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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中国保护旅游者的背景和理念 

一、 중국 관광객 보호의 배경과 이념 

 



• 随着旅游的散客化和大众化趋势，“大旅游”格局越来越明显，传统的“小旅游

”管理工作陷入困境。 2008年“三定方案”没有赋予旅游主管部门服务散客市

场的职能，如何有效保护旅游者成为政府旅游管理部门面临的难题。 

• 관광의 개인화와 대중화 추세에 따라, “대여행”의 구조가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여행” 관리업무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2008년 “3정방안”은 여행 주관 부서에게 개별관광 시장을 담당할 직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보호할 것인가는 정부 

여행 관리 부서가 직면한 난제가 되었습니다. 

• 这一背景促使游客满意度调查从学术研究问题走向公共管理的重要辅助手段 。 

• 이로 인해 관광객 만족도 조사는 학술연구의 문제에서 공공관리의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 我国旅游业已经到了全面提升发展质量、建设旅游强国的新阶

段，应当转变发展方式和发展思路，更加重视市场机制的作用

和人民群众的需求，建立以游客为主的评价体系。 

• 우리나라의 여행업은 이미 전면적으로 발전 품질을 높이고 

관광강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 

발전방식과 발전사상을 전환시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인민대중의 요구를 더욱 중시해야 하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2010年全国旅游工作会议 

• 2010년 전국 여행 업무 회의  

 

  



  



2011年1月25日，国家旅游局副局长杜江在2011年全国旅游监管工作会议上对郑州市游客满意度提升

工作专门提出表扬，提出了“人民群众满意是最大的政治”的满意度调查工作思想。 

2011년 1월 25일 국가여유국 부국장인 도강(杜江)은  2011년 전국 여행 검사관리 업무 회의에서 정주시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대하여 특별히 표창하였으며, “인민대중의 만족이 가장 큰 정치이다”라는 만족도 

조사업무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邵琪伟：让群众满意度成为旅游发展“指挥棒” 

•소기위(邵琪伟)：대중의 만족도가 관광 발전의 “지휘봉” 

   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新华社专访国家旅游局局长邵琪伟 

•신화사가 국가여유국 국장 소기위(邵琪伟)를  

      특별 인터뷰하였습니다. 

 
 

  



二、中国保护旅游者政策的发展阶段 

二、 중국 관광객 보호 정책의 발전 단계 

 



（一）标准化 

（一）표준화 

在旅游服务质量提升方面，国家旅游局早在1988年率先
推出星级饭店标准，首开服务领域实施标准化管理的先河。
近年来又制定和实施了星级饭店、A级景区等国家标准。 

여행 서비스 품질 향상 방면에 있어, 국가여유국은  
이미  1988년부터 성급 호텔 표준을 내놓았으며,  
처 음 으로  서 비 스  분 야 에 서  표 준 화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또한 성급 호텔, A급 풍경구 
등 국가 표준을 제정 및 실행하였습니다. 
 

 

  



（二）目的地的“创佳”、“创优” 
（二）목적지의 “아름다움 창조(创佳)”、“우수함 창조(创优)” 

在旅游目的地体系建设方面，与联合国世界旅游组织合作，开
展了中国最佳旅游城市建设试点，引导全国370多个城市创建中
国优秀旅游城市，提升了国家整体形象和国际旅游竞争力。 
관광목적지 시스템 구축 방면에 있어, 유엔 세계관광기구와 
협력하여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시 건설 시범지구를  
시행하였으며 , 전국  370여  개  도시에서  중국  우수 
관광도시를 창설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체 이미지와 국제 
관광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三）游客满意度调查 

（三）관광객 만족도 조사 
 

在旅游品牌培育与管理方面，以全国60个重点旅游城市为
依托，建立了全国游客满意度调查制度。 

관광 브랜드 육성 및 관리 방면에 있어, 전국 60개 
중점 관광도시를 토대로 전국 관광객 만족도 조사 
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四）依法治旅 

（四）법에 의거하여 관광을 관리합니다. 
目前，正在深入贯彻落实《质量发展纲要》，下发实施《旅游质量发展纲要
（2012-2020年）》，全力推动旅游立法执法、标准化建设、人才队伍建设
等工作，建立长效监管机制。 

현재 《품질 발전 개요》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고, 《여행 품질 발전 
개요（2012-2020년）》를 하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력을 다하여  
관광 법률 제정 및 집행, 표준화 구축, 인재팀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간 효력이 있는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三、中国保护旅游者政策的规划 

三、 중국 관광객 보호 정책의 계획  

 



  



• 每年一度的“中国旅游日”都关注于游客关心问题。 

• 매년 한 차례 “중국여행의 날”은 관광객들의 관심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出台了《国民旅游休闲纲要》。 

• 《국민 여행 레저 개요》를  출시하였습니다. 

• 到2020年，职工带薪年休假制度基本得到落实，城乡居民旅游休闲消费
水平大幅增长，健康、文明、环保的旅游休闲理念成为全社会的共识，
国民旅游休闲质量显著提高，与小康社会相适应的现代国民旅游休闲体
系基本建成。 

 

  



• 保护旅游者权益是《旅游法》的基石。 

• 소비자 권리와 이익 보호가 《여유법》의 초석입니다. 

•2013年4月25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