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1. ITOP 포럼 소개 / 14

   1) 설립 배경 / 14

   2) 설립 목적 / 14

   3) 포럼 성격 / 14

   4) 주요 업무 / 14

   5) 주요 성과 / 15

   6) 연        혁 / 15

   7) 회원 현황 / 17

   8) 역대 포럼 개최 현황 / 18

 

2. ITOP 포럼 회원 소개 / 19

   1) 제주도, 대한민국 / 19

   2) 발리, 인도네시아 / 23

   3) 해남성, 중국 / 26

   4) 오키나와, 일본 / 30

   5) 남부주, 스리랑카 / 34

   6) 하와이, 미국 / 38

   7) 잔지바르, 탄자니아 / 42

   8) 푸켓, 태국 / 46 

   9) 세부, 필리핀 / 50

 10) 페낭, 말레이시아 / 54

 11) 프린스 에드워드, 캐나다 / 58

 12) 캄퐁참, 캄보디아 / 62

 13) 고틀랜드, 스웨덴 / 66



Ⅱ. 섬관광정책(ITOP) 포럼 회고

1. 포럼 경과 / 72

   1) 포럼 참여 현황 / 72

   2) 포럼 핵심 이슈 변천 / 73

2. 회차별 회고 / 74

   1) 공동성명서 / 74

   2) 사진 / 106

Ⅲ. 섬관광정책(ITOP) 포럼 미래비전 
 

1. 기본 방향 / 124

   1) 비전 키워드 범주화 / 124

   2) 미래비전 5대 전략 / 125

2. 20주년 기념 뉴비전 / 126

   1) 뉴비전 선언문 / 126

   2) 뉴비전 달성을 위한 21개 과제 / 128

  부  록

운영요강 / 132

ITOP 포럼 관계자 명단 / 135



섬관광정책 포럼 20주년 백서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 제주, 오키나와, 하이난, 발리 

4개 지역으로 시작했던 섬관광정책 포럼이 

이제는 13개 지방정부협의체로 성장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섬,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추구해 왔던 섬관광정책 포럼의 비전과 꿈도 

지난 20년간 알차게 영글어 왔습니다. 

회원 지역이 

그동안 함께 해 온 긴밀한 대화와 협력, 우정은 

새로운 가치를 잉태하고, 

또 다른 공동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섬은 더 이상 고립과 단절의 공간이 아닙니다. 

생태, 환경, 평화, 문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  희  룡

■ ■  축  사



풍력, 파력, 태양열 등 미래에너지, 

웰빙과 힐링의 원천으로서 섬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정 환경 보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 

균형 잡힌 투자 유치 등 

새로운 과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섬관광정책 포럼의 지난 20년의 발자취가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경쟁력을 더욱 끌어 올리고,

마주하고 있는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데 

소중한 지침이자,

섬관광정책 포럼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는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주 주지사

Made Mangku Pastika 

■ ■  축  사

발리에서 따뜻한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섬관광정책(ITOP) 포럼 창립 20주년 기념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발리 주정부는 스리랑카 남부주에서 개최되는 제20회 ITOP 포럼 2016을 지지합니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을 대표하여 스리랑카 남부주에서 열리는 제20회 섬관광정책(ITOP)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ITOP포럼은 1997년 설립 이후 19년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지역 정부와 지역관광 협력기관간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인 ITOP 포럼은 해남성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신규 회원들을 영입하면서 섬 지역간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19년간 회원 지역들은 유수한 전통과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인 비전을 통해 섬 

지역의 관광증진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과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상호간 배움과 소통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제20회 ITOP 포럼 전야를 맞아 우리 회원지역들은 포럼이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성장하리

라고 굳게 믿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20회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성장

Liu Cigui

■ ■  축  사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Takeshi Onaga

■ ■  축  사

섬관광정책(ITOP) 포럼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99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1회 포럼부터 ITOP 포럼 회원 지역들은 관광정책 

분야에 대한 공통의 수 많은 주제에 관해 함께 협력하면서 동시에 서로간 교류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4개 지역으로 시작했던 ITOP 포럼은 이제 전 세계 13개 지방정부 협의체로 성장하여,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회원지역의 확대는 ITOP 포럼의 정보교류 기반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섬관광 증진을 위한 

전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회원 지역들은 포럼 외에도 회원 지역간 교환학생, 문화교류, 교육훈련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간 교류 증진 및 지원을 통해 상호 이해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역시 지난 20년 간 전체 관광객 수가 2.3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1.4배 증가했습니다. 

관광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오키나와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 대해 포럼의 지난 역사 동안 회원 지역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간의 노력에 대해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계 회원 지역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섬지역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해결하고, 미래에도 함께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2016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스리랑카 남부주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섬관광정책(ITOP) 

포럼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의미 있는 행사를 이곳 스리랑카 남부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진심

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TOP 포럼 회원 지역들은 모두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아름다운 해안과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국적인 열대우림, 고대 유적지, 그 외 수많은 매력적인 지역이 공존하며 다채로운 

지리적 특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ITOP 포럼은 199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스리랑카 남부주는 2004년 회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13개 회원 지역들은 그동안 합의와 보다 나은 관광협력 정책 마련을 위한 교류 및 

협의를 통해 섬 지역 관광산업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ITOP 포럼은 해마다 다양한 포럼 주제를 채택하여 회원 지역들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왔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은 현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제20회 ITOP 포럼의 주제는 환경보전과 섬 관광입니다. 무계획적인 개발활동과 다른 심각한 

원인들로 발생한 도전 과제로부터 환경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섬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 결정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제주 ITOP 포럼 사무국, 회원 지역 주지사 및 대표 여러분, 관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럼 개최에 힘써 주신 남부주 관계자, 부지사, 각 도시정부 위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그 협력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리랑카 남부주 주지사

Hemakumara Nanayakkara

■ ■  축  사



 태국 푸켓주 주지사

Chokchai Det-amonthan 

■ ■  축  사

푸켓 주를 대신하여 지난 20년 간 거두어들인 섬관광정책(ITOP) 포럼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그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으며, 지역 사회에서 훌륭한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크나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푸켓은 2008년 ITOP 포럼 회원으로 

처음 가입하였고, 제18회 ITOP 포럼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지역의 관광과 

발전에 집중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협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좋은 

결실로 이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공이 모든 면면에 기여

하고 이롭게 작용하여 회원지역의 관광 발전에도 지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20년 간 보여준 ITOP포럼의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성공을 

이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지속가능한 정책 플랫폼인 섬관광정책(ITOP) 포럼이 시작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캄퐁참 주를 대신하여 제20회 ITOP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ITOP 포럼의 옵저버로서 포럼의 이니셔티브와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전 세계 모든 

회원들과 회원지역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무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ITOP 

포럼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ITOP 포럼은 지금까지 회원지역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ITOP 포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강화와 증진 노력에 진심으로 참여해주시고, 

경험과 주요 구상을 공유하여 내실 있는 포럼을 만들어 주신 회원 지역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ITOP 포럼 메커니즘이 전 세계 회원 지역 및 도시의 진정한 참여를 통해 굳건하게 유지

되고 번영을 향해 용기 있게 전진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 지역 여러분들에게 보다 큰 결실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행사인 이번 제20회 ITOP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캄퐁참주 주지사

Lorn Limthay

■ ■  축  사



01 



01 
 1 ITOP 포럼 소개
 
 2 ITOP 포럼 회원 소개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14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

1. ITOP 포럼 소개

1) 설립 배경

  • 도서 지역 간 자연·환경·생태의 동질성 

  • 도서 지역 간 사회·문화·환경적 고민의 유사성  

  • 도서 지역 관광구조의 유사성과 성장가능성

  • 도서 지역 고유의 경험·지혜·전략 공유

  • 도서 지역이 직면한 위협·장애·약점의 공동 극복

2) 설립 목적

  • 지역 간 관광협력 기반 조성 

  • 섬 공동의 관광관심사 논의

  • 관련 업무 실행에 대한 협의·조정·지원

  • 관광 진흥을 통한 섬관광 공동번영 추구

  • 지역 및 국가발전 기여

3) 포럼 성격

  • 회원국 간 공동 관광정책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체

4) 주요업무

  • 관광개발 경험 및 정보 공유

  • 관광루트 개발 및 공동협력 마케팅

  • 지역별 대학, 관광산업 및 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 기타 지역 간 관광 교류 및 협력 논의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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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성과

  • ITOP 포럼 개최(연 1회)

  • 공동성명서 발표(연 1회)

  • 국제기구(PATA, UNWTO, UNITAR 등)와의 협력 및 네트워킹 구축

  • 회원지역 간 문화 교류 확대(문화공연단 초청 등)

  • 회원지역 간 인적 교류 활성화(관광 전문가 초청, 인력 파견 등)

  • ITOP 포럼 홍보 강화(국내외 행사 참여, 홍보 리플릿 배포 등)

  • ITOP 포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ITOP 포럼 회원지역 확대(회원지역 : 4개 → 10개)

6) 연  혁

년 월 세 부 내 용

1995 10
• 발리주, 해남성과 실무대표회의

• 동아시아 섬관광정책 포럼 창설 합의

1996

4
• 제주도, 오키나와현 대표회의

• 상호교류 구체화 및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안 모색 합의

5
• 발리주 실무대표단 내도, 실무대표회의 개최

• 지사·성장회의 정례개최 합의

8

• 오키나와현지사 내도, 지사회의 개최

• 해남성 실무대표단 내도

• ITOP 포럼 정례개최 합의 

10
• 제주 실무대표단 오키나와 방문

• ITOP 포럼 정례개최 합의

1997 7

• ITOP 포럼 창설 및 운영요강 제정(’97. 7. 24)

• 제1회 ITOP 포럼 개최(대한민국 제주)

 ※ 창립회원 : 제주(대한민국), 발리(인도네시아), 해남성(중국), 오키나와(일본) 

1998 7 • 제2회 ITOP 포럼 개최(일본 오키나와)

1999 7 • 제3회 ITOP 포럼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2000 11 • 제4회 ITOP 포럼 개최(중국 해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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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세 부 내 용

2001 10

• 제5회 ITOP 포럼 개최(대한민국 제주)

• 포럼 사무국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설치 합의

• 4개 지역(제주, 오키나와, 해남성, 발리) 대표 실무협의회 구성

2002 10
• 제6회 ITOP 포럼 개최(일본 오키나와)

• 포럼 사무국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설치 운영

2003 6 • 제7회 ITOP 포럼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2004 11
• 제8회 ITOP 포럼 개최(중국 해남성) 

 ※ 회원 추가 : 카나리아(스페인), 하와이(미국), 남부주(스리랑카), 잔지바르(탄자니아) 

2005 11 • 제9회 ITOP 포럼 개최(스페인 카나리아) 

2006 10
• 제10회 ITOP 포럼 개최(대한민국 제주)

• 운영요강 개정(경비 부담, 협력적 파트너 수정 개정 등)

2007 11 • 제11회 ITOP 포럼 개최(스리랑카 남부주) 

2008 11
• 제12회 ITOP 포럼 개최(일본 오키나와) 

 ※ 회원 추가 : 푸켓(태국) 

2009 11

• 제13회 ITOP 포럼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 포럼 사무국 제주관광공사 이전 운영 

• ITOP 포럼 영문 홈페이지 구축

2010 11
• 제14회 ITOP 포럼 개최(중국 해남성)

• 운영요강 개정(제명, 가입 항목 추가 등)

2011 9

• 제15회 ITOP 포럼 개최(대한민국 제주)

• ITOP 포럼 공식 심볼 승인

• 15주년 기념 책자 발간(ITOP포럼 지난 15년의 발자취를 회고하다)

 ※ 회원 추가 : 세부(필리핀) 

2012 11 • 제16회 ITOP 포럼 개최(일본 오키나와)

2013 11
• 제17회 ITOP 포럼 개최(중국 해남성)

 ※ 회원 추가 : 페낭(말레이시아) 

2014 8 • 제18회 ITOP 포럼 개최(태국 푸켓)

2015 10

• 제19회 ITOP 포럼 개최(대한민국 제주)

• 운영요강 개정(본부 명시, 가입절차 수정 개정 등)

※ 회원 삭제 : 카나리아제도(스페인)

2016 10

• 제20회 ITOP 포럼 개최(스리랑카 남부주)

• 20주년 기념 뉴비전 선포식 개최

• 20주년 기념 백서 발간

• 운영요강 개정(개최국 선정 및 개최시기 수정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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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 현황

구  분 국  가 지역명 가입시기

회  원

(10)

창립국

(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97.   7

인도네시아 발리 〃

중국 해남성 〃

일본 오키나와 〃

미국 하와이 ’04. 11

스리랑카 남부주 〃

탄자니아 잔지바르 〃

태국 푸켓 ’08. 11

필리핀 세부 ’11.   9

말레이시아 페낭 ’13. 11

일반참가

(3)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

캄보디아 캄퐁참 -

스웨덴 고틀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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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대 포럼 개최 현황  

차수 일  정 개  최  지 주        제

제  1회 ’97. 07. 23 ~ 07. 25 제주도(대한민국) 창설 포럼(주제 없음)

제  2회 ’98. 07. 22 ~ 07. 24 오키나와현(일본) 섬관광 개발의 방향

제  3회 ’99. 07. 15 ~ 07. 17 발리주(인도네시아) 문화 환경의 향상

제  4회 ’00. 11. 03 ~ 11. 06 해남성(중국) 생태관광

제  5회 ’01. 10. 15 ~ 10. 18 제주도(대한민국) 해양관광과 섬 번영의 기회

제  6회 ’02. 10. 13 ~ 10. 16 오키나와현(일본) 장기체재형 관광

제  7회 ’03. 06. 11 ~ 06. 15 발리주(인도네시아) 세계 평화와 문화관광

제  8회 ’04. 11. 04 ~ 11. 07 해남성(중국) 섬관광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제  9회 ’05. 11. 09 ~ 11. 12 카나리아군도(스페인) 섬관광지의 안정성

제10회 ’06. 10. 12 ~ 10. 15 제주도(대한민국) IT를 활용한 섬관광 발전 방향

제11회 ’07. 11. 05 ~ 11. 08 남부주(스리랑카) 섬지역의 크루즈관광 확대 방안

제12회 ’08. 11. 03 ~ 11. 06 오키나와현(일본) 도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

제13회 ’09. 11. 02 ~ 11. 04 발리주(인도네시아) 해양관광 - 기회와 보존

제14회 ’10. 11. 02 ~ 11. 04 해남성(중국) 저탄소 경제와 섬관광

제15회 ’11. 09. 28 ~ 09. 30 제주도(대한민국) MICE산업과 관광발전

제16회 ’12. 11. 06 ~ 11. 08 오키나와현(일본) 섬관광지역의 자연재해 위기관리

제17회 ’13. 11. 06 ~ 11. 08 해남성(중국) 세계화와 지방화 - 섬관광 개발을 위한 기회와 도전

제18회 ’14. 08. 20 ~ 08. 22 푸켓(태국)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네트워크

제19회 ’15. 10. 05 ~ 10. 08 제주도(대한민국)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정책

제20회 ’16. 10. 24 ~ 10. 27 남부주(스리랑카) 환경보전과 섬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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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OP 포럼 회원 소개

1) 제주도, 대한민국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며,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제주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제주는 관광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위 치 대한민국 서남쪽

인 구 632,701명(2016년 5월 기준)

면 적 1,848km²

기 후

기후 구분 온대해양기후

연평균 기온 15~16℃

연평균 강수량 2,044mm

언 어 한국어

화 폐 한국 원화(KRW)

시 차 UT +9

공 항 정 보 제주국제공항

주 요 도 시 제주시, 서귀포시

연 관광객 수 13,664,395명(2015년 12월 기준)

연 락 처

주소 〒 63122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전화 +82 64 740 6077

팩스 +82 64 740 6079

홈페이지 http://www.ijto.or.kr/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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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우리나라 3대 영산(靈山) 중의 하나인 한라산은 해발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으며,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다양한 식생 분포를 이루고 있는 한라산은 동식물의 보고(寶庫)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1966년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한라산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제주를 방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몰리는 장소 중 한 곳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수중 폭발해 생겨난 성산일출봉은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 420호로 지정되었고, 2007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상(해발 182m)의 화구까지는 경사가 급하고 높으며, 넓은 분지를 이루고 있어, 

웅장한 성곽을 연상시킬 만큼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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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굴

만장굴은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로서 총 길이는 약 7.4km이며, 주 통로의 폭이 18m, 높이가 23m에 

달한다. 수십만 년 전에 형성된 동굴 중에 만장굴과 같이 내부의 형태와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큰 규모의 

용암동굴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2007년 만장굴의 학술적, 보전적 가치를 인정받아 UNESCO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올레길

올레길은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이다.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되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도 있다. 계획

적인 코스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도보여행지로 성공한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의 관광사업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보여행 열풍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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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제

1962년부터 시작된 탐라문화제는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제주 지역의 독특한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된 행사로는 한라산신제, 

만덕제, 제주민속예술축제, 시·군 향토축제 등이 있고, 이밖에 향토음식점, 향토물산전이 펼쳐진다. 또한 

제주 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독특한 민속놀이도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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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리, 인도네시아

청정하고 푸른 관광지인 발리에서는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하다. 수천 개에 달하는 힌두교 사원과 다른 

종교지로의 영적관광은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또한 지역, 역내, 국가, 세계 문화를 하나로 

아우르는 놀라운 포용력을 보여주며 문화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관광과 문화를 결합한 관광 컨셉은 미래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치 인도네시아 군도 중남부

인 구 4,152,800명

면 적 5,632.86km²

기 후

기후 구분 온대 / 열대성 기후

연평균 기온 26~29°C

연평균 강수량 1,741mm

언 어 인도네시아어

화 폐 루피화(Rp)

시 차 UT(Universal Time) +8

공 항 정 보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주 요 도 시 덴파사

연 관광객 수 4,001,835명(2015년 12월 기준)

연 락 처

주소
Dinas Pariwisata Provinsi Bali, Bali Government Tourism Office, Jl. S. 

Parman Niti Mandala–denpasar(80235)

전화 +62 361 222 387

팩스 +62 361 226 313

홈페이지 www. tourism.baliprov.go.id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24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

타나롯 사원(Tanah Lot Temple)

타바난 리젠시(Tabanan Regency)에 자리잡은 타나롯 사원은 발리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지이다. 연안 바위에 위치한 사원은 15세기 힌두 승려 니라르타(Nirarth)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리인들의 영적생활과 신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깃깃 폭포(Gitgit Waterfall)

깃깃 폭포는 발리 북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관광

지로 35m 높이의 고원에 위치하며 열대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매혹적인 자연과 함께 들리는 폭포 

소리는 실로 놀라우며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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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리뿌란 마을(Penglipuran Village)

뻥리뿌란 마을에는 고대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아름

다운 건물이 모여있다. 마을의 모든 건물은 질서정연

하게 늘어서 있으며 동일한 담장과 출입문으로 장식

되어 있다. 

믈라스티 행사(Melasti ceremony)

믈라스티 행사는 네피 주간에 펼쳐지며 매해 열리는 

이 행사는 모든 힌두인들이 신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힘을 받아 자정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게와까 파크(Garuda Wisnu Kencana Cultural Park(GWK))

발리 남부에 위치한 관광 공원으로 발리의 주도인 덴파사 남쪽 

40km 떨어진 바둥 리젠시(Badung regency)에 있다. 게와까 파크

에는 비슈누 신이 가루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담은 거대한 석상이 

있다. 석상의 높이는 12m이며, 게와까 파크는 지상 146m 혹은 

해수면 263m의 높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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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남성, 중국

중국 유일의 열대기후를 가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 휴가와 겨울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몇 안되는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힌다. 국제관광지 건설이라는 야심찬 목표 달성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엔리케 사비냑 유엔세계관광기구 전 사무총장은 하이난을 “창조주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

이며, 전 인류의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칭송한 바 있다. 

위 치 중국 최남단

인 구 9,108,200명(2015년 12월 기준) 

면 적 35,400km²

기 후

기후 구분 열대 몬순 기후

연평균 기온 22~26°C (71~79°F)

연평균 강수량 1,600mm

언 어 만다린어(북경어)

화 폐 위안화(RMB)

시 차 UT +8

공 항 정 보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공항, 싼야 봉황 국제공항(싼야펑황국제공항), 충하이 보아오 국제공항

주 요 도 시 하이커우 시, 싼야 시

연 관광객 수 8,671,518명(2015년 12월 기준)

연 락 처

주소 9 Guoxing Avenue., Haikou, Hainan, P. R. China, 570203

전화 +86 898 6539 6594

팩스 +86 898 6539 6594

홈페이지 http://dfoca.hainan.gov.cn/wsqbz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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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우 시(Haikou City)

하이난 화산 공원(Hainan Volcano Park)은 중국 최초의 화산 국립공원이며, 펑샤오강(Feng Xiaogang) 

영화마을은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촬영 세트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로 지난 세기 동안 변모해온 중국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싼야 시(Sanya City)

바다를 바라보며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싼야는 하이난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최고급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수상 스포츠를 통해 전세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연인들이 꿈꿔온 해변 결혼식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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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옹하이시(Qionghai City)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추천한 베이렁촌(Beireng Village)과 1999년 6월 

강과 바다를 가르는 세계에서 가장 협소한 모래 반도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제이드 벨트 비치(Jade Belt 

Beach)가 유명하다. 보아오 포럼(the Boao Forum for Asia)의 영구 개최지로, 보아오 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바오팅 현(Baoting County) 

하이난 토착민과 소수민족인 리족(여족)이 거주하는 제너두(Xanadu)와 하이난 전 도시 및 지역에서 큰 

보호를 받고 있는 문화유산인 묘족 생태문화관광지역(Miao Ecological Cultural Tourism Area)이 유명

하다. 야노다열대문화관광지역을 따라 걷거나 치시안 마운틴(Qixian Mountain)의 독특한 푸른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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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수이 현(Lingshui County)

바운더리 아일랜드(Boundary Island)에서 숨막히게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한없이 푸른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요트 타기, 보트 타기, 수영 등 다양한 해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야생원숭이섬(Monkey 

Island)에는 2,138m에 달하는 중국에서 가장 긴 케이블이 바다 위로 펼쳐져 있다. 원숭이 보호를 위한 

중국 유일의 열대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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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키나와, 일본 

아시아 대륙의 동쪽, 일본 열도의 남서부 끝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은 16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오키나와는 류큐왕국 기간 동안 선박을 이끌고 공해로 나가 해외교역을 하여 경제적으로 풍요

로움을 누렸다. 일본 내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가장 근접한 오키나와는 지리적인 이점과 해외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한 국제교환센터를 통한 개방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 치 아시아 대륙 동쪽, 일본 열도 남서부 끝단

인 구 1,432,874명(2016년 6월 기준)

면 적 2,281km²

기 후

기후 구분 아열대 기후

연평균 기온 23.1℃

연평균 강수량 2,040mm

언 어 일어

화 폐 엔화(JPY)

시 차 UT(세계시) +9

공 항 정 보 나하 공항

주 요 도 시 나하 시

연 관광객 수 7,763,000명(2015년)

연 락 처

주소 1-2-2 Izumizaki Naha City, Okinawa 900-8570 Japan

전화 +81 98 866 2763

팩스 +81 98 866 2764

홈페이지 http://www.pref.okinawa.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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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리성(Shurijo Castle Park)

슈리성은 통일 류큐왕국의 거성터로 류큐왕국시대 동안 정치, 외교, 문화의 중심지였다. 선명한 붉은색의 

정전은 일본과 중국의 건축양식이 결합되어 있으며, 현재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목조건물로 

남아있다.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Okinawa Churaumi Aquarium)

오키나와 모토부 반도 북부에 위치한 추라우미 수족관은 매년 3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

이다. 오키나와의 바다를 체험한다는 컨셉의 추라우미 수족관은 740종 2만1천여개의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키나와의 바다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쿠로시오 바다’라는 수심 10m, 가로 35m, 

세로 27m의 압도적인 대형 수조는 관광객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조 중 

하나인 쿠로시오 수조에는 길이 8.6m에 달하는 고래상어와 쥐가오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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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마 제도(Kerama Islands)

나하 시 서쪽으로 30~40km 떨어진 크고 작은 2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라마 제도의 바다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투명하며 ‘케라마 블루’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색색의 산호초 사이를 다양한 

열대어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선사하며, 세계 각국의 다이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다이빙 하지 않아도 환상적인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나하 대(大)줄다리기(Naha Great Tug-of-War)

1450년경 기념행사로 시작된 줄다리기 행사는 오랜 역사문화와 높은 긍지를 상징하고 있다. 1971년 

나하 시 50주년 기념행사로 부활하여 행복과 평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오키나와의 전통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1995년에는 총 길이 200m, 무게 43톤의 볏짚으로 만든 최대 규모의 줄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었다. 

줄다리기 참여 인원 1만5천명, 전체 행사 참가인원 27만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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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테(Karate)

가라테는 유도, 검도와 함께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무술로 오키나와가 발상지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오키나와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번성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으로 중국으로부터 권법을 전수받고, 오키나와 전통 무술과 결합하여 가라테가 탄생하였으며,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현재 가라테는 세계170여개국 수천 만명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무도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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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부주,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7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3번째로 인구가 많다. 스리랑카 남부주는 8개 지역의 

모든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명소를 갖춘 독특한 지역이다. 화려한 해양수산 벨트가 남부주 

전역에 걸쳐 있으며, 맹그로브 생태계, 야생생물, 탐험하기 좋은 산림, 조류 보호구, 녹색 수풀, 수많은 불교

사원과 유적이 남아있는 코랄 가든이 있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시절 지어진 요새 또한 여행을 흥미

롭게 만든다.

위 치 스리랑카 최남단

인 구 2,500,000명

면 적 5,544km²

기 후

기후 구분 해양성 / 열대기후

연평균 기온 25~29°C

연평균 강수량 1,886.6mm

언 어 신할라어, 타밀어, 영어

화 폐 스리랑카 루피화(LKR)

시 차 GMT(그리니치 평균시) +5.5 

공 항 정 보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카투나야카

주 요 도 시 갈레, 마타라, 함반토타

연 관광객 수 2,721,265명(2015년 기준)

연 락 처

주소 Governor’s Secretariat, Lower Dickson Road, Galle.

전화 +94 91 223 4578, +94 91 222 2498

팩스 +94 91 223 4480

홈페이지 www.governor.sp.gov.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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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레 요새(Galle Fort)

유네스코는 바위가 많은 작은 반도에 세워진 식민지 시대 건물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했다. 17세기 포르

투갈인이 세우고,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에 의해 확장되었다. 넓은 거주공간과 거리, 전통사원, 교회, 회교도 

사원, 상업 및 정부건물, 박물관이 모두 한자리에 있다.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보여주는 구 시가지를 따라 

걸으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히카두와(Hikkaduwa)

2002년 국가해양공원으로 지정된 코랄 가든으로 유명한 히카두와에서는 스노쿨링이나 반잠수정을 

타고 다채로운 산호와 화려한 색상의 물고기떼를 즐길 수 있다. 히카두와는 서핑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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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티야고다 문스톤 광산(Moonstone Mines in Meetiyagoda)

앰발랑고다 인근 미티야고다 마을은 월광석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장소로, 달의 축복을 받아 월광석이 

집중적으로 묻혀 있다고 전해진다. 문스톤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보름달처럼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신성한 

보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수 세기 동안 장신구에 이용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월광석은 정장석(orthoclase feldspar)에서 만들어지는 푸른 광택을 띤 블루 씬으로 스리랑카 

보석 탄광에서만 발견된다. 미티야고다 문스톤 광산에서 땅속 깊이 위치한 좁은 갱로를 따라 채굴과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신할라자산림보호지역(Sinharaja Rain Forest)

긴 강(Gin river)과 함께 히니두마(Hiniduma)/넬루와(Neluwa)에서 디니야야(Deniyaya)에 이르는 

남부지역으로 뻗어있는 열대우림지역은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부주에서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열대우림으로 희귀 열대 동식물종이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신할라자산림보호

지역은 남부지역 약 11,330 헥타르에 걸쳐 있다.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36 | 37

미리사 고래관광(Whale Watching, Mirissa)

미리사의 고래, 돌고래 관광은 휴가 중 스리랑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해양활동 중의 하나이다. 

미리사는 고래, 돌고래 관광의 최적의 장소로서 온화한 인도양에서 대왕고래, 브라이드고래, 향유고래, 

흰수염고래, 범고래, 참돌고래, 남방큰돌고래, 스피너돌고래, 큰코돌고래, 줄무늬돌고래를 볼 수 있다. 때로는 

거북과 참다랑어, 날치 등 다양한 어종을 목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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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와이, 미국

1959년 8월 21일 미국의 50번째 주로 가장 최근 편입된 하와이는 중앙태평양에 위치한 화산 열도이다. 

절벽, 폭포, 열대식물 그리고 금빛, 붉은빛, 검은빛, 심지어 녹사까지 보이는 다채로운 해변과 바위가 많은 

풍경으로 알려져 있다. 8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개 섬에는 사람이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니하우 섬(the island of Ni̒ ihau)은 로빈슨 형제(브루스, 키스 로빈슨) 소유로 허가받지 않은 외부

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위 치 미 대륙에서 남서부 3,200km 지점

인 구 1,431,603명

면 적 28,311km²

기 후

기후 구분 바람이 많은 열대기후

연평균 기온 24~31°C

연평균 강수량 600mm

언 어 영어, 하와이어

화 폐 미국 달러(USD)

시 차 GMT -10

공 항 정 보 호놀룰루 국제공항

주 요 도 시 호놀룰루

연 관광객 수 8,300,000명

연 락 처

주소
Office of Lt. Governor Shan Tsutsui, Hawaii State Capitol, 415S. 

Beretania St.

전화 +1 808 586 0255

팩스 +1 808 586 0006

홈페이지 http://ltgov.hawaii.gov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38 | 39

와이키키 

임해 해안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하와이 최대의 관광지이다. 호놀룰루 외곽에 위치한 와이키키는 

접근이 용이하고 현대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갖춰져 있다. 반월형 해변의 

끝에는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Diamond Head Crater)로 알려진 사화산이 있으며, 햇빛이 쏟아져 내리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해변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할레아칼라 국립공원(Haleakala National Park)

마우이에 있는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을 통해 3,048km(10,000ft)가 넘는 할레아칼라 화산 접근이 가능

하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섬 전체로 뻗어 있으며 특히 석양이 아름답다. 활동을 중단한 분화구가 

노출되어 있으며, 달과 닮은 형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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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안 문화센터(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폴리네시안 문화센터는 하와이의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다양한 전시와 재현이 낮 동안 펼쳐진다. 

공원 내에 IMAX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 가이드의 인솔로 카누를 저으며 석호를 관람할 수 있다. 

화산국립공원(Volcanoes National Park)

화산국립공원은 하와이 섬(빅 아일랜드)에 위치하며, 중심부에는 킬라우에아(K lauea)와 마우나로아

(Mauna Loa) 활화산이 있다. 크레이터 림 드라이브(Crater Rim Drive)는 수증기 사이를 통과하며 지나

간다. 재거 뮤지엄(Jaggar Museum)에서는 화산 관련 전시물과 할레마우마우 분화구(Halema'uma'u 

Crater)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열차를 타고 공원을 횡단할 수 있다.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40 | 41

마노아 수목원과 폭포(Lyon Arboretum and Manoa Falls)

분수령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조림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목을 테스트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살아있는 

식물을 수집하기 위해 1918년 하와이 수수농장주협회(Hawaiian Sugar Planters' Association)가 설립

됐다. 초대 이사장 재직 시 2천 종에 달하는 수목이 심어졌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열대작물 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다. 마노아 수목원은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42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

7) 잔지바르, 탄자니아

동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의 자치령으로 본토에서 해안으로 25~50km(16~31mi) 떨어진 인도양 

잔지바르 제도를 구성하며, 언구자 섬(Unguja, 주도로 공식적으로 잔지바르를 의미함)과 펨바(Pemba)의 

두 개의 큰 섬과 나머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는 언구자 섬에 위치한 잔지바르 시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스톤타운(Stone Town)이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위 치 탄자니아 동부

인 구 1,303,569명

면 적 2,461km²

기 후

기후 구분 열대 / 해양성 / 몬순

연평균 기온 22~33°C

연평균 강수량 1,409mm

언 어 스와힐리어, 영어, 아랍어

화 폐 탄자니아 실링(TZS)

시 차 GMT +3

공 항 정 보 잔지바르 국제공항

주 요 도 시 잔지바르 시

연 관광객 수 500,000명 이상

연 락 처

주소 Town Hall Office P.O Box 1288, Zanzibar Municipal Council, Tanzania

전화 +255 777 411 892

팩스 +255 24 223 3443

홈페이지 www.tanzania.go.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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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지바르 버터플라이 센터(Zanzibar Butterfly Center)

잔지바르 버터플라이 센터(ZBC)는 잔지바르의 관광 명소로, 풍부한 초목이 있는 조류장(가로 30m x 세로 

20m)에 약 400~600 마리의 나비가 있다. ZBC 입장 수입으로 인근 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소득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피트(Pete) 지역의 빈곤 감소에도 기여하므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우스 오브 원더(House of Wonders)

하우스 오브 원더(혹은 Palace of Wonders)는 스톤타운에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이다. 스톤타운에서 가장 

큰 건물로 옛 도시의 해안지구 미징가니 로드(Mizingani Road)에 있는 야시장(Forodhani Gardens)을 

마주하고 있는 눈에 띄는 공간이다. 잔지바르&스와힐리 지방 역사문화 박물관(the Museum of History & 

Culture of Zanzibar & the Swahili Coast)을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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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음악축제(Sauti za Busara Festival)

Sauti za Busara 음악축제는 매년 2월 중순 잔지바르에서 6일간 개최되는 문화행사로 탄자니아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통 행사를 비롯하여 풍부하고 역동적인 여러가지 스타일이 혼재된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성공회 성당과 노예시장(Anglican Cathedral and Slave Market) 

스톤타운에 있는 웅장한 규모의 성공회 성당은 1873년 폐쇄된 과거 최대 규모의 노예시장 부지 위에 

있다. 성당의 제단은 노예들이 미래의 소유주 앞에서 육체적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나무에 묶여 있던 

태형기둥과 같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이 건축물은 완공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에드워드 스티어(Edward 

Steere)는 그 사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제단 뒤에 묻히게 되었다. 성당 밖에는 사슬로 목이 묶인 노예가족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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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브 해상공원(Chumbe Marine Park)

춤브 해상공원은 마지막 원시 산호섬으로 알려진 무인 춤브 섬의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991년 

개발된 자연보호구역이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는 해상공원에서 관광객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그루퍼, 에인절피시, 나비고기, 트리거피시, 코거북복, 어름돔, 무늬양쥐돔, 트럼펫피시, 라이

언피시, 깃대돔 등을 비롯 400종 이상의 물고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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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푸켓, 태국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인 푸켓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모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이다. 인기있는 모래

사장에서 수풀이 우거진 언덕, 산, 석회 절벽, 낮은 평원, 석호와 풍부한 열대작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위 치 태국 남부, 말레이 반도 서안에 있는 푸켓섬 남동부

인 구 390,245명(2016년 5월)

면 적 543,034m²

기 후

기후 구분 열대 몬순

연평균 기온 25~34°C (77~93°F)

연평균 강수량 2,364.7mm

언 어 태국어, 영어 및 방언

화 폐 태국 바트화(THB)

시 차 표준시간대 : GMT/UTC + 07:00시

공 항 정 보 푸켓국제공항

주 요 도 시 푸켓 올드타운

연 관광객 수 13,000,000명

연 락 처

주소 5 Narisorn Road, Muang Phuket 83000

전화 +66 76 211 366

팩스 +66 76 211 366 

홈페이지 www.phuket.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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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이 촌(Rawai Village)

“바다 집시” 모켄족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로 당당히 떠나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진기한 경험을 선사

해 줄 것입니다. 이들은 안다만과 니코바 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신앙과 관습을 철저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라와이 자체는 작은 어항으로 해변은 코코넛과 습지 오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푸켓 거대 불상(Phuket Big Buddha) 

45미터 크기의 거대한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는 차롱과 카다 사이 니커드 힐 정상에 서면 섬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서 본 불상은 매우 인자한 모습이며, 작은 종들과 부처를 상징하는 노란색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만이 귓가를 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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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환타씨 쇼(Phuket FantaSea Show)

푸켓 최대의 쇼 환타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중곡예사들과 함께 코끼리들과 기타 동물들이 이국적인 

스토리라인으로 공연을 펼치는 본 쇼는 전통과 환상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추억의 밤을 선사합니다.  

주석(Tin)

주석 채굴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진행되었다. 주석 수요가 감소하고 연안 해역의 주석 준설이 지난 몇 

년간 제한되고 있다. 또한 산호초와 서안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 채굴 구역 규제가 생겨났다. 주석 채굴지는 

점차 아름다운 리조트 호텔 개발, 요트 마리나, 골프 코스, 번지점프 시설로 변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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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장(Pearl Farm)

푸켓의 진주농장은 전세계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만개 이상의 굴이 양식되어 전문 지역 근로자

들의 손을 거쳐 5만개 이상의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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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부, 필리핀 

세부는 비사야 제도, 필리핀 세부 주에 있는 도시로 본토와 167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소득 수준이 높다. 주도는 세부 시로 필리핀 최초의 수도이자 가장 오래된 도시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치

정부이다. 세부는 필리핀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 중 하나로 비사야 지역의 상업, 무역, 산업 중심지이다. 

최근에는 쇼핑, 가구생산, 관광, 비즈니스 프로세싱 서비스, 중공업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

위 치 마닐라 남부

인 구 3,850,000명

면 적 88,199km²

기 후

기후 구분 온화한 기후

연평균 기온 23~33°C

연평균 강수량 1,638.2mm

언 어 세부아노어, 영어, 필리핀어

화 폐 필리핀 페소화(PHP)

시 차 GTM +8

공 항 정 보 막탄세부국제공항

주 요 도 시 세부 시

연 관광객 수 2,721,265명

연 락 처

주소
Tourism and heritage council, 2/F West Wing, Cebu Provincial 

Capitol, Cebu city 6000 Philippines

전화 +63 32 253 5642

팩스 +63 32 253 5642

홈페이지 www.cebu.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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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젤란 십자가(Magellan’s Cross)

마젤란 십자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탐험가들이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의 명령으로 

1521년 3월 15일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여 세웠다. 마젤란의 십자가는 세부 시 도심부 대성당에서 볼 수 

있다.

도교사원(Taoist Temple)

도교사원은 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화교들이 설립했다. 고대 중국 철학자인 노자(Lao Zi)의 

가르침을 받드는 도교의 중심 사원이다. 신자들은 사원에서 신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원하며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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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페드로 요새(Fort San Pedro) 

필리핀 초대 총독인 레가스피(Miguel L pez de Legazpi) 장군에 의해 1565년 지어졌다. 미군 병영, 

반군의 거점, 수용소, 동물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잔해가 남아 있는, 평화로운 울타리가 있는 정원

으로 남아있다. 

가와산 폭포(Kawasan Falls)

세부 서남쪽으로 130km 떨어진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세 시간 가량 이동하면 보이는 바디안(Badian) 

마을 마투티아노(Matutinao)에 위치하고 있다. 산 속에 위치한 가와산 폭포는 한 없이 차가운 천연 용천

수가 잔잔하게 흐르는 평화로운 자연을 선사한다. 가와산에는 폭포가 여러 개 있다. 첫 번째 폭포는 가장 큰 

규모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즐겨 찾으며 항상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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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밀라수중생태보호구역(Talima Marine Sanctuary)

타밀라수중생태보호구역은 14헥타르 규모의 자연보호구역으로 막탄(Mactan)을 가로질러 올랑고 섬 

(Olang Island) 바로 앞에 펼쳐져 있다. 세부의 보석으로 세부 연안 및 거주밀집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 있지만 필리핀에 도착하고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이곳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다이빙 지역이자 보호구역으로 막탄 섬과 올랑고 섬 사이 올랑고 서쪽 열대수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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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페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페낭 주는 아시아 주요 문명의 교차지로 수 세기 동안 수많은 관광객

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왔다. 장엄한 건축물과 환상적인 쇼핑공간,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이 가득한 페낭은 

진정한 문화와 유적, 그리고 천혜의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여유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아시아의 진수를 맛

보게 해준다. 

위 치 말레이시아 서북쪽 해안

인 구 1,663,000명

면 적 1,031km²

기 후

기후 구분 열대 몬순

연평균 기온 27°C

연평균 강수량 2,670mm

언 어 말레이시아어, 영어, 만다린어, 호키엔어, 기타 토착어 등

화 폐 말레이시아 링깃화(RM)

시 차 UT +8

공 항 정 보 Penang International Airport, Bayan Lepas

주 요 도 시 조지타운(주도)

연 관광객 수 6,800,000명(2015년)

연 락 처

주소 Penang State Tourism Office, Level 53, KOMTAR, 10503 Penang

전화 +604 650 5136

팩스 +604 261 9744

홈페이지 www.mypenang.gov.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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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 문화유산 거주지(George Town Heritage Enclave)

페낭의 주도인 조지타운은 뛰어난 유무형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되었다. 18세기 조지타운은 최초의 영국 해협 식민지이자 활발한 교역지로, 그리고 현재는 상점, 교회, 

사원, 회교사원, 정부 건물 등 다양한 식민지 시대 및 세계대전 시기의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지역요리와 길거리 음식들

페낭은 또한 아시아 음식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음식은 페낭의 다문화 사회와 문화, 역사를 여실히 

반영한다. 길거리 음식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졌다. 페낭은 CNN Travel로부터 아시아 

10대 길거리 음식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4년 론리 플래닛으로부터 최고의 먹거리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페낭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 쌀국수 요리인 아쌈 락싸(Assam Laksa)는 CNN Go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 가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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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낭 힐(Penang Hill)

페낭 힐은 페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이다. 2014년 페낭 힐의 방문객수는 1백3십6만명을 

돌파했다. 해발 833m(2,732ft)의 페낭 힐은 해수면 위에 위치한다. 

동남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마을로 그 역사는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는 총 

1,996m로 뻗어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 또한 

케이블카 터널은 길이 79m(258ft), 폭 3m(10ft), 

경사도 27.9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낭 힐에는 52채의 방갈로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100년 이상 오래되었다. 1789년 

세워진 정부 건물(Bel Retiro)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 문화 축제 

페낭은 다문화,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주로 여러 종교 문화 행사가 1년 내내 개최된다. 수많은 순교자

들과 신자들이 전역에서 페낭으로 모여든다. 무루간 신(Lord Muruga)을 경배하는 힌두교 축제인 타이푸

삼(Thaipusam)에는 해마다 백만명 이상이 참가한다. 그 외에도 Nine Emperor Gods Festivals, Hungry 

Ghost Festivals(도교), Maulidur Rasul(이슬람교) 등의 종교행사가 있다.  



Ⅰ. 섬관광정책(ITOP) 포럼 개요   56 | 57

더 블루 맨션(Cheong Fatt Tze Mansion) 

청 팟 치(Cheong Fatt Tze)는 영향력 있는 난양의 사업가이자 만주 정부의 상류 북경인이었다. 싱가폴 

총영사이자 서태후(Empress Dowager)의 경제자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1880년대 건설된 청 팟 치 맨션은 

38개의 방과 5개의 대리석 안뜰, 7개의 계단과 지역 목으로 만든 220개의 미늘 창이 있다. 1995년 말레

이시아 국가건축보존상(Malaysian National Architectural Award For Conservation)과 2000년 유네스코 

선정 헤리티지 건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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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린스 에드워드,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만의 노바스코샤와  인근 캐나다 동부 연해주에 있는 섬으로 토지경계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이다. 프린스 에드워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다. “바다의 정원”, “연합의 탄생지” 또는 “연합의 요람” 등의 

이름이 있다. 붉은 모래사장, 등대, 비옥한 대지와 더불어 바닷가재와 홍합 등의 해산물 요리로 잘 알려져 

있다. 주도인 샬럿타운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건축물과 컨페더레이션 예술센터, 극장과 미술관이 있다.  

위 치 캐나다 동해안에 위치

인 구 145,855명

면 적 5,620km²

기 후

기후 구분 온화한 기후

연평균 기온 -7℃~27℃

연평균 강수량 890mm

언 어 영어, 프랑스어

화 폐 캐나다 달러(CAD)

시 차 GMT -3

공 항 정 보 샬럿타운 공항

주 요 도 시 샬럿타운

연 관광객 수 1,300,000명

연 락 처

주소 95 Rochford Street P.O Box 2000, Charlottetown, PE C1A 7N8

전화 +902 368 4400

팩스 +902 368 4416

홈페이지 http://www.gov.p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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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머리 앤(Anne of GREEN GABLES) 

1908년 빨간 머리 앤이 최초로 출간되었을 때 독자들은 “정말로 이런 곳이 존재하는지” 궁금해했다. 

오늘날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몽고메리(L.M. Montgomery)가 사랑받는 빨간 머리 앤의 이야기를 창작

하는데 영감을 받은 프린스 에드워드를 방문하고 있다. 

세인트 던스탠 교회(St. Dunstan's Basilica)

샬럿타운 교구 성당으로 화재 이후 1916년 재건된 석조 건물은 그레이트 조지 스트리트의 항구와 컨페

더레이션 예술센터 사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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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페더레이션 예술센터(Confederation Centre of the Arts)

샬럿타운에 위치한 시각무대예술을 위한 문화센터로 1960년 문을 열었으며, 엘리자베스 2세가 1964년 

10월 6일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

베이슨 헤드 주립공원(Basin Head Provincial Park)

Points East Coastal Drive에 위치해 있으며 해변과 공원이 있는 이 곳은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하다. 

처음으로 주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해변을 따라 모래에 발을 끌며 “노래하는” 듯한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본다. 그 독특함 때문에 노래하는 모래해변(Singing Sands)라는 별칭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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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페더레이션 트레일(Confederation Trail)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후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 273km에 달하는 컨페더레이션 트레일은 섬의 양 

끝을 가로지른다. 서북단 티그미시(Tignish)에서 동쪽 엘마이라(Elmira)까지 운행된다. 조그마한 철로가 

샬럿타운, 우드 아일랜드, 보드(Boarden)의 컨페더레이션 대교로 이어진다. 평평하고 잘 유지된 철로는 

산책과 조깅,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철로이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이 없고, 2퍼센트 이상의 

경사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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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캄퐁참, 캄보디아

캄퐁참은 수도인 프놈펜에서 124km, 앙코르와트 시엠립(Siem Reap)에서 약 2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프놈펜까지는 2시간, 시엠립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위 치 프놈펜 북동부

인 구 1,097,085명(2015년)

면 적 9,650km²

기 후

기후 구분 몬순지역

연평균 기온 17.8~41°C

연평균 강수량 3.8mm

언 어 크메르어

화 폐 리엘화(Riel)

시 차 GMT +7

공 항 정 보 없음

주 요 도 시 캄퐁참 시

연 관광객 수 479,326명

연 락 처

주소
7th Village, Sang kat Veal Vong Commune Kampong Cham City 

Kampong Cham Province

전화 +855 42 211 127

팩스 +855 42 111 115

홈페이지 kampongcham.gov.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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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코르 바체이 파고다(Prasat Nokor Bachey)

캄퐁참 도심부에서 2km, 프놈펜에서 122km 떨어진 Ampil commune에 위치하고 있으며 12세기 후반

~13세기 초 자이아보르만 7세(King Jayvarman 7)가 바욘(Bayon) 양식으로 건축한 대승불교 사원이다.

 

프놈 브로스-프놈 스레이 리조트(Phnom Bros-Phnom Srey Resort)

캄퐁 시엠 구역 크랄라 코뮌 트라펭 차 마을(Trapeang Cha village, Krala Commune, Kampong 

Siem District)에 위치한 역사 유적지로, 북부 7번 국도를 타고 캄퐁참에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프놈 

브로스-프놈 스레이 리조트에는 전설적인 고대 크메르 산 언덕이 있다. 왼편에는 1,000m에 달하는 또 다른 

산이 있다. 프놈 브로스 아래에는 30m 높이의 프놈 스레이가 있으며, 308개의 계단이 천상과도 같은 산

꼭대기로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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뜩차리조트(Teuk Chha Resort)

도시에서 42km 떨어진 크호르 구역 크라우치 코뮌 트메이 마을(thmey village, krouch commune, 

Prey Chhor district)에 위치한 뜩차리조트는 앞으로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원과 

관개 농업지가 있으며,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지하수로 이어지는 산호초가 있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긴다. 

일본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2013년 6월 13일 건설된 소형 댐이 있다.

코펜(Koh Pen)

캄퐁참 남쪽 메콩강 중앙에 위치한 섬으로 도시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메콩강을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백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관광지인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거주하고 있다. 

농사와 어업, 그리고 전통 공예품을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성수기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건기에는 해변에서 샤워를 즐기고 음식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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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사트 프놈 충 프레이(Prasat Phnom Cheung Prey)

충 프레이는 자연문화관광지로 캄퐁참에서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충 프레이 산(Cheung Prey 

Mountain)은 북부 6번 국도를 타고 3km 떨어진 동부시장에 있으며 높이는 2,300m에 달한다. 충 프레이 

사원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1세기 수리야바르만 1세(Suryavarman 1) 지배기에 건설되었으며, 힌두교 

시바신(Shiva God)에게 봉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테라이드와 사암 벽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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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틀랜드, 스웨덴 

고틀랜드는 유럽 북쪽에 위치한 스웨덴의 일부로 발트해 한가운데 자리잡은 섬이다. 800km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오래된 어촌과 모래사장, 그리고 가파른 석회암 절벽을 볼 수 있다. 관광과 농업이 일년 내내 

펼쳐지고 있는 고틀랜드는 소규모 기업들과 이보다 다소 규모가 큰 석재 및 콘크리트 기업들은 중세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스웨덴에서 가장 산업이 밀집한 지역이며, 수많은 창작자들

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하다. 잉그마르 베르히만(Ingmar Bergman) 감독은 

포뢰(Fårö)섬의 척박하고도 독특한 풍경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 

위 치 유럽 스웨덴 발트해

인 구 57,390명(2015년)

면 적 3,140km²

기 후

기후 구분 온대기후

연평균 기온 겨울 : -2℃, 여름 : 16℃

연평균 강수량 500~600mm

언 어 스웨덴어

화 폐 스웨덴 크로나(SEK)

시 차 UTC+1(UTC+2 서머타임)

공 항 정 보 비스비 공항

주 요 도 시 비스비

연 관광객 수 900,000명

연 락 처

주소 Tourist Information, Donners plats 1, Visby

전화 +46 498 20 17 00

팩스 +46 498 21 25 90

홈페이지 www.gotland.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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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비 한자 동맹 도시(Hanseatic Town of Visby)

비스비는 12~14세기 발트해 연안 한자동맹의 중심지였다. 비스비 한자 동맹 도시는 ‘놀랄만한 도시

풍경과 거주지의 형태와 기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고대 건물들이 배치된 도시의 모습을 벽으로 

둘러싼 북유럽 중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라는 평을 받으며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베르히만 센터(The Bergman Center)

포뢰섬에 위치한 베르히만 센터는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작품과 예술성과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장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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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체험축제(The Medieval Week)

중세 음악, 극장, 시장, 공예품, 마상 토너먼트, 수업과 강의로 구성된 스웨덴 최대의 역사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이 혼재된 300가지가 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7월과 축제기간 동안 고틀랜드 전역

에서 마상 토너먼트가 개최된다. 

감라샴과 랑함마르(Gamla Hamn and Langhammars)

포뢰섬에 위치한 Gamla Hamn 항구는 중세시대 동안 어업과 교역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는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스택(sea stack)과 무덤이 펼쳐진 자연보호구역이다. 이 중 

한 시스택은 ‘Coffee Pot and Dog’를 비롯 수 많은 이름이 지어졌다.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고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시스택은 랑함마르에 위치한다. 자갈해변과 황량한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높이는 10m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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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라 칼스(Stora Karls )

스투라 칼스는 스웨덴에서 가장 흥미로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으로 손꼽히며, 미국의 옐로스톤(Yellowstone)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보전지구이다. 클린테함(Klintehamn)에서 배를 타고 30분 가량 

이동하면 섬에 도착한다. 가이드 투어와 박물관 입장이 가능하다. 수천 마리의 바다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조류관찰의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887년 

세워진 등대는 스웨덴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축물 중 하나이다. 해변과 화석, 황야지역, 난초밭, 고대 유물들을 

볼 수 있다.  

도시 성벽(Town Walls)

13세기 후반 건설된 석회 성벽이 3.5km 길이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15~20m 높이의 44개의 타워

가 군데군데 세워져 있다. 북쪽 끝에는 메이든스 타워(Maiden's Tower, Jungfrutornet)가 있다. 이 곳은 

비스비 금 세공인의 딸이 덴마크왕 발레마 아테르아그(Valdemar Atterdag)와 사랑에 빠져 도시를 배신

하여 산채로 벽에 묻혔다는 전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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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럼 경과

1) 포럼 참여 현황

년도 회차

회     원 (10개) 일반참가지역 (3개)

제주도
오키

나와
해남성 발리 남부주 하와이

잔지

바르
푸켓 세부 페낭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캄퐁참
고틀

랜드

’16 20 개최

’15 19 개최

’14 18 개최

’13 17 개최

’12 16 개최

’11 15 개최

’10 14 개최

’09 13 개최

’08 12 개최

’07 11 개최

’06 10 개최

’05 9

’04 8 개최

’03 7 개최

’02 6 개최

’01 5 개최

’00 4 개최

’99 3 개최

’98 2 개최

’97 1 개최

※  : 참여지역 표시

※ 2005년 9회 비회원

    카나리아 개최

※ 남부주, 하와이, 잔지바르,

    카나리아 2004년,

    푸켓 2008년,

    세부 2011년, 

    페낭 2013년 가입 

  Ⅱ. 섬관광정책(ITOP) 포럼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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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럼 핵심 이슈 변천

※  공동성명문(1997년~ 2015년)을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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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차별 회고

1) 공동성명서 

제1회  ITOP 포럼        1997. 7. 23 ~ 7. 25     제주(대한민국) 

섬관광정책 포럼 창설에 즈음한 (공동성명)

「섬관광정책 포럼(ITOP FORUM))」 창설에 참가한 4개지역 지사·성장은 1997년 7월 24일 대한

민국 제주도에서 지사·성장회의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하였으며, 본 포럼의 정례화를 통하여 

4개 지역간 교류협력 증진으로 공동번영의 장을 열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

의 일치를 보았다. 

1.  네 지역은 우선적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향후 농수산·문화·환경 등 

교류범위를 넓혀 나감과 동시에 가입지역의 범위도 확대해 나간다.

2.  지역상호간 교류협력 증대 측면의 지사·성장 회의 등은 「섬관광정책 포럼」 운영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3.  지역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관광정보의 상호교류는 물론 필요시 세계 주요 관광시장을 겨냥한 

순회 관광홍보전 등 공동의 협력마케팅을 전개해 나간다.

4.  지역간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편을 활용한 관광객 상호교류와 민간부문의 교류 증대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간다.

5.  상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지속시켜 나갈 포럼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되, 세부사항은 실무대표

자 회의를 통하여 구체화해 나간다.

이 사항들은 영어 및 4개 지역별 국어로 각 4부씩 작성하여 공동서명하였으며, 4개 지역에서 각 1부

씩 보관한다. 

1997년  7월 24일

대한민국 제주도지사 신    구    범

인도네시아 발리주지사 이다 바구스 오카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장 루  안  총  우

일본국 오키나와현지사 오 타  마 시 히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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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ITOP 포럼        1998. 7. 22 ~ 7. 24     오키나와(일본)  

제2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1998년 7월 23일 일본국 오키나와현에서 열린 섬관광정책 포럼에 참가한 대한민국 제주도

지사,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성장, 일본국 오키나와현지사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신뢰감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4개 지역간의 상호협력을 더욱 추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주지사도 각 사항에 동의했다.

1.  4개 지역은 관광개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연과 문화를 고려한 관광자원개발에 

서로 협력해 나간다.

2. 4개 지역은 농업, 문화, 환경 등의 분야를 포함한 시찰과 연구도 함께 실천해 나간다.

3. 4개 지역은 그 성과를 공유한다.

4.  다음 포럼 개최지 및 개최시기는 4개 지역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 공동성명은 영문과 각 참가지역의 공용어에 의해 각각 4부씩 작성되어, 4명의 지사·성장에 

의해 서명되어, 각 지역이 1부씩 보유할 것으로 하고, 번역상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

1998년  7월 23일

  

대  한  민  국 제 주 도 지 사

중화인민공화국 루  안  총  우

일    본    국 오 타  마 시 히 데

인 도 네 시 아 이다 바구스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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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ITOP 포럼        1999. 7. 15 ~ 7. 17     발리(인도네시아) 

제3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인도네시아 발리주에서 개최된 제3회 포럼에 참가한 4개 지역 대표는 관광분야에서 가일층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제주 선언과 오키나와 선언을 실행에 옮긴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1. 지역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 관련 정보의 공유

2. 국제 관광행사와 관광교역전 공동참가 홍보

3. 포럼지역간 직항로 개설 추진 노력

4. 관광관련 증진을 위한 예술단 상호 교류

5. 문화관광 증진을 위한 예술단 상호 교류

6.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비용 문제는 각 지역 간 상호 협의 하에 추진

7. 차기 포럼 개최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으로 결정

이 공동성명은 영어로 4부 작성되었으며, 각각 1부씩 참가지역에서 보관한다.

1999년  7월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주지사 데와 마데 베라타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부성장 리    동    솅

대한민국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    경    무

일본국 오키나와현 부지사 마키노 히로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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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ITOP 포럼        2000. 11. 3 ~ 11. 6     해남성(중국)

제4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제주도,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일본국 오키나와현, 인도네시아 발리주를 대표하여 지사·

성장들은 2000년 1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에서 제4회 섬관광정책 포럼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4개 지역은 ‘섬’으로서의 특수성을 보전하면서 역동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전략을 추구하고,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여 나가며, 상호 보완적 정책과 질서, 선진 응용 기술의 

상호 교환 등 4개 지역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관광을 포함한 경제·사회·생태적 발전을 

확고히 도모하여 나가는 문제 등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섬관광정책 포럼은 4개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한 유익한 장이 

되어 왔으며, 4개 지역간 화합과 우정을 바탕으로 국가간의 관계 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에 앞으로도 새로운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4개 지역의 상호이해와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일치해 보았다.

1. 상호 협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연합 공동 홍보 웹사이트를 개발한다.

2.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4개 지역간 정기 또는 비정기 항공 노선을 개설토록 각각의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각 지역이 노력한다.

3. 관광분야 인적교류 활성화와 상호 교환연수 등을 추진한다.

4. 제5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01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5.  지금까지 포럼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부문 정기·부정기 회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기로 한다.

이 성명서는 4개 지역의 언어와 영어로 쓰여졌으며, 4개 지역 지사에 의하여 각각 서명되어 4부씩 
작성되었으며 4개 지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언어의 차이에서 의미의 불명확함이 있을 경우는 영문을 기준으로 한다.

2000년 11월  4일 

대한민국 제주도 부지사 김    영    보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장 왕  샤  오  펭

일본국 오키나와현 부지사 히로다카 마키노 

인도네시아 발리주지사 데와 마데 베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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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ITOP 포럼        2001. 10. 15 ~ 10. 18     제주(대한민국)

제5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제주도, 인도네시아 발리,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일본국 오키나와현의 지사·성장들은 

2001년 10월 16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제5회 섬관광정책 포럼을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4개 섬들은 지난 5년간의 포럼이 지역간 우호와 협력의 관계 증진은 물론 4개 지역의 

관광발전에도 유익하였으나, 합의사항의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합의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포럼에서 달성한 합의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4개 지역의 대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럼사무국을 제주도에 설치한다.

2. 포럼참가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섬들의 세계연대를 지향한다.

3. 포럼 주제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

4. 4개 섬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5. 제6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02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한다.

이 공동성명은 4개 지역의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각 지역 지사가 공동 서명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1부씩 보관하고,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

2001년 10월 16일

대한민국 제주도지사 우    근    민

인도네시아 발리주지사 데와 마데 베라타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부성장 리    동    솅

일본국 오키나와현지사 이나미네 케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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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ITOP 포럼        2002. 10. 13 ~ 10. 16     오키나와(일본)

제6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제주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주,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일본국 오키나와현의 대표자

들은 2002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국 오키나와현에서 개최된 섬관광정책 포럼에 출석하여 

4개 지역 섬관광에 관한 상호인식을 같이 하고 4개 지역의 향후 관광진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 

실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  4개 지역은 생태관광을 포함한 장기체재형 관광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질서 잡힌 관광개발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 보호에 힘쓰면서 

이용·활용을 촉진한다. 

2.  4개 지역의 자연과 예술, 문화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섬 관광의 진흥에 기여한다.

3.  4개 섬은 지금까지의 포럼에서 달성한 합의사항의 실현을 위해 실무자 차원의 회의를 정기적

으로 개최하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다.

4. 제7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03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 주최로 개최한다.

이 공동성명은 영어를 기본언어로 4개 지역의 대표자가 4부 전부 서명하였으며, 각각 한국어판, 

인도네시아어판, 중국어판, 일본어판으로 번역문을 병기하고 번역언어 사용지역에서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공동성명에 관한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영문표기의 공동성명을 기준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2002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제주도지사 우    근    민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성장대표 왕   쇼 우   추

인도네시아공화국 발리주 부지사 이  케 툿  위 자 나

일본국 오키나와현지사 이나미네 케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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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ITOP 포럼        2003. 6. 11 ~ 6. 15     발리(인도네시아)

제7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발리주에서 개최된 제7회 ITOP 포럼에 참가한 4개 지역은 문화와 관광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참가 지역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발리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였습니다.

문화

문화면에서의 협력은 주최지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교류

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학생들과 연구원들을 보냄으로써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항공요금, 여권, 그리고 재정은 보내는 지역에서 부담하고, 숙박, 

지역교통편, 기타 경비는 주최지역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관광

4개 참가지역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문화관광, 생태관광, 해양관광, 농업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과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가장 

적합한 접근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협력은 관광전문가와 연구원의 교환을 통해 더욱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잠재

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발리의 생태관광, 일본의 농업관광, 중국의 문화관광, 그리고 한국의 

해양관광 등과 같은 관광의 여러 가지 면의 다양한 교육과 워크샵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

4개 지역은 농부들의 상품에 대한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의 일치

를 보았습니다. 일부 활동들은 유기농업시스템과 같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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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시스템에서의 실험들과 교육은 농부의 기술들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산업

농산물 생산과정은 물론이고 수작업, 포장작업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이 중요성에 관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과학기술 이동이 필요합니다.

평화

4개 지역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공헌할 것입니다.

제8회 ITOP 포럼은 2004년에 중국의 해남성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4개 지역 언어(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지역의 대표에 의해 서명되어, 각 지역에서 1부씩 보관할 것입니다. 이 공동성명의 번역상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는 영어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003년  6월 13일

인 도 네 시 아 발 리 주 지 사

중화인민공화국 해 남 성 장

대 한 민 국 제 주 도 지 사

일 본 국 오키나와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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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ITOP 포럼        2004. 11. 4 ~ 11. 7     해남성(중국)

제8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8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04년 11월 4일~7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되었다.

포럼 창립회원국에서 오신 여러 인사들 - 중국 하이난성장, 웨이 리우쳉；대한민국 제주도 

정무부지사, 이계식 : 인도네시아 발리 부지사, 케수마 켈라칸 : 일본 오끼나와현 정책조정실장, 

초에이 요기 - 뿐만 아니라 핀란드의 오우루지사, 에이노 시우루아이넨 :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남부지방지사, 킹슬리 위크라마라트네 : 오스트리아 짤스쿠르크 부지사, 오스마라우스 : 

스페인령 카나리군도 자치지구 전직 대통령, 로렌조 올라테 쿨렌 : 미국 하와이주 대표, 조지베렌 

: 탄자니아 잔지바르시장, 아미드 케이시 라이아미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섬관광 진흥을 위한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을 핵심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

으며, 아울러 다음 사항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1.  지속가능한 개발은 21세기 인류의 공통된 과학적 선택 사항이다. 모든 산업부문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 원리를 지켜나갈 것인데 관광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섬들은 자원을 과학적으로 

발굴·이용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관광도 자연환경, 사회·

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전통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래야만 섬들의 독특한 

생태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들도 영원히 보존해 나갈 수 있다. 

2.  국제관광의 수요 증대는 관광상품 시장 규모의 확대 증대를 동반할 것이다. 이런 결과로 

관광을 주요산업으로 삼는 섬들의 번영과 관광상품의 지속적인 공급 기회가 충분히 많아질 

것이다. 섬들은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국제시장들을 부단히 개척하고, 관광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해 나가는 일은 섬관광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아울러 섬 

지역민들 간의 이해와 우애를 증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무역, 그리고 문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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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한 지역들 간에 협력과 발전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은 실용주의적 

정신으로 공동관광 시장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며, 그리고 각각의 관광기업들로 

하여금 포럼회원 섬 지역에서 생산된 관광상품들을 주요 판매경로로 삼도록 권유하고 지도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섬들이 서로 간에 진정한 상호관계를 맺게 된다.

4.  제8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남부지방, 스페인 카나리군도 자치

지구, 미국 하와이주, 탄자니아 잔지바르시를 포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핀란드의 

오우루,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를 상시 협력적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에 동의한다. 

5.  제8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몇 가지 협력사업들을 통해 선언이 효력을 발휘될 수 있기 위해 

공동성명에 실천적 결정이 포함되도록 합의한다.

6.  제8회 섬관광정책 포럼에서 제9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05년에 스페인령 카나리군도 자치

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7.  제8회 섬관광정책 포럼에서 제10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06년에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영어로 작성된 공동성명서는 4부를 복사하여 서명한 각 회원국이 한 부씩 사본을 소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장 웨 이  리 우 쳉 

대한민국 제주도 정무부지사 이 계 식 

인도네시아 발리 부지사 케수마 켈라칸 

일본 오끼나와현 정책조정실장 초 에 이  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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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ITOP 포럼        2005. 11. 9 ~ 11. 12     카나리아군도(스페인) 

제9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도서간 관광정책 포럼은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자치구에서 11월 9~12일간에 걸쳐 열렸으며, 

심층적인 논의 끝에 각 회원 도서들은 다음과 같이 서명했습니다.

- 운영 매뉴얼 -

운영 매뉴얼에 대한 수정본과 관련하여, 모든 참가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본 포럼은 운영 매뉴얼의 수정본과 관련된 논의를 위한 ITOP 회원들의 2/3에 해당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위원회는 운영 매뉴얼의 수정본에 관한 논의와 승인을 대한민국의 

제주 지방에서 열릴 다음 번 포럼으로 연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차기 ITOP 포럼을 주최할 제주도는 운영 매뉴얼의 수정본을 준비할 책임을 진다.

- 관광 보안 -

1.  ITOP 회원 도서들은 서로간에 보안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이고 관광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서로 

교환하고 상의한다.

2.  모든 회원 도서들은 서로간에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매 포럼이 진행될 때마다 영어로 

쓰여진 관광 및 보안 관련 데이터를 제출한다.

Iriwayan Subagiartha

발리

인도네시아

Sachiko Arakaki

오키나와현

일본

Chen Cheng

하이난

중국

Hong, Won-Young

제주

대한민국

Lorenzo Olarte Cullen

카나리아 제도 자치구

스페인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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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ITOP 포럼        2006. 10. 12 ~ 10. 15     제주(대한민국)

제10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0회 도서간 관광정책 포럼은 2006년 10월 12일~15일간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일본의 
오키나와현, 인도네시아의 발리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하이난 지역, 스리랑카의 남부지역, 그리고 탄자
니아의 잔지바르 시의회에서 온 리더들의 참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졌다.

포럼은 도서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고립된 섬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IT(정보기술)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1997년 설립된 ITOP 포럼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된 도서 
관광 페어(Island Tourism Fair)는 ITOP 포럼의 미래를 위한 공통의 비전을 제시했다.

회원 도서들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참가 회원들은 다음의 내용에 만장

일치로 합의했다.

1.  모든 ITOP 회원들은 도서 관광을 위한 개발전략에 IT를 적극적으로 통합할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된 정책과 기술의 교류를 확장한다.

2.  실무자급 대표들의 회담이 2007년 전반기에 한 차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제주특별      
자치도에서 제안한 동북아시아 관광 벨트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논의하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모든 정규 회원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3.  모든 ITOP 회원들은 1차 ITOP 포럼에서 발표된 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며, 회원도서들 
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회원들은 운영 개관의 부분적인 수정과(4, 11, 12조) 운영 개관을 정기적으로 준수할 것임을 합의
했다.

5.  회원들은 원칙적으로 ITOP 포럼 사무국의 비용을 기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실무자급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6. 제11차 도서간 관광 정책포럼은 스리랑카의 남부지역에서 개최될 것이다.

본 문서는 영어로 제공된다. 아래와 같이 서명이 되었으며 각각의 여섯 회원들은 서명된 문서의 원본 

일체를 보관한다. 서명된 문서의 영어본은 유권해석으로 인정된다.

2006년 10월 13일

1. I Gusti Ngurah Kesuma Kelakan   인도네시아, 발리의 부지사
2. Sachiko Arakaki   일본, 오키나와현 재무담당
3. Kinglsley T. Wickramaratne   스리랑카, 남부지역 지사
4. Zhang Qi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지역의 관광경영과 단체장
5. Mabruki J. Makame   탄자니아, 잔지바르 시의회 임원

6. KIM Tae Hwan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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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ITOP 포럼        2007. 11. 5 ~ 11. 8      남부주(스리랑카) 

제11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1회 도서간 관광 정책포럼은 2007년 11월 5일~8일간 스리랑카의 남부지역에서 열렸다. 

중국 하이난의 부지사 Mr. Jian Sixian,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사 Mrs. Katsuko Asato,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지사 Mr. 김한욱, 스리랑카의 남부지역 지사인 Mrs. Kumari Balasuriya, 

그리고 탄자니아 잔지바르시의 부시장인 Mr. Hassan S. Amour 등 포럼의 회원국들에서 온 

공무원들이 본 포럼에 참가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관광산업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환상적인 해변과 거대한 탐사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진 바다로 둘러 쌓인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 포럼은 도서 관광의 개발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써 “해양관광의 개발 및 그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제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 후에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1.  기존 해양 자원을 보호하면서 해양 관광을 개발하는 것은 해 볼만한 일이다. 그렇게 귀중한 

유산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답사의 수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천연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서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관광을 주요 산업들 중 하나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모든 회원 도서들은 자신들의 해양 자원을 

국제 관광 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필요로 합니다. 2008년을 회원국들 

사이에서 해양 관광 홍보의 해로 선언할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회원국들 간에 

해양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젝트를 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실무자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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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들 간의 협력은 회원국의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홍보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행사와 여행 중개인들이 협력을 통해 관광 홍보 계획과 회원국들의 

관광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선전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회원들 간의 관계를 더 

증진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4.  각 국가의 경제적 재건에서 관광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모든 ITOP 회원들은 1997년 

7월 제1회 ITOP 포럼에서 발표한 선언에서 수립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고 

다음과 같은 포럼의 공통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I. 관광의 활성화

    Ⅱ. 교류의 증진과 협력의 향상

    Ⅲ. 도서 지역의 개발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

5.  제12회 도서간 관광 정책포럼은 2008년 일본의 오키나와현에서 개최될 것이다.

본 문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다섯 참가 회원들에 의해 서명되어 각 서명인이 

한 부씩 보관한다.

Jian Sixian

중국, 하이난 지사

Katsuko Asato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사

김한욱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Kumari Balasuriya

스리랑카, 남부지역 지사

Hassan S. Amour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방자치당국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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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ITOP 포럼        2008. 11. 3 ~ 11. 6      오키나와(일본)

제12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2회 도서간 관광정책 포럼은 2008년 11월 3일~6일간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 중화인민

공화국 중화인민정치 자문회의의 하이난 지역위원회 의장인 Mr. Zhong Wen, 인도네시아 발리 정부 

관광사무국의 임원인 Mr. Nurjaya Gede, 일본 오키나와현 주지사인 Mr. Hirokazu Nakaima,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사인 Mr. 김태환, 스리랑카의 남부지역 지사인 Mrs. Neranjala 

Pushpa Kumari Balasuriya, 그리고 탄자니아 잔지바르 시의회 의장인 Mr. Mahboub J.I. 

Machano가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논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도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관광 

촉진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공유했으며, 다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보다 큰 주안점을 둘 것에 합의했다.

1.  관광을 통한 도서간 교류는 경제발전과 세계화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표준의 향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 수의 증가는 쓰레기, 물, 공기 오염, 교통 혼잡 

및 기타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그 결과, 지역 내에서 섬의 자연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문화유산과 현지인들의 삶과 같은 독특한 관광 자원에 대한 악영향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어 

왔다.

2.  만약 섬의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려고 하기 위함이라면, 이 산업이 기대고 있는 

관광자원의 보존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도서 지역에 관광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고,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도서 관광 자원을 보다 잘 관리하고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각각의 회원 지역들에 의해 개발될 것이다.

3.  오늘날, 지구 온난화와 지구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외부적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 온 도서지역의 관광에도 지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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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환경 및 관광의 견지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 계획이 필요하다.

4.  ITOP 포럼 회원 지역들에게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 문제들 중 하나는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이 지역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해안선의 자연 환경은 가장 중요한 관광지의 

매력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가 현지의 생태 시스템, 환경 및 경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현지의 어업과 관광산업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5. 제13회 도서간 관광 정책 포럼은 인도네시아의 발리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다.

본 공동 성명서는 영어로 여섯 부가 작성되며, 본 포럼에 참가한 여섯 지역의 대표들이 서명

하여 각 지역에서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08년 11월  5일

Mr. Zhong Wen,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정치 자문회의의 

하이난 지역위원회 의장

Mr. Nurjaya Gede,

인도네시아, 발리 정부 관광사무국 임원

Mr. Kim Tae Hwan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Mrs. Neranjala Pushpa Kumari 

Balasuriya,

스리랑카, 남부 지역 지사

Mr. Mahboub J.I. Machano,

탄자니아, 잔지바르 시의회 의장

Mr. Hirokazu Nakaima,

일본, 오키나와현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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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ITOP 포럼        2009. 11. 2 ~ 11. 4      발리(인도네시아) 

제13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3회 섬관광정책 포럼이 2009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의 주지사 마데 멩꾸 파스띠카,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의 부성장 지앙 시지안, 대한

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양조훈, 일본 오키나와현의 부지사 카즈꼬 아사토, 스리랑카 민주사회

주의공화국 남부의 주지사 네란잘라 푸쉬파 쿠마리 발라수리야가 이에 참가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섬관광의 지속적인 해양관광 발전에 관한 파트너쉽 구축”이라는 주제를 공통사안

으로 지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섬관광 발전을 달성한다는 공통된 임무를 지니고, 경험을 공유

하며 다음의 합의사항을 통해 전략적으로 정책을 전개시키기로 의견을 일치하였다.

1.  섬지역에서 해양은 휴양 및 관광 목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해안 및 해양 관광은 증대

되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발전 및 관련

활동의 성장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동시에 이는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통의 관심사이자 문제점으로서, 해양환경을 보존하며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공통의 전략과 해결책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관리에 관한 공동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관광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이익과 해양이 제공하는 생태적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최고의 

해양관광 관리 사례와 전형을 파악하고 경험을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  섬관광에 있어 비교 및 경쟁 우위인 해양관광발전은 해안 및 해양지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또한 

생태학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은 몇몇 중요한 서식지를 포함하며 또한 이곳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원 및 공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지역이다. 지속가능한 해양관광발전을 

이루기 위해 통합적인 해양관광관리 접근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상이한 분야의 통합, 

즉 각각 다른 정부의 통합, 이해관계자간의 통합, 육지와 해양의 통합, 다른 규율과 상이한 관리

기구의 통합, 국가간의 통합이 포함된다. 통합적인 해양관광관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 및 제휴, 지역역량 강화 및 권한 부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 사이의 균형유지,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적 기여 증대의 내용이다.

3.  해양관광 개발 및 행위에 있어 해양보존실천을 불가분의 부분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

들은 지역 수준에서 협력 및 제휴를 전개하여 보존 구상안을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 지역공동체, 

민간부문 모두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이상적인 보존 구상안인 “이중효과(co-benefit)” 접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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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양보존 구상안을 지원하는 민간부문을 확대하여야 한다. 

4.  섬지역의 해양관광발전에 있어 이상적인 사회-문화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 (1) 자원 의존도가 

높은 지역 공동체에 관광자원의 이익 증대,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해양 관광, (3) 전통 문화와 유산 보호 및 지역의 전통 

활성화, (4) 젊은층을 타겟으로 해양에 대한 인식과 해양선호도 증대. (5) 해양관광 발전에 수반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양관광 발전 

또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섬지역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중심이 된다. 

5.  해일, 지진, 쓰나미를 포함하여 바다에서 비롯되는 재해가 해안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안지역은 해수면 상승, 수온 상승, 강우량 변동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하다. 

다수의 해안관광지, 인프라, 해양레크리에이션 활동 역시 이 영향에 취약하다. 이러한 공통의 

위험요소 및 과제에 직면하여 참가자들은 기술, 지식, 회원국의 전문지식을 집중 교류함으로써 

위험요소 완화와 적응을 다루는 강도 높은 협력관계를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6.  ITOP 포럼은 세계관광공동체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니며, 대화, 지식 및 경험 교류, 

협력을 위한 장을 통해 지역내 관광발전을 위해 이상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7. 제14회 ITOP 포럼은 하이난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본 공동성명서는 영어로 5부 작성하여 본 포럼에 참가한 5개 지역의 대표자들이 서명한 후, 각 지역

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11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 주지사 

마데 멩꾸 파스띠카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부성장 

지앙 시지안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양조훈

일본 오키나와 부지사 

카즈꼬 아사토

스리랑카 남부 주지사 

네란잘라 푸쉬파 쿠마리 발라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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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ITOP 포럼        2010. 11. 2 ~ 11. 4      해남성(중국)

제14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4회 섬관광정책 포럼이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중국 해남성에서 중국 해남성 

성장 루오바오밍,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사 우에하라 요시유키, 

인도네시아 발리 주지사 대리인인 Ida Bagus Kade Subhiksu, 스리랑카 남부주지사인 Kumari 

Blasuriya, 태국 푸켓 주지사인 Tri Augkaradacha, 필리핀 세부 주지사 Gwendolyn Fiel Garcia, 

캄보디아 캄퐁참주 부지사 Lorn Limthay,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참가단 대표 및 주지사 

대리인 Chris LeClair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저탄소 경제와 섬관광이라는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본 포럼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참석자

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다. 

1.  녹색 성장은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에너지 저소비, 저오염과 저배출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발전 모델인 저탄소 경제는 전세계의 나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섬 지역들은 그들의 

최우선 목표로서 저탄소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저탄소 경제는 관광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 산업은 저탄소 

경제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저탄소 경제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다른 많은 산업들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좀 더 나은 포괄적인 결론을 창출하는 것이다. 

섬지역들은 그들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저탄소 경제의 필요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관광개발 모델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존의 형태에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3.  독특한 지리적 단위로서 섬의 지리적·자원적 특이성은 모든 산업들 중에서 관광을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게 한다. 섬지역의 취약한 생태계로 인하여 섬 관광의 계획, 투자, 

운영 및 관리는 환경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4.  섬지역의 정부들은 저탄소 경제 개념을 지지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저탄소 관광 개발 전략을 수립

하여야 한다. 또한, 관광부문의 지원 정책 및 방안들을 향상시키고, 기술적 혁신을 지원하며 저

탄소·친환경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들의 

소비 성향을 변화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관광 시장의 모든 요소들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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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5.  본 포럼은 섬 지역들이 서로 혹은 각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에 대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며 섬 지역에서 관광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할 것을 강조한다. 

6.  포럼의 회원들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좀 더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성명서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7.  필리핀 세부, 캄보디아의 캄퐁참주,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옵저버로 인정하며, 

포럼의 메커니즘에 따라 이들은 2011년 제15회 섬관광정책 포럼에서 모든 회원지역들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8. 제15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본 성명서는 영어로 9부가 제작되었으며, 각 지역이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10년 11월  3일

회원

중국 해남성장 루오 바오밍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일본 오키나와현 부지사 요시유키 우에하라

인도네시아 발리주지사 대리 Ida Bagus Kade 

Subhiksu

스리랑카 남부주지사 Kumari Balasuriya

태국 푸켓주지사 Tri Augkaradacha

옵저버 

필리핀 세부주지사 Gwendolyn Fiel Garcia

캄보디아 캄퐁참주 부지사 Lorn Limthay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지사 대리 

및 참가단 대표 Chris Le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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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ITOP 포럼        2011. 9. 28 ~ 9. 30      제주(대한민국)

제15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5회 섬관광정책 포럼이 2011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우근민,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성주 대리인 

강 야오홍, 일본 오키나와현 주지사 대리인 요시로 시모지, 인도네시아 발리주 주지사 마데 망구 

파스티카, 스리랑카 남부주 주지사 쿠마리 바라수리야, 탄자니아 잔지바르 시장 카티브 압둘라만 

카티브, 미국 하와이 주지사 대리인 김은미, 태국 푸켓 주지사 대리인 부지사 솜키에트 상카오

수치락, 필리핀 세부 주지사 그웬도린 가르시아, 말레이시아 페낭 주지사 대리인 대니로가 참석

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MICE산업과 관광발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회원

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을 촉진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상호협력하기로 의견을 일치하였다.

1. 섬관광 발전전략에 MICE산업을 적극 활용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2.  저탄소 녹색관광과 MICE산업을 여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한다.

3.  섬 지역의 MICE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품개발전략, MICE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전문인력 확보전략에 대해 서로의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기로 한다.

4.  금년 제15회 ITOP포럼 개최를 맞이하여 1997년 창설 당시 첫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간 인식의 강화를 통해 ITOP포럼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나간다.

5.  옵저버로서 2회 참석한 바 있는 필리핀 세부는 창립회원지역들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회원이 되었으며, 금년 옵저버로 참가한 말레이시아 페낭은 제16회 섬관광정책 포럼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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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라 회원으로 승인된다.

6.  ITOP포럼 회원이 추진하는 국제적인 이벤트 또는 이와 관련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 서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홍보하고 지원한다.

7. 제16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12년 오키나와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본 공동성명서는 영어로 작성하여 10개 참가지역의 대표자가 전부 서명하였으며, 각 지역

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9월 29일

회원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우근민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성주 대리인 해남성인민회의상임위원회 부회장 강 야오홍

일본 오키나와현 주지사 대리인 오키나와현청 스포츠문화관광부과장 요시로 시모지

인도네시아 발리주 주지사 마데 만구 파스티카

스리랑카 남부주 주지사 쿠마리 바라수리야

탄자니아 잔지바르 시장 카티브 압둘라만 카티브

미국 하와이 주지사 대리인 관광청 한국사무소장 김은미

태국 푸켓 주지사 대리인 부지사 솜키에트 상카오수치락

옵저버

필리핀 세부 주지사 그웬도린 가르시아

말레이시아 페낭 수석 장관 대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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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ITOP 포럼        2012. 11. 6 ~ 11. 8      오키나와(일본)

제16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6회 섬관광정책 포럼이 2012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우근민(Woo Keunmin)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다이 젠(Dai Zhen) 중국 하이난성 외무부 부국장

- 이다 바구스 카데 수비츄(Ida Bagus Kade Subhiksu)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사무소장

-  챤디마 펨시스 라사푸트라(Chandima Pemsith Rasaputra) 스리랑카 남부주 국토 국토개발 교육 

도로 정보 도시농촌 인프라 시설 장관

- 사시트 클린팍디(Sathit Klinpakdee) 태국 푸켓 행정국장

- 요시유키 우에하라(Yoshiyuki Uehara) 일본 오키나와현청 부지사

포럼에서 있었던 논의를 통해 참석한 ITOP 회원지역들은 지역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단계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며 위기 준비 태세는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기 피해 지역의 관광객 흐름 회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회원 지역의 위기 준비 태세를 업그레이드 하고, 관광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를 겪은 회원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1.  자연재해의 영향은 피해 지역으로의 관광객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섬 

경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2.  섬의 특성으로 인해 ITOP 회원지역들은 타 지역보다 더 지진, 해일, 화산분출, 홍수, 산사태, 

가뭄, 태풍, 사이클론 등 막대한 피해를 동반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기 쉽다. 섬 지역들이 

자연재해 위기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계획된 관광위기관리를 개발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3.  ITOP 회원지역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에 있어 정부와 산업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액션플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각 회원 지역은 위기피해 지역에 식량공급, 자금지원, 복구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적극적 커뮤니케이션과 위기 후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추진 전략들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원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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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지역들이 개발하는 협력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a.  훈련 및 교육 기회 제공 : 관광위기관리의 핵심에 대한 정보교환 및 회원지역의 위기관리계획 

및 우수사례 공유 

  b.  조기 경보 상호 소통 : 어느 지역에서 해일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지진을 감지하였을 시, 해일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는 회원 지역에 가능한한 신속하게 경보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c.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타 회원지역 및 전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5.  상기 협력체계의 완전한 구축 이전에 ITOP 회원지역의 관광분야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타 회원지역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배포하고, 미디어 및 정부 측 여행관계

기관들이 해당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 관광기관들의 긴밀한 

조율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피해 지역 정부 및 민간부문의 모든 분야에 협력을 제공할 것이다. 

6.  차기 ITOP 포럼 개최지역에 대해서는 사무국 단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차기 포럼 

개최지는 2012년 말까지 결정된다. 

본 성명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6부로 작성되어 본 포럼에 참석한 6개 지역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 지역에서 1부씩 소지한다.

2012년 11월  7일

우근민(Woo Keun min)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한민국

다이 젠(Dai Zhen) 

하이난성 외무부 부국장

중화인민공화국

이다 바구스 카데 수비츄(Ida Bagus Kade 

Subhiksu)

발리 관광사무소장

인도네시아공화국

챤디마 펨시스 라사푸트라(Chandima 

Pemsith Rasaputra) 

남부주 국토 국토개발 교육 도로 정보 도시농촌 

인프라 시설 장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사시트 클린팍디(Sathit Klinpakdee) 

푸켓 행정국장

태국

요시유키 우에하라(Yoshiyuki Uehara) 

오키나와현청 부지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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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ITOP 포럼        2013. 11. 6 ~ 11. 8      해남성(중국) 

제17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7회 섬관광정책 포럼(ITOP 포럼)이 2013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열렸다. 포럼의 회원 및 옵저버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지앙 딩지(Jiang Dingzhi) 중국 하이난성장

- 우근민(Woo Keun Min)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세이준 와쿠자와(Seijun Wakugawa) 일본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체육국장

- 이다 바구스 카데 수비츄(Ida Bagus Kade Subhiksu)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사무소장

- 소마이 프리쟈실파(Sommai Prijasilpa) 태국 푸켓주 부지사

- 림관엥(Lim Guan Eng) 말레이시아 페낭주지사

- 침 리에브(Chim Leav) 캄보디아 캄퐁참주 부지사

- 페퍼 몰린(Peper Molin) 스웨덴 고틀랜드 카운티 부지사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귀빈들이 본 포럼에 참석하였다. 

-  엘비에타 폴락(Elzbieta Polak) 폴란드 루부스키에 주지사, 마씨에이 시큘라(Maciej Szykula) 

부지사

- 윌리엄 제임스 레인 미국 스콧데일 시장

- 도널드 루이스 앤더슨(Donald Louis Anderson) 미국 레이크우드 시장

- 광저우 주재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스리랑카 총영사관 관계자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화와 현지화 그리고 섬관광 개발의 기회와 도전과제라는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다음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1.  세계화의 영향이 깊어짐에 따라 각 경제는 갈수록 통합되고 서로 의존하게 된다. 섬 경제는 경제 

개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섬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세계 경제에 통합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ITOP 포럼의 회원들은 

본 포럼을 관광 개발 및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재확인한다. 

2.  심각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각 국가들은 경기 침체로부

터 회복하고 성장을 재개하기 위해 개혁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관광의 낮은 자원소비, 막대한 

추진력, 그리고 포괄적 혜택을 감안할 때 관광은 경제구조조정의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 문화는 

관광의 영혼이며 관광은 문화의 전달자이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섬 경제는 관광산업을 부단히 

개발해 나가는 한편으로 현지 문화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 또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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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조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3.  지난 17회의 ITOP 포럼은 회원 지역의 관광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이러한 프레임워크 

하에서 회원 지역들은 관광 상품의 공동 홍보, 관광 관계 전문가 교육,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포럼 

참가 독려 등을 통해 관광 개발 촉진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4.  향후 회원들은 본 “공동 성명”의 합의들을 따르고 문화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도전과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들은 세계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ITOP이 지닌 역할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본 포럼의 효과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ITOP 실무자 

회의 메커니즘을 강화하는데 합의한다.

6.  포럼 메커니즘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페낭주를 회원으로, 그리고 스웨덴의 고틀랜드 카운티를 

옵저버로 받아들이는데 합의한다. 

7. 제18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14년 태국의 푸켓주에서 개최된다. 

본 성명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11부로 작성되어 각 지역에서 1부씩 소지한다.

회원 

지앙 딩지(Jiang Dingzhi) 

중국 하이난성장

우근민(Woo Keun Min)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이준 와쿠자와(Seijun Wakugawa) 

일본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다 바구스 카데 수비츄(Ida Bagus Kade 

Subhiksu)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사무소장

소마이 프리쟈실파(Sommai Prijasilpa) 

태국 푸켓주 부지사

림관엥(Lim Guan Eng) 

말레이시아 페낭주지사

옵저버 

침 리에브(Chim Leav) 

캄보디아 캄퐁참주 부지사

페퍼 몰린(Peper Molin) 

스웨덴 고틀랜드 카운티 부지사

증인 

엘비에타 폴락(Elzbieta Polak) 

폴란드 루부스키에 주지사

윌리엄 제임스 레인(Maciej Szykula) 

미국 스콧데일 시장

도널드 루이스 앤더슨(Donald Louis 

Anderson) 

미국 레이크우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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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ITOP 포럼        2014. 8. 20 ~ 8. 22      푸켓(태국)

제18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8회 ITOP 포럼은 2014년 8월 20~22일간 태국 푸켓에서 개최되었다. 회원지역 및 푸켓의 

우호도시의 대표단 단장들은 태국 푸켓 지방 주지사 Maitri Inthusut,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Park Jeong ha, 일본 오키나와현의 문화관광스포츠국 국장 Seijun Wakugawa, 중화인민

공화국 하이난성의 외교부 국장 Wang Sheng, 인도네시아 발리 정부 관광국 국장 A.A. Gede 

Yuniartha Putra, 스리랑카공화국 남부주 주지사 Kumari Balasuriya, 필리핀 세부 주지사 

Mr. Hilario P. Davide III, 말레이시아 페낭 관광개발부 장관 Danny Law Heng Kiang, 스웨덴 왕국 

고틀랜드 부지사 Peter Molin, 러시아 연방 나홋카의 제1부시장 Boris Gladkikh이다.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이 2014년도의 토론 중심 테마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에 합의한다.

1.  본 포럼은 회원지역들 간의 협력이 관광, 예술, 문화, 교육 및 환경 분야에서의 홍보와 교류를 

촉진하고 회원지역들 간의 신뢰 및 상호이해를 향상시키는 데에 필수적임에 합의한다.

2.  본 포럼은 회원 지역들 간에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개발을 추구할 것에 합의한다.

3.  여행 보안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여행의 안전을 증대하여 해안 및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인해 고통 받는 여행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를 추구할 것을 결정한다. 

4.  본 포럼은 섬지역간 관광의 편의를 위해 회원지역들 간에 서로 잠재적인 노선을 연구할 것에 

합의한다.

5. 제19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15년에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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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서는 영어로 10부를 작성하고, 각 지역이 1부씩 보관한다.

회원지역 

Maitri Inthusut

태국 푸켓 주지사

Park Jeong ha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Seijun Wakugawa

일본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체육부 단체장

Wang  Sheng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 

해외 중국업무사무소 단체장

A.A. Gede Yuniartha Putra

인도네시아 발리 정부 관광사무소 디렉터

Kumari Balasuriya

스리랑카 남부지방 주지사

Hilario P. Davide III

필리핀 세부 주지사

Danny Law Heng Kiang

말레이시아 페낭주 관광개발부 장관

참관인

Peter Molin

스웨덴 왕국 고틀랜드 부지사

입회인

Boris Gladkikh

러시아 연방 나홋카의 제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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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ITOP 포럼        2015. 10. 5 ~ 10. 8      제주(대한민국)

제19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제19회 섬관광정책 포럼이 2015년 10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인도네시아 발리주, 중국 하이난성, 일본 오키나와현, 

스리랑카 남부주, 탄자니아 잔지바르주, 태국 푸켓주, 말레이시아 페낭주, 캄보디아 캄퐁참주, 

베트남 꽝닌성에서 참가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지역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1.  관광 진흥의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수립·실행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여 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2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포럼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3.  회원국 간 공동마케팅을 위한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관광 박람회 등에 공동 참가하여 

각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회원국 간 인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에 문화공연단 

등을 초청하는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회원국의 글로벌 관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광관련 공무원, 기관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관광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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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포럼의 위상 강화 및 공동 번영사업 진행을 위해 차기 개최지에서 사무국에 1년을 기준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한다.

7. 제20회 섬관광정책 포럼은 2016년 스리랑카 남부주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본 공동성명서는 영어로 작성하여 10개 참가지역의 대표자가 전부 서명하였으며, 각 지방정부

에서 1부씩 보관한다.

회원지역

Won Hee ryong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Liu Cigui

중국 하이난성장

Agung Yuniartha Putra

인도네시아 발리 정부 관광 사무소 디렉터

Yasunobu Takehara

일본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체육부 부회장

Hemakumara Nanayakkara

스리랑카 남부지방 주지사

Abeid Juma Ali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방자치당국 디렉터

Prapa Kayee

태국 푸켓 주지사 대리인

Danny Law Heng Kiang

말레이시아 페낭주 관광개발부 장관

Omphoeurn Kunvuth

캄보디아 캄퐁참 부지사

일반참가

Trinh Dang Thanh

베트남 꽝닌성 문화 스포츠 관광국 부정책관



Ⅱ. 섬관광정책(ITOP) 포럼 회고   104 |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

제20회  ITOP 포럼        2016. 10. 24 ~ 10. 27      남부주(스리랑카) 

제20회 섬관광정책 포럼 공동성명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제20회 섬관광정책(ITOP) 포럼이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4일간 스리랑카 남부주에서 개최되었다. 회원 지역을 대표하는 여섯 개의 섬 지방정부 

대표가 포럼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Dr. Hemakumara Nanyakkara 스리랑카 남부주 

주지사, 권영수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Ms. Chen Jianjiao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 

외교판공부 정책심의관, Mr. Kazuhiro Toguchi 일본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스포츠부 부국장, Hon. 

Jerome Christian V. Librando 필리핀공화국 세부 주정부 위원.

각 섬 지방정부 대표들은 ‘환경보전과 섬 관광’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섬 관광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세계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전세계 국가들은 점차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세계 경제로 통합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투자기회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통해 점차 관광산업이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무분별한 발전계획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환경파괴와 

문화유산의 손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이며, 또한 "환경보전과 섬 관광"을 이번 포럼의 주제로 

결정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각 지역 고위 대표들은 회원 지역을 대표하여 환경보전과 섬 관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각 회원지역은 지역 내에서 주의 깊게 환경활동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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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회원지역은 이번 포럼의 결과로 마련된 환경보전 정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생태관광의 모든 

면에서 ITOP 포럼 회원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회원지역은 해당 지역 환경보전당국간 협력을 증진시킨다.

4.  각 회원지역은 섬 관광을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각 회원지역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섬 관광에서 환경보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6.  각 회원지역은 정부 및 민간 관광기구가 환경보전과 관련된 가치를 보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제21회 ITOP 포럼은 필리핀공화국 세부주에서 개최한다.

본 공동성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포럼에 참가한 6개 섬 지역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사본을 

6부 제작하였다. 각 지역은 공동선언서를 한 부씩 받아 보관한다.

2016년 10월 25일

Dr. Hemakumara Nanyakkara 

스리랑카 남부주 주지사

 

권영수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Ms. Chen Jianjiao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성 외교판공부 정책심의관

 

Mr. Kazuhiro Toguchi 

일본 오키나와현 문화관광스포츠부 부국장

Hon. Jerome Christian V. Librando 

필리핀공화국 세부 주정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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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제2회  ITOP 포럼(1998년)        개최지 :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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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ITOP 포럼(2002년)        개최지 :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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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ITOP 포럼(2004년)        개최지 : 해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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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ITOP 포럼 (2005년)        개최지 : 카나리아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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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ITOP 포럼(2006년)        개최지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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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ITOP 포럼(2007년)        개최지 : 남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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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ITOP 포럼(2008년)        개최지 : 오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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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ITOP 포럼(2009년)        개최지 :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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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ITOP 포럼(2010년)        개최지 : 해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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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ITOP 포럼(2011년)        개최지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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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ITOP 포럼(2012년)        개최지 : 오키나와



Ⅱ. 섬관광정책(ITOP) 포럼 회고   116 | 117

제17회  ITOP 포럼(2013년)        개최지 : 해남성



Ⅱ. 섬관광정책(ITOP) 포럼 회고   118 |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

제18회  ITOP 포럼(2014년)        개최지 : 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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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ITOP 포럼(2015년)        개최지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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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ITOP 포럼(2016년)        개최지 : 남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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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2016년)        개최지 : 남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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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주년 기념 뉴비전

섬관광정책(ITOP) 
포럼 미래비전



Ⅲ. 섬관광정책(ITOP) 포럼 미래비전   124 |  Inter-Islands Tourism Policy Forum

1. 기본 방향

1) 비전 키워드 범주화 

• 공동마케팅

• 동북아시아 관광개발

• 국제시장 개척

• 시장 동향 파악

• 공동연구

• 관광지식 공유

• 문화 교류

• 관광위기 관리

• 여행 안전

• 섬 정체성 

• 섬 고유성 

• 생태관광

• 기후변화 대응

• 지역기업 참여 유도

• 지역주민 환원

•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 저탄소 녹색관광

성장 중심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시장이익

추구

공공이익

추구

< 비전 설정 키워드와 개발/이익 성향과의 관계 >

※ 회원지역 및 제안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공동성명문을 토대로 작성 

  Ⅲ. 섬관광정책(ITOP) 포럼 미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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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비전 5대 전략

관광과 산업

 • 섬의 경제적 성장을 고려하고 관광과 산업의 상생을 유도하는 섬관광 실현

관광과 문화

 • 섬의 문화적 가치를 인지하고 섬의 고유성을 보호하는 섬관광 추진 

관광과 생태

 • 섬의 환경적 위기에 대응하고 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환경친화적 섬관광 주도  

관광과 사회공동체

 • 섬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주민주도형 섬관광 실천 

공통

 • 워킹그룹 확대를 통해 뉴비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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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주년 기념 뉴비전

1) 뉴비전 선언문 

지속가능한 섬관광을 위한 미래비전 

- 섬관광정책 포럼 20주년 비전 선언문 -

섬관광정책 포럼은 창립 20년 역사를 맞아 섬관광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함께 

섬지역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공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제19회 포럼 결의에 따른 미래비전은 본부 제안위원회가 13개 지역 지방정부, 국제기구인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와 긴밀한 정책조율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1997년 섬 간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창립된 섬관광정책 포럼은 세계 13개 지역 정부가 

참여해 세계 섬관광이 당면한 새롭고 도전적인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선제적 대안제시로 

국제 섬관광 정책 네트워크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난 20년 동안 회원지역의 관광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세계 관광시장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우뚝 서는 성과를 이뤘다. 

섬관광정책 포럼은 섬관광의 양적성장 이면에 있는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한다. 섬의 무분별한 개발, 섬 고유성 훼손, 기후변화 가속화, 관광수익의 양극화, 

지역 내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섬관광 미래비전’을 내놓고 

향후 2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미래비전 선언을 통해 섬의 산업, 문화, 생태, 사회공동체의 분야별 새로운 발전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회원지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이를 실천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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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비전 5대 전략 -

 • ITOP 포럼은 섬의 경제적 성장을 고려하고 관광과 산업이 상생하는 섬관광을 실현한다. 

 • ITOP 포럼은 섬의 문화적 가치를 인지하고 섬의 고유성을 보호하는 섬관광을 추진한다.

 •  ITOP 포럼은 섬의 환경적 위기에 대응하고 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환경친화적 섬관광을 

주도한다. 

 •  ITOP 포럼은 섬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주민주도형 섬관광을 

지향한다. 

 •  ITOP 포럼은 회원지역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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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비전 달성을 위한 21개 과제 

관광과 산업

 - 목표 

  • 섬의 경제적 성장을 고려하고 관광과 산업의 상생을 유도하는 섬관광 실현

 - 조치사항 

  ① 섬관광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관광정책 및 기업전략 공유

  ② 섬관광 산업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의 포럼 참여 유도

  ③ 섬관광 산업의 상생경영 마인드 선도를 위한 섬관광 기업 행동지침 설정

  ④ 관광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베스트 기업 선정 및 시상

관광과 문화

 - 목표 

  • 섬의 문화적 가치를 인지하고 섬의 고유성을 보호하는 섬관광 추진

 - 조치사항

  ⑤ 문화와 관광의 연계 강화를 위한 섬 문화유산과 관광의 공조체제 구축

  ⑥ 새로운 문화관광자원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⑦ 섬 문화관광의 이해 증진을 위한 섬들 간의 문화교류 강화

  ⑧ 섬 문화관광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섬관광 문화지표체계 구축

관광과 생태

 - 목표 

  • 섬의 환경적 위기에 대응하고 섬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환경친화적 섬관광 주도

 - 조치사항 

  ⑨ 섬관광 수용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섬관광 행동지침 마련

  ⑩ 섬관광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통생태지식의 관광자원 기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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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관광개발의 생태적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섬관광 생태환경 파악

  ⑫ 섬관광과 생태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의 생태 위협 적응전략 수립

관광과 사회공동체

 - 목표 

  • 섬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주민주도형 섬관광 실천

 - 조치사항  

  ⑬ 관광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 대상 관광교육 실시

  ⑭ 섬관광의 다자협력 실천을 위한 주민 및 비정부단체의 관광활동 참여 확대

  ⑮ 관광혜택의 주민 환원을 위한 섬관광의 사회적 경제 대책 수립

  ⑯ 주민의 관광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취약집단의 관광정보 이용역량 강화

공  통

 - 목표 

  • 워킹그룹 확대를 통해 뉴비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조치사항

  ⑰ 관광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한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⑱ 섬관광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

  ⑲ 섬관광 관련 정책 및 기업전략 활용을 위한 섬관광 테크니컬 포럼 개최

  ⑳ 섬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섬관광 어워드 시스템 도입

   섬관광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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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운영요강

  ITOP 포럼 관계자 명단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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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강

제1조(명칭) 본 협의체의 명칭은 섬관광정책 포럼(ITOP FORUM : Inter-Islands Tourism Forum)

이라 칭한다

제2조(본부) 본 포럼의 본부(Coordinating Body)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제주도 영문표기 변경, 

2010. 11. 3.), 사무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관광공사에 둔다.(수정개정, 2015. 10. 5.)

제3조(참여주체) 본 포럼은 참여 대상지역간 관광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동의 관광관련 관심사를 논의

하며, 그 실행을 협의·조정·지원함으로써 공동의 관광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참여주체) 본 포럼의 참여주체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인도네시아 발리주,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일본국 오키나와현, 스리랑카 남부주, 미국 하와이주, 탄자니아 잔지바르주, 태국 푸켓주, 

필리핀 세부주, 말레이시아 페낭주로 하고, 이 포럼의 목적에 찬성하는 도서 지방정부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 참여를 확대시켜 나간다.(수정개정, 2015. 10. 5.)

제5조(포럼성격) 본 포럼은 공동 관광정책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

제6조(포럼구성) 본 포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지사·성장회의 :  본 포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공동의 정책사항, 예산사항, 가맹지역정부나 국제

기구에 대한 권고 및 협약안을 제출한다. 

② 실무대표회의 : 지사·성장회의에서 결정 및 위임된 사항과 포럼의 실무 전반사항을 협의·진행한다. 

      부   록



부록   132 | 133

③  창립회원국회의 : 본 미팅은 창립국인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인도네시아 발리주, 중화인민공화국 

해남성, 일본국 오키나와현으로 구성되며,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③번 조항 추가, 2006. 10.13.)

④  지사·성장회의와 실무대표회의의 의장은 당해 연도(수정개정, 2011. 9. 29.) 포럼 개최지에서 자동적

으로 맡으며, 양 회의의 의결방법은 만장일치로 한다.(제주도 영문표기 변경, 2010. 11. 3.)

제7조(주요의제) 본 포럼에서 다뤄나갈 의제는 제3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아래 내용 중에서 당해 연도 

포럼 개최지 지방정부가 의제를 결정하여 포럼 3개월 전까지 회원 지방정부에 통보한다.

1. 관광개발 경험 및 정보 공유 

2. 관광루트 개발 및 공동협력 마케팅

3. 단일 관광목적지 콘셉트 형성

4. 지역별 대학, 관광사업자 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5. 기타 지역 간 관광교류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등

제8조(참여대상) 본 포럼에서는 지사·성장(대표), 관광관련 국장(실무대표), 관련 과장(실무자) 등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외의 자는 실무대표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포럼운영) 본 포럼은 정해진 의제에 대한 기조연설(지사·성장), 주제발표 및 실무회의(실무대표), 

공동성명 및 실무협약서 발표 그리고 심포지엄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10조(개최국 선정 및 개최시기) 포럼은 정례화하며, 개최 의향국이 둘 이상이면 실무대표회의에서 참가

국의 다수결로 의결하며, 공동성명서에 표기함으로써 의결문을 대신한다. 개최국 표기는 차기년도와 

차차기년도를 표기한다. 개최시기는 개최국에서 정하여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수정개정, 

2016. 10. 24.)

제11조(경비부담) 본 포럼의 경비부담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포럼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는 주최 측에서 부담하고, 체재를 위한 숙박비와 왕복항공료는 참여자 측

에서 부담한다.(수정개정, 2006. 10. 3)

②  회원국은 포럼 사무국에 실무직원 1명을 파견하며, 차기 개최국에서 파견함을 원칙으로 한다.(수정

개정,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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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요강개정) 본 요강을 개정 또는 새로운 사항을 신설코자 할 경우에는 참가지역 대표자 전원 합의

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신설한다.(수정개정, 2006. 10. 3.)

제13조(효력) 본 개정요강은 참가하지 않는 회원지역에 대하여는 의사를 물어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항목 추가, 2007. 11. 6.)

제14조(제명) 3회 이상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지역에 대하여는 의사를 물어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항목 추가, 2007. 11. 6.)

제15조(가입) 회원 가입은 회원지역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일반참가국으로 2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입회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수정개정, 2015. 10. 5.)

1. ‘입회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상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수정개정, 2011. 9. 29)

이 사항들은 영어를 기본언어로 작성하여 공동 서명하였으며, 회원지역에서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

※ 본 운영요강의 최근 수정은 2016년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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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P 포럼 관계자 명단

지  역 지사/성장 관  계  자

제주 원희룡

권영수(행정부지사), 

현근협, 안혜영, 이재홍, 문성종, 

양필수(ITOP 포럼 사무국장), 

정한별, 양지현(코디네이터), 이창미, 김정, 

H.M.LakshiSaranga(스리랑카 파견직원)

오키나와 Takeshi Onaga
Kazuhiro Toguchi, Koichiro Tamamoto, 

Shinichi Kawakami, Mika Yoshimine(코디네이터)

발리 Made Mangku Pastika Agus Yudiantara

해남성 Liu Cigui
ChenJianjiao, HE Pingchuan, XING Zhen, LIU Liu, 

CHEN Yinan, Wang Yuzhu(코디네이터)

남부주 Hemakumara Nanayakkara

R.C. De Zoysa, Lal Samarasekara(코디네이터), 

Chinthaka S. Lokuhetti, Saman Pandikorala, A. 

Samarasinghe, Tharaka Nanayakkara, Kamani 

Abeywickrama(코디네이터)

잔지바르 Abeid Juma Ali Rashid Ali Juma(코디네이터)

하와이 David Yutaka Ige Shari Carter(코디네이터)

푸켓 Chokchai Det amonthan

Theera Anantaseriwidhya(부지사), Sanranyou 

Sema, Narong Onintr(코디네이터), Sirawee 

Waloh, Anoma Vongyai, Busaya Jaipiam, Oratai 

Krutwaysho

세부 Hilario Davide III
Jerome Christan V. Librando, Mary Grace K. 

Paulino(코디네이터)

페낭 Abdul Rahman Abbas Tay Yen Mei(코디네이터)

고틀랜드 Cecilia Schenlin Seidegård Johan Graberg(코디네이터)

캄퐁참 Lun Lim Thai Saren Sourn(코디네이터)

프린스 에드워드
H. Frank Lewis

(Lieutenant Governor)
Heather Jones(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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