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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산업 전반에 걸친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렇게나마 회원님들께 협회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참 반갑고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인지도 증대 및 재정적 확충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는 등 산업 내 협회의 자생력 강화와 위상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1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 사업, 호텔기업 대상 NCS기업활

용컨설팅, NCS학습모듈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운대학교, 한서대학교, 경인여자대학

교 ,숭의여자대학교 등의 대학기관을 시작으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등의 

고등학교와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 IT기업인 루넷,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 등과

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협업을 다짐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우리협회는 빠른 시대변화의 선제적 대응은 물론 협회 위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21년도 협회의 슬로건인 『비상하는 협회, 끊임없이 연구하는 협회, 역량있는 협회』 구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적 실천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회 사업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4차산업 시대, 포스트 코로나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 대응과 협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관개정 및 제반 운영규정 현행

화를 통한 기존 협회의 제약요건을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참여가 가능한 협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둘째,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자생력 강화와 위상강화 활동 전개”

협회는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기관으로서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협회 회

원들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협회 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의 추가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수행을 통한 협회의 자생력 및 위상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핵심 역량강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트렌드로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문화

체육 관광부는 2021년 여행트렌드 키워드로 “B.E.T.W.E.E.N”을 제시했는데 이는 불안과 기대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키워드 합성어입니다.

·B(Break): 균열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산업 변동

·E(Encourage): 위로 ⇒ 위로를 전하는 일상 속 힐링여행

·T(Tie): 연결 ⇒ 더욱 끈끈해진 인근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W(Wherever): 어디든 ⇒ 내가 가는 곳이 여행 명소

·E(Enhance): 강화 ⇒ 친밀한 사람들과 즐기는 여행

·E(Expect): 기대 ⇒ 여행에 대한 갈망

·N(Note): 주목 ⇒ 변화의 사이 속, 주목받는 NEW 여행의 형태

아울러 관광·레저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측면에서 랜선 여행, 언택트 서비스/하이브리형 행사(온·오프라인 병행) 등 산업의 新시장이 개

척됨에 따라 관련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고용환경에 악영향에 따라 여행, 호텔, 유원시설, 카지노 

등 관광·레저산업 관련 기업은 운영의 효율화를 증대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종사원들은 하나의 직무가 아닌 다양한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를 기업의 인재로 인식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관광·레저 분야 종사자들도 디지털 노마드시대에 걸맞은 ICT,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의 산업변화에 맞는 교

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 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직무 수요에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일환으로 협회도 카지노서비스운영사 민간자격증 시험제도를 지난 5월 29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내 유휴 인적자원의 활용과 회원들의 원활한  이·전직을 위한 특화 프로

그램개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1년도 협회는 회원여러분의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비즈니스 성

장 모델개발과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상의 연속을 응원하며, 이를 통해 회원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성 회장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PHMAK Greeting PHMAK Lounge

구    분 성    명

연회비

1월 : 서정운(10만 원), 이효성(7만 원), 김보년(7만 원), 전은정(7만 원), 조경희(10만 원),

김지호(10만 원), 이진경(20만 원), 최은미(20만 원), 김태연(14만 원), 지윤호(20만 원)

2월 : 송기현(20만 원), 이대성(100만 원), 오흥진(30만 원), 서현웅(30만 원), 권성철(20만 원),

한기완(20만 원), 이순구(20만 원), 이효성(20만 원), 송재정(10만 원), 도은영(20만 원), 

김인성(20만 원), 서정운(20만 원), 이정한(20만 원), 이완기(20만 원), 신상균(30만 원),

정정옥(20만 원), 김문성(20만 원), 황성식(20만 원), 허   현(30만 원), 이상빈(20만 원),

허   련(10만 원), 박경연(20만 원), 양혜리(30만 원), 김기학(20만 원), 최익준(20만 원), 

오명규(20만 원), 박수성(14만 원), 이동재(10만 원), 전해연(7만 원), 목진원(20만 원),

안성근(20만 원), 백남진(10만 원), 엄세포(30만 원)

3월 : 이동화(10만 원), 권오주(7만 원), 안수진(10만 원), 김만재(7만 원), 양정호(10만 원),

권진수(10만 원), 이영일(7만 원), 이진연(10만 원), 김광우(20만 원), 최인숙(10만 원), 

박재범(10만 원), 박철규(10만 원)

4월 : 이창욱(10만원), 유영상(20만 원), 최병길(20만 원), 장덕상(30만 원), 이호윤(10만 원),

문성식(10만 원), 오규동(20만 원), 김동곤(20만 원), 박경영(10만 원), 박미선(20만 원),

강종천(10만 원), 고석면(10만 원)

5월 : 최영수(20만 원), 최희진(10만 원), 정지인(10만 원), 송진영(10만 원), 송수정(10만 원), 

김상태(10만 원), 이수정(10만 원), 정미나(10만 원)

6월 : 강형철(30만 원)

기업회원 : 고정주(30만 원), 박기현(50만 원), 박세준(50만 원))

찬조금

2월 : 이대성(200만 원), 정정옥(30만 원)

4월 : 최병길(30만 원)

5월 : 최영수(40만 원)

총액 : 1,727만 원(6월 7일 現)

2021년 연회비 납부 회원(직책생략)

연회비 납부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414301-01-120561

예금주: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회원구분 및 회비

◈ 회장(100만 원)  ◈ 명예회장(50만 원)  ◈ 상임고문(30만 원) 

◈ 부회장(30만 원)  ◈ 고문(20만 원)  ◈ 이사(20만 원)  

◈ 감사(20만 원) ◈ 전문자문위원(10만 원)  ◈ 정회원(입회비 3만 원 / 연회비 7만 원)

◈ 기업회원(입회비 50만 원 / 연회비 30만 원) 

회원 여러분들의 협회비와 찬조금 납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협회 발전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외에 희사한 회원 여러분의 찬조금은 협회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협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우리 회사, 나에 대해 알리는 방법!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지에 광고 및 광고 기사를 게재하고 싶으신 회원 분께서는 

협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지 광고 및 광고 기사를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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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AK Activity PHMAK Activity

2021 회장 활동 및 주요 업무 집행 현황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현황

5일 ISC  간담회(한국산업인력공단)

10일 ISC 성과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11일 NCS기업활용컨설팅사업 사업계획서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정화예술대학교 업무 협의(협회)

12일 카지노자격시험 실무회의(협회)

15일 전직지원서비스 2021년 1차 회의(노사발전재단)

19일 새만금투자설명회(부안군) 사업주훈련 기획회의(협회)

31일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학장 회의(협회)

1일 오비맥주 협력회의(협회)

2일 관광·레저ISC 운영비 정산(한국산업인력공단)

5일 숭의여자대학교 산학협력 사전회의(협회)

6일 한국협회 교육시스템 벤치마킹(협회)

7일 서울시관광협회 방문(협회)

9일 임시 대의원총회(정관개정)(협회)

14일 경인여자대학교 업무협약식(협회) 

       영화국제고등학교 업무협약식(협회

20일 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방문(노사발전재단)

22일 제주지회 송대화 지회장 회의(협회)

23일 캠핑장협회 사무총장 방문(협회)

27일 호텔ICT솔루션 루넷 업무협약식(협회)

4일 숭의여자대학교 업무협약 사전회의(협회)

19일 NCS학습모듈개선 착수회의(협회)

21일 숭의여자대학교 업무협약식(협회)

24일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 업무협약식(협회)

28일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업무협약식(협회)

29일 카지노서비스운영사 시험감독(협회)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는 관광·레저산업 분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격과정(카지노서비스운영사 등)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광·레저분야 관련 교육기관 및 기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관들과 다양한 협업

을 추진하기로 했다.

1. 경인여자대학교(21.04.14)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격과정 협업 예정

·취업연계 프로그램 협업

3.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21.05.28)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격과정 협업 예정

·취업연계 프로그램 협업

5. 루넷(21.4.27)

·협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기업회원 활동 협업 예정

이밖에 광운대학교, 한서대학교, 종로정보산업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영화국제고등학교(21.04.14)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격과정 협업 예정

·취업연계 프로그램 협업

4. 숭의여자대학교(21.5.21)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협업 예정

3월

4월

5월

22일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과정 수료식

(디지털MICE입문과정 3기) 

- 주최 :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26일 NCS기업활용컨설팅사업 기업 발굴

(오색 그린야드호텔, 라마다속초 호텔, The-K 

설악가족호텔, 비콘힐스CC홍천, 스카이베이호텔) 

- 주최 : 협회

27일 관광·레저ISC3기 사업 심의 - 주최 :  산업인력공단

26일 관광업체 표준체크리스트 개발사업 현장 점검

- 주최 : 고창군

1일 NCS기업활용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발굴(설해원) 

     - 주최 : 협회

3일 2021년 제 1차 상임이사회 - 주최 : 협회

NCS기업활용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발굴

(수원컨트리클럽) 

- 주최: 협회

16일 인하공업전문대학교산학실습생 수료식 - 주최 : 협회

18일 고문간담회 - 주회 : 협회(퍼시픽호텔)

23일 관광업체 표준체크리스트 개발사업 최종보고회 

- 주최 : 고창군

24일 영화국제관광고 컨퍼런스 

       - 주최 :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25일 2021년 제 1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퍼시픽호텔)

1월

2월

4  Hotel Manage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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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지부지회 소식

서동해 고문, 서현웅 부회장

–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코리아호텔쇼 개최

7월 14일(수)~16일(금),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

서동해 고문, 서현웅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앤레스토랑> 매거

진과 코엑스는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코리아호텔쇼를 오는 7월 14일

(수)부터 7월 16일(금)까지 총 3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규모는 80개사 100부스로 예년에 비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작은 편이

지만 부대행사로 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 제5회 K-Hotelier 시상식, 1

대1 바이어 비즈매칭 프로그램, 호텔 B2B 오픈 마케팅 스테이지 등의 

짜임새 있는 부대행사가 전시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참가업체는 호텔 브랜드를 비롯해 객실용품, 호텔IT/솔루션/전자제품, 호텔 투자/개발/운영, 위생/욕실 기자재, 냉난방 공조시스템, 주장기

기, 음료 및 주류, 식자재 업체 등이며, 방문하는 참관객들은 호텔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나 관련 학과 교수, 업계 관계자들이다. 업계 최신 동향

을 알 수 있는 전시회 관람 이외에도 본편만큼 즐거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전시회 기간 중 3일간 진행되는‘호텔산업 전문 컨퍼런스’. 참관객이

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케팅 스테이지, 국가대표 호텔리어 K-Hotelier 시상식이 마련된다.

koreahotelshow.co.kr

황성식 이사 

협회 추천으로 남원시 심의위원 위촉

황성식 기획전략이사는 7년째 서울시 강남구 관광자문위원 활동 중이며, 관광 및 호텔산업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장 실무경험을 토대로 관광호텔 후학 양성과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2일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협회에서 전라북도 남원 시청의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심의 위원 추천 협조를 받아 황성식 이사를

추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았다.

호남지회

이병갑 호남지회장은 지난 4월 26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 간 정보공유을 

위해 조피터성규 전 지회장, 류중삼 총지배인 및 김상국 총지배인과 미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병갑 회장은 ‘Safe and Clean’을 강조하고 현 단계에서 영업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회원 간의 정보공유의 시간을 자주 갖기 위해 노력하

고 더불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지회 

대구지회와 자매협회인 대한칵테일조주협회 주관, 한국베버리지 라이센스연합회, 대한학테일조주협회 주최로 2021년 4월 26일~5월2일까지 페

이스북 대한칵테일조주협회 그룹 타임라인에서 개최된 ‘2021 The 3nd Global SNS Beverage Festival 학생부(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경연대

회에서 대구지회 윤은철 사무국장을 통해 경남관광고등학교 정현지 학생이 이대성 회장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Global SNS Beverage Festival는 대한칵테일조주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http://www.koca.kr) 참가 신청 후 퍼펙트 칵테일 사진 1장 (완성된 칵테일), 

3분 이내 동영상 (3분 스토리텔링, 기법, 조주 설명 포함. 업로드 영상)을 페이스북 대한칵테일조주협회 그룹 타임라인에 업로드해 대회 심사기준

에 따라 평가돼 결과가 공지되는 대회다. 

협회 산사랑 산악회 활동 

5월 30일 남산 둘레길 산행4월 25일 안산 둘레길 산행  

PHMAK News Ⅰ PHMAK News Ⅰ

3월 7일 남산 둘레길 산행

신입회원

박철규(서울가든호텔 부사장), 이동화((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 교수), 안수진(극동대학교 책임연구원), 양정호(㈜금양인터내셔날 과장), 

이진연(리코코리아 대표), 박재범(주식회사 포씨즈 이사), 권진수(㈜서울앤호텔 대표), 이창욱(협성대학교 교수), 이호윤(트레블로지명동시티홀호텔 

총지배인), 문성식(장안대학교 교수), 박경영(24T BLVD 본부장), 박기현(루넷 대표), 구지현(관광·레저ISC 연구원), 도연진(관광·레저ISC 연구원), 

최희진(강원랜드 과장), 정지인(㈜파라다이스 차장), 송진영(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송수정(인천대학교 외래교수), 김상태(프레이져플레

이스센트럴호텔 팀장), 이수정(경인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정미나(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외래교수), 김효은(레드페퍼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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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산업 포스트 코로나와 언택트 환경 

- 지역관광 산업을 중심으로-2020년 분기별 이슈리포트 주제 및 내용

연구

배경

- 코로나19 등장으로 관광·레저산업은 이른 바 ‘관광절벽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며

   국내·외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음

-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언택트 환경 확대 등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신규직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됨 

현황

분석

-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행동권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

   레저 소비행태 급변

- 비접촉 행위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다중 위락시설보다 자연자원에 대한 높은 수요 욕구가 나타나 

   ‘비대면 소비’, 즉 언택트(Untact) 중요성 대두

- 위생 안전, 안심을 중시하는 소비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서비스, 

   랜선 여행 등, 챗봇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추세

- 해외여행의 제한에 따른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Staycation(동네관광)마케팅 확대

전문가 의견

조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직무 등장으로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수요를 알아보고자 전문가 인터뷰(FGI) 실시

- 인터뷰 결과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방향 수립이 시급하며 업종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구축 필요

추진

과제

- 지역관광 분야 인적자원 양성(향상) 환류체계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역할도출 

- ISC: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산업계 요구역량 분석 및 산업계 요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관광거점 도시 지역RSC: ISC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합동 상시훈련수급조사 및 훈련과정 운영(공동훈련센터, 지산맞)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기활동 전문인력 대상 교육지원(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언택트 환경에 따른 업종별 NCS 개선·개발, SQF 체계 구축, 스마트관광 인력 자격체계 구축 

2021년도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사업추진 현황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관광·레저분야 산업 현장의 인적자원 개발 체계구축 

및 정립,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1분기 이슈리포트 발간

1. 회의체 운영

•실무위원회(2021.5.12.)

 - 2021년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 여행/호텔/카지노/콘도/전시/서비스노련 등 관광·레저산업 관련 

    협·단체와 주요 기업의 실무책임자 참석(7명)

 - 2021년 상반기 업종별 산업동향 및 전망(협·단체 등)

•분과위원회(2021.5.10.)

 - 2021년 관광·레저 콘텐츠 개발 분과 위원회개최(2021.5.10.)

 - 여행/농촌/카지노/크루즈등 관광·레저사업 관련 협·단체 및

    주요 기업의 실무책임자 참석(4명)

 - 2021년 상반기 업종별 산업동향 및 전망 

•분과위원회(2021.5.18.)

 - 2021년 NCS활용사업지원 분과 위원회 개최(2021.5.18.)

 - 크루즈, 카지노, 유원시설, 웨딩, 여행업 등 관광·레저산업 

    관련 협·단체와 주요 기업, 학계 실무책임자 참석(5명)

 - 2021년 상반기 업종별 산업동향 및 전망(NCS 직무맵 논의) 

•분과위원회(2021.4.27.)

 - 2021년 관광·레저서비스 분과 위원회 개최(2021.4.27.)

 - 숙박, 웨딩, 컨벤션 등 관광·레저산업 관련기업 실무책임자 참석(4명)

 - 2021년 상반기 업종별 산업동향 및 전망

3.  관광·레저ISC 개별사업 수행 현황

NCS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내용 및 행사소식 요약수행 내용 및 결과

NCS 학습모듈(숙박서비스) 개선사업 내용 및 행사 요약

NCS 기업활용 컨설팅은 기업의 직무분석, 역량모델링 도출, 맞춤형 채용 평가도구,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NCS(국가직무

능력표준)에 기반한 인적자원 컨설팅으로, 관광·레저ISC는 6년 연속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2016년~2021년, 총 150개 

기업 대상 컨설팅).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등 관광·레저산업 기업에게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

주훈련의 새로운 지원 유형인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호텔 등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회원 30여명이 컨설

턴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교육, 참여기업 인터뷰 등 준비를 마친 후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NCS학습모듈 개선은 기존에 개발된 NCS학습모듈과 개선된 NCS를 비교·분석해 개선된 NCS에 맞추어 NCS학습모듈을 수정·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개선 대상 세분류 NSC의 ‘수행준거’와 기개발된 학습모듈의 ‘학습목표’를 능력단위별로 비교하고 학습모듈 개선 범위를 확정해 

진행합니다. 

2021년도에는 소분류 02.숙박서비스/ 세분류 02.객실관리 03.부대시설관리 04.연회관리 총 3개의 세분류의 학습모듈에 대해서 

개선을 진행합니다. 

2021년 5월 19일 킥오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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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카지노서비스운영사 
2급 자격 검정 시행 

PHMAK News II

<카지노 서비스 운영사 1급>

카지노 테이블게임(바카라, 룰렛, 블랙잭) 진행 및 테이블 매너에 대한전문적인
지식 및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카지노게임 운영자로 서비스 능력을 갖
춘전문가 수준 

<카지노 서비스 운영사 2급>

카지노 게임 진행을 위한 게임 진행 규칙, 실무 용어의 지식을 기반으로 카지노
게임 운영자로서 지식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수준 

응시방법 알아보기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카지노서비스운영사 자격검정 시행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내.외국인 카지노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게임 욕구 
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테이블게임(바카라, 룰렛, 블랙잭)에 관한 숙련된 서비스 수행능력을 인증 

시험종목

시험종목

바카라

룰 렛

블랙잭

뱅커(banker)와 플레이어의 어느
한쪽을 택하여 9이하의 높은 점수
로 승부하는 게임 

휠 안에 볼이 회전하다가 번호가

하이(high), 로우(low), 홀수, 짝수에

따라 다양하게 배팅하는 승부게임 

2장 이상 카드를 배부하여 합계가

21점에 가깝도록 만들어 딜러의 

점수와 승부하는 카드게임 

문의  |  T. 02-2273-2183     E. hpma@hotelkorea.or.kr 

후 원 |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에서 카지노 시장의 확대 및 그와 관련한 인력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카지노업 전문인력에 

대한 실무 중심의 자격을 운영하고자 [카지노서비스운영사 1급, 2급]을 민간자격[등록번호:2020-005368]으로 등록했으며, 

금년도부터 자격 검정을 시행합니다. 

2021년 5월 29일(토) 2021년도 제1회 카지노서비스운영사 2급 필기시험에 총 142명이 응시했으며, 4개 기관(경인여자대학

교,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한서대학교)에서 6개 고사장을 운영해 필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필

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 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제 1회 2급 실기 자격 검정은 6월 12일(토)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한

서대학교, 6월 19일(토) 경인여자대학교, 7월 17일(토)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고사장 경인여자대학교 기념관 503호

제3고사장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2-1 교실

제5고사장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미래관 5층 데몬홀

제2고사장 경인여자대학교 기념관 602호

제4고사장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2-2 교실

제6고사장 한서대학교 자악관 지하 1층 카지노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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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개인회원의 인력 채용 교두보 역할의 플랫폼으로 확장

코로나19가 2년차로 접어든 현재, 호텔 및 관련업계는 사업이 붕괴

되기 직전까지 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의 직원들마저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 환경이 됐고, 호텔업계 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리조트나 골프장 등에서는 그나마 인력 채용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서울 및 대도시 중심의 글로벌 체인 호텔을 위

주로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이나 경력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채용

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보니, 업계 전체가 수요와 공급이 

미스 매칭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호텔들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있으나 4성급 

이하 로컬이나 지방 호텔들은 인력 채용 수급 등 어려운 상황으로 

더욱더 미스 매칭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호텔인네트워크는 

호스피탈리티 업계의 기업과 개인회원들의 인력 채용의 수요와 공

급 문제를 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갈 수 있는 장(場)을 만들

고 상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교

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자 한다. 

호텔인네트워크의 차별점 

첫째, 다른 채용 및 구인/구직 사이트와 차별화된 콘텐츠는 ‘헬퍼랜

서’다. 헬퍼랜서는 전문직 파트타이머를 의미하는데 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근무한 퇴직, 재취업 준비, 시니어, 경단녀 등 여러가지 

사유로 현재 소속된 곳이 없는 종사원들이 파트타임과 프리랜서 개

념으로 근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호스피탈리티 업계의 특성상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퀄리티는 점

차 높아지고,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직장에 얽매이지 않으며 좀

더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즐기고 싶어 하는 트렌드로 바뀌어 가

고 있고, 올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까지도 주52시간 근무제로 운영

해야 함에 따라 근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들이 정규직원들의 

추가 채용과 인건비 부담의 어려움과 맞물려 ‘헬퍼랜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호텔 및 고급 컨벤션센터의 연회나 웨딩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운영되는 ‘헬퍼랜서’가 코로나 19 이후에는 하우스키

핑, 객실관리, 판촉, 마케팅, 카지노 등에 다양한 전문 직무까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호텔인네트워크는 이를 대비해 특

화된 콘텐츠로서 준비, 운영 중에 있다. 

둘째, 또 하나는 채용 사이트 개인회원 DB의 적확성이다. 직무 관

련 없는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채용 사이트보다 전/현직 호텔리어 

및 호스피탈리티업계 종사원 위주로 개인회원이 가입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 및 호텔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인증을 통해 주니어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어 호스피탈리티 업계의 유효한 회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원할 경우, 정부기

관에서 호텔 및 관광 관련 일자리 공고 및 교육 정책 등에 대한 공

고를 낼 경우, 관련 대학/대학원에서 신입생 모집 등과 같은 정보를 

공지하고자 할 경우, 다른 어떤 채용 사이트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력한 홍보가 가능하다.

셋째, 사이트 내 취업 커뮤니티 & 웹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현재 개

발 중에 있다. 호텔이나 관련 기업의 취업을 준비할 경우 기업 근무 

조건, 환경, 복리후생, 비전, 면접 등 기타 필요한 정보를 직접 다녀

본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보다 객관화된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기업에 대한 취업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

거나 면접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

발, 업계 공유&매칭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종사원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채용 정보를 제공

사이트를 오픈한지 2개월만에 코로 19가 확산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이 넘도록 업계와 더불어 힘들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

로 고객의 소리를 귀 기울여 사이트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으며 이

번 5월에는 워크넷과 채용 정보 API를 승인받아 호텔인네트워크 사

이트에서 워크넷의 많은 채용정보 중에서 관광. 레저 업계 채용 공고

를 간추려 관련 종사원들에게 편리하고 빠른 채용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호텔인네트워크 사이트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하며 관광이 조

금씩 활성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이 살아나고 있는 호텔, 리

조트, 골프장, 카지노 기업과 종사원들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으며, 

직무 범위도 연회&웨딩은 물론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과 파인 다

이닝(Fine Dinning)업계까지도 확장하며 호텔, 관광, 외식, 조리, 

카지노 등 관련 대학교와 MOU를 맺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에게도 호스피탈리티 업계에 보다 많은 취업 정보와 교육 기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스피탈리티 업계와 함께 멀리 가는 기업 비전

‘호텔인네트워크’는 1991년 4월 창간,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국내 

유일 호텔산업 전문지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대표이사 서현웅)

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채용사이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

며, 특히 ‘h 아카데미’와 함께 호스피탈리티 종사원들의 인재 육성

을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

를 만드는데 더욱더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행한 웨딩서

비스 전문가 양성 과정처럼 올해도 관광. 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

원회에 호텔리어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교육정책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호텔인네트워크’는 호스피탈리티 업계와 함께 멀리 가는 기

업의 비전을 가지고 호스피탈리티 업계 공유&채용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https://hotelin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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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호스피탈리티 업계 공유&매칭 플랫폼

호텔인네트워크는 호텔을 기반으로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연회&웨딩, Fine Dining,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관광관련 학교 교육/강의 

등으로 이뤄진 호스피탈리티 업계만을 위한 전문 구인/구직 채용 사이트이며 국내 유일의 호스피탈리티 업계 공유&매칭 플랫폼이다.

㈜호텔인네트워크 이정한 대표는 본인이 호텔 퇴직 후에 유명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직접 개인회원에 가입, 이력서를 올리고 호텔 및 관련 기

업에 인재 매칭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면서 관광/호텔업의 직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매칭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직접 체

험했다. 그 결과 호텔리어 및 관련 업계의 종사원들이 퇴직 후에 개인적 네트워크인 학벌, 지연, 회사등 한정된 채널로 새로운 일자리를 소

개받는 형태가 많아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얻는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또한 글로벌 호텔이 아닌 로컬 및 지방의 중소규모 호텔들의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업의 본질을 이해

하고 직무를 반영한 채용 사이트의 필요성을 절감해 관련 기업들과 종사원들에게 도움이 되며 업계 관련된 채용 및 교육, 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호스피탈리티 전문 채용 사이트 

호텔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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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3대 명천(名泉) 중 하나인, 고베의 북쪽 산악기슭에 위치한 ‘아

리마온천(有馬溫泉)’지역의 ‘타이코 노 유(太閤の湯)’로 향했다. ‘아리

마온천’ 지역은 1300년 전부터 간사이(關西)지역의 대표적 온천휴양

지인데, 이곳 역시 나라(奈良)의 동대사(東大寺)를 세운 백제의 승려 

‘행기(行基)스님’의 한류(韓流)로 세워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즐겨 

찾았던 곳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방문한 ‘타이코 노 유(太閤の湯)’온천

의 내부에는 백제의 왕족이 이용했다는 안내문이 있었고, 노천탕도 

있어, 우리들은 두루두루 체험을 했다. 여직원이 탕의 온도를 잰다고 

남탕으로 서슴없이 들어와, 일본의 목욕(혼욕) 문화를 깨닫게 해줬다. 필

자가 오래 전 규수지역을 여행할 때 200엔을 내고 들어간 벳부의 대중목

욕탕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여자 손님과 정면으로 마주쳤던 아찔한 장면

이 생각났다. 온천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고베지역의 차이나타운인 ‘난킨 

마치(南京 町)’로 이동했다. 세계 각 국에 차이나타운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은 중국인들의 저력이다. ‘난킨 마치(南京 町)’에는 중국관광객 ‘요우커(遊

客)’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거리에 중국음식을 진열해 놓고 일본어로 ‘요우

커’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중국어로 “음식이 맛있냐”고 슬쩍 물었더니 바로 

중국어로 응답을 했다. 일본화교(華僑)들이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화교들

처럼 일본에는 ‘재일교포’ 약 60만이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차별을 극복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다음 코스인 고베(神戶)의 ‘메모리얼파크’는 고

베의 도심을 강타한 진도 7.3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한 기념으로 조성한 곳

이다. 당시 일본의 각 지역에서 성금과 자원봉사가 답지해 일본인들의 가

슴을 뭉클하게 했었다. 그러나 1923년 9월1일 아침, 동경을 중심으로 관동

지역에 진도 7.9의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때는 역설적이었다. 관동대지

진을 일본에서는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라고 한다. 모든 것을 아비규환

으로 만든 최악의 자연재해였다. 간교한 일본정부는 성난 민심을 조선인

에게 돌리려고 유언비어를 날조해,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

물에 독을 살포 하고 있다, 강간, 살인, 약탈을 자행했다. 등등 거짓선동을 

유포했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죽창 등으로 무참하게 조

선인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당시 희생자 수는 공식·비공식으로 수만명

에 달했다. 일본은 관동대지진의 조선인영령들을 위한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진정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천상(天上)에서 관동대지진의 

억울한 조선인희생자 영령(英靈)들이 고베대지진의 영령(英靈)들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무거워지는 마음을 평정심으로 만들면서 

‘메모리얼파크’에서 가까운 거리인 ‘하버랜드’의 인기쇼핑몰인 ‘모자이크

(MOSAIC)’에 걸어서 도착했다. 

우리는 단순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에 존재하는 우리 선조들

의 문화와 역사를 확인하고 느끼고, 배경과 원인을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의 시간을 함께 한 

것이다. 이번 여정의 모든 고대

역사의 현장에는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있음을 확인했다. 고대 

한반도의 도래인(渡來人)들이 

척박하고 미숙한 일본을 포용과 

상생(相生)의 한류(韓流)를 통해 

문명국가로 도약하게 했다. 그렇

다고 우리의 우월감만을 논 하

자는 것이 아니다. 

포용(包容)과 상생(相生)의 한류(韓流) 
: 고베(神戶), 최종편 

오흥진 부회장

여행 칼럼니스트 /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제 평가위원 / 前 신한대학교 교수  

타이코 노 유(太閤の湯) 온천에서 점심 아리마온천(有馬溫泉)휴양시설을 처음 세운 
‘백제승려 행기스님’의 입상

고베항 메모리얼 파크 한국어 안내판 관동대지진 관련 사진

하버랜드(Harborland)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많은 배신과 아

픔을 줬다. 임진과 정유재란을 일으켰고, 조선 말기에는 우리 외교권

을 박탈하고 합방을 했다. 이어 36년의 식민지배가 있었다. 역설적으

로 생각해 보면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열등감을 떨쳐내기 위해 한반도와의 합병을 꿈꾸었을 것이다. 일

본의 어리석음이고 오판이었다. 일본은 아시아전체를 침략했고, 미국

과의 전쟁도 불사했던 인류의 불량국가였다. ‘하늘’은 일본에 원자폭

탄의 희생을 요구했고, 패망을 안겨줬다. 세계 2차 대전을 발발한 불

량국가 독일, 이태리, 일본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 무참하게 패배했다. 

연합군의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쟁의 원흉들을 찾아내어 엄벌을 했다. 

불량국가의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제공했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도죠 히데끼의 군국주의’에 대해 온 세계

인들이 철퇴를 내렸다.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

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반성보다 정당화

의 논리로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큰 죄악이다. 한 국가

의 흥망성쇠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선말기 ‘대원군’이라는 걸출한 왕족이 있었다. ‘대원군’은 자신의 둘

째아들 명복(고종)의 왕위계승을 위해, 당시 막강한 안동김씨 세도정

치세력의 희생을 피해, 미친 행동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

침내 고종의 왕위계승이 확정되고, 어린고종을 대신해서 10년간 섭정

으로 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원군’은 세도정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부국강병정책’을 취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도 

받았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었던 외국과의 개방정책을 취하지 않고 

쇄국정책을 선택한 우(愚)를 범했다. 조선말기 서구열강들은 동북아

시아(중국, 일본, 한국)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을 압박했다. 미국 페리

제독의 ‘구로후네(黑船)’선단의 무력시위는 일본을 굴복시켰고, 1854년 

조약이 체결돼 문호가 개방됐다. 중국의 청나라는 ‘아편전쟁’에 패해 

1860년 10월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북경조약’을 체결했다. 물론, 

양국 모두 무력에 의한 불평등조약이었지만 선진문물이 도입되고 교

역을 통한 산업발전의 계기와 경제발전이 함께 진행된 또 다른 기회

가 됐다.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프랑스인 천주교신부를 학살한 이유로, 

프랑스 군함이 강화성을 점령하고 조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군의 기습공격으로 프랑스군은 패하고 돌아갔다. 이것이 

‘병인양요’(1866년)다. 미국은 대동강에서 평양 군민(軍民)이 불태운 제

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해, 로저스제독이 군함 5척으로 무력시위를 했

지만, 강력저항으로 물리쳤다. 이것이 ‘신미양요’(1871년)다. 미국과 프랑

스를 물리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성공 같았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

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서구의 선진문물과 제도를 통한 산업발전

이 늦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반면에 미국의 무력에 굴복해, 선진문

물의 개방을 받아들였던 일본은 20년 만에 오히려 군함 ‘운양호’로 조

선침략을 감행했다. 강화도에서 일본의 ‘운양호’에 패배한 조선은 1876

년 2월 27일 불평등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미

국과 프랑스는 격퇴했는데 하필 일본에게 패하고 굴욕을 당했다. 조

선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식민지비극이 시작되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이번 일본역사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일관계에 대한 미래를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됐다. 어쨌든 일본은 패망

의 잿더미에서 다시 부활을 했다. 한반도의 6.25전쟁이 일본에게 또 

기회를 제공했다. 군수산업의 활황성장이 모든 산업에 스며들면서 경

제가 고속 성장했다. 미국이 일본방위를 맡고 있으니, 방위산업에 대

한 예산부담이 없었던 것도 경제발전의 한 몫을 했다. 필자가 일본연

수를 했던 1986년도에 일본과 우리의 산업격차가 20년 정도 된다고 

했다. 당시 일본기업은 인건비부담과 경쟁구도가 치열해서 파트타임

(알바)제도가 도입되고 아웃소싱제도가 운영됐다. 나는 보고서에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일본의 패턴을 밟게 될 것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한

다고 했었다. 예상대로 우리 기업문화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IMF외환

위기’가 왔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의 비상경영으로 

전환됐다. 위기는 기회를 줬다. 체질을 개선한 기업과 국가경영은 우

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반열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

를 주는 나라로 성장시켰다.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앞서고 

있고, 산업격차도 10년 이내로 좁혀졌고, 문화예술방면은 일본을 훨

씬 능가하고 있다. 제도와 혁신도 사람이 운영한다. 고대 일본에 문화

와 문명을 전파했던 우월한 인적역량의 한국인들이 포용과 상생의 한

류를 통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세계평화발전에 기여하는 모습

을 그려본다. 

하버랜드(Harborland)

차이나타운 난킨 마치(南京 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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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곤 부회장

관광칼럼니스트

아날로그 여행과 디지털 관광

인류 역사를 600만 년이라고 할 때 지금 이 글을 읽는 세대는 

행운의 제1세대다. 왜냐하면 전기·전자·통신의 시대에서 디

지털 혁명 즉 빈부격차 없이 네트워크나 SNS에서 ‘아날로그’와 

이후 디지털 시대를 함께 두 세대를 살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여행에도 기대감을 뛰어넘는 휴식과 꺼리의 즐거움을 원

하는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됐다. 자기가 사는 집을 떠나 풍광이

나 그 문화를 경험하고 돌아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행위

를 관광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숙박

과 음식 그리고 위락시설을 제공하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 상품

을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관광산업이라한다.

여행은 인간의 욕구와 경제수준 그리고 문화 환경이 뒷받침해 

여행을 계획하고 결심해 떠나게 된다.

맨 처음의 여행방법은 걷거나 마차를 이용하거나 말 코끼리

를 타고 시작했다. 산업혁명 이후 자동차나 기차 배 그리고 비

행기를 이용해 다양한 목적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결국은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여행도 함께 양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여행의 번성기는 기차의 길이 열리던 130년 전부터 발전했고, 

각 대륙의 문화와 재화를 상호 소통하고 나누는 기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기차가 유럽까지 연결이 돼 이

준 열사가 이상설과 함께 네덜란드까지 기차를 타고 국제회의

에 참석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시작된 것도 기찻길로 연계

된 접근성을 따져 금강산과 온양 등에 호텔을 짓고부터 시작

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정점으로 관광업계는 마케팅 전

쟁이 일어났다. 공급 과잉현상으로 그리고 5일제 근무제로 다

시 시장이 변하고 정치적 환경과 천재지변인 ‘펜데믹’까지 관광

시장은 롤러코스트를 탄 느낌으로 매우 예측하기 힘들어진 산

업으로 돌아왔다.

여행자의 만족도는 속도에 반비례하는 거 같다. 비행기는 너무 

빨라 생각의 여유가 없어 남는 게 없고 기차나 버스는 양쪽 전

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자전거는 좌우 앞 그리고 위, 

아래 까지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추억을 말할 수 있다.

2006년 친구들과 몽골의 ‘나담’ 축제를 보고, 중국 북경발 모

스크바행 열차를 울란바트로 역에서 탄 적이 있다. 기차여행

만큼 재미있는 여행이 없을 성 싶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

소한 젊어서 읽다 만 톨스토이의 두꺼운 소설‘전쟁과 평화’를 다 

읽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여행은 실제 떠날 때보다 준비 과정에서 더 재미를 느낀다. 시

베리아 철도 시간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담 축제 800주년 전 

해인 2005년 울란바트로 역사를 방문했는데 창구에서 인쇄해 

놓은 것이 다 떨어졌다고, 다음에 오면 2달러를 내야한다 해서 

나는 꾀를 냈다. 그곳의 플랫폼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기에 들

어가서 보니 마침 모스크바행 기차를 기다리는 젊은 남녀를 발

견했다. 그들은 맨바닥에 등을 대고 앉아 기차를 기다리고 있

었다. 여자는 금발이었고 남자는 동양계로 북경에서 여행 중에 

만나 함께 몽골을 여행하고 같은 목적지인 모스크바를 가는 중

이란다. 청년은 한국의 대학생이었다. 사정을 얘기하니 기차시

간표를 건네주면서 그냥 가지란다.

여행은 낯선 곳으로 호기심을 채우는 일과 국경을 넘으면서 다

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행 전 미리 조사하고 출발 하

지만 항상 그 나라의 문화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지난 5월 모 신문사에서 한국인 최초로 중국·몽골·러시아를 

기차로 국경을 넘어 여행한 이야기를 주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신문에서 다시 읽으면서 지난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여행 후 사진을 보면 다시 그곳이 생각나지만 여행기

를 쓰면 3번 여행하는 것과 같다.

장엄하고 아름답고 신기하고 사람의 발길이 없었던 비경을 나

만 보고 간직하고 싶어 하는 여행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생태

계가 훼손되고 짐승과 조류, 어류는 자기서식지를 잃어가고 지

금은 국경을 넘기도 또 여행하기도 힘들어졌다. 어쩌다 향기도 

느낄 수 없고 맛도 느끼지 못하는 비대면 그림으로 보는 여행 

사이트를 찾아 헤매는 시대가 됐다.

오래전 북한산에 올라 능선에서 나이 드신 산악인 한 분이 나

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디를 그렇게 쉬지 않고 가세요!” 등산은 

쉬는 장소와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전방의 감상 ‘포인트’를 느껴

보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나도 여유를 갖고 산

행 때 느낌 주머니를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다.

요즘 우리나라 관광지에는 내국인 여행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교통이 혼잡해 쓰레기로 넘쳐나 현지주민들이 불평

이 심하단다.

어서 남북관계가 화해의 분위기로 익어서 기차를 타고 한국

종단철도(TKR)를 이용해서 개성, 신의주 그리고 조선족이사

는 ‘만주리’로 또 몽골로 시베리아로 수학여행 하듯 하얀 시트

가 깔린 침대에서 오순도순 여행해보자. 밤새 편지를 쓰고 윤

동주시인이 보았던 꽁꽁 언 북간도의 별을 보고 우수리스크 

역에서 내려 ‘스이픈강’(독립운동간 남편을 떠올리며 빨래하던 

고려여인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슬퍼서 운다.’고 해서 러시아인

들이 만든 강 이름)에 이상설 유허비 주변에 꽃씨도 뿌려보자.

왜 우리가 배로 돌고 비행기로 남의 하늘을 멀리 날아 그곳에 

가야하나 역사를 알지 못해도 그곳에 가면 모두 우리의 땅 이

라는 걸 안다. 사투리 소리 속에 남은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말씨가 가슴으로 모두 느껴진다.

지금 조선족들이 사는 동북3성에 있는 조선족학교를 중국 정부

에서 없앤단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비자로 예우를하고 있다.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핫산’으로 연결하는 국경역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기찻길이 세 곳이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차 침목을 깔아 녹슨 철길을 다시 이어보자. 

빠른 디지털 여행보다는 천천히 여유롭게 달리는 아날로그시

대의 흑백 사진처럼 함께 가보자. 그동안 형제와 헤어진 시간

만큼 오랜 이야기를 별을 보며 나눠보자. 못다 부른 노래를 

밤을 새며 불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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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앤리조트 최상급 브랜드,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호텔’ 오픈
02-727-7400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럭셔리 컬렉션 호텔(이하 조선 팰리스)’을 오픈했다. 한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이 었던 초기 조선호

텔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지녀온 헤리티지를 계승해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첫 선을 보이는 최상급 독자브랜드 호텔이다. 서

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중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센터필드 웨스트타워 내 로비층 웰컴 리셉션부터 3, 4층으로 이어지는 연회장과 24층

부터 36층에 위치한 고층부의 객실 및 다이닝, 조선 웰니스 클럽 등으로 이뤄져 서울을 대표하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다. 그

리팅 장소인 그랜드 리셉션, 서울의 시티뷰를 조망할 수 있는 총 254개의 객실, 콘스탄스, 이타닉 가든, 더 그레이트 홍연, 1914 라운지 & 바, 조

선델리 더 부티크 등 총 5개로 구성된 독보적인 고메 컬렉션, 최대 300명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더 그레이트 홀을 비롯한 3개의 연회장, 럭

셔리 웰니스를 완성해줄 수영장 및 피트니스 시설로 구성됐다.

한편 호스피탈리티 업계의 신진 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움베르트 & 포예(Humbert & Poyet)가 디자인 설계를 

맡았다. 두 디자이너는 럭셔리에 대한 정의를 통해 최상위 호텔 브랜드의 다층적인 미를 완성시켰다.

조선 팰리스는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사전 예약 패키지인 ‘로얄 인비테이션 투 조선 팰리스’를 출시했다.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투숙 가능

한 상품으로 럭셔리 컬렉션 호텔의 시그니처 향을 즐기며 선제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가격은 스테이트 

객실 기준으로 35만 2000원(10% 세금 별도)이다.

롯데호텔 월드, 리노베이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완료
www.lottehotel.com

지난해부터 로비 및 레스토랑을 제외한 호텔 내부 리노베이션에 돌입한 롯데호텔 월드는 오는 6월부터 19~31층의 객실과 클럽 라운지를 먼저 선

보인다. 새로운 객실은 19가지 타입의 총 255실로 디럭스·프리미어·스위트의 3단계로 구성됐으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특화된 설계가 특징이

다. 소파베드와 벙커베드 등 새로운 구성의 객실들은 어린이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침대 추가 없이도 4인 이하 가족 단위 

투숙객들의 여유로운 투숙이 가능하다. 한편 스위트룸에는 바이러스를 99%로 파괴하는 살균청정 기능까지 더해진 몰리큘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와 샤워 후 물기를 쾌속 건조하는 에어샤워를 도입해 위생과 청결이 강조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했으며, 홈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기구로 주목

받는 세라젬의 안마의자와 온열기등도 기본 설치돼 투숙객의 건강을 배려한다(객실별 구성 상이). 웰니스 트렌드에 맞춰

후무스, 피타 브레드, 포케 등 이국적이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해피아워 시간에 운영되는 라이브 스테이션은 신선한 

재료를 즉석으로 요리해 제공되며, 매일 메인 메뉴를 변경해 다채로움을 더했다.

새단장을 기념해, 6월 1일부터 체크인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작위로 지급받은 카드키를 호텔 로비에 실제 객실처럼 

설치된 도어락에 접촉했을 때, 도어락이 열리면 스크래치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을 긁는 전원에게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샘소나이트 여행

가방 등 경품 당첨의 행운이 따라온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해비치’)가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프라

임 오피스 빌딩 ‘그랜드 센트럴’의 빌딩 서비스 위탁 운영을 맡았다. 

해비치는 입주사 전용 편의시설과 VIP 전용 공간, 일반 고객도 이용 가

능한 연회장을 포함한 오디토리움 운영을 담당한다. 특급 호텔에서 제

공하는 영접, 컨시어지, VIP 의전, 케이터링 등의 서비스를 오피스 환경

에 접목시켜 고품격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랜드 센트럴은 지하 7층~지상 28층 높이의 두 개 동으로 지은 쌍둥

이 빌딩으로, 건물 내부에 다양한 입주사 전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커피 및 음료, 베이커리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린 라운지’, 회의나 세미나 

등이 가능한 미팅룸, 퍼스널 트레이닝, 요가, GX 등의 피트니스 프로그

램을 들을 수 있는 ‘짐(Gym)’, 임원 전용 라운지 등이 있다. 이 외에 소규모 미팅부터 대규모 국제 행사까지 입주사뿐 아니라, 일반 고객도 이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연회장도 구비돼 있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특급 호텔을 운영하며 축적한 당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인 ‘서비스’ 역량을 외부 사업으로 확장

해 고품격 오피스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며, “호텔과 골프장, 외식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호스피탈리티 전문 기업으로서 사업 영

역 확대는 물론, 해비치만의 브랜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비치는 2019년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의 서비스 위탁 운영을 맡으며 호텔의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오피스 빌딩 서비스 운영에 

진출한 바 있다. 

오피스 빌딩에서 특급 호텔 서비스 선보인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그랜드 센트럴’ 오피스빌딩 서비스 위탁 운영 www.cmsorest.com

SOREST Comfy Hotel YangYang (소레스트 콤피 호텔 양양) 개관 www.cmsorest.com

양양의 첫 대규모 호텔 ‘소레스트 콤피 호텔 양양(SOREST Comfy Hotel YangYang, 이하 소레스트 콤피)’이 5월 21일 첫 문을 열었다. 설악산 한

계령 일원에 자리한 소레스트 콤피는 호텔처럼 편리하지만,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 세심한 서비스로 휴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소레스트 콤피는 앰배서더 호텔 그룹 계열사에서 분사 전후로 20년간 호텔 전문 솔루션을 제공해온 ㈜서종글로벌이 고객사에 더 완벽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서종글로벌은 시공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하게 돼 최초 생활형 숙

박시설에서 호텔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소레스트 콤피의 완성도를 높였다.

총 20층 규모의 소레스트 콤피는 패밀리룸 120실과 디럭스룸 49실을 포함해 2층부터 19층까지 총 358객실을 운영하며, 장기투숙 및 생활형 숙

박을 위한 세탁기와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등의 시설도 갖췄다. 총 9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객실은 모던하고 안락한 인테리어는 물론 객실마다 

설치된 IPTV로 프라이빗한 휴식과 함께 다양한 객실 엔터테인먼트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호텔 내 편의점과 카페, 루프탑 정원, 비즈니

스용 연회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문화 및 레저 시설도 근접해 있어 양양에서 주거 및 생활 공간을 찾는 고객들에게 특

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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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될 ‘신라스테이 서부산’ 그랜드 오픈

서울가든호텔, 독자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나

수원의 중심에 위치한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리노베이션 후 재개장

051-661-9000

www.seoulgarden.co.kr

031-230-5000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신라스테이 서부산’을 지난 4

월 15일 오픈했다. 신라스테이 서부산은 기존 운영 방식이었던 임대운영 방식이 

아닌 선진 체인 호텔에서 운영하는 방식인 위탁운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의 규모로 총 295개의 객실과 뷔페, 레스토랑, 카

페, 라운지, 바, 야외 수영장, 연회장, 미팅룸,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코너, 사

우나로 구성된다. 특히 프라이빗 자쿠지(월풀 욕조)가 비치된 테라스와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는 온돌 타입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온돌룸’을 새롭게 선

보인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이 소요되며, 대중 교통을 이용한 접근

이 용이하다.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신라스테이 서부산’을 지난 4월 15일 오픈했다. 신라스테이 서부산은 

기존 운영 방식이었던 임대운영 방식이 아닌 선진 체인 호텔에서 운영하는 방식인 위탁운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의 규모로 총 295개의 객실과 뷔페, 레스토랑, 카페, 라운지, 바, 야외 수영장, 연회장, 미팅

룸,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코너, 사우나로 구성된다. 특히 프라이빗 자쿠지(월풀 욕조)가 비치된 테라스와 여유로운 공

간을 자랑하는 온돌 타입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온돌룸’을 새롭게 선보인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

이 소요되며, 대중 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다.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이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공식 재개장했다. 문화

와 산업, 경기도 행정의 중심지인 수원에 위치한 호텔은 향상된 모던디

자인과 효율적인 서비스로 다시 고객을 맞이한다.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은 수원 시청, 경기아트센터, 공원, 지하철역과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KTX 역과도 가까이 있

어 다른 도시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호텔은 215개 객실과 한 개

의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와 7개의 연회장을 갖추고 있다. 리노베이

션 이후 슈페리어와 스위트룸 등 보다 다양하고 넓은 객실을 보유해 선

택의 폭을 넓혔다. 올 데이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 르 쟈르뎅(Le Jardin) 

역시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을 포함해 450석 규모의 새로운 모습을 선

보인다. 수원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뷔페 레스토랑인 르 쟈르뎅은 한식, 유럽, 아시아, 퓨전 음식은 물론 라이브 쿠킹 스테이션을 포함한 다양

한 메뉴를 자랑한다. 웨딩, 연회, 기업 미팅 등을 위한 7개의 미팅룸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연회장은 50석 규모의 세미나에서부터 

500석 규모의 연회 이벤트까지 폭넓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호텔은 수원의 중심에 위치해 문화적 전통과 화려한 도심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첨단 산업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

재된 수원 화성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도시에서 비즈니스와 레저 고객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모습을 갖춘 지금, 고객들에게 보다 

넓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객실│
스탠다드 ( 2 층 ~  7층)   트윈 /  더블 / 온돌 112실
수페리어 ( 8층 ~ 16층 )  패밀리 트윈 /  패밀리 더블 / 더블 171실
디럭스 (17층 ~ 19층)   더블 / 스튜디오 더블 57실
소레스트 스위트 (2층 ~ 19층) 18실

│Other Facilities│
Restaurant and Cafe  Dorothy restaurant (1F) : 
평일 조식(월~금) 10:00 ~ 14:00  /  주말 조식(토~일) 08:00 ~ 14:00

Banquet & Meeting Room Ecclesia(B1) : 114 Sqm

Convenience store  GS 25 (1F) : 24/7

Looptop Nostalgia (20F)

무료 무선인터넷, IPTV, 전화기, 개별냉∙난방, 빌트인세탁기
헤어 드라이기, 칫솔 살균기, 페이스타월, 베스 타월, 베스 매트, 헤어 고무링, 헤어캡, 머리빗,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비누

전자레인지, 전기 주전자, 빌트인냉장고, 머그컵, 생수 2병

SOREST Comfy Hotel Yang Yang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한고개길 9      033-673-4000  rsvn@seojongglobal.com www.cmsorest.com

Home Away from Home
소레스트콤피 호텔 양양은동해바다를품은 녹음이주는 편안함과한적함 그리고푸르른공기가 어우러진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