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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용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누구나 차별감, 불안감, 위축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사용상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개인 선호나 장애, 능력과 무관하게 

넓은 범위에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사용자의 경험이나 지식, 언어 등과 관계없이 

이해하기 쉽게 디자인한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사용자의 감각 능력이나 환경조건과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사용자가 잘못 쓰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위험이나 역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디자인한다.

적은 신체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피로 없이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접근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체구, 자세, 이동성과 무관하게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크기와 공간을 디자인한다.

모두를 위한 관광
(Tourism for All) 개념

1)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esign Center, THE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1997) 2) 관광약자의 정의 :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항 (제정 2017년)

“모두를 위한 관광”은 장애, 연령, 성별, 인종, 국적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게 여가 문화를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시설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 환경의 개선, 교통수단 제공, 보조기구의 제공, 인적 서비스,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관광활동이라도 자유롭

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물리적 환경, 정보 서비스, 인적 서비

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유니버설 관광(Universal Tourism), 포용 관광(Inclusive 

Tourism)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 관광’, ‘장애인관광’을 주로 사용

하여 보편적인 개념인 ‘모두를 위한 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모

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의 기본적 패러다임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1)에서 비롯됩니다.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항 -

관광약자의 정의는 대상, 지역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각 지방정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관광약자의 

개념을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

의 제약조건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여 물리적· 심리적 장벽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약자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Step 01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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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

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

하며 아래와 같이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의 여행환경 속에서 장애를 가진 여행자는 여행 참여와 관련하여 여행자원, 

시설, 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 결핍, 그리고 관광업계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 관광 활동의 제

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행은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행과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축하여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분류 세부 내용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

신체

내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장애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등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

정신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서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에 대

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고령자(高齡者)’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의 ‘고령층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018)’ 에 따르면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적 고령층, 적극적 고령층, 소극적 고령층, 순응적 고령층, 건

강상태 및 소득수준이 전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일반적 고령층으로 구분하며, 고령자 대

상 관광은 주로 관광활동이 활발한 적극적 고령층과 일반적 고령층 대상으로 활성화되

어 있습니다.

소비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이전과 달리, 구매력과 지출의향은 물론 온라인 쇼핑에도 능

한 활동적 장년(active senior)들이 향후 관광소비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층 관광객 계층 분류 3)>

아이를 임신한 여자(임부)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임산부

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안전

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할 권

리가 있으며 이는 관광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3) 고령층 관광객 계층 분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고령층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018)

4)  영유아보육법상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과 동행하는 영유아 동반 가족을 여가 및 관광 향유에 제약이 있는 

관광약자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가족 화장실, 수유실 등에 대한 설치 기준 권고를 통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생활·여가 및 

관광 활동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

활동적 

고령층

건강(좋음)

적극적 

고령층

소극적 

고령층

순응적 

고령층

저소득 고소득

일반적
고령층

건강(좋음)

건강(나쁨) 건강(나쁨)

고령자란?장애인이란?

영유아 동반 

가족이란?

임산부란?

영유아복지법상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과 동행하는 영유아 동반 가족4)은 기저귀 

교환, 수유, 화장실, 식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가 및 관광 향유에 제약이 있는 관광약

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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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약자는 전체 인구(내국인)의 약 26%, 경기도내 전체 인구의 

22.3%가 관광약자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2~3명은 관광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전국/경기도 관광약자 현황6)>

구분 전국 경기도

총인구수 51,638,809 13,565,450

관광약자 13,438,939 (26%) 3,032,916 (22.3%)

 └ 장애인 2,644,700  (5.2%) 578,668 (4.2%)

 └ 고령자 8,851,031 (17.1%) 1,881,464 (13.8%)

 └ 영유아 5) 1,943,208  (3.7%) 572,784 (4.2%)

전국 관광약자 비율
경기도 관광약자 비율

51,638,809 명
전국 총인구수

51,829,023명
전국 총인구수

고령자 | 8,851,031명

17.1%
고령자 | 1,881,464명

13.8%
장애인 | 2,644,700명

5.2%
영유아 | 572,784명

4.2%
영유아 | 1,943,208명

3.7%
장애인 | 578,668명

4.2%

5) 본 매뉴얼에서는 영유아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 인구수만 집계함

6)  전체인구, 관광약자 현황 및 비율 : 통계청, 2019-2021년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장애인현황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관광약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19-2021년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관광약자는 507,501명(3.9%)이 증가 하였으며, 전체인구 대비 관광약자 비율도 

1.1% 증가하였습니다.

여행이 보편적인 권리의 하나로 정착되면서 관광약자의 관광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2021 2020 2019

총인구수 51,638,809 51,829,023 51,849,861

관광약자 합계 13,438,939 13,250,493 12,931,438

 └ 장애인 2,644,700 2,633,026 2,618,918

 └ 고령자  8,851,031 8,496,077 8,026,915

 └ 영유아 1,943,208 2,121,390 2,285,605

전체인구 대비 비율 26% 25.6% 24.9%

7)  2019-2021년 국내 관광약자 추이 : 통계청, 2019-2021년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장애인현황

<2019-2021년 국내 관광약자 추이7)>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총계(단위 : 천 명)

(단위 : 명) (단위 : 명)

2021년

26%

13,438,939

1,943,208

8,851,031

2,644,700

2020년

25.6%

13,250,493

8,496,077

2,121,390
2,633,026

2019년

24.9%

12,931,438

8,026,915

2,285,6052,618,918

2021년 12월 기준 전국 / 경기도 관광약자 현황 국내 관광약자 추이

13,565,450 명
경기도 총인구수

10 11

관광약자 
시장규모의 확대

Step 03

국민 10명 중 

2~3명은 

관광약자

매년 증가하는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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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주요 고객,
관광약자

‘모두를 위한 관광’ 
관련 법률

Step 04 Step 05

장애인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여가활동증진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

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당일여행 평균 141,732원을 지출하고 비장애인은 72,464원을 지

출하여 장애인이 50% 이상 여행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며 장애인은 그 특수성에 의해 가족 

및 단체로 여행하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고객 유치가 가능합니다.

영유아 동반 가족 

자유롭고 개성 넘치며 자존감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하고 부모가 된 밀레니얼 가족은 저

출산, 경제 불황에도 성장하는 키즈 시장을 선도하며 내 아이를 위한 소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

는 성향이 강합니다. 골드키즈, VIB(Very Important Baby), 텐포켓(한 명의 아이를 위해 10명

의 친·인척이 지갑을 열음)등 과한 키즈 시장을 의미하는 신조어들이 등장하였으며, 유캉스(유

아+바캉스), 키캉스(Kids+바캉스) 등의 신조어 양산과 함께 영유아 동반 여행, 교육 테마여행 

등 여행행태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9)

고령자

활동적 장년(active senior)은 은퇴 후 본인을 위한 소비와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

대로 한 여행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여행 소비를 주도한 세대는 5060 활동적 장년

들이었습니다. 활동적 장년의 여행상품 구매가격은 평균 112만원으로 타 연령대 대비 18% 

가량 높았으며 관광업계에서 소비 주체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8)

임산부

오늘날 ‘베이비 문(Baby Moon)’이라고 불리는 태교 여행은 태아의 오감 자극, 임산부의 스트

레스 완화, 출산 후 여행을 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고려해 임산부들 사이에 출산 전 꼭 다녀와

야 하는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태아와 예비부모를 위한 여행이라는 특

성상 최고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수익성이 높아 여행업계에서 태교여행은 새로운 수익모델

로 자리잡았습니다. 10)

8) 하나투어, 2019년 해외여행 7대 트렌드 전망

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2019) 밀레니얼 가족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96페이지)

10) 이데일리, 선택 아닌 필수된 태교여행(2016.08.25, 전상희 기자)

국내 ‘모두를 위한 관광’ 관련된 법률 간 주 대상자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법률 외 광역시도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기준 60개 지자체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광활동 지원, 관광약자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있으며, 기본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관광기본법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

관광진흥법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함

모두를 위한 관광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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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시도별 조례명 시행일자

1
경기도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10. 7.

2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 7. 1.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 11. 1.

4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2017. 1. 5.

5

강원도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11. 8.

6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11. 8.

7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2. 4. 15.

8 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5. 20.

9 경상남도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3. 28.

10
경상북도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6. 4.

11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12. 10.

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3. 31.

13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2. 13.

14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0. 11. 27.

15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 2019. 7. 8.

18 광주광역시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 10. 15.

19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0. 7. 10.

20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12. 10.

21 대구광역시달서구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 2021. 12. 21.

22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10. 30.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2. 4. 20.

27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8. 11.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 2021. 5. 14.

29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 2021. 10. 1.

3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5. 26.

31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12. 21.

32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9. 25.

33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2. 5.

34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3. 8.

35
세종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7. 15.

3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9. 24.

3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2. 1. 13.

11) 지자체별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자치법규 참고

2022년 6월 기준지자체별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지자체별 

관광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현황11)

38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8. 9. 19.

39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7. 9. 29.

40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12. 23.

41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4. 18.

42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8. 12. 28.

43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7. 14.

44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8. 5.

45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10. 1.

46 전라남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 6. 11.

47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0. 9. 15.

48

전라북도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2. 3. 18.

49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12. 11.

50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19. 11. 7.

51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9. 27.

52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9. 29.

53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11. 8.

55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12. 31.

5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2013. 10. 30.

57 충청남도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12. 20.

58 충청남도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 3. 30.

59 충청남도 충청남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 4. 30.

60 충청북도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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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장애 관광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1

경기도 
무장애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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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경기관광도시”

-

경기도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동반인, 외국인 등의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경기관광을 실현합니다
교육지원

관광약자 관광향유권 보장

코스개발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관광약자 등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기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금 300,000,000원(경기도 위탁사업)

• 사업대상 : 관광약자 및 관광업계 종사자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공공ㆍ민간 관광업계 종사자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 경기도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 경기도 무장애 관광 코스개발 및 시범투어 진행

•  성과목표 : 경기도 주요 관광지 무장애 수준 및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경기도 무장애 

관광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

■ 사업개요 

·  도내 공공ㆍ민간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무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52개소)

모두를 위한 경기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   무장애 경기관광 여행사  

선정 및 관광약자 유형별  

관광코스 개발 및 시범투어 

운영(10회)

·  무장애 경기관광 마이크로 

페이지 유지ㆍ관리

·  경기관광 전문필진 및 SNS 

활용 온라인 프로모션

·  무장애 경기관광 권역별  

시리즈 영상 제작(6편)

2022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계획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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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 성과  

및 개선사항

■ 2021년 성과 및 2022년 개선(변경) 사항

3.  세부추진 

계획

① 공공ㆍ민간 관광업계 종사자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 교육방식 : 교육 전문업계 연계 전문 강사 온라인 교육 추진

• 교육대상 :  (공공) 경기도내 지자체 공공기관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연생태, 문화예술, 축제

이벤트 분야 종사자 

(민간) 경기도내 관광지, 자연생태ㆍ문화예술 지역협의체, 체험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종사자

② 경기도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 무장애 경기관광 마이크로 페이지 유지ㆍ관리

- 시의성을 고려한 메인 콘텐츠 관리 및 디자인 적용

- 마이크로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편의기능 개선 등 능동적 운영

- 신규 콘텐츠의 디자인 개발 및 등재, 지속적 콘텐츠 현행화 추진

- 기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및 웹접근성 인증서 갱신 등

- 시각장애인 배려를 위한 페이지 내 오디오 파일 삽입 등

• 경기관광 전문필진 및 SNS 활용 온라인 프로모션

- 무장애 경기관광 콘텐츠 선정 등 현장취재 기사 기획 및 관리

- 인스타그램 활용 사업소개 및 정보제공

- 광고 및 이벤트 진행을 통해 무장애 경기관광 콘텐츠 확산

• 무장애 경기관광 권역별 시리즈 영상 제작(6편)

-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등이 출연, 관광

지 포인트를 살린 재미, 정보, 신선함을 담은 영상

- 관광약자 유형별 대상을 고려한 영상내용으로 기획

- 모든 영상은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수어영상 또는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

③ 경기도 무장애 관광 코스개발

• 무장애 경기관광 여행사 선정 및 관광약자 유형별 관광코스 개발

- (지체장애인) BF인증 및 관광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관광지 중심

- (시각장애인) 정착, 후각, 촉각 중심 콘텐츠 개발

- (청각장애인) 수어영상 제공 또는 수화가능 해설사 배치

-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등) 자연생태 치유공간을 활용한 휴식콘텐츠 제공

- (영유아 동반) 체험, 놀이문화시설 중심 관광코스 개발

- (고령자) 자연생태, 치유, 문화유산 중심 관광코스 개발

•  관광지, 음식점 등 사전답사, 해설사 섭외 등 일정 수립 , 관광약자 유형별 참가자 모집

(회당 10명 이내) 및 시범투어 운영(10회 이내)

• 각 시범투어 종료 후 참가자 평가를 위한 인터뷰 또는 만족도 조사

• 만족도 분석을 통한 관광약자(유형별) 맞춤형 여행코스 발굴

• 추진내용

- 공공ㆍ민간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매뉴얼 개발 및 교재 배포

-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 교육 전문업계 연계 온라인교육 운영 LMS 구축

- 필수교육과정과 선택과정(법정의무교육) 제공을 통한 관광업계 참여율 제고

- 무장애 경기관광 인식개선 교육 홍보영상 및 사업 홍보영상 제작(각 1편)

• 추진성과

• 개선(변경) 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교육

지원

• 관광약자 수용태세 및 인식개선

-  관광업계 종사자 및 시ㆍ군 문화  

관광 해설사 교육

• 관광약자 수용태세 및 인식개선 교육대상 확대

- 공공과 민간업계로 구분하여 확대교육 진행

현황

조사 및 

홍보

•관광약자 시설이용 정보제공 중심

-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지 조사

- 이용편의 영상제작(총 80편)

- 신규 관광지 지도 제작(총 20개소)

•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홍보강화

- 무장애 관광콘텐츠 제작(권역별 총 6개)

- 온라인매체 활용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 경기도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 장애유형별, 테마형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  무장애 관광지+숙박시설 활용 시범투어 실시

(총 10회 내외)

구분 추진실적 비고

도내 숙박시설

조사 및 영상제작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센터 협업 및 BF인증심사위원 선정 현황조사

-  총 213개소 숙박시설 중 조사 불응 제외 176개소 시설 조사완료

•우수 관광숙박시설 20개소 선정, 영상제작 및 게시

관광지

조사 및 영상제작

•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센터 협업 및 BF인증심사위원 선정 현황조사

•도내 관광지 대상 영상제작 및 게시

- ‘19 29, ’20 11, ‘21 20 개소 등 총 60개 관광지 

교육운영

•교육과정 개발

•사전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교육 홍보영상 G-BUS 송출

•교육진행

- 온라인 교육운영을 PC, 스마트폰, 테플릿 등 수강 가능환경 구축 

•운영성과

- 47개 기관 총 283명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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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응대서비스

메뉴얼경기도 
무장애 
관광

2022 경기도 무장애 관광 관광업계 종사자 서비스교육 매뉴얼

관광약자에 대한 올바른 표현

관광약자별 응대 시 주의사항

관광안내소 서비스 가이드

관광해설 서비스 가이드 

숙박 및 레스토랑 서비스 가이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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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is a central element of any responsible and sustainable tourism policy. 

It is both a human rights imperative and an exceptional business opportunity. 

Above all we must come to appreciate that Accessible Tourism does not only benefit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special needs; it benefits us all.” 12)

-

접근성은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의 핵심요소입니다.

그것은 인권의 필수요소이자 탁월한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Taleb Rifai, UNWTO Secretary-General -

12) 세계관광기구(UNWTO), Manual on Accessible Tourism for All, Taleb Rifai, UNWTO Secretary-General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 시기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장애자(障碍者)’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공식적인 명칭이 ‘장애인(障碍人)’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장애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친구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장애우(障碍友)’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으나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 기준에서 만들어진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의존적인 표현

이며, 장애인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애우’란 표현은 

지양하고 ‘장애인’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비장애인 

고객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이라는 표현으로 안내합니다. 

“우리 관광지를 방문해주신 장애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X)

“우리 관광지를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O)

장애를 치료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는 ‘앓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는 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특성 중 하나로 

장애를 표현하는 '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어떤 장애를 앓고 있나요?” (X)

“어떤 장애가 있나요?” (O)

장애자(X)    장애우(X)    장애인(O)

장애를 앓고 있다(X)   장애가 있다(O)

관광약자에 대한 
올바른 표현

Step 01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장애를 

앓고 있다? 

장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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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일반인’ 또는 ‘정상인’

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장애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장애를 차별시켜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에 '비장애인'이라고 표현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두 분과 정상인 한 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X)

“장애인 두 분과 비장애인 한 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O)

장애인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Handicapped’, ‘Disabled’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장애’에 초점을 둔 위 단어들 중 ‘Handicapped’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경쟁

에서 뒤처진다는 ‘불리한, 한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는 문법상 무능력한 상태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Disabled’라는 표현은 인간이란 의미가 미포함 되었으므로 인간이란 의미가 담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인(X)    정상인(X)    비장애인(O)    

Handicapped(X)    Disabled(X)    Person with a disability(O)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정상인  일반인

장애자·

심신장애자

애자·불구자·

병신·불구
장애우

맹인 애꾸눈·외눈박이 장님·소경·봉사

귀머거리

말더듬이·벙어리

언청이

정신지체인·

정신박약자
백치·저능아

지체부자유자
찐따·절름발이 ·

앉은뱅이·불구자 · 꼽추

간질장애인

올바른 용어

비장애인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임산부임신부

1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2019)

장애관련 용어 가이드라인

임신부는 아이를 임신하여 낳기 전까지의 

여자이며, 임산부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

(임부)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인? 

정상인? 

비장애인!

Handicapped? 

Disabled? 

Person with a 

disability!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3)

임신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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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별 
응대 시 주의사항

Step 02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고객님 기준으로 

왼쪽 시계방향 11시 

5미터 또는 약 6걸음 

걸어가시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안내를 할 때는 ‘여기’, ‘저기’처럼 모호한 

단어보다는 ‘오른쪽 3m 지점’, ‘4걸음’ 등 구체적으로 말

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의  

팔꿈치 위를 붙잡게 하고 시각장애인보다 반보 앞서  

걸으며 안내하면 됩니다.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장애인 보조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부르지 않도록 합니다.  

■ 지체장애인 응대 주의사항

•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본 후 응대합니다.

•  동의 없이 고객의 신체,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을 만지지 

않습니다.

 •  휠체어 사용 고객에게는 휠체어를 갑자기 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의견을 구한 후 문을 열어 주는 등 이동 

공간을 확보합니다.

•  휠체어 사용 고객의 요청으로 휠체어를 차에 싣거나 밀어

주어야 하는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휠체어 사용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공간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  휠체어를 밀 때는 앞의 턱이나 장애물, 주변 보행자와의 

접촉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 응대 주의사항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천천히 말씀해주셔도

괜찮아요.

고객님 제가

글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 청각장애인 응대 주의사항

■ 뇌병변장애인 응대 주의사항

•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대화를 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장애와 언어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인지장애나 또는 

정신장애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천천히 말하고 

뇌병변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은 장기간 보행이 어려우므로 대여용 휠체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에게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 사용 여부를 

물어본 후에 제공합니다. 

•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입모양이 잘 보이도록 얼굴을 

손이나 물건 등으로 가리지 말고, 시각적 정보(표정, 동작, 

필담 등)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투명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말하기 전에 손을 흔들어 먼저 주의를 끄는 것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전화통화가 어려우므로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손말이음센터 (국번 

없이 107번), 수어 통역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밀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천천히 말씀해주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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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스마트폰으로

하셔야 하는데 어려우시면

제가...
쉬운데요~

■ 발달장애인 응대 주의사항

■ 고령자 응대 주의사항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려하기 보다 먼저 고객 

의사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곳, 맵거나 짠 음식 등 고령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선택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스마트폰, 무인발권기 등 새로운 기기나 시스템에 적응하

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도움 요청 시 친절하게 설명

합니다.

아포가토는 커피에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는거예요. 

•  발달장애인은 감정, 의견 표현이 서투를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준비된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언행을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아차 대여

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한 번 더

깨끗하게 소독하고

대여해드릴께요.

■ 영유아 동반 가족 응대 주의사항

■ 임산부 응대 주의사항

•  식당 등에서 자리를 안내할 때는 출입구와 가까운 자리, 

조용한 자리, 넓은 자리 등 임산부가 원하는 자리로 안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산부가 장시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 가급적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의자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곳, 맵거나 짠 음식 등 임산부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품은 위생,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 영유아 동반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  영유아가 섭취하는 음식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영유아 동반 가족이 장시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 

 가급적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의자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에스컬레이터 등 유아차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유아차 

우회 경로를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 앉아서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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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소 
서비스 가이드

Step 03

관광안내소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와 홍보, 편의 제공을 하여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관광 상품 구매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

니다.14) 관광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관광안내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면 관광약자 

동반 가족에게도 관광지의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소

에서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반적인 관광 정보에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관광지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모든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안내소는 기능과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15) 되며, 2022년 기준 경기도 

내 관광안내소는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기능 및 제공서비스

종합안내소 안내/예약 서비스 , 여행편의 서비스, 관광 전시/홍보/판매

일반안내소 안내/예약 서비스, 여행편의 서비스 제공

간이안내소 안내/예약 서비스 제공

수원종합관광안내소 포천갤러리 관광안내소

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희정, 박상곤(20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안내소 역할 재정립

15)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 매뉴얼(2008)

16) 경기도 GG Tour map 홈페이지, https://www.ggtourmap.or.kr

사진출처 : 각주참조16)

관광안내소 구분

연번 시군 관광안내소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1 파주시 임진각 관광안내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177 031-953-4744 09:00~18:00

2 파주시 신세계 관광안내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200 031-000-0001 11:00~18:00

3 파주시 헤이리 여행스테이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70-21 031-000-0000 11:00~18:00

4 안산시 대부도 관광안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1531 1899-1720 10:00~17:00

5 안산시 안산역관광안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993-7 070-4740-2580 10:00~17:00

6 수원시 화성행궁광장 관광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25 (남창동) 031-241-2703 09:00~18:00

7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광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140 031-228-2941 09:00~18:00

8 수원시 팔달문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77번길16(남창동) 031-228-2765 10:00~17:00

9 수원시 연무대 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창룡대로103번길20 031-228-2763 10:00~17:00

10 수원시 화서문 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19(장안동) 031-207-7985 10:00~17:00

11 수원시 화홍문 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수원천로377 031-248-3541 10:00~17:00

12 수원시 장안문 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905번길16(장안동) 031-251-4514 10:00~17:00

13 수원시 서장대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산1-2 031-228-2764 10:00~17:00

14 수원시 행궁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25 031-228-4480 10:00~17:00

15 수원시 수원종합관광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수원역 031-228-4672 09:00~18:00

16 하남시 이성산성 경관광장 관광안내소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589-1 031-791-1436 10:00~17:00

17 하남시 검단산 관광안내소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250번길3-6 031-791-6240 10:00~17:00

18 이천시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351-2 031-634-6770 10:00~17:00

19 이천시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관광안내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프리미엄아울렛로177-74 031-887-4149 11:00~18:00

20 고양시 고양관광정보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1-1 031-905-8396 09:00~21:00

21 의정부시 의정부 종합관광안내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27 (의정부동) 031-848-3513 10:00~17:00

22 광명시 광명시관광안내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21 02-898-9053 09:00~18:00

23 광명시 광명동굴 이동형 관광안내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142 070-4288-3362 09:00~18:00

24 동두천시 소요산 관리지원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910번길145 031-860-2065 09:00~18:00

25 하남시 광주향교 관광안내소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126-13 031-791-1435 10:00~17:00

26 가평군 가평역관광안내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13-42 031-582-8830 09:00~17:00

27 가평군 청평역관광안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로97-33 031-584-8809 10:00~17:00

28 가평군 운악산관광안내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200 070-7719-7763 10:00~17:00

29 가평군 호명호수관광안내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지로370 031-580-2062 10:00~16:00

30 평택시 평택호관광안내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159 031-681-1672 10:00~17:00

31 평택시 평택항관광안내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75-18 031-8024-8953 10:00~17:00

32 평택시 신장쇼핑몰관광안내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302-94 K55부대정문앞 031-611-6717 10:00~17:00

33 평택시 예술인광장관광안내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113-1 070-4124-9699 10:00~17:00

■ 관광안내소 현황 17)

2022년 6월 기준관광안내소 현황

관광안내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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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광안내소 현황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연번 시군 관광안내소명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34 안성시 안성시 관광안내소 경기도 안성시 비봉로85 031-677-1330 09:00~17:00

35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관광안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2길22 031-000-0000 10:00~17:00

36 화성시 SRT동탄역 관광안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151, SRT동탄역 지하4층 031-000-0000 10:00~17:00

37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관광안내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5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1층
031-357-4283 10:00~17:00

38 여주시 여주시 종합관광안내소 경기도여주시신륵사길7 031-887-2868 09:00~18:00

39 여주시 여주역 관광안내소 경기도 여주시 교동로80 031-887-2990 09:00~18:00

40 여주시 세종대왕릉역 관광안내소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877 070-8810-2990 09:00~18:00

41 김포시 김포함상공원 관광안내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110-36 031-998-6145 10:00~18:00

42 양주시 양주역 관광안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919 031-840-3357 10:00~17:00

43 용인시 용인시 관광안내소(기흥역) 경기도 용인시기흥구460 031-274-0538 09:00~17:00

44 용인시 용인시 관광안내소(한국민속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민속촌로90 031-287-1332 09:00~17:00

45 오산시 드라마세트장관광안내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42 031-375-7609 10:00~18:00

46 용인시 용인시 관광안내소(에버랜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199 031-321-9393 09:00~17:00

47 양평군 양평역 종합관광안내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30 031-770-1001 09:00~18:00

48 양평군 용문산 종합관광안내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641 031-773-0088 09:00~18:00

49 양평군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119 031-775-8700 09:00~18:00

50 양주시 장흥 관광안내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94 031-856-9570 10:00~17:00

51 양주시 양주시 종합관광안내센터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1399번길11 031-845-3134 10:00~17:00

52 양주시 회암사지 관광안내소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길11 031-865-4080 10:00~17:00

53 양주시 조소앙기념관 관광안내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양연로173번길87 031-859-2288 10:00~17:00

54 양주시 온릉 관광안내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255-41 02-359-0090 10:00~17:00

55 광주시 경기광주역 관광안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로10 031-762-3010 10:00~17:00

56 포천시 포천관광안내소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5 031-538-2472 09:00~18:00

57 포천시 포천관광안내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35 070-4801-0351 10:00~21:00

58 연천군 연천군 관광안내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1510 031-839-2205 09:00~17:00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관광지 코스와 교통, 이동수단 정보

•  접근가능한 여행 콘텐츠(축제, 체험, 관람 등) 정보

•  장애인 화장실(다목적 화장실), 수유실 등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장애 유형, 사용언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및 의사소통 지원 도구

•  그림, 점자 안내지, 픽토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정보 안내지

•  보행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위한 휠체어, 전동스쿠터, 영유아를 위한 유아차, 고령자를 위한 

확대경 등편의제공을 위한 물품

관광안내소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를 응대하기 위해 필

요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8)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첫 걸음은 도움이 필요해 보

이는 관광약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관광약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필요

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고 접근가능한 관광지 코스와 교통, 이동수단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약자가 관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8) ELEVATOR Project. 「INCLUSIVE TOURIST GUIDING」 (2018)

관광약자 

안내를 위한

준비사항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서비스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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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관광객 안내소 출입 및 안내 서비스 제공 시

-  시각장애인의 출입문 통과는 문의 종류(회전문, 미닫이 등)를 미리 알도록 촉지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복지법19), 장애인차별금지법20)에 따라 시각장애 관광객과 동행하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각장애 관광객의 동의 없이 안내견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져서는 안됩니다. 

-  시각장애 관광객에게 인사할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동행인이 있다면 함께 

소개합니다.

-  안내 시 “저쪽을 보면”, “앞에 보이는 것은”과 같이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른쪽, 왼쪽’, ‘3미터’, ‘4걸음’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  시각장애 관광객이 안내를 요구하면 시각장애인이 안내인의 팔꿈치 위를 붙잡게 하고 

시각장애인보다 반보 앞서 걸으며 안내합니다.

-  시각장애 관광객이 허공이나 다른 사람을 보며 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주보며 

대화합니다.

-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자에 앉도록 할 때는 시각장애 관광객의 손을 의자 

뒤편 또는 팔걸이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점자 안내지가 있는 경우 점자 안내지를 활용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안내소

엄지혜입니다.

네, 제가 갈만한

관광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하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의자에 앉아서 안내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5걸음 이동하시면 의자가 

있는데, 안내하려고 하니 제 팔꿈치를 

잡으시겠어요?

• 지체장애(휠체어 사용자 중심) 관광객 안내소 출입 및 안내 서비스 제공 시

-  휠체어 사용자가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 사용 관광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지원합니다. 

-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올라갈 때는 뒤에서 앞으로 밀며, 내려올 경우 경사로가 사용자

의 안전을 우려할 정도라면 후진하는 형태로 뒤에서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며 돕습니다. 

-  휠체어 사용 관광객에게 안내할 때는 몸을 낮춰 눈높이를 맞추고, 장시간 안내가 필요

하면 탁자나 테이블로 이동하여 응대합니다.

-  안내 데스크가 높을 경우 물건을 올려놓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받침대를 제공합니다. 

글씨를 쓰기 어려운 경우 대신 작성을 하면 될지 확인 후 대필합니다.

-  관광지도, 안내책자 등을 수동휠체어 사용 관광객에게 전달할 때는 종이봉투 혹은 

손잡이가 있는 튼튼한 봉투에 담아서 주거나, 관광객의 동의를 구한 후 가방 등에 넣어

줍니다.

-  전동휠체어 사용 관광객에게 안내자료나 기념품을 제공할 때 봉투에 담아서 후면 

손잡이에 걸어도 되는지 물어본 뒤 후면 손잡이에 걸도록 합니다.

-  전동 휠체어 사용 관광객을 위하여 전동 휠체어 충전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문의 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안내소 

윤혜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입문만 좀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에서 보조견의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광약자별 

응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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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관광객 안내 서비스 제공 시

-  청각장애 관광객에게 안내할 때는 입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을 바라보며, 고개 끄덕임, 

제스처 등을 활용하여 안내가 진행 중임을 전달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 착용 권장)

-  수어를 모르거나 구어를 사용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필담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며, 필담으로 대화할 때는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필체에 주의합니다.

-  청각장애 관광객 중에는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따라 필요 시 손말이음센터 등의 

의사소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 번호, 이동 방향 등 중요한 정보는 적어서 줍니다.

-  설명은 간결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며,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기타 장애 관광객 안내 서비스 제공 시

-  발달장애 관광객에게는 생활 연령에 맞게 존칭어(고객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달장애 관광객 또는 영유아 관광객이 소리를 지르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안내를 이어갑니다.

-  장애 유형이 같아도 관광객마다 개별적 요구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어떤 지원이 필요 한지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울 시 ACC(의사소통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 고령자 관광객 안내 서비스 제공 시

-  고령자의 경우 장소 자체, 교통, 주변지역에 대한 정보, 의료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안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고령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각과 시각의 약화 가능성 및 신체적 능력의 

잠재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광객의 응대 방법을 적용한 서비스를 탄력

적으로 제공합니다.

- 휠체어, 지팡이, 기타 의료서비스 등 신체 및 이동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관광객 안내 서비스 제공 시

-  평상 시 대여용 유아차의 청결 및 작동상태를 잘 관리하여 대여요청 시 제공하며, 

유아차 대여 사용 연령 제한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예시: 24개월 미만)하는 

것보다 좀 더 폭넓게 현장에서 판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유실에는 영유아의 이유식 등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을 비치해두면 좋으며, 

평상시 수유실은 청결하게 관리하여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아기띠를 사용중인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는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유아차 보관, 수유실, 가족 동반 화장실 등 영유아 동반 가족의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아차 이동 및 임산부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관광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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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등 관광지 안내소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내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지도가 

있습니다. 관광지 내 다양한 시설 중 관광약자를 위한 각종 정보를 픽토그램(Pictogram)21)의 

형태로 제공하여 관광객이 필요한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  픽토그램 :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입니다.

22) 출처 : 「모두를 위한 문턱없는 경기관광(2019)」

<관광안내지도(안성팜랜드)22)>

관광해설사는 관광지의 방문 목적, 연령대, 관심분야와 같은 관광객의 요구에 맞추어 

관광지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광통역안내는 관광객들에게 외국어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나

누며 여행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외국인 역시 해당 관광지에서는 관광약자로 관광통역사의 통역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듯,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다른 관광약자

에게도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을 통해 모든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3) ELEVATOR Project. 「INCLUSIVE TOURIST GUIDING」 (2018) 내용번역 및 재구성

관광해설 
서비스 가이드

Step 04

•  사전 관광지 내 접근 가능한 코스 계획하기

•  모든 장애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기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 모든 관광약자들이 항상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기

• 관광약자는 비장애인 관광객에 비해 해설 시간이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기 

• 관광약자 스스로 도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 어떠한 접근성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관광객인지 파악하기

• 단체 관광일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관광약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기

• 관광객 구성에 따라 흥미, 보조기기 사용, 이동속도, 이동 가능거리 등 고려하기

• 관광지 내 체험활동이 있는 경우 관광약자의 직·간접적 체험활동 가능여부 고려하기

테마파크 등 

관광지 

안내소에서 

갖추어야 할 

안내 관광해설과 

관광통역

관광약자를 위한 

해설 준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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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 관광객 체험 및 관람시설 해설 시

-  해설 시 "저쪽을 보면", "앞에 보이는 것은"과 같이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하며, "오른쪽, 왼쪽", "3미터", "4걸음", "시계 10시 방향"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

합니다.” 

-  시각장애 관광객과 동행 시 흰 지팡이 반대편에서 해설사의 팔꿈치 위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이동하며 해설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각장애 관광객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해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한 사람만 통과 가능한 복도를 지나게 된다면 손을 놓지 말고,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팔을 

뒤로하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함께 이동할 때는 전방의 장애물이나 도로 상태를 알려주며 이동합니다. 

- 안내 시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거나 소란스럽다면 일차적으로 상황을 정리한 뒤 안내합니다.

- 관광지 소개 및 안내 시 장애인을 비하하는 속담이나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 역사 인물 소개 시 ‘눈먼 장님’, ‘정신병’ 등 언급 주의)

-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경우 시각장애 관광객 옆에서 장소와 주변에 대한 특징을 작은 목소리로 

전달하여 집중하게 하고, 주변 배경과 정보를 안내합니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NFC기능 등을 통한 음성 설명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 촉지도나 점자 안내지가 있는 경우 안내 서비스와 함께 점자 안내지를 제공합니다.

• 발달장애 관광객 체험 및 관람시설 해설 시                            

- 해설 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며,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 쉬운 단어로 천천히 짧게 말하며, 발달장애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안내합니다. 

-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체장애 및 고령자 관광객 체험 및 관람시설 해설 시

-  휠체어 사용 여부,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관광코스와 시간, 걸음 속도 등을 적

절하게 조정합니다.

-  이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이더라도 관광객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 후 행동

합니다.

-  지체장애인은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필수시설의 위치, 전동휠체어 및 필요 물품 사용법을 확인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에게는 눈높이를 맞춰 마주보며 합니다.

- 관광객의 이동 속도에 맞춰 진행합니다.

-  보행이 어려운 관광객을 위한 코스는 가능하면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한 길을 선정

하고, 일반 탐방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합니다.

-  전동 휠체어 사용 관광객과 도보로 이동할 때는 바퀴에 발이 밟히지 않도록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걷고, 바닥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알려줍니다.

-  되도록 지체장애인 및 고령자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람시설을 선정하

되, 유물 보존 등의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관련 영상 자료의 

확보를 통해 최대한 실물과 가까운 자료를 활용하여 안내합니다.

-  관광지 소개 및 안내 시 장애인 및 고령자를 비하하는 속담이나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 역사 인물 소개 시 ‘병신’, ‘벙어리’, ‘노인네’ 등 언급 주의)

-  장애 및 고령을 이유로 체험을 제한하기보단, 체험 참여 여부를 묻고 대체 방법 등을 

강구해 직·간접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관광약자별 

응대 방법

※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또는 문화 공연 등 시각적 경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문 교육을 

통해 양성된 현장영상해설사의 해설로 공간 감각과 시각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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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관광약자가 관광 기간동안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며 관광약자의 여행 사슬을 이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지체장애(휠체어 사용 중심) 고객

-  장애인 객실(편의객실)은 휠체어 사용 고객에게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장애인 객실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샤워 의자 등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  객실 예약 및 전화문의 시 승강기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출입문 단차, 객실(침대 

설치), 휠체어 사용자 이용 가능한 화장실, 편의용품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휠체어 사용 고객이 출입할 때는 경사로가 있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 리셉션 데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서명 등이 필요한 경우 받침대를 제공합니다.

- 출입문 사용 시 휠체어 사용 고객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줍니다.

- 인근에 접근가능한 관광지(무장애 관광지)의 리플렛 및 지도 등 관광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체장애(휠체어 사용 중심) 고객 전화 예약 응대]

고객 : “장애인 객실(편의객실)은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 :  “네, 장애인 객실(편의객실)은 스탠다드 더블이고 객실에 턱이 없고 욕실에는 손잡이가 

설치된 비대일체형 양변기와 욕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샤워 의자는 욕실 벽에 부착

되어 있습니다.”

고객 : “그럼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사용 고객도 접근 가능한 프론트데크스> <눈높이를 맞춘 고객응대>

사진출처 : 각주참조24)

24) 집필진 직접 촬영,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

• 영유아 동반 가족 관광객 체험 및 관람시설 해설 시

-  유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행동으로 안내가 중단되더라도 화를 내거나 싫은 내색을 

해서는 안되며, 능숙하게 다른 관광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아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안내를 이어 갑니다. 

- 유아차의 바퀴를 고려하여 자갈, 배수구 등이 없는 접근성이 좋은 코스로 안내합니다.

-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 아이들의 연령대 특성에 맞춰 시간과 활동을 고려합니다.

-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등 편의시설 위치를 확인 후 안내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숙박 

서비스

숙박 및 레스토랑
서비스 가이드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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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고객

- 홈페이지에 숙박시설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청각장애 고객에게 안내할 때는 입을 가리지 않고 고객을 바라보며, 고개 끄덕임, 제스처 

등을 활용하여안내가 진행 중임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응대용 투명 마스크 착용 권장)

- 고객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천천히 설명합니다.

- 하우스키핑 시간을 미리 안내하고 객실 청소 전 문자로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  수어를 모르거나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필담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며, 필담으로 

대화할 때는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필체에 주의합니다. 

-  청각장애인 고객이 룸서비스, 기타 프론트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프론트 담당자와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 안내가 필요합니다. 

- 필요 시 수어 통역 중개서비스 손말이음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07)

• 시각장애 고객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관광객과 동행하는 안내견의 출입을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 점자 안내문이 있는 경우 제공하고 부가적인 안내는 구두로 설명합니다.

-  시각장애 관광객이 출입문을 통과할 때 문의 종류(회전문, 미닫이 등)를 미리 알려주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 안내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실을 배치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객실로 안내합니다.

- 잠시 고객을 떠나는 경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운다고 알려줍니다.

   예)  “요청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객실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약 5분 정도 소요

되니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신체 접촉에 동의를 구하고 고객에게 팔을 내

밀어 안내자의 팔꿈치 위를 붙잡게 하고 반보 앞서 걸으며 안내합니다.

-  시각장애 고객에게 안내를 할 때는 ‘여기’, ‘저기’처럼 모호한 단어보다는 ‘오른쪽 3m 

지점’, ‘4걸음’ 등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 “화장실은 객실 출입문에서 약 5걸음 우측방향에 있습니다.”

- “앞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 등 시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 고객 

-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턱이나 계단이 없는 곳을 우선 배정합니다. 

- 침대 숙박 경험이 없는 경우 낙상 방지를 위해 가능한 온돌 바닥 취침을 권장합니다.

-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손잡이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권장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및 응급체계를 준비합니다.

[잔존 청력이 있는 청각장애 고객 전화 예약 응대]

직원 : “감사합니다. OO호텔 윤혜리입니다.”

고객 :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 긴 통화는 어려운데 전화 말고 다른 예약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 : “네, 홈페이지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 : “네, 감사합니다.”

[청각장애 고객 체크인 응대]

직원 : “고객님 1박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고객 : “..........”

직원 :  “(청각장애인 인지 후 종이에 적어 보여준다) 고객님 제가 종이에 적어서 

설명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고객 : “(고개를 끄덕이거나 종이에 적어)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 : “(종이에 적어 보여주면서 입모양을 크게 하며) 고객님 1박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고객 : “(고개를 끄덕이거나 종이에 적어) 네, 알겠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할게요.”

직원 :  “(종이에 적어 보여주면서 입모양을 크게 하며) 하우스키핑은 오전 12시고, 

          고객님께 문자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 : “(고개를 끄덕이거나 종이에 적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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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휠체어 사용 중심) 고객 응대]

직원 :  “고객님, 자리가 넓은 곳으로 안내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니면 입구 근처로 안내

해드릴까요?”

고객 : “넓은 자리로 부탁합니다.”

직원 : “네, 입구쪽에 넓은 자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고객 : “네, 감사합니다.”

[청각장애 고객이 대기하는 경우]

직원 : “(고객에게 다가가 종이에 적은 내용을 보여주며) 77번 고객님이시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동행하며 테이블까지 안내해준다)”

[시각장애 고객 응대]

직원 :  “고객님, 주문하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구요. 

         가운데 놓아드리겠습니다. 고객님 3시 방향에 포크와 스푼이 있구요. 

          피클과 물은 9시 방향에 놔두겠습니다. 즐거운 식사 되십시오.”

• 시각장애 고객

-  고객에게 메뉴 안내 시 다양한 메뉴와 가격을 설명합니다. 또한 점자 메뉴판이나 

음성 메뉴판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 시각장애 고객의 메뉴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줍니다.

-  서빙 후 테이블 위의 음식 위치를 설명해야 하며 식사에 사용하는 손을 중심으로 식기류, 

컵, 냅킨의 위치와 음식의 이름을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  물, 음료 등을 서빙할 때는 테이블 위에 그냥 두지 말고 시각장애인의 손이 살짝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서빙합니다. 

레스토랑 등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관광약자가 다른 관광객들과 동일한 식음 서

비스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관광지 전체에 대한 좋은 추억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 지체장애(휠체어 사용 중심) 고객

-  전화 문의 시 레스토랑 내 편의시설(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여부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  음식 진열대와 가깝거나 진출입이 쉬운 위치를 알려주며 고객이 원하는 자리를 물어본 다음 

안내합니다.

-  휠체어 사용 고객에게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입식 테이블의 의자를 빼고 자리를 

안내합니다.

-  목발이나 지팡이 등 보조 기기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한 지체장애 고객의 경우 목발이나 

지팡이를 등을 거치할 수 있는 벽 쪽으로 안내하고, 편안하게 착석하여 자세를 잡을 때까지 

의자를 잡고 기다립니다.

- 서빙 시 고객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에 음식을 위치시킵니다.

- 손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식사 보조기구 및 포크를 제공합니다.

• 청각장애 고객

-  입모양을 보고 소통이 가능한 고객의 경우 말로 설명하며, 구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메뉴판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필담을 나눕니다.

-  고객이 청각장애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대기 시 이름이나 순번을 부르기보다는 직접 다가

가서 안내하거나 문자(메모)를 활용합니다.

-  수어 통역사가 동석하여 청각장애 고객 주문을 대신 전달할 때는 수어 통역사가 아닌 고객

을 바라보며 접수했다는 대답을 하거나 몸짓을 취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식음 

서비스

<점자 메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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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메뉴> <영유아 전용식기> <영유아 전용의자>

사진출처 : 각주참조25)

25) 집필진 직접 촬영, 마마만두, 바비레드

• 발달장애 고객

- 뜨거운 음식은 고객에게서 최대한 멀리 두거나 미리 알려줍니다.

-  발달장애 고객이 계산할 때는 영수증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사에 따라 제공

하며, 보호자 및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령자 고객

-  다른 연령층보다 입안이 건조하여 목이 자주 마를 수 있으니 식수 제공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 메뉴판은 가능한 큰 글씨와 실제 음식 사진으로 구성합니다. 

-  치아손상, 틀니 착용 등으로 인해 음식물을 씹기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식재료를 충분히 삶아서 

요리하거나 부드러운 음식 또는 쉽게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 영유아 동반 가족 고객

-  영유아 동반 가족에게 자리 안내 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위치 (바람

막이 등 설치된 자리), 겨울에는 출입문 근처를 피해 안내합니다.

- 영유아 전용 식기와 의자가 필요한지 물어본 후 제공합니다.

-  주문하려는 음식이 영유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영유아, 어린이는 달걀, 우유, 복숭아 등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며,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꿀은 위험합니다.)

-  메뉴 구성 시 영유아도 먹을 수 있는 키즈 메뉴를 마련한다면 영유아 동반 가족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으며, 사업장 홍보 및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뜨거운 음식은 영유아에게서 최대한 멀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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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무장애 관광 관광업계 종사자 서비스교육 매뉴얼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시설에 대한 이해

경기도의 편의시설 개선 사례

국내 우수사례

해외 우수사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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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시설에 대한 이해

Step 01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관광활동을 하더라도 자유롭고, 편안하

고,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장애 경기

관광도시 조성’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광약자가 접근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관광기구 ‘접근 가능한 

관광 지침’ 및 국내에서도 다양한 법률, 지침,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간단한 물품이나 적절한 대응만으로도 관광약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을 개

선하는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관광약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관광업계 종사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관광과 관련된 시설은 ① 공원, ②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수련시

설’, ③ 숙박시설, ④ 관광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접근 가능한 관광 지침’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05년 총회에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resolution A/RES/492 ⅩⅤⅠ)} 

지침을 채택하면서, 구체적인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설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관광시설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주차장, 표지판, 엘리베이터,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등 가장 기초적인 시설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최소수준으로는 이용자의 시설이용 편의를 

증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의 이용에 차별 없는 편의가 제공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열린 관광지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면 맞춤형 

현장 상담, 시설 개·보수를 통한 무장애 동선 조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0년에는 수원화성연무대, 수원화성장안문, 화성행궁이 예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6)

문화 및

집회시설

①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② 관람장

③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④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면적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수련시설
①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그 밖의 유사한 것)

②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의 유사한 것)

숙박시설
①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함)

②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등)

관광휴게

시설

①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②  휴게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매개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 시설 기타 시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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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 ● ●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음료ㆍ차ㆍ음

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 ● ● ○ ○ ○ ○ ○

공연장 ● ● ● ● ● ● ● ● ● ● ● ● ● ● ●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 ● ● ● ● ● ● ● ● ● ● ● ● ●

집회장 ● ● ● ● ● ● ● ○ ○ ●

전시장, 동ㆍ식물원 ● ● ● ● ● ● ● ○ ○ ● ○ ● ○ ●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 ● ● ○ ○ ○ ○ ○ ● ● ○

관광숙박시설 ● ● ● ● ● ● ● ● ● ○ ● ○ ● ● ○ ○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 ○ ○ ● ○ ○ ○ ○ ○ ○ ○

휴게소 ● ● ● ● ○ ○ ● ○ ○ ○ ○ ●

편의 시설

대상 시설

의무        권장 ● ○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참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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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기준에 따라,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재정비

아래 사진은 한국민속촌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재시공한 사

례입니다. 바닥면의 채색을 하고, 주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하여 장애인의 주차 편의성과 동시에 법적 기준을 충족한 사례입니다.

아래 사진은 한국민속촌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의 진입로 시공 사례로, 휠체어와 유아차가 

이동하기 어려운 공간에 기울기 18분의 1(또는 12분의 1)을 준수하여 설치한 사례로 이

러한 재정비 덕분에 한국민속촌을 방문하는 관광약자는 보다 편리하게 내부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고, 시흥 갯골생태공원의 경우 관광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염전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 갯골생태공원

시공이전

시공이전 시공이전

시공이전시공이후

시공이후 시공이후

시공이후

편의증진법 기준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 채색 및 재정비

경기도 용인시 : 한국민속촌

휠체어나 유아차가 진출입이 

쉽도록 경사 각도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 

경기도 용인시 : 한국민속촌

염전체험장에 휠체어 및 유아차의

진출입이 쉽도록 경사각도 규격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 

경기도 시흥시 : 갯골생태공원

경기도의 편의시설 
개선 사례

Step 02

주차구역 

개선 사례

진입로 개선 

사례

■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설 지침 (UNWTO)27)

범주 내용

관광시설 및

목적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승하차 공간은 건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차

량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함

표지판

- 정보, 체크인, 티켓데스크는 반드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최대한 입구 근처에 위치

- 안내표지판은 촉지 안내 및 음성 안내를 모두 갖추어야 함

-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구는 충분히 큰 크기의 이해 가능한 심볼로 표시되어야 함

엘리베이터
- 휠체어가 진입하여 쉽게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감각장애인들이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함

공중전화 -  높이, 이동성 문제 혹은 감각문제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공중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와 편의시설을 갖춰야 함

가격 - 장애인 시설 이용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특정 시설에

요구되는

충족조건

터미널, 역,

관련시설

- 계단 등으로 수직 이동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동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터미널은 이동 시에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 정보는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  시각,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음성 및 촉지의 기능이 있는 안내판에 외국어, 

  그림으로 설명하여야 함

- 접근 및 이동은 단순한 동선으로 설치하여야 함

숙박시설

- 호텔 내 적당한 수의 객실은 도움 없이 전적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해야 함

-  이들 방은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쉽게 이동, 머물고, 소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함

-  응급상황에서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알람시스템을 갖춤

- 복도 및 이동 동선은 휠체어 2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객실 복도의 이동 동선은 휠체어 2대가 이동할 수 있는 복도 폭을 확보하여야 함

  이상의 권고사항은 캠핑시설에도 적용. 특히 알람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갖춰야 함

식당 등
-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접근이 용이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구디자인이 되어야 함

박물관 

관광 관련 

시설

-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로 방문자들의 이동에 제한이 없어야 함

-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안내, 촉지안내, 그림안내 등으로 정보전달의 편의를 제공해야함

-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을 받아야 함. 

  특히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함

- 휠체어 대여와 같은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관광자원
-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비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모두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회의시설
-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보조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함

도로 - 주요 도로 등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27)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설 지침 : UNWTO (2005), Accessible Tourism for All (resolution A/RES/492(XVI)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시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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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 어우러지는 액자형

무장애 포토존 설치

휠체어나 유아차 여러 대가 진입가능한

공간이 있는 벤치 마련

아래 사진은 양평 세미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의 포토존 시공 사례입니다. 양평 세미원의 경

우 연못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데크형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아차도 포

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약자형 무장애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약자를 비롯하여 동반 가족까지 함께 어우러져 사진 촬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한국민속촌은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 조성 이후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공간, 편의시설, 관람

동선 등이 표기된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도는 실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약자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는 네 면이 막혀있는 일체형 벤치 대신 사이 공간이 매우 넓은 세 면으로 된 

벤치를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도 함께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 갯골생태공원

경기도 시흥시 : 갯골생태공원

휠체어나 유아차가 포토존 이용이

편이하도록 데크형 경사로 설치

관광지 내에 휠체어나 유아차 등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공간 및 관람동선, 편의시설을 표기한 지도

경기도 양평군 : 세미원

경기도 용인시 : 한국민속촌

없음

시공이전 시공이전시공이후 시공이후

시공이전 시공이전시공이후 시공이후

아래 사진은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중 우수사례들입니다. 

관광약자 입장에서 관광지를 바라본다면 조금 더 관광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으며, 

좋은 추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무장애 경기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응용

① 통창 활용으로 유아를 위한 조망권 확보 

③ 간이경사로 설치 운영 

⑤ 보행로와 도로를 색으로 구분 

② 하부공간 휠체어 구비공간으로 활용 

④ 고층 엘리베이터 설치 

⑥ 박석 틈새 평탄화 

국내 우수사례Step 03
포토존 

시공 사례

무장애 

관광지도와 

무장애 

벤치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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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들은 무장애 관광 해외 사례들입니다. 

해외에서 또한 교통, 정보, 숙박 등 모든 부분에서 장벽 없이 편의를 누리며 관광을 하는 무장애 

관광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관광객 증대와 국가 인식개선을 위해 무장애 

관광 정책 및 여행 프로그램, 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사례Step 04

-  1990년 ADA(장애인법)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에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었음

-  2013년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신규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후 장애인을 위한 미국 대회를 

통해 장애인 모범도시를 선정하고 있음

-  2005년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강」을 발표하여 각 분야 대응에 관하여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고 2016년에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을 시행하여 여러 상황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이 금지되었으며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유니버설 투어리즘 촉진 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연령과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

-  크게 지역 관광 체제 강화, 유니버셜 여행상품의 공급 촉진, 마케팅 데이터 정비를 진행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표삼아 적극 추진하였음

-  위의 노력으로 인해 배리어 프리 투어센터가 설치되고 각 지역과 관광 상품에 맞는 여러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오키나와의 관광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공항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보를 얻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섬에 맞는 

관광상품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손이 불편한 손님을 위한 손잡이가 달린 장애인용 식기류를 구비해두었으며, 

시각 장애인용 점자 메뉴판과 QR코드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의 표시는 LED 입식방법을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주차장으로 진입 시 사이렌이 울려 다른 차량이 장애인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미국

일본

미국 : 콘텐토 레스토랑

일본 :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용 식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점자 메뉴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QR코드 메뉴판

사진출처 : 각주 참조 28)

사진출처 : 각주 참조 29)

28) VOA Korea, FOX 5 New York 29)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무장애 관광 해외 사례 및 유니버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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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관광지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TH(Tourism&Handicap), 

Destination pour tous(모든 사람을 위한 관광지) 라벨을 운영함

-  TH라벨은 관광지 및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 부여하며, 

네 가지 종류의 장애(청각, 정신, 신체, 시각)에 대한 적절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Destination pour tous 라벨은 위의 네 종류 중 최소 두 종류 이상의 장애를 위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받을 수 있음

프랑스

프랑스 : 프랄로난 리조트 사진출처 : 각주 참조 30)

프랑스에 위치한 Destination pour tous 라벨로 지정된 리조트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세면대와 샤워기의 설치 높이를 낮추고 샤워 트롤리를 구비해 두었음

낮은 높이에 있는 세면대와 샤워기 샤워 트롤리

-  독일 건축법과 DIN이라는 표준규격을 통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DIN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독일의 거의 모든 건축가들이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불편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고 있음

-  DIN의 부속기구인 DIN CERTCO에서는 주거건물, 공공건물 등 배리어 프리 기준을 만족할 

경우 만족할 경우 배리어 프리 인증마크 DIN을 수여하고 있음

박물관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지도가 위치해있으며, 

점자 블록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하게 함 

독일

독일 : 안네 프랑크 박물관

점
자 

촉
지
도

점
자

블
록

사진출처 : 각주 참조 31)

30) Anaé Vacances

31) 독일 국립 관광청(GNTB)

-  영국관광청(VisitBritain)은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주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편의성과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증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장애가 있어도 접근하기 쉬운 여행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여행을 하고서 

제공받은 서비스를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접근성 계획에는 정보 접근성, 고객 서비스 접근성, 시설 접근성이 있으며 세 가지의 

접근성 영역을 평가하여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영국 런던에 위치한 바의 출입구 계단 한편은 접근 가능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이용되나 휠체어 사용자가 벽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계단이 평평해지며 리프트로 이용이 가능함

영국

영국 : LSQ 바&레스토랑 사진출처 : 각주 참조 32)

32) https://youtu.be/Rlq2MGC7G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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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고객 응대 에티켓 

숙박시설 국내〮외 사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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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고객 응대 에티켓

Step 01

관광약자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 등으로 인해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의사소통에 문제

가 생기지 않고 높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들의 장애보다 그 사람 ‘고객’ 에게 집중하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존중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고객’ 을 먼저 보세요.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장애인들은 업무를 보러 왔거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고객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  장애인이라고 모두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내부장애와 정신적 장애 등 드러나지 않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유형별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안내 시 주변 상황이 소란스러운 경우에는 상황이 정리된 후 안내하며 청각장애 고객에

게는 시각적 자료, 구화, 필담을 이용하여 안내합니다.

-  청각장애 고객은 객실 종류와 요금,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담긴 안내문을 미리 준비하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어통역이 가능한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청각장애 고객을 마주보며 소통하여

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행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시각장애 고객과 대화가 끝난 후에는 구체적으로 ‘OO방향으로 O걸음 가시면 됩니다.’ 

등의 구체적인 안내를 하고 필요시 안내인의 팔꿈치 위를 붙잡게 하고 시각장애인보다 반보 

앞서 걸으며 안내합니다.

- 먼저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응대를 하여야 합니다. 

33) 평창동계패럴림픽, 「장애인 고객을 대하는 에티켓」(2018)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가 있는 고객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고객과의 대화 경청하기

-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동시에 있는 고객과 대화 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청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바라보며 대화합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과는 일정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며, 눈높이를 맞춰 마주 보며 

대화합니다.

-  고객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반복해서 물어보고, 동반자가 있다면 고객의 

말을 반복해서 되묻습니다.

• 대화할 때

-  청각장애가 있는 고객은 입술로 말을 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화 시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려  이야기 하지 않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

명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합니다.

-  고객이 사전에 천천히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속도로 대화하며 

어조를 분명하게 합니다.

- 이해하기 쉽도록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대화합니다.

고객 응대, 

이것만은 

지킵시다. 33)

장애인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알아야 할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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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은 관광에 있어 관광약자의 여행 사슬을 이어주는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의 1% 

이상, 관광숙박시설은 3% 이상 장애인 객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Visit England에서는 

모두를 위한 호텔(포용적 호텔)의 10가지 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재해석하여 무장애 경기 숙박

시설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무장애 경기 숙박시설 적용 10가지 팁 34) 

1. 접근가능한 침실과 욕실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접근가능한 침실에 2인용 침대 또는 연결 침대를 제공한다.

3. 예약 시, 정보를 요청하여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4. 지정된 객실에 접근성 관련 요구 사항을 안내하고 투숙객의 짐을 들어준다.

5. 관광약자에 따라 접근성 관련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6. 청각장애인 고객을 위해 문자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룸서비스 주문을 받는다.

7.  샤워의자나 천장형 호이스트35)를 무장애 객실에 설치하거나 필요시 휴대용 샤워의자나 휴대용 

호이스트36)를 제공한다.

8. 시·청각장애인 고객이 어느 방에든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휴대용 장비를 제공한다.

9.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세하고 정확한 접근성 가이드를 제공한다.

10. 레스토랑에 별도의 조용한 공간 또는 고객이 원하는 자리를 제공한다.

숙박시설 
국내 · 외 사례

Step 02

34) Visit England 홈페이지, https://www.visitengland.com

35) ceiling tracked hoist

36) portable hoist

동반자가 있을 경우 슬로프 사용을 추천 혼자 오신 관광약자 고객의 경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용을 추천 

로비 도착 후 휠체어 사용 고객의 체크인 관련 절차를

리셉션 데스크에서 설명하고 있다

리셉션 데스크 왼쪽 뒤편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휠체어 탑승 시에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이에

세면대 및 양변기가 위치 

•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의 휠체어 사용 투숙객 응대 방법

국내에서도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약자의 숙박시설 접근성 강화 등 

편의시설 구축 및 관광약자 특성에 맞는 객실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숙박 시설인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의 투숙 이용 방법으로서 출입구에서부터 

호텔로비까지 관광약자 이동에 관한 안내 내용입니다.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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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화장실 문은 미닫이 형식이며,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는 휠체어 사용 시에도 손이 닿을 만큼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거울은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양변기는 휠체어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휴지걸이와 비데 스위치 또한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우측과 같이 손잡이도 설치해 두었다.

체크인 후, 객실 내 현관문 벽에는

호텔 비상대피도가 안내되어 있다.

본 호텔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직원이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고객을 

우선순위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 훈련한다.

사진출처 : 각주참조37)

파리 관광청 홈페이지 장애 분류에 따른 호텔 기준 38) 

- 지체장애(물리적)를 위한 시설

1층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안내데스크의 경우에도 높이가 낮은 부분을 두어 얼굴을 보며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 손잡이를 설치한 특별한 화장실 설비, 바닥에서 샤워하기 용이한(floor-

level shower) 화장실이 구비된 객실, 접근 가능한 다이닝룸과 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를 위한 시설

계단은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장애물은 얼굴 높이로 안전하게(neutralized), 잘 볼 수 있고, 

읽기 편한 정보로 안내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청각장애를 위한 시설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내데스크에는 히어링루프(magnetic loop)39)를 설치

해야 하며, 화재경보기에는 섬광불빛(flashlight)이 연동되어 비상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약자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합니다. 입장 시 관심이 필요하고(supervised entry), 

직원들은 친절함을 유지해야 합니다(attentive staff).

프랑스 파리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에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체(물리적), 시각, 

청각,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관광약자들이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7) 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서울

38)  서현진. HOTEL&RESTAURANT(9월), https://www.hotelrestaurant.co.kr/news/article.html?no=2695 

(2016.9.19)

39)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혹은 버스터미널의 안내방송과 같이 다중 이용하는 장소에서 특성 소리만을 

증폭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공항, 영화관 등에서는 여러가지 소리와 소음 때문에 청취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장소에 히어링루프를 설치할 경우, 소음 없이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럽

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출처 : Canadian Audiologist] 

40) 한국장애인개발원, 「숙박시설의 유니버셜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일본40)의 여행사이트(www.jaran.net)에서는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후지레이크 호텔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소개하며 고객의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여행 사이트에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 및 경험담

을 연령, 장애 정도, 동반자 유무, 숙박 시기 등의 내용을 사이트에 공유함으로써 에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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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로의 접근

① 휠체어 대응 가능한 셔틀버스 운행 ② 접근로에 설치된 경사로

시설 내부 이동

③ 객실까지의 통로에 설치된 경사로 ④ 휠체어로 입실 가능한 객실

객실 내부

⑤ 넓은 공간을 갖춘 장애인객실 ⑥ 일어나기 쉬운 전동침대

야마나시현 후지레이크 호텔 41)

-  숙박시설은 휠체어 사용 가능에 대한 여부, 동선에서의 단차 여부, 부대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샤워 의자 대여 

가능 여부, 식사 시 알레르기에 대한 대응 여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유무 등에 대한 내용, 전체 객실 중 단차가 없는 

객실 수에 대한 안내, 휠체어 사용자의 탈의실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41) 일본 후지레이크 호텔 홈페이지, https://www.fujilake.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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