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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관광교통 관련 연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 연구 과
제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학술논문 28건과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12건 
등 40건이다. 연구 진행은 관광교통의 특성과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관광교통의 연구 분야
를 관광교통 수단, 관광교통 정보, 관광교통 지원정책 등 3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관광
교통 수단은 관광교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연구사례의 비중을 반영하여 4개 세부 분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관광교통에 관한 연구사례가 많지 않으며 연구 분야도 관광교통 수단
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광수요의 변화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3개 분야에 걸쳐 10개의 새로운 보완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교통시설 공급
과 관광수요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것을 새로운 연구 분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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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researches related to tourism transport conducted in Korea 

and to discover new complementary research projects based on this. Forty cases were reflected in 

the study, including 28 academic papers and 12 policy stud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transport and cases of prior research, this study divided the field of tourism transport research into 

three ranges: traffic mode choice for tourism, information for tourist traffic and support policy for 

tourist traffic etc. In particular, mode choice for tourist traffic was divided into four sub-ranges,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tourist traffic and the weight of research cas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many cases of research on tourism transport, and the research cases 

were concentrated on the mode choice for tourist traffic. To complement this, this study proposed 

10 new research projects in 3 ranges. This is a result of reflecting changes in tourist demand and 

tourism trends. In addition, a new research field was proposed to seek the connection between 

transport facilities supply and tourist demand.

Key words : Tourism transport, Literature review, Research paper, Policy study, Complementary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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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관광교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때는 1980년대 후반으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메가 이

벤트(mega event)가 개최된 시기이며, 마이카(my car)시대라는 구호에 걸맞게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 

역시 이즈음에 시작되었다. 이후 대전 세계박람회(EXPO)를 시작으로 국제 또는 국내 규모의 다수 박람회와 

지역축제의 증가 등으로 관광교통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KTX 운행 등 교통서비스가 개선되었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 등 관광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축제와 관광지 입장객 수 그리고 여가목적통행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KCTI(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2014년 555개에서 2015년 664개, 2016년 693개, 2017년 733개, 

2018년 886개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MCST)가 집계하는 주요 관광지점의 수는 2014

년 1,397명(유료 1050, 무료 347)에서 2015년 1,519명, 2016년 1,741명, 2017년 1,967명, 2018년 2,148명(유료 

1,433, 무료 715) 등으로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MCST, 2019). 관광 관련 통계에서 전국단위 관광객 

수를 제공하지 않아 주요 관광지점별 평균 관광객 수로 유추해보면 전국의 관광객 수(외국인 포함) 2016년 

379.9백만 명, 2017년 418.8천 9백만 명, 2018년 431.0천 4백만 명 등이다. 지역축제 입장객 수가 정확히 집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축제 입장객 수를 포함하지 않는 주요 관광지점의 입장객 수까지 고려한다면 해마

다 전국에서 이동하는 관광객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KTDB(2019)에서 조사·예측한 전국의 여가 목적 통행발생량은 2018년 530.2만 통행/일에서 2020년 548.8만 

통행/일, 2030년 569.7만 통행/일로 제시하고 있다. 2018년을 연간 환산하면 1,935.2 백만 명 수준이다. 이들이 

이용한 관광교통수단은(중복응답) 승용차 74.8%, 철도 8.3%, 항공기 5.9%, 선박/해상교통 2.2%, 지하철 5.3%, 

고속/시외/시내버스 8.6%, 전세/관광버스 6.1%, 차량대여/렌트 9.6%, 자전거 0.4%, 택시 3.3%, 기타 0.0% 등이

다. 이를 숙박여행과 당일여행으로 구분하여도 숙박여행은 자가용 73.5%, 철도 9.0%, 항공기 10.5%이고 당일

여행은 자가용 76.3%, 철도 7.4%, 항공기 0.3% 등으로 자가용 비중이 절대적이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a).

이처럼 관광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학문적 토대는 아직 부

족하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과 교통을 연계시켜 분석할 통계체계조차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이 관광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에는 애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관광교통에 관한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관광교통 관련 연구를 취합하여 연구의 추세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해외사례는 다루지 않는데 이는 국가 또는 지역별 

관광 여건과 교통상황이 달라서 우리나라와 연계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관광객 통

행 특성과 교통수단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교통의 연구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선행 연구사례

를 조사·분석하여 보완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Ⅱ. 국내 교통 연구 추이와 시사

1. 교통의 역  연구사례 분류 기  

Kwon et al.(2001)은 관광교통을 관광객이 일상생활을 떠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광자원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이 내포된 이동행위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관광교통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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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에서 목적지로의 이동과 관광지 내부에서의 이동 그리고 관광지에서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 이

동으로 정의하였다.

Kim and Kim(2015)은 관광교통의 영역을 관광교통 서비스체계로 정의하였다. 관광교통 서비스체계는 출

발지와 목적지 및 중간의 결절점에서의 교통수단과 교통정보 그리고 교통편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에 기반을 둠에 따라 본 연구에서 <Fig. 1>과 같이 승용차를 포함한 관광교통 서비스체

계로 재구성하였다.

<Fig. 1>에서 관광교통의 핵심 부분은 교통수단이며, 교통정보와 교통편의 시스템은 교통수단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역할이다. 서비스체계를 구성하는 비중 측면에서도 교통수단이 가장 높고 교통정보와 교통편의 시

스템의 순서이다. 교통편의 시스템은 교통수단 이용의 효율성 증진 역할에 해당하며 일부는 교통정보의 기

능과 중복되기도 한다.

Note: Redrawn in the current study with reference to Figure 2-7 by Kim and Kim(2015).

<Fig. 1> Tourism transport service system

본 연구는 Kwon et al.(2001)과 Kim(2014) 및 Kim and Kim(2015) 등 선행연구 사례와 <Fig. 1>을 토대로 관

광교통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관광교통의 영역은 분야별로 중첩되거나 상호 영향을 미쳐 명확한 구분은 어

렵지만, 영역별 중요성과 영역 내 구성 요소의 비중을 고려하여 분리해냈다. 

관광교통의 영역은 <Table 1>과 같이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 관광교통을 위한 정보, 관광교통에 대한 

지원정책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은 관광교통 수단 선택,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체계, 관광지 접근성 증진, 자체 관광자원 역할 등 4개 소분야로 정리하였다. 관광교통을 위한 정보는 

<Fig. 1>의 교통정보와 교통편의 시스템을 합한 개념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관광교통 수단과 관광교통 

정보에 직접 분류하기 어려우나 두 영역을 아우르며 관광 행정, 관광 법규 등 기타의 관광교통 지원 요소까

지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관광교통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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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by tourism transport study range

Study range Current status Problem

Traffic mode 

choice for 

tourism

Tourist traffic 

mode choice

Promotion of individual projects by ministries 

responsible for tourist traffic

Using the transport mode is inconvenient and 

lack of prior information to select transport mode

Linkage of 

transport mode, 

Mode transfer 

system

Insufficient project and linkage policy between 

transport mode

Inconvenience of the linkage and transfer for 

transport mode at node

Enhancing 

accessibility to 

tourist attractions

Complex and inconvenient access to the final 

destination

Lack of consistent transport services from origin 

to destination

Role of own 

tourism resources
The function of tourism resources is central Insufficient role as a means of tourism transport

Information for tourist traffic
Providing information centered on tourism 

resources

Lack of quality information specialized for 

tourist traffic

Support policy for tourist traffic
Information is provided individually by region 

and organization

Confusion occurs due to lack of integrated and 

unified tourist traffic policy

Data Source: The current study.

2. 교통 연구 추이 분석

1) 학술논문 발표사례 

관광 관련 학술논문 발표사례는 <Table 1>에 정리한 관광교통의 영역에 따라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 

관광교통을 위한 정보, 관광교통에 대한 지원정책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술연구 사례는 <Table 2>와 같이 1990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28건이 검색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정리

하면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이 19건으로 가장 많으며 세부적으로는 관광교통 수단선택 11건,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5건, 접근성 증진 3건 등이다. 다음으로 관광교통을 위한 정보 영역은 5건, 관광교통에 대

한 지원정책 영역은 4건 등으로 분포하였다.

연구 제목에서 분류가 모호한 연구주제는 연구내용을 분석하여 배치하였고 교통사고 감소대책은 일반적

인 안전을 다룬 것으로 관련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또한, 석·박사 학위논문은 공포되지 않은 점과 학술지 게

재와 중복된 경우가 많아 제외하였다.

2) 연구기관 정책연구 사례

연구기관의 관광교통 관련 사례는 <Table 3>과 같이 1990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12건이 검색되었다. 이

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 7건(관광교통 수단선택 2건, 관광지 접근성 증진 5건), 관

광교통을 위한 정보 1건, 관광교통에 대한 지원정책 4건 등이다. 연구 건수로는 관광지 접근성 증진 사례가 

많은데 연구기관은 관광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정책개발이 우선이므로 내·외국인의 관광지 접근성 증진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연구는 2014년 이후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어 연구수요가 높

은 분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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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transport range Author Title

Traffic 

mode 

choice for 

tourism

Tourist 

traffic mode 

choice

Jang and Kang(1993)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ourism bus shar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ourist demand 

Kim et al.(1998)
An analytical study on the effect of parking conditions to the mode of transportation: 

in the areas of tourist attractions 

Kim et al.(1999) Mode choice behavior with tour style in tourism region using discrete choice model 

Ryu and Kong(2002) A study on the user`s satisfaction of sightseeing chartered bus 

Hong and Lim(2010) An estimation of Korean outbound demand function by transportation mode 

Jang and Kim(2016) 
An analysi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association with automobile mode choice 

for tourist travel 

Lee and Bae(2017)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integrated tourism traffic information 

to revitalize tourism on the south coast

Kim(2018)
The effect of the comparability between transportation tourism products on consumer 

attitude 

Linkage of 

transport 

mode, Mode 

transfer 

system

Lee et al.(2007)
Benefit evaluation for traffic transfer system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ourist resort

Lee et al.(2008)
Feasibilit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transfer: traffic system to tourist resorts 

focused on Naejang Mt. national park 

Choi(2012) Suggestions for building coast-inland linkage transport system to promote island tourism

Kim(2016)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linked transpor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m promotion

Lee and Kim(2019) A study on constraint factors perceived by transfer passengers

Enhancing 

accessibility 

to tourist 

attractions

Kim(2005)  
A study on the method of tourism business develop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Kim and Moon(2014a) A study on the access traffic system of regional tourism festival in Korea

Kim and Moon(2014b) A study on the access traffic system of special tourist zone in Korea

Role of own 

tourism 

resources

Lee(2004) A study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specialty tourism transportation

Joo and Lee(2009)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of the tourism products as a means of 

railway transportation

Ryu and Cho(2013)
A study on advanced transit system for revitalization regional tourism : focusing on 

Jeonju city, Iksan city, Gunsan city and Seamankum  

Information for tourist 

traffic

Park(2005) A study on the building priority of the ITS for convenience of the tourists

Bin and Jung(2011) 
Analysis of the impacts of converged information with tourism and bus information 

systems on recreational bus travel

Kim.(2017)
Taas: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rediction of Changes in Tourism 

Transportation System

Park and Jeon(2018)
Social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Korean domestic tourists based on transportation 

mode : focusing on attractions in Busan

Shim and Jin(2020)
A case study on the tour information system for FIT of mobility convenience 

improvement

Support policy for 

tourist traffic

Hwang and Kim(1999)
A study on the Jeju-do tourism transportation policy using the tourism transportation 

attributes evaluation

Lee and Hong(2002) Developmental plan of tourism transportation in Korea

Hong and Lee(2002) Impact analysis model of tourism transportation on the regional tourism

Choi(2015)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tourism transportation in a marine city 

area: a comparison of Yeosu and the Bay Area 

Data Source: The current study.

<Table 2> Research paper presentation case by tourism transpor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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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transport range Author Title

Traffic 

mode 

choice for 

tourism

Tourist traffic mode 

choice

Kim et al.(2013)
A study for demand forecast by tourist bus area and securing additional parking 

lots 

Park and Park(2017) Measures to vitalize domestic tourism via public transportation 

Linkage of transport 

mode, Mode 

transfer system

- -

Enhancing 

accessibility to 

tourist attractions

Kim(2014)
A study on application direction of for improving new transport technologies 

for tourist destination accessibility 

Kim and Kim(2015) 
A study on tourism transportation service system for improving regional tourism 

accessibility 

Park et al.(2016)
A study on tourism transport system to promote regional tourism of international 

tourists 

Park et al.(20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ourism traffic to improve the local access 

of foreign tourists 

Choi et al.(2018)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of marine tourism following the opening of 

Seoul-Gangneung KTX 

Role of own 

tourism resources
- -

Information for tourist traffic Ji et al.(2012) Introduction of the metropolitan visiting pass 

Support policy for tourist traffic

Park(1990) Measures to resolve holiday traffic conges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won et al.(2001) Proposal for tourism transportation planning 

Song and Kim(2012) 
Promotion of aviation industry through converging and integrating tourism and 

air transportation 

Kim(2013) A study on decentralization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Data Source: The current study.

<Table 3> Policy study cases of research institutes by tourism transport range

3. 교통 연구의 특징과 한계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한 연구사례를 보면, 관광산업에서 관광교통이 차지하는 역할에 비하여 연

구 빈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된 관광교통 관련 연구사례의 분포를 보면 

2010년 이전까지는 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2011년 이후 증가한 양상이다. 이는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른 연구

수요 때문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입국 관광객 수 추이를 보면, 1989년에 연간 273만 명에서 2000년 532만 명, 2005년 602만 명, 2010

년 880만 명, 2011년 980만 명으로 증가한 후에 2012년 1,114만 명에 이르렀다. 이후 2015년 1,323만 명, 2019

년 1,750만 명으로 2012년 이후 1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였고 조만간 2천만 명 수준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Tour Go).

또한, Park(2017)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여행실태조사를 근거로 추정한 내국인의 관광수요에서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75.23%는 연평균 1회 초과, 53.93%는 연평균 2회 초과의 관광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광수요 증가는 관광지의 접근성 확보와 관광교통안내 체계에 대한 연구수요를 증가시켰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Table 4>를 보면 관광교통 관련 연구가 체계적이지 않고 해당 시기의 연구수요에 따라 단편적으

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관광교통 수단선택에 관한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마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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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정도 이루어지다 2016년 이후 3편이 수행되었다. 결국, 장래 환경변화 예측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아니

라 해당 시기에 간헐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국인 관광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관광지점의 입장객이 

유료 입장객과 무료 입장객이 혼재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의 수요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는 확실하다. 아울러 통계로 집계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로써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교통에 관한 연구가 증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광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04년에 시작된 KTX 운행과 저가항공사(LCC)의 증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Table 2>와 <Table 3>을 보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교통 전략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부터 도입된 ITS 사업을 기반으로 관광과 ITS 정보를 연

계시킨 사례가 Park(2005)과 Bin and Jung(2011), Ji et al.(2012) 등 3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관광 관련 연구를 총괄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08년 이후 12년간 발간한 396건의 연구

보고서 중 교통 관련 보고서는 Kim(2013), Kim and Kim(2015), Park and Park(2017) 등 3건이 전부다(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또한, 우리나라 교통정책 관련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1987년 이

후 수행한 659건의 기본연구보고서 중 관광교통 관련 사례는 Kwon et al.(2001), Song and Kim(2012), Park et 

al.(2016) 등 3건이다(Korea Transport Institute). 이들 6건의 보고서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Table 4>와 같이 최근 10여 년 동안에 관광교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아닌 장래 관광수요와 관광의 트렌드 변화 예측

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Classification
Time period (Year)

Sum
1990-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Traffic 

mode 

choice for 

tourism

Tourist traffic mode choice
Research paper 1 2 1 1 3 8

Policy study 1 1 2

Linkage of transport mode, 

Mode transfer system

Research paper 2 1 2 5

Policy study -

Enhancing accessibility to 

tourist attractions

Research paper 1 2 3

Policy study 2 3 5

Role of own tourism 

resources

Research paper 1 1 1 3

Policy study -

Information for tourist traffic
Research paper 1 1 3 5

Policy study 1 1

Support policy for tourist traffic
Research paper 1 2 1 4

Policy study 1 1 2 4

Total

Research paper 1 3 6 4 6 8 28

Policy study 1 - 1 - 6 4 12

Sum 2 3 7 4 12 12 40

Data Source: The current study.

<Table 4> Classification of tourism transport research cases by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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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교통의 보완연구 방향

교통의 3요소를 교통수단(mode), 결절점(node) 및 연결로(link)라 일컫는다. 그리고 이를 수용할 공간인 지

역(region)이나 도시(city)가 있어야 한다. 관광교통의 관점 역시 교통의 3요소와 공간적 범위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Table 1>에 정리한 범주로 평가하면 교통의 3요소는 모두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관광교통의 시작은 투입할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광교통을 위한 정보

와 관광교통에 대한 지원정책이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교통 연구의 보완 방향을 교통의 3요소와 이를 수용하는 공간적 측면에서 고찰하

고 이를 토대로 <Table 5>와 같은 보완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Tourism transport range Complementary research project

Traffic mode 

choice for tourism

Tourist traffic mode choice

Tourist traffic mode split metho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region, and city

Estimation of parking demand based on the share of the passenger car for tourism 

and plans to supply parking lots

Linkage of transport mode, 

Mode transfer system

Connecting plan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tourism transport mode

Methods to build a transfer system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tourist

Enhancing accessibility to 

tourist attractions
Ways to secure differentiated accessibility for each tourist attraction

Role of own tourism 

resources
Measures to take the role of transport mode beyond the role of tourism resources

Information for tourist traffic
How to clarify the definition and area of tourist traffic information service

Ways to integrate tourist traffic information provided by each public institution 

Support policy for tourist traffic
Determining the application area of the tourism transport plan

Necessity of legislating tourism transport plans by region or city

Data Source: The current study.

<Table 5> Complementary research project by tourism transport range

<Table 5>의 보완연구 과제는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 분야에 6개, 관광교통을 위한 정보 분야에 2개 

및 관광교통에 대한 지원정책 분야에 2개 등이다. 제안된 개별 과제의 일부는 연구 과정에서 분할될 수 있으

므로 다수의 연구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광교통의 영역별로 보완연구 과제가 도출된 배경과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을 한 교통수단 선택 분야의 보완연구 방향

1) 관광교통수단 선택 계층에 따른 교통수단분담계획 수립  

<Table 2>와 <Table 3>의 선행연구사례를 보면, 교통계획에 있어 근본적인 연구인 교통수단 분담 구조에 관한 

연구가 없다. 즉, 관광수요를 처리하는데 교통수단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소홀히 한 점이다. 

연구사례를 보면, Jang and Kang(1993), Kim et al.(2013), Park and Park(2017) 등은 관광버스와 같이 특정 수

단에 대한 분담율 추정이나 대중교통 중심의 수송계획과 같은 일부 교통수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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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연관된 관광지 주차정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9b)의 국민여행조사를 보면 국내여행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74.8%, 차량대여/랜트 9.6% 등 승용차 비중이 84.4%에 달한다. 반면에 고속/시외/시내버스의 분담율

은 8.6%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성비는 관광객의 소득과 거주지역 분포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쾌적

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광객의 소득이나 지역 분포 등 관광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수단분담

을 추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관광교통에서 수용할 목표계층이 불명확하면 이들을 수송할 중심교통

수단의 결정이 모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Kim et al.(1999)과 Jang and Kim(2016)에서 유사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지역 또는 도시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단 분담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용차 분담율에 근거한 주차수요 예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는 관광교통에서 승용차 

이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전제로 버스 중심의 주차장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승용차 중심의 교

통이 이루어지는 관광행태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고 있다. 따라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주차장이 공급되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Kim et al.(1998)에서 시도되었으나 이후 

연구사례가 없다.

2) 관광교통 수단의 위계 정립에 따른 교통수단 연계/환승교통 계획 수립 

환승은 관광교통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이다. 이는 대중교통 중심의 관광교통계획을 근

간으로 추진한 이유로 해석된다. 

하지만 Lee et al.(2007)부터 Lee and Kim(2019)까지 이루어진 5건의 연구사례를 보면 교통수단 간의 연계

와 환승체계가 혼재된 양상이다. 연구자의 시각에서는 환승은 교통수단 간 결절점에서 옮겨타기가 수월해야 

하며 연계교통은 교통수단 간 위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관광지의 철도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교통수단은 관광지까지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철도역 내부 또는 인접 지점에서 시·공간적 연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승이 불편하게 되고 연계교통이 아닌 개별교통으로 전락하게 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환승과 연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고 개념적으로 대중교통수단들을 상호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해당 대중교통은 개별적으로 지역 또는 도시교통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광지 및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광객의 수요와 통행행태를 근간으로 하는 교통수단 

간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장거리 이동이 아닌 동일지점에서의 입체환승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3) 관광지 접근성 부여 수준의 차별화 강구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방안을 연구한 사례는 학술연구보다는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접근성 증진이란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승용차는 문전운송 기반으로 자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접근성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례는 Kim(2014), Kim and Kim(2015), Park et 

al.(2017) 등이다. 이들은 철도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지 주변에 도착한 후에 관광지까지 원활한 접근성 확

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개념적인 개선방안에 그쳐 보다 구체적 실천 대안까지 제시하지 않았는데, 접

근성에 대한 중요성을 거론하는 초기 연구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는 관광지별로 차별화된 접근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관광지가 

속한 지역 특성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하므로 보편적 개선 방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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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관광자원 교통수단에 대한 수송분담 역할 부여

Joo and Lee(2009)과 Ryu and Cho(2013)의 연구는 관광지의 교통수단이 일정 부분 교통수단으로서의 수송력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지에 설치된 교통수단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으로 수송분담

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해선, 장항선, 태백선 등 일부 철도노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자체 관광자원으로서의 교통수단 역할은 관광지의 접근성을 증진하는 역할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관광객이 관광지 외곽의 주차장이나 철도역/터미널에서 관광자원 교통수단으로 환승하여 관광 후 귀송하

는 형태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케이블카와 뉴욕의 시티투어버스 등이 사례이다.

이는 관광자원 교통수단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불경제를 해소하고 관광지 접근교통수단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관광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분야로 평가된다.   

2. 교통을 한 정보 분야의 보완연구 방향 

1) 관광교통정보 서비스의 정의와 영역 명확화 

관광지 관할 지역/도시의 결절점이나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관광자원에 관한 것들이다. 또

한, 관광 안내도에 있는 교통정보는 개략적 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구체성이 부족하고 관광객에게 도

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Park and Jeon(2018)의 연구도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한 것보다는 모바일이나 소셜네트워크 등 새로

운 정보통신기술과 관광지 정보를 접목하는 시도가 대부분이며, 관광교통까지 확대하는 시도는 드물다. 

관광교통 측면에서 볼 때 관광지 중심의 정보가 아닌 관광교통에 특화된 정보의 생산과 보급이 필요한 시

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정보 매체와 연계시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증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광교통정보의 형태와 제공 영역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관광교통정보의 통합 방안 강구

관광교통정보의 제공 주체는 주로 공공기관이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기관별로 개별적인 정보를 제공함

에 따라 관광객의 불편을 사고 있다. 예컨대 환승 정보의 경우 교통수단을 관장하는 기관별로 자체 운영정보

만을 제공함에 따라 통합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지가 속한 지역 또는 도시의 행정기관이나 관광 관련 기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

은 이들 기관 역시 자체 운영하는 교통수단 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광교통정보의 제공방식을 관광객의 출발지에서 관광지까지 기종점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별 기관별로 제공하는 관광교통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Ji et al.(2012)이 연구한 수도권 관광교통통합패스 도입방안 등이 이러한 시도로 평가되며, 요금정책뿐만 아니

라 교통수단의 연계, ITS 등 교통정보체계와의 연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통에 한 지원정책 분야의 보완연구 방향

1) 관광교통계획의 적용 영역 설정

교통분야 연구를 교통계획이 선도하는 것처럼 관광교통 역시 관광교통계획이 앞서 나간다. <Table 2>와 

<Table 3>의 연구사례에서 관광교통계획을 다룬 것은 3건으로 파악된다. Kwon et al.(2001)은 관광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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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Park et al.(2016)과 Park et al.(2017)은 방한 외국인의 관광권역을 지방까지 확산

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관광교통계획의 틀을 잡고 이를 이끌어나갈 

수준의 종합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간 이동 중심의 교통계획이 추진

되었고, 시도별 또는 기초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교통정비기본계획 또는 관광발

전계획 등에서 관광교통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이로 인해 관광교통계획의 종합적인 틀이 갖추어지지 못한 

채 각종 계획에서 존재감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배경은 관광교통계획을 적용하는 목표 범위(target area)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정책기관

의 측면에서 볼 때 관광행정은 관할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역이나 도시 전체가 관광지가 될 수 

없으므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교통계획의 적용 영역이 정해져야 하고, 그래야만 해당 지역에 적합

한 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교통계획에서는 국가교통, 지역교통, 도시교통, 지구교통 등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적합한 계획이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교통 역시 지역 또는 도시 단위 내에서 특정한 적용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이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도시 단위 관광교통계획의 법제화 필요성       

앞서 관광 활동이 이뤄지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교통계획의 적용 영역을 강조하였다. 그다음은 

관광교통계획의 법제화 필요성이다. 이유는 현행 법체제에서는 관광교통 업무의 실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

이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국가 단위 계획이나 지자체가 집행하는 지역 또는 도시 단위 계획에서 관광교통

계획을 의무화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특히 관광의 말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

계획을 관장하는 법률에서 관광교통을 의무화시킨 항목이 없다.

이처럼 현재의 관광교통계획은 법적 뒷받침이 없이 국토, 지역 또는 도시 단위의 계획에서 필요 시 사안

별로 다루어짐에 따라 체계적이지 않고 연속성도 없다. <Table 2>와 <Table 3>의 연구에서도 관광교통계획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가 없다. 

 관광교통은 통행 동선과 통행의 밀집도가 일반적인 교통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관광교통의 특성을 감

안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수요가 높은 곳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연구와 더불어 이를 제

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SOC 확충과 수요 변화를 연계하는 연구 분야 제안

국가교통DB(KTDB)에서 조사해 온 우리나라 지역간(162개 시군구) 여가목적통행의 증가율은 연평균 4.3% 

증가하는 추세이다. 5년마다 표본조사한 자료에 근거하며,  KTDB(2019)는 2018년 530.2만 통행/일에서 2020

년 548.8만 통행/일, 2025년 561.3만 통행/일, 2030년에 569.7만 통행/일로 기간별로 연평균 1.7%, 0.5%, 0.3%

씩 증가를 예상하였다(Korea Transport Database).

이와 같은 여가교통수요의 증가는 관광교통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의 공

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와 KTX 등 고기능 교통시설과 관련이 높

을 수 있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포장도로 증가율은 연평균 3.1%이며, 여객철도 연장의 증가율은 1.0% 수준이다. 하지

만 고속국도는 4.2%로 증가율이 높으며, 철도승객 증가율 역시 일반철도의 2.6%에 비해 KTX는 1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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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Annual 

growth rate

(%)

Road length 

(1,000 km)

Total paved road 40,545 56,387 67,266 78,587 84,196 91,195 95,523 3.1 

Expressway 1,551 1,825 2,131 2,968 3,859 4,193 4,767 4.2 

Passenger railway 

length

(km)

Total 2,961 3,004 3,028 3,264 3,377 3,654 3,915 1.0 

KTX 239 346 582 582 -

Railway passenger

(1,000 people)

Total
150,075 135,653 115,914 115,002 112,093 135,494 157,472 0.3 

115,002 112,093 135,494 157,472 2.6

KTX 32,370 41,349 60,535 67,041 10.0 

Leisure trip demand

(1,000 traffic / day)
KTDB 3,087 4,715 5,114 5,302 4.3 

Data Source: 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ttps://stat.molit.go.kr.

2. Korea Transport Database, https://www.ktdb.go.kr.

<Table 6> Comparition of transport facilities supply and leisure trip demand

우리나라의 주5일 근무제는 2004년 7월 시작된 이후 산업 분야 및 기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

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소비력 증대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연휴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원거리 지역의 숙박관광을 포함하는 관광권역의 확대를 이끌어 관광교통에 대한 수요

를 증가시키고 있다. 

관광권역의 확대에는 접근시간과 교통비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것이 SOC의 

확충이다. 전라선 KTX 운영 이후에 남해안 지역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경강선 KTX의 요금할인정책으로 

동해안 철도수요가 증가한 사례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Koera Government(2017)가 수립한 관광진흥기본계획에는 지방관광의 진흥을 위해 고속화철도 건설과 KTX 

운행 확대, 경관도로의 선정과 운영, 수도권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영 확대, 교통수단 연계 발권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및 대중교통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등 다양한 공급정책을 제시하고 있

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광교통 공급정책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SOC 확충이 관광수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관광교통을 효율화하기 위한 SOC 공

급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Ⅳ. 결  론

관광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과 비교해 관광을 지원하는 관광교통에 관한 연구는 기대보다 많지 않다.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불구하고 연구 횟수가 적고 연구 분야도 제한적이다. 이는 관광교통을 일반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확산한 이유로 판단된다. 특히 교통의 발달이 관광수요를 파생할 수 있다는 중요성보다

는 교통수단이 관광활동을 지원한다는 협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관광교통

이 일반교통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으므로 별도의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학문적 지원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관광교통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이를 관광지원 부분과 연

결시켜 추가로 보완해야 할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선택, 관광교통을 위한 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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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통에 대한 지원정책 등 3개 연구 분야에 따른 10개 보완과제이다. 아울러 교통시설 공급과 관광수요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것을 새로운 연구 분야로 제안하였다.

관광행태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관광 관련 보완연구 분야와 세부 연구과제 역시 정형

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는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연구사례와 현재의 관광산업을 둘

러싼 여건을 토대로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장래 사회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새로운 관광교통 관련 연구과제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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