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YFP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10 개년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
www.unep.org/10yfp/tourism
STP 의 목표
10 개년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10YFP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STP)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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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접근방식(life cycle approach)을 도입하며, 이해관계자간 협력과
성과기반의 사업이행을 강조한다.

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양식을 관광관련 정책과 계획에 통합한다.
관광산업의 SCP 이행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에
협력을 도모한다.
관광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이 지침과 도구 및 전문적 해결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환경에 대한 관광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고 SCP가 산업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 투자와 재정을 강화한다.

STP 의 비전
“우리는 전세계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도입하여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YFP란?
10 개년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양식 프로그램(10YFP: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은 Rio+20 정상회의에서 나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10YFP 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0YFP 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정착을 위해 개도국에게 역량개발 및 전문적
지식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간
협력과 혁신을 제고한다. 10YFP 는 6 개의 하위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사무국의 역할을 하며
신탁기금(Trust Fund)을 관리한다.

왜 10YFP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인가?
관광은 세계 주요 경제산업 가운데 하나로서 중요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낸다. 관광산업은 세계 GDP(직간접, 유발)의 10%,
수출의 6%, 11 개 직업 중 1 개를 차지한다. 2015 년 세계 관광객
수는 11.84 억명으로 1.5 조달러 규모의 수출 효과를 발생시켰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5 년 세계 관광객 수는 4% 이상
증가하여 2010 년부터 6 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2030 년경 세계 관광객 수가
18 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광이 정교한 공급망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가진 종합적인
산업이라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저탄소배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관광 기획과 운영에 있어 수명주기 접근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10 개년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 향후 10 년으로의 전환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의 시작은 2002 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담(WSSD)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회담은 각국 정부에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 개년 계획"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2003 년 해당 계획의 구축을 위해 다자간
구상인 마라케시프로세스(Marrakech Process)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지속가능관광발전국제위원회(ITF-STD)는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제정했다. 2011 년 지속가능관광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은 ITF-STD 의 정책권고안
이행을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는 2015 년 2 월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가 되었다.

10 개년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10YFP STP)
미션 & 목표
10YFP STP 는 자원효율적 저탄소 관광 기획, 생물다양성 손실 경감, 생태계 보호, 문화유산 보전, 빈곤 완화, 지속가능생활 장려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혁신적 프로젝트와 우수 관행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영역

1
2
3
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SCP)을 관광관련
정책과 계획에 통합한다.

•
•
•
•

관광산업의 SCP 이행성과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간에 협력한다.

환경에 대한 관광산업의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투자와 재정을 강화한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이해관계자간 협력과 공동활동을 장려한다.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 여행지와 관광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 도구를 개발한다.

지침과 도구 및 기술솔루션의 적용을 촉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SCP 양식을 정착시킨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SCP 원칙과 목표를 통합한다.
• 정책 이행을 감시한다.

• 관광가치사슬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진행한다.
• 소비자의 선택과 관광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 지속가능한 관광 투자와 재정도구의 활용을 장려한다.
• 지속가능한 관광 투자와 재정을 정착시킨다.

관광산업의 발전에 관한 수명주기 접근법
10YFP STP 는 관광과 관련된 기획, 투자, 운영, 관리 등의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감독 및 평가에
있어 수명주기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

10 개년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10YFP STP) – 운영 조직 구조
10YFP STP 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주관(Lead)하고 모로코, 프랑스, 한국 정부가 공동주관(Co-Leads)한다. 주관사와
공동주관사는 다자간자문위원회(MAC: Multi-Stakeholder 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받으며, 해당 위원회는 아래 기관 및 조직의
대표 22 인으로 구성된다.
필리핀 관광부, 공정무역관광, 독일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 칠레 관광기업연합, 세계지속가능관광위원회, IUCN-WCPA
관광보호지역전문가그룹, 일본 에콜로지연합, 케랄라 관광여행교육원, 한국 생태관광협회, 카보베르데 관광투자사업개발부,
크로아티아

관광부,

남아공

관광부,

경제협력개발기구,

열대우림연맹,

남아프리카

지역관광기구,

남태평양관광기구,

지속가능관광기구, 국제생태관광협회, TUI 그룹,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 세계여행관광협회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전세계 87 개 파트너
(2016)
서유럽 및 기타 그룹: 36

국제: 1

동유럽 그룹: 5

IO: 1
NGO: 17
AC: 5
PS: 11
PS-NPO: 2

IO:1

NGO: 2
AC: 1
EXP: 2

아시아태평양 그룹: 13
GOV: 1
NGO: 4
AC: 1
PS: 3
PS-NPO: 1
EXP: 3

남미 및 카리브
그룹: 23
GOV: 9
IO: 1
NGO: 3
AC: 2
PS: 4
PS-NPO: 1
EXP: 3

아프리카 그룹: 9
GOV: 1
IO.: 1
NGO:6
PS: 1

참고: 현재, 10YFP STP 활동 기관은 총 113 개로 이루어져 있다(4 개 주관/공동주관사, 22 개 MAC 회원기관, 87 개 파트너).

범례
•

GOV: 정부

•

PS-NPO: 민간(산업 협회, 사업 조직/비영리)

•

IO: 국제기구

•

EXP: 전문가(기술센터 및 서비스 제공자)

•

NGO: 비정부단체

•

NET: 네트워크(파트너십 및 컨소시엄)

•

AC: 학계

•

MDA: 미디어

•

PS: 민간부분(사업/영리)

•

기타

10 개년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10YFP STP)에 참여하세요!
10YFP STP 가 파트너를 기다립니다! 파트너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 세계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공동
실시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의 참여 파트너들과의 경험, 교훈, 모범사례 및 도구 등 공유 및
학습
 공공 토론, 협의 및 논의에의 참여 기회와 함께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 촉구 및 국제적
가시성 획득
 핵심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 기금 마련 및 10YFP 신탁 기금(Trust Fund)에 대한 자금 신청

참여방법
10YFP STP 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적 플랫폼 참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조직과

자세한 정보는 아래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문가(법적실체가 있는)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10YFP STP Coordination Desk: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Capitán Haya 42, 28020 Madrid, Spain
이메일: stp10yfp@unwto.org

@GlobalSCP
@10yfp
@10yfp_stp

웹사이트: http://sdt.unwto.org/sustainable-tourism-10yfp

10Y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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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Programme

SCP Clearinghouse
SCP Clearinghouse 는 SCP 관련 10YFP 의 통합 웹사이트입니다.
지금 회원이 되세요! http://www.scpclearinghouse.org/c/7-sustainable-touris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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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관광산업이 자원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
관광의 개발과 운영으로 천연자원은 고갈되어 왔고, 특히 물 부족,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황폐화 및 오염 등이 발생했다. 관광은 전세계 CO2 배출량의 5%에 달하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했다. 현재 추세와 전망에 따르면 관광산업이 계속 발전할수록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목 받는 여행지들도 환경의
직간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2050 년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소비(154%), 온실가스배출량(131%), 물소비(152%) 및
고형폐기물(251%)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관광관련 관행과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공급망 및 기타
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주요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산업이 제공하는 경제사회적
이익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10YFP STP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자원효율성, 운영효과, 신기술 사용을 제고하고,
각국 정책 및 법규정의 변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