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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 선정
- 향후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원 투입해 무장애 해안관광 도시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관광지를
무장애 공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 민간시설과의 협업 등을 통한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숙박, 식음료, 쇼핑)과의 연계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여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전문가 토의 등 엄밀한 심사과정을 통해 관광 매력도,
사업추진 역량, 민관협력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강릉시 1곳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바다와 커피 등 뛰어난 관광
자원과 더불어 탄탄한 사업추진조직을 갖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3개년 동안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 성공 비결이 있다는 점 역시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무장애 관광교통환경 개선, 민간시설 포함 관광시설 간 연계 강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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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비롯해 강릉시가 성공적인
무장애 관광도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상담, 무장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강릉시는 연차별로
▲ 무장애 관광교통 개선, ▲ 관광시설(숙박·식음료, 쇼핑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 무장애 통합관광정보 안내, ▲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무장애 관광도시’에서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지의
매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여행 과정 중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를
최대한 줄인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롭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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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개념)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등에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

- 개별 관광지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인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관광지 간,
관광지와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성 강화로 확장한 사업
ㅇ (내용) ▲ 관광약자 이동수단 마련, ▲ 민간시설(숙박·식음료 등) 접근성 개선,
▲ 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제공, ▲지역 무장애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ㅇ (추진방식)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3개년 계획*을 공모 선정해
민관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조성계획 구체화 및 연차별 사업 추진
* (1년) 관광교통 환경 개선 ⟶ (2년) 관광인프라 조성 ⟶ (3년) 종합 관광서비스 구축

ㅇ (지원대상)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광역 지자체 연계
ㅇ (지원규모) 1개소/ 15억 원(3년간 최대 40억 원, 지방비 1:1 대응)

□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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