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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BI Organizational Chart
조직도

●● CI 의미

심벌로고의 각 단위의 요소 중 지구를 상징하는 상단의 구는 전세계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을 나타내고 두 팔을 

상징화한 가운데의 요소는 미소를 띤 한국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몸을 형상화한 하단의 원은 완벽한 화합과 영원을 상징하고 있다. 

또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사람의 형상을 한국관광공사의 머리글자 ‘ㅎ’을 통하여 상징화했고, 생명력 있는 컬러를 사용하여 

공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한다.

●● BI 의미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현대적이고 앞서가는 미래의 결합을 ‘창문’으로 표현하였다. 외곽라인은 한복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선을 뜻하며, 

컬러는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비단 색상을 사용하였다

설립 ~ 1989.02

2007.04 ~ 2010.01 2010.01 ~ 현재

1989.02 ~ 2005.07 2005.07 ~ 현재

· 기획조정팀

· 예산팀

· 성과관리팀

· 지방이전추진단

· 마케팅기획팀

· 일본팀

· 중국팀

· 아시아중동팀

· 구미팀

· 해외지사

· 국민관광기획팀

· 국내관광진흥팀

·   관광문화팀(공정여행팀)

·   지역협력단(경남 경북  

    충청 호남 강원)

· 관광환경개선팀

· 관광서비스개선팀

· 관광안내팀

· 베니키아사업팀

· 녹색관광센터

· 국외여행서비스센터

· 관광아카데미

· 남북관광센터

· 금강산지사

·   스마트관광기획팀

·   국내스마트관광팀

·   해외스마트관광팀

·   홍보물제작팀

·   한국관광외국어지원반

· 자원개발팀

· 관광컨설팅팀

· 관광벤처팀

· 국내지사(제주 서남 전북)

· 정보시스템팀

· 무인안내시스템팀

· 브랜드마케팅팀

· 관광상품팀

· 한류관광팀

· 의료관광사업단

· 관광R&D센터

· MICE기획팀

· 컨벤션팀

· 인센티브전시팀

· 국제행사팀

· 경영지원팀

· 인재개발팀

· 재경팀

· 자회사지원팀

· CSR센터

· 비상계획센터

· 법무팀

· 면세사업단

경영본부

기획조정실 해외마케팅실 국민관광실

관광정보실

�� 글로벌컨설팅실

IT지원단

관광브랜드�상품실

MICE뷰로

경영지원실

창의경영실 홍보실 감사실

마케팅본부 경쟁력본부 정책사업본부

사�장이사회 감사

관광인프라실

전략사업센터

CI &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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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Directors
현�임원

01. 사장 Ⅰ 이 참 04. 마케팅본부장 Ⅰ 심정보 05. 경쟁력본부장 Ⅰ 강기홍 06. 정책사업본부장 Ⅰ 이재성02. 감사 Ⅰ 임용혁 03. 부사장/경영본부장 Ⅰ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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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영

1962.04.30~1963.04.14

제

1

대

지연태

1993.04.01~1995.01.08

제

13

대

이한림

1972.07.26~1974.02.18

제

7

대

유 건

2003.06.18~2005.01.14

제

19

대

오재경

1964.01.18~1965.06.11

제

3

대

이경문

1996.12.28~1998.03.25

제

15

대

황인성 

1980.03.13~1980.12.02

제

9

대

오지철

2007.11.02~2009.05.30

제

21

대

장성환

1970.03.24~1971.01.28

제

5

대

이득렬

1999.06.26~2000.05.16

제

17

대

이계익

1986.10.15~1989.03.16

제

11

대

이원우

1963.04.15~1964.01.17

제

2

대

김태연

1995.01.09~1996.12.27

제

14

대

김좌겸

1974.03.13~1980.03.12

제

8

대

김종민

2005.03.29~2007.05.08

제

20

대

김일환

1965.06.12~1970.03.23

제

4

대

홍두표

1998.04.10~1999.06.03

제

16

대

하대돈

1981.06.01~1986.10.15

제

10

대

이 참

2009.07.30~현재

제

22

대

안동준

1971.06.17~1972.07.25

제

6

대

조홍규

2000.06.01~2003.05.31

제

18

대

조영길

1989.03.17~1993.04.01

제

12

대

Former Presidents Former Presidents
역대�사장역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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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사장
신두영 1962.04.30~1963.04.14

이원우 1963.04.15~1964.01.17

총재

오재경 1964.01.18~1965.06.11

김일환 1965.06.12~1970.03.23

장성환 1970.03.24~1971.01.28

안동준 1971.06.17~1972.07.25

사장

이한림 1972.07.26~1974.02.18

김좌겸 1974.03.13~1980.03.12

황인성 1980.03.13~1980.12.02

하대돈 1981.06.01~1986.10.15

이계익 1986.10.15~1989.03.16

조영길 1989.03.17~1993.04.01

지연태 1993.04.01~1995.01.08

김태연 1995.01.09~1996.12.27

이경문 1996.12.28~1998.03.25

홍두표 1998.04.10~1999.06.03

이득렬 1999.06.26~2000.05.16

조홍규 2000.06.01~2003.05.31

유건 2003.06.18~2005.01.14

김종민 2005.03.29~2007.05.08

오지철 2007.11.02~2009.05.30

이   참 2009.07.30~현재

감사

김태진 1962.06.23~1963.03.31

김봉성 1963.04.01~1965.03.31

계훈우 1965.04.01~1965.06.14

장현수 1965.06.15~1970.05.07

김영석 1970.05.08~1971.12.14

김광제 1971.12.15~1972.08.15

박재호 1972.08.16~1974.08.04

장준영 1974.08.05~1975.08.15

방일홍 1975.08.16~1979.03.05

장자룡 1979.03.07~1980.07.19

이사 

(본부장)

서명석 1965.06.15~1970.05.07

이동희 1965.06.15~1970.05.07

최재명 1965.06.15~1970.05.07

박성배 1970.05.08~1971.09.29

김성배 1970.05.08~1971.12.01

오태영 1970.05.08~1972.08.16

강충칭 1970.08.21~1976.11.24

신의균 1971.09.30~1972.08.16

김영석 1971.12.15~1972.08.16

이상관 1972.08.16~1974.08.21

함사식 1972.08.16~1975.08.15

김연식 1972.08.16~1978.08.16

노헌호 1975.05.26~1981.05.25

장준영 1975.08.16~1978.10.05

박학선 1975.09.12~1980.03.22

최귀남 1976.11.24~1982.08.05

이회신 1978.08.16~1982.08.05

방일홍 1979.03.07~1980.07.19

조철권 1980.05.26~1980.07.16

이상흡 1980.08.11~1983.08.10

백동림 1981.02.01~1984.06.10

김   광 1981.06.08~1984.05.01

이성재 1983.08.16~1987.10.05

홍승철 1983.10.18~1984.02.18

백동림 1984.06.11~1987.01.31

김종칠 1984.07.01~1987.06.30

장경희 1984.07.01~1990.06.30

유환규 1987.02.01~1990.01.31

주경헌 1987.07.01~1990.01.31

이광희 1987.12.01~1993.05.31

임주환 1989.02.10~1993.12.19

권   순 1990.02.01~1993.12.19

감사

정원혁 1980.08.27~1984.08.26

백재구 1984.08.27~1988.08.28

신우식 1988.08.29~1992.08.28

이해룡 1992.08.29~1993.04.30

윤상철 1993.05.01~1995.03.17

정희천 1995.03.18~1997.03.21

김진무 1997.03.22~1999.04.01

박명규 1999.04.02~2002.04.28

서형래 2002.04.29~2005.04.28

강영추 2005.05.17~2007.10.18

강윤원 2008.01.02~2009.03.31

이원형 2009.07.30~2011.04.28

임용혁 2011.07.20~현재

부사장
김병식 1962.05.12~1962.06.20

박정구 1962.06.21~1963.12.02

부총재

이창수 1963.12.03~1965.06.18

김영원 1965.06.19~1966.06.19

신만재 1966.06.20~1971.08.02

부사장

정성관 1972.08.11~1978.02.11

박성배 1978.02.11~1980.07.19

장봉천 1980.08.04~1982.08.05

강광호 2007.01.23~2008.12.05

최갑열 2008.10.01~2009.02.28

엄경섭 2009.03.18~2010.01.17

안경모 2010.05.10~2010.08.06

김봉기 2010.11.15~2011.07.18

이재경 2011.10.17~현재

이사 

(본부장)

오인형 1962.06.23~1963.03.31

최준봉 1962.06.23~1963.11.28

윤석균 1962.06.23~1965.06.14

김태진 1963.04.01~1956.01.04

김기완 1964.02.13~1965.06.14

이사 

(본부장)

박종재 1990.02.01~1993.12.19

한상일 1990.07.01~1991.06.07

이병식 1991.06.08~1996.03.18

강창효 1993.02.10~1995.05.25

이경하 1993.06.01~1997.01.19

신원식 1993.12.20~1997.01.19

신승현 1994.01.10~1998.10.10

유동수 1994.01.20~2000.03.19

허덕수 1996.04.08~1998.06.03

김용일 1997.01.20~1999.09.21

최달룡 1999.01.01~2002.03.19

김종희 1999.10.22~2002.10.21

이상오 2000.03.01~2003.02.28

박영수 2002.03.20~2004.01.15

최재근 2002.10.22~2005.12.22

지일현 2003.03.01~2005.06.03

강광호 2004.01.16~2008.12.05

홍주민 2005.07.11~2008.12.05

최갑열 2006.01.23~2009.02.28

엄경섭 2008.12.06~2010.01.17

김봉기 2008.12.06~2011.07.18

조성욱 2009.03.18~2010.05.09

이재경 2010.05.03~현재

심정보 2010.11.15~현재

강기홍 2011.10.17~현재

본부장

박   진 2005.09.01~2008.09.30

조성욱 2005.07.01~2006.03.31

강근태 2006.02.01~2007.10.26

엄경섭 2006.02.07~2008.12.05

김건수 2008.12.08~2011.01.16

이재성 2011.01.17~현재

Presidents & Vice PresidentsPresidents & Vice Presidents
전·현직�임원�및�본부장전·현직�임원�및�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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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statements
손익계산서

Balance sheets
대차대조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2009

10,000

8,000

6,000

4,000

2,000

(단위 : 억 원)

1,500

1,000

500

0

-100

(단위 : 억 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2009

유동자산 1,011 1,165 1,903 1,178 1,172 1,197 1,232 1,290 1,275 1,327 3,517 4,648 3,509

비유동자산 1,954 2,074 2,323 3,155 3,509 3,898 4,379 4,794 5,737 6,584 6,075 5,477 4,342

자산총계 2,965 3,239 4,226 4,332 4,682 5,094 5,611 6,084 7,013 7,911 9,592 10,125 7,851

유동부채 580 445 453 186 424 632 554 701 1,124 1,851 1,917 1,277 1,070

비유동부채 119 177 648 1,002 1,093 1,288 1,830 1,970 1,977 1,898 1,983 1,742 1,471

자본금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324

자본잉여금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0

이익잉여금 1,924 2,274 2,784 2,802 2,823 2,832 2,885 3,071 3,570 3,819 5,349 6,764 4,985

부채 및 자본합계 2,965 3,239 4,226 4,332 4,682 5,094 5,611 6,084 7,013 7,911 9,592 10,125 7,851

계정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2,703 3,342 3,040 3,023 2,802 3,403 3,619 3,970 4,578 3,004 2,975 4,141 3,486

매출원가 1,506 1,833 1,821 1,900 1,690 2,102 2,217 2,419 2,853 2,095 2,271 2,952 2,563

매출총손익 1,197 1,510 1,219 1,123 1,112 1,301 1,402 1,551 1,725 909 704 1,189 923

판매비와관리비 969 988 1,045 1,107 1,192 1,320 1,381 1,367 1,533 1,222 1,234 1,168 1,290

영업손익 228 521 174 16 -80 -20 21 184 192 -313 -530 21 -367

영업외수익 121 56 685 68 164 83 132 109 496 724 2,757 2,346 264

영업외비용 16 28 38 49 51 37 140 64 88 97 108 91 46

법인세비용 86 173 295 9 13 11 -47 39 53 -17 549 500 -31

당기순손익 247 377 526 25 21 16 60 190 548 332 1,570 1,775 -119

계정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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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StatisticsTourism Statistics
연도별�관광통계연도별�관광통계

1961

1961

1965

1965

1970

1970

1975

1975

1980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10

2010 2011

2009

2009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12,000,000

9,000,000

6,000,000

3,000,000

●● 입국자수

●● 출국자수

(단위 : 명)

(단위 : 명)

9,794,796

12,693,733

2011년 총 입국자수

2011년 총 출국자수

1961

1961

1965

1965

1970

1970

1975

1975

1980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10 2011

2010 2011

2009

2009

9,000,000

6,000,000

3,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 관광수입

●● 관광지출

(단위 : 천달러)

(단위 : 천달러)

12,247,700

14,992,100

2011년 총수입

2011년 총지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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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일본)

TOKYO(도쿄지사,�1969년�7월�설립)���    
Address  Rm 1611, NBF Hibiya Bldg.,1-1-7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100-0011 Japan

Tel 81-3-3580-3941/3597-1717/3508-2384 
Website  http://japanese.visitkorea.or.kr/jpn/MA/

MA_JA_9_1_1_1.jsp

OSAKA(오사카지사,�1975년�7월�설립)�
Address  8th Fl., KAL Bldg. 1-9, 3-chome, 

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3

Tel 81-6-6266-0847 /0828
Website http://japanese.tour2korea.com/osaka

FUKUOKA(후쿠오카지사,�1976년�10월�설립)�
Address  5th Fl., Asahi Bldg. 1-1, 2-chome, 

Hakata-ekimae, Hakata-ku Fukuoka, 
Japan 812-0011

Tel 81-92-471-7174
Website http://japanese.tour2korea.com/fukuoka 

NAGOYA(나고야지사,�1995년�10월�설립)�
Address  Korea Tourism Organization Nagoya 

Office 1F, SMBC NAGOYA BLDG. 2-18-19, 
NISHIKI, NAKA-KU, NAGOYA 460-0003, 
JAPAN

Tel 81-52-223-3211~2
Website http://japanese.tour2korea.com/nagoya

 Kuala Lumpur
(쿠알라룸푸르지사,�2004년�12월�설립)�

Address   Suite 7-03, 7th Floor, Menara Hap Seng, 
Letter box No.39, Jalan P. Ramlee, 50250

Tel 60-3-2143-9000

Dubai(두바이지사,�2004년 12월�설립)��
Address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Level 19, Dubai World Trade Center,  
P.O.Box 9488, Dubai U.A.E 

Tel 971-4-331-2288 

NEW DELHI(뉴델리지사,�2008년�5월�설립)�
Address   Unit 22-A, Ground Floor, Global Foyer, 

Sector 43, Gurgaon, India 122002
Tel 91-124-492-1200/1201

HANOI(하노이지사,�2011년�4월�설립)
Address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Ba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1-5180/~2

JAKARTA(자카르타지사,�2011년�6월�설립)
Address  Suite 2102A, Wisma GKBI 21th Fl. Jl. 

Jend. Sudirman No. 28 Jakarta 10210
Tel 62-21-5785-3030

■�해외지사(중화권)

BEIJING(베이징지사,�1995년�3월�설립)�
Address    Korea Tourism Organization, 3/F, Korea 

Center Building Guanghua Xili Chaoyang 
Beijing 100020, China

Tel 86-10-6585-8213/4
Website http://chinese.tour2korea.com/beijing 

SHANGHAI(상하이지사,�2002년�8월�설립)�
Address  Room 502, Huizhi Building, No.396 Caoxi 

Rd.(N) Shanghai, China
Tel 86-21-5169-7933

GUANGZHOU(광저우지사,�2007년�1월�설립)
Address  KTO Guangzhou Office, Unit 803, 8th 

Floor, TaiKoo Hui Tower 1, No.385 Tianhe 
Road, Guangzhou, 510620, China

Tel 86-20-3893-1639

SHENYANG(선양지사)
Address   Room 703, Tower C, President Building 

69, North Heping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China

Tel 86-24-2281-4155/4255

HONG KONG(홍콩지사,�1987년�4월�설립)�
Address   Unit 2202-2203, 22F. World Trade Centre, 

280 Gloucester Road, Causeway Bay, 
Hong Kong

Tel 852-2523-8065
Address http://english.tour2korea.com/hongkong

MANILA(마닐라지사,�2012년�4월�설립)
Address  26/F, Tower 2, The Enterprise Center, 

6766 Ayala Ave. cor Paseo De Roxas, 
1200 Makati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632-880-0312

ISTANBUL(이스탄불,�개설�예정))

■�해외지사(미주)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지사,�1974년�3월�설립)�

Address   5509 Wilshire Blvd., Suite 201 
 Los Angeles, CA90036
Tel 1-323-634-0280 
Website  http://usa.visitkorea.or.kr/losangeles

NEW YORK(뉴욕지사,�1975년�8월�설립)�
Address   Two Executive Dr., Suite 750, Fort Lee, NJ 

07024, U.S.A
Tel 1-201-585-0909 
Website http://english.tour2korea.com/newyork 

TORONTO(토론토지사,�1990년�4월�설립)�
Address   700 Bay Street, Suite 1903, Toronto, 

Ontario, M5G 1Z6, Canada 
Tel 1-416-348-9056/7
Website http://english.tour2korea.com/toronto 

TAIPEI(타이베이지사,�1980년�7월�설립)�
Address   Rm. 2213, 22th Fl., Int’l Trade Center 

Bldg., 333 Keelung Rd. Sec. 1,  Taipei 
10548 , Republic of China

Tel 886-2-2720-8049/8281
Website  http://big5chinese.visitkorea.or.kr/cht/

MA/MA_CH_9_1_1_1.jsp 

■�해외지사(아시아)

SINGAPORE(싱가포르지사,�1977년�12월�설립)�
Address   Samsung Hub 3 Church Street #01-02 

Singapore 049438
Tel 65-6533-0441/2
Website http://asiaenglish.visitkorea.or.kr

BANGKOK(방콕지사,�1982년�9월�설립)�
Address  ESPLANADE.G fL.,G02A 99 

Rachadapisek Rd, Dindaeng, BKK. 10400 
Thailand

Tel 66-2-354-2080/2
Website http://www.kto.or.th

SYDNEY(시드니지사,�1979년�9월�설립)�
Address  level 18(Suite 1807) Australia Square 

Tower, 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Tel 61-2-9252-4147/8 
Website http://english.visitkorea.or.kr/sydney

■�해외지사(유럽)

 FRANKFURT(프랑크푸르트지사,�1974년�4월�설립)�
Address    Baseler Str 35-37 60329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49-69-233226
Website http://german.tour2korea.com/frankfurt 

PARIS(파리지사,�1977년�3월�설립)�
Address    TTour Maine Montparnasse 33, Avenue 

du Maine, B.P. 169, 75755 Paris Cedex 15, 
France 

Tel 33-1-4538-7123 
Website http://french.tour2korea.com/paris 

LONDON(런던지사,�1981년�10월�설립)�
Address    3rd Floor, New Zealand House 

Haymarket, London SW1Y 4TE, United 
Kingdom

Tel 44-20-7321-2535/ 7925-1717 
Website http://english.visitkorea.or.kr/london

MOSCOW(모스크바지사,�2001년�10월�설립)�
Address    4th floor, Business-center Mosalarko 

Plaza, 16, Marksistskaya str., Moscow, 
109147, Russia

Tel 7-495-735-4240
Website http://russian.tour2korea.com/moscow

 VLADIVOSTOK(블라디보스톡지사,�2005년�4월�설립)�
Address   Vladivostok Business Center Hyundai 

Office 501, 29, Semyonovskaya str., 
Vladivostok, 690091, Russia

Tel 7-4232-49-1163/1154

나고야

토론토

뉴욕

로스앤젤레스

방콕

뉴델리두바이

이스탄불

모스크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시드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AMERICA

SOUTH
AMERICA

AUSTRALIA

ASIA

AFRICA

EUROPE
MIDDLE EAST

해외조직망

쿠알라룸프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하노이

홍콩

블라디보스톡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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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선양



홍보간행물�제작�실적홍보간행물�제작�실적

1979 

일반선전 간행물 영, 일, 독, 불, 서, 아, 이, 중 2,925,000

목적별 간행물 영, 일 280,000

지역별 간행물 영, 일, 독, 불 350,000

기타 영, 일 800,000

총계  4,346,000

1980

일반선전간행물 영, 일, 독, 불, 중, 서 2,430,000

목적별 간행물 영, 일, 독, 불, 중 945,000

지역별 간행물 영, 일, 독, 불 370,000

기타 영, 일 390,000

총계 4,135,000

1981

일반선전간행물 영, 일, 독, 불, 중, 서, 아 1,830,000

목적별간행물 일 90,000

부문별간행물 영, 일 400,000

지역별간행물 영, 일, 불, 독, 아, 중 380,000

특수간행물 영, 일 275,000

총계 2,975,000

1982

일반선전간행물 영, 일, 독, 불, 중, 서, 아 1,645,000

목적별간행물 영, 일 175,000

부문별간행문 영, 일 435,000

지역별간행물 영, 일, 불, 독, 중 415,000

특수간행물 영, 일, 불 799,000

총계 3,469,000

1983

일반용 영, 일, 독, 불, 중, 태 1,040,000

개별여행자용 영, 일, 독, 불 420,000

지역안내용 영, 일, 독, 불, 중 630,000

특수목적용 영, 일, 불 111,500

여행업자용 영 45,000

기타 영 30,000

총계 2,276,500

1984

종합안내 영, 일, 독, 불 410,000

FIT용 영, 일, 중, 서, 아랍, 영 350,000

지방관광 영, 일, 독, 불, 중 115,000

안내용 영, 일 290,000

SIT용 영, 일, 중 220,000

기타 영 310,000

총계  1,695,000

1985

종합안내 영, 독, 불, 서, 중 718,000

여행상품기획 영 41,000

지방관광안내 영, 일, 독, 불, 중 517,000
특수소재관광안내

(SIT ) 
영, 일 147,000

관광지도 영, 일 637,000

외국현지제작(용역) 일 60,000

1994
특수목적용 영, 일, 러 1,820,000

총계 4,009,000

1995

여행업자용 영, 일 48,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등 12개 언어 2,717,000

특수목적용 영, 일, 중 1,570,000

총계 4,335,000

1996

여행업자용 영, 일 67,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등 11개 언어 1,779,000

특수목적용 영, 일, 중 390,000

총계 2,236,000

1997

여행업자용 영, 일, 중 17,5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등 8개 언어 1,598,000

특수목적용 영, 일, 중 429,300

총계 2,044,800

1998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246,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중(번, 간) 등 8개 2,965,100

특수목적용 국, 영, 일, 중(번, 간) 287,600

총계 3,498,700

1999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244,35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번, 간), 독, 불, 

서, 태 
990,7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번, 간) 1,459,600

총계 2,694,650

2000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240,00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번, 간), 독, 불, 

서, 러, 포, 태 
1,216,0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간) 254,000

총계 1,710,000

2001 

여행업자용 영, 일, 중(번, 간) 304,85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번, 간), 독, 불, 

서, 러, 포, 태 
1,578,9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번, 간) 221,800

총계 2,105,550

2002
 

여행업자용 어권별 9개언어

일반 여행자용
영,일,중(번, 간), 독, 불, 서, 

러, 태

총 계 

2003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번) 333,80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태
1,595,3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간, 번) 40,000

총 계 1,969,100

 1985
기타 일, 독 1,020,000

총계 3,140,000

1986

여행업자용 영 125,000

일반시장개척용 영, 일, 독, 불, 서, 아랍, 중 1,340,000

개별여행자용 영, 일 750,000

지역안내용 영, 일, 독, 불, 중 1,381,000

특수목적용 영, 일 3,954,000

현지제작 일, 태 40,000

총계 5,613,000

1987

잠재시장용 영, 일, 독, 불, 서, 아, 태 1,669,000

여행업자용 영, 일 259,000

특수목적용 영, 일, 중  1,327,000

여행자용 영, 일, 중 1,978,000

지역안내용 영, 일, 독, 불, 중 2,245,000

총계 7,478,000

1988

여행업자용 영, 일 33,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독, 불, 중, 서, 아, 노 1,965,000

특수목적용 영, 일, 중 1,408,000

총계 3,406,000

1989

여행업자용 영, 일 30,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독, 불, 중, 서 태, 노 1,950,000

특수목적용 영, 일 100,000

총계 2,080,000

1990

여행업자용 영, 일 30,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독, 불, 중, 서, 

태, 러, 헝, 이 
2,080,000

특수간행물 영, 일 480,000

총계  2,590,000

1991

여행자용 영, 일 30,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중, 독, 불, 서, 

태, 중, 러, 형, 이 
2,700,000

특수목적용 영, 일 500,000

총계 3,230,000

1992

여행자용 영, 일 40,0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중, 독, 불, 서, 태, 

러, 헝, 이 
2,550,000

특수목적용 영, 일 600,000

총계 3,190,000

1993

여행업자용 영, 일 40,400

일반여행자용 
영, 일, 중, 독, 불, 서, 라, 

태, 이 
2,063,500

지역안내용 영, 일, 중, 러 672,000

총계 2,775,900

1994 일반여행자용 
영, 일, 중, 독, 불, 서, 러, 

이, 아랍, 태 
2,189,000

2004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번) 334,10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아랍, 태
1,531,3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간, 번) 145,900

총계 2,011,300

2005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번) 28,00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아랍, 태
1,681,5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국, 영, 일, 중(간, 번) 450,600

총계 2,160,100

2006

여행업자용 국, 영, 일, 중(간, 번) 91,60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아랍, 태
1,616,5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국, 영, 일, 중(간, 번) 1,488,000

총계 3,196,100

2007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번) 3,00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아랍, 포, 베, 태
1,652,7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국, 영, 일, 중(간, 번), 

국·중간번 합본
3,001,500

총계
4,659,700(부)

/2,500(일) 

2008

여행업자용 영, 일, 중(간, 번) 34,000
일반 여행자용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아랍, 이, 포
1,629,300

일반 여행자용

(주제별간행물)
국, 영, 일, 중(간, 번) 2,577,300

총계 4,240,600

2009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이, 태, 아랍
1,893,000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1,277,000

총계 3,170,000

2010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이, 아랍, 태
1,675,600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383,000

홍보시각물 한, 영, 일, 중(간, 번) 237,500

총계 2,296,100

2011

기본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서, 러, 이, 아랍, 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898,500

주제별간행물
영, 일, 중(간, 번), 독, 불,

히브리어
326,000

홍보시각물 한, 영, 일, 중(간, 번) 341,000

총계 1,565,500

년도 구분 언어별  실적(부)년도 구분 언어별  실적(부) 년도 구분 언어별  실적(부)년도 구분 언어별  실적(부)

Promotional materialsPromo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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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홍보시각물�제작�실적영상·홍보시각물�제작�실적

1977 
영화 5편 

슬라이드 4종 193세트 

1978 
영화 2편 

슬라이드 4종 122세트 

1979 
영화 3편 

슬라이드 4종 107세트 

1980 

영화 1종 7편 

비디오 1종 1편 

슬라이드 305편 

달력 25,000부 

포스터 30,000부 

1981 

영화 4종 

비디오 7종 61편 

슬라이드 3종 611세트 

달력 30,000부 

포스터 40,000부 

1982 

영화 2종 

슬라이드 318세트 

달력 42,000부 

포스터 50,000부 

1983 

영화 2편 

슬라이드 450셋 

달력 40,000부 

포스터 40,000매 

1984 

슬라이드 440세트 

달력 43,000부 

포스터 55,000매 

1985 

영화 42편 

멀티비전 2세트 

슬라이드 1,400세트 

비디오 69편 

달력 50,000부 

포스터 60,000매 

1986 

비디오 1종 

달력 3종 50,000부 

포스터 8종 76,000부 

스티커 2종 30,000부 

1987 

영상물 3종 

달력 60,000부 

포스터 4종 70,000부 

스티커 30,000매 

1988 

영상물 5종 

달력 50,000부 

포스터 6종 80,000부 

1989 

영상물 5종 

달력 50,000부 

포스터 5종 80,000부 

1990 

영상물 4편 

달력 60,000부 

포스터 8종 95,000부 

1991 

비디오 2편 

슬라이드 1편 

달력 60,000부 

포스터 6종 103,000부 

스티커 60,000매 

1992 

영화 1편 

비디오 1편 

슬라이드 1편 

달력 5종 65,000부 

포스터 6종 115,000부 

스티커 110,000부 

1993 

비디오 3편 

슬라이드 1편 

달력 60,000부 

포스터 1,500부 

스티커 50,000매 

1994 

비디오 2편 

슬라이드 1편 

달력 65,000부 

포스터 2종 12,250부 

1995 

영상물 2편 

비디오 1편

CD-ROM 16편

달력 2종 65,000부 

포스터 4종 66,000부 

1996 

영상물 1편 

슬라이드 3종 4편 

CD-ROM 27,000매 

달력 2종 65,000부 

포스터 7종 66,000부 

1997 

비디오 1편 

슬라이드 1편 

CD-ROM 5,000매 

달력 2종 65,000부 

포스터 7종 50,000부 

1998 

비디오 2편 

슬라이드 1편 

CD-ROM 3,000매 

달력 2종 65,000부 

포스터 7종 24,500부 

1999 

영상물 4편 

달력 2종 42,000부 

포스터 70,000부 

입체홍보물 2,000부 

2000

영상물 3편 

CD-ROM 1편

달력 2종 73,000부 

포스터 79,000부 

입체홍보물 3,500개 

2001 

영상물 3편 

CD-ROM 10,000개 

달력 3종 76,530부 

포스터 89,600부 

입체홍보물 2,540개 

2002

영상물 4편 / 3,000개

달력 82,500부

포스터 66,000부

입체홍보물 1,650개

관광엽서 15,000세트

2003

영상물 1편 / 17,000개

달력 90,800부

포스터 143,300부

2004

영상물 1편 / 20,000개

달력 90,800부

포스터 143,300부

2005

영상물 2편 / 25,500개

달력 205,000부

포스터 5종

2006

영상물 2종

달력 305,000부

포스터 11종

2007

영상물 2종

달력 170,000부

포스터 135,000부

2008

영상물 1종

달력 170,000부

포스터 135,000부

2009

영상물 4종

달력 178,000부

포스터 40,500부

2010

영상물 7종

달력 180,000부

포스터 43,000부 

연하장 14500부

2011

영상물 1종

달력 185,000부

포스터 21,000부

연하장 15,000부

년도 구분 수량 년도 구분 수량년도 구분 수량 년도 구분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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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출품�선전물�국제대회�수상�실적공사출품�선전물�국제대회�수상�실적

TV�광고안

1996.11 96 미주 TV광고안 입상 런던국제광고대회 영국 런던

1999.04 Welcome to Korea(대통령출연광고) 금상 PATA국제마케팅부문 일본 나고야

2001.03 한국관광홍보 TV광고안 동상 베를린국제관광박람회
문관부와 

공동제작

관광대상관광광고부문 독일 베를린

비디오부문

1990.01 비디오 매거진 1등상 Teddy Film Contest 미국 미시건

1992.05 Seoul, A City on the Move 가작 한국산업영상전 전경련 주최

2001.09 Fantasy Korea 은상
체코국제관광필름페스티발 

비디오부문
체코

2001.11 Fantasy Korea 우수상 비엔나관광필름페스티발 비디오부문 오스트리아

영화

1982 Window to the Orient 금상 제2회 국제영화제전 뉴욕

1982 Window to the Orient 은상 콜롬부스영화제 오하이오

1982 Window to the Orient 동상 미국홍보영화제 IFPA

1983 Window to the Orient 대상 호주관광영화제 AFTA(시드니)

1983 Window to the Orient 우수창작상 산업영화제 미국 일리노이

1983 Window to the Orient 가작 American Film Festival 뉴욕

1983 Window to the Orient Golden Eagle CINE영화제 미국

1984 Window to the Orient 대상 TEPPY영화제 미국

1984 Window to the Orient 은상 마카오영화제 마카오

1986 Window to the Orient 동상 Ferien Film Festival 서독

1986.03 Ancient Culture, Modern Spirit 동상 86 ITB영화제 서독 베를린

1986.04 Ancient Culture, Modern Spirit 특별상 PATA GOLD AWARD 말레이시아

1986.05 Ancient Culture, Modern Spirit Golden Eagle CINE영화제 미국

1986.07 Ancient Culture, Modern Spirit 대상 AFTA관광영화제 호주

1986.09 Ancient Culture, Modern Spirit 장미의상 이탈리아관광영화제 이탈리아

다영상부문

1982 Living Treasure 특별상 국제다영상제전 샌프란시스코

1982 Living Treasure 공로상 샌프란시스코광고대회 샌프란시스코

1982 Living Treasure 동상 국제다영상제전 필라델피아

간행물부문

1987.05 Travel Manual 대상 PATA콘테스트 일본 오사카

2000.04 Korea Travel Guide 금상
PATA(Consumer Travel Brochure 
category)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포스터부문

1976 장고춤(그래픽) 대상 국제관광포스터콘테스트

1978 승무 특별상 국제관광포스터콘테스트

1979 장고춤(연무) 우수상 PATA콘테스트 서울

1980 부채춤 특별상 PATA콘테스트 마닐라

1982 부채춤 우수상 Tarbes포스터콘테스트

1985 화관무 특별상 PATA콘테스트 미국

1986 농악 특별상 PATA콘테스트 말레이시아

1986 장고춤(그래픽) 대상 국제관광포스터전 파리

1986 장고춤(그래픽) 대상 WTM포스터콘테스트 뉴욕

1987 어머니와 아들 일등상 국제문화예술박람회 파키스탄

사진부문

1976 향원정 대상 PATA콘테스트 하와이

1978 승무 우수상 PATA콘테스트(예술) 뉴델리

1978 도공 우수상 PATA콘테스트(생활상) 뉴델리

1979 경회루 우수상 PATA콘테스트(관광지) 서울

1979 부채춤(1) 우수상 PATA콘테스트(예술) 서울

1980 부채춤(2) 특별상 PATA콘테스트 마닐라

1981 할아버지와 손자 우수상 PATA콘테스트 로스앤젤레스

1983 장고춤(군무) 대상 PATA콘테스트 아카폴코

1983 한라산 등반 우수상 PATA콘테스트(생활상) 아카폴코

1983 속리산 법주사 설경 우수상 PATA콘테스트(관광지) 아카폴코

1986 농악 특별상 PATA콘테스트 말레이시아

1987 장군 행렬(3.1 문화제) 대상 PATA콘테스트 오사카

1987 추수 특별상 PATA콘테스트 오사카

1989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대상 PATA콘테스트 상가포르

1991 경복궁 대상 PATA작품공모전 사진부문 자카르타

연도 작품명 수상명 대회명 비고 연도 작품명 수상명 대회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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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치단�파견�및�관광교역전�실시관광유치단�파견�및�관광교역전�실시

1977

동남아 08.30~9.30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지아 

구주 10.28~11.20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미주 08.28~09.25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1978 구주 03.02~03.22 
서독,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1979

미주 09.01~09.16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톤, 시애틀 

일본 06.20~07.11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오사카 

구주 10.15~11.02 
서독, 스위스, 파리, 런던, 

스톡홀룸 

1980 

호주 02.26~03.16 시드니, 멜버른 

일본 06.29~07.13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화민국 07.10~07.23 
타이베이, 카오슝, 타이츙, 

화이렌, 홍콩 

구주 08.04~07.19 
파리, 프랑크푸르트, 런던, 

치리히, 로마, 짤스부르크 

동남아 08.29~09.08 
쿠알라룸프르, 페낭, 

싱가포르, 코타키나바루 

1981

일본 11.10~11.28 
도쿄, 후쿠오카, 구마모도, 

오사카, 나고야, 가나자와, 

니이가다, 삿포로 

동남아 08.15~09.05 
타이베이, 홍콩, 싱가포르, 방콕, 

마닐라, 쿠알라룸프르, 자카르타 

구주 06.05~06.28 
파리, 런던, 치리히,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미주 11.21~11.11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휴스톤 

1982

동남아 08.22~09.13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09.28~10.09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와카야마 

미주 10.05~10.21 마이애미 

1983

구주 03.03~03.11 런던, 함부르크, 파리 

일본 05.08~05.23 
지바, 요코하마, 후쿠오카, 

오카야마, 히로시마, 가고시마 

동남아 06.19~07.03 
타이베이, 고웅, 홍콩, 페낭, 

쿠알라룸프르, 방콕, 싱가포르 

1991
1991

일본 06.10~06.19 히로시마, 오카야마, 삿포로 

미국 
09.23~10.18 

아오모리, 후쿠시마, 나가노, 

기후, 다카마츠, 고치, 야마구치, 

오이타, 이야자키, 하코다테

10.14~10.26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토론토 

1992 일본 

06.08~06.19 
아사히가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10.11~10.28 
구마모토, 나고야, 다카마쓰, 

아키타, 아오모리, 구시로 

1994

일본 03.06~03.27 
가고시마, 히로시마, 마쓰야마, 

오카야마, 도야마, 센다이, 삿포로 

동남아 03.22~04.02 시드니, 홍콩, 타이베이 

구주 03.05~03.19 베를린, 런던, 파리 

1995

일본 06.14~06.25 
도쿄, 나고야, 아오모리, 

후쿠오카, 구마모토, 마쓰야마 

중국 03.31~04.09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동남아 10.31~11.11 
쿠알라룸프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미주 04.18~04.29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미주 09.12~09.24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구주 02.26~03.05 
모스크바,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치리히 

1996

일본 
04.02~20 

삿포로, 센다이, 아오모리, 

도야마, 기후 등 9개 도시 

07.03~11 도쿄, 나고야, 후쿠오카, 오사카 

동남아 04.20~05.02 
방콕, 싱가포르, 홍콩, 

타이베이, 중국 광저우 

동남아 10.14~25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 

미주 

04. 22 로스앤젤레스 

10.15~25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1997

일본 04.08~19 
아사히가와, 니이가타, 나고야, 

코베, 미야자키 등 5개 도시 

동남아 03.27~04.05 쿠알라룸프르, 마닐라, 중국, 광저우 

09.28~10.10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프르,

타이베이, 방콕 

1984 미국 06.12~08.19 로스앤젤레스 

1984

일본 11.11~12.14 
도쿄, 오사카, 센다이, 나고야, 

교토, 후쿠오카, 구마모토, 

가고시마 

유럽 11.27~12.11 
파리, 런던, 밀라노, 

마르세이유, 마드리드 

1985

일본 

06.24~07.16 
후쿠오카, 나가가와, 시즈오카, 

요코하마, 오오미야 

11.14~11.18 
나가사키, 도야마, 니이가타, 

나고야, 후쿠이 

동남아 06.12~06.26 
대만(대북, 고웅, 치아이)싱가포르 

태국(방콕, 치앙마이)홍콩 

1987

일본 

05.04~05.20 후쿠오카 등 

규슈 9개 도시 

06.22~07.09 오사카 등 10개 도시 

11.04~11.23 간토 11개 도시 

동남아 03.31~04.12 
타이베이, 홍콩, 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쿠알라룸프르 

구주 05.12~05.23 파리, 치리히, 런던, 프랑크푸르트 

1989
미주 05.01~05.26 

휴스턴, 미네아폴리스, 디트로이트, 

시카고, 뉴욕, 보스톤, 토론토, 

워싱턴DC, 뱅쿠버, 시애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동남아 05.17~05.31 싱가포르, 방콕, 홍콩, 타이베이 

1990

동남아 05.17~05.31 싱가포르, 방콕, 홍콩, 타이베이 

일본 06.18~07.17 
삿포로, 센다이, 니이가타,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미주 09.05~09.26 
피닉스, 달라스, 아틀란타, 

포모나, 호클라호마, 리치몬드 

동구권 10.11~10.21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함부르크 

일본 06.10~06.19 히로시마, 오카야마, 삿포로 

일본 09~10 
아오모리, 후쿠시마, 나가노, 

기후, 다카마츠, 고치, 야마구치, 

오이타, 미야자키, 하코다테

미주 10.14~10.26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토론토 

1997

미주 11.25~12.03 
토론토, 로스엔젤리스, 뉴욕, 

시카고 

구주 10.22~27 
러시아(사할린스크,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톡) 

08.28~09.05 스웨덴, 네덜란드, 러시아 

1998

일본 02.12~02.20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센다이 등 5개 도시 

중국 07.28~08.04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개 도시 

아주 09.08~09.15 
홍콩 싱가포르, 타이베이 등 

3개 도시 

구주 03.23~03.27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등 3개 도시) 

1999

일본 03.03~13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시마 등 6개 도시 

중국 07.22~29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개 도시 

아주 08.24~09.02 
홍콩 방콕, 싱가포르, 타이베이 

등 4개도시 

2000

일본 10.22~11.07 
후쿠시마, 니이가타,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중국 06.28~07.06 베이징, 충칭, 상하이

동남아 08.24~09.02 
홍콩, 방콕, 싱가포르, 

타이베이 등 4개 도시

미주 09.16~28 
토론토,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2000

구주 03.09~18 베를린, 런던, 파리등 3개 도시 

인도 04.25~29 뭄바이, 뉴델리 

러시아 10.11~10.17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2001

일본 06.03~06.07 
미야자키, 고베, 오카야마, 

나고야, 아키타, 삿포로 

중국 
06.06~06.10 성도, 남경 

08.26~09.01 대련, 심양, 하얼빈 

동남아 
02.16~02.21 뭄바이

09.11~09.20 자카르타, 방콕, 홍콩, 타이베이 

미주 

06.14~06.22 로스앤젤레스, 뉴욕, 토론토

07.27~08.05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

12.03~12.09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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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치단�파견�및�관광교역전�실시관광유치단�파견�및�관광교역전�실시

2001 구주 

03.03~3.07 베를린

11.12~11.15 런던

11.04~11.09 모스크바, 샹트 페테르부르크

2002

일본 

02.24~03.08
센다이, 사이타마, 도야마, 

돗토리, 오이타

07.09~07.23 마에바시, 마츠야마, 후쿠오카

08.25~08.28 나고야, 아키타

중국 
02.25~03.07 베이징, 충칭, 상하이, 광저우

08.15~08.21 베이징, 상하이, 복주

2002 중국 
02.25~03.07 베이징, 충칭, 상하이, 광저우

08.15~08.21 베이징, 상하이, 복주

2002

중국 07.30~08.03 청도, 제남

동남아 08.29~09.07 쿠알라룸프르, 방콕, 홍콩, 타이베이

미주 
01.26~02.03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02.23~03.04 상파울루, 아순시온, 몬테비데오

구주 

01.26~02.03 마드리드, 리스본, 파리

03.16~03.24 베를린, 코펜하겐, 바르샤바

11.09~11.17 런던, 파리

2003

일본 
05.22~06.01 니가타, 오사카, 히로시마

05.27~06.01 도야마, 센다이

중국

03.18~03.21 타이베이, 까오슝

10.18~10.27 타이베이, 홍콩, 베이징, 상하이

08.11~08.12 베이징

동남아 10.13~10.21 쿠알라룸프르, 방콕

미주 09.29~10.03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구주 

03.07 ~ 
03.29

베를린, 모스크바, 

노보시비리스크

08.11~10.02 상트페테르부르그, 도빌

11.10~11.14 런던

2004 일본 04.27~06.19
구마모토, 고베, 아오모리, 

가나자와, 도쿄

2006 구주 01.15~01.23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런던

2007

일본 
04.13~04.27

가나자와, 센다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05.19~05.20 시즈오카

중국

01.26 중국 광저우

03.22~03.25 중국 베이징

03.22~03.25 상하이

03.30~04.01 광저우

05.17~05.20 선전

06.14~06.17 홍콩

06.23~06.27 칭다오

11.01~11.04 상하이

11.02~11.04 베이징

11.09 홍콩

12.14~12.17 타이베이

동남아 

05.22~05.28
사우디(제다, 리야드), 쿠웨이트

(쿠웨이트 시티), UAE(두바이)

09.07~09.09 말레이시아

09.11~09.12 태국

09.14~09.16 싱가포르

미주 
02.23~02.25 뉴욕

10.03~10.10 LA 갤럭시, 뉴욕 메츠, 플로리다

구주 

01.18~01.21 헬싱키

02.22~02.25 밀라노

03.18~24 모스크바

05.11~05.12 블라디보스톡

01.31~02.04 마드리드

03.07~03.11 베를린

11.12~11.15 영국

2008 일본 
05~12

히로시마, 오이타, 나고야, 

도야마, 오사카 등

05.03~05.05 오사카, 도쿄

2004

중국

02.05~02.07 타이베이

07.15~07.18 베이징

10.22 타이베이

연중 광저우, 상하이, 홍콩, 타이베이

미주 03.04~03.24 미주 8개 도시(뉴욕, LA, 시카고 등)

구주 

01.17~02.15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 

얼스코트

03.03~03.27
베를린, 모스크바, 

노보시비리스크

04.22~05.24 블라디보스톡, 보르도

03.12~03.16
베를린,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런던

2005

일본 
04.04~04.22

마츠야마, 교토, 후쿠이, 도야마, 

가나자와, 치바, 센다이, 

아오모리, 히로시마

07.04~07.09 오사카, 나고야, 도쿄

중국

04.17~04.18 홍콩

04.02 타이베이

11.04~11.10 광저우, 상하이

11.24~11.27 곤명

미주 04.28~05.04 LA,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구주 

01.15~01.23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03.11~03.15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04.07~04.08 런던

2006

일본 05.01~05.28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로, 

아사히가와

중국
03.03~03.05 광저우, 홍콩

10.20~10.22 대만, 홍콩

동남아 04.24~04.29 인도(뭄바이, 뉴델리)

08.21~08.26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 

베트남(하노이)

미주 
05.02~05.09, 
09.29~10.04

뉴욕, LA 코리아센터, 샌디에고

중국

10.15~10.17 베이징, 광저우

11.15~11.16 홍콩

03.27~3.30, 
11.20~11.23

상하이

04.04~04.06 광저우

06.12~06.15 홍콩

06.19~06.21 베이징

2008

대만 10.31~11.03 타이베이

아시아 

대양주

05.13~05.16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뉴델리)

06.18~06.20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주 09.24~09.30 페루(리마)

구주 

01.17~01.20 핀란드(헬싱키)

02.21~02.24 이탈리아(밀라노)

03.15~03.18 러시아(모스크바)

04.17~04.18 러시아(블라디보스톡)

01.30~02.03 스페인(마드리드)

03.05~03.09 독일(베를린)

11.10~11.13 영국(런던)

2009

일본 

06~12
나고야, 이시카와, 아사히카와, 

도쿄, 시즈오카, 삿포로

03.07~03.08 오사카

09.18~09.20 도쿄

중국

03.26~03.29 광저우

06.11~06.14 홍콩

08.21~08.23 칭다오

대만 10.30~11.02 타이베이

중국 11.19~11.22 곤명

아시아 

대양주

02.27~03.01,
08.28~30

싱가포르

03.13~03.15, 
09.04~ 06

말레이시아

11.27~11.29 태국(방콕)

11.04~11.06 필리핀(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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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PATA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73개국 1,150회원

1966 EATA 동아시아관광협회 East Asia Travel Association
창립회원 / 구 ATMA, 02.09.30 

폐쇄 / 현 비회원

1973 ASTA 미주여행업협회 American Society of Travel Agents 140개국 29,600회원 / 현 비회원

1977 UNWTO 세계관광기구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160개국, 350회원

1977 ICCA 세계국제회의전문협회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88개국 951개 기관

1980 UIA 국제협회연합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정회원 34개국250회원

1981 TTRA 국제관광연구협회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35개국 750개 기관 / 현 비회원

1981 ASAE 미국단체간부협회
American Society of Association 

Executives
15,000회원 / 현 비회원

1981 WLRA 세계레저레크레이션협회 World Leisure & Recreation Association 80개국 120개 단체 / 현 비회원

1983 AACVB 아시아컨벤션뷰로협회 
A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창립회원 / 15개국 25기관

1985 SITE 인센티브 및 여행전문가협회 Society of Incentive & Travel Executive 72개국 2,072회원 / 현 비회원

1985 DMAI 국제도시마케팅협회
Destination Marketing Association 

International
25개국 1,500회원 / 구 IACVB

1986 ATME 관광마케팅관리자협회 Association of Travel Marketing Executives 74개국 400회원 / 현 비회원

가입년도 기구 기구(영문) 회원현황

2009

아시아 

대양주

02.27~03.01,
08.28~30

싱가포르

03.13~03.15, 
09.04~06

말레이시아

11.27~11.29 태국(방콕)

11.04~11.06 필리핀(호치민)

미주 09.24~9.30 페루(리마)

구주 

01.15~01.18 핀란드(헬싱키)

02.19~02.22 이탈리아(밀라노)

10.08~10.12 스웨덴(스톡홀롬)

12.01~12.08 발틱 3국

01.28~02.01 스페인(마드리드)

03.11~03.15 독일(베를린)

03.21~03.24 러시아(모스크바)

11.09~11.12 영국(런던)

2010

일본 

연중 도쿄, 나고야, 후쿠이

05.01~05.03 오사카

09.24~09.26 도쿄

중국

03.25~03.27 광저우

04.07~04.09 상하이

06.25~06.27 베이징

08.31~09.02 베이징

12.14~12.17 상하이, 광저우

대만 11.05~11.08 타이베이

아시아 

대양주

02.26~02.28, 
08.27~08.29

싱가포르

03.12~03.14, 
09.03~09.05

말레이시아

09.02~09.05 태국(방콕)

05.04~05.07 UAE(두바이)

미주 
02.13~02.27 캐나다(벤쿠버)

06.01~06.02 미국(디트로이트)

구주

09.29~09.30 러시아(블라디보스톡)

11.05~11.09 스페인(마드리드)

01.20~01.24 스페인(마드리드)

2010 구주

03.10~03.14 독일(베를린)

03.13~03.16 러시아(모스크바)

11.08~11.11 영국(런던)

2011

일본 

03.07~03.12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나고야

07.12~07.15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09.29~10.02 도쿄

10.18~10.23 도쿄, 나고야, 가나자와

중국

06.09~12 홍콩

05.27~29 베이징

06.11~12 상하이

10.27~30 쿤밍

대만 11.11~14 타이베이

아시아 

대양주

02.24~27,
09.01~04

태국(방콕)

02.25~27,
08.26~28

싱가포르

03.11~13, 
08.12~14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

09.14~17 베트남(호치민)

02.16~20 인도(뭄바이)

05.02~05 UAE(두바이)

04.20~22 카자흐스탄(알마티)

03.26~27 호주(시드니)

11.09 뉴질랜드(오클랜드)

구주 

03.09~13 독일(베를린)

03.12~15 러시아(모스크바)

02.17~20 이태리(밀라노)

04.22~23 러시아(블라디보스톡)

02.16~19 러시아(이르쿠츠크)

04.07~09 러시아(크라스노야르스크)

09.20~23 프랑스(파리)

11.07~10 영국(런던)

01.19~23 스페인(마드리드)

년도 지역 기간 순회도시 년도 지역 기간 순회도시

KTO-particp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Tourism Missions & Exchanges
공사가입�관광�관련�국제기구�현황관광유치단�파견�및�관광교역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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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및�여행업자�초청지원사업�실적언론인�및�여행업자�초청지원사업�실적

1975 언론인 93 13 82 188

1976 언론인 76 75 57 208

1977 

언론인 119 104 110 333

여행업자 19 132 117 268

1978 

언론인 177 73 27 277

여행업자 57 61 35 153

1979 

언론인 113 12 64 189

여행업자 21 5 23 49

1980 

언론인 112 133 100 345

여행업자 20 130 131 281

1981

언론인    262

여행업자 60 92 205 357

1982

언론인    194

여행업자 58 72 95 225

1983

언론인 38 11 34 83

여행업자 62 50 196 308

1984

언론인 90 16 59 165

여행업자 93 75 249 417

1985 
언론인 208 82 75 365

여행업자 160 106 296 562

1994

언론인 165 44 27 236

유관인사 272 34 43 349

기타 2 36 378 416

1995

언론인 149 152 44 345

여행업자 216 67 7 290

기타 22 113 41 176

1996

언론인 175 32 40 247

여행업자 184 64 176 424

기타 136 32 18 186

1997

언론인 329 76 75 480

여행업자 59 28 130 217

기타 220 122 35 377

1998

언론인 328 251 52 631

여행업자 199 460 205 864

1999

언론인 295 96 51 442

여행업자 162 352 135 649

2000

언론인 372 229 46 647

여행업자 144 400 163 707

2001

언론인 533 318 52 903

여행업자 238 423 38 699

1986 언론인 78 39 58 175

1987

언론인 54 28 49 131

여행업자 66 60 193 319

1988

언론인 39 28 55 122

여행업자 83 22 159 264

1989

언론인 99 45 35 179

여행업자 32 51 185 268

1990

언론인 103 28 57 188

여행업자 65 72 22 159

1991

언론인 95 43 43 181

유관인사 167 194 34 395

기타 45 3 48

1992

언론인 99 23 50 172

유관인사 162 38 50 250

기타 79 374 20 473

1993

언론인 97 38 46 181

유관인사 147 31 31 209

기타 125 63 352 540

2002
언론인 533 378 62 973

여행업자 411 235 211 857

2003
언론인 393 367 46 839

여행업자 372 768 162 1302

2004
언론인 523 334 134 991

여행업자 107 185 166 458

2005
언론인 245 150/356 87 843

여행업자 208 119/266 256 849

2006
언론인 331 239/115 102 787

여행업자 82 92/292 374 840

2007
언론인 351 123/131 121 726

여행업자 57 114/214 272 657

2008
언론인 350 151/103 92 687

여행업자 60 120/409 226 815

2009
언론인 409 120/112 64 726

여행업자 137 701/467 175 1480

2010
언론인 288 305/117 88 626

여행업자 103 614/428 165 1311

2011
언론인 300 178/82 55 615

여행업자 113 581/354 129 1177

년도 대상 일본 아주 구미주 총계 년도 대상 일본 아주 구미주 총계년도 대상 일본 아주 구미주 총계 년도 대상 일본 중국/동남아 구미주 총계

년도 대상 일본
중국/

아시아대양주
구미주 총계

(단위 : 명) (단위 : 명)

Familization Tours for Journalists & Travel AgentsFamilization Tours for Journalists & Travel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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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현황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현황

위촉만료�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현황

성명 직업(소속) 위촉일

Kenneth S.Rogoff
하버드대학 경제학부 /

교수
2006.10.19

Donald J.Johnston (전) OECD 사무총장 2006.10.19

Martin Roll
Venture Republic 

(덴마크 소재) 대표
2006.10.19

Soumitra Dutta

INSEAD(在프랑스 

유럽경영 대학원)

경영자 교육부 학장

2006.10.19

김동호
문화인 /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
2006.12.08

김덕수
문화인 / 김덕수 

사물놀이 대표
2006.12.08

앙드레 김 디자이너 2006.12.08

이영희
복식 디자이너 

이영희 한국의상대표
2006.12.08

한복려
음식 전문가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2006.12.08

제프리존스
경제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12.08

이은결 마술사 2006.12.08

이다도시
방송인 / Green Works 

Communications
2006.12.08

비
가수, 연기자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2005.11.26

Yao Yee Ann 여행전문프리랜서작가 2007.01.01

Cooper Huang 

Phang Lye

Asia Cathay Travel 

Sdn Bhd / 사장
2007.01.01

Julie Chang 뉴욕 WB11 방송 / 기자 2007.01.01

우용택 여행사 사장 2007.01.01

다나카 유키노리 시장(이누야마시) 2007.01.01

다나카 코우지
JR규슈여객철도

주식회사 / 회장
2007.01.01

기타가와 가즈오
정치인(연립 여당 공명당 

/ 5선 중의원)
2007.01.01

성명 직업(소속) 위촉일

Pirat Nitipaisalkul 배우 / 듀엣가수 2008.06.18

조혜연
바둑 프로기사 / 

한국기원
2008.07.08

에드워드 권
前 두바이 버즈알아랍

호텔 수석주방장
2008.10.01

Phoebe Yap Siok 

Wah

TV Host / VJ(프로그램 

: MY FM)
2008.10.15

정명훈
지휘자 / 서울시립교향

악단
2009.01.21

아사노 시로 게이오대학 / 교수 2009.03.05

Jesus Castellanos 

Pueblas
스페인태권도연맹 회장 2009.06.29

이준기
엔터테이너 / 멘토엔터

테인먼트
2009.08.05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현황�(2012.05.21�기준)

1. 국내위촉 : 16명

성명 직업(소속) 위촉일

잇코(도요다 가즈유키) 방송인 2011.02.28(재)

서정권(타이거JK) 힙합가수 2011.03.31

라이문트 로이어
한의사 /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
2011.05.18

고바야시 미찌이
한의사 / 파인리즈리조

트 아젤리아한의원장
2011.05.18

슈퍼주니어 가수 / SM엔터테인먼트 2011.07.27

Lindsay Jayln Price 영화배우, TV탤런트 2011.09.01

2PM 가수 / JYP엔터테인먼트 2011.10.04

miss A 가수 / JYP엔터테인먼트 2011.10.04

정려원 탤런트, 영화배우 2011.11.09

박시후 탤런트, 영화배우 2011.11.09

박충재(전진)
가수 /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2012.02.25

추신수 프로야구 선수 2012.03.19

성명 직업(소속) 위촉일

박수남 세계태권도연맹부총재 2007.01.01

Jim McAlpine
NSW주 중고학교교장협

의회 회장
2007.01.01

Chua Lam
Bo Bo Tea / Bo Bo 

Travel 사장
2007.01.01

Hacken Lee 가수 / 아티스트 2007.01.01

Amy Chan
홍콩이공대학 / 

명예교수
2007.01.01

李玖哲(Nick Lee) 가수(연예기획사 麻吉) 2007.01.03

Toby Dawson 미국 국가대표 스키선수 2007.02.27

장사익
국악예술인 / 행복을 

뿌리는 판
2007.02.28

Zhu Zhen(朱楨) TV사회자 / 연기자 2007.03.01

이 발래리 유리비치
우즈벡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회장
2007.03.12

Tassanee 

Tantavanich

부라파대학 / 교수 

Korea Study Center 원장
2007.03.12

신 브로니슬라브 

쎄르게예비츠

건설회사 사장 

고려문화중앙회회장
2007.03.12

Khalifa Al Saif
기업인 / Al Saif Group 

회장
2007.03.23

곽재영 호주태권도협회 회장 2007.04.09

Cheryl Corey 

Hudak
Asta 회장 2007.04.16

Josiah Henson

Olympic Wrestling 

Committee / 회장 

미국아마추어육상연맹 

/ 회장

2007.08.09

Dana Hee 체육인 / 전문강사 2007.08.09

Asmawi Bin Ani 가수 / MC 2008.01.09

로즈장 팝페라 가수 / 로즈 코리아 2008.05.27

쿠로다 후쿠미 탤런트 2008.06.01

류(민관홍) 가수 2008.06.01

Pichaya 

Nitipaisalkul 
배우 / 듀엣가수 2008.06.18

성명 직업(소속) 위촉일

김수현 탤런트 / 키이스트 2012.04.18

박재범 가수 / 사이더스 2012.04.23

배한성 성우 / 성우협회 2012.05.21

송도순 성우 / 성우협회 2012.05.21

2. 해외위촉 : 19명

성명 직업(소속) 위촉일

후루야 마사유키
MC / 코디네이터 /

저널리스트
2010.06.01(재)

영아(김영아) 모델 2010.12.01(재)

리노이에 유치쿠 풍수지리 전문가 2011.01.24

야기 사키 아나운서 / 마이니치방송 2011.03.07(재)

안 미카 패션모델 2011.03.07(재)

SUZANNE JUNG 언론인(아나운서) 2011.04.10(재)

후쿠다켄지 방송인 / Key Note 2011.07.06(재)

Mario Maurer 모델, 배우 2011.07.10

Do My Linh 가수 2011.07.01

William.W.Wongso 요리사 2011.08.01(재)

Jesus Castellanos 

Pueblas
스페인태권도연맹 회장 2011.07.06(재)

Rudy Maxa
CEO / 

RMW Productions
2011.08.01

토린도르 레이나 패션모델 겸 탤런트 2011.09.23

산드라드위
탤런트, 영화배우, 

광고모델
2011.10.17

안도리사
아나운서 / TBC 

동북방송
2011.11.10(재)

키쿠치 쿄지
방송인(MC) / 

프리랜서
2011.12.01

챤타윗 다나세위 영화배우 2011.12.15

미야네세이지 아나운서 / 프리랜서 2012.02.22(재)

김진성
ITCO(UN 산하 NGO) 

사무총장
2012.05.01

Honorary Ambassadors of Korean TourismHonorary Ambassadors of Korea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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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 MagazineKTO Magazine
역대�발간�사보(관광공사)역대�발간�사보(관광공사)

1996년 1월호1995년 5월호1995년 2월호

1995년 1월호

1995년 10월호

1994년 7월호1994년 5월호1994년 4월호

1994년 3월호1993년 1월호1992년 2월호1992년 1월호

1990년 5월호 1991년 1월호1990년 2월호1990년 1월호

1989년 2월호 1989년 10월호1988년 2월호1988년 1월

1987 4월 창간호 1987년 6월호1987년 5월호 1987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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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발간�사보(관광공사) 역대�발간�사보(청사초롱)

제347호 2008년 3월제329호 2007년 5월

2011년 4월호 vol.410

제197호 2002년 1월

제310호 2006년 8월

제241호 2003년 10월 제255호 2004년 4월

제400호 2010년 5월

제257호 2004년 5월

vol.401 2010년 7월호

2010년 11월호 vol.405 2011년 5월호 vol.411 2012년 3월호  vo.421 2012년 4월호 vol.422

1999년 3-4월호1999년 1-2월호1996년 9월호

1996년 7월호1996년 6월호1996년 2월호

1996년 12월호

1991년 2월호 1991년 8월호1991년 3월호 1991년 9월호

1993년 5월호

KTO MagazineKTO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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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Promotional PostersTourism Promotional Posters
역대�제작�포스터역대�제작�포스터

게임보드

한류

참선

Amusement Park

태권도

Fall

한강

Shopping

한류

UNESCO

각시 단청 발레 서울 유채꽃

대통령 광고

음식

설악산

제주 진시황제

신부

제주도

장고춤

관광종합편

태권도

서울 한복과 고궁 쑨위에 월드컵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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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관광사진공모전�대상작역대�관광사진공모전�대상작

1980 장구춤 1981 성산일출봉1979 요트

1978 승무1977 불국사1976 금산사

1975 서울대감놀이1974 어신제1973 부채춤

1989 황포돛배 

1984 윈드서핑

1990 법주사

1988 스님1987 하회별신굿

1985 널뛰기

1982 장구춤

1986 삼일문화제

1983 한국 여인

Tourism Photos(Image gallery)Tourism Photos(Imag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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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관광사진공모전�대상작역대�관광사진공모전�대상작

2002 경복궁 야경

1999 화엄사 2005 탈춤

1996 종묘제례

2000 반딧불축제 2001 마이산탑사

1998 세종대왕 즉위식1997 도공 2004 운주사

1995 학춤

2006 해녀

2003 김치축제1994 널뛰기

1993 봉산탈춤1992 종묘제례1991 송파산대놀이

Tourism Photos(Image gallery)Tourism Photos(Imag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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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메주가 익는 집

2011 노을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

2010 광한루 야경

2007 머드축제 1962

04.24
국제관광공사법 제정 공포(법률 제1060호, 

자본금 10억원), 설립위원회 구성

04.30 신두영 초대사장 취임

05.12
국제관광공사법 시행령 제정공포

(각령 제747호)

06.23 공사창립총회(설립위원회 해체)

06.26
국제관광공사 창립(신문로 소재 고려빌딩 

3층에 임시사무실 설치)

07.04
본사 사무실 이전(중구 태평로 2가 28번지 

그랜드 빌딩 2층)

07.21
공사 영문명칭을 Korea Tourist Service(KTS)

로 결정

08.03 워커힐 운영권 인수결정(제62회 각의 의결)

11.01 특정외래품 판매소 인수

1963

01.01
7개 지방관광호텔(온양, 해운대, 불국사, 

대구, 서귀포, 설악산, 무등산) 인수

02.01 (재)대한여행사 인수

04.08 워커힐 개관

04.15 이원우 제2대 사장 취임

06.05
운수사업소 인수(워커힐 택시부를 인수, 

운수 사업소로 개칭)

08.05 반도호텔 및 조선호텔 인수

09.11
관광공사법 개정(자본금 25억원으로 증자, 

사장·부사장을 총재·부총재로 개칭)

12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가입

(86년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로 개칭)

1964

01.18 오재경 제3대 총재 취임

06.10
영문명칭 변경, KTS → KTSI(Korea Tourist 

Service Incorporated)

10.01 대한여행사 도쿄사무소 개설

1965

01.23 반도조선아케이드 개관

03.29
제14차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연차총회 서울 개최(25개국 359명 참가)

06.12 김일환 제4대 총재 취임

1965

08.03 사보발행규정 제정, 사보 첫발간

08. 개발부 신설

09

미주여행업협회(ASTA) 총회에 최초로 

관광객유치단 파견(홍콩, 무용단 10명 

포함 총 17명)

1967 01.16 공사법 개정(자본금 45억원으로 증자)

1968 04.09
동아시아관광협회(EATA) 

제3차 총회 개최(서울)

1969

06.01

호텔학교운영규정 제정, 연수원을 호텔

학교로 개편(교통부의 관광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06.30 관광진흥부 신설(조사연구, 국내, 국외 3과)

07.10
도쿄지사 개설(대한여행사 도쿄사무소를 

공사 직영의 해외지사로 운영)

1970

1970 해외 영상물 ‘Come to Korea’ 제작

01.17
반도조선아케이드 화재로 본사 이전

(중구 소공동 87)

03.17 조선호텔 개관

03.24 장성한 제5대 총재 취임

1971

08.24 부산 수영공항영업소 개소

08.25 제주 공항영업소 개소

09.20 호텔학교, 관광요원훈련원으로 개편

09.25 해외 언론인 및 여행업자 초청사업 실시

10.05 홍콩선전사무소 설치

10.11
제1회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개최

(10.11∼10.30 한국디자인포장센터와 공동주관)

1971 11.09 샌프란시스코선전사무소 설치

1972

01.19 관광자원총람 발간

02.01

시판양주사업 개시, 전국에 8개 영업소 

설치(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02.04
EATA 정회원 가입(교통부 방침에 따라 

정회원자격이 관광협회에서 관광공사로 변경)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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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02.08
관광공사법 개정

(총재, 부총재 → 사장, 부사장)

03.06 워커힐 민영화

04.09
동아시아지역관광협회(EATA) 제8회 총회 

개최(조선호텔 04.09∼04.12)

05.01 벽제관 전적지 기념비 건립

06.30 대한여행사 운수사업소 민영화

10.20 제1회 관광사진콘테스트 개최(10.20∼10.30)

10.21
미주여행업협회(ASTA) 가입

(멕시코 아카폴코 총회)

11.05 김포관광안내소 개소

1974

03.13 김좌겸 제8대 사장 취임

05.29 로스앤젤레스선전사무소 개설

06.07 반도호텔 민영화(롯데그룹에 매각)

07.11 프랑크푸르트선전사무소 개설

07 본사 이전(종로구 관훈동 198-1 홍익빌딩)

1975

01.23
참전용사 유치위원회 설치

(관광공사와 재항군인회 공동)

03 서독 ITB 박람회 최초 참가

04.04 공사법 개정(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05.01
반도아케이드와 특정외래품 판매소를 통합, 

서울지사로 개편

05.08
공사 영문명칭 변경(KTSI → KNTC, Korea 

National Tourism Corporation)

06.15 참전용사 방한(1진 53명)

07.15 오사카 선전사무소 개설

08.01 경주관광개발공사 설립

08.01 뉴욕선전사무소 개설

12.29 관광훈련원 개관

04.01 홍콩대행소 설치

09.23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 착공

01.15 관광서비스 개선 전담 지도부 설치

03.15 주한 미군 산업관광 실시

1977

04.01 파리선전사무소 개설, 런던대행소 설치

06.27 경주 호텔학교 개교

06.30 관광부조리신고센터 설치

07.19 경주 도큐호텔 합작투자(총투자액의 50.0%)

11.08 전적지(춘천, 왜관, 영산) 개발사업 착공

11.11 설악산호텔 투자(총투자액의 53%)

12.19 제주중문단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1978

01.01 토론토대행소 설치

01.16 싱가포르선전사무소 개설

02.24 ‘79 PATA 서울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04.01 제주중문개발사업소 설치

04.05 관광불편신고센타 운영

04.15 경주조선호텔 개관

09.06 설악, 지리산지구 전적지 개발 착수

11.28 외래관광객 100만명 돌파

1979

04.06
경주보문관광단지 개장, 경주 조선호텔, 

도큐호텔 개관

04.09 설악산호텔 개관

04.16 제28차 PATA 서울총회 개최(04.16∼21)

05.21
제15차 EATA 총회 및 제13차 PATA 동양지

역회의 개최(서울 신라호텔)

07.04 시카고선전사무소 개설

07. 국제회의부 신설

09.01 시드니선전사무소 개설

09.10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09.15 나고야선전사무소 개설

1980

02.01 본사 이전(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06.17 제주관광개발공사 설립

07.10 타이베이선전사무소 개설

08.11
김포공항 신청사 면세매점 단독운영(구청사 

15평에서 신청사 154평으로 확장 이전)

09.10 인천지구 전적지개발 완료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1980

10.25 관광불편신고 엽서제도 실시

11.01 네덜란드선전대행소 설치

11.25 제주공항안내소 설치

1981

06 하대돈 제10대 사장 취임

11.08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관광개발

공사로 인계

12.12 런던선전사무소 개설

1982

07.27 경주호텔교육원, 경주관광교육원으로 개칭

09.01 방콕사무소 개설

09.15 해외선전사무소 지사로 명칭변경

11.29
공사법개정, ‘한국관광공사’로 명칭 변경 및 

자본금 500억원으로 증자

1983

06.10
명예통역안내원 위촉대상자 선발

(1차 : 서울지역 5,281명 위촉)

07.18
시드니 관광영화제(07.18∼07.22)에서 관광

영화 ‘한국, 동양의 창’ 대상 수상

09.25
제53차 미주여행업협회(ASTA) 서울총회 

개최(09.25∼09.30)

12.28 남원시와 남원관광단지개발 대행계약 체결

1984

-
Ogilvy and Mather Advertising사와 해외

광고 대행 계약 체결

02.21 제1회 한국관광상품 기획상 시상식

03.08 공사, 관광종사원 자격전형 업무 수행

05.03 박노영 초대 이사장 취임

09.15
경상남도와 충무도남관광단지 개발대행 

계약체결, 충무도남 관광단지개발 기공식

1985
07.01 사옥 매입 이전(중구 다동 10번지)

11.01 니이가다, 나고야 해외선전사무소 개설

1986

03.29
아시아국제회의협회(AACVB) 

제3차 총회 개최(서울)

04.23
공사사옥 지하 1층에 관광종합안내센터(TIC) 

개관

09.06
아시안게임선수촌 문화센터에 한국관광

홍보 전시관 설치, 운영(09.06∼10.08)

1987

02.11 PATA 관광교역전 개최(서울, 02.11∼02.14)

03.07
‘88 서울올림픽 관광유치단 파견

(03.07∼03.12)

04.01 홍콩지사 설치

04.10 사보 ‘관광공사’ 재창간

04.13 주한 미군 가족 ‘Reunion’ 방한 지원

04.20 사랑의 유람선 첫 한국 방문

05.26 장애인초청 ‘사랑의 관광’ 실시(05.26∼05.28)

06.01
제26차 EATA 총회 및 제36차 마케팅위원회

회의 개최(경주, 06.01∼06.03)

06.23 대한여행사 매각

11 해외 6개 주요 국제 공항에 라이트 박스 설치

1988

01.12 관광안내전시관 재단장

04.14
올림픽 개최에 따른 주한 외교 사절 초청 

관광 설명회 개최

05.11 장애자를 위한 ‘사랑의 관광’ 행사

06.30
국민관광본부로 개발본부 명칭 변경 

(대량 국민관광 시대 대처)

09.01 인천항에 관광 안내소와 면세 매점 운영

11.01 제주관광개발공사 합병 결의

11.10 외래관광객 200만 돌파

1989

02 1989 한국관광 편람 발간

03.03 제주 개발본부 출범

03

공사 CI(기업이미지 통일화 시스템) 도입  

※편집자주 : 로고 이미지로 변경

(태극4괘응용한 심볼과 국·영·한문 3가지 

로고 타입)

04.01 관광목적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실시

04.25 산정호수호텔 개관

04.28 남원유스호스텔 개관

05.23
근로청소년 초청 ‘우정의 관광’ 실시

(05.23∼25, 240명)

05.31 제주 중문골프클럽 개장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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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05.31
제1회 대학생 관광논문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09.07 국제 관광진흥전 개최

11
한국경제신문사 KETEL망에 관광정보

서비스 개시

12.08 국제회의 유치지원 협의회 설립

1990

02 건전관광 TV 캠페인 실시

02 영상물 1등상 수상(미국 테디 필름 콘테스트)

04.27 토론토지사 개설

06.04
일본지역에 한국관광홍보 TV광고 최초 

실시(총 34회, 매체 : TV도쿄)

09.19 베이징에 한국관광 홍보관 설치 운영

09.27 ‘1994 한국방문의 해’ 선포

10.16 헝가리 부다페스트지사 개설

10.30
134번 관광정보 자동안내 시스템’ 개통 : 

500여 주요 관광지 안내정보 24시간 안내

12.17 주한 미군 가족 ‘Reunion’ 방한 지원

12 <북한의 관광자원> 백과사전 발간

1991

03.01
94년 PATA 4대행사 한국 개최 결정

(91년 제1회 PATA 이사회, 발리) 

03 모스크바에 지사 설치

04.22
미주지역에 한국관광홍보 TV광고 최초 

실시(총 259회, 매체 : NBC, CBS 등)

05 건전관광 대국민캠페인 전개

06.07 서남관광개발공사 설립

06.17 삿포르지사 개설

06.20 모스크바지사 개설

07.01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국관광비디오 방영

07.10 전국 주요 해수욕장 전화 자동안내 실시

07.23 사단법인 관우회 창립

08.23
94 한국방문의 해 휘장, 로고 선정 : 

서울대 김교만교수 작품 ‘농악놀이’

10.28 근로청소년 초청관광 실시

1991
10.31 산정호수가족호텔 포천군에 기부체납

12.10 외래관광객 300만 명 돌파

1992

01.01 한국방문의 해 전담부서 행사부 신설

01.06 관광안내전시관내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 

03 제주 중문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

04.28 199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위원회 결성

06.14 1993 EATA 총회 제주 유치

1993

02.24
1994 한국방문의 해 및 1993 진흥사업

설명회 개최

02.27 93 서울국제연날리기대회 개최

06.14
제32차 EATA 연차총회 및 제47차 마케팅

회의 개최(06.14∼17, 제주 중문단지)

06.14 남원가족호텔 매각

07.23 국내 최초로 에스페란토어 관광홍보물 발행

08.31
94 방문의 해 마스코트 선정 : 김현 씨의 

초롱이와 색동이

09.19 제63차 ASTA 연차총회 및 교역전 참가

12.13
공사 라디오광고(친절서비스) 방송광고대상 

작품상 수상(한국방송광고공사 주최)

12
94 방문의 해 주제가 선정 

- Welcome to Korea

1994

01.01 94 한국방문의 해 행사 개막

01.22
눈축제 개최(01.22∼02.20, 용평, 무주, 

알프스리조트)

02.25
국제 연날리기대회 개최

(02.25∼27, 한강시민공원)

04.11

PATA 행사 개최 

- 관광교역전 개최(04.11∼14, 서울) 

- 세계지부회의 개최(04.14∼18, 경주) 

- 연차총회 개최(04.17∼21, 서울)

04.19
한국방문의 해 100만 번째 관광객 

입국환영식

04.25 가수 조용필 한국방문의 해 홍보사절 위촉

05 정부 매춘관광 추방 선언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1994

06.01

94 한국국제요리축제 이벤트 개최

(06.01∼30) 

- 국제웨이터경주대회 실시(06.04) 

- 국제요리경연대회 개최(06.10∼14)

11.03 외래객 3백만 명 입국 행사

11.14 밀라노지사 개설

11.26
태권도 한마당 94 개최

(11.26∼28, 올림픽공원)

1995

02.22 꿈나무관광단 행사 개최(소년 소녀 가장)

03.30 베이징지사 개설

05.23
조직개편 단행 : 6개본부를 4개본부로 축소, 

일본에 지역본부체제 도입

07.17 제1차 한중관광진흥회의 개최(07.17∼19, 베이징)

08.01 1995 한국요리축제 개최

09.14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및 뿌리찾기 지원

09.30 1995 이천 도자기축제 개최 지원

10.17 나고야지사 재개설

10.31 1995 한국스키관광교역전 개최

11.01 서남관광개발공사 흡수 합병

11.13 상파울로지사 개설

12.17 외국인근로자 서울시내 관광 지원

12
공사 슬로건 확정 - 세계속에 한국을 심는 

한국관광공사

12
관광정보데이터베이스 명칭 확정 : korea 

tourism database system, 약칭 KOTOUR)

1996

01.01
공사 영문명칭 변경, KNTC → KNTO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01.05
천리안, 하이텔, 01410 서비스 통해 관광

정보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무료 제공

01 미주에 수신자 부담 안내전화 설치

03.18
첨단 특수 항공촬영기법 통합 미주지역 

한국관광 홍보

07
일본지역 인터넷 및 FAX 정보서비스 통한 

한국관광홍보 실시

1996

09 질서 청결 범국민캠페인 전개

10
인터넷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 시작

(www.knto.or.kr, 영, 일, 중문)

11.01 관광정보 ARS 서비스 전면 개편

12.20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기반시설공사

기공식

1997

02 이달의 가볼만한 곳 추천 정보 제공

04 ‘토요관광문화교실’ 개설

06
홍콩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홍보간행물상’ 수상

07.05
제주 컨벤션센타 출자

(141억원, 총자본의 11.75%)

07.10
무료통역안내전화(Korea Travel Phone) 

서비스 개시

07.12
~

08.03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래객 쇼핑 

캠페인 실시

07.25 주문진 가족호텔 개관

10.17
달리는 관광안내소 ‘명예관광안내택시’ 

발대식

10 한국관광 홍보로고 탄생

12.26
관광정보 DB, 사진 및 지도정보제공 서비스 

개시(천리안, 01410 이용자)

1998

03.24 한국관광뉴스 영어판, 인터넷으로 제공

05.27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범 관광업계 대표자 

협의회 개최

06.02
경영혁신 구조조정 단행 - 2본부 7실·처, 

14부, 2해외지사 폐쇄 및 인력 21% 감축

1998
관광수지 흑자 37억불 달성 - 91년 이래 

8년만에 관광수지 흑자 실현

07.01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국민운동 전개

07.03 대통령 출연 관광홍보 CF 제작

07.15
지자체장 회의 개최 및 관광안내전화 

전국 동일번호 개통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580 부록 581



연표 연표

Corporate ChronologyCorporate Chronology

1998

08.22
최초의 관광목적 중국단체관광객 

입국(150명)

09.22 민통선내 안보관광 상품 출시

09.25
한국관광정보축전 연계 Travel Exchange 

개최 - 국내 최초의 인바운드 여행박람회 

10.01
관광안내전화 1588-1717로 전국 동일

번호 개통

10.13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발족

11 전국 Best & Worst 공중화장실 5 선정

12.02 방한 외래객 400만 돌파

12.02
공사,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관광부문 

공식추진 기관으로 지정

12.09
공사기획 스키상품 ‘Fun Sky Festival’ 행사 

실시(12. 9∼24)

12.09 사내 인트라넷 구축

12.11 정부투자기관 최초로 ‘무급휴직제도’ 도입

12.14
2차 경영혁신 구조조정 단행 

- 2실·처 3부 축소, 인력 9% 감축

12.18 중저가 숙박·음식점 예약 서비스 실시

12.18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재단장

12.28
공사 제2차 구조조정 단행, 명예퇴직제도 

변경시행, 공기업 최초 무급휴직제도 도입

12.28
전국 관광안내소 심벌 i로 통일 및 

일원화 촉진

1999

- 팀(Team)제 도입

01.30 ‘관광진흥 10대 기획사업’ 확정 발표

02
10대 기획사업 일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계획 수립

04.18
한국관광홍보 CF ‘Welcome to Korea’ PATA 

국제 마케팅 부문 금상 수상

04.28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실시(4.28∼5. 5) 

- 쇼핑관광활성화 목적, 전국 1만여 

점포 참여

04

관광공사 화장실 문화 개선 강화

(http://www.toilet.co.kr) 개설, BEST 5, 

WORST 5 선정

1999

05 1지역 1명품 1명소 사업 추진

07.14 TIC 인간문화재 작품 전시 판매장’ 개관

07.22
“한국으로 오세요” - ‘중국관광객 유치홍보

단’ 사업 추진

08.27 한국 화장실문화협의회’ 창립 총회 개최

09.20 관광안내 전화 1330 개설

10.06 경주관광개발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로 개칭

10.23
금강산 외국인초청 시범관광 실시

(10.23∼11.01)

12.08

제1회 한국관광대상 시상식 개최 - 정동진 

해돋이 관광열차를 개발한 ‘철도청 박세훈씨’ 

대상 수상

12.10
2001 한국방문의 해 홈페이지

(www.2001visitkorea.com) 개설

12.15
중국 인기가수 쑨위에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

12.28 공사 1급 직원 연봉제 도입

12.31 퇴직금 누진제 폐지, 경주관광교육원 폐쇄

12 가볼만한 곳 100선’ 발간

12
1지역 1명소 1명품’ 발간 - 209개 명소, 

179개 명품 선정

2000

01.28 관광공사 소장 미술품 62점 기증

01
공사, 일본 유력관광전문지 TM 국제관광국 

부문 대상 수상

01 사보 제호 ‘청사초롱’으로 변경

01
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로  

새단장

02.01 ‘관광통역안내원 정보센터’ 홈페이지 오픈

03.02 비전 2004 선포식 개최

04.07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실시

04.19
다중화장실 개방 사업 실시 - 이태원음식점 

‘청사초롱’에 첫 번째 다중화장실 표지 부착

05.16 서울국제회의산업전 개최

07.19 영화 ‘쉬리’ 열풍 이용 관광상품 개발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2000

08.29
현대아산(주)과 업무협정 체결 - 남북연계 

관광상품 공동 개발 및 해외홍보, 마케팅

09.04 북한관광정보 전문웹사이트 오픈

10.17

공사 지하 1층 관광안내전시관 대규모 

리노베이션(one-stop service system 도입)  

- 2002년 월드컵 이벤트홀 자료실, 상영관

(쌍방향 영상미디어 등 최신 설비를 갖춤)

10.18 중남미여행업협회 총회 경주 유치

10 134 자동응답서비스 개시

11.07
2001 코탈 한국 총회 및 관광교역전 준비

위원회 발족

11 논현동 관광교육원 부지 ㈜동양고속에 매각

11 제2회 한국관광대상 ‘난타’ 대상 수상

12.08 외래관광객 500만 돌파 

12.12 디지털조선일보와 인터넷마케팅 업무 제휴

2001

01.01 ‘2001 한국방문의 해’ 개막

01.01
소사장제도 실시 - 부산영업소, 중문골프장, 

주문진가족호텔

01.01 인터넷면세점 오픈(www.dutyfreekorea.com)

01.12
PATA 이사회에서 2004 PATA총회 제주유치 

확정

01 ‘한국관광 가이드북’ PATA서 금상 수상

03.29
공사 면세점 ‘Duty Free Korea’ 

인천신공항 입점

03.30 일어 관광홍보사이트 ‘tour2korea.com’ 오픈

05.14
COTAL 총회 및 관광교역전 개최

(05.14∼18, 경주)

05.26

신한류·New Stream 행사 개최

(05.27∼06. 02) - 쇼핑코리아 - 한중스타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 개최

06.04
명예통역안내원, 관광환경파수꾼 홈페이지

(www.goodwillguide.com) 오픈

06.20
현대아산(주)와 금강산 관련사업 참여 및 

백두산, 칠보산, 묘향산 등 사업협조 합의

06.21 비자카드와 공동 홍보마케팅 업무협정 체결

2001

08.29
월드컵 중저가숙박예약시스템

(www.worldin.com) 오픈

09.23 공사, 세계관광기구(WTO) 총회 행사 주관

09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02-2011)

확정

10.04 관광인력개발원 은평구 불광동 이전

10.17 모스크바지사 재개설

11
공사 홍보비디오 ‘판타지 코리아’, ‘비엔나 

국제관광영화제’, ‘우수상’ 수상

12.13 연봉제 전직원 확대 실시 노사 합의

12.27 주문진가족호텔 매각

07.06 ‘내 나라 먼저 보기’ 캠페인 전개

2002

-

월드컵대회 기간 중 

- 통역택시 11만대 이상 도입되어 

   통역서비스 12만 2천건 제공함 

- 관광안내소나 고궁에 2900여 명의 임시 

   통역안내원 배치

-

월드컵 홍보 계기로 CNN，Eurosport, STAR 

Sports 등 유력 위성방송에 관광 

홍보 CF 광고

-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

- 외국어 안내표기 오류 신고 센터 운영

01.16
134 관광정보 전화자동응답안내(ARS) 음성

인식 시스템 도입

01
월드컵 홍보, 판촉단이 12개국 17개 도시 

순회 홍보

01 한국방문의 해 행사 (2001-2002)

01
전세계 12개국에 월드컵 특별유치판촉단 

파견(1월~3월)

01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도입

01 음성인식 ‘134관광정보’ 서비스 시작

03.12 무인 관광안내도우미 등장

03
Tour2Korea.com 구축 완료

(외국어 관광정보안내 사이트)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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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3

Tour2Korea.com 한국여행 관련 우수사이트 

선정 - 일본 포털 사이트 올어바웃재팬

(all about Japan)

05.02 한국관광CF 위성방송 특별광고 실시

05.29  ‘외국인종합안내 1330 전화’ 24시간 운영 

05.31

월드컵 대회기간(5.31-6.30) 중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전화 1330은 2만여건 이용. 

-  홈스테이 민박 2000여 가정 확보, 월드

  인 사이트 통해 예약

- 전국 33개 사찰에 템플스테이 운영

06.12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 첫 관광상품화

06.26
관광진흥 아이디어공모전

‘문화체험 가족여행단 모집’ 대상 수상

06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금강산 외국인관광

객용 특별상품’ 공동판촉 개시

07.17 금강산 관광상품 일본지역 최초 판매

08.22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내관광활성화 

토론회 개최

10.07 해외시장정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

10.26
제1회 관광축제(Dynamic Korea Festival)

개최 

12.02 호주관광기자협회 2003년 총회 경주 유치  

12.31 ‘한국관광공사 40년사’ 발간

2003

-
tour2korea.com(한국 관광 해외홍보 시이트) 

8개 외국어 사이트 전면 개편

- 관광환경 파수꾼 제도

- 체험 가족여행단 프로그램 사업 시작

-
visitkorea.or.kr

(한국관광정보 국문 사이트) 개설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 사업기간 : 2000-2009(10년)

- 이라크 전쟁 발발

-

아름다운 관광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10인 선

정(2002년부터) - 한국관광대상 사업의 명칭

을 변경 시행

2003

-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01.01 내나라 먼저보기 여행코스 사이트 오픈 

01.20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첫 방한

01.21
해외홍보 대표 사이트

 www.tour2korea.com 개편 

02.19 2003 PATA Gold Awards 최우수상 선정

02.23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03.06 ‘2003 체험! 가족여행단’ 모집 

03.27 Tour2Kkorea.com 8개 언어로 서비스 

03 SARS 발생

03 제주국제컨벤션센타 개관

04.22 노무현 대통령, 한국관광홍보 특별CF 출연 

04.24 한국관광공사, 여행업계 e-마케팅 지원 

04 관광분야 IT 정보 무료서비스 개시

05.15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표준화센터』

설치 운영

05.21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 주최

 『한국문화관광축제』 성료 

05.25 2004년 『ASEAN NTOs +3』 한국 개최 결정 

05 아랍지역 트래블 마트에 최초 참가

07.04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visitkorea.or.kr), 

2003년 한국산업의 인터넷 파워(KWPI) 

여행정보 부문 1위 인증 

08.06 tour2korea.com 아시아 관광사이트 1위

09.01 금강산 육로 관광 개시

09.02 선불형 전자카드 Korea Travel Card 개발

10.09 2009 국제 로타리 총회 한국 유치

10.26
제7차 세계 국제회의 전문가 협회(ICCA) 

연차총회 및 전시회가 부산에서 개최

10.28

(주)제주국제컨벤션센타 앵커호텔 건립을 

위한 추가현물출자(16,140평, 148억 상당)건 

승인

11.25 이슬람권 관광객 유치증진 세미나 개최

12.30
내장산 리조트 개발사업 참여 

MOU 체결(공사+정읍시)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2004

- 마케팅 주제를 ‘한류’로 선정

-
중국인 단체관광객 출입국심사 무사증 

입국으로 환경 개선

-
구미주 시장 대상 태권도와 참선 중심 

한류 마케팅

- 웹기반 해외지사운영관리 시스템(OMS) 구축

-
2003년부터 관광안내전화 1330의 24시간 

운영 및 3자 통역시스템 도입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2008) 수립

01.27 PGA 주관 공식 골프대회 한국 최초 유치 확정 

01.27 드라마·영화 촬영지 여행정보서비스 개시

03.05
‘Korean Wave 2004’(한류관광의 해) 

출범 행사

04 관광공사 AACVB 회장국으로 선임

05.01 제1회 내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

05.11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만한 곳 100선 발간

05.18
‘한국관광공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무소’ 현판식

05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유치단 파견

06.04 위치기반 모바일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

06.07 찾아가는 정보서비스 ‘여행파발마’ 개시

06 ‘내나라 사랑여행 - Love Korea’ 캠페인

07.22 ‘2005 한일공동 방문의 해’ 선포 

207 ‘2005 한국방문의 해’ 선포

09.09 공사 TIC 내에 한류관 설치

10.04 관광안내소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11.01 인도 뭄바이에 한국관광공사 대행소 개소 

11.22

아시아 최초 US PGA(미국 프로골프협회) 

공인 대회 ‘코리아 골프챔피언쉽’ 제주 중문

골프클럽 개최

11.29
한국관광공사 - 코엑스, 제2회 내나라여행

박람회 공동 개최 

12.10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개소

12.12 한국관광공사 두바이지사 개소

12.15 한국 주요 관광지 지도보기 서비스 

2005

-

2002-2003년에는 ‘내 나라 먼저 보기’ 

캠페인(2001년부터 시작) 

2004년부터는 ‘내 나라 사랑여행 - 

Love Korea’ 캠페인 추진

-
2005년부터 국내 우수관광 프로그램 

사업 시행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깨끗한 

식당 선정 사업

-

조직개편을 통한 완전 팀제 구현

(6개 본부 체제구축) 

-   해외진흥본부와 국내진흥본부 통합, 

    관광마케팅본부화

- 관광테크놀로지본부 신설

-  권역별 협력단 설치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 문화유산해설사 활성화 제도 시행

-
최초로 WTO의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한국’ 선임

04.18 한류관광마케팅, PATA 금상 수상

04.21 카지노사업 자회사’ 설립 박차 

05.12
제4차 APEC 관광포럼 부산에서 개최 -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05.25 농·산·어촌 1.5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05.27
관광공사 - 문화재청간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05
제26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 

부산에서 개최

06.03
관광테크놀로지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도약

(3R 프로젝트 추진)

06.13 한국관광공사, 지방이전 노사합의

06.20
Tour2korea.com 전 세계 관광청 

사이트 중 1위

06 호주서 대장금 관광상품 출시 

06 금강산 관광객 100만 명 돌파

07.14 백두산 관광 사업 참여 합의 - 공사, 북측 아태

07
C-Korea 2010 수립, 발표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청사진)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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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8.23 공사 CI 선포식 개최

08.25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

08
여행바우처 제도 실시 (저소득자 대상으로 

정부가 국내여행 경비 일부 지원)

09.22
관광정보제공 서비스 부문 ISO 9001 

인증획득 

10.22 러시아 최초 한국 수학여행단 방한

10.23
평양 관광수용태세 개선 물자지원 및 묘향

산-평양 관광단 방문

10.27 백두산지구 포장 확인 및 답사 실시

11.26 청계천 문화공간 ‘T2마당’ 오픈

11 APEC 정상회의 부산 개최

12.03
백두산 관광 수용태세 개선 물자지원 및 

현장답사(1차)

2006

- 오감여행상품 국내 홍보

- 내 나라 함께 가꾸기 사업 추진

- U-Tourpia 사업 추진

01.11 이슬람지역 아랍어 웹사이트 개설 

02.28 관광사업, 수출산업으로 인정

04 아시아지역 한국관광 TV광고 스타트

05.01 “구석구석 국내관광 캠페인” 전개

05.16
중저가 숙박시설/서비스 인증제도 

공식 도입

07 한국관광공사 혁신 최우수 향상기관으로 선정

08.21 무슬림 및 베트남 시장 활성화 로드쇼 개최 

09.22
화원관광단지, 골프장리조트 착공으로 개발

사업 가속화  

09.29 해외지사에 ‘코리아플라자’ 개소

09.30 LA 코리아 센터 개관

10.25 외래관광객 500만 명 돌파

01
구석구석캠페인 광고 대한민국 광고대상 

은상 수상

12.01 <한국을 팔아먹는 사람들> 발간

2006

12.06
제1회 Korea in Motion

(공연관광 마케팅 이벤트) 개최

12.06
제6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대회서 

국무총리상 수상

12.14 가수 ‘비’ 2007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21 2006년 외래관광객 600만명 돌파 

2007

-
2007 비보이 세계대회 ; “2007 R-16 Korea 

Sparkling, Seoul” 개최(제1회)

- 하반기에 ‘관광자원 DB 활용 공모전’ 실시

01.26 중국 광저우지사 및 코리아플라자 개소

01
한류드라마 속의 그 곳 - ‘대한민국 여기가

어디지?’ 책자 발간

02.02
대장금 팬미팅 투어를 통한 日관광객 

900여 명 유치 

02.14
한국형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BENIKEA) 출범 

03.05 T2 아카데미 개소 

03.06 온라인/모바일 전자지도 서비스 개시 

03.07
세계 최대 관광박람회 ‘ITB 2007’ 참가, 

2년 연속 우수 전시관 수상

03.25 ASTA(미주여행업협회) 총회, 제주에서 개최 

04.06 ‘구석구석’ 광고, 국내 4대 주요 광고상 수상 

04.10 한국 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 탄생

04.24
국내 최초 한국형 관광호텔 체인브랜드

‘베니키아’ 공식 출범 

04 인도에 관광유치단 파견

05.06
종묘제례 투어상품 개발, 일본 관광객

1000명 유치

05.22 중동 최초 한국관광 로드쇼 개최 

05.28 금강산면세점 개점 

05.31
~

06.03

비보이 세계대회 R-16 Korea Sparkling, 

Seoul 제1회 개최

06.08 ‘방콕 코리아플라자’개소 행사 개최 

06 내금강 관광길 개시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2007

07.05 상하이 코리아센터 개관

07.23
2009년 국제 SKAL클럽 아시아총회 

한국유치 성공 

09.17
한국의료관광체험행사(Fam Tour) 및 

세미나 개최 

09.21 방한 외래관광객 1억 명 돌파 

09.28
한국관광 홍보영상(Korea, Sparkling), 

2007 PATA Gold Award 수상 

09
일본 도쿄 개최 한일관광장관회담에서 

2008년을 ‘한일관광교류의 해’로 지정

10.05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함께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개설 

10.11 ‘싱가포르 코리아플라자’ 개소 

10.11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 

01 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11.09 홍콩 코리아 플라자 개소

11.26
백두산관광 수용태세 개선 물자지원 및 

현장답사(2차)

12.15
개성시내와 박연폭포 관람 당리 코스의 

개성관광 시작

12.24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관련

 ‘태안 지역 찾아가기’ 캠페인 전개 

2008

- 2008년에 시티투어 표준모델 구축

01.17 전북지사 개소 

01.29
한국관광홍보물, 세계적 광고제

‘아드리안 어워즈’에서 금상 등 수상 

01.31
한국관광영상, 세계 3대 영상제 ‘New York 

Festivals’ 에서 최초 그랑프리 수상

01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100선’ 발간

02.14 2008년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02.18
‘33 관음사찰 순례상품’ 조계종과 

업무협약 체결 

03.05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공사 기공식 개최 

03.05
베를린 세계관광박람회에서 한국관 

최우수전시관 수상 

03.13
한국관광달력, Mercury Excellence Awards

에서 금상 수상

03.19
‘구석구석’ 광고, 2008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03.26 2008 일하기 좋은 기업 大賞 수상

03.28
새로운 관광브랜드 ‘슬로시티’ 

관광상품화 추진 

2008

04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PROGRESS-I) 

발표

05.16 인도시장 공략위해 뉴델리지사 개소

05.23 2008 굿스테이 신규 인증 실시 

05.28
외국인 PLZ 자원-개성 연계한

남북관광상품 출시 

05.30 <2008 한국 의료관광 컨퍼런스> 개최 

05 2012 세계조리사회연맹총회 한국 유치

08.06 한국33관음성지 일본인 순례단 첫 방한

10.22
한국관광공사 - 허벌라이프 MOU 

조인식 개최 

10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선포

11.06 쿠알라룸푸르에 ‘코리아플라자’ 개소 

12.17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12.22
주요 지역 외래관광객 안내표지 개선사업 

전개

12
MICE, 의료관광 부문이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방안 포함

12.31 오시아노 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 완료

2009

-
‘관광수용지수’에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지수’ 부문 도입

01.01 코리아컨벤션뷰로 기능 강화 (본부로 승격)

01.16 한국관광공사 중국 선양(瀋陽)지사 개소 

01.26
Adrian Awards 광고제에서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02.05
G마켓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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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3.11

세계최대 관광박람회 ‘ITB 2009’ 참가, ‘ITB 

2009년 최고의 전시관(Best of Best)’으로 

선정됨.

03.17 한식세계화 재단 출범

03.26
한국 MICE산업 발전방안 포럼 개최 

(송도 컨벤시아)

03.31
2008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기업 확정 

04.10
2008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기업 확정 

04.28 모바일 관광쿠폰 서비스 시행

04.29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베니키아) 사업 추진 

05.20 ‘DMZ! 평화·생명지대(PLZ) 횡단코스’ 개발

05.28
2009 한국 최고의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

06.18
한국관광공사, 일본호텔에서 일할 청년인턴 

40명 선발

07
의료관광원스톱서비스센터 설치

(인천공항 2개소, 관광안내정보센터 1개소)

08.14
관광전자지도 인프라 지자체 공동서비스 

확대

08.26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공사 사옥 지하 1층 TIC 내) 개관

09.25
‘2008년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아시아태평

양관광협회(PATA) 최우수마케팅으로 선정

09 국내관광정보 사이트 ‘트래블아이’ 오픈

09 의료관광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

10.13
한국의 레일크루즈 “해랑”을 활용한 

지방투어상품 개발 지원

11.23 외래 관광객 수 700만명 돌파

12.10
2015년 ‘세계알레르기학술대회’ 한국 

유치 성공

12.29
‘한국관광 숙박 길라잡이’

(www.visitkorea. or.kr) 사이트 오픈

2010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개최

- Korea, Be Inspirded 슬로건 사용

02.26
한국관광공사-전라남도 간, F1대회 

관광협력 MOU 체결

03.11 (사)한방의료관광협의회 발족

03.17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 주체 공사로 

명문화(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03.15 독일여행업협회(DRV) 연차총회 대구 유치

06.14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 2군 부문] 1위 달성

07.09 MICE정보시스템 K-MICE 서비스 개시

08.02 외국어 음식 커뮤니티 사이트 오픈

08.03
녹색여행 홍보만화,

‘초롱아, 녹색여행을 부탁해!’ 발간

08.26 베니키아, 객실예약 자동화 시스템구축 

09.17
한국관광홍보영상, 

2010 PATA Gold Award 수상

10.13 제5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10.30 ‘경주 관광 르네상스’ 행사 개최

11.05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선정 스마트폰 

투표 이벤트 개최

11.11
서울 G20 정상회담

(T20 장관회의 : 10.11~13, 부여)

11.24 2010 한국MICE산업전 개최

11.29
외래관광객 800만 번째 입국객 환영

행사 개최

2011

-
2010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고객만족도 부문 1위 선정

01.03
한국형 B&B(Bed&Breakfast)인

‘코리아스테이(Korea Stay)’브랜드 런칭

12.31 외래관광객 979만 명 돌파

연대 일자 주요내용 연대 일자 주요내용 1.�설립�목적

본회는 한국관광공사 퇴직자 모임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므

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4.�사무국�정원

정원(총 4명) : 이양석 회장(비상임), 김재옥 수석부회장(비상임),  오태육 사무국장(상임), 박옥경 사무원(상임)

5.�회원

본ㆍ지회별 정회원과 명예회원 473명, 고문 13명

 - 정회원(총469명) : 본회 394명, 경주지회 13명, 서남지회 3명, 제주지회 13명, L.A.지회 40명, N.Y.지회 6명

 - 명예회원(총4명) : 본회 4명

2.�연혁

1972.04 한국관광공사 퇴직 간부사원을 회원으로 하는 ‘관우회’ 발족

1991.07.23
한국관광공사 퇴직 임직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觀友會 창립총회를 개최, 개편 설립

1991.09.10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 취득(설립등기 : 1991.０9.25)

1992.01.05 미주, L.A.지회 결성 - 지회장 : 손동주

1992.01.19 미주, N.Y.지회 결성 - 지회장 : 김용욱

1992.02.15 영남지회 결성 - 지회장 : 오문환

1992.09.05 사무소 이전(이전등기：1992.12.0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8-7 ）

1994.08.31 본회 임원개선 - 회 장 : 최두형

1994.09.22 정관개정(교통부장관 허가)

1994.10.27 영남지회 임원개선 - 지회장 : 이길행

1995.04.12 정관개정(문화체육부장관 허가)

1995.10.28 미주, L.A.지회 임원개선 - 지회장 : 이규철

1997.08.29 본회 임원개선 - 회장 : 김기억

1997.11.01 영남지회 임원개선 - 지회장 : 이종인

1997.12.30 사무소 이전(이전등기 : 1998.０1.23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6-8）

2000.02.14 본회 임원개선 - 회장 : 민병진

2000.03.06 정관개정(문화관광부장관 허가)

2000.05.24 정관개정(문화관광부장관 허가)

2001.12.22 사무소 이전(이전등기 2002.02.19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818-34）

2004.02.18 본회 임원개선 - 회장 : 이시우

2004.04.02 정관개정(문화관광부장관 허가)

2006.02.20 본회 임원개선 - 회장 : 정용

2007.04.27
본회 임원개선 - 정용 회장 별세(2007.０4.20)

　　　　　　  - 회장직무대행 : 이양석 

2007.11.27 본회 임원개선 - 회장 : 이양석

2007.12.24 사무소이전(서울 중구 소공동117 한국YMCA전국연맹빌딩 604호)

3.�기구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

회�장 이사회

지회

경주지회 제주지회 L.A 지회 N.Y 지회서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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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흑룡의 해는 외래관광객 천만시대가 활짝 열리고 한류 문화의 꽃인 K-POP이 세계 지구촌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류 콘텐츠 하나로 향후 100년을 먹고 살아갈 만한 

자원을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있는 지금, 공사는 창립 반백년을 기념하여 「한국관광공사 50년사」

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사는 지난번 발간된 25년사(1987), 40년사(2002)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되는 관광 한국의 대역사서이다. 

「한국관광공사 50년사」는 집필 내용과 디자인 이미지 양 측면 모두에서 기존 사사와 많은 차별화를 

시도하여 ‘재미있는 사사’, ‘읽히는 사사’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번 50년사 편찬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의 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가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산 역사의 힘줄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한국관광공사 50년사」는 본책과 별책으로 구분하여 편찬되었다. 본책은 공사의 50대 ISSUE를 

선정하여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집필되었으며, 별책은 본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집필함으로써 흥미와 가독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50년사」

발간에 있어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인터뷰를 통하여 역사적 재조명을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2010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사사를 편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공사 경영지원팀과 각 팀

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관우회 

이양석 회장님을 비롯하여 김재옥 부회장님, 오태육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관

우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과 자료 제공,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있었기에 본 사사 편찬이 가능했

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책 집필을 맡아 주신 박철우 작가님과 별책을 집필하신 이필용, 김병선 작가님, 다니기획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한국관광공사 50년사」발간을 위해 묵묵히 작업 해 온 사사편찬실 전현직원 

모두는 오늘의 이 작업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한국관광공사 50년사」속에는 

공사의 어제와 내일, 감동과 재미 그리고 반성과 교훈이 숨어있다.  본 50년사가 지루한 역사서가 

아니라 재미있게 널리 읽히는 미래지침서가 되기를 기원한다. 

KTO여 영원하라 !

2012년 6월

한국관광공사 사사편찬실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편찬대행 (주)다니기획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5 청림빌딩 3층

 02)545-0623 ┃ www.dani.co.kr

총괄기획 추기숙

기획 및 편집 김병선, 김진희

집필 박철우, 김득순

교정 강신애, 고  건

디자인 김선희

제작진행 사재웅

인쇄제작 서진문화인쇄사

편찬 TFT                                                   

편찬위원 김조영, 고종화, 이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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