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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관광은 괌을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를 갖고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로서의 괌을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괌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일 

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지사 Eddie Calvo, 2020 발전계획

관광산업



Chamorrita girl with dukduk (hermit c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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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rkeling in Tumon Bay Marine Preserve



이것은 괌의 연간 비즈니스 수익의 60%, 공공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이나 앞으로 성취할 내용이 보다 흥미롭습니다. 

관광업의 성공은 곧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50여년 

동안 괌 정부 관광청(이하 GVB)이 보여준 탁월한 성과와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현 지도층의 혜안과 노력에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2020 관광산업은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안으로,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천혜의 열대지역 리조트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나로 단결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에디 바자 캘보 (EDDIE BAZA CALVO)

괌 주지사

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업은 14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와 1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에디 바자 캘보(EDDIE BAZA CALVO)
괌 주지사

“…우리의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기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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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정부 관광청(GVB)은 괌과 괌의 문화를 홍보하는 일 외에도 괌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업이 모든 괌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따라 종합적인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 관광산업은 괌정부 관광청(GVB)과 이해관계자, 정부관리,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내 경험 많은 사업가들의 주도 아래, 측정 가능한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 

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곳 괌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고강도 전략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Senseramente’,

마크 발디가 (MARK BALDYGA)

괌정부 관광청 / 이사회 의장

“…지상낙원인 우리의 괌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켜 줄 수 있는 

고강도의 전략 계획안은 …”

마크 발디가(MARK BALDYGA)
괌정부 관광청
이사회 의장



칼 판젤리난 (KARL A. PANGELINAN)
관광청장

JON NATHAN P. DENIGHT
부청장

TINA ROSE MUÑA BARNES
상원의원, 제32차 괌 의회
관광 상임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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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관에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괌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

일본 괌 관광 협회

일본 괌 관광 위원회

한국 괌 관광 위원회

관광업 교육 위원회

괌 대학교

BRUCE
KLOPPENBURG

부의장

THERESA
ARRIOLA
Secretary

N. OSCAR
MIYASHITA
Treasurer

ANNMARIE
MUÑA

BARTLEY
JACKSON

MAYOR ROBERT
HOFMANN

EDUARDO
CALVO

JENNIFER
CAMACHO

DR. JUDITH
GUTHERTZ

MILTON
MORINAGA

NATHAN
TAIMANGLO

NORIO
NAKAJIMA

비영리 법인인 괌정부 관광청(GVB)은 

미 연방 소속으로 괌정부의 공식 관광 

기관입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에서는 관광산업 정책 및 

방향 수립, 괌 관광전략 및 마케팅기획 수립 및 

이행, 괌의 주민, 명소, 문화를 선보임으로써 

비교할 데 없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 운영, 관광관련 연구, 기획, 이벤트 및 

지원활동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괌정부 관광청(GVB)은 정부와 민간부문, 

관광산업, 관광객,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광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괌정부 관광청(GVB) 경영진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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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 Agat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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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전
전세계에서 사업 및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2백 만여 명의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대부터 최고급 숙박시설을 갖춘 

낙원과 같은 미국령 섬으로서 경탄할 만한 해양경관을 제공하는 

세계 수준의 1등급 여행지 - 이 모두를 4,000년 전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청결하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제공합니다.

목적
•괌 관광산업의 비전 및 전략방향 설정

•세계 관광시장에서 괌의 경쟁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목표 설정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영향 및 

관광산업이 현재, 미래의 경제적 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교육합니다.

•민간 이해관계자, 공공정책 수립주체 및 지역사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동비전을 수립합니다.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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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Lovers Point



비전
괌을 세계적인 최고급 리조트의 목적지로 만든다.

미션
모든 괌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한다.

소개
괌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자, 괌의 최우선 산업인 관광업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한다.

걸어온 발자취
1963년 이래로“가깝고 저렴한”이미지를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로 알려졌다.

현황
지역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특하고 품질 좋은 여행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수익과 경제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친숙하고 

가까운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민 특성
차모로족의 전통적 가치를 간직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러한 덕목은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행동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 목표
상업화를 지양하고 가격 그 이상의 부문에서 경쟁하는 독특한“블루오션”여행상품화가 목표이다.

이행방안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8개 핵심목표

1. 품질 및 수익 개선

공공장소 및 기존 리조트 업그레이드. 민간부문 재투자 촉진. 5성급 시설 확충. 교육 및 서비스 개선. 음식의 품질 개선. CC&Rs

와 강화된 표준을 적용한 비즈니스촉진지구 설립. 괌 이미지의 지속적인 개선.

2. 유입 관광객 수 증대 및 다변화

비자면제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수 증대. 유입 관광객 200만명 달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장과 신시장을 

개척하는 동안에도 일본 관광객 비율을 최소 55~60% 수준으로 유지.

3. 고급 호텔객실 확충, 재투자 장려

목표고객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600개 객실 확충. 고급 호텔에 집중. 기존 자산에 대한 재투자 인센티브 마련.

4. MICE 집중전략

적극적인 컨퍼런스 유치로 학생 및 기타 목표그룹을 끌어들이고 비수기 활용방안을 마련.

5. 차모로족 문화 및 독특한 다문화적 특성 홍보

차별화 측면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차모로족의 음악, 춤, 미술, 언어 등의 문화 및 그들의 가치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괌의 독특한 문화적 다양성, 스페인 및 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홍보.

6. 평균 체류기간 증대

괌 현지 업체들과 협의하여 체류기간이 긴 패키지상품 개발 장려. 체류기간을 3일에서 4일로 33% 연장.

7. 독특한 관광명소 홍보

유수의 관광명소 및 이벤트를 전문적 방법으로 홍보. 새로운 명소 및 다양한 활동의 개발 장려.

8. 투몬 외곽으로의 관광산업 개척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Hagåtña 와 더불어 괌의 여러 마을들로 관광객 집중 지역을 확대. 지역 농민, 어민 및 지역산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별 마을마다 특정 스토리와 특산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

9

사업개요

© 2014 GVB



in
tr

od
u

ct
io

n
10

Shopping in Pleasure Island



관광업은 괌 최대의 산업으로, 괌의 연간 비즈니스 수익의 

60%에 해당하는 14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섬 거주민 18,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31%에 

해당합니다. 관광산업의 영향과 그에 수반되는 조세수입은 

모든 괌 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관광산업은 괌과 같이 제한된 자원과 영토를 가진 다수의 소규모 도서지역 경제에 있어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산업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인 여행수요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괌의 주요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업계에서는 튼튼한 체계와 기획력을 갖춘 

전략을 마련하여 성장을 지속하고, 선도산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문건에서는 

2020관광산업 계획안을 로드맵으로 제시하여 괌이 휴양지 부문에서 다변화된 업계 

선두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에서는 여행지로서의 괌을 홍보함은 물론 관광업의 비전과 전략 

계획안을 마련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반, 괌정부 관광청(GVB)은 5개년 

전략 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 관광산업은 괌이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번영해 나가기 위한 8개 핵심목표를 토대로 

괌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개발전략입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는 2020 관광산업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괌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계획안이나 그렇듯,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여 괌 관광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자발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만 합니다.

“2020 관광산업은 비전과 

필요한 목표를 토대로 한, 

괌의 미래를 향한 로드맵 

입니다..."

11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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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온 괌 문화의 유구한 역사는 

4,000여 년 전 최초의 차모로족이 이곳에 이주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관광업에 대해 혜안을 가진 선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에 괌의 현대적 관광업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결과 지금은 관광업이 

괌 최고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괌 최초의 호텔인 Pan American Hotel은 1930년대 Sumay 마을에 건립되었습니다. 

1959년에는 괌 최초의 여행자용 숙박시설인 Cliff Hotel이 아가나(Agaña) 고원에 

설립되었습니다.

괌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2년으로, 이때는 일반 관광객들의 

안전을 이유로 해군 전시작전본부의 괌 내 진입을 금지하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던 해입니다. 1967년에는 팬암(Pan Am)사에서 괌-도쿄 왕복 직항노선을 개시하면서 

근대적 관광산업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괌에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으로,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괌의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1970년대에는 유입 관광객의 수와 괌 지역내의 숙박시설 인프라가 증대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호텔객실 2,345개, 연간 방문자 수 300,763명을 기록하였고 1990년에는 그 

수가 각각 4,955개, 780,40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년 이래로 성장이 지속된 결과 2013회계년도에는 방문자 수가 130만 명으로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핵심 유입국인 일본 경제의 침체, 다수의 초강력 태풍, SARS의 영향, 9/11 테러, 8

월1일 지진, 중동 정세불안 및 비극적인 비행기 충돌사고 등 일련의 악조건 속에서 달성한 

기록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방문자수를 늘려온 괌의 성장과정은 꼭 좋은 

결과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괌이 가까운, 저렴한 여행지로 인식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광업계에서 흔히 괌을 “가깝고 저렴한” 여행지로 광고한 결과 점차 상업화에 

물들게 되어 도매 여행업자 위주의 저가 관광지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괌을 “가깝고 저렴한” 관광지로 홍보하는 판매전략은 괌이 품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던 

관광 초창기 시절에 행해지던 방식입니다. 이시기 괌은 저예산 관광객을 끌어들여 단기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저예산 관광 상품의 접근방식은 괌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요 소비시장에서 결국 괌은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저 그런 2류 여행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에어텔 상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한 결과,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판매한 

직원을 비롯한 서비스 업체들의 이윤이 감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좌석 위주로 

항공권을 판매하고, 직접예약 수단 개발을 게을리한 결과 소비금액이 높은 개별 

자유여행자(FIT)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괌은 도매 여행업자들이 장악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여행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이 변화 

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광지 

로서의 괌의 이미지를 개선 

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걸어온 발자취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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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관광객 수: 1967-2013

힐튼호텔 착공식

260객실의

괌 힐튼 호텔

1972년 개관

5월 21일, 초강력 태풍

파멜라(Pamela) 상륙

괌정부 관광청

일본 지사 설립

10월 1일, 대만

비자면제

샌드캐슬 괌 개장

컨티넨탈항공

센다이 및 삿포로 취항

Pacific Micronesia Tours,

Inc 설립 (JTB 그룹)

109명의 일본 승객을 태운

도쿄발 팬암(Pan Am) 항공기

괌에 도착

괌 국제 공항 터미널 오픈

행정명령 17-32항,

GVB를 괌의 일반 회사법의

지배를 받는 비주식,

비영리 기관으로 재정의

제1회

괌 마이크로네시아

아일랜드 축제

12월 5일, 일본 비자면제

Continental Air

Micronesia 설립

TUMON BAY 1970

Carlton Skinner 주지사,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괌의 잠재력을 공표한 

일반법 67조에 서명

일본 항공 점보제트기 첫 비행

행정명령 70-24항에 의해 괌 관광 

위원회가 상무부로부터 분리되고 

괌정부 관광청으로 명명

괌 호텔 및 식당협회 설립. 창설 회원 : 힐튼, 

클리프 다이-이치, 오쿠라 후지타 및 리프

존F케네디 대통령, 일반 관광객들의 

안전을 이유로 미 해군 

전시작전본부에서 진입을 금지

괌 상무부 산하에

괌관광 위윈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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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대만

비자면제

샌드캐슬 괌 개장

컨티넨탈항공

센다이 및 삿포로 취항

호텔 니코 및 온워드

아가나 비치 호텔 개관

일본 경기침체

하얏트 리젠시 괌 및

레오펠레스 리조트 개관

괌정부 관광청 Ypao 지사 설립

10월 1일, 한국

비자면제

걸프전 발발

최초로 연간 방문자 수 100만 돌파

컨티넨탈 항공 오사카 취항

DFS갤러리아 투몬 개장

괌 국제공항신규공항터미널

제1단계 완공

웨스틴 리조트 괌 개관

8월 6일,

KAL기(대한항공) 사고 발생

12월 16일,

초강력 태풍 파카(Paka) 상륙

괌 의회에서 투몬 지역

공공 기반시설 개선용

예산 5,290만불 배정

람람투어 구아한레드

트롤리 서비스 시작

컨티넨탈 항공

오카야마 및

니가타 직항 취항

다이-이치 호텔이 피에스타 리조트

괌으로 재개관

루이뷔통 스토어 개장

켄 코퍼레이션이 하얏트 리젠시 괌,

산타페호텔, 팰리스 호텔 괌 및

PIC  소유권 획득

칼보 주지사가 괌 박물관 및 기타

기간산업 공사 재원 조달을 위한HOT본드 서명

3월 11일, 일본 3대 재난 발생

에바항공이 대만에서 직항노선 취항

1월 15일 러시아 비자 면제

러시아 비자면제로 최초의 입국자 방문

제주항공이 서울에서 직항 노선 취항

대한항공이 부산에서 직항 노선 취항

유나이티드와 컨티넨탈의 합병으로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 설립

진에어가 서울에서 직항노선 취항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발생

퍼시픽 스타가 괌 매리엇

리조트 앤 스파로 개명

중화항공이 대만에서

직항 운항 취항

SARS 발생

7월 5일,

태풍 차타얀(Chatá an) 상륙

12월 8일,

태풍 퐁손가(Pongsonga) 상륙

플레저 아일랜드 및

아웃리거 괌 리조트 개관

GVB 창립 50주년 및 
관광산업 2020 발표

아비아 차터스항공이 
블라디보스톡과 

카바로브스크에서 직항 
노선 취항

TUMON B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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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최대 경제부문인 관광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우선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괌이 미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분석한 괌 관광산업의 강점(S), 약점(W), 

기회요인(O), 위협요인(T)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SWOT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및 발전과 관련한 정책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권고사항입니다.

도쿄, 오사카, 서울, 타이페이와 같은 동아시아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단거리 국제휴양지로 각광받아온 괌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시장인 일본에서 경기침체나 고령화 문제와 같은 현안들이 괌의 

여행수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괌에서 이미 진행 중인 군사 증강 움직임으로 인해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인구구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괌 

관광산업에 있어 장애물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WOT
Analysis

강

점 약

점

기 회
요

인
위

협
요

인

• 상품의 품질개선, 고급호텔 및 식사시설 증축

• 중국 비자면제 추가

• 괌 핵심시장 내부에서의 다변화

• 러시아 시장 개척

• MICE시장 개발

• 괌의 문화를 관광 홍보에 활용

• 잠재적인 이벤트 및 스포츠 관광 극대화

• 지역관광 개발 (크루즈 관광)

• 교육관련 관광상품 개발 (예. 시험준비, 영어 등)

• 노인 여행객, 신혼부부 등을 타겟으로 하는 틈새시장 개척

• 괌의 산호초, 해양생물 등의 생태관광코스 마련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프라 개선

•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임

• 품격있는 신규 관광지 추가

• 일반적으로 인식된“저렴한”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인해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물가가 비싼 점

• 문화적 특성 결여

• 최고급 럭셔리 호텔 부재

• 서비스 수준 개선 필요성

• 관광부문에서의 제한적인 고급 인재 풀

• 보다 품격있는 관광지 및 식사 선택의 필요성

• 높은 운영 및 시설 경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프라 부족

• 관광객-현지주민간의 소통 부족

• “새로운” 경험거리 부족 및 제한적인 인지도

• 방문 전 및 방문 후의 정확한 관련정보 부족

•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문제

• 자연재해 / 태풍

• 호텔 증설 유인의 실패

• 괌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나친 자본투자 수요 

• 일본인 해외관광객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 괌에 대한 대안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마이크로네시아 기타 도서지역에 대한 투자

• 인근 지역과의 경쟁

• 테러행위 / 관광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분쟁 / 치안수준을 저해하는 

범죄행위

• 단기체류자로부터의 질병 유입

• 공공 및 민간시설의 노후화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구촌 사건사고

• 글로벌 경쟁의 심화

• 항공 연료의 비용 및 가용성 문제

• 아시아 주요 도시로의 근접성

• 자연 그대로의 기후와 경관을 갖춘 휴양환경

• 국제적인 쇼핑 기회

• 미 연방 소속

• 국제적 수준의 호텔

• 고급 운동시설

• 아시아 주요 시장과의 근소한 시간차

• 비자면제 프로그램

• 인근 다른 도서지역으로 여행하기 위한 중심지

• 핵심 관광객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 지역사회의 친근성 및 다문화적 특성, 

하파다이(Hafa Adai) 정신

• 고등교육의 지역 중심지

(예. 괌 대학, 괌 커뮤니티 대학)

• 새로 개설된 의료시설

현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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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은 이제 단일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괌 방문객의 71%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양국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침체는 괌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일본이 가장 중요한 시장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시장 

다변화를 통해 괌 관광산업의 성장과 성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대만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3/11 대지진 이후 감소한 일본인 

관광객의 영향이 감소하였지만, 러시아인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괌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체류기간에 대한 수치가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는 개발 가능성이 큰 

시장에 해당되며, 크루즈여행 시장 또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태양, 백사장, 바다, 쇼핑 등의 개념과는 달리 차모로족의 문화는 

괌 여행을 독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괌의 사람, 국가,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제공하여, 괌의 특별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괌은 세계적인 다른 관광지와 글로벌 여행시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하와이,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경쟁지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상품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의 홍보관련 정보에 의하면 괌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관광객들은 아직도 더 많은 문화와 음식에 대해 경험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괌정부 관광청(GVB)은 관광 관련 구상과 캠페인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관광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는 바, 괌의 

관광산업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여행자료를 찾고 여행관련 

서비스를 예약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괌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괌의 브랜드 인지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상품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오래 

체류하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가깝고 저렴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고급호텔 확충, 

신규 품격 명소 개발, 기존의 명소에 대한 홍보방법 개선, 식사시설의 수준 

향상, 서비스 수준 향상, 쇼핑품목 증대, 공항시설 업그레이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섬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로, 공원, 해변 등의 

공공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부문 또한 재투자하고 관광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광수요가 저조한 시기에는 비즈니스(MICE) 관련 

여행 및 단체여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MICE) 관련 부문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아시아 주요도시 가까이에 위치한 괌은 

특히 비수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여행수요를 유치하기에 유리합니다. 

Dusit Thani 회의시설과 같은 신규투자는 보다 많은 단체방문객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학교와 같은 SMERF(사교, 군사, 

교육, 종교, 친교적 목적의) 단체방문객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마라톤,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시그니처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또한 비수기에 대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관광업에 대한 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전체의 지원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정부, 민간부문, 주민 

모두가 참여할 때에만 여행지로서의 괌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결정자로부터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시민에 이르기까지 괌 내의 모든 공동체 일원은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괌 관광산업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관광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효과적인 기획 및 정책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 전 지구적 전염병, 경기침체, 지정학적 분쟁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여행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괌으로 여행하는 러시아 여행객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와 같은 기회 요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한 3/11 대지진 사고 당시와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괌정부 관광청(GVB)은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였습니다. 

중국 비자면제 또는 임시 비자면제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여행 성수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괌에는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 없는 상황입니다.

괌의 아시아 주요 소비 시장 국가들의 공휴일은 겹치는 편인데, 이로 인해 

성수기에 호텔 수용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곧 병목효과로 이어져, 객실이 가능한 시장으로 괌의 수요가 

빠져나가게 될 것 입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은 괌 경제개발국(GEDA) 및 

다른 산업부문과 긴밀히 공조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호텔시설 특히, 고급 시설에 대한 투자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해당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자료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활용하여, 관광업의 요구와 조직의 능력에 대한 내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과 기회요인을 발견하였습니다.

현 상황

Snorkeling in Tumon Bay Marine P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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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은 이제 단일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괌 방문객의 71%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양국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침체는 괌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일본이 가장 중요한 시장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시장 

다변화를 통해 괌 관광산업의 성장과 성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대만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3/11 대지진 이후 감소한 일본인 

관광객의 영향이 감소하였지만, 러시아인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괌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체류기간에 대한 수치가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는 개발 가능성이 큰 

시장에 해당되며, 크루즈여행 시장 또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태양, 백사장, 바다, 쇼핑 등의 개념과는 달리 차모로족의 문화는 

괌 여행을 독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괌의 사람, 국가, 역사에 대한 스토리를 

제공하여, 괌의 특별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괌은 세계적인 다른 관광지와 글로벌 여행시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하와이, 인도네시아, 태국과 같은 경쟁지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상품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의 홍보관련 정보에 의하면 괌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관광객들은 아직도 더 많은 문화와 음식에 대해 경험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괌정부 관광청(GVB)은 관광 관련 구상과 캠페인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관광에 대한 요구도 변화하고 있는 바, 괌의 

관광산업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여행자료를 찾고 여행관련 

서비스를 예약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괌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괌의 브랜드 인지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상품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오래 

체류하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가깝고 저렴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고급호텔 확충, 

신규 품격 명소 개발, 기존의 명소에 대한 홍보방법 개선, 식사시설의 수준 

향상, 서비스 수준 향상, 쇼핑품목 증대, 공항시설 업그레이드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섬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로, 공원, 해변 등의 

공공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부문 또한 재투자하고 관광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광수요가 저조한 시기에는 비즈니스(MICE) 관련 

여행 및 단체여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MICE) 관련 부문은 관광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아시아 주요도시 가까이에 위치한 괌은 

특히 비수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여행수요를 유치하기에 유리합니다. 

Dusit Thani 회의시설과 같은 신규투자는 보다 많은 단체방문객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학교와 같은 SMERF(사교, 군사, 

교육, 종교, 친교적 목적의) 단체방문객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마라톤,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시그니처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또한 비수기에 대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관광업에 대한 과정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를 공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전체의 지원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정부, 민간부문, 주민 

모두가 참여할 때에만 여행지로서의 괌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결정자로부터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시민에 이르기까지 괌 내의 모든 공동체 일원은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괌 관광산업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관광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효과적인 기획 및 정책이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 전 지구적 전염병, 경기침체, 지정학적 분쟁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들은 지속적으로 여행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괌으로 여행하는 러시아 여행객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와 같은 기회 요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한 3/11 대지진 사고 당시와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괌정부 관광청(GVB)은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였습니다. 

중국 비자면제 또는 임시 비자면제 조치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여행 성수기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괌에는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 없는 상황입니다.

괌의 아시아 주요 소비 시장 국가들의 공휴일은 겹치는 편인데, 이로 인해 

성수기에 호텔 수용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곧 병목효과로 이어져, 객실이 가능한 시장으로 괌의 수요가 

빠져나가게 될 것 입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은 괌 경제개발국(GEDA) 및 

다른 산업부문과 긴밀히 공조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호텔시설 특히, 고급 시설에 대한 투자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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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지침
괌정부 관광청(GVB)은 한정된 자원과 업계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장기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의 미션을 달성해나가는데 필요한 다음의 

지침은, 관광청의 업무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력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참여 그리고 대화를 

유도하고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성
괌의 자연, 문화, 역사, 인적자원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주체에게 돌아가는 관광업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합니다.

리더십
관광산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품질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탁월함을 알리는 한편 괌 고유의 특성과 

명소의 매력을 유지 및 홍보합니다.

책임 
투명한 절차에 의해 주어진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효율적인 기획 및 효과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괌정부 관광청(GVB)

미션
괌의 독특한 유산과 문화 및 자연환경을 보호, 

존중하는 동시에 괌을 보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합니다.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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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정부 관광청(GVB)은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괌 특유의 하파다이(Hafa 

Adai) 정신에 착안하여 차모로족 원주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영속시키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차모로족의 가치를 인지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 하에, 차모로족 문화를 기획 안에 

포함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차모로족의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괌정부 관광청(GVB)의 지침 

내용에 대한 보완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모로족 가치

Inåfa’maolek (더 좋게 만듦)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차모로족 가치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항상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마리아나제도 지역에서는 황금률과 같은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Respetu (존경)
육지와 바다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 늘 존경심을 갖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Ma’nginge’ (손등이나 볼에 하는 키스)
가족이나 공동체의 연장자 및 중요한 인물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어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전통적 행위입니다.

Mamåhlao (수치심)
가족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행동을 올바르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차모로족 

문화에서는 각자의 행동을 통해 조화를 이뤄내는데 모두가 역할을 나눠 갖는다는 뜻을 

갖습니다.

Chenchule’ (베풀기)
가족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표현하는 일종의 

사회적 상부상조 시스템입니다. 도움을 받은 당사자는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그에 상응하거나 더 큰 가치의 행위를 베풀어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서로 돕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Che’lu (형제들과의 관계)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또래들을 혈육처럼 따뜻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직장, 동아리, 기타 조직에서도 동료의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atgon (자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잘 인지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입니다.



23
Chamorrita in traditional dress
Photo courtesy of Island Tim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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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igger paddlers in Tumo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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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1. 일급 휴양 목적지로 선정되도록 괌의 입지를 쇄신하고, 

여행상품의 품질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

2. 괌의 독특한 점(USP)을 홍보. 관광객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괌 

도처에서 차모로족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괌에 5성급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하와이나 기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소비금액이 높은 여행객 같이 새로운 영역의 

시장 개척

4.중국과 같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고, 

독특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하여 현재 괌으로 

여행하지 않는 새로운 해외고객층 발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관광업 부문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괌의 관광산업 부문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해낸다면 괌의 

인지도가 향상되어 “가깝고 저렴한”이미지에서 벗어나 다른 

여행지에서 모방할 수 없는 독특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루오션 접근방식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신념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련 성공사례가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 십 년 전만 

해도 “made in Japan”은 기준 이하의 품질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일본산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면 

괌 또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환경에서부터 최고의 해양에서의 다양한 활동, 

낚시체험, 스쿠버다이빙, 골프 등의 즐길 거리, 푸른 하늘과 맑은 

바다와 같이 모든 기본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괌의 인식전환을 위한 나머지 요소는 책임있는 리더십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수록)의 저자인 김위찬과 르네 

마보안 (Renee Mauborgne)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산업부문에서 

경쟁하는 것은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기회는 미개척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데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괌이 관광산업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전략을 활용하여 현 상황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소위 “레드오션”으로 불리는) 기존 

시장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관광상품과 경쟁하는 대신,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아직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흔히 “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드오션에서 경쟁자들이 상대방을 능가함으로써 기존 수요를 더 

많이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장은 더 많은 경쟁자들로 

넘쳐나고 이윤과 성장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상업화, 가격전쟁 및 

이윤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괌 또한 이러한 상황을 

겪어왔으며 아직도 이런 상황에 묶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특한 

가치상품으로 어필하는 대신 가격요소에만 의지한 경쟁을 지속한 

결과 이윤이 감소하면서 괌의 관광산업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관광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의 목적은 시장의 영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더욱 큰 

그림에 주목하며, 기존 여행수요를 뛰어넘는 영역에 접근함으로써 

경쟁요소를 줄여 전략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치혁신을 통해 현재 소비자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차원에서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요시장의 도시로부터 불과 3시간 떨어진 미연방 최전선의 휴양지 

또는 독특한 차모로족 문화와 같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괌에서 만 발견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 새로운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괌 그리고 블루오션 전략
국제 관광산업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복잡해진 한편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관광업계의 상황은 해당분야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전략적 

접근방식으로 전환하여 장기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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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rise, Tamuning cli�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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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비전
전세계에서 사업 및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2백 만여 명의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대부터 최고급 숙박시설을 갖춘 

낙원과 같은 미국령 섬으로서 경탄할 만한 해양경관을 제공하는 

세계 수준의 1등급 여행지 - 이 모두를 4,000년 전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청결하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제공합니다.

1. 품질 및 수익 개선

2. 유입 관광객 수 증대 및 다변화

3. 고급 호텔객실 증축, 재투자 촉진

4. MICE 집중전략

5. 차모로족 문화 및 독특한 다문화적 특성 홍보

6. 평균 체류기간 증대

7. 독특한 관광명소 홍보

8. 투몬 외곽으로의 관광산업 개척

8 대 핵심 목표

© 2014 GVB



이행방안:

• 주요 시장의 모든 

관광객이 괌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다.

• 호텔의 일 평균 

숙박요금(ADR) 및 

객실당 매출(RevPAR) 

증대

• 여행객 만족도 설문결과 

향상

•괌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성공 측정지표

품질 및 수익 개선

기본적 서비스의 품질이 점차 높아져 지난 

7~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괌의 “저렴한” 

이미지가“우수한”이미지로, 더 나아가서는 “

값어치 있는” 이미지로, 결국엔 “고급스런” 

이미지로 천천히 이동해 갈 것입니다.

괌의 명성을 향상시키고 상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관광상품을 개선하고, 소비금액이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수 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로 

품질을 개선한다.

투몬 지역 공공낙서, 버스의 배기가스, 

투몬가의 침수, 불법적 신호체계, 불법광고, 

조잡한 도시경관, 공항 및 공공장소의 

공중화장실 관리소홀 근절. 관광객 안전, 

치안, 다국어 신호체계, 청결한 공항, 

출입국심사 및 세관 대기시간, 신속 

통관절차 등의 개선.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예산 그리고 

강제수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필요한 자금 지원한다.

관광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관광명소기금(TAF)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15년 여 동안 관광산업 부문에는 이렇다 할 

투자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TAF을 증액하여 

공원, 해변, 도로, 도보 등의 공공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일관되게 하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의 관광산업 

정책이나 관광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문화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TAF 

배정을 철회하고, 관광상품과 유형의 자산을 

유지보수 및 개선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괌정부 관광청(GVB)에서 

서비스 공급업체의 역할을 맡아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괌정부 

관광청(GVB)에서는 관광중심구역에서 유지보수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소비금액이 높은 여행객을 괌에 유치함으로써 

수익 또는 이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소비금액이 적은 여행객 위주의 저 예산 

관광지인 괌이 비용을 소비금액이 높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여 괌의 이미지 상승까지 함께 

이뤄내야 합니다.

괌 여행상품은 도매업체에 의해 패키지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그 가격은 왕복 

항공권과 3일 숙박을 포함하여 1인당 300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내 미 

연방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괌에서는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오션뷰 단독 객실도 

하룻밤에 평균 134달러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하와이의 평균 호텔 요금은 207

달러입니다. 이와 같이 인상이 더딘 요금 

인상폭은 인플레이션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텔 경영자들은 재투자를 

고려할 만큼의 충분한 이윤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여행사직원 위주의 

레드오션을 형성하여 요금인상이 제한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옵션투어 및 관광지에 대한 지출은 지난 10

여 년 동안 1인당 150달러에서 100달러로 

감소하였고, 투자비용이 늘어난 운영자들은 

본인의 여행상품에 재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쇼핑에 지출하는 금액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재 괌을 찾는 관광객 

그룹에 소비금액이 높은 고객 군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 지출하는 1인당 

비용이 상승하여 결국 모든 부문의 관계자들이 

직, 간접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전체가 하루아침에 변화하거나 모든 

상품이 1등급 품질로 바뀌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5성급 관광자산을 

새롭게 늘려가는 동시에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미 있고 현실적인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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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턴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H-2 비자면제 

규정을 새로 만드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기존 민간부문 리조트의 업그레이드

호텔, 관광상품 및 서비스 수준의 업그레이드, 

경쟁 여행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요금 부과, 

FIT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한 판매체계 마련, 

단체관광객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대폭할인 

중단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 개선. 중요 

공공부문 시설 프로젝트 추가 및 하와이 호텔 

리모델링 또는 건설세 공제와 같은 유인책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재투자를 유도합니다.

 

•“가깝고 저렴한”관광지의 이미지에서 

“값어치 있는”이미지로, 더 나아가서는 

“고급스러운”이미지로 괌에 대한 여행객의 

인식을 바꿔나가면서 1등급 휴양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도모한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 하려면, 민간 및 

공공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괌 여행상품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계속 미루어 왔던 유지보수 작업에 집중하고 

•와이키키 사업개선협회와 유사한 사업 

개선지구(BID) 설정

공공부문에서의 개선작업은 관광시설 밀집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0

페이지 설명 참조). 이 지역에서 민간기업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지, 

CC&Rs(조건, 계약, 제한사항)가 완비되어 

유지보수를 포함한 이러한 기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5성급 고급시설 확충

이러한 시설 확충을 통해 괌 관광상품을 

개선하고 소비금액이 높은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호텔을 새로 

짓게 되면, 객실 당 평균 1.5~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경제에는 더 큰 

승수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다른 

호텔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는 이러한 고급호텔은 다른 형태의 

숙박시설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되고, 조세 수입과 괌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5

성급 호텔을 유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4.5성급 시설을 유치한 후 

5성급 호텔로 변모시키는 과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리의 포시즌스 

사얀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몬 외곽지역의 

빌라단지를 5성급 시설로 즉시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만(Aman), 포시즌스를 비롯한 다른 

유사한 개발업체와 직접 논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선직원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괌의 노동력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이 부분은 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관광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시장으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29

관광자산의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등 괌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관계자가 관광상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되, 괌의 경제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몬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작업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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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하와이, 호주의 

수준까지 끌어 올려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정립하고 제시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괌의 대표 관광지구인 투몬은 대부분의 주요시장으로부터 몇 시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표준시간대 기준으로도 한 구간 차이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쾌적한 날씨, 

오염되지 않은 맑은 하늘, 멋진 해안풍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열대기후 환경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호텔지구, 환경미화 및 유지보수가 요구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프라 등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와이키키 

개선협회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개선지구(BID) 설정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개선지구(BID)를 설정하면 민간 비즈니스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 지역에 필요한 최고 기준 및 개선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BID는 투몬 지역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생기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여 투자, 비즈니스, 놀이에 적합한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자산 소유주 및 세입자로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BID는 정부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단일창구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BID 설립으로 인해 소환장 발부 권한이 부여된 관광객 안전 

순찰대(시민 방범단)의 설립과 같은 방식을 통해 괌정부 관광청(GVB) 

또는 BID 소속 조합이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CC&Rs 환경(조건, 계약, 

제한사항)이 조성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기준 및 정책이 수립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발리, 필리핀, 태국
높은 수준의 생활방식에 익숙한 가족 및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국적이고 흥미로운 요소가 

많다. 

하와이, 호주
장거리 비행이 필요한 여행지이지만, 그만큼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휴양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한국
비행시간이 짧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쇼핑거리, 이국적 음식,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여행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괌, 사이판, 오키나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여행상품에 대한 수준이 떨어진다. 

가깝고 편리하며 가족 여행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위치상의 

장점으로 더 어필하기 쉬운 장소이다.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설정

사업개선지구
(BID)

관광지 이미지 차트

리조트

위치
이

국
적

 면
모 친

숙
함

필리핀

태국

한국

중국

발리

호주

하와이

사이판 

오키나와

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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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고용 및 임금 증대

•여행객 만족도 설문결과 향상

성공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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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0년까지 호텔객실 수 증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괌은 관련업계에서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괌 노동시장의 이직률이 

35%인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일자리에 충원할 인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가 가장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약 17만여 명에 달하는 괌 전체 인구 중 5,006명은 군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구는 63,678

명이며, 성인 38,667명은 직업이 없이 최저 수준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괌에는 정식 

교육과정 또는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인구가 많은데, 그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지 못한 인원이 11,429명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곧 고용주 및 고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위에 언급된 문제를 비롯하여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리더들이 협력하여 서로 의사소통하고 해당산업 부문의 사회경제학적 유익을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여 고용시장 부문의 장, 단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해당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인력개발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관광산업의 영향력과 혜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계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일선 노동력을 위한 고객응대 집중 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정 과정을 수료하면 혜택을 주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방식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Mary Rhodes, 괌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 (GHRA) 회장

인력개발 계획

인력개발은 모든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요시 되는 

사항이지만,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도서지역 

휴양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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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안:

유입 관광객 수 증대 및 다변화

목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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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3까지 방문객 

수 200 만명 달성

• 개별 시장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다변화된 시장 

개척

성공 측정지표

괌정부 관광청(GVB)은 비자면제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비 이민비자 발급기간이 

3년 전 100일에서 2013년 말 기준 7일로 줄어 

들면서 대기시간에 대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노력이 구체화 

된다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 확실시됩니다. 

•외부 요인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 인 일본 

가족관광 시장을 확보한다. 

주요 시장의 구성 행태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 주요 관광객인 

일본인 가족 방문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시장은 괌 관광산업의 주요 먹거리임과 

동시에 생태학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 시장이므로 일본인 방문객 

비율을 장기적으로 최소 55~6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의 높은 성장률에 대비한 마스터플랜  

이번 장에서 제시한 관광지 차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및 향후 관광시장에 최대 

350,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어 새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500,000

명 또는 100만 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관광객 기반을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500,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가정하고 

새로운 관광 허브가 어디에 형성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관광객을 

관광지로서의 괌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을 최 

우선과제로 삼아온 괌정부 관광청(GVB)은 방문객 

자료 및 관련시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장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은 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마케팅 부문에 집중하고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한편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공조함으로써 괌의 관광산업 경제를 향상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개척 부문의 관광시장이 등장하고, 중국 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시장이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2012년 중국 

관광객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이 1020억 

달러에 이르면서, 중국이 지출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으로 등극했다는 보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불과 5시간 거리에 위치한 괌은 이러한 중국 발 

여행시장의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까지 방문객 수 150만명 달성, 

2020-2030년 까지 200만명까지 증대한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의 주요 관광객 층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일본 여행객들에 더해 

새로운 시장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통해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성의 다변화. 비자 면제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하와이는 중국에 대한 비자면제 규정 없이도 

관광객을 10만 명 이상이나 유치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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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시장 및 신흥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증대. 기존 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s)를 포함한 새로운 

항공사를 유치한다. 

•개별시장에 대한 투자자본수익률(ROI)을 

검증한다.  

여기에는 괌에 입국하는 여행객 1인 당 

마케팅 비용, 관광객 1인 당 현지 지출비용, 

관광객 및 개별시장에 대한 투자 대비 순 

수익률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괌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 고려한다.   

늘린다.  

괌에서 가까운 관문도시 발굴. 인터넷, 

소셜미디어 활용 극대화. 개별 시장에 대해 비용 

효율성이 가장 큰 분석도구 활용. 중국 및 

러시아 발 항공편 유치. 보다 효율적인 목표 

마케팅을 위한 기존시장(노인 관광객, 신혼부부 

등) 분할. 순수 방문객 수 외에도 관광객의 비용 

지출, 시장점유율, 시장 침투율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괌정부 관광청(GVB)의 성공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인근 크루즈 관광산업과 같은 새로운 

시장 탐색 (34페이지 참조)

•항공사 및 공항 운영주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좌석점유율을 높이고 

괌으로 오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   

기존의 운항노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 

모든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미학적 요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문화의 보존, 필수 생태학적 공정, 

생물다양성, 생명유지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세계관광기구의 지속가능 

관광산업 원칙을 준수한다.

역년 기준 방문자 수 시장 구성
시장 구성

w/o CVW*
시장 구성
w/ CVW*

929,229

182,829

49,144

8,609

10,483

4,040

62,618

3,763

16,717

14,640

17,024

8,939

1,308,035

20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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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산업에 기인한 지역적 기회 요인

괌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소형 크루즈선의 

모항 역할 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크루즈선을 

수용하기 적합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크루즈 산업은 세계 

관광업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1990

년 약400만 명이었던 크루즈 승객은 2011년 20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습니다. 국제크루즈선연합(CLIA) 자료에서는 크루즈 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관광객 유치에 뜻이 있는 

관광지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라고 귀띔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괌 항만공사, 괌정부 관광청(GVB), 아태관광협회(PATA) 

마이크로네시아 지부의 대표들은 괌과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공표하고 

마이크로네시아 크루즈협회(MCA)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비 주식, 

비영리 조직인 MCA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담보할 수 있는 

시장부문을 개발하고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서 크루즈선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호텔객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크루즈 산업에서 괌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괌을 비롯한 다른 마이크로네시아 

도서지역이 해당 산업에 뛰어들 경우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프라 확충에 대한 큰 부담과 대량판매시장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크루즈 산업을 유치할 경우 많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경화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크루즈 

산업은 마이크로네시아의 소규모 도서국가에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시장으로부터 

유입되는 더 폭 넓은 고객들에게 문화유적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향후 크루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지역에 가까이 위치해있고, 독특한 문화와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등의 마이크로네시아의 지역적 특성은 곧, 

괌을 비롯한 해당 지역이 크루즈선의 매력적인 기착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됩니다.

입항시설에 대한 투자규모가 제한적인 승객 수와 지역 내 지출규모로 

특정 수준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투자자본수익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규모 지역 크루즈 노선 

설립 및 비용 투자는 크지 않지만 좋은 이미지로 경유 크루즈선을 

유인할 수 있는 입항시설을 갖추려는 노력은 지속해나가야 합니다.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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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Mary 2 at Jose D. Leon Guerrero Commercial Port



이행방안:

고급 호텔객실 증설 및 재투자 장려

목표 3

•여유 객실수량 증대

•고급 대형객실 비율 증대

•일 평균 숙박요금(ADR) 

및 객실당 매출(RevPAR) 

증대

성공 측정지표

•부티크 빌라, 장기체류, 공동사용,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틈새시장 영역의 

관광자산 개발을 장려한다.  

특정 시장에 만 적합한 시설을 증설할 경우, 

괌의 유명호텔 이외의 시설에서 숙박을 

원하는 방문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새로 개척된 영역의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이 생겨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연간단위의 러시아인 관광객 전용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투몬 지역의 도시주택 

개발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기존의 호텔 소유주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재 단장, 수리 

및 개조를 권장한다.  

이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4%의 환급금을 

지금하고 있는 하와이의 관계법령 제 108조가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에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혜택이 없었다면 하와이의 

해당 프로젝트는 진행이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소유주가 세제혜택으로 절약한 자금을 재개발 

예산으로 다시 투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소유주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를 볼 때, 이들의 

자금투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공제금액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괌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후한 시설을 개조하는 

작업에 대해 소유주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능성을 활용하는데 있어 괌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품질향상, 시장 

다변화, 방문자 수 증대, 틈새시장 및 

고급시장 부문의 호텔객실 증설 등에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괌이 하루아침에 최고급 관광지로 변하거나 

객실 업그레이드만으로 괌의 호텔이 5성급 

시설로 탈바꿈할 수는 없겠으나,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기존 호텔을 개조해 나간다면 괌의 

유휴객실 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여행상품에 

더하여 고급 사양의 항목을 늘려가고, 모든 

부문에서 품질을 중요시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면 괌의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방문객 수 200 만 명 달성 

목표를 위해 호텔객실을 증설한다.

리츠칼튼이나 포시즌스와 같은 5성급 호텔 

브랜드와 아만 또는 식스센스와 같은 부티크 

빌라 개발업체를 유인하기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괌은 2020년까지 현재 8,451개 수준인 

객실 수를 10,091개까지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목표로 설정한 방문객 수에 부응하는 

충분한 수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개발업체 및 투자자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최대 공정기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승인기준 등 모든 부문에 적용 가능한 

진행공정 지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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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텔객실 개발전략

객실목록 / 예상 호텔 경영성과 

1 객실 - 2014년 현재 객실 수 8,451개, 향후 2020년 객실 수 10,091개 달성까지 매년 250개의 객실이 증축되는 
것으로 가정

2 입국 관광객 수 - 예상 입국자 수
3 투숙일 - 평균 투숙기간 3.5박 및 손님 85%가 호텔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4 객실 기준 투숙일- 객실당 평균 1.9명의 인원이 점유하는 것으로 가정

2014 8,451 3,084,615 1,400,000 4,165,000 2,192,105 71.1%

2015 8,705 3,177,325 1,486,100 4,421,148 2,326,920 73.2%

2016 8,966 3,272,590 1,577,495 4,693,048 2,470,025 75.5%

2017 9,235 3,370,775 1,674,511 4,981,671 2,621,932 77.8%

2018 9,512 3,471,880 1,777,494 5,288,043 2,783,181 80.2%

2019 9,797 3,575,905 1,886,809 5,613,258 2,954,346 82.6%

2020 10,091 3,683,215 2,002,848 5,958,473 3,136,039 85.1%

객실 기준
투숙일 수

2014 
괌 호텔 객실목록
29호텔 / 8,451실

2020 
괌 호텔 룸 객실 목록
35호텔 / 10,091실

입국
관광객 수2

관광객 기준
투숙일3

객실 기준
투숙일4 산출 점유율연도1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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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객실
3,001 실

35.5%

일반객실
2,825 실

33.4%

실속형 객실
3,001 실

29.7%

일반객실
2,825 실

28.0%

대형객실
2,625 실

31.1%

대형객실
3,265 실

32.3%

고급 대형객실
1,000 실

10.0%

직원/객실 비율

점유율

일평균 객실료

객실당 매출

* 출처: 2013년 9월, 괌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

13,294/1.65

71.8%

$154

$128

16,549/1.64

85.1%

$225

$188

2013* 2020

기존 객실 조합 2020년 객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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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안:

MICE 집중전략

목표 4

•비 관광객의 증가

(출국 조사 자료)

•괌의 전통적인 비수기 

중에 호텔 점유율의 증대

성공 측정지표

•관리가 가능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대규모로 이뤄지는 MICE 관광을 

활용하여 방문 관광객 수를 목표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인센티브 여행객 단체의 규모는 평균 

30~70명 수준인데, 이는 관리가 

용이하면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됩니다. 또한 MICE 관광객은 가처분 

소득 수준이 상당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고급 관광객 군에 속합니다.

•SMERF(사교, 군사, 교육, 종교, 친교)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괌의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 수요를 감안할 

때, 군사 및 정부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취미활동 시장은 아직 개척이 

미진하지만,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른 부문의 

사교활동 영역(교육, 종교, 친교)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해외를 방문하는 

동아시아 시장의 학생 관광객 수요에 

집중한다.

괌의 경쟁지역 중 하나인 오키나와는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 학생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괌 또한 이러한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아시아의 대도시 여행지에 대한 대안으로 

괌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영어교육, 

환경연구 및 시험대비 또는 시험(CPA, 

SAT, MCAT 등)응시와 같은 영역에 교육 

목적의 여행객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괌 관광객 시장의 다변화는 전통적 비수기에 

호텔 점유율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괌은 기존의 주요 이벤트뿐만 아니라 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부문을 적극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비수기에 

호텔객실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편과 호텔객실이 제한적이고 인프라가 

부족하며 인근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경쟁해야 하는 괌은 대규모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전통적 의미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2,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MICE 및 레저 이외의 목적으로 여행하는 

관광객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무역전시회, 교육 여행, 포상관광과 같은 

목표시장을 노리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목표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부수적 시장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MICE 부문을 

(특히 단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MICE 시장의 관광객 특히, 인센티브 

여행자들에 집중하는 전략은 가처분 

소득이 높은 고 수익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 교육생과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인센티브 여행객들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관계로 해당지역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여행상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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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안:

차모로족 문화 홍보

목표 5

괌 및 차모로 교육 시설

•관광객이 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차모로족의 음악, 춤, 미술, 언어 등의 

문화적 요소를 만날 수 있도록 함

하파다이 서약, 차모로족 음식에 대한 이해 

증진 등 그간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괌 문화의 발자취, 차모로족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호텔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최소한의 일정 비율을 차모로족 문화를 

알리는 내용에 할당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역사적, 인류학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명소를 복원 및 강화하여 독특한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기대 충족

Hagåtña에서의 최근 성공사례와 같이 

역사유적지를 복원하고 문화요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괌이 여행지로서 성공을 거두려면 고급호텔, 

관광명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이 

괌을 목적지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 

백사장의 모래, 해양, 쇼핑 이외에도 다른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요소들은 다른 관광지에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들이며, 괌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지도 많이 있습니다. 괌을 

다른 도서지역 여행지들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괌 특유의 4,000년 역사를 지닌 

차모로족 문화를 모든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차모로족의 문화를 전면에 내세워 괌을 

다른 여행지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장소로 홍보

괌은, 차모로족의 토착문화, 스페인 문화의 

중심도시 Hagåtña, 서양과 동양 문물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문화를 보유한 유일한 

여행지입니다.

•차모로족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출구조사 

데이터)

•하파다이(Håfa Adai) 서약 

참여수준

•고급 문화체험 활용

•호텔 및 관광업 현장에 

음악을 비롯한 문화요소 

존재 여부

성공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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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장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1주일 

이상의 장기체류 상품을 홍보 및 권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개발한 장기여정 상품과 프로그램을 모든 

시장에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장기체류로 이어지는 독특한 활동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수상 활동 쇼핑 외에도 

괌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을 

명확히 알린다.

괌에서 받은 인상에 대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독특한 활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은 여유 있는 여정을 통해 충분히 

만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잘 홍보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이 목적지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괌이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 및 관광명소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여행객들은 목적지를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합니다. 여행 스케줄과 함께 괌의 

명소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방문객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높여 잡게 될 것입니다.

괌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데, 지역 내에서 관광객의 

비용지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객실판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같은 수의 방문객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시장에서는 체험적 

요소가 좀더 가미된 여행 즉, 수동적으로 

휴식만 취하는 여행보다는 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더 많은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업계의 동향은 

괌 관광상품의 다변화 및 내실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 역사, 문화유적, 모험, 

활동량이 많은 다양한 활동 등 특별한 기호를 

가진 여행객들은 휴가기간 동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더 오래 체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현재 3박에서 

4박으로 33% 증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항공편 증편이나 

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일본인 

관광객이 괌 내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과 협력하고 

그들에게 유인을 제공하여 모든 시장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괌에 더 오래 체류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행방안:

평균 체류기간 증대

목표 6

• 모든 주요시장 관광객들의 

체류기간 증대

성공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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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의 주요 이벤트 홍보

괌에는 관련정보 부족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 문화, 미술,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고품질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홍보해야 하겠지만, 

주요 이벤트에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Ko’ko’ Road Race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TV로 중계되는 주요 골프대회와 

같은 또 다른 주요이벤트를 알려나가야 

합니다.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글로벌 웹사이트 활용

이를 통해 괌의 관광업계와 협력하여 최상의 

결과와 영향력 있는 자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괌의 브랜드가 홍보되는 내용을 표준화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일관성 있고 독특한 

브랜드이미지를 알려나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에는 괌의 

인지도가 상승하여 특정 기호를 가진 

목표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너크루즈, 골프코스, 스카이다이빙, 비행 관광코스, 

괌을 주제로 한 쇼, 코미디 및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쇼, 

심해낚시부터 제트스키, 패러세일링, 바나나보트, 

스쿠버다이빙, 헬멧다이빙, 터널아쿠아리움에 이르는 

해양 활동 등 현재 괌에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100여 개의 관광 아이템과 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적합한 목표 시장에 효율적으로 홍보한다면 

괌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 여행상품을 선보인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관광명소의 전문적 마케팅

여기에는 기존의 명소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소를 발굴하는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괌정부 관광청(GVB)은 

즐길 거리를 기준으로 여행지를 선택하는 

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 포스터, 

홍보책자, 미디어 및 웹사이트에 괌의 공공 

및 민간부문 매력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기호를 가진 여행객을 유치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 및 이벤트 발굴 및 

홍보에 대한 지원

정교하게 기획된 이벤트를 창안해 낼 경우 

비수기에도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하여 괌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괌을 한번도 

방문해본 적 없는 관광객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미디어에 

노출되는 홍보내용을 통해 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행방안:

독특한 관광명소 홍보

목표 7

• 괌에서의 지출 증대

• 관광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 

및 참여도 증대

• 신규 관광명소 발굴

성공 측정지표

44



45

Skydiving © 2014 GVB



이행방안:

투몬 외곽으로의 관광상품 개발

목표 8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청정한 환경을 만들고 품질이 높은 공동체를 

건설

괌의 환경정화 기준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선보인다면 괌의 산업부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기대

•문화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원

지역 사업체, GEDA, 괌 대학 태평양경제센터와 

협력하여 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원. 미술, 

공예, 음악, 춤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 및 

지원

•관광 명소 기금의 효과적인 이용

관광명소 기금 (TAF)은 우선 순위가 적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1) 원금 반환, (2) 괌정부 

관광청(GVB) 운영, (3) 관광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공공 관광 지역과 도시 개량 사업의 

유지, (4) 여유자금 발생시, 관광에 직접 

연관되는 지역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  괌정부 

관광청과 이해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자금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긍정적인 혜택에 

소유권을 가져야 만 하며, 모든 주민들과 

관광의 혜택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괌 전역의 주민들의 먹거리 역할을 

해온 관광산업은 괌 인근 아시아지역의 발전에 

힘입어 향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몬 관광지구가 괌의 관광산업에 

중요한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투몬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괌 전체의 공동체 구성원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영토와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 괌에서는 

개별지역과 주민들이 관광산업 부문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 함으로써 관광지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범위를 투몬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법 30-228항에 의거해 공표된 H.O.T. 

(호텔점유세) 합의조항은 주로 괌 박물관, 

농어민조합, 괌 의회건물을 비롯해 괌 전역에 

있는 역사 및 문화적 현장과 같이 투몬 이외의 

지역에 해당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괌을 더 살기 좋고, 일하기 편리하며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지구를 Hagåtña지역까지 확장

공공 및 민간부문 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 

지구를 투몬에서 새로 활기를 띄고 있는 

Hagåtña 지역까지 확장함으로써 차모로족 

마을과 괌 박물관 건물을 관광요소로 활용

•관광산업 파트너들이 지역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권고

마을 단위의 농어민 시장을 지원하여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연결. 매력적이고 건강하며 

역동적인 농어업 경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장려. 호텔 및 레스토랑 에서 해당지역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도록 권고

• 투몬 외곽으로 신규명소 

발굴 

• 관광산업에 대한 

거주민들의 인식 개선

• 다양한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괌 모든 지역에 

전파 (OVOP)

성공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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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마을, 19가지의 경험

한 마을 한 상품(OVOP) 모델은 각 마을 특정 이미지와 연관되는1~2개의 

상품(관광상품 또는 서비스)을 선정하여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역사, 문화, 농경, 천혜의 자연 또는 관광시설 면에서 모든 

마을마다 각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OVOP모델을 적용하여 효과를 거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난 7년여 간 Agat 망고축제, Talofofo 바나나축제, 

Malesso 게축제와 같이 특정 부산품을 주제로 한 마을 단위의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으나, 모든 마을에서 특정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OVOP모델에 대한 교육 및 전면적인 시행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OVOP를 괌에 적용하면, 주민들이 관리 권한을 갖고 해당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군사시설과는 달리) 관광산업 내에서 하나의 전략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OVOP가 시행되면 마을 주민들의 고용기회가 

증가하고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교육 기회가 

증가하며 해당 마을과 특산품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효과는, 주민과 도서 인근지역이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특산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상호 연관성이 

증가됨에 비해 관광객의 비용유출은 최소화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을 한 상품(OVOP) 모델은 각 마을 특정 
이미지와 연관되는1~2개의 상품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을 선정하여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 2014 G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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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괌의 선도적인 사업인 관광업은 지역 내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0 관광산업은 괌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전략의 방향과 행동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과 괌정부 

관광청(GVB) 경영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차례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 국회의원 및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폭 넓은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행지로서의 괌의 품질을 향상시켜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나아가 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괌은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며 더 번영하는 

곳으로 변화할 것이며, 우리와 자녀들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살아가기에 그리고 일하기에 더 좋은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34만 명

$1,100

20,436

1억 6,700만 달러

14억 7,000만 달러

200만 명

$1,3202

32,000

3억 달러

26억 4,000만 달러

2013주요 성과 지표1 2020

방문객 수

평균지출액

관광 관련 직업

정부 세금 수입

관광의 경제적 금액

목표

© 2014 GVB

1 2010년 괌 관광 위성 계정 경제 보고서

2 2020년 관광목표 달성에 근거하여 괌에서의 1인당 지출 20%증가: 고소비 시장 (중국, 러시아)과 MICE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최고급 호텔, 보다 품격있는 식사, 쇼핑, 선택관광 및 명소의 추가, 평균 체류일 연장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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