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관광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및 스마트 관광, 7 Nov. 2020
COVID-19 Response and Smart Tourism in Island Tourism Regions

섬관광정책(Inter-Island Tourism Policy) 포럼
지역 간 관광협력 기반 조성과 섬 공동의 관광 관심사를 논의하고, 관광진흥을 통한 섬관광 공동번영 추구를 목적으로
ITOP 포럼은 창설되었으며, 회원국 간 공동 관광정책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첫째, 관광개별 경험 및 정보 공유, 둘째, 관광루트 개발 및 공동협력 마케팅, 셋째, 지역별 대학, 관광
산업 및 단체 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지역 간 관광교류 및 협력 논의 등을 하고 있다.
ITOP 포럼은 1997년 제주를 포함한 4개 회원지역을 시작으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10개 회원지역과 3개
일반참가국으로 확대되고, 매년 연차총회가 회원지역을 순방하며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각종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산업은 비대면, 비접촉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비대면 서비스 선호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관광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최신정보기술을 관광분야에 적용하여 기존의 환대산업과 여행업을 통합하여 지능화하고자 하는 섬지역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제4회 ITOP 국제정책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섬관광 지역에서의 관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별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관광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
하였다. 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동시개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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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ND TOURISM IS AMONG THE SECTORS MOST
AFFECT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

•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hit travel & tourism worldwide hard,
causing the entire industry to almost a standstill.
• Stimulus and urgent mitigating packages are required to sustain the
vulnerable sector as they are most affected during this pandemic which is
unprecedented.
• The pandemic has impacted different countries in different ways and in
varying degrees. And the ability of each country to respond to this
unprecedented crisis will also vary significantly.

IMPACTS OF THE COVID-19
ON PENANG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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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THE COVID-19 ON PENANG TOURISM
• Penang has always been one of the top Malaysian destination among
domestic and foreign travllers.
• In fact, the service sector including tourism industry has overtaken the
manufacturing as the top contributor to the state’s Gross Domestic
Product (GDP), where the service sector accounted for 49% of the
state’s economy compared with 46% from manufacturing.
• However, with the strike of pandemic, 2020 will be a tough year for the
tourism industry in Malaysia as well as Penang.

THE EARLY RESPONSE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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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RESPONSE BY THE GOVERNMENT
• According to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it is expected a 60%80% decline in tourist arrivals globally in year 2020 due to the
pandemic.
• The Malaysian Government introduced the first Movement Control
Order or called it as “Lock-down” on 18 March 2020 in order to curb
the pandemic.
• As the Malaysia’s border is not open for tourists, Malaysia expects to
experience a drop of 83%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and Penang
too expects similar scenario.

THE EARLY RESPONSE BY THE GOVERNMENT
• However, in June, domestic travel was allowed in Malaysia and had
somewhat helped to offset the lost from international tourists. Penang
currently remains to be among Malaysia’s Top Destination for domestic
travellers.
• The Penang State Government has initiated several measures to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Forming the state task force of ‘Penang Fights
Covid-19’ is a first step in curbing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fake news regarding the pandemic among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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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 TASKFORCE

TO SPUR THE RECOVERY OF PENANG TOURISM

FORMING TASKFORCE TO SPUR THE RECOVERY OF
PENANG TOURISM
• We have set-up a Penang Tourism Economy Recovery Advisory
Board, with abbreviation PETERAB, as spearhead the effort to mitig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Covid-19 through policy-level
recommendations to accelerate recovery, support jobs and economies and
increase tourism receip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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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 TASKFORCE TO SPUR THE RECOVERY OF
PENANG TOURISM
• The advisory board will be working alongside with Tourism Penang Next
Normal Taskforce, whereby PETERAB serves to propose economic
considerations and financial actions aimed at restoring Penang tourism as
an economic powerhouse; while Tourism Penang Next Normal
Taskforce guides the transition towards the ‘next norm’ to ensure
enhanced safety and security of tourists and employees.
• PETERAB will assess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acts of Covid19 on the tourism sector and be preparing recommendations for
economic recovery and formulate sustainable strategies and innovative
circular approaches to the tourism economic recovery by strengthening
linkages along the tourism value chain.

IMMEDIATE INITIATIVES

TO REDUCE THE IMPACT OF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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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DIATE INITIATIVES TO REDUCE THE IMPACT OF PANDEMIC
COVID-19 Safety
Accreditation Programme
To encourage higher compliances
towards SOPs in line with state
efforts to educat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nd sanitisation
routines in controlling the outbreak
of Covid-19.

“Responsible Tourism”
"making better places for
people to live in and better
places for people to visit."

IMMEDIATE INITIATIVES TO REDUCE THE IMPACT OF PANDEMIC

Sustaining Tourism
through pandemic

PHASE

1

PHASE

2

PHASE

3

MITIGATE THE
IMPACT

CRISIS
MANAGEMENT

ECONOMY
RECOVERY

Support & Sustain

Strengthen & Adapt

Rebuild & 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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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vide Incentives & Cash Aids to sustain the
self-employed and protect the vulnerable groups.

PHASE 1
MITIGATE
THE IMPACT
Support & Sustain

2.
Support companies’ liquidity by offering waiver
of lease rentals for tourism players operating on state
owned properties.
3.
Provide dedicated schemes via Zero Interest
Loans to battling businesses to navigate the crisis with
more than RM10 million funding set aside.
4.
Provide temporary suspension of Hotel Fee
impacting travel and tourism.

1.

Destination branding to restart tourism.

PHASE 2

2.
Impact assessments are carried out with tourism
stakeholders to mitigate risks and manage the crisis to
ensure inclusivity sustainability and responsibilities are
prioritized.

CRISIS
MANAGEMENT

3.
Establish tourism recovery committees to set
common action plans with clear objectives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monitoring implementation and
progress

Strengthen & Adapt

4.
Defin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reinforce
tourism governance by formulating SOPs for different
sectors of the industry.
5.
Develop crisis response strategies to mitigate
impact and accelerat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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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inuously review and assess travel
restrictions in response to COVID-19 safety protocols.

PHASE 2

7.
Diversify product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support stakeholders of the industry.

CRISIS
MANAGEMENT

8.
Identify and design specialized market strategies
for quicker rebound by implementing Penang Gradual
Recovery Strategy – “Travel bubble” to progressively
reignite demand from domestic,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Strengthen & Adapt

9.
Harness the full potential of social media to
promote positive impact of travelling.

1.
Understand and diversify the market through
new Marketing and Promotional strategies to stimulate
demand and reposition Penang competitively.

PHASE 3

2.
Develop Accreditation system to restore tourist
confidence and Penang as a safe destination.

ECONOMY
RECOVERY

3.
Launching of various Tourism Incentives to spur
demand for tourism through financial stimulus.

Rebuild & Rebound

4.
Embrace market intelligence systems and
digital transformations.
5.
Strengthening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for
tourism recovery via Heritage rejuv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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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3
ECONOMY
RECOVERY
Rebuild & Rebound

6.
Provide innovative solutions to support local
creative business by creating entrepreneurship
programs to navigate the crisis.
7.
Sustain small businesses, self-employed and
entrepreneurs by providing well targeted grants to
facilitate additional liquidity in support of affected
businesses.
8.

Promote RESPONSIBLE TOURISM

9.
Establish mechanisms and ensure
coordin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health related
protocols

PHASE 3
ECONOMY
RECOVERY
Rebuild & 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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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sist all tourism players to adapt to post
COVID-19 in terms of new norms for health and safety
to inspire tourism confidence.

IN CONCLUSION......

ACCELERATE
RECOVERY

Phase 1

MITIGATE THE
IMPACT
Support & Sustain

Sustaining Tourism
Through Pandemic

Phase 2

Phase 3

CRISIS
MANAGEMENT
Strengthen & Adapt

ECONOMY
RECOVERY

Maximise Growth

Penang:
A Responsible
Destination

SUSTAINABILITY
Build Back Better

BUILD RESILIENCE
Future - Proofing the
Industry

Rebuild & 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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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ey thrusts capable of bringing about a responsible recovery and
enhance the overall industry.
• Thrust 1: Accelerate Recovery (Maximise Growth)
• Thrust 2: Sustainability (Build back Better)
• Thrust 3: Build Resilience (Future- Proofing the industry)
ü Formulat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for eff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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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Discussant

자투퐁 카유사이
푸켓주정부 외무부장

Jatoopong KAEWSAI
Director of Phuket Foreign Affairs, Phuket Provincial Hall

이다 아유 인다 유스티카리니
발리 관광청 마케팅부장

da Ayu Indah YUSTIKARINI
Head of Marketing Division, Bali Government
Tourism Office

박상원
홍콩폴리텍대학교 교수

Sangwon PARK
Professor of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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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자투퐁 카유사이
푸켓주정부 외무부장

Jatoopong KAEWSAI
Director of Phuket Foreign Affairs, Phuket Provincial Hall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세계가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음. 제주는 방역에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고 이는 모두가 공유해야 할 코로나 대응 원칙이라고 생각
함. 한국의 경우 기술이 발전한 나라이고 제주도도 첨단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심
환자를 추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위기를 극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푸켓의 경우 첨단 기술의 사용이 제한적임. 14일 자가 격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있는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도 제한적임. 푸켓의 주요 방역 방식은
공공 보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 중임.
푸켓을 비롯한 태국 전역에서 15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푸켓의 공중 보건 당국은 지역
파트너와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과학 지식을 확보하고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며 태국 중앙
정부에 필요 정보를 제공 중임.
푸켓의 신규 확진자 수는 161일째 0명에 머물러 있음. 푸켓의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7명이고 이 중 223명
은 완치되어 현재 코로나 환자 수는 4명에 불과함. 현재 태국 내 확진 환자는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이며 태국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침. 각 병원, 호텔 등지에서 14일 격리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 중임. 육지 및 해상에서의 점진적 국경 개방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경제 회
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 중임.
푸켓은 방역과 전파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 중임. 방역 문제는 시민들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 여행
및 관광은 섬 지역 경제에 있어 주요 소득원이기에 모두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며 오늘 발표 통해 페
낭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됨. 페낭의 경우 봉쇄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경을 닫고 방역본부
를 설치하여 질병 전파를 막는 한편 가짜 뉴스 전파를 잘 막아 왔음을 알게 되었고 국내 여행 허용을 통해 국
내 관광 산업을 촉진 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음.
푸켓은 사고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코로나에 대응 중. 태국의 코로나 대응은 국가, 주, 지역 차원으로 진행됨.
1) 국가 차원: 내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위기 관리 체제를 가동하고 비상 법령을 제정함.
2) 주 차원: 태국 내에는 76개의 주정부가 있으며 주지사의 지휘 아래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함.
3) 지역 차원: 읍, 면장의 지휘 아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지역 정부에 보고함.
결단력 있는 리더십, 즉각 대응 태세 확립 및 국민의 협조가 바이러스 전파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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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유 인다 유스티카리니
발리 관광청 마케팅부장

da Ayu Indah YUSTIKARINI
Head of Marketing Division, Bali Government
Tourism Office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님께 질
문이 있는데, 발리를 스마트 관광 도시로 육
성하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 동
안 어떻게 스마트 관광 도시로써 자리 매김 하
였는가? 발리도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통합해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사용하길 바
라고 있음.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주도의
정체성과 연관시켜 이해를 하는가.
여순힌 페낭주정부 관광창조경제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 어떻게 시스템을 최적화 해서 온
라인으로 홍보를 원활하게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할 때 직
접 매체에 홍보를 하는 하드 캠페인이 적합할지, 혹은 인플루언서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활요하는 소프트 캠
페인이 적합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음.

박상원
홍콩폴리텍대학교 교수

Sangwon PARK
Professor of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코로나19 팬데믹은 관광객 수의 감소를 비롯
한 관광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와 동
시에 첨단 기술이 단기간 내에 개발되는 계기
가 되기도 했음. IT 기술, 스마트 기술이 전파
되었고, 관광업계 또한 예외가 아님. 혁신적인
기술 확보로 관광업계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
을 것임.
전세계적으로 관광의 양상이 계속 달라질 것.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안전 등으로 언택트
서비스에 중심을 두는 것이 뉴노멀이 될 것.
정부는 여행객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추적이 있음.
관광업계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현명하게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을 것.
현재, 책임 관광이 새로운 패턴이 되고 있음. 환경, 문화, 사회를 보존하면서 다른 여행객을 보호하자는 것이
책임 관광의 개념임. 여기에 스마트 관광의 개념을 합치면 팬데믹 위기에 잘 대처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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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이다 아유 인다 유스티카리니, 발리관광청 마케팅부장):
관광 수요 파악을 위해 제주도는 어떤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중인지?

A.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제주도는 관광객의 이동 동선 및 소비 패턴을 파악함. 이를 위해 금융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신한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카드 사용 내역과 관광객의 동선을 매칭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음. 관광객의 카드 내역을 보면서 인기 있는 주요 관광지, 주요 구매 물품
파악이 가능함. 휴대폰을 이용한 동선 파악이 가능. 교통 환승 지역 및 택시 등에 와이파
이 설치하여 무료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축적 중임.

Q. (자투퐁 카유사이, 푸켓주정부 외무부장):
경제 활성화와 방역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A.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관광업에 있어 바이러스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함. 이를
염두에 두고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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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투퐁 카유사이, 푸켓주정부 외무부장):
팬데믹을 막는 도구나 메커니즘이 무엇이 될까?

A. (여순힌, 페낭주정부 관광창조경제장관):
정부의 역할이 중요. 팬데믹 통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할 수 있고, 이와 균형 잡힌 경제 성장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국경이 봉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관광이 피해를 상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팬데믹이 관광
업계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관광을 부흥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기회를 주기도 함.

Q. (이다 아유 인다 유스티카리니, 발리관광청 마케팅부장):
코로나19 시대 하드캠페인과 소프트캠페인 중 어떤 것이 좋을까?

A. (여순힌, 페낭주정부 관광창조경제장관):
팬데믹 시대 소셜미디어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끌고 가려면 관광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책임감 있
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드캠페인과 소프트
캠페인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페낭에서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지속가
능한 경험과 안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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