
기존 문화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
용권)사업을 개시하였다(이문화, 2014). 문화누리카드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급하고
있다. 1인 1카드를 원칙으로 연간 7만원을 사용할 수 있고, 2018년부터 주민센터
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해소시키며,
기쁨, 만족감, 행복감, 자기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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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et al, 2014: 남현주, 이현지, 2017에서 재인용). 장애인 역시 스스로 선택
한 여가활동 참여로 심리적 행복감 또는 만족감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여가활동
참여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정서나 만족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Beard & Ragheb, 1980: 남현주, 이현지,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으로서 자기 삶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김선규, 이한선, 2010). 여가 만족은 단순하게 서비스 수의 증가나 다양화를
통해 향상되는 것이 아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활
동으로 내면화 시킬 때 도출되는 결과물이다(송섭규, 이훈, 2014). 이러한 여가활
동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은 상호작용,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
받게 된다(전영록, 2013: 송섭규, 이훈, 2014에서 재인용).
하지만, 국내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주로 영화 관람과 같은 몇몇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김선균, 이한선, 2010),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4)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문화여가활동 참여 여부는 주로 TV시청
(96.0%), 가사잡일(장보기 등)(58.5%), 사교 일(친구, 친척과의 만남, 모임참
석)(56.1%),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34.1%) 등으로 나타나, 문화 및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여행 등 관광활동(9.8%), 스포츠(축구, 수영 등)(9.5%),
활동연극, 영화감상(7.1%) 등은 10%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가활
동에서 불만족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2.1%가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
으며, 경제적 부담(30.7%), 시간부족(10.5%),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의 부족(9.2%)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의견으로 도우미가 없어서 3.4%, 교통혼잡 및 이용수단이
불편해서 2.5%,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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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행활동

김선균, 이한선(2010)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문화 및 여가활
동은 ‘영화 감상’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는 ‘여
행’, ‘영화 관람’, ‘공연예술 관람’, ‘대중음악공연 관람’ 등으로 나타나 정적인 여가
활동에 비해 동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이 참여하고픈 문화 및 여가활동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
게 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장벽, 사회적 장벽,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함으로써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김선규, 이한선, 2010).
최근 여행시장이 저변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현대적 의미에서
여행은 여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규정되거나 혹은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 사회복지적 잣대로 활용되기도 한다(전영록, 2012). 초기 여행은 특정 계
층의 여가생활 향유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삶의 기본 권리로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으
며, 매우 중요한 여가활동의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최수남, 2014). 최근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여행 관련 TV프로그램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ㆍ정서적ㆍ인지적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의 손
실ㆍ손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여행활동 참여 가능성이 더 낮은 상황에 처해있지
만, 최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여행바우처3)나 사회적 도움 또는 후원(초록여행 등)
으로 여행활동에 참여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일생동안 여행활동 참여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경험으로 정의되는 여행 경력을 점
차 쌓아가고 있다(이봉구, 우종환, 2014).
이러한 장애인 여행의 가치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다운
삶, 즉 신장된 인권의 상징이며 비장애인과 기회의 평등성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Guerra, 2003; 한벗재단, 2010: 오지은, 2011에서 재인용). 선행 연구들에 의하
3) 기존 연15만원을 지원하던 여행바우처가 폐지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통합되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환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국내여행 및 체육활동 비용(연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 홈페이지(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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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만큼 자주 여행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여행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로써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여행활동
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봉구, 2013). 따라서
장애인 여행이 복지여행의 실천이며 선진여행으로 발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여행지 편의시설 확충, 교통 및 숙박시설
과 같은 인프라의 개선, 여행지 안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적
극적으로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
게 필요한 시점이다(오지은, 2011).
장애인 여행 활성화는 정부 및 관련 기관(예: 전문조직, 장애인단체 등) 차원과
개별 여행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유기적이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문승일, 권신일, 2011: 이봉구, 2013에서 재인용).
이봉구(2013)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역할은 정부 및 관련기
관 차원의 역할과 민간 여행사(기업) 차원의 노력으로 크게 구분 된다. 정부 및 관련
기관 차원의 역할은 인식개선과 태도 전환을 위한 노력, 장애인 여행권 및 시설정보
접근성에 대한 법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여행관련 네트워크의 구축, 장애인
전문 여행인증제 도입, 장애인 여행 전담 조직 구성,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능한 정보의 제공과 행정ㆍ재정적인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 여행사(기업)
차원으로는 장애인 고객에 대한 이해, 장애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이 반영된 접근가
능 시설 구축 및 이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원, 가이드 등 여행종사자에 대한 장애이
해 교육 및 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법 규정의 준수 강화 방안 모색과 함께 장애인의 여행권 향상을 여행사(기
업) 측면에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정보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과 배포,
기업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와 인증시스템 마련은 여행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민간 여행사 차원에서는 정보제공에 있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이봉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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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행활동의 제약사항

오늘날과 같은 비장애인 중심의 여행환경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인지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의 손상상태에 있는 장애인 여행자는 여행 참여와 관련하여 여행자
원, 시설, 서비스 및 정보에의 접근성 결핍, 그리고 종사원의 장애인에 대한 지식
미흡 또는 부정적 태도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곧 장애인 여행활동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게 된다(이봉구, 안선희, 이유하, 공주,
2008; 이유하, 이봉구, 2016; 이훈, 이영진, 2010; 이유하, 이봉구, 2017).
여행제약 설명을 위한 초기 연구들은 ‘장애’만이 여가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
인으로 생각하여 극복할 수 없는 것, 즉 여가활동으로 여행활동에 장애인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여가제약 연구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여가제약에 대한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박승현, 이
영진, 2011).
김종택, 선종갑, 김선영(2006)에 따르면 장애인 여행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여행의 내재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
상호작용적 문제이다. 내재적 문제점은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지식부족(지능부족,
정보 접촉 불충분), 건강상의 문제(동작의 제한성, 각종 금기사항), 사회적 무능력
(부모의 과잉보호, 분리된 사회경험),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저하, 창조성, 모험심, 인내감퇴)이다. 환경적 문제점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비장애인의 우월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 및 기피),
동정적 태도(과도한 칭찬, 불필요한 신체적 도움), 건축구조상 문제점(점근상의 불
편), 생태적 문제점(자연환경상의 물리적 장애), 교통장애(사용이 편리한 교통수단
부족), 전동휠체어 배터리의 항공기내 휴대금지(보호자 없는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일부 시설의 입장권 판매 거부)가 제기되었다. 상호작용적 문제점은 능력과 도전의
부조화(장애인 여행객의 능력을 초과하는 도전(여행활동)의 제공으로 인한 장애인
의 불안 및 좌절, 장애인의 능력에 비해 충분치 않은 도전 제공으로 인한 의욕 저
하), 의사소통의 문제점(장애인의 표현능력 부족과 비장애인의 이해노력부족)이 제
기되었다.
오지은(2011)은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으로 이동문제, 편의시설 문제, 경제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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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행정보 접근성, 숙박 등을 주요 제약요인으로 제기하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가파른 언덕은 이동이 불편하며, 낮은 경사로를 통해 이동하거
나 보조기구 자체도 이동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제장애인에게는 이동성과 관
련된 접근성이 가장 큰 제약점이다. 또한 주차장의 공간, 변기와 세면대의 손잡이,
객실 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여행시설의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는 경우도 지체장애인의 여행제약요인이 된다. 박승현, 이영진(2011)은 장애
인 여행 제약요인으로 환경적 제약요인, 제도적 제약요인, 개인ㆍ심리적 제약요인,
상호적 제약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제도적 제약요인이 장애인에게 중요한 제
약요인임을 밝혀냈다.
<표 Ⅱ-3-1>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
구분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

16

김종택, 선종갑, 김선영
(2006)
- 내재적 문제
- 환경적 문제
- 상호작용적 문제

오지은
(2011)
- 이동문제
- 편의시설문제
- 경제적 문제
- 여행정보접근성, 숙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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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현, 이영진
(2011)
- 환경적 문제
- 제도적 문제
- 개인ㆍ심리적 문제
- 상호적 문제

4

장애유형별 여행 제약사항

이봉구, 안선희, 이유하, 공주(2008)는 장애를 신체장애, 감각장애, 인지장애로
유형화하고 각 집단에 따라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과 여행활동 참여시 고려하는 속
성에 대한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행활동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제약을 느끼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여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요인이 여행지 내 열
악한 환경이나 여행시설의 접근성 부재와 같은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
장하였다. 장애유형별 내재적 제약요인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상호작용적 제약과 여행환경 관련 제약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호작용적 제약은 신체장애가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여행환경 관련 제약의 경우 감각적 장애를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활동 참여시 고려 사항으로는 정보 및 시설의 적합성,
이동 편리성, 신변 안정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장애유형별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처한
장애상태 보다는 여행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시설 이용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박승현, 이영진(2011)에 따르면 장애인 여행에서도 장애유형의 차이에 따라 여
행행태와 제약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청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보다 제도적 제약요
인에서 높은 제약을 느끼고 있었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로부터의 경비
지원,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에 상대적인 소외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여행 행태 분석에서도 청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정부지원이 매우 부족하게
조사되었다.
동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은 상호적 제약요인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문제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 속에서의 적응을 도와주
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친밀한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각
장애인은 대부분 시각매체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여행 동반자 유형의 분석에서
도 시각장애인은 가족과의 동반 비율이 높지만 전적으로 가족에게 여행 동반을 의
존해서는 여행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박승현, 이영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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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정(2012)은 여행 제약요인을 여행활동 관련 제약, 여행접근 관련 제약, 여행
정보 관련 제약으로 구분하여 장애유형(시각, 지체, 청각, 기타)에 따른 차이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순으로 여행 제약요인을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정보 관련 제약요인에서 시각장애와 기
타장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각이 인간의 정보획득에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여행대상지에 대한 판단을 주로 시각에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행활동 확대를 위한 개선 및 보완점으로 지체장애는 인적서
비스, 경제적 지원, 사회적 인식변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는 인적서비스,
경제적 지원, 사회적 인식 순, 청각장애는 경제적 지원, 인적서비스, 사회적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여행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
니케이션 도구와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활용에 있
어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각 장애유
형에서 인적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ㆍ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나
대학생 동아리 모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Ⅱ-4-1> 장애유형별 여행 제약사항
구분

장애유형

제약요인

연구결과

이봉구 외
(2008)

- 신체장애
- 감각장애
- 인지장애

- 내재적 제약
- 상호작용적 제약
- 여행환경관련 제약

- 신체 장애인은 상호적 제약을 낮
게 인지함
- 감각적 장애인은 여행환경 관련
제약을 낮게 인지함

박승현 외
(2011)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환경적 제약
- 제도적 제약
- 개인ㆍ심리적 제약
- 상호적 제약

- 청각장애인은 지체장애인보다 제도
적 제약을 높게 인지함
- 시각장애인은 상호적 제약을 높게
인지함

이려정
(2012)

- 시각장애
- 지체장애
- 청각장애
- 기타장애

- 여행활동 관련 제약
- 여행접근 관련 제약
- 여행정보 관련 제약

- 시각, 지체, 청각, 기타장애 순으로
여행관련 제약을 높게 인지함
- 시각장애가 기타장애보다 여행정보
관련 제약을 높게 인지함

이처럼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행활동에 있어
장애인은 내재적 요인 즉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개인의 불안감, 능력의 부족,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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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지와 같은 요인보다 여행활동을 둘러싼 요인 즉 여행환경 관련 제약(이동
권, 접근성 등), 여행정보제공(관광지 안내, 관광정보 이해의 어려움), 제도적 제약
(할인 제도 부족, 프로그램 부족 등), 상호적 제약(도움을 줄 동반인의 부재, 타인의
시선 등)과 같은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행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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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인 여행 관련 국내 현황 및 제도

1

장애인 여행(관광) 현황

1) 장애인 관광활동 실태
한국관광공사(2014)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특성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관광 형태는 개별여행(가족여행 등)이 57.4%, 패키지여행
(장애인단체/기관 등)이 42.6%로 개별여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숙박일수
는 2~3일(1~2박)이 85.3%로 가장 많았으며, 당일 여행은 4.8%로 낮게 나타났다. 또
한 최근 3년 간 총 여행횟수는 대부분이 1~4회 이하(57.1%)로 10회 이상은 전체 응답
자의 19.6%에 불과하였다. 연 평균 여행횟수는 1.77회, 숙박여행 1.3회, 1회 평균 숙
박일수는 2.6일로 나타났다. 이를 국민여행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일반 국민들의 여행
횟수는 1인당 평균 당일 여행 2.8회, 숙박 2.13회로 장애인 여행활동 횟수 보다 대체
적으로 1회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1> 장애인 관광형태 및 여행일수ㆍ횟수

주 관광형태
(n=293)

평균 여행일수
(n=272)

총 여행횟수
(n=280)

구분
개별여행(개인, 가족, 친구 등)

빈도(n)
171

비율(%)
57.4

단체여행(각종 단체 및 기관 등)
무박
1박

122
13
125

42.6
4.8
46.0

2박
3박
4박

107
18
4

39.3
6.6
1.5

5박
6박 이상
없음

2
3
9

0.7
1.1
3.2

1~4회
5~9회
10~14회

160
56
32

57.1
20.0
11.4

15~19회
20회 이상

7
16

2.5
5.7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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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광의 동반자 유형은 친구 또는 애인(31.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
족단위(27.5%), 장애인단체(2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여행하는 경우는 전
체 응답자의 5.2%에 불과하였다. 또한 동반인원은 5명 이하(66.9%)가 가장 많아
주로 소규모 단체여행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여행실태
조사와 비교분석 결과 평균 동반인원 및 동반자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장애
인의 경우 그 특수성에 의해 ‘장애인단체’가 동반자 유형에 포함되고 있다.
<표 Ⅲ-1-2> 관광 동반자 수 및 유형 비교
장애인(2013)
1회 평균 동반자 수

동반자
유형

일반국민(2012)
11.2명

친구/애인

31.3%

가족 및 배우자

27.5%

장애인 단체

25.4%

자원봉사자

5.2%

혼자

5.2%

회사동료

3.4%

1회 평균
동반자 수

가구
여행
동반자
유형
개인
여행

동반인원
(개인)

11.6명

가족/친척

65.8%

비동거가족/
친척

18.3%

친구/연인

10.7%

친구/연인

64.6%

단체/모임

17.9%

비동거 가족

8.5%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활동을 경험한 장애인의 여행 지출액은 1회 평균 당일 141,372원, 숙박여행
238,866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여행비용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부(소속단체) 32.9%, 전액 정부(소속단체) 부담 1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당일여행 평균 지출액은
72,464원으로 장애인의 141,732원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이 50%이상 많은 여행
비용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반국민의 숙박여행 평균 지출액은
232,818원으로 장애인 숙박여행 지출액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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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여행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비교
장애인(2013)

일반국민(2012)

당일여행 평균 지출액

141,732원

숙박여행 평균 지출액

238,886원

여행경험자
1회 평균

당일여행

72,464원

숙박여행

232,818원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 취득원은 인터넷 및 메일 광고(29.2%)가 가장
높았고, 구전(24.7%), 장애인 관련단체/자원봉사(22.3%), TV/라디오(11.6%), 신
문/잡지(5.3%), 관광안내소/안내전화(4.5%), 여행사(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경우는 대부분 가족/친지, 친구/동료 및 과거의 방문 경험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친구나 친척에 의한 구전 정보가 높은
것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두드러지며 이는 장애 특성에 맞는 적합한 여행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표 Ⅲ-1-4> 관광활동 정보원
구분

관광활동 정보원
(n=449)

빈도(n)

평균(%)

신문/잡지

24

5.3

TV/라디오

52

11.6

여행사

16

3.6

인터넷 및 메일광고

131

29.2

구전(친구, 친척 등)

111

24.7

장애인 관련 단체/자원봉사

100

22.3

관광안내소/안내전화, 팸플릿

20

4.5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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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여행 선택 시 주요 정보원 : 국민여행실태조사
구분

가구여행

개인여행

1순위(%)

1+2순위(%)

여행사

2.1

3.0

가족/친지

38.8

49.2

친구/동료

19.8

33.4

인터넷

9.3

16.3

관광안내 서적

0.7

2.6

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4.0

8.9

광고

2.4

6.1

과거 방문 경험

21.4

39.4

스마트폰 등 모바일 앱

0.5

1.7

기타

1.0

1.2

여행사

3.7

5.7

가족/친지

14.1

18.2

친구/동료

56.5

70.9

인터넷

3.7

9.0

관광안내 서적

0.7

1.9

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2.0

6.7

광고

0.8

3.2

과거 방문 경험

14.0

34.1

스마트폰 등 모바일 앱

0.2

1.1

기타

4.4

5.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활동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의 경우 버스(저상버스 포함)가 29.6%로 가장 많
았고, 이어서 자동차(28.7%), 기차(25.1%)가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장애인콜
택시(8.4%), 비행기(6.4%), 선박(1.3%)은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주로 자가용(72.9%)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은 장애인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지자체별로 운영
되면서 이용구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이 높게 나타나 저상버스
보급 확대,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의 무장애 환경 조성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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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주요 교통수단
구분

빈도(n)

평균(%)

비행기

29

6.4

버스(저상버스 포함)

133

29.6

자동차(렌터카 포함)

129

28.7

선박

6

1.3

기차

113

25.1

심부름센터

2

0.4

장애인 콜택시

38

8.4

주 교통수단
(n=450)

출처 :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표 Ⅲ-1-7> 주요 이동 수단 : 국민여행실태조사
구분

주요 이동
수단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자가용

72.9

70.1

75.3

철도

4.5

2.8

6.0

항공기

2.1

3.5

0.9

선박/해상교통

0.5

0.9

0.2

지하철

3.3

2.5

3.9

고속/시외버스

7.1

4.5

9.2

전세/관광버스

7.1

12.4

2.6

차량대여/렌트

1.3

1.9

0.9

자전거

0.0

0.1

0.0

기타

1.2

1.3

0.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주: * 관광여행은 관광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경우를 말함
** 기타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가족/친척/친구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 및 전문 활동
/업무상목적 등인 경우를 말함

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숙박시설은 민박/펜션이 37.5%로 가장 많았고, 모텔/여
관(20.8%), 호텔/유스호스텔(19.4%), 휴양콘도미니엄(14.4%) 순으로 나타났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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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여행실태조사 결과 일반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역시 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물리적 접근 환경이 양호한 숙박
시설(펜션, 콘도 등)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장애인들이 가장 많
이 이용하는 민박/펜션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없고, 영세업자들이 운
영하는 경우가 많아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Ⅲ-1-8> 주요 숙박시설
구분

주 숙박시설
(n=443)

빈도(n)

평균(%)

호텔/유스호스텔

86

19.4

민박/펜션

166

37.5

휴양콘도미니엄

64

14.4

모텔/여관

921

20.8

관광농원/휴양림

16

3.6

야영

8

1.8

기타

11

2.5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표 Ⅲ-1-9> 주요 숙박시설 : 국민여행실태조사
구분

주요 이동 수단

관광여행(%)*

기타여행(%)**

호텔

10.1

1.3

콘도미니엄

20.0

1.6

유스호스텔

1.4

0.3

모텔/여관

10.8

2.5

펜션

23.2

1.2

민박

7.1

0.4

야영

6.6

0.1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1.3

0.1

가족/친지집

12.4

87.9

연수원/수련원

3.1

2.3

전통한옥 숙박시설

0.3

0.0

기타

3.7

2.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주: * 관광여행은 관광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인 경우를 말함
** 기타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가족/친척/친구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 및 전문 활동
/업무상목적 등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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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 참여 동기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평균 3.84점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관광 참여 동기를 사교형,
자연지향형, 관람ㆍ감상ㆍ체험형, 휴양ㆍ건강형, 일탈ㆍ놀이형으로 세분화하여 조
사한 결과 사교형(3.51점)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3.9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친목
이나 사교보다는 개인의 관광욕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Ⅲ-1-10> 관광참여 동기
빈도(n)

5점척도
평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사교형)

298

3.51

자연(산, 바다 등)을 보고 싶어서(자연지향형)

298

3.93

새로운 곳을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관람ㆍ감상ㆍ체험형)

297

3.94

휴식과 건강함을 즐기고 싶어서(휴식ㆍ건강형)

298

3.92

자유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일탈ㆍ놀이형)

298

3.90

구분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관광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관광관련
서비스 및 시설 등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2.23점), 여행사와 서비스(2.23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국민여행실
태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3.8점 이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관광 제약요인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정부/단체의 경비지
원 부족’이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신체적 장애’, ‘시간 부족’, ‘경제적
여건’ 등의 요인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은
2.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관광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해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활동을 지원해줄 봉사자
의 부재’나 ‘타인의 시선’ 역시 평균 이하로 나타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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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1> 관광만족도 비교
장애인(2013)

일반국민(2012)

주요항목

평균점수

주요항목

평균점수

교통수단과 서비스

2.42

교통

3.87

숙박시설과 서비스

2.49

숙박시설

3.99

식당시설과 서비스

2.60

식당 및 음식

3.80

관광프로그램과 서비스

2.51

체험 프로그램

3.87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2.23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3.87

여행사와 서비스

2.23

관광 편의시설

3.85

관광지 종사자 서비스

2.38

지역 관광종사자의 친절성

3.87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5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이어서 ‘경제적 여유 부족’이 21.8%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경제
적 요인이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표 Ⅲ-1-12> 관광 제약요인
빈도(n)

5점척도
평균

신체적 어려움 때문에

298

3.24

관광, 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297

2.35

여행 다닐 시간이 없어서

297

3.03

다른 사람의 부담스러운 시선이나 관광지의 혼잡

297

2.88

여행을 도와줄 가족, 친구 혹은 복지관,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297

2.83

관광을 할 수 있는 나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296

3.28

정부나 단체의 경비 지원이 부족해서

298

3.50

구분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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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3>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 : 국민여행실태조사(2012)
구분

비율(%)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

50.4

경제적 여유 부족

21.8

건강상의 이유

16.0

선호하는 목적지 및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3.2

집안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

3.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2012 국민여행실태조사.

2) 장애인 관광환경 실태
한국관광공사(201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00개 관광지 중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시니어, 영유아동반가족)이 접근하기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광지는 9개
(1.8%)에 불과하였으며, 보통 수준 446개(89.2%), 미흡 수준이 45개(9%)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전국 500개 관광지를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 시설자원으로 분류하
여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관광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보통 이상 수준의 관광
지가 91%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 선정 시 관광취약계층이 접근하기 매우 어렵
다고 판단되는 관광지(산, 계곡, 계단이 많은 유적지 등)가 일부 제외 되었고, 자연
관광(27.6%) 및 역사문화(21.4%) 관광지보다 시설자원(51.0%) 관광지 비중이 높
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Ⅲ-1-14> 관광지 일괄 분석 결과(종합)

시설분류

종합

양호

사례 수

500

미흡

보통

개

%

9

1.8

개

소계
%

446 89.2

미흡

미설치

개

%

개

%

개

%

45

9.0

45

9.0

-

-

출처: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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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중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된 항목은 ‘출입구’(58%)로, 이는 경사
로 설치 여부가 포함된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양호 수준은 2%에 불과
하나 보통수준 시설이 86.4%이었으며, ‘장애인 주차장’은 양호 17.4%, 보통수준
55.6%로 나타났다. 이는 설치율은 상승했으나 실제 규정 규격보다 작게 설치되어
휠체어 장애인의 활동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양호 평가를 받지 못한 사유로 조사되
었다.
전반적으로 가장 미흡한 항목은 ‘안내시설’(87.4%)로, 시각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관광지의 경우 시각ㆍ청
각 장애인을 배려한 안내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관광지 500개 중 ‘편의시설’이 양호한 수준은 30.6%, 보통수준은
41.2%, 미흡은 28.2%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데크 설치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전기 충전기가 설치된 관광지가 장애유형을
고려한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조사항목 중 ‘보행시설’은 ‘보통’이 54.0%, 미흡이 23.6%, 양호수준은 22.4%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안전 유도 보행시설 설치 관광지가 모범사례로
조사되었다.
<표 Ⅲ-1-15> 관광지 일괄 분석 결과(시설분류별 종합)

시설분류

양호

사례 수
개

미흡

보통
%

개

%

소계

미흡

미설치

개

%

개

%

개

%

3

0.6

3

출입구

500

290

58.0 207 41.4

0.6

-

-

주차장

500

87

17.4 278 55.6 135 27.0 110 22.0

25

5.0

화장실

500

10

2.0

432 86.4

58

0.8

54

10.8

안내시설

500

17

3.4

46

437 87.4 379 75.8

58

11.6

편의시설*

500

153

30.6 206 41.2 141 28.2 141 28.2

-

-

보행시설**

500

112

22.4 270 54.0 118 23.6 118 23.6

-

-

9.2

11.6

4

출처: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Ⅰ.
주: * 편의시설의 실내환경(건축물)은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보행시설은 실외환경(공원)의 경우 보행로, 실내환경(건축물)일 경우 복도/경사로, 계단/승강기
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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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관광지 500개를 관광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역사문화관광지의 경우
107개 중 양호 수준은 0.9%에 머물렀고, 미흡 13.1%, 보통수준은 86.0%로 나타
났다. 자연자원 관광지는 138개 중 양호 2.9%, 미흡 13.8%, 보통 83.3%로 조사되
었고, 시설자원 관광지는 255개 중 양호 1.6%, 미흡 4.7%, 보통 93.7%로 관광유
형지 중 가장 접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6> 관광지 유형별 분석 결과(종합)

시설분류

양호

사례 수

미흡

보통

소계

미흡

미설치

개

%

개

%

개

%

개

%

개

%

역사문화자원

107

1

0.9

92

86.0

14

13.1

14

13.1

-

-

자연자원

138

4

2.9

115

83.3

19

13.8

19

13.8

-

-

시설자원

255

4

1.6

239

93.7

12

4.7

12

4.7

-

-

출처: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Ⅰ.

관광지 유형별 시설분류 분석결과 유형별 관광지 모두 가장 양호한 조사 항목은
출입구 시설이었으며, 미흡한 조사 항목은 안내시설(83% 이상)과, 장애인 주차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자원의 경우 다른자원에 비해 시설분류별로 양호한 시설(출입구, 주차장, 화
장실, 보행시설)이 가장 많이 갖추어져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대상 관광지 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
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은 매개시설
(출입구, 주차장), 내부시설(복도/경사로, 계단/승강기, 탈의/욕실, 관람시설), 위생
시설(화장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편의시설)이 대부분 의무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시설자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다수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 유형에 비해 양호한 수준의 시설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연자원 관광지 및 역사문화자원 관광지는 각 산림보호법과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관광환경 편의시설 개선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장애인 여행 관련 국내 현황 및 제도

33

<표 Ⅲ-1-17> 관광지 유형별 시설분류 분석결과(종합)

시설
분류

유형분류

양호

사례 수

개

출입구

주차장

화장실

안내
시설

편의
시설

보행
시설

%

미흡

보통
개

%

소계

미흡

미설치

개

%

개

%

개

%

역사문화자원

107

48 44.9 59 55.1

-

-

-

-

-

-

자연자원

138

77 47.8 71 51.4

1

0.7

1

0.7

-

-

시설자원

255

176 69.0 77 30.2

2

0.8

2

0.8

-

-

역사문화자원

107

17 15.9 58 54.2 33 30.8 28 26.2

5

4.7

자연자원

138

21 15.2 64 46.4 53 38.4 42 30.4 11

8.0

시설자원

255

50 19.6 156 61.2 49 19.2 40 15.7

9

3.5

역사문화자원

107

4

3.7

89 83.2 14 13.3

1

0.9

13 12.1

자연자원

138

6

4.3 113 81.9 19 13.8

1

0.7

18 13.0

시설자원

255

29 11.4 203 79.6 23

-

-

역사문화자원

107

3

2.8

9

8.4

자연자원

138

6

4.3

10

7.2 122 88.4 94 68.1 29 20.3

시설자원

255

7

2.7

34 13.3 214 83.9 190 74.5 24

역사문화자원

107

44 41.1 37 34.6 26 24.3 26 24.3

-

-

자연자원

138

51 37.0 36 26.1 51 37.0 51 37.0

-

-

시설자원

255

67 26.3 121 47.5 67 26.3 67 26.3

-

-

역사문화자원

107

21 19.6 53 49.5 33 30.8 33 30.8

-

-

자연자원

138

30 21.7 54 39.1 54 39.1 54 39.1

-

-

시설자원

255

71 27.8 153 60.0 31 12.1 31 12.1

-

-

9.0

23

9.0

95 88.8 85 79.4 10

9.3

9.4

출처: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Ⅰ.

관광지 환경을 실외환경(공원), 실내환경(건축물) 및 복합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 전체 500개 관광지 중 실외환경(공원)이 340개로 가장 많았고, 실내환경(건축물)은
120개, 복합환경은 40개로 나타났다. 실외환경(공원) 중 양호한 시설을 갖춘 곳은 4개
(1.2%), 보통 291개(85.6%), 미흡은 45개(13.2%) 시설이었으며, 실내환경(건축물)은 양
호 4개(3.3%), 보통 116개(96.7%)로 조사되었다. 복합환경은 40개 중 1개(2.5%) 시설만
양호한 수준으로 그 외에는 모두 보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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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8> 관광지 환경별 분석 결과(종합)
미흡
양호
환경분류

보통

사례 수

소계
개

%

개

%

미흡

미설치

개

%

개

%

개

%

실외환경(공원)

340

4

1.2

291 85.6

45

13.2

45

13.2

-

-

실내환경(건축물)

120

4

3.3

116 96.7

-

-

-

-

-

-

복합환경

40

1

2.5

39

-

-

-

-

-

-

97.5

출처: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Ⅰ

관광지 환경에 따라 시설분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출입구’ 시설이 양호로 조사
된 곳은 실외환경(공원)이 150개(44.1%), 실내환경(건축물)이 105개(87.5%)로 실
내환경이 실외환경보다 출입구 설치율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내
환경의 경우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및 출입문에 단차가 없고 점자블록 등 무장애
편의시설의 설치가 실외환경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차장’의 경우 실외환경(공원)과 실내환경(건축물)의 양호한 시설 설치율이 각
35개(10.3%), 20개(16.7%)로 실내환경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실외환경(공원)과 실내환경(건축물)의 양호한 시설 설치율이
각각 35개(10.3%), 20개(16.7%)로 실내환경(건축물)의 시설이 좀 더 양호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미흡한 시설의 경우 실외환경(공원) 133개(39.1%), 실내환경(건
축물) 2개(1.7%)로 실외환경(공원)의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환경(공원)의 경우 주차면의 경계선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관광지출입구까지 전용
보행로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장실’은 실외환경(공원)과 실내환경(건축물) 모두 양호한 시설이 4개로 설치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미흡한 시설의 경우 실외환경(공원) 49개(14.4%), 실
내환경(건축물) 6개(5.0%)로 실외환경(공원)의 화장실 설치가 좀 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대변기 이용 시 사용해야 하는 손잡이가 미흡한 시설
의 비율이 높았고, 경사형 거울, 냉온수 점자표기 수도꼭지와 관련하여 대체로 미흡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내시설’은 실외환경(공원), 실내환경(건축물), 복합환경 모두 다른 시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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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미흡한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실외환경(공원)은 미설치율이 58개(17.1%)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 안내판 설치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공원)의 경우 실내환경(건축물)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속적인 보행유도
시설, 점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시설’의 경우 양호한 시설이 실외환경(공원) 147개(43.2%), 실내환경(건축
물) 4개(3.3%)로 실외환경(공원)이 좀 더 나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환경(공원)의 경우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휠체어사용자, 유모
차, 보행기사용자의 휴식을 위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
면, 실내환경(건축물)의 ‘편의시설’ 평가에는 임산부휴게시설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
며, 임산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광지가 다수 조사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보행시설’은 양호한 시설이 실외환경(공원) 50개(14.7%), 실내환경(건축물) 59
개(49.2%)로 실내환경(건축물)의 양호 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보행시설 평가 시 실외환경(공원)은 공원의 보행로, 실내환경(건축물)의 경우 건
축물 내부의 복도/경사로, 계단/승강기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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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9> 관광지 환경별 시설분류 분석결과(종합)
미흡
양호
시설분류

유형분류

사례 수

소계
개

출입구

주차장

화장실

안내시설

편의시설*

보행시설
**

보통

%

개

%

미흡

미설치

개

%

개

%

개

%

실외환경

340

150 44.1 187 55.0

3

0.9

3

0.9

-

-

실내환경

120

105 87.5 15 12.5

-

-

-

-

-

-

복합환경

40

35 87.5

-

-

-

-

-

-

실외환경

340

35 10.3 172 50.6 133 39.1 108 31.8

-

-

실내환경

120

20 16.7 98 81.7

2

1.7

2

1.7

-

-

복합환경

40

32 80.0

-

-

-

-

-

-

실외환경

340

4

1.2 287 84.4 49 14.4

1

0.3

실내환경

120

4

3.3 110 91.7

6

5.0

-

-

6

5.0

복합환경

40

2

5.0

35 87.5

3

7.5

3

7.5

-

-

실외환경

340

6

1.8

8

실내환경

120

10

8.3

30 25.0 80 66.7 80 66.7

-

-

복합환경

40

1

2.5

8

20.0 31 77.5 31 77.5

-

-

실외환경

340

147 43.2 115 33.8 78 22.9 78 22.9

-

-

실내환경

120

4

3.3

54 45.0 62 51.7 62 51.7

-

-

복합환경

40

2

5.0

37 92.5

2.5

-

-

실외환경

340

50 14.7 173 50.9 117 34.4 117 34.4

-

-

실내환경

120

59 49.2 61 50.8

-

-

-

-

-

-

복합환경

40

3

1

2.5

1

2.5

-

-

7.5

5

8

12.5

20.0

48 14.1

2.4 326 95.9 268 78.8 58 17.1

36 90.0

1

2.5

1

출처: 한국관광공사(2015), 2015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Ⅰ.
주: * 편의시설의 실내환경(건축물)은 임산부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보행시설은 실외환경(공원)의 경우 보행로, 실내환경(건축물)일 경우 복도/경사로, 계단/승강기
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가함
*** 기타시설은 실내환경(건축물)에만 해당되며 관람시설 및 욕실/탈의실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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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여행(관광) 직접 지원 제도

정부는 취약계층의 관광 참여 기회 확대 등 국민관광 향유권 보장과 국민관광 활
성화를 위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ㆍ경제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취
약계층의 국내여행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수혜자의 자발적 문화 욕구를 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
족함으로써 정서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
권 보장사업이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유일한 바우처 성격의 제도로, 경제
적 여건 등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 이용권을 발급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및 체육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2017년 총 예산은 992억원으로(문예기금 699억원, 지방비 293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17개 시ㆍ도지역 주관처에서 사
업을 주관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2005년 이후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스포츠이용
권, 여행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분화되어 시행되었으나, 이용권에 대한 인식
부족, 이용권별 신청기간의 상이로 인한 수혜자의 혼란 가중, 이용권별 사용 금액이
너무 적어 수혜자가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신청 및 사용절차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며 2014년 이래 통합되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통합되면서 종전에 한국관광공사가 2012년까지 주관하던 여행이용권 사
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문화더누
리사업) 중 일부로 문화예술과 관광이 결합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통합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총 1,178개 프로그램 75,248명 참여). 2015년에는 여행분야 민간업
체 협력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봄ㆍ가을맞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관광분야 이용금액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2016년부터는 기획사업(문화더누리사업)
이 중단되고 문화누리카드를 중심으로 사업이 개선되었다. 특히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을 확대하고, 관광상품 할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6년 통합문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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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 관광분야 사용액은 7,725백만원으로 2015년(5,261백만원) 대비 46.8% 상승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통합 전 여행이용권은 국가가 여행경비의 40%를 15만원 이내에
서 지원하였으나, 현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연간 1인
당 2018년 기준 7만원을 지원하여 통합 전과 비교하면 실제 관광 및 여행 분야의
지원금액은 감소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의 문화여가 유형 중 여행분야의 경우 숙
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등에서 사용
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근접 가맹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맹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여행에 이용하기보다 다른 분야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서울시의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건수
672,500건 중 영화가 312,299건(46.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어서 도서가 244,344건으로(36.3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행사는 9,763건
(1.45%), 관광지 4,074건(0.61%), 숙박 1,399건(0.21%), 철도 24,031건(3.57%),
항공/여객 20,832건(3.10%)으로 여행 관련 분야에 이용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기획사업 폐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및 고령층 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한 장애인 관광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Ⅲ-2-1> 서울시 장르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현황(2016.12.31.기준)
(단위 : 건, %)

합계

도서

영화

음반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672,550

244,344

312,299

18,797

6,353

47

11,997

254

100.0

36.33

46.44

2.79

0.94

0.01

1.78

0.04

숙박

철도

항공/여객

여행사

관광지

테마/레저

스포츠

기타

1,399

24,031

20,832

9,763

4,074

9,312

8,927

121

0.21

3.57

3.10

1.45

0.61

1.38

1.33

0.02

출처: 서울특별시(2016),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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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 ‘무장애 여행’ 섹션 운영
한국관광공사는 노인 및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취약계
층의 관광 욕구 충족과 관광 기회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www.visitkorea.or.kr)’ 사이트 내에 ‘무장애 여행’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2016
년에는 무장애 섹션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대한민국 구석구석’ 어플리케이션)
를 통해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및 추천코스 등 총 3,300
여개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2-1]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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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
한국관광공사는 2014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제공을 위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공모사업은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을 조성
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미래 관광사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노인, 영ㆍ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
나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뜻한다.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 모두에게 응모자격
이 있으나,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응모자격이 제한된다.
공모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시설 개ㆍ보
수 및 서비스 개선 등을 개소 당 1.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부담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 또는 관광사업자 자부담이 5:5로 구성되며, 제주지역의 경우
국비지원 없이 자부담 100%를 원칙으로 한다.
심사는 1단계 서면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서면심사는 관광지 매력
도(30%), 환경 준비도(40%), 개선 계획(30%)을 평가하며, 최종 선정 관광지 2배수
내에서 선정한다. 2단계 현장심사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상세평가로 제안서의 합리
성(10%), 환경 준비도(40%), 개선 계획(50%)을 평가한다. 2단계 현장심사 결과와
‘최종 열린 관광지 선정회의’를 거쳐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지가 결정된다.
정부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 관광지를 매년 확대하여 20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총 12개 관광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한국민속촌, 순천만습지, 곡성기차마을, 통영케이블카, 대구중구근
대골목, 경주보문관광단지 등 6개소, 2016년에는 정동진모래시계공원, 보령대천해
수욕장, 고창선운산도립공원, 고성당항포관광지, 여수오동도 등 5개소가 열린 관광
지로 선정되어 장애인 화장실, 주차시설, 촉지안내판, 점자가이드북 등 관광 편의시
설과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홈페이지4)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4)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access/accessible/accessible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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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열린 관광지 소개 메인화면

3

장애인 여행(관광) 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
지법｣에서 차별행위는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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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
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
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
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
는다.’는 의미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
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
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2017년 7월 2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제3조에 관광활동에 대한 정
의가 추가되었는데, 관광활동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
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
나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과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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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5년 12월 31일 법률 2878호로 최초
로 제정되었다. 같은 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
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
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장애인 역시 관광활동 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고, 관광활동 참여가 모두가 누려야
하는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은 1975년 최초 제정 이후 장애인 관광에 대한 조
항이 없었으나, 2014년 5원 28일 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조문화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과 관련한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
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되었다. 같은 법 제7
조에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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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ㆍ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
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
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
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
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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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1)
(2)
(3)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직업훈련소ㆍ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
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 집ㆍ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 등
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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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
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 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
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ㆍ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
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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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
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
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기준

매
개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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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접근로

ㆍ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 유효 폭은 1.2m 이상
ㆍ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
ㆍ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높이 차이는 2cm 이하임
ㆍ접근로, 차도의 경계부분에 연석ㆍ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함
ㆍ접근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ㆍ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
니하도록 하고 면을 평탄하게 시공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함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에 이르는 통로는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
상임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는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임
ㆍ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 50분의 1 이하임
ㆍ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은 장애인전용표시를 하고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함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ㆍ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함
ㆍ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재죽ㆍ이전ㆍ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0.9m 까지 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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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
로 된 참을 설치함
ㆍ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
동공간을 확보함(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 활동공간 폭은 1.2m)

내
부
시
설

위
생
시
설

안
내
시
설

출입구
(문)

ㆍ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m, 전면 유효 거리는
1.2m 이상임
ㆍ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 확
보,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됨
ㆍ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 설치(미닫이문, 여닫이
문, 자동문)
ㆍ건축물 주 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
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들을 달리함

경사로

ㆍ경사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0.9m 까지 완함)
ㆍ높이 0.75m 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함
ㆍ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
동공간을 확보함(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 활동 공간 폭은 1.2m)
ㆍ기울기는 12분의 1이하(상황에 따라 8분의 1까지 완화 가능)
ㆍ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ㆍ양 측면에는 5cm 이상의 추락 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벽에 매
트를 부착함

휠체어
리프트

ㆍ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1.4m×1.4m 이상의 승강장임
ㆍ승강장에는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 작동 설
명서를 부착함
ㆍ운행 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 수 있고, 과속
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

장애인
전용
화장실

ㆍ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함
ㆍ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ㆍ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함
ㆍ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
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ㆍ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함

점자블록

ㆍ점자블록은 감지형 점형블록과 안내용 선형블록을 사용함
ㆍ크기는 0.3m×0.2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
의 높이와 동일하게 함
ㆍ점형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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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
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음
ㆍ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ㆍ점형블록은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ㆍ승강장 등 시각장애인
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
면, 선형블록이 시작ㆍ교차ㆍ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함

유도 및
안내설비

ㆍ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가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함
ㆍ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음
ㆍ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의 중
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 내지 1.2m의 범위 내에 있도록 설
치함
ㆍ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함

경보 및
피난설비

ㆍ기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
을 함께 설치함

객실 및
침실

ㆍ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은 식당ㆍ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승강기가 가동하지 않을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
록 주출입층에 설치함
ㆍ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객실 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하고 객
실 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ㆍ객실 등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고 바닥표면
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관람석 및
열람석

ㆍ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
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함
ㆍ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임
ㆍ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함
ㆍ난청자를 위하야 자가(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
를 설치함
ㆍ열람석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임
ㆍ열람석 하부에는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기
타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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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 및
작업대

ㆍ접수대 또는 작업대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함
ㆍ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0.7m 이상 0.9m 이하임
ㆍ접수대 또는 작업대 하부에는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
상의 공간을 확보함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ㆍ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
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함
ㆍ매표소의 높이는 0.7m 이상 0.9m 이하, 하부에는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ㆍ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ㆍ조작버튼ㆍ상품출구의
높이는 0.4m 이상 1.2m 이하임
ㆍ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ㆍ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
능한 위치에 설치함
ㆍ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춤

기타 설비

ㆍ공공도서관에는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공연장과 관람장에는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휠체어 및 점자
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은 음성계산기, 숙박시설은 점자관광안내책
자를 비치하도록 함

출처: 한국관광공사(2015).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 pp.50-51.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
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인 교통
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
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되었다. 「교통약자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
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즉, 이동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
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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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 지방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제
12조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1.교통수단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
스운송사업ㆍ농어촌운송사업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 되
는 철도 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관역전찰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
2. 여객시설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제1항제51에 따른 노선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 목
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아. 광역전철의 역사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52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1. 교통수단
안내시설

기타시설
장애인
휠체어
교통 장애인
안내 문자 행선지
휠체어
수직 접근 출입구
승강
약자용 전용
방송 안내판 표시
보관함
손잡이 가능 통로
설비
좌석 화장실
표시

구분

시내
버스
(저상형)
시내
버스
(일반형)
버스 시내
버스
(좌석형)
농어촌
버스
시외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광역전찰

내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여객시설
매개시설
구분

여객자동차
터미널

보행
주
접근로 출입구

내부시설
장애인
전용
통로
주차
구역

경
사
로

승
강
기

위생시설
에스
컬레 계단
이터

장애인전용화장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

○

○

○

○

○

○

○

○

○

○

○

○

○

○

○

○

○

○

○

○

○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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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시설
구분

보행
주
접근로 출입구

내부시설
장애인
전용
통로
주차
구역

경
사
로

승
강
기

위생시설
에스
컬레이 계단
터

장애인전용화장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도시철도
역사

○

○

○

○

○

○

○

○

○

○

○

환승시설

○

○

○

○

○

○

○

○

○

○

○

공항시설

○

○

○

○

○

○

○

○

○

○

○

항만시설

○

○

○

○

○

○

○

○

○

○

○

광역전철
역사

○

○

○

○

○

○

○

○

○

○

○

3. 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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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 이용할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휴게실 및
보도
지하도 및 육교
음향신호기
지하도 상가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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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여행 관련 국외 현황 및 제도
: 일본을 중심으로

1

일본 장애인 여행 관련 현황 및 제도

1) 일본 장애인 여행 및 외출의 개요
일본에서 장애인의 여행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중심으
로 한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공공인프라 정비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1950~1970년대 고도 성장기를 맞은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생활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1970~1990년대는 개인의 여가생활ㆍ문화 활동
이 활발해지고 공공 인프라가 충실해지면서 장애인을 위한 여행환경의 배리어프리
화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별ㆍ시설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장애인의
여행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장애인 여행 관련 지원이 ‘할인’
이라는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여행을 즐기기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여행활동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대이지만, 장애인의 여행활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0년
늦은 1990년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가 처음 업계에 등장했으며,
1995년 「관광정책심의회답신」에 ‘모든 사람에게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
시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의 대형 여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여행상품을 취급
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방 각 도시에서도 장애인 여행이 시작되는 등 다양화가
진행되었고, 간병 여행이나 여행 도우미 등의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
다. 또한 「신체장애인보조견법(2002)」,「하트빌딩법(2003)」 개정 등으로 민간기업
및 사회전체에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6년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의 원활화를 촉진하는 법률(배리어프리신법)」의 제정ㆍ시행을 통해 배리어
프리 적용 대상 및 시설 기준이 확대되었다.
2016년부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
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금지되고 합리적 배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광업계에서도 법 시행에 따른 의식 변화와 구체적 대응 마련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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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의 개최가 결정되면서 일본 정부는
하드웨어(물리적) 측면의 배리어프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접객 등 소프트웨어 측면
의 배리어프리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각 연대별 장애인의 외출 및 여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
-1-1>와 같다.
<표 Ⅳ-1-1> 연대별 장애인의 외출 및 여행 관련 주요 사항
구분

내용

1960년대

- 1950 년 「국철(현ㆍJR각사)ㆍ신체장애인 여객 운임 할인 규정ㆍ시행」을
시작으로 항공ㆍ버스ㆍ선박 등의 대중교통 업체들이 순차적 할인운임 설
정. 경제적 지원으로 진행된 '조치'로서 의미가 강하며 장애인의 ‘여행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없음

1970년대

- 국철 등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시작. 주
로 국철 차량에 실버시트(노약자석) 지정, 국철ㆍ신칸센에 장애인(휠체어
좌석) 지정 및 개별실 설치, 안내견 동반을 허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있음. 또한 이 시기부터 신체장애인 단체 등에 의해 ‘배리어프
리 여행(장애인 여행) 환경 정보 발신’이 시작됨

1980년대

- 1981년 UN이 정한 '국제 장애인의 해'로 많은 관련 행사가 열렸으며 노
멀라이제이션 계발활동이 실시됨. 국영기업 중심의 배리어프리화 노력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어, 교토 시영 지하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거나 게이오플라자호텔(도쿄 신주쿠)에 장애인 객실 15실이 설비 되는
등의 내용은 당시 큰 뉴스가 되었음

1990년대

- 1994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 제정
- 1995년 「관광정책심의회답신」에서 ‘모든 사람에게 여행을 할 권리가 있
다. 여행은 자연의 치유력을 제공하며, 여행을 할 자유는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것이다’라고 명시 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의 대형 여행사 및 관광시설이 배리어프리화를 적극적으로
임하여 장애인 여행이 크게 발전하게 됨

2000년대 이후

- 2000년 「노인,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
한 법률 (교통 배리어프리법)」이 공포되어 각 교통 기관이 배리어프리화의
목표를 수치로 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함. 또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뒷받침도 있어 배리어프리화가 더욱 잘 추진됨
- 2002년 「신체장애인보조견법」이나 2003년 「하트빌딩법」 개정 등으로 인
해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노력하여 배리어프리화에 대한 일반 국
민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함
- 2006년 「하트빌딩법」과 「교통배리어프리법」이 통합ㆍ확충되어 「배리어프리
신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법 적용 대상자 및 대상 시설 기준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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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2016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
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금지되고 합리적 배려가 요구됨. 관광업계에서
도 법 시행에 따른 의식 변화와 구체적 대응 마련이 필요해짐
- 2020년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하드웨어(물리적)
측면에서의 배리어프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배리어프리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

출처 : http://www.dinf.ne.jp/doc/japanese/para/tabi/tabi03.html에서 재구성.

또한 장애인 여행 관련 각 항목별 주요 변화 내용을 행정 및 법률, 대중교통ㆍ항
공, 호텔ㆍ관광시설, 여행사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 Ⅳ-1-2> 와 같다.
<표 Ⅳ-1-2> 항목별 장애인의 외출 및 여행 관련 주요 사항
구분

내용

행정ㆍ법령

- 1949년 시행된「장애인복지법」은 일본 최초의 장애인ㆍ아동 대상 법령으로
이로 인해 '장애인 인권'이 대두되었음. 1970년대까지는 기존의 법령을 개
정한 내용이 많았으며, 공공교통기관 등의 운임 및 요금 할인 지원이 주를
이루었음
- 1980년대에 대중교통 터미널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비를 위한 지침이
책정되는 등 물리적 개선을 목표로 한 새로운 법령에 의해 여행환경이 크
게 개선됨
- 1990년대부터 2000년에 걸쳐 「하트빌딩법(1994)」과 「교통배리어프리법
(2000)」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여행환경이 크게 개선됨
- 2006년 12월부터 기존 건축물의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하트빌딩법」과
교통 중심의 「교통배리어프리법」을 통합하여 기존의 건축물과 교통을 하나
로 함께 개발 할 수 있게 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의 원활화를 촉진
하는 법률(배리어프리신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2016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
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금지되고 합리적 배려가 요구됨. 관광업계에서도
법 시행에 따른 의식 변화와 구체적 대응 마련이 필요해짐
2020년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하드웨어(물리적)
측면에서의 배리어프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배리어프리에 대
한 대응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

대중교통
ㆍ
항공

- 행정ㆍ법령의 개선에 큰 영향을 받아 발전함. 2000년 「교통배리어프리법」
시행으로 개선 속도가 향상되고 있음. 단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 우선적
으로 개선되고 있어 지역 및 업계 간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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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1994년부터 일본항공(JAL)사는 장애인 고객을 위한 국내선 선취권 데스크
를 마련하였고, 1997년부터 전일본항공(ANA)사는 투어어시스트 데스크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투어참가 상담 및 필요한 추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

호텔
ㆍ
관광시설

- 일본의 숙박 시설은 원래 일본식 여관이나 민박이 주를 이루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유형이 많이 존재하였음. 1994년「하트빌딩법」이 제
정되기 까지 장애인 관련 법령이 없어 민간 시설의 배리어프리화가 늦어짐
- 기후현 다카야마시는 1996년 ‘복지관광도시’ 선언 후 시내의 호텔에 ‘숙박
시설 배리어프리화’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광지 인프라 정비를 적극 추진함.
이처럼 다른 관광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도 등이 요구되고
있음
- 해외 자본(특히 북미)의 대형 호텔 등은 자국의 건축 기준을 준수하는 시
설이 많아 장애인도 사용하기 편리한 경향이 있음
- 2006년 토요코인 건물의 증개축,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대해 각지에서
수많은 위반이 지적되었으나, 이후 적극적인 배리어프리화로 배리어프리 우
수 호텔로 많은 장애인에 이용하게 됨

여행사

- 1980년 이후 대량판매형의 저렴한 패키지여행이 급증하고 패키지여행 참
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여행사에서
고심하게 됨(장애인 고객의 권리 주장에 대해 직원의 대응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인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1995년 「관광정책심의회답신」에서 ‘모든 사람에게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고 명시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의 대형 여행사가 전문부서를 설립하고 오리
지널 여행상품을(장애인 대상)을 기획하게 됨. 이후 각 지방의 중소여행사
도 참가하게 됨
- 2000년 이후 장애인의 여행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개호여행과 여행 서포터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됨
- 2002년 주식회사HIS(도쿄 신주쿠)는 패키지여행ㆍ항공권 판매를 위한 장
애인 전문부서를 설립함

출처: http://www.dinf.ne.jp/doc/japanese/para/tabi/tabi03.html에서 재구성.

2) 장애인 여행 관련 법률
일본은 「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환 외출과 여행을 위한 국가제반 시
설의 배리어프리화 및 문화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
조(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화)에서는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및 사업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5조에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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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문화적 조건의 정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4년 기존 건축물의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제정된 「고령자ㆍ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특정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과
2000년 공공교통기관 및 역 등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제정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배리어프리법)」을 통합ㆍ확충한「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
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신법)」이 2006년 6월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률은 고령자와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
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등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배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대상자의 편리성 및 안정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관, 건축물, 공공시설
의 배리어프리화와, 특히 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및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이용시
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중점적이고 일체화된 배리어화 추진을 명시하는 등 배리어프
리화 대상 시설도 확대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인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6)」 제5조에서 행정 기관 및 사업자는 사회적 장벽 제거와 합리적 배려를
명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의 구조개선 및 설비 정비와 관계 직
원에 대한 연수 및 기타 필요한 환경의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관광 관련 기본 법률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2007)」으로, 본 법은
기존의 「관광기본법(1963)」을 전면 개정하여 제정된 법률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
본 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기본 시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특히 배려가 필요한 관광 여행자가 원활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와 이들의 편리성 향상,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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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장애인 여행 및 관광 관련 법률
법률명

소관부처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후생노동성

- 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화 촉진
- 조건의 정비 등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
促進に関する法律)

국토교통성

- 제반시설에 대한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촉진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
に関する法律)

후생노동성

- 사회적 장벽 제거 실시 및 합리적
배려를 위한 환경 정비

관광청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종합적
책정 및 실시
- 관광 여행자의 편의 증진
-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

관광입국추진기본법
(観光立国推進基本法)

주요내용

3) 대중교통기관, 보행공간 등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1) 대중교통기관의 배리어프리화
대중교통기관에 대한 배리어프리화는 2002년 11월 시행된 「고령자, 장애인 등
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배리어프리법)」에 근
거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철도역의 여객시설 신설 및 개량이
나 차량 신규도입 시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한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구조 및 설비
에 관한 기준(2006년 국토교통성령 제111호)」에 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 대중교통기관의 여객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배리어프리 정비
내용 등을 명시한 「대중교통 기관의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정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용자에게 바람직한 여객시설 및 차량
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역 등의 여객 터미널에 대한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 조성금 대출에 대한
보조, 지역 공기업의 지하철 배리어프리화 포함 건설개량 사업에 대한 재정융자 및
대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령정비 조성금 대출을 통해 논스탑버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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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버스), 리프트버스, 복지택시, 저상노면전차(LRV) 등의 도입에 대한 경비의 일부
지원, 장애인을 위한 차량 정비에 대한 저이자 대출 실시 등 버스 및 노면전차의
배리어프리화를 포함한 건설개량 사업에 대한 재정대출 및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구
에 의한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논스탑버스, 리프트버스 및 유니버설디자
인 택시에 대한 자동차 중량세 및 취득세 특례조치, 저상노면전차(LRV)에 대한 고
정자산세 특례조치가 있다.
국내 여객선의 경우 건조 및 배리어프리화를 위한 필요 경비의 일부 보조를 실시
하며, 배리어프리의 고도화ㆍ다양화(휠체어 대응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비)를 실시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철도
건설 운수시설 정비지원 기구’의 ‘공유구조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영기
업의 교통사업 중 선박사업의 배리어프리화를 포함한 건설개량사업에 재정융자 및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의 대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보행공간 등의 배리어프리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가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정
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보도정비나 건물 출입
구의 단차해소, 철도역사 등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음향신호기의 정비 등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확보와 함께, 공원정비 등을 통한 휴식과 교류의 장 확보 등 복지관점
에서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가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배리어프리법에 근거하여 대중교통기관, 건축물, 도로 등의 일체적
ㆍ연속적인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복지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
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여 일련의
원활한 이동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철도역 등 여러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도로ㆍ인도 및 역전 광장이나 보행자 데크, 자유통로 등
을 정비하며, 에스컬레이터 등의 보행지원시설 정비, 주변 건축물과의 직접 연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마을 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측면의
정비도 실시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와 같은 활동의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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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 NPO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지역 조직의 필요 경비
에 대해 보통교부세 조치를 실시하며, 시민활동지원을 위한 시설정비 등에 대한 재
정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 밖에 관공서, 병원 등을 잇는 도로와 역 광장 등의 주변 보도에 대한 단차 경
사ㆍ기울기 개선, 무전주화,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의 정비 등에 의한 보행공간 배리
어프리화를 실시하고 있다.

(3) 이동지원
장애인의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역 대중교통 확보ㆍ유
지ㆍ개선사업’에 의한 복지택시 차량의 도입 등에 대해 필요 경비의 일부 원조를
실시하는 등 복지택시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버스사업자, 택시사업자만으로
충분한 운송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어 각 지역 관계자가 필요를 합의할
경우 NPO법인 등에 의한 복지유상운송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복지택시는 총 15,026대이다.
장애인에 대한 운임요금 할인의 경우 철도, 버스, 택시, 여객선, 항공 등 교통기
관에서 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사람, 요육수첩을 교부받은 지적장애인 및 상
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개호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정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주차금지예외지정차표장’을 교부하여 주차
금지 교통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여객시설 및 차량의 배리어프리화 현황
2015년 말 기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3,000명 이상인 여객시설인 철궤도역, 버스터
미널, 여객선터미널, 항공여객터미널의 배리어프리화 현황을 살펴보면 단차 해소의 경
우 철궤도역 86.0%, 버스터미널의 89.6%, 여객선터미널 100.0%, 항공여객터미널의
85.7%가 정비를 완료하여 전체 약 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설치는 철궤도역 93.7%, 버스터미널 85.4%, 여객선터미널 71.4%, 항공여객터미널
100.0% 설치하여 전체 93.6%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일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여객시설의 장
애인용 화장실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철궤도역 83.0%, 버스터미널 67.5%, 여객선
터미널 91.7%, 항공여객터미널 100.0%로 전체 83%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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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 현황

구분

1일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인
여객시설 수

2015년 말
단차해소

철궤도역

3542

버스터미널

48

43(89.6%)

여객선터미널

14

항공여객터미널

35

합계

3,639

1일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인
화장실 설치
시각장애인
여객시설 수
유도용 블록

3045(86.0%) 3320(93.7%)

2015년 말
장애인용
화장실

3,319

2754(83.0%)

41(85.4%)

40

27(67.5%)

14(100.0%)

10(71.4%)

12

11(91.7%)

30(85.7%)

34(100.0%)

35

35(100.0%)

3406

2827(83.0%)

3132(86.1%) 3405(93.6%)

출처: 内閣府(2017), 平成29年版障害者白書.

일본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는 2000년 제정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배리어프리법)」의 시행에 근
거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2006년 공포ㆍ시행된「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신법)」에 따라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관련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이 개정되어 1일 평균 3,000명 이상의 여객시설
에 대해서는 2020년도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로 배리어
프리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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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이용자수 5,000명 이상
(2011년도 이후 수치에 대해서는 참고)
단차해소
장애인용 화장실

시각장애인용 블록

1일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
(2010년도 이후 수치에 대해서는 참고)
단차해소

시각장애인용 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그림 Ⅳ-1-1] 여객시설 배리어프리화 추이
출처: 内閣府(2017), 平成29年版障害者白書.
주: 배리어프리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에 의해 1일 평균 이용객수 5,000명 이상의 여객시설은 2010년
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목표 기한이
도래하여 기본방침을 개정(2012년 3월 31일 고시)하여 1일 평균 이용객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에 대해 2020년도까지 원칙적으로 100% 배리어프리화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를 살펴보면 2015년도 말 기준 항공기 외 철궤도차량, 버
스, 여색선 등의 대중교통은 약 50% 수준에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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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 현황

버스

2015년 말

차량 등 총수

2015년도 말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한 차량 등

철궤도차량

53,346

34,140(65.2%)

논스탑버스

45,228

22,665(50.1%)

리프트버스

15,124

895(5.9%)

여객선

650

238(36.6%)

항공기

593

571(96.3%)

출처: 内閣府(2017), 平成29年版障害者白書.
주:「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한 차량 등」은 각 차량 등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성으로 산정

대중교통 차량의 배리어프리화는 여객시설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항공기는 2002년 기준 24.5% 수준에서
2015년 96.3%까지 빠르게 배리어프리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각 연도별 철도, 버
스, 여객선의 순으로 배리어프리화가 진행되고 있다.

철궤도

논스탑버스

여객선

항공기

[그림 Ⅳ-1-2]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 추이
출처: 内閣府(2017), 平成29年版障害者白書.
주: 배리어프리법에 근거한 철궤도차량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기준(신기준)에서 다음의 내용이 추가 됨 : 차량 내부
의 문 등에 차량 번호 등을 문자 및 점자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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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여행 관련 제도
일본 관광청은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존 국토
교통성 종합정책국 종합관광대책심의관실이 2008년 관광청으로 개편되면서 독립
기관이 되었다.
국토교통성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 정
책을 중요 시책으로 삼고 생활환경 및 이동환경의 정비ㆍ개선을 계속해 나간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2005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강’을 정리하였다. 또한 관광분
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배려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2006년 1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른 관
광촉진사업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광에 있어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
한 인식 확산을 위한 리플렛과 안내집을 2008년 3월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2011년 ‘유니버설투어리즘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사’를 통해 여행업계의
시점에서 유니버설투어리즘 서비스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
고 이를 보급공유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2012년에는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지역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촉진을 목적으로 각 지역의 활동을 조사하고 타 지역의 참고가 되는 활
동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3년 이어서 ‘유니버설투어리즘 보급촉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니버설
투어리즘에 대응 가능한 관광지 조성 추진을 위해 ‘지역 수입(受入)체제 강화 매뉴
얼’을 작성하였으며, 유니버설 여행 상품의 공급 촉진을 위한 검토를 추진하였다.
2014년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사업’으로 각 지역의 유니버설투어리즘 수입(受
入)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 사례를 정리하여 ‘유니버설 투어리즘 대응 관광지 만들기
사례집’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유니버설투어리즘에 임하는 여행업자의 확대와 소비
자의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워킹그룹을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 및 여행업자의 참
고를 위해 유니버설투어리즘에 관한 마케팅 데이터를 정비하여 발표하였다. 2015
년에는 2014년까지 실시한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대응의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 활동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에는 효율적ㆍ효과적인 지역 수입(受入) 거점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관광 안
내소에 배리어프리 여행 상담 창구 기능을 부가하는 것을 검토ㆍ검증하고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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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에는 ‘2020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을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와 이를 계기로 하는 공생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올림픽 담당 장관을 좌장으로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2020 관계부처 등 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2020 행동계획’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본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유니버설디자인 마을 만들기와 마음의 배리어프
리 두 가지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점적 배리어프리화와 전국 각지에 높은 수준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교통 및 관광 분야에서의 접객 수준 향상(가이드라인 작성)과
직원 연수 등의 계획이 추진된다.
<표 Ⅳ-1-6> 관광청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 사업
년도

사업명

주요내용

2018년

보도자료

-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 공모
개시-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정비

2017년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숙박시설편,
여행업편, 관광지역편」 작성

- 2017년 책정된 정부의 「유니버설 디자인 2020
행동 계획」에 따라 호텔ㆍ여관, 여행사, 관광안
내소 등 종사자가 ‘마음의 배리어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접객 매뉴얼을 작성함(2018년 발표)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에
관한 지원업무 보고서」 작성

-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지역의 관광수입(受入) 거점
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관광 안내소
에 배리어프리 여행 상담 창구 기능을 부가하는
방법을 검토ㆍ검증하고 관련 보고서와 안내서를
작성함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에 관한
효과 검증

- 2014년도까지 실시된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
대책 등의 효과 검증을 실시함
- 또한 지속적인 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의 지원을 실시하여 향후 유니버설투어리즘
의 촉진과 자립ㆍ계속적인 대응 확대를 도모함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여행 촉진 사업

-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동
반 가족 및 임산부의 여행에 관한 조사ㆍ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보급추진을 위
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유니버설투어리즘 대응
관광지 만들기 사례집」
작성 등

- 각 지역의 유니버설투어리즘 도입 체제 강화를
위해, 각 사례를 정리하여 ‘유니버설투어리즘 대
응 관광지 만들기 사례집 작성
- 유니버설투어리즘 사업을 도입하는 여행업자 확대
및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 개최
- 유니버설투어리즘 관련 관광마케팅 데이터 정비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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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명

주요내용

방일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유니버설투어리즘
정보발신사업

- 유니버설투어리즘에 관한 일원적 상담창구로 기
능하는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등의 설립과 활동
강화 추진
- 2020년 도쿄 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와 그 이후
를 내다보고 해외에서 방문하는 고령자와 장애
인을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해 배리어프리투어 센
터를 통한 다국어 정보발신을 실시함

2013년

유니버설투어리즘
보급ㆍ촉진에 관한 조사

- 유니버설투어리즘에 대응한 관광지 만들기를 진
행하기 위해, ‘지역의 수입(受入)체제 강화 매뉴
얼’ 작성
- 유니버설 여행상품의 공급 촉진을 위한 검토 실시

2012년

유니버설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지역활동 실태 조사

- 유니버설투어리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
역의 정책을 취합, 타 지역에서 참고가 되는 정책
을 정리하여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11년

유니버설투어리즘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사

- 여행 송신자 시점에서 유니버설투어리즘에 의한
서비스의 기본 방향을 조사ㆍ분석, 관계자 전체
에 보급ㆍ공유를 도모하기 위한 과제 정리

출처: http://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you/manyuaru.html에서 재구성.

본 계획에 따라 2017년 관광청에서도 2020년 올림픽을 맞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 관계자용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2018년 3월 발간하였다. 매뉴얼은 숙박시설편, 여행업편, 관광지역
편의 3가지 버전으로 작성되었으며, 고령자나 장애인을 한 사람의 고객으로 생각하
는 것,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접객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동행자를 모두 ‘개호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행한 가족이나 친구
또한 ‘고객’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각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Ⅳ-1-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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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
목차

세부내용
1. 시장의 확대

제1부 유니버설투어리즘의 필요성

2. 배리어(barrier)란?
3. 접객이란?
1. 장애의 종류
2. 지체부자유/휠체어사용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ㆍ언어장애

제2부 장애를 알자

5. 지적장애ㆍ발달장애ㆍ정신장애
6. 내부장애ㆍ난치병ㆍ만성장애
7. 고령을 동반한 장애
8. 그 외 배려가 필요한 사람
칼럼: 신체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1. 접객의 기본
2. 상황별 접객의 포인트
상황 ① 정보제공ㆍ문의
상황 ② 체크인
숙박시설

상황 ③ 설비 및 객실의 안내, 유도
상황 ④ 식사
상황 ⑤ 긴급ㆍ비상시 대응
상황 ① 정보제공

제3부 상황별 접객의 포인트
여행업

상황 ② 신청ㆍ상담
상황 ③ 투어개최 시
상황 ④ 긴급ㆍ비상시 대응
상황 ① 정보제공
상황 ② 상담ㆍ문의

관광지역

상황 ③ 관광시설에서의 대응
상황 ④ 관광가이드에 의한 안내 시
상황 ⑤ 긴급ㆍ비상시 대응

출처: 観光庁(2018), ⾼齢の⽅ㆍ障害のある⽅などをお迎えするための接遇マニュア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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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행 보급을 위해 다양한 유니버설투어 상품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5월까지 ‘유니버설투어리즘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여행사,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 지역 관광 마케팅 기관), 교통사업자, 관광협회 등을 모집하여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기간 내 신규투어 상품에 대한 준비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 표지

다양한 휠체어의 종류

[그림 Ⅳ-1-3]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
출처: 観光庁(2018), ⾼齢の⽅ㆍ障害のある⽅などをお迎えするための接遇マニュア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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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시 배려사항

샴푸병의 유니버설디자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사항

[그림 Ⅳ-1-4] 고령자ㆍ장애인을 맞이하기 위한 접객 매뉴얼
출처: 観光庁(2018), ⾼齢の⽅ㆍ障害のある⽅などをお迎えするための接遇マニュアル-宿泊 施設編

2

장애인 여행관련 주요기관(민간) 사례

1) 일본 배리어프리관광 추진 기구(비영리 기관)
일본 배리어프리관광 추진 기구는 관광지의 배리어프리화를 통해 관광객의 증가
와 지역 살리기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일본 국내의 모든 배리어프리 관광지 상담센
터를 전국 표준 시스템인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과 ‘여행 카르테’로 묶어 일본
최대 배리어프리 정보 사이트인 ‘전국 배리어프리여행 정보’를 2010년 공개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배리어프리 인바운드의 정보공개 및 상담창구로 ‘악세시블트래블
JAPAN'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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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리어프리관광 추진 기구의 사업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 활성화’,
‘장애인 고령자의 삶의 질’, ‘사람에게 좋은 지역 만들기’를 통한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을 시장경제 하에 실현한다. 2) 여행자의 커스터마이즈 기점 및 관광지 지역
주체에 의한 ‘관광’ 본래의 모습을 되돌리고 일본 국내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관광지 재생을 실현한다. 3)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은 여행자 각자의 개성과 관광
지의 개성을 함께 최대한 살리는 관광의 실현을 통해 과도한 개보수 공사 없이도
여행의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실현한다.
본 기구의 주요 사업은 크게 5가지로, 첫째 ‘전국 배리어프리 여행 정보’ 포털
사이트, ‘여행의 카르테’ 및 SNS의 유지 관리, 둘째, ‘악세시블트래블 JAPAN' 웹사
이트 운영 및 해외로부터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국 배리어프리 관광지
상담센터 운영, 셋째, 각 지역의 배리어프리 여행 상담 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넷째, 새로운 배리어프리 관광지 개발 지원과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의
보급, 마지막으로 관광의 노멀라이제이션, 배리어프리 관광시장의 확대에 관한 모
든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배리어프리 여행 정보 사이트’는 본 기구가 2010년 총무성 지
역 ICT 광역 연계 사업 교부금을 받아 전국 15개 배리어프리 여행 관광지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일원화 한 포털 사이트이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 각지 배리어프리 관광지에 대한 조사는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념에 근거한 최초의 관광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무상
으로 여행을 기획ㆍ조정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기준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각 관광시설의 배리어(장벽)
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설 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이용자 상담 실시, ‘여행 카르테’
시스템에 따라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여행 카르테’ 시스템은 장애인 고객이 장애유형과 정도, 희망사항 등을 입력ㆍ등
록하면 이를 관리하여 다른 관광지를 여행할 때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다. 진료기록과 마찬가지로 처음 상담을 한 센터에서만 본 자료를 관리하게 되며,
고객이 원할 경우 다른 센터로 보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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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여행 카르테 시스템 입력ㆍ등록 항목(양식)
◎ 기본정보
성

명

성

성

별

□ 남성

생년월일
주

소

이름
□ 여성
년

(접수 시 연령

월

일

세)

〒

전화번호
FAX 번호
핸드폰번호
핸드폰
사용자
메일주소

신체상황

□
□
□
□
□
□
□
□
□
□

수동휠체어(자조식) □ 수동휠체어(개조식)
전동휠체어
지팡이 보행
시각장애(전맹) □ 시각장애(약시)
청각장애
지적ㆍ발달장애
정신장애
반신불수(우) □ 반신불수(좌)
내부질환
그 외

◎ 장애내용(해당하는 장애유형에 체크)
□ 지체부자유
장애내용

□ 뇌혈관장애(우 마비ㆍ좌 마비) □ 뇌성마비
□ 척수손상(경추) □ 척수손상(요추) □ 척수손상(흉추)
□ 류마티스 □ 고령 □ 그 외
□ 자주ㆍ수동휠체어 □ 개조ㆍ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스트레처 □ 특수전동휠체어(

이동방법

)

※ 휠체어의 경우
□ 조작 가능 □ 조작 가능하나 개조도 필요 □ 항상 개조 필요 □ 미응답

□ 지팡이보행 □ 보행기 □ 휠체어지팡이 등 사용하지 않음
□ 그 외
단차극복

자력으로 오를 수 있는 단차의 높이

cm

※ 일반 휠체어는 작성하지 않음
휠체어

사이즈 길이
접었을 때 사이즈 폭

cm, 폭

cm, 높이
cm, 높이

cm
cm, 무게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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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ㆍ개호
등급
팔의 힘

□ 장애인 (
□ 미응답

종

급) □ 요지원 (

종

급) □ 요개호(

□ 제대로 잡거나 몸을 가눌 수 있음 □ 조금 힘이 약함
□ 잡거나 몸을 가늘 수 없음 □ 미응답

서기

□ 가능 □ 손잡이나 도움이 있으면 가능 □ 불가능 □ 미응답

앉기

□ 가능 □ 등받이, 팔걸이가 있으면 가능 □ 불가능 □ 미응답

짚고 걷기

□ 가능 □ 잠깐 정도라면 가능 □ 불가능
□ 손잡이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음 □ 미응답

이승

□ 혼자서 이승 가능 □ 도움 필요 □ 미응답

배설

□ 자립 □ 반개호 □ 전면개호 □ 미응답

화장실

의사소통

)

□ 휠체어 대응 화장실 필요 □ 손잡이가 있는 양변기 필요
□ 양변기가 있으면 좋음 □ 좌식변기가 있으면 좋음
□ 화장실 사용하지 않음(귀저기 등) □ 미응답
□ 말로 대화 가능
□ 말 이외에 다른 수단 필요(□ 필담, □ 수화, □ 그 외
□ 미응답

)

□ 시각장애
장애정도

□ 전맹 □ 약시 □ 미응답

보는 방법

※ 기술

등급

급

이동방법

□ 자주보행 □ 맹인안내견 사용 □ 개조(인도)로만 가능

정보수신
방법

□ 점자 □ 확대문자 □ E-mail

DAISY*의
활용

□ 활용하고 있음 □ 활용하지 않음 □ 미응답

□ 청각장애
장애정도
등급

□ 중도실청 □ 난청 □ 농아 □ 미응답
급

의사소통

□ 말로 대화 가능
□ 말 이외에 다른 수단 필요(□ 필담, □ 수화, □ 그 외
□ 미응답

청력정도

□ 큰 소리로 말하면 들림 □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들림
□ 전혀 들리지 않음 □ 미응답
(보청보조도구 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 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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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ㆍ발달장애
※ 의사소통이나 구애되는 것 등 배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력

□ 정신장애
※ 의사소통이나 구애되는 것 등 배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력

□ 그 외 장애 및 중복장애
※ 배려가 필요한 사항 및 중복장애 내용에 대해 입력

◎ 여행에 대한 희망사항
여행에서 방문하고
싶은 곳, 체험하고
싶은 것에 대해
여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행을 할 때 불안한
것, 걱정, 필요한
지원에 대해
숙박시설 등에 대한
요청사항
(입욕, 식사, 그 외)
여행경험에 대해

□ 많음 □ 조금 있음 □ 별로 경험하지 못함 □ 전혀 없음
□ 미응답

출처: https://www.barifuri.jp/kartep/cards/new
주: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
지털 문서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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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시블트래블 JAPAN(Accessible Travel JAPAN)'은 2020년 도쿄 올림픽ㆍ
패럴림픽을 통해 해외에서 많은 장애인 여행자가 방문할 것을 예상하고 일본 국내
배리어프리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여행 관련 조언 및 수배
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원적 상담센터이다.

[그림 Ⅳ-2-1] 악섹시블트래블 JAPAN 홈페이지
출처: http://accessible-japan.jp/

현재 ‘전국 배리어프리 여행 정보 사이트’를 통해 전국 1000개소의 관광 시설을
‘퍼스널 배리어프리 기준’에 따라 조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교통 거점 약
140개소, 숙박시설 약 260개소, 관광시설 약 700개소, 화장실 약 300개소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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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상담센터에서 별도의 지역별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행 지역이 정해지면 각 지역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전화, 메
일, 팩스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여행 커뮤니티’ SNS를 통해 배리어프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상담센터 및 지원 단체 회원과의 의사소
통 등도 가능하다.
전국의 상담센터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역의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여행 카르테’ 시스템에 따라 연계ㆍ운영되고 있다.

[그림 Ⅳ-2-2] 전국 배리어프리여행 정보 홈페이지
출처: http://www.barifuri.jp/port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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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전국 배리어프리 여행 상담센터 및 지원 단체
No

관광지

상담센터

지원단체

1

아사히카와 주변
/홋카이도

카무이다이세츠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카무이다이세츠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2

센다이시(미야기현)

센다이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센다이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3

아키타현

아키타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아키타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4

야마가타현

야마가타
배리어프리관광투어 센터

야마가타
배리어프리관광투어 센터

5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후쿠시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6

도쿄부/관동

일본 배리어프리 관광 추진
기구, 고령자ㆍ장애인의
여행을 지원하는 모임

일본 배리어프리 관광 추진
기구, 고령자장애인의 여행을
지원하는 모임

7

이시카와현

NPO법인 이시카와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NPO법인 이시카와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8

이즈(시즈오카현)

이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NPO 이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9

나고야(아이치현)

치크트래블센터 하트TO하트

치크트래블센터 하트TO하트

10

이세시마(미에현)

이세시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이세시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11

효고현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샤라쿠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샤라쿠

12

돗토리현

트래블프렌즈 돗토리

트래블프렌즈 돗토리

13

시마네현

마츠에/산인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프로젝트 유우아이

14

쿠레시(히로시마현)

쿠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쿠레서포트센터 쿠레센도

15

니이하마시(에히메현)

시코쿠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시코쿠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16

후쿠오카현

배리어프리네트워크 큐슈회의

배리어프리네트워크 큐슈회의

17

사가현

사가우레시노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사가우레시노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18

가고시마현

가고시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가고시마
배리어프리투어 센터

19

오키나와

배리어프리 네트워크 회의

배리어프리 네트워크 회의

출처 : http://www.barifuri.jp/portal/page/np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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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HIS :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민간기업)
2000년대 들어 관련법의 제ㆍ개정 및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배리어프리를 위한 노력이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회전체로 확산
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설립된 (주)인터내셔널투어는 1990년 상호를 (주)HIS로 변경하고 1995
년 상장기업이 되었다. 설립 초기 국외 저가 항공권을 주로 판매하였으나 이후 상호
변경과 함께 자사 기획의 해외 패키지 투어 상품의 판매, 호텔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017년 10월말 기준 자본금 11,000백만엔, 그룹 전체 직원 16,932
명 수준의 대형 여행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 사업소 전국 305개소 및 국
외 128개 도시 187개의 거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2015년 4월 기준), 버스,
철도, 항공 관련 업체와 크루즈, 리조트, 호텔, 여행보험업까지 다양한 자회사를 보
유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교통, 숙박 등 광범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주)HIS는 2002년
관동지부(도쿄 신주쿠)에 고령자ㆍ장애인 전문부서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문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을 시작하였다.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는 개호ㆍ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수화
활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휠체어 사용자 및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패키지 상품 판매와 여행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호여행, 오더메이드 여행, 스터디 투어, 재활여행 등 폭넓은 형태의 상품
을 기획하고, 관련 단체와 기업, 학교 대상 단체여행을 진행하여 휠체어 및 지팡이
사용자,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부자유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배리어프리 여행환경 만들기를 위해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관광
도시 정비를 위한 제안 및 모니터 여행을 실시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위한 활동에
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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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주)HIS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 홈페이지
출처: https://www.his-barrierfree.com/

(1) 고령자, 지팡이ㆍ휠체어 사용자 여행 패키지 상품(타비노와)
병이나 부상, 고령으로 인해 운동기능과 체력이 저하되어 보행이 불안하거나, 휠
체어나 지팡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임 가이드가 동행
하는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의 오리지널 여행 브랜드이다. 주요 고객은 고령으로
체력이 불안하여 일반 투어 상품에 참여가 어려운 사람,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후유
증으로 마비가 있는 사람, 류마티스, 뇌성마비, 기타 난치병 등으로 보행에 불안을
가진 사람 등이다.
본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전임 가이드 동행 : 본 상품 담당의 전임 가이드가 동행하여 차량 탑승 도움,
휠체어 간병 등 여행활동을 지원함
∘ 화장실 사용 불안 해소 : 이용자의 화장실 사용 시간이나 횟수를 배려하며, 보
행속도와 체력에 불안이 있는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구성함
∘ 식사 : 이용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식사의 제한 요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여행지의 향토 요리나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지팡이 이용 고객 대응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참여 가능하며, 전체 일정의 보행속도 등을 이용자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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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자 부재에도 이용 가능 : 개별 개호가 필요하지만 동행자가 없는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행 간호 자원봉사제도’를 실시함. 여행 중 각 이용자 담당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휠체어 이동이나 화장실 이용, 식사 등을 지원하도록 함
∘ 해외여행 한정 자택-공항 간 여행가방 택배서비스 : 공항까지 여행가방을 가지
고 가서 집합장소에 모이는 것이 곤란한 이용자를 위해 1인 1개까지 여행가방
택배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함. 사전에 운송번호를 담당 가이드에게 전달하여 집
합장소까지 여행가방을 가지고 가서 전달함
∘ 이어폰 가이드 이용 : 일행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가이드의 설명이나 안내를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관광안내를 실시함
<표 Ⅳ-2-3>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 전담 사원 소개(예)
성명

T

담당

타비노와 기획ㆍ수화담당

소개

- 2014년 5월 배치
- 약 1년 반 동안 120일 이상의 가이드 수행 경험
- 사회복지 전공
- 입사 후 배리어프리 관련 업무를 희망하여 배치됨

취득 자격증

사회복지사, 간병초임자연수 수료(홈헬퍼 2급), 종합여행업무취급관리자,
종합계획관리업무주입자(수행안내자격), 상급구명강습수료, 하와이스페셜
리스트, 유니버설매너 검정 3급, 시코쿠 순례길 88개소 순례 완료, 지치
부 34개 영지 순례 완료, 전국수화검정시험 4급

방문국가

코스타리카, 터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태국 베트
남, 싱가포르, 한국, 대만, 마카오,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영국, 프랑
스, 이탈리아(나폴리ㆍ베네치아), 크로아티아(도부로 부니쿠), 몰타, 캐나
다, 미국 하와이(5회 이상), 괌

출처: https://www.his-barrierfree.com/staff/

(2) 청각장애인 전용 데스크 설치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는 청각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일반여행 상품 구매
및 항공권 신청을 돕는 전용 데스클 설치하고 있다. 같은 청각장애인이어도 청력의
차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도, 구화 가능 여부 등이 다르고, 각 지역 및 국가 별
수용가능 정도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안심ㆍ안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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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예약을 돕고 있다.
또한 수화가능 가이드가 동행하는 청각장애인 전용 오리지널 패키지 상품을 개발
하여 가이드를 통한 현지 안내 및 정보 제공, 긴급 시 대응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여행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 간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중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이용
자를 위해 기내 및 관광, 식사 관련 수화 정보만 제공하는 오리지널 상품도 판매한
다. 특히 본 상품은 투어 중 수행하는 지원은 하지 않으며, 각종 수속이나 호텔 체
크인 등은 스스로 하여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청각장애인 대상 해외여행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여행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 Ⅳ-2-4] 청각장애인 전용 데스크 상담 모습
출처: https://www.his-barrierfree.com/hearing/

(3) 오더메이드 여행
패키지여행이 아닌 자신만의 맞춤형 여행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
라 해외여행까지 견적 작성 및 일정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오더메이드 여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희망 일정의 1주~10일전까지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담당자
가 여행 계획 및 견적을 작성하여 회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항공권 및
호텔 예약문의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여행 기간 및 희망 예산에 따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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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기에 대한 상담과 함께, 출발 전 현지 기후와 복장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표 Ⅳ-2-4> 오더메이드 여행 사례
사례 - 1

미국 3개 도시 여행

인원구성

장애인당사자 1인(뇌성마비) / 개호자 1인

예산

1인당 약 80만엔

여행기간

15일

내용

-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와 개호자 2인이 참가한 여행으로 미국 뉴욕, 라
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3개 도시를 여행함
- 여행의 주요 목적은 뉴욕에서 MLB 야구 경기 관람, 라스베이거스와 샌프
란시스코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임
- 뉴욕에서는 뉴욕 양키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전이 열리는 3경이 관람권을
모두 확보하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다르빗슈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계획함
- 이동이 많아 교통비가 높아질 수 있어서, 모든 이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것으로 함
- 뉴욕 지하철은 생각보다 편리하지 않아 이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이번 오더메이드 플랜은 항공권과 호텔 및 야구경기 관람권을 수배하는
것이 주요 지원 내용으로 참가자 2사람은 자유여행과 관광 및 휴식을 여
유 있게 즐김

사례 - 2

가이드 동행 마카오 여행

인원구성

가족 17명(고령자 포함) / 전담 가이드 동행

예산

1인당 약 19만엔

여행기간

4일(크리스마스 시즌)

내용

- 88세를 맞이한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3세대 총 17명의 가족여행 기획
- 참가자 전원의 출발 일정이 맞지 않아 2그룹으로 나누어 하루 차이로 출발
-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하여 홍콩 도착, 홍콩에서 페리를 이용하여 마카오로
이동함
- 마카오의 세계문화유산, 시내 관광, 세도나 광장의 크리스마스 야경, 호텔
분수쇼, 오픈톱 버스 투어 등으로 일정 계획
- 마지막 만찬에서 88세 생일을 맞은 아버지의 생일 축하 케이크와 선물 전
달식 등 기획하여 진행함

출처: https://www.his-barrierfree.com/other/made-to-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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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여행
유니버설투어리즘 데스크는 시설이나 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그룹여행(10
명 이상)의 국내외 여행 알선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주로 휠체어 및 지팡이
이용자,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부자유자 등으로 여행 계획을 중
심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단체여행 유치를 위해 각 상담 담당자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배리어
프리 전담 스텝이 배치되었다(평균 관련 경력 8년 이상). 또한 유니버설투어리즘 데
스크는 이용자에게 귀중한 체험을 통한 추억 만들기, 체험에 의한 지식의 습득, 공
동의 가치관과 취미가 맞는 사람과의 만남, 활동범위의 확대를 통한 인지능력의 향
상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여행 플랜을 제공한다.

(5) 기타
가. 개호여행
노화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운동기능이나 체력이 저하되어 여행이나
외출에 불안을 느끼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동행하는 당일 개호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리프트 장착된 개호차량을 이용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스텝이 동행
하여, 이용자의 여행을 지원한다.
나. 여행 재활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을 즐기는 힘을 키우기 위한 재활
(생활지원) 프로그램이다. 생활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재활 스텝이 대동하여 비일상
적인 여행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함께 생
각하고 실천한다. 또한 여행지에서 사람과 문화, 자연과의 교류, 각종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고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도취하도록 돕는다. 본 상품
은 요코하마시 재활사업단과 (주)HIS의 공동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는 재활
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일상생활이 아닌 여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여행
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의료 재활시설과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재활 영역에서는 외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보다 활동
적인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리어프리 여행의 영역에서는 여행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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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가지거나, 정보습득 능력이 낮은 고객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지원을 통해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등 각 영역에서의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추진 중
이다.
다. 유니버설 스터디 투어
휠체어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고객, 복지관계 종사자 또는 복지를 배우고 있는 학
생, 가족의 간호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여행지의 배리어프리화
와 유니버설디자인화 사정을 배울 수 있는 투어 상품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최대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리어
프리 여행의 이해를 돕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3

소결

일본 정부의 유니버설투어리즘 정책은 관련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오
고 있다. 특히 관련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여행의 권리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각 지역정부가 여행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체제를 강화하며 관련 서비스 및 시설 관련 실태파악 및
정보제공 등의 노력을 통해 내수관광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관광 소비자로 받아들이고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무장애 관광이 복지 분야가 아닌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함께 다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실제 여행이나 관광을 실행하는 과정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관광약자 전체 계층을 흡수하
고 시장을 형성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빈곤, 노동, 의료 등 다른 정책
에 비해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운 복지 분야가 아닌 관광 분야에서 이를 함께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과, 여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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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편의시설과 서비스의 제공 등과 함께 장
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참여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런 차원에서 여행 경험과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나 서비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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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장애인 국내외 여행실태
: FGI 중심으로

1

포커스그룹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포커스그룹 연구방법은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주로 마케
팅과 건강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활
발하게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포커스그룹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
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으로, 포커스그룹에서 초점은 본질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도출되고, 자료는 그룹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성된다. 포커
스그룹의 장점은 포커스그룹을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주제에 대해 많은 양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
가 있다는 점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심층인터뷰의 차이점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상호교
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견해에 의해 자신의 견해를 변경하기
도 하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견을 도출해 낼 수 도 있다. 하지
만 포커스그룹의 단점은 참여자를 모으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진
행자의 자질에 의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을 시도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 및 여행사 관계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심도있는 자료를 얻어 결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활용되
었다(김정희, 강정배, 유경민, 2016).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전문 여행사,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3개
그룹으로 분리하여, 그룹당 5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및 여행관련 전문가들의 쟁점사항이 많을 것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충분
한 시간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각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규모그룹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이메일을 통해 포커스그룹의 목적과 안
내, 질문목록을 전달하였다. 각 포커스그룹별 인터뷰에는 연구참여자와 3명의 연구
진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사전에 기록과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시작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열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과정을 녹취한 내용을 풀어 기록한 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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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을 통해 장애인 여행관련 세부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녹취록을 반복하
여 읽으면서 개방코딩과정을 진해하였으며, 이는 자료검토를 통해 의미 범주화시키
는 분석으로,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서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이름을 붙이고 모든
자료의 단위가 적절한 범주 내에 정확하게 위치했는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으
로 진행된다(이효선, 2005). 개방코딩과정을 진행하면서 하위범주 코딩을 할 때 새
로운 범주나 주제가 발견되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였고, 코딩한 내용을 지속
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2

장애인 대상 FGI 결과

선행 연구(이봉구, 안선희, 이유하, 공주, 2008; 박승현, 이영진, 2011; 이려정,
2012)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여행에 대한 제약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한 바, 본
연구에서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FGI 대상자를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당사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의 경험ㆍ
편의수준, 여행방법, 여행편의 수준, 여행희망여부, 여행만족도, 국내외 여행 활성
화 방안 등 실태를 파악하였다. FGI는 사전에 질문지를 구성하여 배포ㆍ회수하였
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여행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제약요인과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Ⅴ-2-1> 장애인 당사자 대상 포커스그룹 참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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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장애유형

A(당사자부모)

여

발달

B(당사자부모)

여

(중증중복)뇌병변

C

남

시각

D

여

뇌병변

E

여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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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장애인 당사자의 여행경험 및 만족도
연구참여자들의 여행참여 동기는 새로운 곳을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
으며, 최근 3년간 다닌 국내ㆍ해외여행 횟수 중 당일 여행은 최소 10회부터 최대
100회까지, 숙박여행은 최소 4회에서 최대 50회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행을 자주 다니는 연구참여자 1명을 제외하면 여행의 횟수는 당일과 숙박여행을 포
함해 평균 약 20회/3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여행에 비해 당일여행 비율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동반자 유형은 친구 또는 애인, 가족 또는 배우자, 활동보조인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나 가족 또는 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시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호텔, 펜션, 모텔이었으며, 광역지역을 이동할 때 교통수단은 철도나 자
동차가 많았고, 현지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위한 정보획득의 수단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여행비용은 국내여행은 5~30만원, 해외여행은 60~3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위한 비용은 적금,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인 부담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지원사업을 받아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여행 또는 관광이 본인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다준다고 하였으며, 여행을 다녀온 후 ‘또 가고 싶다’, ‘좋은 사람과 만나 어울리
는 시간’,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새로운 곳에서의 경험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여행상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여행을 준비하며 주로 정보획득, 이동수단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어려
움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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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2> 장애유형별 국내외 여행 경험 및 만족도

여행 참여 동기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아동)
- 새로운 곳 체 - 휴식과 건강 - 자연 등을
험, 자유와 재 함을 즐기고 보고 싶어서
미를 느끼고 싶어서
싶어서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성인)
- 새로운 곳 체 - 새로운 곳
험, 자유와 재 체험
미를 느끼고
싶어서, 자연
등을 보고싶
어서

여행횟수(당일)

- 10회/3년

- 10회/3년

- 30회/3년

여행횟수(숙박)

- 5회/3년
- 12회/3년
- 가족/배우자, - 가족/배우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 5회/3년
- 친구/애인

- 4회/3년
- 50회/3년
- 활동보 조인, - 혼자, 친구/
혼자
애인, 가족/
배우자

주요 숙박시설

- 펜션, 콘도

- 펜션

- 호텔, 콘도,
- 호텔
휴양림

교통수단(광역)

- 자동차( 본인
- 자동차
소유), 관광
(본인소유)
버스

- 철도

- 철도, 항공기

교통수단(현지)

- 택시(장애인
콜택시),
관광버스

- 택시(일반)

-버스( 시내,
- 기타
저상)

- 택시( 장애인
콜택시)

정보획득방법

- 인터넷,
장애인단체

- 구전
(친구, 가족)

- 인터넷

- 인터넷

- 인터넷,
장애인 여행
홈페이지

- 30만원

- 30만원

- 15만원

- 15~30만원

- 5만원

- 60만원

- 100~300
만원

- 70만원

- 개인부담
(적금,
아르바이트)

- 개인부담( 동
- 개인부담
반자와 적금)

구분

동반자 유형

평균지출액
(국내)
평균지출액
(해외)

발달장애인

-

- 15회/3년

- 호텔

-

비용마련 방법

- 개인부담,
지원사업

- 개인부담

여행 후 느낌
(긍정적)

- 사람들을
만나 어울림

- 가족과의
추억

여행 후 느낌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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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적 행동
으로 인한 기
다림이 필요
할 때 일행과
일정이 있는
경우 난감함

- 100회/3년

- 철도, 자동차
(본인소유)

-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 - 또 가고 싶다
짐
- 신체적 어려 - 시력제한으로 - 숙박시설 불 - 비용 부담
움으로 인한 인한 정보획 편, 경비부담
물리적 접근 득 어려움
어려움
- 새로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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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당사자의 여행 제약요인 및 활성화 요인
국내외 여행시 불편함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교통수단(이동), 전문 관광가이드 부
재(종사자의 장애인식 부족)로 나타났으며, 여행활동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은 신
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조력자의 부재가 의견으로 나타났다. 여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공통적인 의
견은 장애인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었다.
<표 Ⅴ-2-3> 장애유형별 국내외 여행 제약요인과 활성화 요인
구분

여행 시
불편함을 느낀
요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아동)

- 전문 관광 가 - 교통수단
이드의 부재
(종사자 장애
인식부족), 관
광시 의사소통
보조기기 부
재, 긴급상황
대처에 대한
두려움

시각장애인
- 식사
(음식점)

뇌병변장애인
(성인)

지체장애인

- 교통수단, 숙 - 교통수단, 전
박시설 및 편 문 관광 가
의,
관광지 이드 부재,
편의시설
긴급상황 대
처에 대한 두
려움, 기타(보
장구 고장)

여행활동을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

- 다른사람의 부 - 신체적 어려 - 여행을 도와 - 여행을 도와 - 관광을 할 수
줄 지원체계 줄 지원체계 있는 경제적
담스러운 시선 움
부족
부족, 관광을 여건 어려움,
및 관광지 혼
할 수 있는 경 정부나 단체
잡, 여행을 도
제적 여건 어 의 경비 지
와줄 지원체계
려움, 정부나 원 부족
부족, 정부나
단체의 경비
단체의 경비지
지원 부족
원 부족

여행 활성화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

전문 - 교통수단 접 - 교 통 수 단 ㆍ
- 관광전문도움 - 장애인을 위 - 관광
근성
확대, 숙 박 ㆍ 식 당
이 제공, 관광 한 관광프로 도우미 제공
숙박 접근성 ㆍ관광지 편
시 의사소통 그램 개발
확대, 관광전 의시설 접근
서비스 확충,
문도우미 제 성 확대, 장
장애인을 위한
공, 장애인을 애인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위한 관광프 관 광 프 로 그
개발, 정부 경
로그램 개발, 램 개발, 긴
비 지원, 관광
긴 급 상 황 에 급상황에 대
관련 종사자의
대한
대응, 한 대응
인식개선
관광관련 종
사자의 인식
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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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장애인 당자사 대상 FGI 분석결과, 장애유형별 공통적 어려움으로 정보접근의
제한, 이동ㆍ이용과 관련된 편의시설 문제, 인식개선, 조력자의 도움 필요, 여행관
련 요구사항의 5개로 범주화가 가능하였다. 각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라 요구되거나 필요한 내용의 차이가 있어 ①공통적 어려움 및 요구와 ②장애유
형별 어려움 및 요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Ⅴ-2-4> 장애인 당사자 FGI 분석결과
범주

공통적 어려움 및 요구

하위범주
- 정보접근의 제한
- 편의시설의 부족
- 인식개선
- 조력자의 도움 필요
- 여행관련 요구사항(정부의 지원, 일반여행사의 장애
인 지원 프로그램, 여행상품 개발)
○ 발달장애
- 비장애인 및 종사자 인식개선
- 인적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유형별 어려움 및 요구

○ 시각장애
- 여행 출발 전 정보 제공
- 여행 시 이동,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필요
○ 뇌병변 장애(아동)
- 편의시설 내부 구조 및 설치물 편의 확대
○ 지체장애
- 여행지 편의시설(화장실 등) 수의 확충
- 여행비용 지원

(1) 공통적 어려움 및 요구
가. 정보접근의 제한
정보접근에 대한 내용은 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를 살펴볼 때 얻을 수 있
는 관련 정보의 획득과 현지에서 필요한 정보획득에 대한 내용이었다. 장애인인 경
우 비장애인과 다르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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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관광지나 이동,
숙박에 대한 접근가능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러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
이 매우 한정적이다. 장애인 여행 관련 정보를 수집 및 획득하는 주요한 창구로 인터
넷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
D: 여행사에서 문의를 해봐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별 여행
을 선택했어요. (중략) 제가 해외를 가거나 국내여행을 할 때 힘들었던 것은 여행사에
서 아예 소스(정보)를 못 받는 다는 것이었어요. 여행에 대한 코스라든가 장애인 콜택
시라든가, 이동권하고 숙박만 해결되면 중증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B: 우리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가 여기인데 그러면 그 일대에서 (중략)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 딱 들어가면, 그런 리스트가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복지관이라든지 부모단체에 리스트를 뽑아서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A: 개인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개인이 사전 답사를 하고 알아보고 하는 그 에너지를 좀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창구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에요. 여행정보가 있는
사람은 찾아서 부지런히 다니는데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그게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E: 정보제공에 있어서 국가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
어요. (중략) 장애유형별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여행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정부에
서는 관련 공공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편의시설의 부족
비장애인 중심의 여행환경에서 장애인 여행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여행지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확보되어야 여행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여행지를 가기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공통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차량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누구나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불편감이 제기되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
이 연간 계획을 세워가는 경우도 있으나, 당일여행을 하거나 비정규적인 활동을 하
는 것이 가능해야 하므로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에 대한 편의가 일상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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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보려다가 연휴기간이어서 거기도 반 이상이 쉬는 거에요. 장애
인 콜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서 제주도 가서 호텔에만 있다가 그 주변 바다 갔다가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3박 4일을 있다가 왔었거든요.
D: 호주는 장애인 콜택시가 길에 있어요. 일반 택시하고 똑같이.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
손님을 태우고요. 아닐 경우에는 짐을 싣고 다니는 여행 택시로 바뀌어요. 가장 좋았던
것 버스들이 전부 다 저상버스였고, 우리나라 같이 자동이 아니라 수동(경사로)에요.
C: 지방 같은 경우는 휠체어 장애인 콜은 되게 많거든요. 시각장애인 콜은 거의 없어요.
B: 비행기, KTX까지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잘 되어 있는데 배를 이용해 차를
싣고 가려고 하는데 (배에 탄 다음에는) 차안에 있지 말래요. 내려서 대합실로 올라가
라는데 다 계단이었어요. (중략) 배들은 다 그것을 계단으로 하지 말고 좀 경사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관광지에 접근 할 수 있더라도 주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
여행에는 또 다른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특히 식당의 경우 출입구에 단차가 있거나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없는 경우, 장애인은 여행지에서 만의 특
별한 경험을 하기 보다는 접근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 시간을 소요하거나 비용을 소
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장애인은 여행지에서도 편의시설 접근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
E: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식당 찾아다니다가
그냥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서 먹어야 될 때도 종종 있거든요.
B: 요즘 식당이 좌식이 아니라 의자식으로 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좌식이 많아서 맛 집 가려고 생각도 못하는 것이에요.(중략) 너무 지방으
로 가면 갈수록 경사로 더 없거든요.

다. 인식개선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라는 다름의 문제와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장애인의 시
선들 때문에 여행이나 외출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가는 이유
가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인데, 장애로 인해 갖게 되는 여
러 특징들, 예컨대 도전적 행동과 같은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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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애인 부모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장애인 당
사자가 느끼기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었다가 점차 배
려 받지 못함, 존중 받지 못함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A: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도 있지만, 저희는 부정적 행동 특성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E: 휠체어 내리고 싣고 하는 동안 기다리는 것이 너무 미안한 것이에요.
A: 가족끼리 갔을 때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상인인 것이고 지역
의 직원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장애
인이고 발달장애가 있어서 이것을 기다려주고 인식해주고 우리를 뭔가 조력해줘야 할
까 하는 인식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해외에서 여행을 경험한 한 연구참여자는 해외는 국내와 다르게 장애인
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 준 것을 좋은 추억으로 갖고 있었다.
D: 호주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대해요. 그
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어 있어 다닐 때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요. 장애인이 버스를 타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자리를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B: 장애인들이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사회가 너무
안한다는 것이지요.

라. 조력자의 도움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여행을 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지원해줄 조력자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개별 여행이나 단체여행에서 여행활동을 지원해줄 전문가
가 필요하고, 이를 바우처 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 솔직히 말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동반해서 여행을 가면 어머님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세 팀당 한 명 정도 봉사자 또는 자원활동가를 배치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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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니까 현재는 보호자가 함께 다니는 것이고, 사후 내지는 이 아
이가 독립했을 때 어떤 도움의 손길 없이는 혼자서 여행을 다니는 것이 불가능 하니
까.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그 좌석까지 안고 가는 등 아이를 케어 하려면 조력자
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D: 장애인 중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중략)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하시
는 분들을 양성해서 저렇게 아이들한테 특수 활동보조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 여행관련 요구사항
연구참여자들은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장애인 여행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과 일반여행사의 장애인 지원, 장애인 전문 여행상
품개발을 제안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이 여행에 참여하는 것이 특수한 욕구
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을 염두 해두고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과 장애와 상관없이 필요한 일상적 지원을 요
청하였다.
① 정부의 지원 필요
정부의 지원 내용은 경제적인 지원과 보조기기의 지원, 여행사에 대한 혜택지원
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지원은 장애인들이 여행을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
조건으로써의 지원이다. 소득을 가질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음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기나 여행지에서의
이동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기존의 전동휠체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동수단에 싣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으로, 작은 수동휠체어에 엔진을 장착하는
기술을 지원한다면 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휠체어 자체의 보관과 적재
편리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현재 소득을 기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 및 대상자 확대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여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일반여행사에 이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필
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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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지원체계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문화바우처라든지 여행바우처의 금액이 조금 커져서 그 금액으로 충분히
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바우처서비스가 (중략) 100만원은 지원해줘야지
여행을 좀 여행답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가지고 해외여행도 한번 꿈
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D: 전동휠체어는 부피가 너무 커서 여행지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동휠체어에
엔진을 장착해서 간단한 전동휠체어를 보급하면 활동보조인들도 좋고...
A: 문화바우처도 소득으로 제한하지 말고 (중략) 장애인 여행이 활성화 되려면 문화바우
처를 좀 확대해서 보편적인 복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B: 여행사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말 좀 특화되고 심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면 그런 여행사에서 어드벤테이지를 줘라는 것이죠. 세금을 깎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아네요. 그래야 하지 그냥 해라해라 하면 그분들이
할까요?

② 일반여행사의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필요
일반여행사는 영리기업으로서 본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다. 하지
만, 연구참여자들은 소비주체로서 일반여행사에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고 하였다. 여행상품이 주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장애인은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제약요건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여행사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여행상품은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 국내에서는 이동권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전문여행사들이 아직도 장애인 여행은 아무것도 계획되어 있지 않고, 여행상품을 물어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고요. (중략) 패키지여행에서 이동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중략) 소그룹에 대한 여행상품들도 좀 많아 졌
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 욕구가 다를 것이라 생각해요. (단체, 패키지)관광은 딱 맞춰진 틀 안에서만 가야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
어요. 개별적으로 느끼는 관광과 단체로 느끼는 관광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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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애인만 들어가면 너무 비싸져요. (중략) 장애인 상품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말씀드
리는 것이에요. 장애인 여행비용으로 100만원은 무조건 넘어가요.

③ 여행상품의 개발
장애인이 참여하고 싶은 여행은 대규모 단체 여행이 아니라 기존에 제안된 패키
지 여행상품들에서 일부를 조금만 바꿔서, 소규모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
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 아시아권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은 물가가 저렴하니까 1:1로 케어서비스를 지원받아서
택시투어를 해도 좋겠다고 느끼고,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는 지하철이 다 잘되어 있어
전동휠체어로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패키지와 같은 큰 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지원
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리프트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략) 몇 군데를 보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런 여행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 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B: 장애인과 함께 다니기 좋은 코스 하루에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코스 개발을 장애
인을 대동해가지고 좀 해 두면 우리가 거기에 나한테 필요한 것 좀 더 보태고 뺄 것
빼고 맞춤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장애아동을 데리고 대한민국을 벗
어나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2) 장애유형별 어려움 및 요구
가. 발달장애
발달장애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은 없으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이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비장애인 및 관광 관련 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활용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활동
보조인이나 갑작스럽게 섭외된 활동보조인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함으로 이를 위한 전문 조력인(관광활동 도우미)의 필요를 여행 활성화를
위한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A: 지금까지 장애인 여행 패키지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은 거의 코스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물리적인 것보다 상품에 대한 시스템, 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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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인 전문 여행은 물리, 신체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지역 관광코스를 해두신 것 같아요.
A: 물리적인 교육을 받고 (비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랑,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
이랑 정말 그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 전에 구해서 그 친구(발달장애인)를
대동해서 갔다 오는 것은 서로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활동보조인은 거의 아주
머니들이 많으시고 대학생들과 저희는(발달장애인) 그렇게 쉽게 연계가 안돼요.

나. 시각장애
시각장애의 경우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도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시각의 제한으로 인해 현지에서도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겪는 것으로 나
타났다.
C: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보를 찾는 것도 어렵고 눈이 보이면 어떻게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 간판이 뭐가 있다 어디 맛 집 가자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사실 좀 어렵죠. (중략) 예를 들어 눈이 보이시는 분은 10
분 만에 찾아갈 걸 저희는 한 시간 두 시간 헤매고 그러니까요. 길을 알려주는 블라인드
스퀘어란 어플도 있고 애플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알려주긴 하는데, 이 어플이
아무리 정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주변을 못 찾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C: 오히려 여행 같은 것 다닐 때는 혼자 다니기 보다는 지역에 계신 활동보조 선생님,
그런 분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진짜 친하신 분들 데려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기 있는 지리를 아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뇌병변장애(아동)
동일한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도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편의시설 내부의
구조나 설치물에 대한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저
귀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몸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의
크기도 커지거나, 접이식 베드를 화장실에 설치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B: 장애인 화장실 다녀보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 화장실이 전국에 너무 많고요. (중략) 아이가 커지니까 (중략)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엉덩이가 삐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중략) 베드가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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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체장애
지체장애의 경우 접근성에 대한 문제와 여행비용지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
였다. 특히 편의시설의 경우 여행을 함에 있어 지체장애인의 특성상 이용시간이 오
래 걸리는데 시설의 수가 부족하여서 여행지에서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 것 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있는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 제가 편의시설이 잘 된 곳을 찾다보니까 장애인이 많은 관광지를 다니기 힘들어요.
단체 관광할 때 시간소요가 엄청 크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기본 30분 한분
이 그렇게 소요가 되요.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자나요. 그렇게 세, 네
명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단체 관광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3) 소결
장애인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첫 여행경험이 중
요하다. FGI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 모두는 여행의 경험이 본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
를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재활로써 동기부여 차원에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유형에 따라 여행의 어려움과 요구가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인 어려움과 요구에 따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문화나 관광의 참여가 점차 기본권적 측면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권리향상
을 위해, 여행지(관광지)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
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 팁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용가능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부족은 지속
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행에 있어서 관광지 주변 환경, 여행환경 조성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은 아직도 미비하다. 여행 관련하여 정부는 실질적인 정보 마련
과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이 점차 확대되고 의무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여행관련 종사자나 관련 업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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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할 것이다.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
하다. 한쪽만 인식개선의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양자 모두의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3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상 FGI 결과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상 대표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여행상품 운영 실태 및 장애인 상품운영 사항, 장애인 여행의 장애요
인, 국내외 장애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
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Ⅴ-3-1> 장애인 전문 여행사 대상 포커스그룹 참여자 현황
구분

성별

소속

A

여

○○함께 대표

B

남

□□□여행 대표

C

여

△△여행 대표

D

남

◇◇◇◇◇투어 대표

E

남

◎◎◎여행사 실장

1) 일반현황
(1) 업체별 운영 사항
연구참여자 중 60%정도가 운영한지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립취
지는 대부분 장애인의 국내외 여행에 있어서의 대책 미흡, 불편함 등의 경험을 바탕
으로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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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2> 업체별 운영현황
여행사

운영시점

○○함께

2014. 6.

□□□여행

1995. 5.

△△여행

2005. 3.

◇◇◇◇◇투어

2006. 10.

◎◎◎여행사

2013. 2.

운영사유
- 2012년 사회복지법인 A에서 운영하던 A투어의 사업종
료 이후 창업
- 예비 사회적기업
- 장애인 당사자(대표)
- 해외여행 자유화 시점에서 장애인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대책마련 미흡 등으로 해외여행 활성화 및 전문적 해결을
위해 설립
- 장애인 당사자(대표)
- 여행 계획, 준비를 함에 있어 중증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자 설립
- 해외 여행경험 및 여행경험한 지인(지체장애인)이 현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사 설립 권유
- 장애인 개인의 여가선용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

(2) 업체별 특성
업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애인 전문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장차량
은 없었으며, 주로 대여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정해진
여행상품이 아니라, 장애인 고객이 원하는 지역을 국내외 구분 없이 선정하여 개별
맞춤형(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장애유형으로는 지
체장애인, 발달장애인이 많았으며, 일부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연간
100명 이상의 이용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국내여행을 위주로 진
행되고 있지만, 일부 여행사는 해외여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
객이 선호하는 여행지로 국내는 제주도, 강원도(설악산, 동해안), 영남권(남해안, 거
제, 통영, 경주), 호남권(여수, 전주, 군산 등), 수도권(서울, 남이섬)으로 나타났으
며, 해외는 동남아(방콕, 다낭, 싱가포르, 대만), 일본(오사카, 큐슈), 유럽, 괌/사이
판, 북미, 호주 등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대부분은 별도의 수익원으로 여행사 운영
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여행사 운영만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장애인 여행(사)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하고, 획일적인 여행상
품이 아닌 장애인 개별 맞춤상품 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또한 여행의뢰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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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3> 업체별 운영특성

여행사

○○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특수교통수단 보유
여행상품수 및
및 지원
지역

주로 이용하는
장애유형 및
이용자 수

- 핵심지역 : 제주
- 특장버스 2대
- 발달장애인,
- 제주 외(호남
- 카니발리프트 1대
지체장애인,
권, 부산권, 강
- 제주도 : 전세버
신장장애인
원권, 서울권)
스 대여(5대 보유)
- 연간 4,200명
- 무장애여행, 일
- 서울 : 에이블투
이용
본 무장애 여
어 차량 이용
- 국내여행 90%
행상품 개발

장애인 선호
여행지

여행사 운영
수익

- 국내 : 제주도,
전라도, 강원도
- 해외: 일본,
대만

- 국내 : 제주도, - 장 애 인 관 련
- 특장차량 보유
- 장애인 고객이 - 지체장애인, 뇌병 경주, 동해안, 행사 및 단체
불가
원하는 장소를 변장애인 지적장 남해, 설악산
등 수주
□□□
- 차량수배는 대상 선정, 현지 사 애인, 정신장애인 - 해외 : 동남 - 별도의 수익
여행
국가 복지기관 등 전 답사 등 특 - 연간 600명 이용 아, 중국, 유 원을 운영하
을 통함
화 상품 개발 - 국내여행 70%
럽, 북미, 오 여 여행사 운
세아니아
영비 보충

△△
여행

- 리프트 차량 대여 - 20여개 상품

-국 내 : 제 주 ,
강원, 여수, 남
- 지체장애인, 지적
- 장애인 대상
이섬, 거제/통
장애인, 시각장애인
개별 맞춤
영
- 연간 400명 이용
여행 상품
- 해외 : 일본, 베
- 국내여행 60%
판매
트남, 괌/사이
판, 호주, 유럽

- 국내 : 제주도,
- 국내 : 제주도,
강원도, 연면도,
강원(설악산),
- 리프트버스 보유
- 지체장애인, 뇌병
울릉도, 순천만
용인민속촌, 남 - 가족단위 소
업체(에이블,
◇◇
변장애인, 지적장
수인원 대상
등 5개 지역
이섬, 서울
◇◇◇ 한벗) 대여
애인
- 해외 : 일본(오 맞춤형 상품
- 해외 : 일본,
투어 - 복지재단에
- 연간 193명 이용
사카, 큐슈), 태 판매
중국 등
기부금내고 대여
- 해외여행 95%
국(방콕), 싱가
동남아지역에
폴, 베트남(다낭)
주력
- 국내 : 남해안,
- 군산/전주,
- 지적장애인, 지체
- 일본 및 유럽의 - 국내외 장애인
- 많은 인원이
거제/통영,
◎◎◎
장애인
경우 버스회사에 대상
원하는
출발하도록
제주도
여행사
- 연간 100명 이용
차량 대여
상품 개발
일정 조정
- 해외 : 일본,
- 국내여행 90%
괌/사이판,
유럽,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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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연구참여자의 의견은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특성, 종합여행사의 장애인 전문 상
품 개발 기피,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상의 어려움,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육성방
안,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5개로 범주화되었다.
영역별 하위범주로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 상품특성 및 개발, 장애인 여행의 활성
화 가능성(관광 콘텐츠로써의 장애인 여행), 종합여행사의 참여 필요성 제기, 장애
인 고객 불만 및 케어서비스 한계, 장애인 여행관련 장애인단체 우선 지원,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 시스템 한계,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전문성 확대,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대한 인증 및 인력양성, 장애인 인식개선, 여행바우처 지원 확대, 장애인
여행 관련 인프라 및 DB 구축 필요, 장애인 여행 실태 파악 필요, 여행 동반자(활동
보조) 지원, 검증된 장애인 전문 여행사 홍보 확대 등 15개로 분류되었다.
<표 Ⅴ-3-4> 장애인 전문 여행사 FGI 분석결과
범주

하위범주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특성

- 장애인 전문 여행사 상품특성 및 개발
- 장애인 여행의 활성화 가능성(관광 콘텐츠로써의 장애인
여행)

종합여행사의 장애인 전문 상품
개발 기피
장애인 전문여행사 운영상의
어려움

- 종합여행사의 참여 필요성 제기
- 장애인 고객 불만 및 케어서비스 한계
- 장애인 여행관련 장애인단체 우선 지원(입찰조건 등)
-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 시스템 한계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육성방안

-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전문성 확대
-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대한 인증 및 인력양성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 인식개선
- 여행바우처 지원 확대
- 장애인 여행 관련 인프라 및 DB 구축 필요
- 장애인 여행 실태 파악 필요
- 여행 동반자(활동보조) 지원
- 검증된 장애인 전문 여행사 홍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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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특성 및 상품 개발
가. 장애인 전문 여행사 상품특성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서 상품개발은 유연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종합여행사처럼 여행상품이 고정되어서 고객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장애인 고
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여행계획을 세우는 등 개별 맞춤 여행상품 개발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장애인 전문 여행사 관계자가 장애인이 관광할 수
있는 지역탐방, 답사 등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
전문 여행사업은 수익창출보다는 ‘감성사업’이여, 장애인에 대한 여행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복지관광(social tourism) 접근이라고 언급
하였다.
B: 장애인 여행 상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을 상품
화 한다고 하면 어디 숙박이 좋고 어디가 어떤지에 대한 기본 DB가 없고 일일이 새로
답사를 가서 상품을 짜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상품개발이 가치가 있고 단가
도 적게 들고 하는데 찾는 사람이 한번 찾고 2년 후에 찾을지 3년 후에 찾을지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강릉에 20명 단체를 보낸다고
할 때 제주나 외국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대절해서 김해에
태우러 갔다가 강릉에 갔다가 다시 김해로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D: 저희 여행사 홈페이지 상의 상품수로는 1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의 오는
손님이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부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전 세계 다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상품을 다 만들어 놔도 1년에 두 팀, 세 팀 정도 밖에 안가요. 장애인 여행의
특성상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장애유형, 편의시설 필요 등 맞춤형 여행을 만들
어 가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것도 기본 일정이에요.
C: 저희 홈페이지도 보면, 상품요금은 문의바람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인원, 장애유형 등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리프트 차량 사용유무에 따라 다름). 따라서 금액
을 제시를 못하고 있지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나. 장애인 여행의 활성화 가능성(관광 콘텐츠로써의 장애인 여행)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여행상품이 확대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 고객
은 여행 동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 및 여행프로그램이 갖춰지면, 종합
여행사의 고정상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 콘텐츠로써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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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분명 가치 있는 사업이다.
A: 이것도 사실 ‘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거든요.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는 업체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 들어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치’와 ‘경
제’를 동시에 충족하듯이 이 여행자체도 전문 여행사를 육성함으로 복지서비스를 기반
으로 한 관광상품을 만드는 융복합 콘텐츠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2) 종합여행사의 장애인 전문 상품 개발 기피
가. 종합여행사의 참여 필요성 제기
종합여행사가 장애인 전문 여행에 대한 지원이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연구참여
자들도 동의하지만, 일부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그간 그들의 고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객에게 좀 더 소셜투어리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궁
극적으로 종합여행사가 장애인 전문 여행 확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합여행사는 장애인 전문 상품 개발을 기피하는데, 이는 여행상품 준
비과정이나 고객 모집과정, 그리고 이후 컴플레인 등 수익구조와 맞기 않기 때문인
것이다.
D : 그동안에 몇 번 언론이랑 인터뷰 하며 장애인 여행이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하나 그
랬을 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지원에 있어, 국내여행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형여행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형여행사가 생기면 영세 장
애인 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투어, ○○투어가 장애인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은 수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패키지여행의 경우 문의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 매일 손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일부 있는 손님이니 패키지가 언제 출발상
품 얼마 등등이 되어 있는데, 날짜별로 요금을 정해놓을 수 없어요. 대형여행사는 자
본력도 있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있어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결국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D: 종합여행사의 경우, 비장애인 패키지여행으로 돈 벌기도 바쁜데 장애인 여행까지 신경
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C: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대형 일반 패키지 여행사에서 장애인 여행사에 손을 안
고 하시는 게 돈이 안 돼서라고 하셨는데 돈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비장애인
보내는 것보다 돈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열배, 스무 배, 서른 배 신경을 써야 하고
줄게 너무 많고, 점검할게 너무 많고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질문과 요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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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여행
챙겨
많아

요. 그래서 안하는 것 같아요. 일반패키지여행사는 그런 것 안 해도 엄청 사람 많이
오니까요. 와서 수익을 내면 되니까 수익이 아니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안한다고
보거든요.

최근 일부 종합여행사가 장애인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여행사
가 장애인 여행시장에 참여함으로 인해 이 영역이 보다 확대되지만, 중장기적인 안
목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D: 길게 보면 대형여행사가 참여해야합니다. 그래야 여행상품도 싸지고 장애인도 관심이
많아져서 전체적인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당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장애인 여행영역이 참여를 해서 키울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종합여행사가 있
다고 작은 여행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끌어드리는 것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대형여행사들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나. 장애인 고객 불만 및 케어서비스 한계
장애인 여행을 하면서 컴플레인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실제 장애인 전문 여행업
체 대표도 그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장애인 고객 케어에 있어서의
한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다.
B: 이것 말고도 하다보면 굉장히 소소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 여기
장애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장애인 여행이 컴플레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가 (중략) 저는 장애인 여행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자꾸 하다보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 지금 저희 여행사에도 중국 북경을 간다고 견적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견적이 나가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건 이렀냐. 저건 어떠냐. 리프트 차는 필요 없지
만 저상으로 된 차는 해야 하고 인원이 많아서 승용차는 안돼요. 그러면 그런 차는
일본에선 있었거든요. 일본도 뒤지고 찾아서 했는데 중국은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중국
현지에 있는 저희 업체에서도 못 찾고 있는데,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본인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지만, 비
장애인들에 비해서 신경 쓸 부분이 수십 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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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상의 어려움
가. 장애인 여행관련 장애인단체 우선 지원(입찰조건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장애인 여행이나 여행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을
사업체보다는 장애인단체들 쪽으로 많이 주고 있다. 사실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이
익을 창출하는 사업체임에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성의 목적에 일치 하지 않을 수 있
겠지만, 그간 사업 운영 노하우나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및 자료는 복지
차원의 장애인단체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장애
인 전문 여행사가 문화관광 차원의 공공영역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보다 완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B: 처음에 어느 지자체 관광정책과에서 장애인 전문 여행사가 많이 가기는 했어요. 하지
만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서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관광지원 모집 공고가
났어요. 그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수혜업체들은 다른 곳으로 가요. 제도권
내 기관, 협회, 단체들 쪽으로 가다보니 실제 그런 데로 가봐야(지원해줘 봐야) 버스
같은 거 구입해서 임대하거나 팔아버리고, 캠프 한다고 예산 받아서 몇 번하고선 손
놓고 마는 데가 대부분이라 그런 정책은 필요가 없어요.
A: 장애인 여행 사업은 분명히 복지사업이 아닌 장애인 여행, 관광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이나 당사자들이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관광약자접근가
능센터가 생기게 될 것이잖아요. 결국엔 거기에도 몇 군데 큰 장애인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여행업체들이 MOU해서 같이 가야할 것이에요.
B: 근데 그게 그렇게 안가고 전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다하고 있으니까.
C: 왜냐면 규정 자체가 여행사는 영리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자격여건이 안
돼요.(중략) 뭐 하면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저희는 아예 배제되거든요.
B: 기관에서 장애인 여행 같은 행사를 실시할 때 입찰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견적을 여기저기서 막 받아요. 특히 우리들이 보면 장애인 여행
사마다 견적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견적을 그냥 낼 수 가 없어요. □□□여행이고
△△여행이고 ◇◇◇◇◇투어고 이름이 있는데 적당히 내주면 안 되니까 현지에서 연
락해서 작업하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견적
을 넣어주면,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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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왜냐하면 메이저급 여행사들은 예를 들어 호텔비가 1박당 6-7만원이라고 하면 저희
들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10만원씩 받아요. 저희가 마진을 많이 붙인 게 아니라 원
가 자체가 비싼 건데, 저희는 어쨌든 견적요청 받은 거에 충실하게 휠체어 타신 분들
갈 수 있는 숙소, 식당 관광지 안내가 자세히 나가면, 그 분들도 다른 곳에서 타견적서
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가니까 장애인 여행사에서 하나 받고, 큰
메이저급 여행사에서 하나 받고 이렇게 받아보면 내용은 그들이 이용하기에 저희가
좋죠. 하지만 금액은 그쪽이 싸면 그쪽에게 저희가 짜준 일정을 주고 이 일정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회사 일정으로 그쪽 회사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
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담할 때 상담료를 받고
저희한테 행사가 이어지면 상담료만큼 빼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상담조차도 안 올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A: 그래서 이게 전문 여행사가 있어야지만 입찰을 할 때 조건을 두는 것이죠. BF 여행인
증을 받은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장애인 전문 여행사 운영 시스템 한계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종합여행사보다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현저히 적기 때문
에 많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는 일반 여행과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고객은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계절적인 요소
나 무장애 환경 요소가 여행에 많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 무장
애 환경 요소를 갖추고, 누구나 이동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B: 일반 여행과 장애인 여행은 천지 차이에요. 같은 여행인데 왜 차이가 나나면 예를 들
어 패키지여행을 태국으로 간다 했을 때 일반 관광객 10명이 가면 태국정부에서 면세
점업체나 협회에서 버스도 무료로 빌려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코스에 들리는 조건으
로 혜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금액이 낮아도 관광 여행사에는 마진이 많이 있거든
요. 그런데 우리는 마진을 많이 줄여가면서 해도 그런 것에 전혀 해당이 안 되고 혹
가다가 장애인 특장버스를 수배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쓰는 것을
우리는 세배 네 배로 가격을 올려도 차가 없어요. 식당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
어 있고 관광지도 갈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고요.
A: 한 겨울에는 장애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것이 오로지 리스크로 들어가는 것이죠. (중
략) 휠체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코스가 달라져야 해요.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 것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
는 것 뿐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수동휠체어를 타고 우리 직원이 밀고 가는데 그 정보
를 가지고는 100미터도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해요.

Ⅴ. 장애인 국내외 여행실태 : FGI 중심으로

113

D: 마찬가지로 저희도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현지 협력사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손님이 계속 가면 거기서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을 텐데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만 할 수 없잖아요. 평상시는 비장애인들 여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제
대만을 가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가 모처럼 여행을 가니까 비장애인 투어에 익숙해져
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식당에 간 거예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까 아들이 휠체어 이용하는 어머님을 2층에 낑낑대면서 업고 올라갔는데 다녀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뜨끔하죠. 장애인 전문 여행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식당을 가게 했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4)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육성방안 마련
가.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전문성 확대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대상 여행사의 영역을 전문영 역화하여야 한다고 한다.
종합여행사가 장애인 여행시장에 들어와야 되긴 하나 이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문
영역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
문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A: 지금 현재 BF에 대한 인증이 관광환경, 시설에는 인증제가 되고 있으나 관광상품이나
공급자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종합여행사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 여행사의 영역
입니다. 종합여행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 여행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종합여행사는 막대한 자본으로 차량을 구
입할 것이고 DB를 구축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여행사를 어떻게 육성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다뤄져야 합니다.
A: 전문 여행영역으로써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부분이 같이
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네가 해라 누가 해라 이 문제가 베이스가 아닌
전문 여행사가 있음으로 인해 더 많은 상품이 개발이 되고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전문 여행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도매처럼 여행사들에게 상품을 재판매 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은 가치의 상품이기 때문에 경
제적 가치만 보면 이 사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관광인지 복지사업인지 명
확해지면 어느 부서에 가서 이런 사업을 여기까지 할 것이니까 UD 환경을 만들고
사회혁신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할 텐데 어느 부서도 우리들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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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내용도 있는데 저는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받기는 했었어요. 필요
성이 있는 지원이지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D: 지금 지원사업 같은걸 보면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
실 정부 지원사업을 보면 신규 참여자에게만 우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안 해본 사람이 새로 참여 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데 저희같이
10년을 한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
니라 적어도 저희는 그동안 진정성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보상차원에
서 보면 돈을 못 벌었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근데 이게 사실 10년 이상 버티려면
요. 사명감 없으면 못해요. 내가 여기서 끝장 봐야겠다는 사명감,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면 바로 접어야죠.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 붙잡고 있으면 무능력 한 거잖아요. 그런
데 그런 지원사업이 몇 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는데
신규 참여자들에게 주면 노하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장애인 여행시장이 어렵다, 안 된다 하고는 접고 나가는 거
죠. 그러면 쓸데없는 돈 지원해준 것밖엔 안 되잖아요.

나.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대한 인증 및 인력양성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민간 여행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어떠
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그들 고유
사업으로의 인증을 받아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인증을 받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종합여행사와 연계가능하며, 장애인 여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장애인 전문 여행에
대한 인력양성 등 복지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관광사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A: 그래서 첫 번째는 여행사에 대한 인증이나 BF 인증 여행사에 대한 자격을 줘서 거기
에 대해서 집중 육성방안을 해서 상품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전국 여행사에게 판매하
는 식으로 □□투어나 ○○투어처럼 그런 식으로 육성방안이 먼저 나와야지만 상품이
나올 텐데. (중략) BF 여행 인증을 가려는 게 인증에 대한 조건이 들어갈 거잖아요.
정성적 수치와 정량적 수치를 만들어서 행사를 몇 회 이상 했거나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든가 사회복지사가 있다든가 또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여행상품을 개발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육성하는 육
성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A: 전문 인증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관리가 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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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새로운 인력 창출도 될 것인데 이게 여행사업의 새로운 법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가 영리사업체니까 돈을 벌려면 상품을 계속
더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잘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해
주고 아까 말한 인력육성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A: 또 하나는 전세버스나 렌터카 같은 경우 몇 십 대 이상이 아닌 경우 운영주체가 안된
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 한두 대가 있어도 회사에서 운
영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작년에 카니발 5100만원을 주
고 샀어요. 돈 하나도 못 벌고 있고 손님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요.

(5)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가.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다. 여행관련
업체나, 공항, 철도 등의 관계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소비주체로
서의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B: 우리나라 장애인 제도가 굉장히 시혜적이에요. 장애인 당사자는 받는 것을 좋아하고
요. 전화 오면 장애인인데 할인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구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오히려 일에 얽매이지 않고 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너무 싸게 가고 공짜로
가고 이런 것에 젖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장애인 여행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될 방향이 인식개선이에요.
D: 장애인들도 소비주체로서 당당한 소비자로서, 아까 노원구라든지 제주도도 장애인들
이 자꾸 가니까 식당도 알아서 고치고 그것을 정부에서 법과 제도로 고치라고 하면
빨리빨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을 안 고치면 안 되겠다
해서 첫째는 당당한 소비주체로서의 장애인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A: 매뉴얼이 있기는 하나 그 매뉴얼이 수시로 바뀌는 거죠. 1년 전에는 전동휠체어가 흉
기라고 공항 내에서 못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아시
아나로 연락해서 담당자 시말서 쓰고 법적조항 찾아내서... 작년 이 맘 때 쯤 이었어
요. 아직까지도 매뉴얼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B: 예를 들어 특장차를 운전하는데 20년 넘게 버스를 운전한 사람도 특장차 운전은 못해
요 그거를 휠체어를 어떻게 묶고 왜 묶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휠체어 타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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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땐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알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급브레이크
잡고 막 휘둘러서 운전하고 그러면 수동휠체어는 가벼우니 앞에서부터 끝까지 밀려가
더라고요. 그런 것 다 교육을 해서 감수성, 운전할 때 이런 것들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세밀한 감수성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짜 예산 따먹기 식으
로 하다보면 끝은 안 나는 것이에요.
A: 우리가 작년 기점으로 4,200명 좀 넘게 행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에서의
인식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계단이 4개가 있는 집이 계단이 없어졌고, 퍼시
픽 랜드의 경우 계단이 16개가 있는데 조만간 이 계단을 다 없앨 겁니다. 이렇게 이야
기 하고 식당들이 테이블을 놓기 시작했고 장애인 화장실을 확충하기 시작했고 (중략)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관광객들이 고객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게 인식개선이고 사
회혁신이고 변화의 이거거든요. 결국엔 새로운 정부가 바라보는 우리가 궁극적인 복지
의 목적인 사회통합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 여행바우처 지원 확대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관광(여행)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7만원의 바우처로는 국내외 여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문화관광 차
원의 바우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B: 관광바우처 카드가 있잖아요. 그 관광바우처 카드가 여행 다니고 하라고 준거라고요. 어
느 여행사나 바우처카드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나 두 군데 밖에 없어요.
C: 여행바우처가 인당 15만원 줄때는 여행사에 많이 들어왔어요. 15만원이면 단체로 1
박2일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은 줄이면서 스포츠, 문화, 공연 관람
을 다 가능하게 하면 그 돈으로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더
라고요. 바우처든 돌봄여행이든 바우처를 확충하더라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여
행사에 정해진 상품만 가는 것이 아닌 원하는 지역과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알아
서 결정해서 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원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B: 예를 들어 바우처를 받으면 지자체에서 재구매를 해주는 것이죠. 7만원을 받으면 지자
체에서 7만원을 지불 해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7만원짜리 카드 결제를
해주기 위해서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1년에 한두 번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마음 놓고 받아가지고 지자체 같은데 재구매를 요청해서 수금을 하게
끔 요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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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제로 여행에는 사용이 별로 안 돼요. 예전에 15만원 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여행에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적용을 못해요.

다. 장애인 여행 관련 인프라 및 DB 구축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간 연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장애인 무장애 환경을 위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
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늘 답보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던 정보들
을 통합한 장애인 여행 관련 인프라 및 DB구축이 필요하다.
A: 유럽의 사례의 경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
나라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들이를 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이
안 되니 그렇게 저변 확대가 확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중략) 문 폭이 적어도 70cm이
상만 되어도 굳이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숙소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건축법상
모든 건축물의 문은 폭을 최소 72cm이상 해줘야 하고 단차를 없애야 한다는 법적조
항만 들어가면 굳이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다는 유니
버설이 적용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아는 건축업자에게 제발 문
폭을 72cm으로 해주세요라고 해요. 휠체어가 딱 걸리는 게 68cm거든요. 이렇게 인
식개선을 같이 하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A: 제주 돌문화 공원이 접근성이 좋다고 되어있어요. 1관은 접근성이 좋아요. 2관은 가면
휠체어 옆에서 안 밀어주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닥면이 다 화산송이거든요. 그
리고 접근가능, 보행가능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것이 휠체어
를 타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 문제인데 적어도
관광지에 화장실이 어디쯤에 있고 그런 것들을 표시해줘야 하고 바닥면도, 경사도도 중
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죠. 단순하게 보면 갈수 있다. 없다고만 되어 있어요.
B: 기본적인 것 화장실이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경사로 있고 경사로는 몇 도이고
이정도만 있죠.
C: 그런데 또 장애인 화장실은 있지만 막상 가면 고장 나서 실제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B: 장애인들이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자꾸 사용하고 관광도 하고 비행기
도 자꾸 타다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저변확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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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연 내가 비행기를 타면 그 앞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며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려야 하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많
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A: 아직까지 무장애 접근 가능한 여행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정보와 인프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라. 장애인 여행 실태 파악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어 국내외 여행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장애인 여행실태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장애유무’에 관한 일반항목을 추가한다면 장애인 여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여행실태 파악이 된다면, 국내외 여행 수요 파악과
이에 대한 공급체계 마련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D: 수요예측이 안 돼요. 장애인 여행은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이 일 년에 몇 명 나가는
지 통계가 전혀 없어요. 아시아나의 패밀리 서비스나, 대한항공은 한 가족 서비스 같
은데 신청을 하잖아요. 그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 임시로 수
술 받았든지 아파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중략)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여행시장의 모든 것이 통계가 없어요. 지금. 다만 국내의 경우 앞으로 적어도
제주도에 대한 통계는 탄탄하게 갖고 있을 수 있지 않나. 그걸 견줘서 보고, 그러면
해외도 나중에 견줘서 보고, 결국엔 제주도(여행)시장이 얼마나 활성화 되냐 따라서
해외시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바우
처 지원을 한다든지 특정 복지관에서 단체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개별
적인 여행은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계에 누락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비장애
인들이 대부분 보니 국내는 약2회 정도로 여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는 1.1회.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 통계를 내어보면 30%밖에 안했어요. 국내여행 조차도 장애
인들은 그러니까 국내여행도 장애인들은 30%도 한 번도 못해봤는데, 비장애인들은
국민 전체로 보면 약2회 정도, 해외는 1점 몇 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게 충분히 느껴
지잖아요. 인천공항 연휴 때 보면 바글바글해서 난리 나는 거. 그런 것은 결국.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 너 왜 여행 안가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야 하고 전문적인
여행사가 나설 때 첫 여행부터 아. 나도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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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 동반자(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동반자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된다. 장애인 전문 여행사
에서는 활동보조 지원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보조는 어려움이 따른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 여행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부문이 확대된다면, 장
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B: 여행 동반자가 있으면 훨씬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성원이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 5명이면 활동보조가 5명이 되면 벌써 성원이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활성
화가 되겠지요.
D: 그런데 그게 국내에는 가능하지만, 해외여행까지는 지원해주기가 어려워요. 국내부터
한다면 모르지만 해외여행까지는 어렵고 국내 같은 경우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활성
화 되죠. 장애인하고 나머지 가족이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
기 식구 한 사람 여행 보내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빠진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거
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금전적으로 큰 도움도 되지만 굳이 내가 안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식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족한테는 굉장히 큰 거죠.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되죠.

바. 검증된 장애인 전문 여행사 홍보 확대
장기간의 운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여행을 가고 싶어도, 전문적이지 않은 종합여행사에 의
뢰하면서 좌절했을 경험도 많을 텐데, 이를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서 해결해준다면
장애인 여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D: 상품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손님이 다녀오면 검증이 되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 여행사 통해서 가니까 완벽하게 해소는 아니지만 최소한 불편함은
없었다. 그래서 검증된다는 게 중요하고. 역으로 마찬가지로 저희도 해외여행에 있어
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현지 협력사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왜냐
면 고정적으로 손님이 계속 가면 거기서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을 텐데 잊어버릴 만하
면 한 번씩 가거든요.
D: 장애인 여행 이렇게 해보니까 장애인이 해외여행 하는데 있어서 한 번 간데 안가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좋아요. 지금 여행트렌드가 비장애인들은 주말이용해서 짧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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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갔던 데를 또 가요. 예를 들어 오사카라든지 괌을 다녀온다든지 간 데를 휴양개
념으로 며칠 있다가 오는데 장애인들은 여행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간 데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로 봐서는 수요는 자꾸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지 협력업체가 구축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장
애인 여행객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뭐. 가문에 콩 나듯이 잊
어버릴 만하면 한번 씩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몸에 안 배어있고 힘들어서
안하려고 그러고 실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하려고 그래요.
D: 실제적으로 제가 여행 상담을 하면서 보면 저희 통해서 10년 동안 7, 8번 간 손님도
있어요. 단골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수익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
장 다닌다든지 약국을 하는 약사라든지 뭐 (중략)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장애인은 한 명인데 가족, 비장애인은 9명이에요. 어찌 보면
시장성이 있다고도 보이는데 그 대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 소결
(1)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특성 파악 및 관광콘텐츠로써의 장애인 여행
장애인 전문 여행사와 일반 종합여행사와의 운영 시스템은 차이점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의 특성 및 상품 개발에 있어서의 차이
점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관광 컨텐츠로서의 장애인 여행은 분명 가치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 전문 여행 확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종합여행
사가 장애인 전문 여행 확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장애인 전문여행사 운영상 시스템 개선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체임에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성의 목
적에 일치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간 사업 운영 노하우나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의 네트워크 및 자료는 복지차원의 장애인단체보다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장애인 전문 여행사가 문화관광 차원의 공공영역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무
장애 환경 요소를 갖추고 누구나 이동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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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전문 여행업체 육성방안 마련
장애인 대상 여행사의 영역을 전문 영역화 해야 하며,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그
들 고유사업으로의 인증을 받아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인증을 받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종합여행사와 연계가능하며, 장애인 여행이 확
대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장애인 전문 여행에
대한 인력양성 등 복지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관광사업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4)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장애인 여행 관련 업체의 장애인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소비주체로서의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수적이다. 또한 관광(여행)바우처의 지원으로
장애인 여행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여행 동반자(활동보조) 지원도 검토해
볼만 하다.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여행 관련 인프라 및 DB의 통합 구축이 시급하
며, 장애인 여행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외 여행 수요파악과 이에 대한 공급체계 마련
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의 운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여행 무장애 환경(접근가능
한) 조성 및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실효성 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
1) 개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장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는 총 3명으로 장애인 여행작가 이면서 관련 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 장애인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대표, 종합여행사의 사회공헌 사업과 장애인 여행 관련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실무자이다.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는 당
사자의 직접적인 여행 경험과 복지 분야가 아닌 일반 여행업계에서의 장애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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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총 3회에
걸쳐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 조사결과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결과 총 2개 범주에서 6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Ⅴ-4-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체계
범주

하위범주
장애인 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 전환 필요

장애인 여행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의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 여행에 대한 개념 확대 필요
장애인 여행 보조 인력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여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이동 및 교통편의 제공 방안 마련
장애인 여행 상품의 품질 유지 방안 마련

(1) 장애인 여행에 대한 인식개선
가. 장애인 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 전환 필요
장애인 여행에 대해 지금까지 ‘불가능’이라는 관점에서 인식되어 왔다면, 앞으로
는 ‘가능함’으로의 인식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여
행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장애인의 사례를 발굴하여
알리고,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치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여행을 ‘무장애 여행’ 등으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뿐
만 아니라 노인 및 교통약자 등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여행
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의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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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여행인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주체적으로 여행에 참여하기보다는 단체나 기
관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여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여행활
동 및 현지 인프라나, 공항시설을 포함한 대중 공공시설의 이용 규정 등에 대한 장
애인 당사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여행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고 여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장애인 여행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
다. 장애인이 당당한 소비주체로서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이들을 구매력 있는 소비
자로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관련 인프라나, 상품, 서비스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개최, 여행 체험 또는
여행을 통한 재활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여행의 기회와 계기
를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장애인 여행에 대한 개념 확대 필요
장애인 여행은 주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 여
행의 목적 역시 친목, 체험, 휴식, 일탈 등 다양하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개념을
확대하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 장애유형에 따른 여행 스타일의 차
이와 이로 인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동반자 유무나 유형
에 따른 여행 목적의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한 여행 스타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 장애인 여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가. 장애인 여행 보조인력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여행은 역시 최근 여행 추세에 따라 개별여행,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동반자 없이 자유여행을 하기에는
관련 인프라나 서비스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여행을 돕는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여행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각 여행지의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장애인 여
행 시 단기적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여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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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여행의 수요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조
사를 통한 장애인 여행의 욕구파악과, 맞춤형 여행 지원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동 및 교통편의 제공 방안 마련
여행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동이다. 따라서 장애인 여행에서도 이동
및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장애인 관련 편의시
설이나 서비스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여행지까지 이동을 할 수 없으면 소용
이 없을 것이다. 실제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 자유여행의 경우 차량지원에 대한 욕구
가 높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연계
되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 여행객을 위한 차량 확보와 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
련,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설치 및 주요 여행지 이동을 위한 교통인프라 마련이 진행
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차량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보다 이미 복지차량으
로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차량을 정부 차원에서 구입하여 관련 업체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예산은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다. 장애인 여행 상품의 품질 유지 방안 마련
장애인 여행에서도 개별맞춤여행(Free Independent Tourism, FIT)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당사자가 선호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여행 상품은 일반 여행상품에 비해 단가가 비싸고 다양한 욕구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여행 현황 및 관련 인프라
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개인적ㆍ심리적ㆍ정서적 요인 및 불편함의 종류와 필요한 사회적 지
원이 무엇인지 파악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반여행사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이 높고 많이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의 경우 관련 상품을 정부차원에서 인증하여 상품 내용을 점검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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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사회
적 기업 또는 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시설 등의 지원에 집중하게 되면
전체 여행시장에서 장애인 여행 즉, 무장애 여행 분야의 확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오히려 여행바우처사업 등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여행 상품의 단가가 비싸지는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업체 입장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모객에 한계가 있고, 개별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욕구를 파악하여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소결
장애인 여행 관련 전문가가 제시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권의 보장,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변화를 통한 여행 참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관련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확대 기대, 장애인 여행 실태 및 인프라 파
악을 통한 근거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장애인들은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여행 권리를 잘 누리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험의 부족에 따라 여행 행위에 대한 이해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여행관련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에서의 지원을 통해 주체적으로 여행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
향은 이동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 유명 관광지에 편의 시설이 아무리 잘 설치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나 지원이 많아도, 여행지로 이동할 수 없으면 여행은 성사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여행 활성화 관련 제도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여행의 실태 및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
야 한다. 특히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 및 인적자원에
대한 실태, 장애인 여행 경험자들의 만족도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축
적하면 여행업계 전반에서의 개선 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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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FGI를 통해 도출된 그룹별 분석결과, 장애인 여행활동의 제약사항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종택, 선종
갑, 김선영(2006)과 박승현, 이영진(2011)의 분석의 틀을 통합하고 재배치하여 장
애인 여행의 제약요인을 내적, 외적,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분류한 제약요인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에 있어, 내재적 문제는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지식
부족(지능부족, 정보 접촉 불충분), 건강상의 문제(동작의 제한성, 각종 금기사항),
사회적 무능력(부모의 과잉보호, 분리된 사회경험),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장과 자
기개발을 위한 노력저하, 창조성, 모험심, 인내감퇴)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에 있어, 환경적 문제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비장애인의 우월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 및 기피), 동정
적 태도(과도한 칭찬, 불필요한 신체적 도움), 건축구조상 문제점(점근상의 불편),
생태적 문제점(자연환경상의 물리적 장애), 교통장애(사용이 편리한 교통수단 부
족), 전기 휠체어 배터리의 항공기내 휴대금지(보호자 업는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일부 시설의 입장권 판매 거부)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여행 제약요인에 있어, 상호작용적 문제로는 능력과 도전의 부조화
(장애인 여행객의 능력을 초과하는 도전(여행활동)의 제공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안
및 좌절, 장애인의 능력에 비해 충분치 않은 도전 제공으로 인한 의욕 저하), 의사소
통의 문제점(장애인의 표현능력 부족과 비장애인의 이해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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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1>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 분석틀
김종택, 선종갑, 김선영(2006)

내재적 문제(내적)

환경적 문제(외적)

상호작용적 문제

여행에 대한
지식부족
건강상의 문제
사회적 무능력
신체적ㆍ심리적 의존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
동정적 태도
건축구조상 문제
생태적 문제
교통장애
전동휠체어 항공기
휴대 금지
입장권 판매 거부

능력과 도전의
부조화
의사소통의 문제

박승현, 이영진(2011)

개인ㆍ심리적
제약요인

관광에 대한 흥미
부족,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술
부족, 관광 중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

환경적 제약요인

교통수단과 서비스,
여행사와 서비스,
숙박시설과 서비스,
음식점과 서비스,
관광지와 서비스의
부족

제도적 제약요인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점 등 할인제도
부족,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정보와
프로그램 부족,
정부나 단체 관광
경비 지원 부족

상호적 제약요인

여행이나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부족,
여행을 도와줄
단체나 봉사자 부족

상기 장애인 여행의 제약요인에 따라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장
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여행상품개발, 장애인 여행관련 DB구축 및 정보접근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 등이 도출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 스스로가 당당한 소비주체로서, 구매력 있는 소비자로
서 인식이 되어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여행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여행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관광업계 및 종사자는 장애인 인식개선이 점진적으로 이
뤄질 수 있다.
장애인 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이 자유여행할 수 있는 여행코스나
관광지를 발굴할 수 있다. 장애인 여행은 이동적 측면에서 접근가능한 관광지나 시
설 위주로 코스가 개발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여행코스가 개발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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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적, 정보서비스에 따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라면 장애인 여행코스 및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장애인 여행관련 DB구축 및 정보접근 확대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다. 장애인 대부분은 정보접근에 제한적이어서 여
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관광업계 역시 여행관련 정확한 DB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편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여행관련 정보를 아카이빙하여 정보접근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는 장애인 여행 관련 보조인력, 여
행 동반자 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이 관광지나 시설에 도착했을 때, 조력자의 도움
이 없이는 불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여, 이를 지원해줄 체계가 마련된다면, 장애인이
보다 쉽게 관광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동 및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지
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여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권 보장이지만 장
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지까지 이동이 자유롭게 연계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까지 누구나가 이동가능하고 접근가능
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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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

1

장애인 여행에 대한 정책관점의 변화

1) ‘사회적 관광’ 및 ‘접근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방향
서구에서는 복지관광(welfare tourism)이 아닌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관광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관광 참여계층에
대한 관광여건을 개선시켜 관광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광의의 개념과
경제ㆍ신체ㆍ시간 등의 원인에 의해 관광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 관광은 노동
자, 그의 가족, 노동조합을 위한 관광, 개인의 계발을 위한 관광, 사회통합을 촉진하
기 위한 관광, 비영리 기반형 관광,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지원을 넘어 복지관광의 광
의의 개념인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광의의
사회적 관광은 국민관광, 공정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 수요와 공급을 통틀어 관광
의 공적 책무와 관련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노영순, 이민수, 장
리아, 2011).
세계관광기구(UNWTO)는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의 개념에 대해 휴식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을 국민관광으로 해석하는 경우, 전체 국민에
대한 관광 기회의 평등과 관광시설의 확충이 중심과제로 제시된다. 한정된 대상의
복지관광으로 해석하는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ㆍ정책적 지원을 통한 관광 복
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광을 통해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점차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이 대두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관광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
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와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유니버
설디자인 관광상품, 서비스, 환경의 제공을 통해 접근능력이 낮은 사람들(이동성,
시각, 청각, 인지적 측면)이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관광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관광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접근가능한 관광은 장애인뿐만 아니
라 일시적인 장애를 안고 있거나, 장애요소가 잠재된 사람까지 포함된 ‘모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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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tourism for all)’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가능한 관광은 책임 관광의 차원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관광 참여에 대
한 권리 보장과 관광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효과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즉, 장애인
관광은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일상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
며, 국민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
제적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노영순, 한보민, 2012).
사실 사회적 관광 및 접근가능한 관광은 관광사업 활성화와는 별개의 관광대상을
위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모두에게 필요한 관광시장 활성화 기반마련
이라고 할 수 있다. 접근가능한 관광이 갖춰진다면, 관광시장의 활성화는 기본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관광 및 접근가능한 관광과 일반적인 관광시장
활성화의 경계를 두기 보다는 관광 대상과 서비스의 융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2) 관광산업(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사실 관광은 여가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중심적인 측면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소비이자 산업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되어 경제
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관광사업의 소비주체로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을 갖춘 장애인이 확대되면서 관광산업에 있어서 특수
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주변을 위한 틈새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홍
서윤, 2018). 노인 인구의 증가는 관광산업의 핵심 수요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하며, 주요 관광 선진국가들은 실버관광(silver tourism)을 관광산업의 성장분야로
인식하여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노영순, 한보민, 2012). 이처럼 장애인 여행 인구
의 증가도 관광산업의 한 콘텐츠로써 개발되어야 하며 관광시장 성장요소에 포함되
어야 한다.
관광은 일탈적 행위이자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는 보편적 행위이며, 일상 공간을
떠나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가 내제되어 있는 것이다. 관광은 일상의 규정된 생활과
유형화된 삶과 반대로 평소와 다른 심리상태 및 욕구를 갖게 되며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관광이나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이들에게 존
재한다(홍서윤, 2018).
관광을 그 대상에 따라 구분되기보다 보편적인 형태로 발전해야 하고, 소비자의
유입이 차단되지 않아야 하며, 관광산업과 시장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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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관광지 및 시설의 접근이 강화되는 배리어프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관광자원 및 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다양한 조건을 가진 수요층
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마련 이후에 관광산업과 시장이 활성화 되어 누구
든지 소비주체로서 접근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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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

앞서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관광이나 접근가능한 관광차원과
일반적인 관광산업 및 시장의 활성화 측면을 위한 측면은 이원화되기 보다 한 흐름
적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Ⅵ-2-1]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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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정보 제공
(1)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정보접근성 확보
현재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정보는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가 재편되어
야 하며, 특히 지역별 장애인 여행정보 체계를 통합하여 여행정보의 아카이빙
(archiving)을 통해 장애인 여행정보 포털을 개설하여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장애인 여행관련 정보를
수집한 장애인 여행정보 포털(DB 구축) 개설은 정부차원에서 접근하여 현재의 단
편적 정보를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전국체전, 패럴림
픽 등을 통해 지역별로 관광 편의시설에 관한 사전조사 및 정보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DB 활용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만 공개되어 지속적인 정보
유지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 여행정보에 있어서 영문(다국어 서
비스) 안내는 외국 장애인 여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구글지도 등과 같이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접근가능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관광지의 접근가능한 안내 확대
장애인 여행은 기회의 평등추구라는 전제 아래, 주요 관광지 등에서 장애인이 이
용가능하거나 접근가능한 정보에 대한 안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고궁 등 주요 관광자원과 숙박시설 등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책자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이는 시설 내 장애인 서비스, 휠체어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노영순, 한보민, 2012).
관광지 이외에 트래킹코스, 공공시설, 놀이공원, 주요 관광지 이동 등 안내책자
에 장애인 이용가능 여부를 추가하여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기회의 제공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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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환경 개선
(1) 장애인 여행 실태 관련 수요조사 실시
장애인구 확대로 인해 장애인 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를 이용
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요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관광자원 및 시설은 장애인 및
노인 등 이용이 잦은 곳으로 접근성 및 편의시설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치 관련 조사와 장애인 여행 실태를 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지 접근성 및 편의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국민여행실태조사 수행 시 장애유무 항목을 추
가하여 장애인 여행관련 수요조사 파악이 필요하다.

(2) 장애인 여행을 위한 이동권 보장
주요 관광지의 경우, spot 이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은 여행에 있어 특별이동수단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보편적 여행을 위해서
는 선박,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져야 한다.
여행이라는 행위의 전제 조건은 이동이다. 따라서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는 이동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의 관광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열린 관
광지 선정이나, 주요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의 당사자를 포함
하여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별 관광자원 인프라 조성
정부는 지역별 관광자원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해당 관광자원 및 시설의 접근가능
성 수준이나 장애유형별 이용가능성, 관광객 만족도 등을 지자체별로 파악하여 관
광자원 등급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홍보 지원(포털, 모바일)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노영순, 한보민, 2012).
일본과 같이 지역별 관광이 일원화된 상담창구인 배리어프리 관광지 상담센터 등
이 활성화되어, 여행자 개개인의 욕구나 상태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 센터는 지역
관광자원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별 상세 조사하고, 수집한 정보를 게시, 여행자의
문의에 대응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지역의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에 연계하는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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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터 역할도 수행하며, 지역 관광사업자에 대한 배리어프리 관련 상담과 조언을
실시한다. 현재 지역별로 휴게소나 관광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만
큼의 활용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기 언급된 일본의 배리어프리
관광지 상담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

(4) 관광 콘텐츠로써의 장애인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장애인이 여행의지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제반 환경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면 자유롭게 여행계획을 세울 수 없다. 특히 요즘은 단체 패키지 관광보다는
개별여행,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애인 여행프로그램(코스)이 개
발된다면, 자유여행을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이동접근성, 숙
박, 편의시설 등 장애인이 이용가능 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행상품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 일반여행사, 장애인단체 등 공유되어 자유롭게 활용가능 하도
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광업계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여행상품 개발을 강제할 수 없다.
현재 장애인 여행상품은 장애인 전문 여행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관광업계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여행상품 개발을 기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여행상품 공급촉진을 위해
업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 활성화가 사회적 과제 해결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듯, 대형여행사가 선행모델로 기획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일반적인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행업체는 장애인 관련 전
담부서나 담당을 두어 여행협회나 단체 등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여행상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타켓
층이 모이는 행사에 해당 여행상품 홍보를 실시하는 등 기존 판매채널 외에도 적극
적인 홍보와 인지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연계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관련 시설과 제휴를 통해 해당 여행상품의 정보 안내가 적극적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여행상품 개발은 개인사업자나 공공의 영역에서 개발가능하며, 이
러한 상품은 인증을 받아 이용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여행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여행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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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 여행코스를 발굴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인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여행프로그램 및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도 자
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개별적으로 여행코스를 선정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인식개선 및 종사자 교육
(1)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필요
한 부분이다. 장애인은 관광산업에 있어 지원을 받아야 할 주체가 아니라 당당한
소비주체로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단기에는 변화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공감과 지속적인 홍보, 비
장애인과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 등으로 이루어야 낼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노력
으로 관광산업에서부터 하나의 소비주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 및 매뉴얼 개발
관광 콘텐츠로써 장애인 여행이 활성화되고 관광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이를 위해서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 및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
인 인식개선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 서비스 분야별 종사자가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여행설계, 숙박, 식당 등 관광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제공되는 서
비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춤 매뉴얼 개발과 더불어 종사자 교육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서비스 분야별 매뉴얼 개발과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종사
자 교육 등이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사자 교육 및 매뉴얼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용 가능한
정보제공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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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및 법령 개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 지원되고 있으나 관광 및 여행 분야의 활용은 낮은 편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장
애인 및 고령층 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누리카드
만으로는 관광활성화에 제한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 일환으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이하 ‘돌봄여행서비스’) 등이 있
으나, 참여 여행사가 미미하며 현재는 정부 지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관부
처만 다른 유사서비스가 현존하는 것에 대해 서비스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다.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당사자는 현재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곳에 대해 이동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별 관광활성화 증진을 하고 있으나,
관광지 선정자체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가 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고 있으나,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열린 관광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장애인 여행을 위해서는 이동 및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이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2017년 9월 장애인들의 관광활동 권리를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
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두 법안
은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28
조(문화환경 정비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관광
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책을 강구하며,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2018년 3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15
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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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조인력의 이용 안내이며, 하위법령
개정까지 협의체 및 정부부처 간 논의를 거쳤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과 관광사
업자의 단계적 범위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
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총 7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분류는 일반여행업 포함 30가지 이상의 세부업종으로 구분되며, 개별
업체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해당 업종 특성에 맞게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세세하게 나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에서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에 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충분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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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반구조화 질문지(장애인 당사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여행의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인터뷰의 목적은 국내외 장애인 여행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장애인 여행에
있어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 여행 지원 방안 및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되기에 정성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질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정보 및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여행 경험ㆍ만족도
1. 다음은 여행 참여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1)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2) 자연(산, 바다) 등을 보고 싶어서
3) 새로운 곳을 보고 체험하고 싶어서
4) 휴식과 건강함을 즐기고 싶어서
5) 자유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2. 최근 3년간 다닌 총 여행(국내, 해외 포함) 횟수는 몇 회인가요?
1) 당일여행(

회/3년),

2) 숙박여행(

회/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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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을 하는 동안 누구와 함께 다니셨나요?(동반자 유형)
1) 혼자, 2) 친구/애인, 3) 가족/배우자, 4) 장애인 단체 관계자, 5) 회사 동료,
6) 자원봉사자, 7) 활동보조인, 8) 기타(

)

4. 여행 시 주로 이용하시는 숙박시설은 무엇인가요?
1) 호텔 2) 유스호스텔 3) 민박 4) 펜션 5) 콘도 6) 모텔 7) 여관
8) 휴양림 9) 야영 10) 기타

5. 여행을 다닐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1) 광역수단: ①철도 ②버스(시외) ③자동차(본인소유) ④선박 ⑤항공기
⑥자동차(렌트, 지인) ⑦관광버스 ⑧기타
2)현지수단: ①지하철 ②버스(시내, 저상) ③택시(일반) ④택시(장애인콜택시)
⑤자동차(본인소유) ⑥자동차(렌트, 지인) ⑦관광버스 ⑧기타

6. 여행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제공받으셨나요?
1) 신문, 잡지 2) TV,라디오 3) 여행사 4) 인터넷, e메일 5) 구전(친구, 가족)
6) 장애인단체 7)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등) 8) 장애인 여행 홈페이지
9) 장애인 여행카페 또는 동호회 10) 기타(

)

7. 1회 여행 시 평균 지출액은 얼마인가요?
국내여행(

만원) / 해외여행(

만원)

8. 여행비용의 마련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시) 친구랑 적금 들기, 개인부담, 기타 지원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단체여행을 제외한 개별여행은 언제, 어떻게 처음으로 가시게 되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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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행 또는 관광이 본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아니다 4)전혀 아니다

11. 여행을 다녀온 후 느꼈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장애인에게 별도의 여행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13. 여행을 준비하며 아래의 상황에서 겪는 문제점 및 어려움은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 관광지 및 교통수단의 접근 및 이동 부분, 편의시설부분, 비용측면, 정보안내 부
분, 불편상담접수 등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정보 수집 및 예약
2) 관광지로의 이동(교통수단)
3) 현지(관광지) 경험
4) 숙소 및 음식점
5)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여행정보 취득
6) 관광지 종사자의 서비스

○ 국내외 여행 활성화 방안
14. 다음 중 여행 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낀 요인은 무엇입니까?
1) 교통수단(이동)
2) 숙박(숙박시설 및 편의)
3) 식사(음식점)
4) 관광지 접근
5) 관광지 편의시설
6) 전문 관광 가이드의 부재(종사자의 장애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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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 시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 부재(수화통역, 점자안내 등)
8) 관광정보 획득 및 이해의 어려움
9) 긴급상황 대처에 대한 두려움(다치거나 아플 경우 등)
10) 기타

15. 다음은 관광 여행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제약요인)입니다.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운 요인은 무엇입니까?
1) 신체적 어려움
2) 여행 다닐 시간 없음
3) 다른 사람의 부담스러운 시선이나 관광지의 혼잡
4) 여행을 도와줄 가족, 친구 혹은 기관, 자원봉사자가 없음
5) 관광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어려움
6) 정부나 단체의 경비 지원 부족

16. 다음 중 국내외 여행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인은 무
엇입니까?
1) 교통수단(이동) 접근성 확대
2) 숙박(숙박시설 및 편의) 접근성 확대
3) 식사(음식점) 접근성 확대
4) 관광지 접근성 확대
5) 관광지 편의시설 접근성 확대
6) 관광 전문 도우미(활동보조인, 가이드 등) 제공
7) 관광 시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확충(수화통역, 점자안내 등)
8) 개인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9) 장애인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10) 정부 경비 지원(문화바우처 등 확대)
11) 긴급(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12) 관광(여행)관련 종사자의 인식개선 교육(서비스교육)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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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꼭 가고싶은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3군데만 말씀해주세요.
(

), (

), (

)

관광지 예시(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서울 5대궁궐

남원 광한루원

수원화성

순천 낙안읍성

구례 화섬사

경주 역사도시

담양 소쇄원

문경새재

안동 하회마을

합천 해인사

전주 한옥마을

용인
한국민속촌

남한산성

외암
민속마을

장성
백양사

여수 오동도

제주도 올레길

창녕 우포늪

성산
일출봉(제주도)

강릉 경포대

부안 변산반도

지리산 둘레길

설악산

남이섬
종합휴양지

철원
DMZ(비무장
지대)

울릉도(독도)

순천만
생태공원

정동진

보성 녹차밭

해운대

청와대

강원랜드
(카지노,
스키장)

보령 머드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정선 5일장

대학로
(혜화동)

에버랜드

N서울타워
(남산타워)

함평
나비축제

화개장터

파주 헤이리

북촌(인사동)
한옥마을

인천 근대
문화거리
(차이나타운)

안동 탈춤
페스티벌

부산 자갈치
시장

18.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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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사전질문지(장애인 여행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여행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여행의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인터뷰의 목적은 국내외 장애인 여행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장애인 여행
상품의 운영실태, 장애인 여행에 있어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 여행 지원 방안
및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답변은 본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되기에 정성껏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질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정보 및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문과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일반현황
1)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언제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 운영시점:

년

월

- 운영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에 국내여행을 위한 특수교통수단을 별도로 보
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특수교통수단 필요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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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여행 시 특수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
니까?
4) 현재 운영 중인 여행 상품수와 지역은 어디입니까?
5) 주로 이용하는 장애유형과 연간 이용자 수, 주 이용 연령층, 여행
이용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 이용 장애유형

1순위:(

연간 이용자 수

(

주 이용 연령층

1순위:(

여행 이용자 비율

) 2순위:(

) 3순위:(

)

) 3순위:(

)

명)
) 2순위:(

국내여행(

%) / 해외여행(

%)

6) 여행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주로 어디입니까?(5곳)
국내

,

,

,

,

해외

,

,

,

,

7) 최근 장애인 여행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비장애인의 여행
수요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수익은 어떻게
창출하고 계십니까?

8)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
한 융자지원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운영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관
광기금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이용한 적이 있
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유로 이용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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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관련 사항
여행사슬: 정보수집 및 예약, 관광지로의 이동, 현지 경험, 귀가로 이어지는 과정
출처: 이봉구, 이유하(2016), 장애인 관광객의 신체적 모습에 따른 여행 사슬 내 관광 서비스 실패
도출, 관광학 연구 제40권 제1호) pp.67-91.

1) 여행사슬 내에서 각 단계별로 문제점 및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
니까?
- 예약
- 이동
- 현지 경험(관광/여행)
- 숙박
- 귀가

2-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2) 그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 여행 상품 개발 시 정부의 예산지원, 인력지원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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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과 같은 국내 여행의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행 여건 구분

매우 약간
불편 불편

보
통

약간 매우
편리 편리

광역 이동 교통수단(고속, 시외버스, 철도, 항공 선박 등)
현지 연결 교통수단(저상버스, 콜택시 등)
현지 숙박시설 이용
현지 음식점 이용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여행정보의 취득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5,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

4) 다음 중 장애인의 국내 여행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바뀌
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 편의 시설 개선
② 편의시설 개선(숙박, 음식점 등)
③ 관광지/시설의 이용 이동 편의 개선
④ 장애인 여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ex, 여행바우처제공)
⑤ 그 밖에 다른 의견(

)

5) 여행 중 응급상황이나 긴급사항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타
1) 사업을 하며 기억나는 경험들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ex 고객과의 마찰, 계약 후 일방적 취소, 이동수단 확보의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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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장애인 여행 활성화 방안 등 장애인 여행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나 지원, 일정조정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 그 외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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