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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PO SAL

정책건의

투어패스(관광패스)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시설이나 관광명소를 결합하여 한정
된 시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
투어패스는 이용방식에 따라 자유이용권(기간 내 가맹시설 무료 이용)과 요금차
감형(금액권 내 이용차감)으로 구분되며, 실물 카드나 모바일 티켓으로 제공
국내 투어패스는 ‘21년 현재 지자체 기준 총 49개(사업 기준 21건)가 운영 중이
며, 운영 중단된 곳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개가 출시된 것으로 집계
-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운영 중단상태인 지자체가 많은 편임

일부 투어패스는 홍보 지원이 필요한 관광시설이나 경쟁력이 낮은 관광지를 결
합해 판매하였으나 상품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져 판매 성과가 부진
- 국내 투어패스는 주로 공공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 지자체
지원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상품성이 높은 해외 투어패스와 달리 국내 투어패스는 대부분 지역관광 활성화
라는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 지자체 지원이 중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시설사(유료 관광시설)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투어패스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운영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 비용
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지역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특성과 각 시설사의 입지, 관광객 동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세밀한 상품 기획이 필요
민간(관광)시설 중 매력성이 높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공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
- 공공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계약의 행정적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조건들이 누락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이 필요함

i

’20년 경기도는 ‘경기투어패스’를 출시하고, 고양⋅파주⋅수원⋅용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확대 운영 예정
경기투어패스는 고양⋅파주⋅수원⋅용인 지역 내 주요 관광시설 중 28개 시설
사를 선정하고, ‘기본권’과 ‘패키지권’으로 구성
’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판매 328건(16%), 오프라인 B2B 판매 1,733
건(84%)으로 총 2,061건을 판매
- 투어패스 티켓 1매당 약 3.4곳을 방문하여 관광객의 확산과 체류시간 증대에 기여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관광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민들의 여행심리
위축으로 운영 및 홍보⋅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는 운영 중단 상태
향후 사업 재개 시, 경기투어패스는 매력적인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기획과 브랜드 강화 필요

경기도는 경기투어패스의 핵심 주체로서 유관기관, 위탁운영사, 참여 시설사,
그리고 도내 기초지자체와 상호협력 필요
경기도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발주 및 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조례
제정 추진 등 총괄 역할을 수행
- 유관기관(경기관광공사)은 위탁운영사, 시설사 등 관련 업체 계약을 집행하고, 상품 기획,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기초지자체는 지역 상품 기획 제안, 관내 시설사 협의 지원, 지역 홍보 등 참여
-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투어패스를 운영하는 경우, 경기투어패스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하
고, 단계적으로 경기투어패스 플랫폼과 연동을 모색

경기투어패스는 초기 단계에서 공격적인 상품 구성과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
확보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사업 확대를 모색
경기도는 경기투어패스 시범사업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 향후 ｢경기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ii

경기도 방문객 소비 및 이동패턴, 네비게이션 데이터 등 ‘관광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효과적인 상품 기획을 추진
-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시설이나 명소, 특정 관광소비가 집중되는 지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성함으로써 판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민간시설이 제안하기 어려운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함
으로써 초기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 일부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거나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관광시설
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음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투어패스를
경기투어패스와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
- 투어패스를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하기보다는 ‘경기투어패스’로 통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연계상품, 틈새 상품 등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경기도 중점사업과 연계한 투어패스 상품을 개발하여 높은 사업성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경기바다, 경기청정계곡, 관광테마골목 등의 콘텐츠를 투어패스 상품으로 개발하여 사업홍
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대상지에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한 투어패스 상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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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투어패스(관광패스)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결합해 한정된 시간 동안 무료입장
및 할인, 교통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으로, 각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도입
투어패스는 지역 내 관광지나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최적의 여행코스를 추천함
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국내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광주시 등에서 투어패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 형태는 상이
- 투어패스 유형은 크게 요금차감형(금액권 내 이용차감)과 자유이용권(기간 내 가맹시설 무료
이용)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의 특성과 필요성에 의해 선택
- 또한, 개발⋅운영 주체에 따라 민간에서 개발⋅운영하는 형태와 공공에서 추진하면서 민간
에서 위탁개발⋅운영하는 형태로 구분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투어패스는 단순히 상품 구성이 용이한 관광시
설을 묶어 판매하면서 운영성과는 다소 미흡
- 매력성이 높은 민간시설의 참여를 유치하여 투어패스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을 갖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딩 구축이 필요

’20년 8월, 경기도는 ‘경기투어패스’를 출시하고, 고양⋅파주⋅수원⋅용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확대 운영 예정
고양⋅파주⋅수원⋅용인 지역 내 주요 관광시설 중 28개소의 시설사를 선정하
고, 기본권과 패키지권으로 구성
- 기본권은 지역 내 관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자유이용권과 2개소 또는 3개소만 이용
제1장 서론∣3

하는 Big2권, Big3권으로 판매
- 패키지권은 기본권에 탑승시설 이용 혜택을 포함하여 판매

판매방식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e-commerce) 채널 10개소1)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와 여행사 및 관련 업체를 통한 B2B 판매로 구분
- 시범사업 기간 중 총 2,061건을 판매하였으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개별 구매는 328건
(16%)에 불과하고, B2B 판매가 1,733건(84%)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러운 관광시설의 운영 중단, 소비자들의 관광심리 위축 등으로
이커머스 채널에 대한 개별 판매가 저조

경기투어패스는 지역 내 다양한 관광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제공되었으나 향후 상품 기획 및 운영, 홍보마케팅 등 보완 시급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연계상품 기획, 모바일 검표 시스템 도입, 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등 투어패스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춤
- 경기도는 ’20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투어패스 사업을 확대 운영 예정
- 따라서, 타 지역 투어패스와 차별화된 상품 구성, 유인력 높은 민간시설 참여 유치, 교통기능
탑재 등을 통해 상품성과 자생력 확보 필요

2) 연구의 목적
경기도 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해 경기투어패스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시범운영 사업 성과분석과 사례분석 등을 통해 경기투어패스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20년 경기투어패스 시범운영 사업 평가와 해외 도시 및 국내 지자체 투어패스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경기투어패스 사업의 기본방향을 수립함
- 관광객 설문조사, 실무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기투어패스의 추진체계, 운영시
스템, 상품기획, 시설사 협의 등 기본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 네이버 스토어팜, 네이버 예약,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쿠팡, 티몬, 인터파크, 야놀자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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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1년(연구시점)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전역

연구 방법
문헌연구 : 투어패스 개념 고찰 및 국내⋅외 투어패스 도입사례 조사 등
실무자 인터뷰 : ’20년 경기투어패스 시범사업 성과 및 애로사항 조사 등
설문조사 : 투어패스 이용실태, 경기투어패스에 대한 인식조사 등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 : 경기투어패스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구상, 경기투어패
스 활성화 방안 수립 등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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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주요 선행연구는 투어패스의 개념과 특성,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관광객
및 지역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모델 및 운영방안을 제시
해외 도시 및 국내 지자체 투어패스 사례를 중심으로 패스 종류(유효기간, 교통
기능 이용여부 등), 이용범위, 운영방법, 매력요인 등을 조사함
관광서비스의 공급자 및 수요자로서 지역상인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투어패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
[표 1-1] 선행연구 검토
연구명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내국인용 관광패스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봉미희 외
(2020)

 관광패스의 개념 고찰, 내외국인용 관광패스 사례분석
 서울 관광패스 도입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서울 관광패스 구축방안 및 내국인용 사업모델 제안

해외 도시 패스의
매력과 시사점

조남건
(2015)

전북 관광패스라인 구축
방안 연구

수도권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방안 연구

한교남 외
(2015)

지우석 외
(2012)

자료 : 선행연구 토대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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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패스의 특징
 도시 패스의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관광패스 기획관련 전라북도 현황분석
관광패스 국내외 사례조사
전북 관광객 및 지역상인 설문조사
전북 관광패스 사업모델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
전북 관광패스 활성화 계획 수립






국내외 교통관광통합패스, 관광패스, 교통패스 분석
수도권 관광객 행태분석
수도권 관광패스 도입 외국인 관광객 설문조사
기존 교통관광패스의 문제점 분석 및 수도권 교통관광
통합패스 운영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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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여건 분석
1. 투어패스 개념 및 특징
1) 투어패스 개념
투어패스는 특정 지역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해 지정된 시간 동안 무료입장
및 이용, 할인, 교통기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
수요자(관광객) 측면에서는 한 번의 구매로 관람시설, 탑승시설, 체험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공급자 측면에서는 지역 관광객 증가, 지역 내 다양한 관광지로 관광객 분산,
관광소비 촉진, 관광만족도 개선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투어패스는 더 많은 관광시설을 이용할수록 경제적 혜택이 높아져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관광지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음

특히, 접근성 불리, 인지도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관광자원을 투어패스
로 연계시킴으로써 활성화 가능(봉미희 외, 2020)

파리, 뉴욕, 런던 등 해외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투어패스가 도입되었으
며, 국내에서는 ‘코리아 패스’가 최초로 도입
투어패스의 시초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1971년 ‘파리 시티 패스(Paris
City Pass)’가 만들어졌으며, ‘뉴욕 패스(NewYork Pass)’가 1997년, ‘런던패
스(London Pass)’는 1999년부터 이용(조남건, 2015)
우리나라는 2010년 한국관광공사가 출시한 ‘코리아패스(Korea Pass)’가 최초
의 투어패스이며, 외국인 전용 상품으로 판매
전라북도가 2015년 출시한 ‘전북투어패스’는 지자체 투어패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된 사업모델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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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투어패스는 관광객이 ‘전주’로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과 주변 저평가된 관광지, 나아가 타 시군의 관광지를 연계한 사례임

일부 지자체의 투어패스는 홍보 지원이 필요한 관광시설이나 경쟁력이 낮은
관광지를 묶어 판매하였으나 상품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져 판매 성과가 부진
기존 투어패스 상품은 판매량이 높은 관광시설을 결합하여 단순히 매출액 증대
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최근 지역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기본권’ 외에 시티투어 및 카쉐어링
서비스 등을 연결한 ‘교통권’, 패러글라이딩, 짚라인 등 가격이 높은 레저시설
등을 연계한 ‘레저 패키지권’, 주변 지역의 투어패스를 연결한 ‘광역투어패스’
등 지역의 특성과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

2) 투어패스 특징
개인 또는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 기획 및 판매 운영
기존 여행사의 관광패키지 상품은 방문객 확대를 목표로 단체 모객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
- 여행사의 모객 역량에 의존하게 되며 모객 인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움
- 동호회, 교회모임 등 특정 단체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나타나 시장 확대가 어려움
- 중장년층 이상의 관광객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관광소비가 다소 적은 편이었음
- 지역 내 접근성이 불리한 관광자원 활용이 어려웠음

하지만 투어패스는 온라인 기반의 판매 채널을 통해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체류시간 증대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지 연동에 유연한 온⋅오프라인 검표 시스템 사용
투어패스는 자체 검표 플랫폼이 적용된 대형 관광지부터 종이 입장권을 사용하
는 관광지,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사
를 결합하여 구성
따라서, 각 시설사별 운영 상황, 검표자의 연령, 예약 방식 등에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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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쉽고 유연한 검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이에 투어패스 운영사들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고, 인터넷 연결없이도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검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그림 2-1]과 같이 방문객이
모바일 바코드를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처리
[그림 2-1] 모바일 검표 시스템 사용처리 예시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투어패스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화
투어패스 시스템 및 모바일 티켓 검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상품 기획 및
제작, 유통, 운영, 고객 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적용하는 ‘디지털
화(digitalization)’가 필요
투어패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상품의 유통 및 사용 과정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상품 옵션 및 가격 등을 변경하거나 효율적
인 마케팅 기획 가능
- 디지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구매 채널, 구매 옵션, 구매 수량, 구매 시간,
사용 관광지, 사용 옵션, 사용 수량, 사용 동선, 사용기간,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
고객 주소 등임
- 다만, 자체 플랫폼이 아닌 온라인 채널(오픈마켓, 소셜마켓 등)을 이용하는 경우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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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관리프로그램(Admin)을 생성하여 참여 시
설사에 계정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
- [그림 2-2]와 같이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 구매 채널, 구매 옵션, 구매 수량, 구매 시간, 사용 가능 시간, 시설사별
판매량, 시설사별 매출액, 시설사별 정산금액 등임
[그림 2-2] 관리프로그램 구동 화면 예시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전용 시스템 개발과 플랫폼 기반의 확장성 및 유연성
투어패스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목적을 위해 다양
한 형태의 관광시설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이를 통해 서로 성격이 다른 관광자원들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되어 구매자가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
투어패스 참여 유형별 시설사 대상은 [표 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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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투어패스 참여 시설사 유형 구분
투어패스 참여 유형

대상 시설사

관람형






레저형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등 활공레저
 요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수상레저
 루지, 짚라인, 서바이벌, ATV 등 일반레저

탑승/체험형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기타 입장권 형태의 관람 서비스 시설사

 곤돌라, 놀이기구 등 탑승형
 곤충채집, 전통음식 제조 등 마을 체험 프로그램
 도자기, 손수건 등 만들기 체험

식음형






식당
카페
프렌차이즈 업체
기타 식음 제공 시설

숙박형







호텔
모텔
리조트
캠핑장
한옥, 민박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투어패스는 온라인 기반의 상품 구성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
- 시설사의 입장권 가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여 성수기 및 비수기 가격 조정이 용이함
- 또한, 시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경도 가능하여 특별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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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어패스 유형
1) 이용방식에 따른 유형
관광객이 이용한 만큼 금액이 차감되는 유형(요금차감형)
관광객이 일정한 금액의 투어패스 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한 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형태로서 공급자 측면에서 정산 및 관리가 용이
- 예: 부산투어카드(1천원~50만원까지 충전가능), 남도패스(5만원권, 10만원권) 등
[그림 2-3] 요금차감형 예시(남도패스)

자료 : 남도패스 공식 홈페이지. “https://namdopass.co.kr/”.

구매 후 지정된 기간 무제한 이용하는 유형(자유이용권형)
관광객이 일정 금액의 투어패스를 구매하면 지정된 기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더 많은 관광시설을 이용할수록 할인 혜택도 커짐
- 전북투어패스, 인천투어패스, 제주투어패스 등
[그림 2-4] 자유이용권형 예시(전북투어패스)

자료 : 전북투어패스 공식 홈페이지. “http://www.jbtour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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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연동 여부에 따른 유형
시설사 정산 방식에 따라 판매가 및 입금가가 변경되는 가격별 유형
투어패스는 사업의 목적과 협의 내용에 따라 고객이 상품을 이용한 후 시설사에
게 정산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상품의 판매가가 결정
상품 판매가가 변동되는 ‘가격연동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고객 입장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고려하고, 판매량 증대에 초점을 맞춤
- 각 시설사별 입금가를 협의하고, 투어패스 고객이 해당 시설사를 이용할 시에만 협의된
입금가를 지급하며, 이용하지 않은 시설사는 정산을 받지 못함
- 투어패스 1매 당 이용하는 시설사의 평균 데이터를 고려하여 상품 판매가를 책정하고,
평균 이용자 수 변동 시 그에 맞춰 판매 가격을 주기적으로 수정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판매가를 형성함
- 투어패스 운영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판매수익이 특정 시설사에 집중되지 않게 관리
하며, 할인된 가격 혜택을 최대한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임
[그림 2-5] 투어패스 가격연동형 정산 흐름도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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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가가 일정한 ‘가격고정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참여 시설사의 직접지원과 지역 상생에 초점을 맞춤
- 운영사가 시설사와 협의하여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하고, 투어패스 고객이 단 한 곳의
시설사만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설사에게 판매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함
- 이는 고객이 모든 시설사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상품을 기획하는 것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낮거나 모객이 어려운 관광지의 경우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음
[그림 2-6] 투어패스 가격고정형 정산 흐름도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3) 패키지 포함 여부에 따른 유형
투어패스는 다수 시설사를 무작위로 결합한 기본권과 특정 대상의 소구점을
높이기 위해 특정 시설사를 선정하여 결합한 패키지 유형으로 구분
투어패스 기본권이 제작되면 시장세분화를 통해 참여 유형별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
- 투어패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사들이 많을수록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적정 상품들로 기본권을 개발함
- 고가 또는 대기시간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숙박 및 식음료 등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성격의 시설 등은 기본권과 결합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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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투어패스 패키지 상품 유형 구분
투어패스 패키지 상품 유형

상품 기획 내용

레저 패키지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등 활공레저
 요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수상레저
 루지, 짚라인, 서바이벌, ATV 등 일반레저

체험 패키지

 곤돌라, 놀이기구 등 탑승형
 곤충채집, 전통음식 제조 등 마을 체험 프로그램
 도자기, 손수건 등 만들기 체험

식음 패키지






식당
카페
프렌차이즈
기타 식음 제공 시설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확장형 투어패스 패키지 유형은 교통, 축제, 외국인 상품
등으로 제공
투어패스 기본권 및 패키지 상품 외에 고객의 체험을 더욱 편리하고 다채롭게
지원할 수 있는 확장형 상품 기획이 가능
-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시티투어버스, 카쉐어링 등 제휴 확장 상품
- 지역의 축제와 연계하여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축제 확장 상품
- 외국인의 편의성을 생각한 다국어 확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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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투어패스 시범운영 성과분석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기투어패스 시범사업 지역(수원, 용인, 고양, 파주)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패
스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 관광지 이용 증대
타 지역의 투어패스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 대표 관광 상품 콘텐츠를
유통하고 이후 지역 및 상품 확대의 기회를 제공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개별 및 가족 단위 관광객 맞춤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
SNS, 포털, 소셜마켓 내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통해 상품 판매 증대를 유도하고
브랜드 인식 제고를 적극적으로 도모

사업주요사항
사 업 명 : 2020년 ｢경기투어패스 개발 및 운영 용역｣
사업기간 : 2020. 05. 22. ~ 2020. 12. 16.
사업범위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파주시 내 주요 관광시설
사업내용 : 지자체 연계 투어패스 상품 기획 개발 및 온라인 판매 운영 마케팅
- 경기투어패스 지역 내 시설사 기획 및 방문 협의
- 투어패스 기본 및 패키지 상품 개발 및 등록
- 관광지 신규 촬영 및 홍보영상/ 딜페이지 제작
- 네이버, 소셜마켓 등 주요채널 온라인 상품 등록·판매·정산
- 지역별 대표 시설사를 연계한 게이미피케이션 기획 구축
-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비치
- 주요 SNS 채널, 포털 포스팅 등 광고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
- 주간/월간 사업 운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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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성과
판매성과
성과 측정은 상품의 온라인 판매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사업 종료 기간인
2020년 12월 사이의 기간의 판매실적을 적용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요 커머스 채널 10곳을 대상으로 상품
을 판매하였으며, 채널들은 다음과 같음
- 포털 : 네이버 스토어팜(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예약
- 오픈마켓 : G마켓, 옥션, 11번가
- 소셜마켓 : 위메프, 쿠팡, 티몬, 인터파크
- 플랫폼 : 야놀자

측정 기간 내 총 2,061건을 판매하였으며 이 중 온라인을 통한 개별 구매는
328건(16%), 여행사 혹은 유관 기업을 통한 B2B판매는 1,733건(84%)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커머스 판매 한계 및 온라인 마케팅 효율성이 저하됨
-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는 여행사 및 연말 직원 복지를 기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B2B 판매를 동시 운영함

헤이리마을 등 유명 관광시설이 있는 ‘고양파주권’과 기존의 높은 가격대의 상
품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플라잉수원 패키지권’의 판매량이 높게 나타남
온라인 채널로는 가장 노출 및 구매 전환율이 높은 네이버와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한 위메프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
전체 판매량 중 청소년권 및 소인권의 판매량이 897건(44%) 차지함을 보아
가족 단위의 고객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
상품 및 옵션별 상세 판매량은 [표 2-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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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기투어패스 상품별 판매 상세
(단위 : 건)

상품명
경기투어패스
고양파주권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

경기투어패스
수원권+플라잉수원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고양파주권

옵션

온라인

B2B

자유이용권 대인권

27

258

자유이용권 소인권

4

247

빅2 대인권

34

0

빅2 소인권

15

0

자유이용권 대인권

5

117

자유이용권 청소년권

0

20

자유이용권 소인권

0

108

빅2 대인권

1

0

빅2 청소년권

1

0

빅2 소인권

2

0

대인권

150

165

청소년권

7

0

소인권

46

166

자유이용권 대인권

6

160

자유이용권 청소년권

0

0

자유이용권 소인권

1

119

빅3 대인권

8

0

빅3 청소년권

0

0

빅3 소인권

4

0

자유이용권 대인권

7

96

자유이용권 소인권

3

63

자유이용권 대인권

0

72

자유이용권 청소년권

0

0

자유이용권 소인권

0

36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짚라인

자유이용권 대인권

6

27

자유이용권 청소년권

0

12

자유이용권 소인권

1

15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에코어드벤처

자유이용권 대인권

0

25

자유이용권 청소년권

0

8

자유이용권 소인권

0

19

경기투어패스
고양파주권+평화곤돌라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뮤지엄그라운드

판매량 총계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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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85

254

534

298

169

108

61

52
2,061

홍보성과
성과 측정은 상품의 온⋅오프라인 홍보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사업 종료 기
간인 2020년 12월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홍보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홍보 콘텐츠 건수 : 74건
- 노출 건수 : 1,902,117건
- 도달 건수 : 360,844건
- 공유 건수 : 3,767건
- 공유는 블로그의 ‘퍼가기’, SNS의 ‘좋아요’ 등의 합산 결과임
- 단, 정확한 측정이 불가한 오프라인 홍보(X배너, 리플렛 등)과 온라인 기타 배너 등의
수치는 제외함

콘텐츠 대비 노출 및 도달 건수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고객들이 경기투어패스에
대한 관심은 보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으로 실제 구매로 많이
이어지진 못한 것으로 추정
또한, 마케팅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일 콘텐츠에 대한 피로도와 여행 비수기 시
기가 맞물려 노출 효율성이 점차 저하

과업성과
지역 제휴 시설사 협의 및 상품을 등록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패키지 상품
기획 및 판매 운영함
경기투어패스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및 모바일 검표 적용
각 시설사별 담당자 검표 및 시스템 관리 현장 교육 진행
관광지 대상 사진⋅영상 촬영 후 보정 및 콘텐츠 제작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브랜딩 강화 및 판매량 증대 도모
게이미피케이션 기획 구축으로 시설사 신규 수입원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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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운영현황
투어패스 참여 시설사 선정 및 협의
경기투어패스 시범 구축 지역으로 선정된 수원, 용인, 고양, 파주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중 투어패스 적합 시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안내 및 참여 협의를 진행
경기투어패스 최종 참여 시설사 28곳은 [표 2-4]와 같음
[표 2-4] 경기투어패스 참여 시설사 목록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지역

수원

용인

고양

파주

시설사명
수원박물관
화성박물관
광교박물관
아이파크미술관
화성행궁
플라잉 수원
한국등잔박물관
예아리박물관
안젤리미술관
한택식물원
농촌테마파크
뮤지엄그라운드
용인 짚라인
에코어드벤처
중남미문화병설박물관
유진민속박물관
서오릉
서삼릉
블루메미술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화폐박물관
세계인형박물관
트릭아트뮤지엄
미니어처뮤지엄
한국스토리뮤지엄
메디테리움
퍼스트가든
평화곤돌라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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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체험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복합형
복합형
복합형
체험형
체험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관람형
복합형
관람형
관람형
복합형
복합형
체험형

유형

기본권

패키지

기본권

패키지

기본권

패키지

각 시설사와 경기투어패스 상품 기획 및 운영을 위해 다음의 협의를 진행
- 사업 소개 및 운영 안내
- 온라인 판매 대행 계약 체결
- 입금가 및 정산방안 협의
- 시설사 프로그램 운영 사항 확인
- 촬영 협조 및 일정 조율
- 검표 및 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경기투어패스 상품 및 옵션 기획
참여 시설사의 위치, 계절별 특성, 실내⋅외 시설 보유 여부, 가격 및 상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표 2-5]와 같이 기본권을 기획함
[표 2-5] 경기투어패스 상품별 이용 시설사 목록
상품명

구분

경기투어패스
고양파주권

기본권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

기본권

경기투어패스
수원권+플라잉수원

패키지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고양파주권

기본권

이용 시설사
 고양 : 서오릉, 서삼릉, 유진민속박물관, 중남미
문화원병설박물관
 파주 : 퍼스트가든, 메디테리움, 블루메미술관,
화폐박물관, 세계인형박물관, 트릭아트뮤지엄,
한국스토리뮤지엄,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스토리
미니어처뮤지엄
 수원 : 화성행궁, 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용인 : 한국등잔박물관, 한택식물원, 예아리박물
관, 안젤리미술관, 농촌테마파크
 수원 : 화성행궁, 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패키지 : 플라잉수원
 수원 : 화성행궁, 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용인 : 한국등잔박물관, 한택식물원, 예아리박물
관, 안젤리미술관, 농촌테마파크
 고양 : 서오릉, 서삼릉, 유진민속박물관, 중남미
문화원병설박물관
 파주 : 퍼스트가든, 메디테리움, 블루메미술관,
화폐박물관, 세계인형박물관, 트릭아트뮤지엄,
한국스토리뮤지엄,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스토리
미니어처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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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경기투어패스
고양파주권+평화곤돌라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뮤지엄그라운드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짚라인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에코어드벤처

구분

이용 시설사

패키지

 고양 : 서오릉, 서삼릉, 유진민속박물관, 중남미
문화원병설박물관
 파주 : 퍼스트가든, 메디테리움, 블루메미술관,
화폐박물관, 세계인형박물관, 트릭아트뮤지엄,
한국스토리뮤지엄,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스토리
미니어처뮤지엄
 패키지 : 평화곤돌라

패키지

 수원 : 화성행궁, 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용인 : 한국등잔박물관, 한택식물원, 예아리박물
관, 안젤리미술관, 농촌테마파크
 패키지 : 뮤지엄그라운드

패키지

 수원 : 화성행궁, 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용인 : 한국등잔박물관, 한택식물원, 예아리박물
관, 안젤리미술관, 농촌테마파크
 패키지 : 짚라인

패키지

 수원 : 화성행궁, 광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박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용인 : 한국등잔박물관, 한택식물원, 예아리박물
관, 안젤리미술관, 농촌테마파크
 패키지 : 에코어드벤처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2020).

기본권 및 패키지권 내에 세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고객
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함
- 자유이용권 : 48시간 동안 각 지역 관광지 자유 이용(대인, 청소년, 소인 구분)
- Big3/2권 : 48시간 동안 각 지역 관광지 중 3/2곳 이용

기획 상품별 촬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디자인 제작함
- 이용 가능 시설사 정상가 합계 및 판매가 할인율을 명시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 상품 이용 안내 및 검표 방안 소개
- 이용 가능 시설사별 소개 및 기본 정보 안내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가격 및 방문 선호도 등을 적용하여 기본
권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기획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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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경기투어패스 수원용인권 상품 페이지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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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투어패스 관리시스템 개발 구축 및 적용
경기투어패스를 판매 운영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이를
통합 서버에 적용하여 상품을 등록･관리
운영사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검표 시스템을 연동 활용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머스 채널을 통해 상품을 연동 판매 운영 및 유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설사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각 계정을 통해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음
- 관리시스템 연동을 통해 관광객 구매-검표 및 이용 확인
- 투어패스 상품 온라인 판매-정산 프로세스 운영
- 실시간 투어패스 실적 및 옵션별 판매량, 매출, 정산금액 확인
- 유관 DB확보 및 이를 이용한 효율적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림 2-8] 투어패스 관리프로그램 내 판매실적 조회 페이지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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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투어패스 관리프로그램 내 온라인 검표 페이지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모바일 검표 과정은 [그림 2-10]과 같이 구매자에게 모바일 티켓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모바일 티켓 확인･입장하는 과정으로 진행
고객은 전용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시설사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
요하지 않은 모바일 검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동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사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교육
으로 누구나 검표를 진행할 수 있어 연령이 높고, 전자기기가 익숙치 않은 검표
자도 적응이 쉬운 편
검표 시스템 내 시설사 및 옵션 구분, 일괄 또는 부분 검표, 유효기간 표기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실행
[그림 2-10] 모바일 검표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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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모바일 바코드 예시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경기투어패스 온라인 커머스 상품 등록 및 판매 운영
경기투어패스 기본권과 패키지권 상품을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등록하여
판매･운영
- 네이버, 위메프, G마켓 등 주요 판매 채널 10곳에 동시 등록하고 운영함
-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판매 채널은 탄력적으로 운영함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는 지자체의 사업 예산 지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시설사의 부담을 낮추고,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
소셜커머스(위메프, 쿠팡, 티몬, 인터파크 등)에서는 각 채널의 MD를 통해 쿠폰
발송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판매 증대를 도모
등록 상품명 및 소개 문구 작성 시 검색 알고리즘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고객이
온라인 검색 시 함께 노출될 수 있도록 세팅
운영사는 시설사의 운영 중단 또는 가격 변경, 그 외 안내 정보 수정 등을 실시
간으로 반영하여 고객 불만을 최소화
또한, 경기투어패스 CS팀을 운영하여 주말을 포함해 고객 및 시설사 문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만 사항을 사전 방지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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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경기투어패스 네이버 쇼핑 검색 및 판매 화면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경기투어패스 온라인 홍보 마케팅
[그림 2-13]과 같이 경기투어패스 카드뉴스를 SNS에 게시하여 투어패스 상품
과 참여 시설사를 홍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개설된 여행 관련 채널과 제휴하여 경기투어패스 대상
지역의 주요 관광지 또는 핫플레이스 콘텐츠에 참여 시설사에 대한 홍보 내용을 포함하여
관심도가 높은 잠재관광객에게 노출
- 카드뉴스 콘텐츠에 경기투어패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 페이지 링크를 삽입
하며 구매전환율 상승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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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건 콘텐츠를 발행하였으며 1,210,592건 노출, 235,595건 도달
- 다만, 홍보 기간이 지날수록 인게이지 수치 감소 등 효율성은 점차 떨어짐
[그림 2-13] 경기투어패스 SNS 카드뉴스 콘텐츠 발행 이미지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경기투어패스 및 유사 단어 검색 시 상단 전용 광고
영역이 표기되는 ‘브랜드 광고’를 운영
경기투어패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공식 홈페이지 및 상품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림 2-14] 경기투어패스 네이버 브랜드 광고 노출 화면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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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단위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근거리 여행을 떠나는 패턴으로 여행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포털사이트 내 여행 관련 단어 검색
시 최상단에 안내 문구와 함께 노출되는 키워드 광고를 진행
특히, ‘국내여행’, ‘경기여행’, ‘경기 드라이브 코스’, ‘서울 근교 당일치기 여행’
등 검색률이 높은 여행 관련 문구들로 등록하여 경기투어패스 상품에 대한 노출
효과를 극대화
[그림 2-15] 경기투어패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노출 화면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그림 2-16]과 같이 주요 소셜마켓(위메프)과 연계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약 6주
간 진행하여 적극적인 노출 및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
가을 여행 및 높은 할인율을 컨셉으로 잡아 소셜마켓 내 기획전, 상생마켓 카테
고리, PC/Mobile 주요 배너 등 마케팅 수단을 활용
경기투어패스 기본권 및 패키지 상품의 노출과 프로모션 내 특별할인 쿠폰 발급
으로 신규 방문 고객 대상으로 구매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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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경기투어패스 위메프 프로모션 이미지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수원, 용인, 고양, 파주 지역 주변 ‘맘카페’를 대상으로 경기투어패스 홍보 및
이벤트(상품제공)를 진행
- 각 카페의 이벤트 게시판에 경기투어패스 소개 및 이벤트 내용을 게시함
- 댓글을 통한 이벤트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하여 경기투어패스를 제공함
- 당첨자는 가족과 함께 경기투어패스 사용 후 카페 및 자체 SNS에 사용 후기를 남기게
함으로써 자체적인 바이럴 홍보를 유도함
- 또한, 구글 서베이를 통해 설문조사 실시하고, 시사점을 분석하여 기존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반영함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툴 ‘Modoo’를 활용해 경기
투어패스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운영
- 네이버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마케팅의 이점과 더불어 쉽고 빠른 반영으로 상품 및
시설사 정보 변경에 즉시 대처가 가능함
- 상품 및 시설사 정보 제공과 공지사항 게시, 네이버 쇼핑으로의 상품 구매 페이지 연결
등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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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경기투어패스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경기투어패스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경기투어패스를 소개하는 X배너와 리플렛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기획 및 제작
하여 각 시설사와 관광안내소 등 주요 거점에 설치
참여 시설사 및 관광안내소를 찾은 관광객이 오프라인 홍보물을 보고 즉시 인터
넷을 통해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O2O(Online to Offline) 마케
팅 효과를 기대
경기투어패스 현장구매 고객은 시설사에 설치된 홍보물을 통해 사용 방법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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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경기투어패스 오프라인 판촉물 X배너(좌) 및 리플렛(우)

자료 : 넥스트스토리(주) 내부자료.

4) 시사점 및 개선방향
경기투어패스 시사점
경기투어패스는 지역 내 다양한 성격의 관광시설을 하나의 티켓으로 결합하고,
연계 할인 등 혜택을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
투어패스 티켓 1매당 약 3.4곳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지 이용 증대 및
관광객 분산에 기여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
모바일 검표 시스템 도입으로 참여 시설사와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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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통계자료에 근거한 효율적인 마케팅과
상품 기획 방향을 제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시설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

경기투어패스 운영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2)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참여 시설사의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과 시민들의 여행
심리 위축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상품 오픈 연기에 따라 마케팅, 참여 시설사 협의 등 전체적인 스케쥴이 지속적으로 변경되
어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가 어려웠으며, 패키지 상품 기획에 난항을 겪음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참여 시설사의 운영 중단 조치나 기존 구매자의
여행 포기 등으로 CS 대응에 많은 시간이 소모됨
- 코로나19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투어패스 기본권을 기획
하고, 공공시설은 패키지 상품 내 옵션으로 변경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 상황에서
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이 필요함

지역 내 관광시설의 규모, 접근성, 인지도 등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을 고려한
상품 기획과 판매량의 균일화가 어려움
- 투어패스는 시설사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주변 관광지로 관광객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랜드마크 시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상품 구성과 가격경쟁
력을 확보하여 ‘경기투어패스’라는 상품의 브랜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투어패스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운영사는 참여 시설사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함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연동을 요청
하거나 사업 참여 시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협의가 어려운 편
- 랜드마크 시설의 참여가 지역 투어패스의 초기 성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상식선의 계약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2) 2020년 경기투어패스 개발 및 운영 용역 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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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투어패스 사례분석
1. 해외사례
1) 오사카 주유패스
대중교통을 통해 오사카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주는 교통･관광패스로서
오사카 관광의 필수품으로 인식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로 사용기간 내 지역 관광지와 버스, 지하철 등 주요 대중
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국내 전북투어패스를 비롯한 유사 투어패스 사업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모델
오사카 주유패스의 사업 특성은 [표 3-1]과 같음
[표 3-1] 오사카 주유패스 사업 운영 특성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해외 관광객

서비스 형태

 실물 카드형
 쿠폰북형 (카드형으로 변화하며 사라지는 추세)

대상 지역

 오사카시

운영 방식

 (재)오사카관광컨벤션협회 위탁 운영

상품종류






가맹점

1일권 : 2,800엔
2일원 : 3,600엔
e-Pass권 (교통을 제외한 관광지 입장권으로 모바일 QR티켓 제공)
테마별 가이드 투어

 자유이용시설 50곳
 특전수령시설 21곳
 특별할인가맹점 33곳

자료 : 오사카 주유패스 홈페이지. “https://www.osp.osaka-info.jp/” (2021.8.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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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오사카 주유패스 실물카드권

자료 : 오사카 주유패스 홈페이지. “https://www.osp.osaka-info.jp/” (2021.8.2. 검색).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혜택이 아니라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관광지와
관광시설과 협의하여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
금액이 높은 관광시설(크루즈 등)은 유사한 유형의 상품 중 1가지만 선택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투어패스 판매에 대한 건전한 수익구조를 유지
2001년부터 지속해온 브랜드 홍보와 상품 고도화로 오사카 지역 관광을 계획
한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정착
- 관광협회의 위탁운영으로 지역 관광지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함
- 쿠폰북 등 지류형에서 바코드 형태의 카드형으로, 나아가 QR코드 형태의 모바일 티켓으로
운영 방안을 변화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함
- 투어패스 이용자들 직접 기획한 유형별 코스 및 동선을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바이럴마케팅 효과를 유도함

2) 뉴욕 시티패스
City pass 社에서 운영하는 투어패스로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뉴욕시에서 반드시 가보아야 할 세계적인 관광지(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메트
로폴리탄 미술관, 자유의 여신상 등)를 이용할 수 있어 콘텐츠에 따른 상품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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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
뉴욕 시티패스의 사업 특성은 [표 3-2]와 같음
[표 3-2] 뉴욕 시티패스 사업 운영 특성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내국인 및 해외 관광객

서비스 형태

 모바일 티켓형
 e-mail 바우처형 (출력)

대상 지역

 뉴욕시

운영 방식

 민간 운영

상품종류

 City Pass권 : 136달러
 C3권 : 87달러

가맹점

 자유이용시설 12곳

자료 : 뉴욕 시티패스 홈페이지. “https://www.citypass.com/new-york” (2021.8.2. 검색).

[그림 3-2] 뉴욕 시티패스 모바일 티켓

자료 : 뉴욕 시티패스 홈페이지. “https://www.citypass.com/new-york” (2021.8.2. 검색).

특히 주요 관광지를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혜택을 제
공하여 유명 관광지의 불만 요소 중 하나인 긴 대기시간을 해소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또한, 주요 관광지 중 3곳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C3권’을 함께 판매하여
체류시간이 짧거나 여행 경비가 적은 관광객까지 타겟을 넓혀 판매의 소구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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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르셀로나 카드
바르셀로나에서 판매하는 투어패스로 교통 이용, 관광지 입장 등 관광객이
원하는 할인 혜택에 따라 상품 유형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
관광객의 여행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다음과 같이 유형별
로 구분하여 판매
- 트래블 카드 : 기간 내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전용 투어패스 상품임
- 시티 카드 : 기간 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자유롭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사 대상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음
- 익스프레스 카드 : 지역의 유명 박물관, 명소, 투어, 레저 등 즐길 거리에 집중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동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도를 함께 제공함

바르셀로나 카드의 사업 특성은 [표 3-3]과 같음
[표 3-3] 바르셀로나 카드 사업 운영 특성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해외 관광객

서비스 형태

 실물 카드형
 모바일 티켓형
 e-mail 바우처형 (출력)

대상 지역

 바르셀로나

운영 방식

 상품에 따라 공공, 민간 위탁 혼합 운영

상품종류

 트래블 카드 : 교통 이용 집중
 시티 카드 : 교통 및 관광지 자유 이용
 익스프레스 카드 : 관광지 자유 이용 및 혜택 집중

가맹점

 카드 종류에 따라 관광지 상이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자료 : 봉미희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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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바르셀로나 올라(트래블) 카드 및 시티 카드

자료 : 마이리얼트립 홈페이지. “https://www.myrealtrip.com/” (2021.8.5. 검색).

주요 지하철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자판기 형태로 구매할 수 있어 상품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용이
바르셀로나의 다양한 관광지와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
서 이를 결합한 투어패스는 상품 경쟁력이 높은 편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광지
별 카드 사용에 따른 운영 방식이 잘 갖추어져 있어 관광객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
세계적인 관광지인 만큼 추천 여행코스 및 효율적인 여행 방법에 대해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 앱을 통해 쉽게 습득 가능
또한, 다국어 지원 오디오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관광지의 역사와 이와 관련
된 이야기 청취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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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사례
1) 전북투어패스
전라북도 내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하고 음식점, 숙박, 공연, 체험활동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 투어패스
전북은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전주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과 함께 주변 저평가된
관광지, 교통수단 등을 결합한 투어패스를 기획하여 ‘전북투어패스’로 명명하
고, 마케팅을 진행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 완주 내 주요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1년간의 시
범운영을 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전북투어패스’를 공식 판매
전북투어패스는 [표 3-4]와 같이 국내 지자체 단위 투어패스 사업모델의 표준을
제시하였다는 평가가 많은 편
[표 3-4] 전북투어패스 사업 운영 특성
구분

상세

서비스 대상

 국내⋅해외 관광객

서비스 형태

 실물 카드형 (관광지 카드 리더기 구비)
 모바일 티켓형

대상 지역

 전북도 내 지자체 전역

운영 방식

 민간 업체 위탁 운영
 도청 내 서버 구축 및 판매 운영시스템 보유

상품종류






가맹점

가격 : 5,900~168,900원
자유이용권 : 지역 내 관광지 및 교통수단 이용 상품
패키지권 : 각 지자체별 관광지 및 액티비티 등 결합 상품
숙박권 : 지역 유명 숙박 및 관광지 이용 상품

 자유이용시설 95곳
 특별할인가맹점 567곳
 공영주차장 8곳

자료 :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http://www.jbtourpass.kr/” (2021.8.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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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전북투어패스 실물 카드

자료 :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http://www.jbtourpass.kr/” (2021.8.5. 검색).

전북투어패스는 대상 지역 범위가 넓은 점에 기인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시스템을 구축
이는 상품 판매 및 운영에 있어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여 사업의 방향
성 설정 및 시스템 수정 등이 용이
시설사별 계약 및 정산 등 시스템을 모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어 투어패스
상품을 판매하는 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영향이 적은 편
- 다만,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비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익구조 및 일정 이상의 판매량
확보가 불가한 경우 운영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우려도 있음

투어패스 사업 초기 지역의 교통연계를 고려해 태깅(Tagging)이 가능한 실물
카드형으로 제작하였으나 현재는 모바일 티켓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
- 실물 카드형은 고객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
며, 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환불 또는 재발급이 어려웠음
- 또한, 참여 시설사들은 투어패스 검표를 위해 카드 리더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원과 인터넷선 등의 시공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
- 설치된 카드 리더기의 잔고장으로 관리 및 검표 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더 높은 버전의 카드 리더기 설치가 필요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바코드형 투어패스를 개발하여 고객 편의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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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커버서울패스(서울관광패스)
국내 유일의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로 서울시 내 관광지 중 외국인들에게 매력
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들을 결합하여 기획한 투어패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외국인이 꼭 가볼 만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높은 할
인율과 혜택이 제공
-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서울 시내 대표 관광지의 무료 입장, 공연 및 쇼핑 등 관광시설의
할인 혜택, 대중교통 기능, 공항철도 직통열차(인천공항-서울역) 1회 편도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됨3)

서울관광재단은 자체적으로 투어패스 운영시스템 및 서버를 구축하여 투어패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
하지만 지역 여건의 한계로 중복되는 성격의 관광지가 많고, 대중교통에 대한
온전한 연계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관광패스도 출시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을 중단함4)
디스커버서울패스의 내국인용으로 기획된 ‘서울관광패스’는 기존 외국인 전용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시설사 및 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한계가 존재
외국인과는 다른 내국인의 관광목적지로서 서울에 대한 인식, 서울 여행패턴
등이 상품 기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외국인에게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새롭고 이국적으로 느껴져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내국인들에게는 익숙하고 큰 감흥 없는 관광지들이었기에 판매
소구점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온라인 상품 대비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다른 투어패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이며, 현재는 운영 중단 중
한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0년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30~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ONE+패스’를 출시
3) 디스커버서울패스 홈페이지. “www.discoverseoulpass.com”.
4) 2021년 10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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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ONE+패스는 서울 시내 관광지, 공연, 체험 등 91개소의 이용 및 체험권을
받을 수 있는 여행권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
[표 3-5] 디스커버서울패스(서울관광패스) 사업 운영 특성
구분

상세

서비스 대상

 국내(서울관광패스)⋅해외(디스커버서울패스) 관광객

서비스 형태

 실물 카드형 (관광지 카드 리더기 구비)
 모바일 티켓형

대상 지역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운영 방식

 민간 업체 위탁 운영
 서울관광재단 내 서버 구축 및 판매 운영시스템 보유

상품종류

 가격 : 39,900~70,000원
 1일, 2일, 3일권으로 나누어 제공

가맹점

 자유이용시설 73곳
 특별할인가맹점 109곳

자료 : 디스커버서울패스 홈페이지. “https://www.discoverseoulpass.com/” (2021.8.5. 검색).

[그림 3-5] 디스커버서울패스 모바일 바코드 티켓 및 실물 카드

자료 : 디스커버서울패스 홈페이지. “https://www.discoverseoulpass.com/” (2021.8.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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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북 힐링투어패스
충북 단양, 제천, 충주와 영월(강원도) 일대의 관광지(다누리 아쿠아리움, 만천
하 스카이워크, 온달관광지, 청풍문화재단지 등)를 48시간 동안 저렴하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어패스
2018년 2월, 한국관광공사에서 테마여행 10선5) 10권역(단양, 제천, 충주, 영
월)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10권역 명칭인 ‘중부내륙 힐링여
행’을 고려해 상품명을 ‘힐링투어패스’로 출시
단양, 제천, 충주, 영월 4개 지자체의 관광지를 연결한 광역상품으로 아래와
같은 기획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
- 카쉐어링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이동 거리의 부담을 해소함
- 관광객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투어패스 사용 기한을 3일권으로 연장 구성함
[표 3-6] 충북 힐링투어패스 사업 운영 특성
구분

상세

서비스 대상

 국내 관광객

서비스 형태

 모바일 티켓형

대상 지역

 단양, 제천, 충주, 영월 4개 지자체 내 주요 관광지

운영 방식

 민간 업체 위탁 운영

상품종류

 자유이용 3일권 : 12,900원
 Big3 2일권 : 10,900원

가맹점






단양
제천
충주
영월

:
:
:
:

다누리 아쿠아리움 등 3곳
청풍문화재단지 등 3곳
고구려 천문과학관 등 4곳
고씨굴 등 3곳

자료 : 힐링투어패스 홈페이지. “https://healingtourpass.modoo.at/” (2021.8.5. 검색).

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의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활성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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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제휴 서비스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초기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
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서비스 중단
- 카쉐어링 업체는 지역 주차장 또는 주민과의 계약에 따라 회사 차량을 배치하고 서비스함
- 지역 렌트카 업체들이 외지 회사가 들어와 사업을 침범한다며 각 지자체로 항의함
- 힐링투어패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담을 갖고 ‘카쉐어링 서비스’를 중단함
[그림 3-6] 충북 힐링투어패스 x 쏘카 프로모션 배너

자료 : “힐링투어패스·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차량 대여비용 80% 지원”, 뉴스웍스(2018.5.23).

한국관광공사의 예산을 통해 지역 시설사들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가 지원되었
으며, 공사와 위탁운영사 사이의 용역계약 종료 이후 예산 지원도 중단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사업 유지
- 사업 기간 내 많은 판매량을 통해 각 시설사에 실질적인 수익증대에 기여함
- 사업 종료 후 시설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로 위탁운영사와의 워크샵 및 방문 협의를
진행하여 위탁운영사가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모델 재계약을 시행함
- 판매량에 따른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위탁운영사는 사업을 지속함

사업 종료 후 성과를 바탕으로 시설사들과의 수수료 계약 모델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간사업으로 전환한 힐링투어패스는 이후 3년간 지속적인 판매
성장을 기록하며 투어패스 사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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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패스 판매 시스템의 특성상 숙박 상품 예약 연동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숙박 상품을 연계한 패키지권은 개발이 어려운 편
- 숙박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은 주로 자체 예약 시스템을, 작은 시설은 OTA 등 숙박
예약 플랫폼을 사용함
- 숙박 상품 예약을 투어패스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투어패스 시스템을 각 시설이 사용하는
예약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예약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운영시스템 개발에는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며, 각 시설의
시스템 운영사가 예약 시스템 연동을 위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임
- 따라서 숙박 상품 할인 혜택은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유선으로 전화 예약을 하는 방법임
- 하지만 해당 시설에서 예약의 번거로움으로 원하지 않고, 고객 역시 예약이 확실치 못한
상황에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어 판매 활성화가 어려움

4) 부산 산복도로패스
부산의 ‘산복도로’라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에 MZ세대 고객을 유치하
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기획⋅개발한 투어패스
피난민들의 아픔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는 ‘산복도로’는 부산
주민들에게도 다소 생소하게 여겨져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
특히 20, 30대 MZ세대를 타겟으로 산복도로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발한
투어패스 사례
부산관광공사는 MZ세대의 여행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투어패스의 테마를 ‘카
페에 가는 것을 작은 여행’으로 설정
-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맛있는 식사(맛집), 좋은 사람들과의 안식(휴식), 예쁜 사진(추
억)으로 나눌 수 있음
- 젊은 세대에게 위 3요소가 부합하는 곳은 ‘카페’이며, 주말 친구들과 카페를 다녀오는
것은 곧 짧고 가벼운 여행으로 볼 수 있음
- 1) 맛집 : 카페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메뉴 및 음료와 베이커리, 2) 휴식 :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개방된 장소, 3) 추억 : 레트로 또는 엔틱 등 다양한 인테리어와
분위기 속에서 찍는 SNS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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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를 동구와 영도구를 나누어 각 지역에 있는 ‘핫플레이스’ 카페만으로
구성된 투어패스 상품을 기획･판매
MZ세대들의 입소문과 더불어 자체적인 SNS 효과를 기대한 이벤트로 진행한
기간 내 높은 판매 성과를 달성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업체들이 축소 운영 또는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러
상품 판매를 중단
[표 3-7] 부산 산복도로패스 사업 운영 특성
구분

상세

서비스 대상

 국내 관광객 (지역주민)

서비스 형태

 모바일 티켓형

대상 지역

 부산 산복도로 (핫플레이스 카페)

운영 방식

 민간 업체 위탁 운영

상품종류

 동구원 : 10,900원
 영도구권 : 11,900원

가맹점

 동구권 : 카페 6곳, 베이커리 2곳
 영도구권 : 카페 7곳

자료 : “산복도로패스 1장으로 카페 3개이용”, 부산관광공사 보도자료(2019.6.27.).

[그림 3-7] 부산 산복도로패스 이미지

자료 : “산복도로패스 1장으로 카페 3개이용”, 부산관광공사 보도자료(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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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안투어패스
태안투어패스는 태안군에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투어패스
태안이 갖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자연경관 및 해안 등을 찾는 가족 단위 또는
중년 이상의 고객을 타겟으로 상품을 기획함
태안투어패스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6곳 선정하여 단일권과 자유이용권으로
구분하여 명료하게 구성･기획함
특히, 지역 내 수목원과 관광농원(천리포수목원, 팜카밀레 등)이 참여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구현
- 외지인의 방문에 초점을 두고 기획하는 관광상품과 달리, 태안투어패스는 지역 주민들이
주말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코스로 상품을 구성함
-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계절에 따른 비수기 타격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함
- 주민들이 수목원 카페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수목원 역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자생력을 갖추게 됨
- 또한, 수목원들은 이색적인 식물을 심어 ‘SNS 사진촬영’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유치하였으
며, 투어패스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동일 기간 최대 3.5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
-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2개 시설 묶음, 개별 상품 등 상품의 다양화를 이루었으며, 연간
약 10만 건의 판매량을 나타냄

지자체와 참여 시설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참여로 태안투어패스의 브랜드
차별화 및 판매량 증대를 유도
- 태안군은 자체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투어패스 탭을 만들어 상품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식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주도함
- 리플렛 등을 자체 발주하여 주요 관광 지역 및 시설사에 비치하고 관광 박람회 참여 시
부스 내 ‘태안투어패스 섹션’을 생성하는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함

방문객이 직접 모바일 티켓 검표가 가능하도록 각 시설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함으로써 운영사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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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태안투어패스 사업 운영 특성
구분

상세

서비스 대상

 국내 관광객

서비스 형태

 모바일 티켓형

대상 지역

 태안 내 주요 관광지

운영 방식

 민간 업체 위탁 운영

상품종류

 가격 : 8,900원 ~ 16,900원
 자유이용권 대인/소인
 시설사별 단품 이용권

가맹점

 자유이용시설 6곳

자료 : 태안군청 홈페이지. “https://www.taean.go.kr/” (2021.8.5. 검색).

[그림 3-8] 태안투어패스 온라인 배너

자료 : 태안군청 홈페이지. “https://www.taean.go.kr/” (2021.8.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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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종합분석
해외 투어패스는 각 도시가 보유한 관광자원 및 콘텐츠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운영･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상품의 경쟁력이 높은 편
오사카 주유패스, 뉴욕 시티패스, 바르셀로나 카드는 모두 해외에서 이미 성공
적으로 판매･운영되는 투어패스 사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시간 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제고
또한, 다양한 상품 사용 옵션을 통해 자생적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
- 성격이 유사하면서 가격대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어패스
가격이 일정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함
- 체류시간이 짧거나 여행 예산이 적은 관광객을 위해 가격을 낮추고 2~3곳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함
- 교통 이용에 집중하거나 관광지 혜택을 확대한 상품 등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함

초기 쿠폰북 및 카드 등 실물 검표 방식에서 최근에는 ‘모바일 바코드’와 같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고도화

국내 투어패스는 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자체 지원예산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품의 자생력은 낮은 편
대부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량 증대보다는 관광시설 지
원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보임
시설사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투어패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가능
일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교통
이용권을 연계하는 것은 어려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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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광시설의 경쟁력이 평균적으로 낮고, 매력도 격차는 크기 때문에 지역
의 역량과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소구점을 극대화한 상품 기획이 중요

해외와 국내 투어패스 사례를 비교하면 관광인프라 및 교통환경, 지역 관광지,
사업목적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임
해외사례는 대부분 글로벌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는
차이가 있어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 다소 적합하지 않은 편
해외의 경우 투어패스에 포함된 관광시설의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용 금액이 높은 소수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질적 관리가 가능
하지만 국내의 경우 비교적 관광시설의 매력도가 낮고,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는
높기 때문에 이용 금액이 낮은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양적 관리가 필요
또한 관광시설의 인지도와 시설 수준의 차이가 심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과
주변의 소규모 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들이 많은 편
해외사례 중 국내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요소들을 파악하고, 국내 사례
중 도입 서비스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적용해야 함
[표 3-9] 해외와 국내 투어패스 사업 특성 비교
구분

해외

국내

서비스 대상

 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목적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
 판매량 증대에 맞춘 민간 수익 구  시설사별 상생에 맞춘 공공지원
조 상품 기획
상품 기획

서비스 형태

 실물 카드, 쿠폰북, 모바일 등

 실물 카드, 모바일 등

서비스 지역

 지역밀착형

 지역밀착 또는 광역 등 혼합

 자체 및 위탁 혼합

 자체 및 위탁 혼합

 질적 관리
 소구점 높은 소수 시설사 집중

 양적 관리
 자유이용시설 및 혜택 늘림

 필수적인 교통연계

 지역 교통 인프라 한계에 따라 대
부분 연계 불가

운영 방식
시설사
교통 연계

 주로 내국인 관광객 대상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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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운영시스템은 각 지자체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민간 위탁 또는 자체 구축
형태로 추진하고 운영 기준을 확립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자체 운영시스템 구축 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 증가
- 관련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영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한계가 있음

민간 운영사의 시스템을 위탁 활용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은 높지만
동일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새로운 계약으로 위탁운영사가 변경되는 경우, 시설사 계약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
운영사에 맞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 기존 위탁운영사와 지속하여 투어패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
기준 및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투어패스 위탁운영사 업무 영역은 상품 기획 및 시설사 계약 관리, 온라인 OTA
채널 연동 판매 및 정산, 디자인 및 마케팅, CS관리 등

서비스 형태는 모바일 티켓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실물 카드 등을 개발
실물 카드는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훼손,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카드 제작
및 배송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은 저하
- 특히, 시설사는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 및 유지비용이 발생함

모바일 티켓은 구매 즉시 수신이 가능하며, 시설사도 검표를 위한 별도의 장치
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음
- 또한, 티켓 자체의 훼손 및 분실 위험도 적으며, 필요시 재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 형태는 모바일 티켓이 적합함

다만, 상품 특성상 카드가 반드시 ‘태깅’되어야 하는 교통카드 기능 탑재 시
실물 카드를 추가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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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공공성과 민간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필요
투어패스 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 지원, 가격고정형 정산,
마케팅 지원 등 참여 시설사의 부담을 낮추고,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 사업 운영도 중단될 가능성 존재
하지만 시설사가 수수료 계약 및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게 되면 그 부담은 시설
사가 갖지만 일정 판매량 이상의 수익구조가 형성되면 이후 지자체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운영의 지속성은 확보 가능
이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운영사와 시설사 간 판매 수수료 계약을 진행하
되, 시설사의 초기 사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정 기간을 두고 판매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

사업 참여 시설사는 양적 목표를 기준으로 협의하되, 상품 구성은 품질 유지를
고려하여 소수로 기획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 관광 여건의 한계로 지역 내 매력도가 높은 랜드마크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설들로만으로는 매력적인 상품을 기획 구성하기가 어려움
- 또한, 투어패스 운영목적이 저평가된 주변 관광지의 홍보와 방문객 분산임을 고려할 때,
지역 내 가능한 많은 시설사를 확보하고 협의하는 것은 불가피함

하지만 상품 내 참여 시설사가 많아지면 방문객은 동선 등 구매 시 고민해야
할 복잡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컨셉 및 퀄리티가 통일되지 않아 고객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편
이에 상품의 적합한 컨셉을 기획하고, 이에 부합하는 5개 내외의 시설들로 다양
한 상품들을 구성･판매하는 것이 적합

투어패스 상품 기획 시 사용 지역과 각 시설사가 갖는 특징을 고려
각 시설사의 강점, 계절적 특성, 관광객 동선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상품을 기획･판매해야 함
- 예를 들어, 실내⋅외 시설사를 구분 배치하여 4계절 모두 판매 가능한 상품, 여름 야경을
컨셉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숙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상품, 사진 촬영에 적합한 핫플레이스
기반 상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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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는 공공과 민간 관광시설을 혼합하되 공공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민간 시설사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참여 의지가 높고, 가격 할인 등 협의에 적극
적인 경우가 많은 편
공공 시설사는 계약의 행정적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 정산 주기
및 검표 방안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조건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이 필요
공공시설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규정은 운영사의 의견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통해 사업에 적합한 사항을 이끌어내
는 것이 중요

투어패스와 교통 연계는 지역 상황에 따라 신중한 선택 필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의 경우 버스 및 전철과의 연계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태깅’으로 인한 실물카드 제작이 필요
- 이전 교통연계 상품의 경우 구매자들이 단순 교통 이용만을 위해 대량 구매하여 관광지들
은 혜택을 보지 못한 사례들이 있음

렌트카의 경우 유명 카쉐어링 플랫폼과의 제휴 시 높은 할인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지역 민간 렌트카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살펴야 함
KTX의 경우 코레일과 협력 관계에 있는 일부 판매사만이 예약 연동이 가능하
며, 해당 협력 판매사 중 투어패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로
보임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지역은 투어패스 이용 시설사를 시티투어 정거장 주변으
로 확보하여 시티투어 전용 상품으로 기획･판매 가능

투어패스 명칭은 컨셉보다는 지역명을 결합한 것이 효과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컨셉명으로 상품명을 결정하는 경우(예: 힐링투어패스)
고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브랜드 마케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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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을 결합한 상품명의 경우(예: 전북투어패스) 상품의 기획력은 낮아지나
고객에게 명칭을 알리기 쉽고, 지역 검색 시 유사 검색어를 통해 마케팅을 전개
하기 용이
‘투어패스’라는 공동 명칭을 사용하여 타 지역과의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
우, 각 지역이 동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간접 홍보 효과를 기대

지자체와 민간 시설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
태안투어패스 사례와 같이 지자체 및 참여 시설사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야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함
이를 위해 정기적 운영 간담회 및 각 유관 부서간의 협력(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지류 홍보책자, 관광 박람회 참석 등)이 이뤄져야 함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투어패스 구축 및 운영 사업 요소는 [표 3-10]과 같음
[표 3-10] 투어패스 구축 운영 사업 요소
구분

사업 요소

상세

자체 운영시스템 구축

 데이터 통합 관리 가능
 운영 비용 및 유지보수 한계

민간 운영사
시스템 위탁 운영

 유연한 대처 및 비용 절감
 전반적인 사업 컨트롤 한계

시스템 구축

실물 카드
서비스 형태
모바일 티켓

 기념품 성격의 제공
 리더기 설치 운영 비용 발생 및 훼손, 분실 위험
 카드 수령의 번거로움
 쉽고 간편한 구매 및 이용

공공 지원 사업

 예산 지원으로 시설사 부담이 적고 마케팅 및 판매
증대 기대
 예산 지원이 끊기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움

민간 수익 사업

 수수료 수익 발생으로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판매
운영 가능
 시설사 부담이 늘고 추가적인 마케팅 진행이 어려움

지원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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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사업 요소

상세

경쟁력 높은
소수 시설사 관리

 상품 만족도 및 소구점이 높아 판매량 증대 기여
 기존 랜드마크 시설은 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낮아 협
의가 어려움

다양한 성격의
다수 시설사 관리

 고객의 선택지 확대 및 지역의 숨겨진 명소 안내
 랜드마크 시설 유치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관광 매력
도가 낮아 고객 만족도 및 판매량 저조 가능성

공공시설

 입장료가 저렴하고 공신력이 있어 상품 구성에 도움
 비교적 매력도가 낮고, 계약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복
잡함

민간시설

 비교적 매력도가 높고,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용이
 무리한 계약조건 요구(랜드마크 시설) 및 판매량 감소
에 따른 사업 이탈 우려

시설사 개수

시설사 구분

카쉐어링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

지역 렌트카 업체

 지역 인프라 활용 용이
 가격 협의 및 고객 서비스 제공이 다소 불편

교통 연계

컨셉 활용
투어패스명

지역 또는 시설명
활용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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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에 맞춘 상품 기획으로 마케팅 키워드 선정 용이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시간 소요
 직관적이며 지역 연계 마케팅이 가능
 상품 특성이 다소 표현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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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패스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설계
국내 투어패스 이용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0월10일부터
11일까지 전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6)
본 조사는 95%의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는 ±4.38%P
국내 투어패스 경험 여부를 고려하여 표본을 성별, 연령대별로 할당 추출
-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4-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국내 투어패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진단

조사대상

 국내에서 투어패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표본크기

 500개

조사방법

 모바일조사(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응답수집)

조사기간

 2021년 10월 10일~11일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①투어패스 이용실태, ②경기투어패스에 대한 인식, ③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3개 항목 33개 문항으로 구성

6) 모바일 설문조사 기관 ‘오픈서베이(opensurvey)’ 패널 회원 중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투어패스(관광패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설문조사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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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설문지 구성
설문항목(문항수)

설문조사 내용

척도

투어패스 이용횟수
이용 경험이 있는 투어패스 종류
투어패스 정보 원천
투어패스 이용방식
투어패스 제공형태
투어패스에 포함된 관광시설 수
교통카드 기능 포함 여부
편의시설 할인 혜택 포함 여부
투어패스 이용실태
(19)

명목척도

투어패스 구매가격
투어패스 이용 시 여행일정
투어패스 이용 시 동반자
투어패스 이용 시 주요 이동수단
투어패스 구매경로
투어패스 구매이유
투어패스 만족도
투어패스 재구매 의사
투어패스 선호유형
투어패스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
명목척도
5점 리커트 척도

투어패스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최근 3년 내 경기도 방문횟수
관광목적지로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
경기투어패스 인지 여부
경기투어패스 구매의사
경기투어패스에
대한 인식
(10)

명목척도

경기투어패스 지역별 상품 구매의사
경기투어패스 테마 이용권 구매의사
경기투어패스 포함되었으면 하는 관광지

인구통계학적 특성
(4)

경기투어패스 교통카드 기능 탑재에 대한 인식

5점 리커트 척도

경기투어패스 카쉐어링 연계 방안에 대한 인식

5점 리커트 척도

경기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명목척도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역

명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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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역으로 구분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4-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대

직업

거주지역

남자

빈도(명)
250

구성비(%)
50.0

여자

250

50.0

20대

124

24.8

30대

126

25.2

40대

124

24.8

50대

126

25.2

사무/기술직

208

41.6

기능/작업직

21

4.2

자유/전문직

75

15.0

자영업

26

5.2

판매/영업 서비스직

38

7.6

농/임/어/축산업

1

0.2

경영/관리직

41

8.2

전업주부

46

9.2

대학생

27

5.4

대학원생

2

0.4

무직

15

3.0

서울

179

35.8

경기

139

27.8

인천

33

6.6

부산

31

6.2

기타지역

118

23.6

주1 : 표본을 성별, 연령대별 할당 추출함
주2 : 거주지역에서 구성비가 5% 미만으로 나타난 지역은 편의상 ‘기타지역’으로 산출함
자료 : 경기연구원(2021). “경기투어패스(관광통합이용권)에 관한 관광객 인식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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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어패스 이용실태
(최초 정보원천)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어패스 정보를 최초로
습득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현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도 높은 편
최초 투어패스에 관한 정보 원천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가 17.2%로 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시설에 설치된 홍보물(13%)’,
‘블로그(12.2%)’, ‘SNS(11.8%)’, ‘주변 지인 소개(11%)’ 등의 순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어패스 정보를 습득한 비율
이 25.4%로 가장 높음
[그림 4-1] 투어패스 최초 정보 원천
(단위 : %)

(이용방식 및 제공형태) 투어패스 이용방식은 ‘자유이용권형’, 제공형태는 ‘모
바일 바코드형’을 더 많이 사용
투어패스 이용방식은 ‘자유이용권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로 나타나 ‘요금
차감형(17.4%)’에 비해 크게 높은 편
투어패스 제공형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65%의 응답자가 ‘모바일 바코드형’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실물 카드형’은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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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및 검표 방식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연령대별로는 모바일 바코드형은 30대(75.4%)가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실
물 카드형은 50대(46.8%)로 가장 많이 이용
[그림 4-2] 투어패스 이용방식 및 제공형태
(단위 : %)

(관광시설수) 투어패스에 포함된 관광시설수는 ‘3~5개 미만’이 가장 많은 편
투어패스에 포함된 관광시설 수는 평균 ‘3~5개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5~10개 미만’이 24.2%
[그림 4-3] 투어패스에 포함된 관광시설 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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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기능) 전체 중 절반 정도가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응답하였으
며, 할인 혜택은 대부분 제공되는 것으로 응답
교통카드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포함되
어 있었다(47.8%)’보다 약간 더 높음
전체 중 78.6%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할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응답
즉, 현재 유통되고 있는 투어패스 중 절반 정도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림 4-4] 투어패스 부가기능
(단위 : %)

(가격) 투어패스 가격은 ‘2만원~3만원 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대는 ‘1~2만원 미만’을 가장 많이 구매
투어패스 가격에 대해 ‘2만원~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2만원 미만(22.8%)’등의 순
즉, 현재 유통되고 있는 투어패스 중 절반 이상이 1~3만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2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4만원~5만원 미만’은 6.5%에 그침
즉,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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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투어패스 가격
(단위 : %)

(여행 기간) 투어패스 이용 시 당일여행보다는 숙박여행 비중이 더 높음
투어패스 이용 시 여행 기간은 ‘2박 3일’이 34.4%, ‘1박 2일’이 33.4%로 나타
났으며, 당일여행은 21.6%로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대부분 투어패스가 ‘24시간권(1일권)’, ‘48시간권(2일권)’과 같이 판매되
어 사용 기한 내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
[그림 4-6] 투어패스 이용 시 여행기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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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20대는 ‘친구’, 40대, 50대는 ‘가족/친척’의 비율이 높은 편
투어패스 이용 시 동반자는 ‘가족/친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배우자/연인(30%)’, ‘친구(27.6%)’ 등의 순
남자는 상대적으로 ‘배우자/연인(40.8%)’, 여자는 ‘친구(35.6%)’와 함께 이용
하는 비율이 높은 편
연령대별로는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20대가 41.1%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친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와 50대가 각각 57.3%, 55.6%로 나타났으나
20대는 28.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4-7] 투어패스 이용 시 동반자(중복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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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도 큰 비중을 차지
투어패스 이용범위 내 이동수단은 ‘자가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버스(44%)’, ‘전철/지하철(28.2%)’ 등의 순
[그림 4-8] 투어패스 이동수단(중복응답)
(단위 : %)

(구매경로) 50대는 ‘현장구매’, 20, 30대는 ‘소셜커머스’가 가장 많은 편
투어패스 상품을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투어패스 홈페이지(29%)’, ‘현장구매(23%)’,
‘온라인 오픈마켓(21%)’ 등의 순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비중만큼 홈페이
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한 사례들도 큰 비중을 차지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비율이 각각 52.4%, 48.4%
로, 50대는 ‘현장구매’가 38.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음
특히, 20대와 30대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70%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어패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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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투어패스 구매경로(중복응답)
(단위 : %)

(구매이유)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거나 할인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매
투어패스 상품을 ‘개별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
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각종 할인권이 포함되
어 있어서(21.2%)’ 순
즉, 투어패스의 가격 우위 전략이 이용자의 구매의도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
[그림 4-10] 투어패스 구매이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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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태도) 투어패스 만족도 및 재구매의향은 40대가 가장 높은 편
이용경험이 있는 투어패스에 대한 만족도와 재구매의향은 40대가 각각 3.95점,
3.92점으로 가장 높음
다만, 투어패스 추천의사는 20대가 4.31점으로 40대(4.26점)보다 높음
[그림 4-11] 투어패스 구매 후 태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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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패스는 할인율과 사용지역이 중요하며, 검표 방식과 편의성은 개선 필요
투어패스 선택속성에 대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
하여 투어패스 운영에 있어서 유지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
- [그림 4-12]와 같이 IPA에서 1사분면은 유지관리영역, 2사분면은 중점 개선영역, 3사분
면은 개선 대상 영역, 그리고 4사분면은 과잉 투자영역으로 구분됨

1사분면에 포함된 ‘할인율’, ‘사용지역’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속성이면
서도 높은 수준의 실행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즉, 투어패스의 가격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사분면에 포함된 ‘검표 방식’, ‘편의성’은 이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속성이지
만 만족도는 낮아 공급자 관점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속성
- 이는 투어패스 검표 과정과 편의성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인은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시설사(관광시설) 측 종사원의 검표 숙지가 미숙하거나 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모바일 티켓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3사분면에 포함된 ‘액티비티 포함여부’는 이용자들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면
서도 만족도도 낮기 때문에 운영자가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 속성
- 다양한 액티비티를 선호하는 MZ세대 등 특정 세대 집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음

4사분면에 포함된 ‘투어패스 유효기간’, ‘이용가능 관광시설 수’, ‘관광명소 포
함여부’, ‘관광시설 간 접근성’, ‘편의시설 할인 혜택’은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족도는 높은 속성
- 즉, 이용자들이 투어패스를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아니므로, 공급자
측면에서 과도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음

IPA결과를 종합해보면, 투어패스 상품의 할인율을 높이고, 관광 매력도가 높은
지역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투어패스의 본질적인 장점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
하며, 이용자들이 투어패스를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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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투어패스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개선방안) 이용자들은 투어패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기를 희망
투어패스 상품을 개선하기 위해 ‘할인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가장 높음
[그림 4-13] 향후 투어패스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1순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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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투어패스에 대한 인식
(방문횟수) 최근 3년간 경기도를 2~3회 방문한 비율이 가장 높음
투어패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2.8%가 경기도를 관광목적으로 ‘2~3회’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회’도 24.8%
또한, 경기도를 관광목적으로 ‘7회~9회’, ‘10회 이상’ 방문한 응답자는 각각
6%, 21.2%
즉,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연간 1회 이상 경기도를 관광목적지로 선택
[그림 4-14] 최근 3년간 관광목적의 경기도 방문횟수
(단위 : %)

(선택이유) 경기도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한 이유로 ‘집에서 가까워서’라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음
경기도가 ‘집에서 가까워서’ 관광목적지로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35.4%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관광지나 관광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는 23.9%, ‘교통이 편리해서’는 22%
- 즉, 시민들이 경기도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접근성, 관광매력도, 교통인프라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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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는 ‘교통이 편리해서’가 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집에서 가까워서(47.4%,
37.3%)’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매력적인 관광지나 관광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12.2%)’가 가장 높음
- 즉, 수도권 거주자는 접근성, 비수도권 거주자는 매력성에 가치를 두고 경기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4-15] 경기도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한 이유(1순위)
(단위 : %)

(인지도) 전체 중 60% 이상이 경기투어패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
경기투어패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로 ‘들어본 적 없다(39.8%)’보다 높음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들어본 적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2%, 26.2%로 나타났으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6.7%, 30.2%
- 즉, 경기투어패스는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보임

연령대별로는 20대 중 41.9%가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해 인지도가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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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경기투어패스에 대해 들어본 경험 여부
(단위 : %)

(정보원천) 경기투어패스에 대해 관광지에 설치된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된 응답
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순
경기투어패스 구매정보를 처음 접하게 된 매체는 전체 중 36.5%가 ‘관광시설에
설치된 홍보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온라인 커뮤니티(36.2%)’ 순
이용경험이 있는 투어패스 설문결과와 비교할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해
현장에서 경기투어패스를 처음 알게 된 비중이 더 높은 편
[그림 4-17] 경기투어패스 관련 정보를 처음 접하게 된 매체(중복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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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의향)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투어패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음
경기투어패스 구매의향에 대해 86.6%가 ‘구매할 의향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3.4%는 ‘구매할 의향 없다’고 응답
[그림 4-18] 경기투어패스 구매의향
(단위 : %)

(지역이용권) 시군별 지역이용권 판매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가평군’이며,
그 다음으로 ‘수원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의 순
경기투어패스 지역이용권 판매 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평군’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32.8%로 가장 높음
- 1순위로는 ‘수원시’로 나타났으나 1~3순위 합산 시 ‘가평군’으로 나타남

2020년 경기투어패스 시범사업 대상지인 ‘수원시’가 27.8%로 2위, ‘용인시’가
24.8%로 3위, ‘파주시’가 ‘23.8%’로 4위로 집계
- ‘고양시’는 9.8%로 8위이며,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이 없는 응답자도 5.4%를 차지함

연령대별로 50대는 ‘연천군’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5%로 가장 높음
- 이는 안보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있는 연령대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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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경기투어패스 지역이용권 선호지역 순위(1순위+2순위+3순위)

(지역 선호 이유) 특정 지역이용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유명 관광지나 관광시설
이 소재하고 있거나 관광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서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로 ‘유명관광지, 관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2%로 가장 높음
[그림 4-20] 경기투어패스 지역이용권 선호이유(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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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이용권) 카페나 맛집투어 관련 투어패스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 역사
관광, 생태관광, 해양(경기바다)관광 순
테마이용권 판매 시 ‘카페⋅맛집투어’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역사관광(15.6%)’, ‘생태관광(15.2%)’, ‘경기바다
투어(15.2%)’ 등의 순
연령대별로 20대 중 38.7%가 ‘카페⋅맛집투어’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편
[그림 4-21] 경기투어패스 테마이용권 선호 순위

(투어패스 선호 관광지) 경기투어패스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관광지로 1위는
‘에버랜드(용인)’이며, 그 다음 ‘아침고요수목원(가평)’, ‘한국민속촌(용인)’ 등
의 순
경기투어패스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관광지에 대해 35.2%가 ‘에버랜드’로 응답
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그 다음 ‘아침고요수목원(가평)’이 33.8%, ‘한국민속촌(용인)’이 28.4%로 나타남
- 상위시설들이 대부분 민간시설이라서 투어패스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제약이 따를 수 있음

또한, ‘아침고요수목원(가평)’의 경우 남자(24.8%)에 비해 여자(42.8%), 20대
(19.4%)에 비해 50대(47.6%)가 더 많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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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경기투어패스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관광지 순위(1순위)

(교통기능)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투어패스에 교통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식
경기투어패스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과 ‘카쉐어링 제휴’
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59.6%, 68.2%가 긍정7)적으로 인식
- ‘교통카드 기능’보다 ‘카쉐어링 제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4-23] 경기투어패스에 교통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이용의사

7) 5점 리커트 척도에서 5점(매우 그렇다)와 4점(그렇다)의 합산비율임

82∣경기투어패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개선방안) 이용자들은 경기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
경기투어패스 판매 재개 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42%가 ‘가
격 경쟁력 확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다양한 테마이용권 판매(32.8%)’, ‘경기투어패스 홍보 및 마케팅
(28.8%)’,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운영(27.4%)’ 순
- 또한, 투어패스 이용 시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됨

즉, 투어패스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기투어패스가 다른 경쟁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개발과
홍보, 그리고 지역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
[그림 4-24] 경기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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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분석 및 시사점
국내 투어패스는 모바일 방식과 온라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상품의 매력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
투어패스 이용경험자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등)를 통해 투어패
스 관련 정보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현장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알게된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온라인 기반 바이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오프라
인 홍보전략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20, 30대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매 비율이 높고,
50대는 현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편
- 또한, 투어패스를 젊은 세대는 주로 친구, 중장년층은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편임
- 즉,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역 투어패스는 대부분 결제 및 검표가 편리한 모바일 바코드형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시설은 주로 3~10개 정도로 구성
- 투어패스 이용자들은 투어패스 사용 기한에 맞춰 여행 일정을 결정하는 패턴을 보임

공급자 관점에서 투어패스 운영은 부가적인 기능이나 서비스를 확장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을 지향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투어패스들이 더 많은 관광시설을 유치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매력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IPA 결과 고객들은 ‘할인율’과 ‘사용지역’, 즉 가격과
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
- 또한, 현장에서 결제와 검표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고객 불편 사항을 즉각적으로 응대하
는 등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됨

경기투어패스는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관광자원, 그리고 가격 우위 전략을
통해 타 지자체 운영 투어패스와 차별화 시도 필요
관광목적지로서 경기도는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관광자
원이므로, 각 지역별 교통여건과 관광지 입지 등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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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 상품 개발 필요
- 경기도는 각 시군별 여건과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기투어패스’라는 브랜드를 유지하
면서 지역특화 투어패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관광시설 간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연계하고, 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곽지역은 카쉐어링 제휴 등 차별화된 서비스
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야 함

지역 투어패스 대상 지역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곳은 주로 유명 관광지가 입지
하고 있는 곳이므로 민간시설 유치와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랜드마크 시설의 유인력을 바탕으로 주변 다른 관광시설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요구됨

테마이용권 대상 콘텐츠로 카페 및 맛집투어, 경기바다투어 등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차원의 관광 진흥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경기바다 특화거리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
의 추진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위드코로나’ 전환 시 관광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안 필요
- 설문조사 응답자 중 80% 이상이 경기투어패스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구성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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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당일 여행 또는 1박으로 방문하는 소규모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체류시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투어패스 상품으로 개발
경기도는 서울 근교에 있고,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방문
객의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예상

단순히 많은 관광시설을 결합한 투어패스 상품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로 브랜딩 차별화
초기에는 가격 우위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을 최대한 빠르게 유치하고, 인
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관광객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이
를 상품 기획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랜드마크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관람, 체험, 레저,
교육 등 다양한 성격의 관광시설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 확대
경기도는 할인가맹점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식음료 시설 및 핫플레이스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패키지 형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편

여러 지역을 ‘광역투어패스’로 통합하여 지역 간 관광 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
공간적 범위가 넓은 경기도는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역, 랜드마크 시설이 부재한
지역,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등 지역 간 관광 여건 상이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상쇄 또는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역을 연계한 ‘광역투어패스’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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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투어패스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적 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
공공 부문(경기도, 유관기관)과 민간 부문(위탁운영사, 참여 시설사 등)의 관계
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
경기투어패스의 기본적인 개발 및 운영방향은 [표 5-1]과 같음
[표 5-1] 경기투어패스 개발 및 운영 기본방향
구분

기본방향

시스템 구축

 (초기) 자체 시스템 구축 또는 위탁운영사 시스템 활용
 (위탁 운영 시) 사업 확장단계에 따라 자체 시스템 구축 검토

서비스 형태

 온라인 관리시스템(시설사) 및 모바일 티켓(고객) 기본 제공
 교통 연계 협의에 따라 실물 카드형 순차적 개발

지원 성격

 판매 수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시설사 수

 지역 내 최대한 많은 시설사 협의 및 확보
 상품별 5~8개 시설사 기준 상품 기획
 지역별 식음료 등 할인가맹점 확보

시설사 관리

 상시 유선 및 메일을 통한 운영 소식 전달 관리
 정기적 간담회 또는 방문을 통한 시설사 점검
 CS팀을 통한 문의창구 활용

상품 기획






교통 연계

 카쉐어링, 시티투어, 퍼스널 모빌리티 등 연계 검토
 실물 카드를 활용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검토

판매 운영

 온라인 OTA 다채널 연동 판매
 CS팀을 통한 고객 및 시설사 응대
 주기적 채널 프로모션 연계로 마케팅 및 판매 지원

홍보 마케팅
고도화

각 지역이 보유한 관광지 특성 고려 컨셉 도출
지역별 투어패스 및 광역투어패스 연계 판매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사 구성
시설사 특성, 관광객 동선, 계절감 등을 반영한 상품 기획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머스,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리플렛, 배너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마케팅
 상품 판매 데이터 및 설문조사에 근거한 현황 파악
 문제점 개선 및 서비스 정기적 고도화

90∣경기투어패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추진계획
1) 사업추진체계 구축
경기투어패스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 위탁운영사, 참여 시설
사, 기초지자체(시⋅군)와 상호협력하는 구조를 조성
경기도는 [그림 5-1]과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발주 및 관리, 투어패스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조례 제정 등을 담당
경기관광공사는 상품 기획, 예산 집행,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
위탁운영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설사 협의 및 확보, 시설사 검표 및 시스
템 관리 현장 교육, CS팀 관리,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OTA 다채널 연동 판
매, 정산관리, 상품 판매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
참여 시설사는 콘텐츠 공급, 모바일 검표, 정산 확인, 홍보물 관리 등을 수행
기초지자체는 경기투어패스 플랫폼과 지역 투어패스 연동, 지역 투어패스 상품
기획 제안, 경기투어패스와 공동마케팅, 관내 시설사 협의 지원 등을 지원
[그림 5-1] 경기투어패스 사업추진체계 예시(위탁운영사 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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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시스템 구축
초기 위탁운영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업 안정화 단계를 거쳐 향후 자체
운영시스템을 구축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보면, 투어패스 운영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방안을 채택
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비해 큰 비용(약 4~7억)이 투입되어 부담이 큰 편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 필요
현실적으로 초기 운영시스템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민간
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유지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최적의 방안이라
고 판단되며, 사업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개발

초기 상품 기획이 용이한 일부 지역을 우선 개발⋅운영하고, 경기도 전체로
단계적 확대
경기도는 각 지역⋅시설사 간 관광 매력도 차이가 큰 편으로 파악되어 단순히
지역 내 시설사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지역 간 판매량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
이에 가족 단위 체험, 상시 관람, 액티비티, 실내⋅외 등 상품 컨셉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가장 적합한 시스템과 마케팅 기법, 운영 방식
등을 적용한 후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로 확대

사업역량이 검증된 위탁운영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조치 필요
지자체 발주사업의 특성상 특정 민간 업체(위탁운영사)와 계약을 일정 기간 이
상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따라서 기존 위탁 계약 만료 후 운영사가 변경될 경우, 각 시설사별 판매대행계
약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로 인
해 많은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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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투어패스 위탁운영사 변경 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는 사전에 검증된 업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투어패스 서비스 형태는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티켓 검표 방식을 기본
으로 적용하되 이후 지역 대중교통 연계 시 실물 카드도 발행 고려
경기도 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은 규모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시설사별
검표 환경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티켓
서비스 제공 필요
수도권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타겟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통 연계상품을 기획⋅제공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 IC칩이 삽입된 실물 카드 개발이 필요
경기투어패스 운영시스템 아키텍처는 [그림 5-2]와 같이 제시될 수 있음
[그림 5-2] 경기투어패스 운영시스템 아키텍처 예시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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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사 계약 및 관리
참여 시설사는 최대한 많은 수를 확보하고, 할인가맹점은 특정 기준을 두어
공모를 통한 협약 필요
각 지역별로 최대한 많은 수의 시설사를 확보⋅협의하고, 각 시설의 장점을 최
대한 발휘하면서 특색있는 상품으로 활용
운영사와 협의가 완료된 시설사들로 상품 기획 시, 투어패스 상품당 약 5~8개
시설사가 포함되는 것이 적합
너무 많은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 상품 자체의 가격이 높아지고, 이를 다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구매자의 심리적 판단이 구매전환율을 감소
약 5~8개의 시설사로 구성된 투어패스는 고객의 동선을 명료하게 해주며, 통상
적으로 1만 원 초중반대의 가격 책정 가능
할인가맹점의 경우 참여 시설사에 비해 협의가 간단하여 양적 관리가 용이하지
만 무분별한 가맹점의 확대는 상품의 질을 저하
식⋅음료시설의 만족도는 가맹점의 품질 관리가 어려우며, 운영사와의 소통 없
이 휴업 또는 폐점하는 경우가 많은 편
객관적 기준 없이 할인가맹 협약을 진행하게 되면 이후 사업성과가 높아졌을
시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로부터 선정 기준에 대한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인가맹점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

전화 및 e-mail, 오프라인 방문, 정기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주기적이고 입체적인 시설사 관리가 필요함
상품 구매자뿐만 아니라 참여 시설사 역시 투어패스 사업의 고객이기에 관리
및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 필요
자유 이용시설, 패키지 시설, 할인가맹점 등 제휴 업체의 특성을 구분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소통 창구를 활용
계약 및 상품 기획을 위한 방문 협의와 더불어 상품 판매 상황 및 채널, 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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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보고 등 시설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
각 시설사 방문 및 검표를 위한 매뉴얼 배포와 현장 교육을 통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판매량이 적은 시설은 검표 방법 숙지가 미흡할
수 있기에 주기적 연락을 통해 재교육 진행
상시 운영하는 전담 CS팀을 활용하여 고객은 물론 참여 시설사의 현장 문의
사항을 취합하고,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
정기 간담회를 통해 운영, 관리, 마케팅 등과 관련된 각 시설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

4) 상품 기획 및 마케팅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컨셉 도출 및 매력도 높은 상품 기획 필요
지역이 보유한 시설사의 특성과 관광객 동선, 비수기/성수기,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해 세분 시장별 맞춤형 상품 기획 필요
공공시설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에 의해 즉각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반응이 민감한 편이며, 이 경우 함께 결합된 투어패스 상품들 역시 판매를 중단
따라서 이러한 외부 요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은 상품 옵션으로
분리하여 해당 시설이 제외되더라도 기존 투어패스 상품의 판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상품 세팅이 필요
온라인 상품 적정가를 유지하기 위해 1만 원대로 투어패스 기본권(지역이용권)
을 구성하고 기존 이용 금액이 높은 패러글라이딩, 짚라인 등 체험상품은 해당
기본권과 결합한 패키지권으로 판매
각 지역의 투어패스 상품이 개발되면 교통 여건과 고객 동선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투어패스를 개발하고, 숙박 할인 등을 제공하여 자연
스럽게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를 유도
또한, 지역축제 및 이벤트 개최 시, 축제 연계 투어패스를 기획⋅판매하여 축제
방문객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대로 관광시설을 찾은
방문객은 축제장으로 유도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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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OTA, 여행 플랫폼 등을 통한 다채널 판매 전략 추진
포털사이트 및 오픈마켓, 소셜마켓, 여행 플랫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판매 추진
상품별 전문 MD를 두어 각 채널에 적합한 디자인과 옵션을 세팅하고, 채널 담당
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기적 프로모션을 기획
각 채널별 상품가와 쿠폰 할인금액 등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 고객 및
온라인 판매채널 모두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운영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진행
각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보유한 공신력이 높은 홍보 채널
(문화관광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및 SNS, 유튜브 채널, 관광안내소 등)을 활용
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
온라인의 경우, 판매량에 증대를 위한 키워드 광고, 바이럴마케팅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어패스 브랜드 구축을 추진
오프라인의 경우, X배너 및 리플렛,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어패스 상
품에 포함된 시설사, 지역 내 주요 관광안내소 등에 설치

5) 상품 및 시스템 고도화
판매데이터를 통한 상품 및 시스템 고도화
투어패스 상품별 판매데이터는 운영사 서버에 저장⋅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
제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
고객의 구매 패턴, 성별, 연령, 거주지역, 이용시간, 이용시설 수, 동선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의 이용특성을 파악하고, 상품 개선 및 마케팅에 활용

CS 및 설문조사를 통한 상품 및 시스템 고도화
주말과 공휴일에 여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 운영하는 CS팀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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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객과 시설사의 문의와 요청사항을 즉각적으로 대응
CS팀을 통해 접수된 처리사항을 고객 및 시설사로 구분하여 향후 상품 및 시스
템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반영
모바일 티켓 구매과정에서 고객이 작성하는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한정적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고객 정보
를 수집하는 방안 필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벤트(음료 쿠폰 제공 등)를 실시하여 경기투
어패스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및 마케팅 측면에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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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화 방안
1) 상품 구성 및 운영방안
경기도는 민간(관광)시설이 고객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혜택을 경기투어패스
를 통해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초기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 필요
파격적인 이용 혜택(일부 시설 무료입장 등)을 제공하는 경쟁우위 전략으로 구
매전환율을 높여 초기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
고객이 투어패스를 구매하면 대기하지 않고, 시설에 바로 입장하는 ‘패스트트
랙’ 서비스(예: 대전투어패스 사례)를 제공하는 것도 차별화 전략
또한, 실물 카드를 도입하는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소장가치를 높이거나(예:
유명가수 이미지가 들어간 카드 제작) 패키지 형태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방
안(예: 관광지도 제공)도 검토

내국인용은 모바일 바코드형을 채택하되, 외국인용과 더불어 내국인도 지역의
관광 여건에 따라 실물 카드를 도입
모바일 검표시스템이 검표나 이용시설 업데이트 등 투어패스 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교통카드 기능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숙박시설 연계 등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 존재
일부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은 모바일 바코드형보다 실물 카드 또는 종이 쿠폰형
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어 상황에 따라 검토 필요
-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실물 카드 상품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투어패스는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경기도 등 광역 단위에서
통합하고, 세분화된 상품을 늘려나가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 ‘남해안 코리아투어카드’를 런칭한 ‘코리아투어카드(외국인용)’사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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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투어패스도 브랜딩에 집중하면서 각 지역별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 필요
(예: 수원권, 파주권 등)
- 또한, 경기도가 관광지 큐레이션을 통해 (예: 경기바다 관광지 10선) 투어패스로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이 가능함
- 이밖에, AR, VR, 드론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방안, 당일 여행패키지에 투어패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려해야 함

2) 투어패스 운영시스템 구축방안
투어패스 운영시스템은 대부분 위탁운영사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추세
운영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위탁운영사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 중 사업
운영에 있어서 유리한 방안을 모색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투어패스들의 경우 대부분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위탁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임

위탁 운영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운영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리스크
가 우려되며,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위탁운영사가 변경될 시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 변경되고 각 시설사와 재계약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판매 대행 계약의 주체를 위탁운영사가 아닌 도 유관기관(예: 경기관광공사 등)
으로 하여 시설사와 계약하는 방안도 모색 가능
- 유관기관이 시설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 조항 내 '온라인 판매 운영 및 정산은
선정된 위탁운영사가 진행함'으로 명시하고, 위탁운영사가 선정되면 유관기관이 각 시설사
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함

향후 자체적으로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어패스와 연동하는 경우,
투어패스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검토 필요
최근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추진하는 사례들이 제시
경기도가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 투어패스와 연동하여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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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수 있지만 막대한 초기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
- 지역의 관광안내정보, 관광콘텐츠 등이 하나로 통합된 스마트 관광플랫폼이 투어패스 시스
템과 연동되면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초기 플랫폼 구축 비용과 매년 투입되는 시스템 유지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함
- 모 지자체의 경우, 스마트 관광거리 조성 및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약 80억 원의
초기 비용이 투입된 바 있음

또한, 자체 플랫폼 구축 이후에도 민간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매
년 상당한 마케팅 비용 투입이 예상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역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한 투어패스 활성화 방안은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 및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경기도와 각 시⋅군의 협력 강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위탁운영사, 참여시설사 등 원활한 투어패스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설정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코어(core)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
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능
‘경기투어패스 통합 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각 지역별, 테마별 투어패스를
확대⋅연동하는 방안 모색
- 특히, 경기도는 각 시⋅군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함(예: 운영시스템 구축 시 도비 지원 등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경기투어패스 참여 시 이점 확대
경기투어패스 사업에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이점으로는 예산 절감 및 광역
단위 패스의 효율성
- (예산 절감)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투어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기 운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효율성) 투어패스 사용지역에 대한 제약이 없이 경기도 내 주요 지역을 연계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신규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으며, 이는 체류시간 및 관광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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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개별 추진 사례) 수원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원화성
관광특구 내 ‘행궁마을 Pass’를 판매할 계획
- 오프라인 중심으로 판매되던 수원화성 일대 다양한 관광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투어패스 개발 및 판매 예정임(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
- 상품 구성: 관람(수원화성,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립미술관 등)·체험(국궁체험
공방체험 등)·탑승시설(화성어차, XR 모빌리티 투어버스 등)·음식(통닭거리, 행리단길,
맛촌거리 식당 및 카페 등)이 포함됨
- 패스 종류: 수원 夜행, 방화수류정 피크닉, MZ세대 게이밍 등

투어패스를 기초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 외에 신규
관광시설 연계가 용이하고, 지역주민에게도 특별한 혜택 부여 가능
- 기초지자체가 직접 투어패스를 운영하면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관람, 체험, 탑승시설, 음식 등을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주민에게 할인 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투어패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경기도는 기초지자체가 경기투어패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 방침과 지원 방안 제시 필요
- 경기투어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시 기초지자체 투어패스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개발함
- 지역별, 테마별 투어패스 상품 개발을 위한 경기도-시･군 실무자 협의를 확대함
- 지역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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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경기투어패스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 경기투어패스 추진 여건 분석, 2) 투어패스 사례
분석, 3) 설문조사, 4)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수행
추진 여건 분석은 투어패스 개념 및 특징, 투어패스 유형, 경기투어패스 시범운
영 성과분석을 수행
투어패스 사례분석은 국내 및 해외의 주요 투어패스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시사점을 도출
설문조사는 국내 투어패스 이용실태, 경기투어패스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
으며,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은 기본방향 설정, 운영시스템 구축 및 시설사 관리,
상품기획 및 마케팅 등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

(투어패스 특성) 투어패스는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을 결합하여 지정된 시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 관광상품
지역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투어패스 ‘기본권’과 레저시설 등을 연계한 ‘레저
패키지권’, 광역 단위의 ‘광역투어패스’ 등 다양한 파생 상품 개발
투어패스는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 기획 및 판매, 온⋅오프라인 검표
시스템 사용, 투어패스 구축 및 운영 전반 사항의 데이터베이스화, 전용 시스템
개발과 플랫폼 기반의 확장성 및 유연성 등 특성 보유
투어패스 이용방식에 따른 유형은 ‘자유이용권형’과 ‘요금차감형’으로 구분되
며, 판매가격 연동 및 패키지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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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사업성과) ’20년 ‘경기투어패스 시범운영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운영 및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음
경기투어패스는 고양⋅파주⋅수원⋅용인 지역 내 주요 관광시설 중 28개 시설
사를 선정하고, ‘기본권’과 ‘패키지권’으로 구성
’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판매 328건(16%), 오프라인 B2B 판매 1,733
건(84%)으로 총 2,061건을 판매
- 지역권으로는 ‘고양⋅파주권’, 패키지권은 ‘플라잉수원 패키지권’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
며, 전체 판매량 중 청소년권 및 소인권의 판매량이 897건(44%)임
- 투어패스 티켓 1매당 약 3.4곳을 방문하여 관광시설 연계와 체류시간 증대에 기여함

사업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관광시설 운영 중단과 여행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투어패스 운영 및 마케팅 측면에서 성과
- 지역 시설사 협의, 상품 기획 및 판매, 관리시스템 개발 및 모바일 검표 적용, 시설사
담당자 검표 및 시스템 관리 현장 교육 진행, 관광지 사진⋅영상 촬영 후 보정 및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브랜딩 강화, 게이미피케이션 기획 구축 등을 수행함

향후 경기투어패스 사업은 유인력을 갖춘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상품
기획과 ‘경기투어패스’라는 브랜드 가치 제고 필요

(사례분석) 해외 투어패스는 각 도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의 경쟁력이 뛰어나
자생적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국내 투어패스는 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
로 추진되며, 상품 경쟁력이 낮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편
해외 투어패스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와 관광인프라 및 주변 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투어패스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은 편
국내 투어패스는 대부분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진흥사
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
(국내 현황) 현재까지 누적된 국내 투어패스는 약 100여 개(사업 기준 70개)이
며, 이 중 현재 운영 중인 투어패스는 지자체 기준 49개(사업 기준 21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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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투어패스는 대부분 위탁운영사의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용역
계약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식
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지자체 투어패스도 다수 있음
- 투어패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더라도 운영시스템과 상품 페이지는 다시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빠르게 운영 재개가 가능함

국내⋅외 주요 투어패스 사례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사업목적) ‘지역관광 상생’이라는 공공적 가치와 ‘자생적 수익모델’이라는 민간
사업의 특성 간의 균형이 중요
- 지자체(발주처)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시설사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운영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시스템) 지자체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 필요
- 투어패스 운영업체 조건으로는 상품 기획 및 시설사 계약 관리, 온라인 OTA 채널 연동
판매 및 정산, 디자인 및 마케팅, CS관리 등이 있음

(서비스 형태) 결제 및 검표가 편리한 ‘모바일 바코드형’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실물 카드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
(상품 기획) 지역이 보유한 관광 자원의 특성과 각 시설사의 입지, 관광객 동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상품 기획 필요
(시설사 협의) 공공 및 민간시설을 혼합하되 매력성이 높은 민간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공공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
- 공공시설사는 민간시설사에 비해 계약의 행정적 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조건들이 누락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이 필요함

(교통기능 연계) 대상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카드, 카쉐어링 플랫폼,
시티투어버스, KTX 등과 연계 가능
-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버스 및 전철과의 연계가 효과적임

8) 넥스트스토리(주)의 전수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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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국내 투어패스는 가격 경쟁력과 상품의 매력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기투어패스는 초기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랜드
마크 시설 유치, 공격적인 가격정책,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필요
투어패스는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마케
팅만큼 오프라인 홍보전략도 중요
- 응답자들은 투어패스 정보를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접한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20대, 30대 MZ세대는 온라인 플랫폼, 50대는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시민들은 투어패스 선택속성으로 가격과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검표 방식
과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편
- 투어패스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확대하기보다는 파격적인 할인율이 가장 중요하며, 투어
패스에 포함된 관광시설 수나 시설 간 접근성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관광목적지로서 경기도는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다양한 관광시설이 입지하
고 있다는 점이며, 경기투어패스 구매 의사는 80% 이상 응답
- 수도권 거주자는 접근성, 비수도권 거주자는 관광 매력성에 가치를 두고 경기도를 방문하
는 것으로 보임
- 투어패스 이용자들은 투어패스 사용 기한(예: 1일권, 2일권 등)에 따라 여행 기간이 결정되
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투어패스 확산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역이용권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가평군’, ‘수원시’ 등이며, 선호하는 이유로는
유명한 관광시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
-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주로 유명 관광지나 관광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므로 랜드마
크 시설 유치와 할인율 책정이 중요한 요소임
- 잠재고객의 선호도는 경기투어패스 지역이용권 상품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테마
이용권으로는 ‘카페⋅맛집투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테마이용권은 경기도 차원의 관광 진흥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예: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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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경기도 관광객의 여행패턴과 선호지역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기도
가 보유하고 있는 랜드마크 시설과 명소들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 추진
경기투어패스는 가격 우위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을 최대한 빠르게 유치하
고,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
상품 기획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1) 잠재고객이 ‘가보고 싶은 곳(랜드마크
시설)’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2)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관광시설을 결합한 투어패스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로서의 투어패스로 브랜드 구축 필요
또한, 경기도 관광객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품 기획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
경기도는 투어패스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 협력
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 특히, 경기투어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운영사와 시설사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풀어주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함

(역할분담)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투어패스의 핵심 주체 역할을 수행
하면서 위탁운영사, 참여 시설사, 각 시⋅군이 상호협력하는 구조를 조성
경기도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사업발주 및 관리, 투어패스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조례 제정 등
경기관광공사는 상품 기획, 예산 집행, 조정자 역할,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위탁운영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설사 협의 및 확보, 시설사 검표 및 시스
템 관리 현장 교육, CS팀 관리,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OTA 다채널 연동 판
매, 정산관리, 상품 판매데이터 구축 및 분석(피드백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 등
시설사는 콘텐츠 공급, 모바일 검표, 정산 확인, 현장 홍보물 관리 등
기초지자체(시⋅군)는 경기투어패스 플랫폼과 지역 투어패스 연동, 지역 투어
패스 상품 기획 제안, 경기투어패스와 공동마케팅, 관내 시설사 협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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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초기 단계에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인지도 확보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시스템 구축 및 사업 확대를 모색
투어패스는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경기투어패스로 브랜드를 통합
하고, 세분화된 상품을 늘려나가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
각 시⋅군이 경기투어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체 투어패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 기초지자체는 투어패스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또한, 투어패스 지역을 해당 시⋅군 이외에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역 투어패스에 비해 우위에 있음
- 경기도는 각 시⋅군이 경기투어패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지원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기투어패스는 민간시설사들이 제안하기 어려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
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초기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 인지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한시적 무료입장 혜택, 파격적인 가격 할인정책, 패스트트랙
도입, 소장용 투어패스(실물 카드) 제작 등이 제시될 수 있음

경기투어패스 운영시스템은 초기 단계에서 위탁운영사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정착 단계에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 초기 위탁 운영을 통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사의 판매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에 집중함
- 위탁운영사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므로, 시행착오 없이 운영 가능함
- 다만, 위탁 계약 기간 만료 후 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리스크(시설사와의 계약관계, 운영
시스템 변경 등)가 우려되므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투어패스 운영시스템을 스마트관광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안 검토
- 경기도가 향후 관광정보, 관광서비스 등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하는
경우 투어패스 운영시스템과 연동하는 모델로서 투어패스 판매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초기
예산과 운영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여행 관련 민간 플랫폼(예: 야놀자, 여기어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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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경기투어패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기준 수립이 가장
중요하며, 지자체 연계, 상품 기획, 차별화 전략, 사업 확대 순으로 추진
경기투어패스 운영 가이드라인 구축
경기도는 ’20년 경기투어패스 시범사업 성과 및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
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위탁운영업체, 공공/민간 시설사, 기초지차체 등 경기투어패스 이
해관계자와 관광 분야 교수, 연구원 등 투어패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통해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세부 지침을 마련함

위탁운영사 계약 및 관리, 참여 시설사 판매대행 계약,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는 차원
향후 ｢경기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경기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 투어패스 연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투어패스
를 광역 단위의 경기투어패스와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
초기에는 경기투어패스 통합브랜드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경기투
어패스가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면, 2~3개 지역을 결합한 투어패스를 출시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모색
- 관광객들의 이동패턴이 행정구역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력성이
높은 관광지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투어패스가 더욱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
고 판단됨
- 경기도 차원에서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투어패스
상품에 의해 타 지역에서 신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경기투어패스가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역 투어
패스를 연동하여 고객들이 경기투어패스 플랫폼 내에서도 각 지역 투어패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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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 추진

관광빅데이터 기반 투어패스 상품 기획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방문객 소비 및 이동패턴, 네비게이션 데이터 등 관광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어패스 상품 기획을 추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관광지, 특정 기간 또는 시간대에 이동이 집중되
는 구간, 관광소비가 집중되는 지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
성함으로써 판매 효과를 극대화
기본적으로 관광지식정보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데이터랩(한국관
광공사),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경기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투어패스 운영시스템에 수집되는 고객데이터도 활용

경기투어패스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 도입
경기투어패스를 구매하면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관광시설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
- 서비스 도입 희망 시설사가 참여하고 위탁운영사가 지원하는 형태임

경기투어패스 참여 시설사 중 사람이 많이 붐비는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가능
‘패스트트랙’ 입장이 가능한 이용권은 일반이용권에 비해 가격은 더 높게 책정
함으로써 시설사 수익 측면에서도 기여가 가능

경기도 추진 관광사업과 연계한 투어패스 개발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진흥사업과 연계한 투어패스를 개
발함으로써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경기바다 특화거리 활성화 시범사
업’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 대상지를 배경으로 상품 기획 추진
경기투어패스를 통해 신규 사업 대상지에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높은 사업성과
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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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한 투어패스 상품 출시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화폐 투어패스’ 상품을 출시하여 고객들에게 인센
티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지역화폐 투어패스’는 일반 지역화폐와 같이 충전하면 최대 6~10% 추가 인센
티브가 제공되며, 실물 카드로만 제공
- 모바일형은 경기투어패스 운영시스템과 연동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투어패스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실물 카드형 투어패스를 우선 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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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ur pass is one of the tourist products that people can visit and
enjoy tourist attractions with one card at a low price. Unlike
international tour passes, domestic tour passes have been operated by
local government support. So far,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100 tour passes issued by local governments, and about 60 of them are
currently in use.
In particular, Gyeonggi-Do introduced “Gyeonggi Tour Pass” in 2020
and has conducted pilot projects in four regions: Goyang, Paju, Suwon,
and Yongin. A total of 2,061 tickets were sold from July to December
2020, and it was found that about 3.4 places were visited per ticket.
While Gyeonggi Tour Pass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visitors’ length
of stay, there has been difficulties in operation and marketing due to
COVID-19.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s a sustainable operation plan of the
Gyeonggi Tour Pass project to attract more tourists to Gyeonggi-Do.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tructure for mutual cooperation among the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the commissioned operator, lower local
government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for the stable business
operation of the Gyeonggi Tour pass in the future. In addition,
Gyeonggi-Do is required to carry out the following plans: (1) Preparing
an operating guideline through the constructive discuss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which are relevant with the Gyeonggi Tour Pass, (2)
Developing effective product plans based on the big-data such as
tourists’ movement pattern and the used of credit cards in the filed of
tourism, (3) Providing visitors ‘fast-track’ card which allows them to
quickly enter tourist facilities without waiting time, (4) Strengthen the
brand competitiveness by linking the tour pass operated by th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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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local governments with the Gyeonggi Tour Pass, and (5) Developing
tour pass products involved with core business in Gyeonggi-do and
products linked to a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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