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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지역관광 정책에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토대로, 관광빅데이터의 활용성
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가장 큰 활용성과는 관광빅데이터를 통해 급변하는 관광트랜드와 관광업계의 동향을 시의성있
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관광통계를 정교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주는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관광 현상 이해의 수준을 넘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까지 영역을 확장하였
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환경 구축과 산ㆍ관ㆍ학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민간 데이터셋 위주의 분석으로 예산 의존적이라는 한계와 둘째, 스마트관광의 궁극적
목표인 개인맞춤형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인수준 데이터 수집 인프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연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전문성과 기술적 한계들이 남아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tion of big data and tasks of tourism based on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used big data for regional tourism policy. Through the use of big
data,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rapidly changing tourism trends and trends in the tourism industry in
a timely and detailed manner. and also could be used to elaborate existing tourism statistics. In addition,
beyond the level of big data analysis to understand tourism phenomena, its scope has expanded to 
provide a platform for providing real-time customized services.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a for data building, analysis, infrastructure,
and utilization. As a task, the limitation of budget dependence and i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the
infrastructure for building personal-level data for personalized services, which are the ultimate goal of 
smart tourism,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main. In addition, expertise and technical
limitations for data analysis and data linkage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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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관광이 일상화되어 관광과 일상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관광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주5일 근무
제의 정착,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의 
여가문화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
으로 데이터는 숫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 다
양한 형태, 방대한 규모로 생성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
해서 사용자의 위치, 로그데이터 등이 자동 생성되고 관
광객들은 일상을 SNS로 공유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데이
터를 생산하기도 한다. 또한 관광업계는 관광객의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마케팅하기 위한 근
거로 활용하고자하고, 공공분야에서는 관광트랜드를 읽
고 관광마케팅과 업계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
고자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근 관광 
빅데이터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광객 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행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관광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기존 조사
통계 혹은 산업통계 위주의 관광통계가 지닌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1].  실제로 싸드나 코로
나19와 같은 외부적 자극의 효과 등 최근 관광분야에 빅
데이터가 적용되면서 관광객의 행태, 관광업계의 영향, 
관광객의 만족도 등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
다. 최근에는 점점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데이터를 비롯
하여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공유 플
랫폼을 통해 데이터 공유와 스마트관광서비스가 제공되
는 등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실제 활용
하고 서비스하는 단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국내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관광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일찍이 
시작하였으며, 관광산업의 규모, 관광 매출 트랜드, 관광
객의 이동 패턴 등 이전 스몰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었
던 관광현상을 이해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
다. 공공영역에서 가장 먼저 빅데이터를 도입한 지역 중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민
간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관광빅데이터 
연구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관광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관광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

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방대한 양의 빅데
이터는 마침내 관광객 행태이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대면조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할 것이라[2]는 논
의와 빅데이터 분석은 충분한 데이터로 샘플 편향을 제
거하면서 학술과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객 행태까지 이해
하게 해 줄 수 있다[3]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관광산업 이해를 재구조화시키는 신지식을 발전
시키는 동시에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 있다[4]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장점과 함께 빅데이터는 관광수요, 
관광객 행태, 관광객 만족도와 그 외 관광이슈를 좀 더 
이해하도록 해주었다[1]는 기존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관광분야
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소셜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인식조사 및 관광지 이미지분석에 집중되어 있다[5-10]. 
한편 신용카드, 이동통신 등 민간빅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공공분야에서 정책적 활용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어
[11-17] 데이터의 종류와 분석내용이 민간과 공공의 영
역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연구방법과 대
상이 양분화 되는 이유는  연구자 개인의 역량 문제보다
는 소셜 미디어 외의 빅데이터셋을 확보하는데 최소 수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민간 데이터 구매비용
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 산
업 전반에 대한 진단은 현재로서는 데이터 구축과 분석
예산이 뒷받침되는 지자체나 연구기관에서만 가능한 일
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계의 여러 가지 분석 기술에 대
한 다양한 개발과 검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큰 한계
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광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장점은 전통적
인 데이터 수집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의성과 효율성
을 끌어올릴 수 있어, 데이터의 샘플 편향을 제거하고, 관
광객의 행태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관광 산업과 관광객
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빅데이터셋은 신용카드 회사나 
이동통신사에 의해 생성되고 있고, 이는 큰 비용을 들여
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에 제한이 있다. 

3. 제주관광 빅데이터 정책 성과분석

제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공유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제주
는 관광산업이 산출액 기준 제주지역 전체 산업의 약 
18.2%[18]를 차지하는 수위 산업임과 동시에 국제정세, 



지역관광 빅데이터 정책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로-

581

보건환경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와 소
비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적 취
약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에 제주는 이러한 점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관광분야에 전
략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제주관광공사는 신용카드 빅
데이터, 이동통신 및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주관광현상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정책에 반
영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3.1 제주관광 조사통계
관광객 통계를 특정 하는데 한계가 있는 관광분야에서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은 Fig. 1.과 같은 입도 관광객 통계
이다. 제주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입도 과정
에서 항공편과 선박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바, 공급좌석
수와 탑승률이 매일 정확한 수치로 발표된다. 

Fig. 1. Trends in the Number of Visitors to Jeju 
(2000-2020)

        ※ Data for 2020 is Provisional

이런 입도 관광객 통계는 관광산업 규모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인적 속성, 소비특성, 업종별 소비특
성, 이동속성 등에 대한 정보는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
사」1)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부였다. 더불
어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는 월 단위 조사를 통해 연 
1회 발표하여 조사의 시의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분석/결과발표까지 소요되는 시간, 인력의 비효율
성과,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
계가 대두되었다. 이런 한계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신용카드와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주관광 조
사통계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1)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사는 제주방문관광객의 관광실태를 파
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부
터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제주
관광이 지향하고 있는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방문객 체
류일수’, ‘1인당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형태’, ‘재방문
율’등 질적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3.2 신용카드 데이터 활용 사례
3.2.1 제주관광산업 소비구조 분석
제주관광공사는 2017년부터 매년 신용카드 빅데이터

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신용카드 빅데이
터 분석은 2012년부터 월 단위로 집계된 제주 방문 관광
객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내/외국
인 관광객의 관광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업종별 매출구조
를 파악하여 제주관광의 수요구조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수요구조는 제주관광산업 조수입 추계와 같은 산업 
분류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산업 분류는 소매업, 숙박
업, 음식점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업, 기타서비스업 등 6
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주방문 관광객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활용한 신용카드 소비 분석은 개인
의 기억에만 의지했던 조사통계 데이터의 한계점을 상당
부분 해결한 성과로 볼 수 있다.

Fig. 2. Trends in Credit Card Consumption Structure 
of Domestic Tourists by Age Group [19]

신용카드 소비금액 데이터는 제주관광 통계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첫 번째, 제주관광산업의 신용
카드 소비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이는 Fig. 2.
와 같은 개인 속성(성, 연령, 이용지역별) 분석은 물론 한
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맞춘 업종분류로도 산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제주관광산업을 다양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Fig. 3.과 같이 내/외국인의 업종별 신용
카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내/외국인의 소비패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의 소매업 특히 면세점에 
집중된 소비경향이 데이터로 증명되었다.

두 번째, 이용지역별 관광소비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
다. 제주도 전체 신용카드 소비금액은 물론 제주지역 읍
ㆍ면ㆍ동 수준의 소비금액까지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시계열로 분석할 수도 있다. Fig. 4.를 보면 2013년 대비 
2019년 제주의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금액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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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Trends in Credit Card Consumption Structure of Domestic/Foreign Tourists by Industry [19]
         (a) Domestic Tourists (b) Foreign Tourists

(a)

      

(b)

Fig. 4. Card Consumption Patterns by Region [19]
         (a) in 2013 (b) in 2019

2013년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었던 카드소비 금액이 
2019년에는 제주 전 지역에 거쳐 균형있게 성장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 관광객 유입지별 관광소비패턴을 알 수 있다. 
내국인 관광객은 광역시/도 수준, 외국인 관광객은 출신 
국가별로 제주지역 카드 소비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이
를 분석하면 마케팅 전략을 수집할 때 제주 관광의 주요 
고객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네 번째,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와 제주관광위성계정과 
같은 제주관광산업의 수요구조와 공급구조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2.2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제주관광산업 조수입 추계는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제주관광산업을 6개 업종별로 분석하여 소비구조
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관광 조수입추계는 2014년까지는 「제주방문관광
객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1인당 지출비용에 근거한 지출
접근법으로 추계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근거하다보
니 지출비용을 기억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만간 
관광조수입이 GRDP(지역내총생산)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20]. 이에 2015년부터 사업체 통계조
사, 신용카드 소비금액 데이터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한 생산접근법으로 제주관광 조수입을 추계하게 되
었다.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에 신용카드 소비금액 데이터
가 활용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소비금액을 별도로 구분
할 수 있게 되었고, 제주 방문 관광객에 의한 관광 조수
입만 별도로 추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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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ight Clusters Derived from the Big-Data Analysis on Travel Patterns of Visitors to Jeju [21]

3.2.3 제주관광위성계정 구축
제주관광위성계정은 국민계정인 지역산업연관표와 제

주관광 조수입 추계를 활용하여 제주관광산업 전체의 생
산구조를 표로 만들어 관광산업의 공급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관광위성계정 역시 신용카드 소비금액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확한 관광위성계정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관광위성계정은 공급구조와 수요구조를 
모두 분석해야 한다. 이때 공급구조는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산출하고, 수요구조는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를 
통해 산출한다. 이때 조수입 추계에 신용카드 소비 금액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출한다.

2018년에 제주관광위성계정이 구축될 당시 타 지자
체에서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관광실태조사 결과로 관광
위성계정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위에 기술
하였듯이 설문조사 기반의 조수입추계 결과 값이 과대 
추계되는 문제가 있어, 관광위성계정을 구축하여도 활용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
한 제주관광위성계정은 수요구조 데이터의 신뢰도를 끌
어올려 제주관광위성계정을 근거로 산출한 제주관광산업
의 총 생산액/비율, 부가가치액/비율, 고용창출인원/비
율 등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도출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는 관광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
사통계를 보완하고 관광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도 적극적
으로 활용하였다.

3.3 이동관련 데이터 활용 사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패턴

을 이동통신 및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 O-D(출발-도착) 데이터로 
가장 높은 빈도의 이동동선을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공간과 동선을 클러스터링 하는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방식을 이용하였다[9]. 이를 통해 
Fig. 5.처럼 관광객의 이동동선이 집중되는 8개 클러스터
를 도출하였다. 8개 클러스터는 해변을 포함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내부 이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공통점을 
보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 함덕해변, 성산일
출봉-섭지코지, 협재-금릉해변, 곽지-한담해변은 제주공
항에서 유입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
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데이터로 도출했다는 점이
고, 두 번째는 제주 방문 관광객의 이동 패턴이 제주에서
도 해안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관광객의 여행 패턴이 
제주 전 지역을 경유하는 관광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머
무르고 즐기는 관광을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
19 발생에 따라 관광객 방역을 위한 8대 방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방역 거점을 결정하는 정책 근거로 활용되었고
[22], 관광 업계에는 새로운 관광객 수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근거로 활용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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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빅데이터기반 관광서비스플랫폼 구축
제주관광공사는 기존 빅데이터 활용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활용방식에 대한 전환을 고민하던 차에, 빅
데이터의 속성 중 속도(Velocity)와 시각화(Visualization)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다. 「빅데
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23](Fig. 6. 참조, 
http://visitjeju.net/kr/bigdatamap)이라 명명된 이 
사업은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서비스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첫 번째, 실
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는 이동통신 기지국 데이터
를 기반으로 최근 24시간동안의 인구(주민/관광객, 성별, 
연령별)밀도와 최근 3시간동안의 인구증감률을 실시간 
열지도(heat map)형태로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5분 단
위로 업데이트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두 번째, 관광데이터통합DB서비스는 제주관광공사와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빅데이터 및 조사통계 데
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세 번째, 관광현황분석 서비스는 월 관광현황(이동통
신 데이터)을 도/시/읍ㆍ면ㆍ동/블록 단위로 자동 분석
하여 보고서로 제공한다. 이 결과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주지역 관광업계와 유관기관에 공유된다.

네 번째, 관광지추천서비스는 2020년 현재 알고리즘
을 개발 중이다. 현재 관광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한 위치와 범위를 기반으로 관광지/음식점을 추천한
다. 알고리즘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개인 속성에 따른 맞
춤형 추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Fig. 6. Big Data-Based Tourism Service Platform 
Construction

4. 결론

제주지역에서 관광분야 빅데이터의 활용은 매우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급변하는 관광트랜드와 관광업
계의 동향 등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소비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비규모를 통
해 내ㆍ외국인 소비규모, 소비성향의 차이, 업종별 소비, 
지역별 소비 등 매우 디테일한 정보를 정책근거에 활용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및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동 관
련 빅데이터는 그간 설문조사에서는 개략적으로만 파악
되었던 정보를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어 제주관광의 트랜
드 변화와 심지어 코로나19 방역클러스터 구축에도 일조
하였다. 

두 번째, 기존 통계를 정교화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의 과거 기억에만 의존했던 지출접근법에 
근거한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의 한계에서 벗어 날 수 있
게 하였다. 더불어 제주관광위성계정 구축 등에도 신용카
드의 도민, 관광객 매출비율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관광객
의 소비 데이터에 근거한 조수입과 생산소비구조를 도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빅데이터의 활용방식을 전환하여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분석의 수준을 넘어 실
시간 서비스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관광서비스 플랫폼
은 업계, 관광객, 지자체에 실질적인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고도화하면서 이용자 맞
춤형의 스마트관광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산ㆍ관ㆍ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제주는 공공와이파이, 버스카드 승/하차 태그 
데이터 등 공공 빅데이터를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청, 데
이터 보유 및 분석 업체, 대학,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제
주관광공사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이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제주 외 다른 지역은 방문 관광객 통계산출 자체에 제
약이 있어 빅데이터를 관광객 수 파악에 활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제주는 공항과 항만으로 입
도하는 관광객 통계가 정확히 산정되어, 빅데이터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지역 단위 관광산업구조 통
계표인 제주관광위성계정을 구축하여 관광산업통계를 공
급측면까지도 보완할 수 있게 고도화 하였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의 이동패턴,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플랫폼까지 그 활
용 범위를 확장 시켰다는 점에서 스마트관광 실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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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

용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제와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제주는 기 구축된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있지만, 관광산업에 중점적으로 활
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이동통신,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모두 민간에서 구축된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셋 구매에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구축된 데이터의 공유 역시 제한된다는 점
에서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데이터 접근성이 매우 제한
적이라는 한계가 남는다. 이는 역으로 데이터 공급기업에 
대한 과도한 종속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빅데이터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체 데이터 생산 
방안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코로
나19 시대 소규모 언택트 관광, 도보관광, 특수목적관광, 
체험레저관광 등 관광목적의 변화를 빅데이터로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다. 스마트 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데이터 수준으
로는 제도적 제한으로 실질적인 개인맞춤형서비스까지 
도달하기가 요연하다. 따라서 다양한 관광목적 파악 등 
좀 더 디테일한 관광현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개인맞춤형
서비스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 수준의 디테일한 데이터를 수
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전문성의 한계이다. 빅데이터 
분석이 최근 화두가 되면서 대학과 민간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력양성 정책과 함께 지역 대
학, 지역 전문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 데이터 간 연계분석을 위한 시도는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계분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관
광객의 이동과 소비, 이동과 관광활동 등 데이터 간 연계
가 되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현상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
므로 이러한 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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