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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최근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제주의 특
색을 살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제주형 테마거리를 조성할 필요성 대두
▮ 기존 먹거리 중심 테마거리를 탈피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공감할 수 있
는 콘텐츠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개발 필요

2) 연구목적
▮ 기존 먹거리 중심에 집중된 제주 테마거리를 탈피한 새로운 테마거리 조성
▮ 콘텐츠와 스토리가 있는 조성 기획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활성
화로 이어지는 테마거리 조성
▮ 저비용·고효율 테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제주 핫플레이스 개발
▮ 젊은 밀레니얼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 파악 제주지역 테마거리 입지조건 분석

2. 연구 추진 방향
1) 주요 연구 내용
▮ 밀레니얼 세대 겨냥 관광 테마거리 조성 기획
▮ 제주지역 테마거리 입지 조건 제시
▮ 슬로우 관광 및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
▮ 저비용·고효율 테마 관광상품 개발

2) 연구 추진 계획
▮ 현황 조사 및 선행 연구
▮ 우수 사례 조사 및 답사
▮ 테마거리 아이디어 수집
▮ 테마거리 아이템 선정
▮ 관광상품 콘텐츠 기획
▮ 전문가 세미나 개최

3) 추진 시 주의사항
▮ 주민 공감 및 상생방안 형성 필요
▮ 지자체 추진 방향성 및 정책 고려
▮ 지역 간 갈등 유발 또는 차별 없는 콘텐츠 기획
▮ 밀레니얼 세대의 의견 수렴 및 검토

3. 테마거리 조성 기획
1) 테마거리 조성 기획 추진 절차

2) 자료조사
▮ 밀레니얼 정의

▮ 테마거리 유형
구분

내용

예시
Ÿ

자연적
조성

과정

Ÿ
Ÿ

일정지역에 특화된 테마가 장기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집중되어 형성
보통의 국내외 유명거리가 해당

과정
인위적

Ÿ

전통적 특화요소가 부재하나 정책
적 의도에 따라 새롭게 조성

Ÿ

특화자원과 관련활동이 기존 가로
에 선형으로 입지 된 공간 형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여
양자 간의 통행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음

과정

가로형

Ÿ

공간
형식
Ÿ

특화자원과 관련활동이 하나의 단
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조성된 공
간구조

Ÿ

문화적 가치가 지대한 건축기념
물, 인물, 장소 등을 특화자원으
로 하여 조성된 공간

센터형

문화거리

Ÿ
Ÿ
Ÿ

인사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 문
화의거리, 대전 맞춤패션거리
비엔나 전통음악거리
브로드웨이 연극거리
암스테르담 꽃의거리

Ÿ
Ÿ

월미도 문화거리
도쿄 에비스가든, 시카고 neighbor
space+, 파리 viaducdes arts

Ÿ
Ÿ

서울 대학로, 대구 봉산문화거리
파리 몽마르뜨거리, 비엔나 음악의
거리, 요코하마 모토, 마찌패션거리

Ÿ
Ÿ

안산 성호공원
런던 바비칸센터, 볼티모어 찰스센
터, 파리 뽕삐두센터

Ÿ

암사동 선사문화거리, 충무로 영화
거리, 부산 BIFF거리
오스트리아 찰스브루크음악거리, 베
를린 운터덴린덴거리

Ÿ

특화
자원의
내용적

Ÿ

상점들이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
구매의 편리성, 저렴한 가격 등을
특화자원으로 하여 조성된 공간

Ÿ

주변경관의 수려함을 특화자원으
로 하여 조성된 공간

상업거리

Ÿ
Ÿ

대구 패션거리, 대전 가구거리
멜번애크랜드거리, 보스턴 다운타운
크로싱

Ÿ

부산 달맞이언덕거리, 대구 동대구
로, 덕수궁 돌담거리
센느강 강변거리, 런던 밀레니엄 보
행자전용다리

성격
경관거리

전통

Ÿ

문화의
문화적
특성

거리
젊은
문화의
거리

Ÿ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예술자원
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특화하
여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자
조성된 공간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현대문화
시설과 행사, 식당, 주점 등이 많
이 들어서 있는 공간으로 주 이용
객도 젊은 층으로 구성

Ÿ

Ÿ

인사동 문화예술의거리, 비엔나 음
악의거리

Ÿ
Ÿ

대학로, 홍대 문화의거리
Harvard Square, 예일대의 Chapel
/College District

▮ 도외 테마거리 사례
§ 서울특별시 : 압구정 로데오거리, 이대특화거리, 건대 로데오거리
§ 경기도 :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 보정동 카페거리, 장리단길,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행복로 문화의 거리
§ 인천광역시 : 송월동 동화마을 특화거리, 근대개항장 특화거리, 송월동 카페 특화거리
§ 광주광역시 : 예술의 거리,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임동 야구거리
§ 대구광역시 : 대명공연거리, 안지랑곱창골목, 서부오미가미거리, 앞산카페거리, 모다
먹거리
§ 부산광역시 : 서면특화거리, 전포카페거리, 젊음의 거리, 엔터테이너거리
§ 전라남도 : 녹동구항 음식 특화거리, 순천시 문화의 거리, 음식 특화거리
§ 전라북도 : 쌍화차거리, 동문문화거리, 짬뽕 특화거리
§ 경상도 : 봉황로 문화의 거리, 영덕 대게거리
§ 충청남도 : 꽃피는 여성 친화 골목길
§ 충청북도 : 문화의 거리 및 명소화 거리

▮ 도내 테마거리 사례
§ 서귀포시 명동로 이중섭거리, 제주시 건입동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서귀포시 아랑조을
거리, 제주시 건입동 흑돼지거리, 서귀포시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서귀포시 대정읍 방
어축제의거리, 제주시 일도2동 국수문화거리, 제주시 용담1동 서문가구거리, 제주시
일도1동 제주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상점가, 제주시 이도1동 중앙로상
점가,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3) 키워드 조사
▮ 테마거리 키워드 도출 전략

MZ트랜드 분석

타지역 벤치마킹

제주지역 핫플레이스

제주 산업 및 자연적 특성

제주 문화 및 축제 관련 특성

Ÿ

MZ세대의 트렌드를 선 분석하여 각 트렌드에 맞춘 테마거리 아이템 제안

Ÿ

해당 테마거리 아이템에 맞는 대상과 장소 선정

Ÿ

타 지역의 우수 테마거리 모델을 제주지역 맞춤형

Ÿ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장소 선정 필요

Ÿ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제주 장소를 중심으로 테마거리 조성

Ÿ

지역 상권 분석과 인기 원인에 대한 보강 조사 필요

Ÿ

제주지역 산업적,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테마거리 아이템 구상

Ÿ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요인 접목

Ÿ

제주지역 전통문화와 축제 등의 관광상품으로 테마거리 아이템 구상

Ÿ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요인 접목

▮ 키워드 아이디어 맵

▮ 테마거리 키워드별 종합의견 정리
키워드
메타버스

캐릭터
놀이

피크닉

종합의견
Ÿ

것 같음
Ÿ

오름

돌하르방

감귤

돌담

책방

문화예술

플리마켓

한복

제주도 특화 캐릭터(돌하르방)거리를 만들면

MZ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다

양한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거리가 될 것 같음
Ÿ

제주도의 전통놀이를 이용한 거리를 만들면 특색 있는 거리가 될 거 같음

Ÿ

제주도에서 피크닉을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니즈가 있음

Ÿ

피크닉장소, 피크닉 세트 대여 및 판매 추가 수익 창출 필요함

Ÿ

’제로웨이스트’와 같이 환경과 관련하여, 상품을 개발 해야 함

Ÿ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캠핑

캠핑

드라이브

ICT기술을 이용한 거리를 만들어 특별함과 재미를 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장을 제주도에서 제공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음
Ÿ

전기차를 이용한 차박 캠핑 유도 가능할 것임

Ÿ

제주지역특성상 렌터카 비율이 높은 만큼 ‘드라이브 스루’ 거리 혹은 기존 해안도
로가 아닌 새로운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면 꾸준히 인기 있을 것임

Ÿ

오직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 필요함

Ÿ

오름과 연계된 지역 행사, 축제가 많아(EX,새별오름) 다양하게 접목가능 함

Ÿ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상징, 오직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 필요함

Ÿ

돌하르방 조형물들을 전시하여 포토 거리 조성이 가능함

Ÿ

감귤 모양의 다양한 제품, 먹거리와도 연관 됨

Ÿ

감귤 조형물, 포토존 활용 가능함

Ÿ

돌담이 있는 제주 폐가, 빈집 리모델링하여 돌담 마을 조성 가능함

Ÿ

거리와 마을에 포토존, 벽화 그리기 체험 등 제주도만의 차별화 관광 가능할 것임

Ÿ

유행성을 많이 타지 않음

Ÿ

플리마켓과 연결 가능함

Ÿ

전반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찾을 수 있다고 예상 됨

Ÿ

안 좋은 날씨에도 실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됨

Ÿ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함

Ÿ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음

Ÿ

MZ세대에게 체험과 경험이 중요함

Ÿ

레트로가 유행시작이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성행됨

키워드
설화

종합의견
Ÿ

레트로, 복고와 함께 제주 역사와 설화를 함께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음

Ÿ

양조장투어, 주류(맥주)수업 등 단순 먹거리가 아닌 체험 활동을 겸비해 제주도에

주류

서만 즐길 수 있는 술 문화, 체험 투어를 접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함

야시장/푸드

향토음식

카페거리

해양레포츠

Ÿ

단순한 밤 문화, 먹거리체험이 아닌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체험활동, 볼거리(감귤
주스 직접제조, 해녀축제등) 접목해서 거리를 만들면 좋을 것임

Ÿ

단순한 전통음식문화거리보다 전통음식문화거리에 전통체험과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면 MZ세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Ÿ

해안도로에 위치한 기존 제주도 카페거리에 바다 축제를 겸비한 이벤트를 만들거
나 축제를 만들면 좋을 것임

Ÿ

해양 레저는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유입인구가 늘고 있음

Ÿ

강원도, 양양이 MZ 서핑 목적지로 큰 인기가 있음

4) 키워드 선정
▮ 밀레니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키워드 1차 선정
§ 전문가 자문단 9인 대상 설문조사
§ 21개 테마거리 키워드를 13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5점 척도)
§ 학습효과, 직접체험, 문화예술, 자연친화, 힙플레이스, 프로슈머, 해안접근, 소셜미디
어, 시크릿, ICT융합, ESG, 방역, 스포츠케이션

▮ 설문조사 결과
§ 총 합계 점수에 따라 총 21개 키워드 중 상위 15개 키워드 MZ세대 설문조사 키워드
로 선정
§ 캠핑, 문화예술전시, 해양레포츠, 놀이/게임, 피크닉/산책, 메타버스, 오름 체험, 카페거리,
드라이브, 해녀, 플리마켓, 캐릭터/인물, 향토음식, 야시장/푸드, 책방
§ 최저 합계 점수 키워드 : 돌하르방
§ 최고 합계 점수 키워드 : 캠핑

▮ 밀레니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키워드 2차 선정
§ 제주여행 경험이 있거나 여행 예정인 전국 밀레니얼 세대(10~40대) 600명 대상 중
468명 응답(응답률 78%)
§ 인구통계학, 제주여행 이미지, 예비 테마거리 선호도

▮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귀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평소 제주도 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 평소 제주도 관광 요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 최근 1년 이내 제주도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제주 방문 시 동행자는 누구였나요?

§ 제주도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향후 1년 안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제주도 방문을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제주형 MZ테마거리 아이템 키워드에 대한 호감도를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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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데이터 분석 통계 결과
§ 전체 분야별 통계

▮ 2차 키워드 선정 기준

제주다운 요소

융합 가능 요소

비상설 → 상설거리

비호감이 적은 요소

친환경적 요소

Ÿ

제주다운, 제주에 맞는, 제주의 특성

Ÿ

제주의 문화, 자연, 환경에 조화로운

Ÿ
Ÿ

제주스러운 요소에 맞는지 판단
기존의 것과 어울리는지

Ÿ

새로운 것과 어울리는지

Ÿ
Ÿ

서로가 융합이 가능한지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도 향후 상설이 가능할 요소인지

Ÿ
Ÿ

지속적인 자금이 들어가야만 되는지
비호감이 적은 요소

Ÿ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Ÿ
Ÿ

누구나 공감하고 선호하는
자연 친화적이고 보존하는지

Ÿ

기존의 지역 문화와 어울리는지

Ÿ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 총 점수에 따라 MZ세대 설문조사 키워드 총 15개 키워드 중 11개 키워드 최종 키워드로 선정
§ 캠핑, 문화예술전시, 해양레포츠, 놀이/게임, 피크닉/산책, 오름 체험, 카페거리, 드라
이브, 해녀, 향토음식, 야시장/푸드

4. 테마거리 아이템 및 입지조건
1) 테마거리 아이템 및 이름
▮ 단독 테마거리 활용 가능 아이템

▮ 융합 테마거리 활용 가능 아이템(2가지)

▮ 융합 테마거리 활용 가능 아이템(3가지)

2) 테마거리 입지조건
▮ 단일 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기획

테마거리

상품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시설적 요소

지역적 요소

종류

(즐길거리, 수익성)

(환경이나문화)

(안전, 화장실 등)

(지역 상권, 동참 등)

향토음식

해양레포츠

카페거리

§ 음식점 운영

§ 음식점 상권

§ 음식 판매 및 체험

§ 지역 재료 수급

§ 밀키트 등 선물 포장

§ 지역 향토 음식 취급

§ 장비 렌탈 및 판매

§ 해안가 위치

§ 해상안전 장치 및 요원

§ 지역 해안가 공유 문제

§ 교육 및 레슨

§ 영업 허가 여부

§ 장비 렌탈 및 반납

§ 해상 안전 사고 무제

§ 숙박 등 부가서비스

§ 환경적(해안 쓰레기) § 탈의 시설 등

§ 해안 쓰레기 문제 등

§ 카페 운영

§ 유사 업종 간 밀집

§ 주차장, 화장실

§ 토지, 건물 임대보호

§ 식음료 판매

§ 지역 상권 융합

§ 도로 정비

§ 쓰레기 문제

§ 이벤트 운영 등

§ 지역 특징 내재

§ 인테리어(사진 촬영)

§ 주차 문제 등

§ 야시장 운영

§ 길거리 음식 섭취 가능 § 화장실, 주차장

§ 교통 혼잡, 야간 소음

§ 영업 허가권

§ 도로안전

§ 지역 상권 협력

§ 야간 즐길 거리

§ 식품위생법

§ 야간 운영 피해 최소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운영
§ 식음료 판매

§ 공연, 예술, 연주,
문화예술

그림, 사진, 벽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전시

§ 전시장, 박물관협업
§ 예술가들과 협업
§ 공모전 개최

§ 화장실, 주차장 등
§ 식품위생법

§ 충분한 공간 확보
§ 주차장, 화장실 등

§ 기존 음식점 상권 침해
§ 유사 업종 관리
§ 지역 상권 우선권 등

§ 지역 예술가 우선 협업
§ 기존 예술적 관광
지 활용

▮ 2개 융합 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기획
테마거리

상품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시설적 요소

지역적 요소

종류

(즐길거리, 수익성)

(환경이나문화)

(안전, 화장실 등)

(지역 상권, 동참 등)

향토음식
+
해녀
해양레포츠
+

§ 향토 음식 판매

§ 해녀 식당 유무

§ 해녀 식당(해녀의 집)

§ 해녀 체험 시설

§ 활동 해녀 유무

§ 화장실, 주차장 등

§ 해양 레포츠 렌탈, 판매

§ 카페와 레포츠 시설 군집

§ 교육, 체험 등

§ 해안가 시설

카페거리

§ 카페 운영(식음료 판매) § 영업 허가 여부

문화/예술

§ 예술 작품 체험 및 감상

§ 공간 제공

§ 피크닉 물품 대여

§ 작가와 상호 협조

§ 식음료 판매

§ 식음료 제공

§ ICT 기술 접목

§ 드라이브 코스 정보

§ 게임적 요소

§ 드라이브 인증

놀이/게임

§ 위치 정보 제공

§ 다른 키워드와 결합형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운영

+
피크닉/산책
드라이브
+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캠핑
+
드라이브

§ 오름 등반 및 해설
§ 행사 운영 등

§ 오름 보전
§ 친환경적 요소

§ 해녀 체험

§ 해안가 위치

§ 해녀 놀이(게임)

§ ICT 결합

§ 해산물 판매

§ 해녀 공동체 협의

§ 캠핑장운영 및 임대
§ 밀키트 등 물품 판매

§ 해양 체험 시설
§ 화장실, 주차장 등

§ 주차장, 화장실 등
§ 피크닉 공간 확보

§ 주차장, 화장실 등
§ 기타 편의시설

§ 어촌계 협력
§ 해안가 인접
§ 해안가 쓰레기 처리
§ 지역 해안가 공유
§ 공유 해안가
§ 교통 혼잡 문제 해결
§ 예술 공간 제공 및 활용
§ 외부 예술인 수용
§ 지역 주민 조화
§ 멀티 공간 공동 활용
§ 안전운전 지침 마련
§ 타 키워드 결합

§ 오름 주변 공간 제공

§ 야간 운영 허용

§ 주차장, 화장실 등

§ 오름 공간 활용 여부

§ 상하수도 시설

§ 관리 주체 필요

§ 해안가 및 해녀촌

§ 해녀 어촌계 결합

§ 주차장 및 화장실 등

§ 게임, 놀이 요소

§ 도로 코스 조성

§ 교통량 등 교토 안전

§ 캠핑장 환경 구축

§ 캠핑장 운영 가능

§ 법적인 운영 환경

§ 안전 시설 및 의료시설

§ 차량 운행 안전 조치
§ 캠핑장 운영 허가

오름체험

§ 오름 해설 및 캠페인

§ 오름 보전(친환경)

§ 오름 산책로 조성

§ 오름 활용 및 환경 문제

+

§ 피크닉 세트 상품 대여

§ 안전 등반 및 서비스

§ 피크닉 환경 제공

§ 피크닉 쓰레기 처리

피크닉/산책

§ 식음료 판매

§ 쓰레기문제 이슈

§ 주차장, 화장실 등

§ 산불 등 취사 문제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운영

§ 영업 허가 여부

§ 주차장 및 화장실 등

§ 야간 운영 및 길거리

§ 야시장 운영

§ 야간 운영 협조

§ 음식물 섭취 장소 등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카페 운영

§ 카페 상권과 협의

§ 쓰레기 처리 시설 등

§ 교통 혼잡 해결

+
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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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융합 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기획
테마거리

상품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시설적 요소

지역적 요소

종류

(즐길거리, 수익성)

(환경이나문화)

(안전, 화장실 등)

(지역 상권, 동참 등)

향토음식
+

§ 향토음식점 운영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야시장 운영
+

§ 지역 향토 음식
§ 운영 허가권 등 조율

§ 음식물 섭취 장소 제공
§ 주차장 및 화장실

§ 음식물 섭취 관리
§ 쓰레기 처리 문제

§ 카페 운영

§ 기존 상권과 융화

§ 운영 허가권 및 법률적

§ 캠핑장운영(임대)

§ 오름과 캠핑 결합 허용

§ 오름 주변 공간 제공

§ 오름 환경 보전 측면

§ 굿즈 판매

§ 환경보호 차원의 운영

§ 캠핑 가능 환경 조성

§ 캠핑 화기류 취급

§ 오름 해설 및 캠페인

§ 친 환경적 요소

§ 충분한 차량 주차 공간

§ 차량 안전 운행 등

§ 해녀 체험(해산물 판매)

§ 해안가 및 운영 허가권

§ 레포츠 강습, 체험

§ 놀이 결합 및 기술력

§ 장비 대여

§ 해양 스포츠 결합 등

카페거리
캠핑
+
드라이브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

§ 해안가 주변 해녀촌
§ 해양 레포츠 시설

§ 해안가 안전 사고 조치
§ 해녀 어촌계 협의
§ 해안 쓰레기 처리

해양레포츠

3) 테마거리 명칭
▮ 단일 키워드
테마거리 종류

테마거리 명칭(안)

향토음식

Ÿ

제주 전통음식과 함께하는 거리

해양레포츠

Ÿ

제주 마린 스포츠 거리

Ÿ

쪼골락 카페거리(작은 마을을 카페거리로 재탄생 시킨 경우)

Ÿ

랍다 제주 카페거리(즐거운 제주 카페거리)

Ÿ

제주 밤 시장 거리

Ÿ

제주 먹거리 거리

Ÿ

제주 푸드 나이트(food night) 거리

Ÿ

왕 봅서즐깁서 거리(와서 보세요, 와서 즐기세요)

카페거리

야시장/푸드

문화예술

▮ 2개 융합 키워드
테마거리 종류
향토음식 + 해녀

해양레포츠 + 카페거리

문화/예술 + 피크닉/산책

드라이브+ 놀이/게임

야시장/푸드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캠핑 + 드라이브

오름체험 + 피크닉/산책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

테마거리 명칭(안)
Ÿ

해녀가 얘기하는 전통음식 이야기 거리

Ÿ

해녀가 있는 전통 맛집 거리

Ÿ

바다에서 놀멍놀멍 거리(바다에서 놀자)

Ÿ

제주 바다랑커피랑거리

Ÿ

제주 바다와 커피거리

Ÿ

제주 wave &coffee 거리

Ÿ

보면서 쉬면서, 놀멍놀멍봅서거리

Ÿ

문화가 있는 피크닉 거리

Ÿ

문화가 있는 산책거리

Ÿ

“느영 나영”(너랑 나랑)드라이브 거리

Ÿ

제주 fun &drive 거리

Ÿ

오름 안에 맛집 탐방 거리

Ÿ

제주에서 오르go 먹go 거리

Ÿ

해녀와 놀당 갑서 거리

Ÿ

해녀가 알려주는 놀이 거리

Ÿ

오토 캠핑거리

Ÿ

캠핑하기 좋은 제주 드라이브 거리

Ÿ

캠핑이 있는 제주 드라이브 거리

Ÿ

제주 걸으면서 힐링 거리

Ÿ

걸으면서 제주탐색거리

Ÿ

오르면 보이는 제주 거리

Ÿ

제주 안에 제주거리

Ÿ

제주 들놀이 오름 거리

Ÿ

제주 오름 소풍 거리

Ÿ

먹으면서 마시면서 왕 봅서 거리(와서 보세요)

Ÿ

제주 Food&drink거리

Ÿ

제주에서 먹고 마시고 거리

Ÿ

제주 아침부터 밤까지 먹 거리

▮ 3개 융합 키워드
테마거리 종류

테마거리 명칭(안)
Ÿ

향토음식 +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 Ÿ

캠핑 + 드라이브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 해양레포츠

제주 먹는 여행 거리
제주 먹방 거리

Ÿ

ONLY 제주 식도락 거리

Ÿ

제주 웰니스 거리(건강한 여행을 상징)

Ÿ

차로 떠나는 제주여행 거리

Ÿ

탐나는 제주 액티비티 거리

Ÿ

제주에서 해녀랑 액티비티 거리

Ÿ

해녀와 함께하는 해양놀이 거리

5. 기타 관광상품 개발
1) 슬로우/스마트 관광
▮ 슬로우 관광
§ 선호도 조사를 통해 나온 키워드 중 슬로우 관광으로 활용 가능한 키워드인 피크닉/
산책, 오름 체험, 문화/예술, 해녀, 해양레포츠, 캠핑 등을 다양하게 적용 가능함
§ 테마거리에 적용할 수 있는 슬로우 관광은 체험형, 체류형, 힐링형 등 친 환경적인
조건이 있음

▮ 스마트 관광
§ 스마트 관광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 필요
§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되거나 자료 수집을 위해
서는 ICT 요소가 필요
§ 선호도 키워드 중 ICT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는 놀이/게임과 드라이브가 가능함

2) 저비용/고효율 관광
▮ 저비용 관광
§ 전국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 코스를 개발 중임에 따라 벤치마킹 활용 가능
§ ‘기차 타고 떠나는 여행’, ‘저비용 고효율 태안반도 여행’, ‘하루만에 떠나는 저비용
항공 여행’ 등 다양한 상품 개발
§ 테마거리 조성 기획 단계에서 나온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제주의 키워드를 결합
하고 융합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저비용 고효율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비용/고효율 관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 고효율 관광
§ 테마거리를 패키지로 체험할 수 있는 프리패스 대중교통 이용권(투어버스, 광역버스)
으로 교통비를 절감하면서 다양한 테마거리 상품을 이용 할 수 있음
§ 캠핑과 차박을 활용한 테마거리를 통해 숙박비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체험 활
동을 경험할 수 있음
§ 해상 레포츠와 해안가에 위치한 테마거리를 경험하면서 해상 레포츠는 물론 카페거
리, 향토음식, 해녀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관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음
§ 문화/예술의 경우,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피크닉 세트를 활용한 선택을 하거나, 분위
기 있는 카페 이용 가능함
§ 푸드트럭이나 야시장을 이용하면서 향토 음식을 맛보거나, 오름을 체험하거나, 놀이
와 게임을 즐길 수 있음

6. 밀레니얼 테마거리 활성화 제언
1) 우수 테마거리 선정 및 육성
2) 타 지원사업 연계 활성화
3) 대중교통 및 시티투어 버스 연계
4) 지역 축제 연계 활용을
5)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
6) 주변 상권 및 주민 소통 & 협의
7) 기존 진행 사업 및 지역 사업체 연결
8)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 지원
9) 추진 주체 역량 강화 지원
10) 갈등 중재 및 완화
11) 적극적인 참여
12) 환경을 고려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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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최근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제주의 특
색을 살리고 트랜드를 반영한 제주형 테마거리를 조성할 필요성 제기
▮ 기존 먹거리 중심 테마거리를 탈피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공감할 수 있
는 콘텐츠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개발 필요

2) 연구목적
▮ 기존 먹거리 중심에 집중된 제주 테마거리를 탈피한 새로운 테마거리 조성
▮ 콘텐츠와 스토리가 있는 조성 기획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활성화
로 이어지는 테마거리 조성
▮ 저비용·고효율 테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제주 핫플레이스 개발
▮ 젊은 밀레니얼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 파악 제주지역 테마거리 입지조건 분석

- 2 -

제2장. 연구 추진 방향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연구 추진 계획

제3절

추진 시 주의사항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1. 밀레니얼 세대 겨냥 관광 테마거리 조성 기획 제시
▮ 기 조성된 먹거리 중심의 테마거리의 특색 있는 공간 조성 기획
▮ 젊은 밀레니얼 소비자의 욕구와 요구사항 파악 후 반영

2. 제주지역 테마거리 입지 조건
▮ 밀레니얼 테마거리 조성이 가능한 관광자원 조사
▮ 제주지역 테마거리 입지 조건 분석 제시

3. 슬로우 관광 및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
▮ 테마거리에 적용 가능한 슬로우 관광 및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
▮ 밀레니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시

4. 저비용·고효율 테마 관광상품 개발
▮ 콘텐츠 스토리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 기획
▮ 테마거리 적용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테마 관광상품 개발(안) 제시

5. 전문가 세미나(회의) 개최
▮ 밀레니얼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세미나(회의) 개최
▮ 조성 기획, 공간 조성 기획, 조성계획, 콘텐츠 분야 등 논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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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추진 계획
1. 현황 조사 및 선행 연구
▮ 국내외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테마거리 현황 조사 및 성과조사
▮ 도내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관광지, 지역, 핫플레이스 등 조사
▮ SNS 데이터 분석 포함하여 조사

2. 우수 사례 조사 및 답사
▮ 도내 테마거리 아이디어 도출에 따른 현장 운영 가능성 및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답사
▮ 도외 우수 테마거리 성공 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 답사(전문가 동행)

3. 테마거리 아이디어 수집
▮ 테마거리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도내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테마
거리 아이디어 수집
▮ 면담 및 설문조사, 이벤트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4. 테마거리 아이템 선정
▮ 테마거리 아이템에 대한 1차 검증 진행
▮ 2차 MZ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도 조사
▮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입지 조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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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상품 콘텐츠 기획
▮ 기존 관광지나 관광상품, SNS 조사, 아이디어 수집 등 콘텐츠 1차 기획
▮ 전문가 자문 및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 최종 관광상품 콘텐츠 후보 제시

6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자료 조사 및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테마거리 아이템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전문가 의견을 최종 아이템에 반영

제3절 추진 시 주의사항
1. 주민 공감 및 상생방안 형성 필요
▮ 기존 테마거리 또는 신규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해당 지역의 주민 공감
대 형성 필요
▮ 도민 정서나 제주도 정통성 등을 훼손하는 테마거리 형성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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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추진 방향성 및 정책 고려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관광 정책 방향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
▮ 중장기 관광 정책 고려 및 기존 관광 정책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

3. 지역 간 갈등 유발 또는 차별 없는 콘텐츠 기획
▮ 테마거리 입지 조건 선정에 따른 지역 간 갈등 유발에 주의
▮ 테마거리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역 간 차별 없는 콘텐츠 기획

4. 밀레니얼 세대의 의견 수렴 및 검토
▮ 선행 조사 및 자료 조사 단계에서 밀레니얼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
▮ 최종 콘텐츠 기획안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의견 수렴 필요
▮ 밀레니얼 세대의 아이디어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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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테마거리 조성 기획

제1절

테마거리 조성 기획 추진 절차

제2절

자료조사

제3절

키워드 조사

제4절

키워드 선정

제1절 테마거리 조성 기획 추진 절차
1. 기초자료조사
▮ 밀레니얼 세대, 테마거리 등 사전적 의미는 물론 과거 학술연구사례를 조사하
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전적 의미를 정의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연구 사례나 보도자료 등의 내용도 펜데믹 전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총괄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함

2. 도내외 사례조사
▮ 기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테마거리나 정책적으로 생성된 테마거리 등 다양한
국내외 테마거리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기본 자료로 활용

▮ 지역별 밀레니얼에게 인기가 있는 테마거리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여 제공

3. 전문가 자문
▮ 관광 분야와 밀레니얼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획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검토 및 의견 취합

▮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중요 결정사항이나 키워드 선정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
을 반영하여 최종 키워드로 선정함

4. 데이터 분석
▮ 각 키워드에 대한 SNS 분석 데이터, 온라인 언급량, 보도자료 노출 건, 고객
리뷰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밀레니얼 세대에게 해당 키워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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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

▮ 데이터 분석은 전문 분석 사이트를 활용하여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으며, 별도의 분석 보고서를 별첨함

5. 도외 현장 답사
▮ 도외 사례조사 중 제주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 미
팅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답사 진행함

▮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테마거리
를 선정하여 방문하여 조사함

6. 선호도 설문조사
▮ 테마거리 아이템 선정 후보군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15가지 아이템으로 축약
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함

▮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는 물론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방문 의
사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선호도 설문조사는 총 4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11개로
축약되었음

7. 최종 선정
▮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아이템 11개를 이용하여 밀레니얼 테마거리 조
성이 가능한 아이템 기획을 진행하였음

▮ 키워드 1개 아이템 단독 테마거리, 2가지 키워드를 융합한 테마거리, 3가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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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융합한 테마거리 등 총 17개 테마거리 조성 기획 산출

8. 세부 기획안 및 입지조건
▮ 17가지 테마거리 조성 기획에 대해서 명칭안, 세부 추진 방안, 입지조건 등 세
부적인 기획안과 입지조건에 대해 제시함

▮ 슬로우 관광상품, 스마트 관광상품, 저비용 고효율 관광상품 등 제시
▮ 테마거리를 실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차기 대응 방안과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함

[ 그림 Ⅲ-1 ] 테마거리 아이템 최종 선정 절차

- 11 -

제2절 자료조사
1. 밀레니얼과 관광
▮ 밀레니얼 정의
§ 밀레니얼스(Millennials) 또는 Y 세대(Generation Y)로도 불리는 인구집단
§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단어
§ 미국 세대전문가인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1991년 펴낸 책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Generations: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처
음 언급함
§ 밀레니얼세대는 X세대 다음 세대라고 해서 "Y세대"로 불리거나 컴퓨터 등 정
보기술(IT)에 친숙하다는 이유로 "테크세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음
§ 타임지에서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미 제너레
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새로운 밀레니엄(2000년) 이후 성인이 돼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는 뜻
에서 ‘새천년 세대’하고 불리기도 함
§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대학 진학률이 높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능
숙하게 사용하며 자기표현 욕구가 강함
§ 건강과 식생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이전 세대와 달리 소유보다는 공유를 추구함
§ 밀레니얼 세대는 2020년 이후 세계 노동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소비력 차
원에서도 X세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됨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 인구의 4분
의 1 수준인 18억 명에 달함
§ 세계 밀레니얼 세대의 86%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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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미래를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표현과 소비
에도 적극적임

[ 그림 Ⅲ-2 ] 밀레니얼 정의
출처 : 제주 관광공사,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 보고서

▮ 밀레니얼 세대 여행 특성
§ 즉흥적인 여행 : 밀레니얼 세대의 20% 이상이 여행 2주 전에 항공권을 구매
한다고 하며 오랫동안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가 항공권 알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항공권 가격에 맞춰 일정을 계획하기도 함
§ 잦은 여행 : 1년에 3회 이상 해외여행을 나가는 밀레니얼 세대는 전체의 42%
를 차지하고 있음(코로나19 발생 이전)
§ 확실한 경험 : 밀레니얼 세대는 유명하고 대중적인 장소를 넘어 소셜네트워크
를 통해 나만의 장소를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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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 유명한 장소와 유명연예인이 방문한 장소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도
방문했었던 과거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유명관광지 방문에 있어 소셜네트
워크, 방문자 후기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꼭 가야만 하는 이
유를 고려하여 여행비용에 대한 낭비를 최소화함
§ 힐링 : 유명관광지를 둘러보아야 성공한 여행이라는 인식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여행은 힐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여행을 통한 힐링으
로 바꾸고 있음

출처 : 익스피디아

[ 그림 Ⅲ-3 ] 세대별 여행 특성

▮ 밀레니얼과 관광시장
§ 한 달간 제주 검색 채널은 모바일이 압도적이며, 연령별로 30대가 33%, 20대
가 32%로 20·30세대가 총 55% 차지함
• 여행 경험이 적은 20·30세대는 40·50세대 대비 다른 사람의 후기를 보면서 간접 체
험을 하고 이 정보를 소비하고 재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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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4 ] 밀레니얼 관심도 : 제주 검색량
출처 : 제주 관광공사,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 보고서

§ 20, 30대의 특징적인 제주 여행 키워드 : 제주 혼자여행, 제주뚜벅이 여행, 제
주살이에 대한 검색량이 타 세대 대비 높음
• 20, 30대 싱글 직장인들이 퇴사,이직 등을 하는 경우 제주 또는 동남아에서 ‘한달살
기’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짐
• 1차 한달살기 수요를 잡는 것, 2차 이들을 동경하는 이들이 이러한 정보와 경험을
찾아 보면서 제주도에 대한 매력과 로망을 키움
• 세팅된 정보 SET의 제공 필요: 한달살기를 하려면 필요한 정보들 제공 등(가성비
숙소, 체험 거리/ 배우기, 힐링, 컨텐츠 등)

§ 혼자 여행의 경우 20대 42%, 30대 38%로 큰 차이가 없음
§ 뚜벅이 여행은 20대가 62%, 제주살이는 30대가 39%로 강세를 보임

- 15 -

[ 그림 Ⅲ-5 ] 여행 타입에 대한 연령별 관심도
출처 : 제주 관광공사,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 보고서

§ 지난 1년 간 (2018년 10월 ~ 2019년 9월) 제주도와 2030 관련 키워드가 동
시에 언급된 소셜 채널의 게시글 23,925건과 댓글 17,204건을 분석함
• 대부분이 긍정 키워드이며, 예쁘다,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분위기가 좋다, 자유롭다
등이 나타남
• 소셜 채널에서 여행 결정요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2030세대 직장인/회
사원들이 휴가, 추석 등 시간을 내어 가까운 제주여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임
• 제주여행을 선택한 2030세대는 어떤 형태로 여행을 준비하는지 키워드 산출
• 항공권, 렌터카를 전화, 웹사이트, 블로그, 어플, 광고,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채
널을 통해 예약함
• 가장 많이 언급된 동반인원은 친구였고, 이어 아이, 엄마, 가족, 신랑, 남편 등 가족
이나 부부, 연인 순으로 나타남
• 2030세대는 제주여행에서 실제 ‘관광지명’보다 ‘일상적인 내용’이 훨씬 높게 사용되
고 있음 → 관광지에 가서 관광하는 것보다 카페나 공원, 바다 등에 가서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쉬는 여행을 선호함
• 사진/맛집/살기/카페 등 일상적인 일들을 하며 쉬는 내용, 활동이나 체험을 즐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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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6 ] 검색어 분석을 통한 제주에 대한 인식
출처 : 제주 관광공사, 2019,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 보고서

▮ 밀레니얼 세대 특징
§ 떠나고 싶어 하는 세대 (코로나 이전 조사 결과)
• 향후 제주 관광의 주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는 여행지로 “제주”와 “동남아”를 동
시 고려함
• 올 7월 이후 일본여행을 포기하고 동남아 (태국/베트남 등)을 대체 여행지로 주로
고려하고 있음
• “여행 경비”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KEY이며 동남아 대비 제주의 가성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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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되어야 함
• 제주도의 음식점/카페 물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평가 보임

§ 충분히 준비된 여행
• SNS를 통해 한정된 여행 경비로 화려한 여행을 계획
• 돈과 정보에 민감: 타인의 경험 (SNS, 방송)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고 정보를 소비
하고 재생산함
•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중심의 정보 소비를 보임: 제주 현지인(이주민)의 정보
선호함
• 친구/연인과 함께 방문하며, 게스트하우스, 버스에 대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양한 콘텐츠 생산자
• 힐링과 체험 안에서 다양한 니즈와 구체적인 선택 대안을 고민하고 있음
•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보를 원함

▮ 코로나 이후 여행 회복 예측 : 밀레니얼 세대가 이끌 것
§ Berkshire Hathaway Travel Protection(북미지역 여행보험회사)의 ‘6th
Annual state of Travel Insurance Survey’에 따르면 2021년에는 밀레니
얼 및 고소득 여행자는 유람선을 타거나 FIT 여행을 통해 더욱 많은 해외여
행을 할 것으로 분석함
§ 최근 가장 많이 여행하는 세대 중에 밀레니얼 세대가 1위를 차지하며 2위에는
55세 이상 여행자가 차지함
§ 약 38% 밀레니얼 여행자는 2021년에도 해외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로 55세 이상 여행자의 16%만 해외여행 의향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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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나 국내 도로 여행과 가족 여행을 선호함
§ 밀레니얼 세대는 55세 이상 여행자보다 여행보험을 구입하는데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림 Ⅲ-7 ] 한국관광공사: KT 통신 데이터 활용 여행 트렌드 분석
출처 : 중앙일보, 2021.04.20. [그래픽텔링] 코로나에도 여행은 다녔다…2030 “핫플” 6070 “집 근처”, https://www.joongan
g.co.kr/article/2403880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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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관광으로의 전환
• 2020년 한 해, 전체 관광 이동량은 2019년보다 7.1% 감소했음
• 장거리 이동은 크게 줄었지만 생활권 내 이동량은 도리어 3.4% 증가했음
• 방역 강화, 이동 제한 등으로 관광 형태가 달라진게 드러난 셈

§ SNS ‘핫플’ 찾아다닌 밀레니얼
•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코로나 시대 여행문화를 주도했음
• 생활권 밖 이동이 전 세대 평균보다 62.1%나 높게 나타났음
• SNS에서 화제가 된 이색 카페거리, 시장, 해수욕장 등을 특히 많이 찾음
• 서울 동진시장,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가 대표적임

§ 10대, 이동량 가장 적어
• 한국관광공사가 KT 빅데이터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10대는 전 세대 중 관광 이
동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음
• 그러나 체험 관광지, 문화시설, 자연 관광지 등의 방문 비율은 다른 세대보다 높았
으며, 대부분 학습 목적의 방문이었음

§ 잡식성 여행 즐긴 40~50대
• 한국관광공사는 40~50대를 '잡식성 여행자'로 분류했음
• 휴양·자연 관광지뿐 아니라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 생활권 내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
가 고르게 분포했기 때문임
• 밀레니얼 세대와 60~70대의 관광 행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의 미래
§ 대표적인 여행 관련 웹사이트 TripAdvisor는 2021년 하반기 중에 미국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관련 수요도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20 -

§ 2021년 초에 실시한 글로벌 여행자 설문조사(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응답자의 47%가 2021년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77%가 백신 접종 확대로 국내외 여행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음
§ 또한, Expedia가 실시한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도 밀레니얼(1981~1996 출생)
과 Z세대(1997~2012 출생)에서 여행 수요의 급증을 예상하며, 전체 응답자
평균 3,444달러,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5,462달러의 여행비용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음
§ 여행 전문 컨설팅사 REVFINE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음. 우선 ‘나홀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친환경성, 대도시보다는
지역 경험 위주, 개인 성향에 따른 맞춤형(Personalization) 등 관광 상품이
각광 받을 것으로 내다봤음
§ 또한, 가상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음성인식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관광업
의 광고, 마케팅에 적극 응용되고, 호텔 요식 업종에서 로봇 자동화 기술 도입
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여행정보지 Ecobnb는 코로나19 이후 다소 외진 시골이나 자연을 찾는 아웃도
어 관광(Outdoor Tourism)과 자동차를 이용해 숙박까지 해결하는 ‘노마드
(Normed) 여행’이 각광 받고 있다고 전함
§ 회복과 웰빙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재활(Regeneration)’이 화두
가 되고 있음
§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한 ‘Bleisure(블레저)’가 주목받고 있음. 재택근무가 확
산됨에 따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과 레저를 병행하는 형태의
‘Workation’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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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거리와 국내외 사례
▮ 테마거리 정의
§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
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2020.01.03.)
• 테마거리 = 테마 + 거리

[ 그림 Ⅲ-8 ] 테마거리 종류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2018,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환경 테마·특화 시범거리 연구

§ ‘특화거리’란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 영화의 거리, 쇼핑의 거리 등으로 목
적에 따라 지칭되는 거리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음
§ 최근의 특화거리는 ‘도시공간 안에 있는 특정거리를 일정한 테마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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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특성화 또는 전문화 시킨 가로’를 특화거리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
향이 있음
§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특화거리라는 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추세임
§ 가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며, 이러한 가로가 특화거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화자원, 정보
서비스, 행사․연출, 체류․오락, 공공서비스, 거리의 물리적 자원이라는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함
§ 특화거리는 법적으로 규정된 공식용어가 아니어서, 학술적으로도 명확한 유형
을 구분하거나 분류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거리의 핵심적 사항 또는 특화자원의 내용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문
화거리, 상업거리, 경관거리로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화거리로 불리는 하나의 거리가 3가지 유형 중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특성상 강조되는 부분을 붙여 구분할 수 있음
§ 물론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거나 세 가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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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거리 유형
[ 표 Ⅲ-1 ] 테마거리 특징에 따른 예시
구분

내용

예시
Ÿ

자연적
조성

과정

Ÿ
Ÿ

일정지역에 특화된 테마가 장기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집중되어 형성
보통의 국내외 유명거리가 해당

과정
인위적

Ÿ

전통적 특화요소가 부재하나 정책
적 의도에 따라 새롭게 조성

Ÿ

특화자원과 관련활동이 기존 가로
에 선형으로 입지 된 공간 형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여
양자 간의 통행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음

과정

가로형

Ÿ

공간
형식
Ÿ

특화자원과 관련활동이 하나의 단
지 내에서 일어나도록 조성된 공
간구조

Ÿ

문화적 가치가 지대한 건축기념
물, 인물, 장소 등을 특화자원으
로 하여 조성된 공간

센터형

문화거리

Ÿ
Ÿ
Ÿ

인사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학로 문
화의거리, 대전 맞춤패션거리
비엔나 전통음악거리
브로드웨이 연극거리,
암스테르담 꽃의거리

Ÿ
Ÿ

월미도 문화거리
도쿄 에비스가든, 시카고 neighbor
space+, 파리 viaducdes arts

Ÿ
Ÿ

서울 대학로, 대구 봉산문화거리
파리 몽마르뜨거리, 비엔나 음악의
거리, 요코하마 모토, 마찌패션거리

Ÿ
Ÿ

안산 성호공원
런던 바비칸센터, 볼티모어 찰스센
터, 파리 뽕삐두센터

Ÿ

암사동 선사문화거리, 충무로 영화
거리, 부산 BIFF거리
오스트리아 찰스브루크음악거리, 베
를린 운터덴린덴거리

Ÿ

특화
자원의
내용적

Ÿ

상점들이 한 구역에 집중되어 있어
구매의 편리성, 저렴한 가격 등을
특화자원으로 하여 조성된 공간

Ÿ

주변경관의 수려함을 특화자원으
로 하여 조성된 공간

상업거리

Ÿ
Ÿ

대구 패션거리, 대전 가구거리
멜번애크랜드거리, 보스턴 다운타운
크로싱

Ÿ

부산 달맞이언덕거리, 대구 동대구
로, 덕수궁 돌담거리
센느강 강변거리, 런던 밀레니엄 보
행자전용다리

성격
경관거리

전통

Ÿ

문화의
문화적
특성

거리
젊은
문화의
거리

Ÿ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예술자원
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특화하
여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자
조성된 공간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현대문화
시설과 행사, 식당, 주점 등이 많
이 들어서 있는 공간으로 주 이용
객도 젊은 층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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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인사동 문화예술의거리, 비엔나 음
악의거리

Ÿ
Ÿ

대학로, 홍대 문화의거리
Harvard
Square,
Chapel/College District

예일대의

▮ 도외 테마거리 사례1)
§ 서울특별시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2 ] 서울특별시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총 길이 : 1000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압구정

학동사거리 입구까지의

로데오거리

패션과 문화의 거리

점포 수 : 100
지정연도 : 1996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대전철역~신촌기차역의 약
500m 가량의 거리, 외국인

이대특화거리

관광객, 대학생, 일반인 등

총 길이 : 500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거리

점포 수 : 155

가게의 무질서한 영업으로

지정연도 : 2016

상가 및 보행자 불편 등의

관리기관 :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어 거리

서울특별시

가게 개선 사업을 통해

서대문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총 길이 : 610
유명 의류 상설

점포 수 : 60

건대

할인매장 및 일반

지정연도 : 2000

로데오거리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젊은

관리기관 :

패션 문화의 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대양꼬치거리, 능마루 맛의거리, 건대 맛의거리, 충무로
기타

한류문화거리,서애대학문화거리, 깔깔거리, 노량진컵밥거리,
성곽예술문화거리, 왕십리 여행자거리, 서초음악문화지구

1) 전국지역 특화거리 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17322/stand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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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3 ] 경기도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총 6개동, 2만여 평의
라페스타

초대형 쇼핑몰로 패션 상가

문화의 거리

및 음식점, 다양한 공연
등이 펼쳐지는 젊음의 거리

용인시 지정 1호 문화의
거기로 카페, 레스토랑, 이류
보정동

등 120여개의 점포가

카페거리

밀집하였으며 각종 드라마,
CF, 화보 촬영장소로 더욱
유명해짐

상세 정보
총 길이 : 300
점포 수 : 129
지정연도 : 2004
관리기관 :
경기도 고양시

총 길이 : 12000
점포 수 : 128
지정연도 : 2014
관리기관 :
경기도 용인시

석바대 마을입구에서
신장시장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탈바꿈하여
장리단길

주거환경을 개선, 시의 중심
상관이었던 신장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벽화 그리기,
시민과 함께 꽃 심기 등

총 길이 : 1200
점포 수 : 228
지정연도 : 1997
관리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정비하여 개통
보산동

의정부시의 구도심 지역의

외국인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관광특구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와

특화거리

젊음이 넘치는 거리조성

의정부시의 구도심 지역의
행복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의 거리

시민의 여가공간 확보와
젊음이 넘치는 거리조성

총 길이 : 1200
점포 수 : 228
지정연도 : 1997
관리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총 길이 : 300
점포 수 : 129
지정연도 : 2004
관리기관 :
경기도 고양시

화정문화의 거리, 생연음식문화특화거리, 의정부부대찌개거리,
기타

안성시 걷고싶은 거리, 마지리벽화마을, 캠프보산월드
푸드스트리트, 안산패션일번가,안성시 젊음의 거리,
신장쇼핑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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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4 ] 인천광역시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소나무가 많아 솔골 또는
송산으로 불리다가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달이
운치가 있어 지금의

송월동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동화마을
특화거리

수십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살다 보니

총 길이 : 311
점포 수 : 251
지정연도 : 2015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활기를 잃고 침체되었으며,
빈집들은 방치되고 있었음
1883년 인천 개항장 126년
세월의 흔적이 쌓인 개항기
역사와 문화의 만남의

총 길이 : 566

장소이며 옛 일본

점포 수 : 176

영사관인 중구청과 일본

지정연도 : 2015

제1은행 인천지점, 이곳은

관리기관 :

인천문화 관광 해설사가

인천광역시 중구

근대개항장
특화거리

배치되어 예약을 받아
해설을 하고 있음

송월동

카페 및 기타 휴게음식점 등

카페
특화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업시설로서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카페거리

총 길이 : 271
점포 수 : 38
지정연도 : 2015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맛길 음식문화시범거리, 송현동 순대골목, 검단먹거리타운,
기타

류현진거리, 맛고을길, 송도꽃게거리, 연수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월도특화거리, 차이나타운 특화거리, 신포동특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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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5 ] 광주광역시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총 길이 : 606
갤러리와 화방, 표구점,

점포 수 : 180

골동품점, 소극장,

지정연도 : 1987

전통찻집이 모여 있는 거리

관리기관 :

예술의 거리

광주광역시 동구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특화거리는 동두천에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미군이 주둔하면서

총 길이 : 600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점포 수 : 170

이국적인 거리이며, 이

지정연도 : 2007

거리에 공방, 음악 등이

관리기관 :

자리를 잡으며 세계의

광주광역시 동구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특화 거리

총 길이 : 1200
임동

타이거즈 전설이

야구거리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점포 수 : 26
지정연도 : 2011
관리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기타

오리요리의 거리, 패션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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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6 ] 대구광역시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래 내용

상세 내용
총 길이 : 500

대명공연

소극장 등 공연단체를

거리

중심으로 형성된 공연 거리

점포 수 : 35
지정연도 : 2010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안지랑 시장은 화려한
안지랑곱창

명성을 뒤로하고 최근 양념

골목

곱창집이 들어차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음

총 길이 : 500
점포 수 : 70
지정연도 : 2011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총 길이 : 280
서부오미가
미거리

전통시장을 현대화하여

점포 수 : 50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 운영

지정연도 : 2015

중인 거리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주택들을 커피숍으로

총 길이 : 1000

리모델링 되어 형성된

점포 수 : 8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지정연도 : 2010

9동 일대를 앞산

관리기관 :

카페거리라고 함

대구광역시 남구

쇼핑, 교통, 숙박시설 등

총 길이 : 780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점포 수 : 126

다양한 메뉴의 110여

지정연도 : 2008

개소의 음식점이 밀집되어

관리기관 :

있는 거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카페
거리

모다먹거리

기타

이태원길, 봉산문화거리, 교동귀금속골목, 향촌동수제화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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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7 ] 부산광역시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서면특화거리부산을
대표하는 중심 번화가로
상업, 문화, 교통, 의료 등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국내외

서면
특화거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젊음의 거리, 음식 거리,

총 길이 : 210
점포 수 : 2219
지정연도 : 2008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원 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번화가인 서면1번가 맞은편
쪽에는

원래 공구, 철물 등

총 길이 :1050

산업용품 및 자재를 파는

점포 수 : 35

전포

가게들이 많던 공구상가

지정연도 : 2012

카페거리

거리였으나 2010년 이후

관리기관 :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부산광역시

들어서면서 이색적인

부산진구

카페거리로 불리고 있음

총 길이 :300
젊음의
거리

점포 수 : 100
젊음의 거리

지정연도 : 2011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광복동,남포동 뒷골목
엔터테이너

문화예술인들의 스토리와

거리

엔터테이너들의 추억담을
들을 수 있는 테마거리

총 길이 :630
점포 수 : 100
지정연도 : 2017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테마거리, 유엔참전기념거리,
기타

3.1운동기념거리, 명품가로공원, 에덴맛집,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영화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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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8 ] 전라남도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총 길이 : 90

녹동구항

녹동구항 음식거리 일부를

점포 수 : 12

음식

유럽풍의 옥외 음식 영업

지정연도 : 2017

특화거리

가능 거리로 조성

관리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순천시의 영동 행동
금곡동 일원은 1309년
순천 지명이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전남
동부권의 역사. 문화. 교육.
행정의 중심지였음
순천시

문화의 거리에는 옛 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거리

700년 순천부 읍성, 순천
향교, 임청대 등 다양한

총 길이 : 810
점포 수 : 73
지정연도 : 2003
관리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 10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순천에
자리 잡아 만들어진 근대기
마을 등 순천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와
풍경들이 있음

완도를 대표하는 음식점이
모여있는 거리로 주로
음식

생선회 및 전복요리를

특화거리

판매하고 있으며 완도를
찾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음식특화거리임

총 길이 : 312
점포 수 : 25
지정연도 : 2003
관리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진월망덕포구
기타

먹거리타운,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장성읍 먹거리타운,
낙지특화거리, 소설 택백산맥 문학기행길, 백양사 먹거리타운,
장성호 미락단지, 함평천치 한우비빔밥 음식테마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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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9 ] 전라북도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던 시절, 추운

쌍화차거리

겨울날 정읍

총 길이 : 350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된

점포 수 : 15

사람들에게 몸을 녹이라고

지정연도 : 2016

가족들이 쌍화차를

관리기관 :

사식으로 넣어주기

전라북도 정읍시

시작하면서부터
유래되었다고 전해짐

총 길이 : 810
동문문화

한옥마을과 인접해 각종

거리

문화시설, 맛집이 있는 거리

점포 수: 73
지정연도 : 2003
관리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총 길이 : 779
짬뽕
특화거리

전통 특색 있는 군산의

점포 수 : 4

짬뽕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정연도 : 2019

특화거리

관리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기타

공구의거리, 영화의거리, 웨딩거리,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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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10 ] 경상도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총 길이 : 540
봉황로

전통과 문화예술 관련

문화의 거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

점포 수 : 73
지정연도 : 2009
관리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총 길이 : 1800
영덕대게거리

200여 개의 대게

점포 수 : 170

상가들이 밀집 해있는

지정연도 : 2015

음식테마거리

관리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기타

종로길, 남가람 문화거리, 맛고을 문화의 거리,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 충청남도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11 ] 충청남도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등하교를
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총 길이 : 260

시내에 인접하여 마을

점포 수 : 60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지정연도 : 2016

거리로서 꽃과 함께

관리기관 : 충청남도

청소년 쉼터 테마거리로

태안군

꿈! 안전!
어울림!
꽃피는 여성
친화 골목길

조성
금강변 민물어죽마을, 복수 한우음식특화거리, 추부
기타

추어탕거리, 불당동 문화카페거리, 서동공원 향토
음식특화거리, 온주맛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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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지역 테마거리 사례
[ 표 Ⅲ-12 ] 충청북도 테마거리 사례
테마거리 이미지

거리 이름

거리 내용

상세 정보

차 없는 길로 길거리 공여

문화의 거리

등 문화행사 진흥, 쾌적한

및 명소화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거리

조성

총 길이 : 400
점포 수 : 120
지정연도 : 2002
관리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청주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청산 생선국수음식거리, 영동

기타

와인삼겹살거리

▮ 도내 테마거리 구분
[ 표 Ⅲ-13 ] 도내 테마거리 사례
특화거리

상점가

Ÿ

서귀포시 명동로 이중섭거리

Ÿ

제주시 건입동 서부두명품횟집거리

Ÿ

서귀포시 아랑조을거리

Ÿ

제주시 일도1동 제주중앙지하상가

Ÿ

제주시 건입동 흑돼지거리

Ÿ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상점가

Ÿ

서귀포시 칠십리음식특화거리

Ÿ

제주시 이도1동 중앙로상점가

Ÿ

서귀포시 대정읍 방어축제의거리

Ÿ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Ÿ

제주시 일도2동 국수문화거리

Ÿ

제주시 용담1동 서문가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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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테마거리 사례 : 특화거리
§ 서귀포시 명동로 이중섭거리2)
[ 표 Ⅲ-14 ] 이중섭거리
조성일자

1996년(지정일), 1997년(복원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규모

음식점 170개소(한식 38개소, 카페16개소 등), 소매점 107개소 등

주변 관광지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아랑조을거리, 칠십리음식특화
거리, 서복전시관
Ÿ

명동로.이중섭 거리는 서귀포를 소개로 많은 작품을 남긴 비운의 천재 이중섭
화백의 기념 미술관이 있는 지역

Ÿ
내용

이중섭 예술제, 거리 공연 개최, 서귀포문화예술시장 개최 등 정기 비정기적 문
화예술행사가 많은 곳으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의 중심지

Ÿ

2018년 기준 연간 26만명이 방문하는 전국 국공립미술관 68곳중 6위, 작가
미술관 35곳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발전하였음

Ÿ

예술ㆍ문화가 관광과 연결될 경우 쇠락한 구도심 재생과 지역상권 복원에 어
떻게 기여하는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음

2) https://hulahola.tistory.com/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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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건입동 서부두명품횟집거리3)4)
[ 표 Ⅲ-15 ] 명품횟집거리
조성일자
위치

규모

주변 관광지

2008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음식점 47개소(횟집 21개소, 한식 9개소, 양식 3개소, 분식 1개소 등), 편의점 및
슈퍼마켓 6개소, 숙박업 3개소 등
탑동광장, 제주목관아, 산지천, 김만덕기념관, 삼성혈,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용
두암, 용담해안도로
Ÿ

5년 전통을 자랑하는 원조 횟집거리로서 철저한 원산지 표시와 최상의 친절 서
비스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횟집거리

Ÿ

아름다운 야간 바다 풍경과 방파제에서 즐기는 시원한 바닷바람, 제주바다를
묘사한 타일벽화 등으로 서부두명품횟집거리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내용

인기 있음
Ÿ

서부두 명품횟집거리의 자랑거리는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이 각 업소들과 업주
들은 평균 10년에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거리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 전문가
들로 형성되어 있음

Ÿ

전문 특화거리 중 제주도 유일하게 으뜸가는 명품특화거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횟집거리임

3) 연합뉴스, 2013.03.12. 제주 서부두명품횟집거리 조형물 설치, https://www.yna.co.kr/view/AKR20130312
150500056
이슈제주, 2008.06.24. 명품 횟집거리가 있는 서부두로 오세요, https://www.issuejeju.com/news/article.
html?no=24297
4) 제주도민일보, 2013.05.16.,웰빙거리 등 3곳 테마거리 ‘퇴출’,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
w.html?idxno=3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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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천지동 아랑조을거리5)
[ 표 Ⅲ-16 ] 아랑조을거리
조성일자

2005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동

규모

음식점 184개소(한식 97개소, 카페 9개소 등), 소매점 77개소 등

주변 관광지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이중섭미술관,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서복전시관

Ÿ

“알아서 좋을 거리”란 뜻의 제주어로 2005년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
로, 음식점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명품 먹거리 골목 브랜드
화를 위해 지정된 서귀포시 시내 지역의 대표 음식 거리

내용

Ÿ

아랑조을거리 주변에는 매일올레시장, 올레코스, 작가의 산책길, 천지연폭포, 칠
십리시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 더욱 군침 도는 먹거리 골목
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14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
할 만큼 맛과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곳

5) 제주일보, 2014.03.20. 서귀포 먹거리 골목의 대명사 '아랑조을거리', http://www.jejunews.com/news/arti
cleView.html?idxno=16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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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건입동 흑돼지거리6)
[ 표 Ⅲ-17 ] 흑돼지거리
조성일자

2010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규모

음식점 69개소(한식 35개소, 일식/수산물 6개소 등) 등

주변 관광지

탑동광장, 제주목관아, 산지천, 김만덕 기념관, 삼성혈,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Ÿ

공항에서 10분 거리인 “흑돼지거리”는 30년 전통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흑
돼지 특화거리, 제주의 대표적 맛집임

Ÿ

“흑돼지거리” 인근에는 제주최대의 쇼핑거리인 “칠성로상가”와 유명한 “동문재래시
장”, 해변에 펼쳐지는 야외 공연장이 있는 젊음의 “탑동광장”, 청계천 복구의 벤치

내용

마킹 대상이었던 생태하천 “산지천”, 100년 전통의 “산지등대”등이 식사 후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함
Ÿ

건입동 주민 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주 청정자원(흑돼지)을 활용한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로 2010년 ‘제주 흑돼지거리’를 선포함

6) https://www.visitjeju.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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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칠십리음식특화거리
[ 표 Ⅲ-18 ]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조성일자

2008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규모

음식점 57개소(한식 31 소, 일식/수산물 17개소, 카페 4개소 등), 슈퍼마켓 2개소 등

주변 관광지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소정방폭포, 이중섭미술관, 서복전시관, 자구리포구

Ÿ

2008년, 서귀포 서복전시관에서 천지연광장에 이르는 약 1.2km 구간이 서귀
포 칠십리음식특화거리로 선정

내용

Ÿ

칠십리 음식특화거리에서 청정 제주 바닷가에서 갓 낚아 올린 싱싱한 재료로
만든 제주의 향토음식을 만나 볼 수 있음

Ÿ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불로장생 건강 도시 서귀포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선다는 취지로 ‘칠십리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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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대정읍 방어축제의 거리
[ 표 Ⅲ-19 ] 방어축제의 거리
조성일자

2008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규모

음식점 57개소(횟집 17개소, 카페 5개소 등)

주변 관광지

가파도, 마라도(마라해양도립공원), 송악산, 곶자왈

Ÿ

국토 최남단 방어축제특화거리는 맑고 깨끗한 모슬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마라도, 가파도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자연산 활어와 해산물을 사계절마다 그때그때
구매하시고 먹을 수 있는 거리

내용

Ÿ

매년 11월 열리는 방어축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명성이 있음

Ÿ

2008년에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

Ÿ

2018년부터는 제주도 축제로 승격되면서 해양수산부의 후원을 받는 제주도 해양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

Ÿ

방어축제를 통해 알려진 명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활어회를 맛보기
위해 방문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 상권의 확대는 방어축제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테마거리가 조성되었음

Ÿ

11월 방어축제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제철 자연산 활어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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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일도2동 국수문화거리
[ 표 Ⅲ-20 ] 국수문화거리
조성일자

2009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규모

음식점 50개소(한식 13개소, 분식 11개소. 제과점 5개소 등) 등

주변 관광지

삼성형, 신사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Ÿ

1980년~1990년대 한동안 제주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수는 제주시 삼성로 근처
파도식당과 의 번성으로 파도식당을 보고 수많은 국수집들이 이 지역에 차려지게 되
었음

Ÿ
내용

돼지고기국수는 느끼하고 냄새가 난다는 평가를 바꾸어 놓으며 대중적인 메뉴로 성공
시킨 골막국수의 사례를 통해 고기국수 전문 지역으로 변화하였음

Ÿ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과 방문을 통해, 2009년 이 일대가 ‘국수 문화거리’로 지
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Ÿ

2021년 현재는 타 지역 고기국수 맛집의 등장, 국수거리 식당의 타 지역 이동 등이
일어나 방문객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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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용담1동 서문가구거리
[ 표 Ⅲ-21 ] 서문가구거리
조성일자

위치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용담1동의 서문사거리에서 용담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최대의 가구거리이
특징

다. 가정용 가구, 벽지, 인테리어 등 관련 다양한 제품들이 한곳에 있어 원스톱 쇼
핑을 즐길 수 있다. 근처에는 공자를 모시고 있는 ‘제주향교’와 한때 동문시장보다
더 번창했던 ‘서문공설시장’이 있다.

Ÿ

40년간 유지된 도내 최대 가구밀집 상권

Ÿ

2008년 서문가구거리상인회 창립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경쟁력 있는 상권으
로서의 활성화 노력 진행

내용

Ÿ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화거리로
지정

Ÿ

다양한 브랜드와 오랜 판매경력의 매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가구구매가 어려운
도서산간 특성상,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기 이전 많은 신혼부부들이 방문하는
거리로 운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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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테마거리 사례 : 상점가
§ 제주시 일도1동 제주중앙지하상가
[ 표 Ⅲ-22 ] 제주중앙지하상가
조성일자
위치

규모

1983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상가의 총면적이 3,000여 평에 달하고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스낵 등 20
여 종의 품목과 384개의 점포로 구성되었다.

Ÿ

제주 국제공항 및 제주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 있어 편리한 교통
입지

특징

Ÿ

소매점(화장품, 액세서리, 신발, 의류, 아동의류 등), 음식점 등 제주중앙지하상
가는 관광, 문화, 쇼핑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 유일의 지하
상가

Ÿ

1980년대 지하상권 활성화와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등을 위해 추진되어 1983
년 11월 1차 중앙로구간, 1987년 10월 2차 동문로 구간, 1990년 3차 관덕로
구간으로 각각 지하상가가 조성

내용

Ÿ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

Ÿ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갤러리, 만남의 장소, 휴식의 공간 등으로
새로운 방문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변화

Ÿ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중국어 교육, 상인대학 등을 운영하는 등의 전
문성 상승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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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상점가
[ 표 Ⅲ-23 ] 칠성로상점가
조성일자

2005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규모

소매점(브랜드 의류, 신발, 엑세서리 등), 카페, 식당 등

주변 관광지

탑동광장, 제주목관아, 서부두명품횟집거리, 흑돼지거리

Ÿ

칠성로는 긴 역사를 지닌 제주의 대표 쇼핑중심지

Ÿ

1960년대 후반서부터 ‘칠성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음

Ÿ

IMF 이전 의류산업 대호황시기의 제주의 명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방문했었음

Ÿ
내용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도의 의복 또한 양장으로 변해갔으며, 민들레양장점, 노라
노양장, 하니양장점 등 유명한 양장점이 위치 해있는 칠성로상점가는 자연스럽
게 의복관련 상권이 밀집되게 되었음

Ÿ

1960년부터 이어온 상권은 현재 유명 브랜드의 의류점, 액세서리점의 밀집으로
이어졌으며 ‘제주 패션1번가’로 사람들의 방문을 유지하고 있음

Ÿ

2015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차 없는 거리,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등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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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이도1동 중앙로상점가
[ 표 Ⅲ-24 ] 중앙로상점가
조성일자

위치

주변 관광지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올레 17코스, 관덕정, 용두암, 삼성혈

Ÿ

중앙로상점가는 제주목관아의 관덕정과 인접한 위치 덕분에 일제강점기부터 제
주의 주요 상권으로 그 역할을 해왔음

Ÿ

식당, 의류, 보석, 카페 등의 생활형 상품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한짓골 골목
에서는 제주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음

Ÿ

중앙로 상점 골목시장 내에는 다양한 식품 및 의류를 취급하는 점포가 동문시
장 입구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앙로 지하상가와 인접하여 구도심

내용

주요 상권을 한 번에 관광할 수 있음
Ÿ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리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구 도심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음

Ÿ

2016년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제주 역사가 가득한 한짓골 중앙로
상점가’로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음

Ÿ

제주의 전통 시장의 모습, 옛 건물에서 보이는 과거의 느낌을 방문객에게 제공
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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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 표 Ⅲ-25 ] 누웨마루거리
조성일자

2010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47

특징

로데오 거리 → 바오젠 거리 → 누웨마루거리(누에+언덕)

Ÿ

2010년 연동 차없는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한 거리 조성

Ÿ

제주시내 조성된 쇼핑, 문화 공연, 음식 체험이 가능한 상가 밀집형 테마거리

Ÿ

신라면세점 인근 위치로 외국인(중국)들의 방문이 많은 장소

Ÿ

내국인 또한 할로윈축제, 외국의 음식,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국내외 방문객 모
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는 거리임

내용

Ÿ

백화점이 없는 제주도 특징상, 누웨마루 거리 일대에 있는 다양한 쇼핑몰에 많은 사
람들이 들려 의류, 화장품 등의 쇼핑을 즐김

Ÿ

2011년 7월 중국 바오젠 그룹이 우수직원 인센티브 여행지로 제주도를 지정

Ÿ

바오젠 그룹 직원 약 1만 1천명이 제주를 방문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자 제주시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5년간 바오젠 거리로 부르기로 하면서 유명해짐

Ÿ

중국어 간판과 외국 음식 전문점들이 들어서면서 ‘제주속의 명동‘, ‘제주속의 중국’이라는
별칭으로 테마거리 아이덴티티가 확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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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테마거리 사례
§ AMAZING STREETS(2014)7)
[ 표 Ⅲ-26 ] 어메이징 스트리트 사례
이미지

이름

설명
원래 1930년대에 그곳에 살았던 유대인

모로코 셰프샤우엔

난민에 의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블루거리

지금은 주변 산의 아름다운 배경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스페인 바르셀로나 빌라
데 그라시아 거리

유서 깊은 구시가지를 의미하며, 파티를
위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며 독특하게
꾸며진 거리

아기타에구다 예술제의 일부로 설치되어
포르투칼 아구에다

도시의 정통이 되었으며, 그늘을 만들어

떠다니는 우산 거리

주어 피부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과거에는 거리를 따라 하천이 지하에
네델란드 엔셰데
크랙스톤즈 거리

있었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건축
설치물로 변경 되었다. 하천의 바닥은
물의 유속을 줄이고 수면에 일정한 반사
패턴을 만드는 거친 구조로 처리됨
스위스 베르코린 마을에서 예술가들을

스위스 베르코린
기하학 거리

초청하여 공공 작품을 만들며 유래됨
오래된 역사적인 집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든 것이
특징

7) https://www.theluxury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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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UTIFUL STREETS(2019)8)
[ 표 Ⅲ-27 ] 뷰티풀 스트리트 사례
이미지

이름

설명
청나라 스타일의 목조 가옥과 상점, 붉은

중국 청두
진리 거리

등불과 전통 간판으로 가득한 청두의 가장
큰 관광 명소로 약 1,8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쓰촨성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가 중
하나

아르헨티나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박물관

부에노스아이레스

역할을 하는 거리,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Caminito 거리(작은길

가장 다채로운 거리로 철도 폐쇄로

거리)

황폐해진 거리를 재생

미국 샌프란시스코
롬바드 거리

영국 런던
플라스크 워크 거리

세계에서 자장 구불구불한 거리로, 주변
건물인 러시안 힐과 함께 어우러져 인기를
끌고 있는 명소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주거 거리에 오래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펍과
상점가를 조성한 거리

모자이크와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된 세련된
프랑스 파리

건물들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거리가

몽소리 광장 거리

그림 같은 장소 작은 정원이 번성하는
숲길과 비슷하여 유명한 거리

호주 멜버른

전 세계의 그래피티 예술가의 작품들로

Hosier Lane 거리

뒤덮인 거리

8) https://edition.cnn.com/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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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EST STREETS(2021)9)
[ 표 Ⅲ-28 ] 쿨리스트 스트리트 사례
이미지

이름

설명

포르투갈 리스본

레스토랑, 상점, 스튜디오, 공동 작업 공간

Rua Rodrigues de

및 수많은 거리 예술이 늘어서 있는

Faria 거리

창의적인 곳

과거 갱단의 거리였던 교외 거리를 재탄생
호주 멜버른

시킨 거리로, 독특한 복고풍 펍, 와인 바,

Smith 거리

라이브 음악 공연장 등 많은 차와 트램이
붐비는 장소로 재구성 한 거리

미국 로스 앤젤리너스
선 셋 거리

22마일 길이의 선 셋 대로로, 거리
전체에서 아름다운 선 셋을 즐길 수 있는
명소

1800년대 무슬림 커뮤니티의 거주지였던

싱가포르 로처
하지 운하 거리

거리를 개조하여 활기찬 거리를 형성함
싱가포르 유명 벽화부터 인기 음식점이 즐비한
곳.차선은 보행자 전용이며, 저녁 시간을
즐기기 좋은 곳
Astoria는 위치적 특성을 이용해 짧은

미국 뉴욕
30번가

통근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
다양한 음식점, 펍, 벽화 등으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30번가 특히 인기 있는 거리로
자리 잡음
도시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최서단 경계에서

멕시코 멕시코시티

끝나는 거리로 역하, 문화 및 음식이 풍부한

Paseo de la

거리

Reforma

시위, 정치 연설, 예술 및 음악 공연,
퍼레이드의 장소로 사용

9) https://www.timeo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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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FAMOUS STREETS(2019)10)
[ 표 Ⅲ-29 ] 모스트 파머스 스트리트 사례
이미지

이름

설명
에든버러 성과 영국 여왕의 공식 거주지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로열 마일 거리

홀리루드하우스 궁전 사이로 이어지는
거리로 근처 감옥에서 풀려난 범죄자들은
떠날 때 침을 뱉고, 오늘날 방문객들은
행운을 비는 곳
뉴욕시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

타임스퀘어에서 매년 새해 전야 행사가
크게 열린다. 뉴욕시에서 최초로 전구
조명을 밝힌 거리로 매년 수천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
가로수가 늘어선 1km 보행자 거리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꽃과 기념품 등 모든 것을 판매하는

람블라 거리

수많은 키오스크의 본거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즐길 거리가 있음
비틀즈가 1969년 밴드의 전설적인
11번째 스튜디오 앨범 표지를 장식한

영국 런던

곳으로, 매년 수많은 팬들이 방문하는

Abbey Road

곳이다. 근처에 비틀즈가 많은 곡을
녹음한 Abbey Road Studios도 함께
방문 가능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인의 발자취를

미국 로스 엔젤레스
할리우드 브로드웨이

걸어볼 수 있는 곳, Hollywood Walk of
Fame이 있는 15블록 길이로 유명한
대로에는 Hollywood & Highland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단지도 있음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10) https://www.insureandgo.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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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문이 있는 2km의 거리로, 밤나무,
카페, 극장, 상점들이 늘어서 있으며
프랑스 특별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거리

§ UNIQUE STREETS(2019)11)
[ 표 Ⅲ-30 ] 유니크 스트리트 사례
이미지

이름

설명

이탈리아 부라노
Via Giudecca 거리

거리와 운하를 따라 늘어선 섬, 어부들이
집을 찾기 쉽도록 벽을 최대한 밝게 칠했던
것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음

스페인 최고의 생산지로 알려진 헤레스
스페인 헤레스

지역 중 두꺼운 포도나무가 지붕이 되는

Calle Cieos 거리

독특한 거리이자 다양한 축체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함
Château Frontenac 아래 절벽 기슭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 대로

캐나다 퀘백

1608년에 퀘벡 시를 설립한 사무엘 드

쁘띠 셩쁠랑 거리

샹플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매력적인
거리로, 부티크 상점과 가족 소유
레스토랑의 본거지
알베로벨로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이탈리아 풀리아

문화 유산이며, 풀리아는 흰색 원추형

알베로벨로 거리

지붕이 특징인 석회암으로 지어진 트룰리
주택이 톡특한 경관을 조성
포도밭 사이에 자리 잡은 콜마르는

프랑스 콜마르

고풍스러운 중세 가옥, 운하, 꽃 장식이

푸아소네리 거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그리고 런치
강을 따라 흐르는 푸아소네리 거리는 마치
동화 속을 연상
풍부한 네온 사인이 특징인 홍콩의 명소로

홍콩

대형 쇼핑몰, 상점, 카페, 레스토랑이

네이션 로드

즐비한 이곳은 홍콩에서 현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11) https://www.loveexplor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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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도외 현지탐방
▮ 호남지역 도외 현지 탐방 개요
§ 기간 : 2021년 10월 9일(토) ~ 2021년 10월 11일(월)
• 1일차 : 광주 양림동/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 2일차 : 순천만 국가정원
• 3일차 : 여수 오동도일대 / 낭만포차거리

§ 현지 전문가 : 강신겸 교수(전남대학교)

▮ 호남지역 : 광주 양림동/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양림동 선교사 유적지12)

양림동 근대문화역사거리13)

양림동 펭귄마을14)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15)
[ 그림 Ⅲ-9 ] 양림동 사례

12) http://gjarchive.kr/t_02021/32244
13) http://gjarchive.kr/t_02023/15751
14) 오마이뉴스,2016.08.08.,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내 펭귄 마을, http://www.ohmynews.com/NWS_Web
/View/at_pg.aspx?CNTN_CD=A0002233419

- 52 -

§ 특장점
• 배움을 위한 여행 실현 : 역사적 관광유산 탐색과 ‘광주 100년의 이야기’ 가이드이
자 배우의 뮤지컬 시티투어 체험
• 새로운 경험,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 실현 : 현지 예술인의 정서 체험과 정크아
트, 미디어아트 등 즐길 거리
• SNS 활동과 여행의 기록 실현 : 작품 전시가 어우러진 카페 공간과 특색 있는 음
식 특화 거리의 맛집 탐방

§ 제주 지역 반영 의견
• 제주 신화역사에 뮤지컬 요소를 활용한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개발
• 서귀포 이중섭거리를 문화예술거리로 테마 확장
• 제주 원도심, 저지리 마을 등 지역사회와 예술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생
• 아트카페라는 창업 아이템을 통한 색다른 복합문화공간 조성

15) https://www.acc.go.kr/info/contents.do?PID=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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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역 :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16)

순천만 국가정원 열차17)

순천만 꿈의 다리18)

순천만 스카이큐브

19)

[ 그림 Ⅲ-10 ] 순천 사례

§ 특장점
• 영국, 중국, 네덜란드, 몽골, 한국 등의 이미지를 재현한 세계 전통 정원 및 각 테
마별 요소를 형상화한 테마정원이 구성되어 포토존 활성화(MZ세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나라별 분위기의 포토존 활성화, 웨딩촬영 등)
• 꿈의 다리는 세계 최초로 물 위에 떠있는 미술관으로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어린
이들의 꿈을 그린 그림을 전시해 놓아 삶이 예술이 되는 감동적인 장소임

16)
17)
18)
19)

https://50plus.or.kr/detail.do?id=8748873
https://blog.daum.net/nam-sh0302/15711786
https://blog.daum.net/pnuks/1095
뉴스락, 2019.01.03.,포스코 순천만스카이큐브, 애물단지로 전락...‘기업.지자체.시민’무책임.무관심 속 정지
위기,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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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5대 습지인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무인자동운전시
스템인 스카이큐브를 운행, 스카이큐브를 타고 아름다운 동천과 정원을 구경할 수 있음

§ 제주 지역 반영 의견
• 새연교 및 용연구름다리를 물위에 떠있는 미술관으로 활용하여 미술 작가들의 작
품 공간으로 활용을 통한 상생 및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
• 휴양지 보호를 위해 전기를 활용한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도내 산림휴양지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휴양지 내 투어 열차운행
• 특징적 요소를 재현한 휴양 체험프로그램 개발

▮ 호남지역 : 여수 오동도 일대/낭만포차 거리

여수 오동도 일대20)

여수 거북선대교21)

여수 하멜등대22)

여수 낭만포차 거리

23)

[ 그림 Ⅲ-11 ] 여수 사례
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0838096&tag=%EC%97%AC%EC%88%98&gb=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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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장점
• MZ세대를 겨냥한 포토존 활성화
• 중 장년 취향의 유람선 관광(섬과 도시, 다리와 케이블카 활용 볼거리)
• 여행자들의 지역 대표 먹거리 & 볼거리 집중화
• 현지인들의 휴식처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장소

§ 제주 반영 의견
• 탑동, 한림, 중문, 이호태우해변, 성산 등 도민 & 관광객을 겨냥한 제주 대표 먹거
리 포장마차 운영 → 오일장 방식 도입, 자체 도민 1년씩 운영 방식 도입 등
• 분산되어 있는 관광지 집중화 발전 모색
• 개발 가능한 관광아이디어 개발 및 홍보
• 머니 파워가 있는 관광객을 겨냥한 웰니스/헬스케어 관광 개발

▮ 영남지역 현지 탐방 개요
§ 기간 : 2021년 10월 30일(토) ~ 2021년 10월 31일(일)
• 1일차 :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길 / 부산 광복로 패션거리, 국제시장
• 2일차 : 부산 용두산문화의거리, 전포카페거리

§ 현지 전문가 : 조광익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한상현 교수(동의대학교)

21) https://triple.guide/regions/9692c6aa-a115-40e9-a6ac-932f628dbd6f/attractions/956b6565-9fc7-4c8f-af7f-aeb05416af39
22) https://m.blog.naver.com/kizaki56/222075412912
23) 조선일보, 2018.09.28.,여수 밤바다의 추억...‘낭만포차’ 떠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
l_dir/2018/09/28/2018092800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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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지역 : 김광석다리그리기길/부산 광복로패션거리, 국제시장

대구 김광석다시그리기길24)

부산 광복로패션거리25)

부산 국제시장

26)

[ 그림 Ⅲ-12 ] 영남지역 사례1

§ 특장점
• 대구 방천시장 인근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
• 김광석 거리 콘서트홀 공연 및 김광석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개최
• 부산 광복로 패션거리는 부산의 ‘종로’라고 불리었던 역사성이 있는 원도심이었으
며,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영화거리, 용두산 공원 등 유명관광지와 밀집된 지역
• 부산 광복로 거리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차도와 인도의 높이가 같고, 곳곳에 쉼터
와 조형물,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상점은 양방향으로 분포 되어있음

24) 연합뉴스,2020.04.01., 두달 매출 ‘29만 9천원‘...관광객 발길 끊긴 대구 김광석길, https://www.yna.co.kr
/view/AKR20200331167000053
25) https://www.visitbusan.net/index.do?menuCd=DOM_000000201003001000&uc_seq=413&lang_cd=ko
26) https://triple.guide/regions/42a593645008-4307-99ce-4ae97cf1aea9/attractions/003385de-d1ca-41
cd-8b15-ebcb7e19ac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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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반영 의견
• 유명 인물, 문화적인 소재, 지역 특산물 등을 매개로 독특한 테마거리 조성
• 제주 시내 한짓골 중앙로 상점가, 동문시장, 산지천의 테마의 통일성 필요, 특히 해
당 지역을 중심으로 벽화, 테마,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포토존 도입
• 도심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MZ세대 소비 트렌드 반영한 브랜드 팝업스토어 운영

▮ 영남지역 : 부산 용두산문화의 거리, 전포카페거리

부산 용두산문화의거리

부산 전포카페거리27)
[ 그림 Ⅲ-13 ] 영남지역 사례2

§ 특장점
• 부산 최대의 번화가와 높은 접근성
• 공구와 철물 등 산업용품을 판매하던 공구상가에서 카페, 공방, 편집숍 등 다양한
27) https://www.visitbusan.net/index.do?menuCd=DOM_000000202003001000&uc_seq=355&lang_cd=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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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과 감성이 있는 상점 입점하면서 카페거리로 발전
• 미국 뉴욕타임즈 선정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되어 주목
• 플리마켓, 갤러리,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 통해 문화지구로 확장
• 로컬 카페, 해외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희소성 조화가 마케팅 요소
• 매년 전포카페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 상생 효과

§ 제주지역 반영 의견
• 제주시 구남동, 연동 카페 밀집 지역의 테마 및 축제요소가 있는 거리문화 조성
•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의 성격의 소규모 이벤트성 축
제 등 접근성이 높은 제주 시내권 개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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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키워드 조사
1. 테마거리 키워드 도출 전략
[ 표 Ⅲ-31 ] 테마거리 키워드 도출 전략

MZ트랜드 분석

타지역 벤치마킹

제주지역 핫플레이스

제주 산업 및 자연적 특성

제주 문화 및 축제 관련 특성

Ÿ

MZ세대의 트렌드를 선 분석하여 각 트렌드에 맞춘 테마거리 아이템 제안

Ÿ

해당 테마거리 아이템에 맞는 대상과 장소 선정

Ÿ

타 지역의 우수 테마거리 모델을 제주지역 맞춤형

Ÿ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장소 선정 필요

Ÿ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제주 장소를 중심으로 테마거리 조성

Ÿ

지역 상권 분석과 인기 원인에 대한 보강 조사 필요

Ÿ

제주지역 산업적,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테마거리 아이템 구상

Ÿ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요인 접목

Ÿ

제주지역 전통문화와 축제 등의 관광상품으로 테마거리 아이템 구상

Ÿ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요인 접목

[ 그림 Ⅲ-14 ] 데이터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한 MZ세대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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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마거리 키워드 도출 리서치 개요
▮조사방법
§ 블랙키위(https://blackkiwi.net/)
• 빅데이터 기반 키워드 분석(블로그)
• 월간 검색량, 월간 콘텐츠 발행량, 예상 검색량, 연간 키워드
• 연령별 검색 비율, 성별 검색비율, 이슈성

§ 썸트랜드(https://some.co.kr/)
• 소셜분석 센터(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트위터)
• 체녈별 언급량, 언급량 추이, 연관어 ,긍, 부정어 분석, 연관어 순위 변화 분석
• 일별, 주별, 월별에 따른 분석

§ 네이버(https://www.naver.com/)
• 네이버트렌드, 지도, 장소, 최신 뉴스

§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
• 게시글 해시태그 개수 및 관련 해시태그로 인기도 측정

▮ 데이터 수집 기간 : 2020.11.04. ~2021.11.04.
▮ 검색 범위 : 연령대 세분화 검색
• ~12, 13~19, 20~24, 25~29, 30~39, 40~49, 50~

▮ 모바일, PC,블로그 총 발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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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마거리 키워드 도출 분석 결과
▮ 메타버스
§ 「VR」, 「AR」, 「메타버스」 키워드는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와 30대가 높은 관심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됨
§ 「AR」과 「메타버스」는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MZ세대에게 높은 관심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ICT기술과 결합한 거리를 조성한다면 다른 거리와 차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림 Ⅲ-15 ] 메타버스 관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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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은 ‘즐기다’, ‘특별하다’, AR은 ‘특별하다’, ‘새롭다’, 메타버스는 ‘즐기다’,
‘성장하다’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 키워드로 선정됨
§ 메타버스 연관어로 글로벌이 선택됨 → 특색 있는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가능함
§ VR은 ‘즐기다’, ‘특별하다’, AR은 ‘특별하다’, ‘새롭다’, 메타버스는 ‘즐기다’,
‘성장하다’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 키워드로 선정됨
§ 재미있고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다른 지역과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음
§ 메타버스 연관어로 글로벌이 선택됨 → 특색 있는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가능함

[ 그림 Ⅲ-16 ] 메타버스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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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에서는 AR이나 메타버스 형태의 게임 앱,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참
고하여 제주도에서 차별화되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ICT기술을 이용하면 테마거리의 다양한 부분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표 Ⅲ-32 ] 메타버스 관련 사례조사
명칭

사례

내용
휴대폰 어플 ‘둘리AR테마거리’를 통해 쌍문동
거리에 설치된 AR 마크를 향해 비추면, 둘리

서울 쌍문동

와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

둘리테마거리

실 수 있음

28)

또한, '둘리AR테마거리'의 내비게이션 기능으
로 둘리 친구들을 통해 쌍문동 도보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캐릭터 선택도 가능함
증강현실(AR)로 즐기는 부평 업다운스트리트
앱으로 부평의 핫 플레이스인 ‘부평문화의거
리’와 부평지하상가 ‘모두몰’에서 사용이 가능

부평

한 앱

업다운스트리트

부평문화의거리와 모두몰 곳곳에 부착된 ‘AR

29)

마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게
임, 퀴즈를 통해 스티커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음

'VR도보여행'은 서울의 문화명소를 슈돌의 윌
벤져스(윌리엄과 벤틀리) 캐릭터와 함께 랜선
스마트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임

서울앱30)

'문화재 4차원 서비스'는 현재는 볼 수 없는
소실 문화재를 4D로 재현해 눈앞에서 생생하
게 감상할 수 있음

28) https://doolystreet.dobong.go.kr/sub/introduce/ar_p/ar.asp
29) https://m.blog.naver.com/withbupyeong/221788459606
30) 뉴스1, 2021.10.27.,소실된 문화재도 VR로...서울시,3D지도 ‘S-MAP’ 모바일 버전 개시 https://www.news
1.kr/articles/?447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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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 캐릭터는 MZ세대 중 특히 10대에게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캐릭터 테마
파크는 MZ세대 관심도가 높고, 검색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임
§ 캐릭터 테마파크에 대한 반응은 소중한 추억 여행으로 MZ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음
§ 제주도를 특화하여 돌하르방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지
속 가능한 거리로 성장할 수 있음

[ 그림 Ⅲ-17 ] 캐릭터 키워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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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캐릭터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많음 →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주도 특화 거
리를 만들어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테마거리 형성 가능
[ 표 Ⅲ-33 ] 캐릭터거리 사례조사
명칭

사례

내용

중국샤먼

골목 모퉁이마다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

딩아오자이

나, 예의, 자애, 성실을 상징하는 고양이 벽화

고양이

가 새겨져 있어 지역 명소로 자리잡은 테마거

거리31)

리로 고양이를 주제로한 박물관이 유명함

명동에서 남산으로 가는길에 위치해 있는 만
명동만화거리

화의 거리 재미로! 남산, 명동 데이트를 하러

32)

오면 꼭 와바야 하는 필수코스로 추천해도 정
말 후회하지 않을 재미있는 데이트 장소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은 해양관광도시의 미
래로 나아가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가
족단위 관광객과 전 세대를 흡수하는 체험형
포항해상공원

캐릭터 테마파크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닝메

캐릭터테마파

카드, 헬로카봇, 소피루비, 가스파드 엣 리사

크33)

등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으며 화려한 음악분
수와 스크린으로 아이들의 동심 자극뿐만 아
니라 여유로운 밤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문
화 장소
강동구를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웹툰을 그리
고 있는 강풀 작가의 순정만화 시리즈

강풀만화거리

<순정만화>,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34)

<그대를 사랑합니다> 4편을 마을 이야기와
엮어 2013년 9월 탄생시킨 세상 골목마다
풍성한 볼거리와 이야기를 담고 있음

31) people.cn,2015.01.29.,샤먼의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로 꾸며진 테마거리 http://kr.people.com.cn/n/2015/0129/c203281-884276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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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 전통놀이 체험과 놀이공원은 ‘놀이’와 관련된 체험 키워드로 전반적으로 MZ세
대 관심도가 높음
§ 추억의 놀이는 MZ세대뿐만 아니라 40대에게도 높은 관심을 보임
§ 놀이공원과 추억의 놀이는 최근 급격한 검색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주
도의 전통놀이를 이용한 거리를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면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놀이거리는 ‘즐기다’, ‘신나다’, 전통놀이 체험은 ‘다양한 볼거리’, ‘즐거운 시
간’, 민속놀이 반응은 ‘행복한 시간’, ‘즐거운 하루’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 키
워드로 선정됨

[ 그림 Ⅲ-18 ] 놀이 관심 및 관심 연령대 조사

3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eading100&logNo=221220245580
33) https://pama1090.tistory.com/3
34) https://www.gangdong.go.kr/web/culture/contents/gdc010%20020%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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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거리는 ‘즐기다’, ‘신나다’, 전통놀이 체험은 ‘다양한 볼거리’, ‘즐거운 시
간’, 민속놀이 반응은 ‘행복한 시간’, ‘즐거운 하루’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 키
워드로 선정됨
§ 놀이공원의 연관어로 여행, 전통놀이 체험의 연관어로 문화, 민속놀이 연관어
로 ‘여행’, ‘전통’의 단어가 나타남
§ 제주도의 고유 전통놀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여행
중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선택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사료됨

[ 그림 Ⅲ-19 ] 놀이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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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파크 및 국내외로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상
당한 인기를 끌고 있음 → 제주도의 전통놀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
하여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이 가능함
[ 표 Ⅲ-34 ] 놀이 관련 사례 조사
이름

사례

내용
53만여㎡의 넓은 공간 속에 동물원, 식물
원, 놀이동산 및 다양한 공연시설과 체험공
간이 가득한 어린이 가족테마공원

서울어린이대

1973년 5월 5일(제51회 어린이날) 개원

공원 놀이공원

한 이후 이용시민들의 관람 편의성 향상을

35)

위해 낡고 불편해진 시설을 교체하는 단계
적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09년 5월 5
일 재탄생하였음
라바트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모
로코 왕국의 수도. 로마시대의 유적과 국왕
이 거처하는 왕궁, 의회, 정부기관, 외국
공관 등의 공공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녹
모로코 라바트

음이 짙은 거리들은 전원도시로서 차분한

거리36)

분위기를 띠고 있음
주변 관광지로 메디나, 카스바 우다야, 우
다야 정원, 왕궁, 모하메드 5세거리, 모하
메드 5세 왕릉,하산탑, 셀라, 고고학박물관
이 있음
월미테마파크는 스릴만점 지상 780M높이
하이퍼드롭부터 월미도 관광객은 한번쯤
타봤다는 월미도 마스코트 타가다 디스코,
극강스릴! 세계 최초 2층 바이킹, 인천 앞

월미테마파크

바다가 보이는 115M 대관람차 등 메이저

37)

급 어트랙션이 완비되어 있어 <자이언트
펭>,<뮤직비디오 비  깡>,<SBS 런닝맨>
등의 다양한 방송 출연지로 전국적인 유명
세를 떨치고 있음
공주 동구에서 매년 가을이면 전국 유일
광주 충장로

추억을 소재한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립니

추억의

다. 거리퍼에리드, 추억의 거리, 추억의 고

거리38) 39)

고장, 도심 별밤캠핑 등 모든 세대를 아우
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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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
§ 긍정적인 반응 87%로 중립과 부정적인 반응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통계됨
§ 20대~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피크닉은 제주와 여행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났고, ‘좋다’, ‘즐기다’, ‘즐거운 추
억’을 위한 반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로 여행을 오는 타 지역 사람들은 피크닉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됨
§ 피크닉 장소, 세트에 대한 대여 및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으로서 테마거리 아이템에 활용도가 높아 보임

[ 그림 Ⅲ-20 ] 피크닉 키워드 분석

35)
36)
37)
38)
39)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hildrenpark/introduce/map_facility2.jsp
https://blog.naver.com/masejin/220981456925
http://www.my-land.co.kr/index/
https://blog.naver.com/like1/220824836447
https://www.donggu.kr/menu.es?mid=c8040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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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 캠핑은 MZ세대 중 30대의 높은 관심을 보임→ 30대를 겨냥한 캠핑 프로그램
을 구성한다면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캠핑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캠핑에 대한 반응도 ‘좋다’, ‘가고싶다’로 긍정적인 반응이고 높으며, 여행 중
힐링을 주는 아이템이 긍정적으로 나타남 →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새
로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제공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됨

[ 그림 Ⅲ-21 ] 캠핑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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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 제주도는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가 존재하여 요즘 떠오르는 테마 중 하나로,
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통계됨
§ MZ세대의 드라이브의 관심도가 높은 것을 통계상으로 확인 할 수 있음 → 이
러한 수요에 맞추어 ‘드라이브 스루 거리’를 탄생시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 기존 해안도로의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 새로운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드라이
브 코스를 만든 다면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음

[ 그림 Ⅲ-22 ] 드라이브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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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
§ 오직 제주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키워드로 오름에 대한 연관어로
‘제주여행’이 나타났고, 그에 대한 반응은 ‘가고싶다’, ‘여행 즐기다’로 제주 관
련 테마거리 구성 취지에 적합함
§ 오름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오름과 연계된 행사와 축제를 접
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가능함

[ 그림 Ⅲ-23 ] 오름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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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하르방
§ 제주도의 상징이며, 제주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 키워드
로 제주 관련 테마거리 구성 취지에 적합함
§ 전 연령대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좋다’, ‘귀엽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돌하르방의
연관어로 제주여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돌하르방 조형물들을 전시하여 포토거리를 만든다면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림 Ⅲ-24 ] 돌하르방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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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 10~20대보다 30~40에게 더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이들과 함께 감귤 먹기, 감귤 체험 등을 함께 하는 것으로 분석됨
§ 감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74%로 제주로 여행을 온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
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감귤 조형물, 포토존을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림 Ⅲ-25 ] 감귤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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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담
§ 돌담은 MZ세대와 40대에게 전체적으로 관심이 높고 돌담 연관어로는 제주도,
제주여행이 나타남
§ 돌담에 대한 ‘무너지다’등 부정적인 감정어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돌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보긴 어려우며 대체로 ‘좋은 추억’, ‘여유’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리에 벽화 그리기 체험 및 포토존을 마련한다면 차별화된 관광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 그림 Ⅲ-26 ] 돌담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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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방
§ 책방은 MZ세대 중 20대에게 관심이 높고, 선호도는 여성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음
§ 제주 책방에 관한 검색어가 나타나며, 책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임
§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예상되며 프리마
켓과 연계하여 거리를 만들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그림 Ⅲ-27 ] 책방 키워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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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 문화예술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30대
는 미술관에 대한 관심도 높음
§ 미디어아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선호도는 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날씨에 관계없이 찾을 수 있는 제주도 내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거리를 만들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함

[ 그림 Ⅲ-28 ] 문화예술 관심연령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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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마켓
§ 플리마켓은 MZ세대에게 관심은 높고, 특히 20대와 여성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당 연령층을 타겟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플리마켓 검색 동향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관심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플리마켓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이 큰 부분으로 분석됨

[ 그림 Ⅲ-29 ] 플리마켓 관심 연령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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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 한복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검색량이 하락한
것으로 보아, 단독 테마를 추진하기엔 어려워 보임
§ 레트로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MZ세대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10대의 복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복고 키워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을 구성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그림 Ⅲ-30 ] 한복 관심도 조사

- 80 -

▮ 주류
§ MZ세대의 관심이 높으며 맥주에 대한 반응은 ‘행복’, ‘즐기다’로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는 아이템임
§ 현재 맥주를 이용한 맥주투어, 맥주여행이 트렌드화 되고 있으므로 단순 먹거
리가 아닌 체험 활동을 겸비해 제주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많
은 관심이 예상됨

[ 그림 Ⅲ-31 ] 주류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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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푸드트럭
§ 일반적인 아이템이긴 하나, 연관 검색어에 제주도와 여행이 함께 검색되는 것
으로 보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됨
§ 야시장의 연관어로 제주도 여행이 나타나며,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은 특히
30~40대에게 높게 나타남
§ 제주도에서 즐길 수 있는 감귤 주스 직접제조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음식
을 판매하면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 가능

[ 그림 Ⅲ-32 ] 야시장/푸드트럭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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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
§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도는 MZ세대들 중 10대, 40대가 특히 높은 것
을 알 수 있음
§ 비교적 저렴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됨
§ 연관어에 제주도가 함께 검색될 정도로 제주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전통음식 문화거리에서 전통 체험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면
MZ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그림 Ⅲ-33 ] 향토음식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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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거리
§ 카페거리는 10대와40대에 비하여 특히 MZ세대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 타 지역은 연관검색어에 뜨지만, 제주도는 관련 연관검색어가 발견되지 않음
§ 제주도에는 아직 뚜렷한 카페거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됨
§ 카페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90.5%으로 높은 만큼 실패 없을 아이템으
로 해안도로에 위치한 기존 제주도 카페거리에 바다 축제를 겸비한 이벤트와
함께 제주스러운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 그림 Ⅲ-34 ] 카페거리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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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포츠
§ 해양레포츠에 관한 검색량 중 요트에 관심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해양 레저는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 타 키워드에 비하여 럭셔리하고 멋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며, 제주도에서
해양레포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고급화 전략으로 해양레포츠 관련 거리를 조성하여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됨

[ 그림 Ⅲ-35 ] 해양레포츠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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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
§ 해녀에 대한 검색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대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제주도, 제주여행, 성산 등 제주 명소 관련 연관어가 다수 보임
§ 여행 중 음식에 필요한 감정어가 해녀의 키워드에서 많이 나타는 것으로 분석됨
§ 해녀 관련 아이템 중 음식과 관련된 아이템을 이용한다면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됨

[ 그림 Ⅲ-36 ] 해녀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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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 체험이나 해녀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요리 하는 음식점이 상당히 있음
§ 해녀 체험을 통해 직접 잡은 해산물로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
어진다면 테마거리가 형성 가능함

[ 그림 Ⅲ-37 ] 해녀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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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거리 키워드별 언론보도자료
[ 표 Ⅲ-35 ]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키워드

피크닉

캠핑

드라이브

오름

돌하르방

감귤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언론보도자료
Ÿ

제주 숲에서 아이들과 함께 힐링 피크닉 즐겨요40)

Ÿ

“가을엔 제주로 피크닉 떠나요“ 그랜드 조선 제주, 어텀 브리즈‘ 패키지 출시41)

Ÿ

KT, 친환경 피크닉 세트로 MZ세대와 소통42)

Ÿ

롯데호텔 제주, 룸 캠핑.태교여행 패키지 선봬43)

Ÿ

탄소없이 제주 여행하는 ‘디지코캠핑 인 제주

Ÿ

경북도, 급성장하는 캠핑관광에 선제적 대응

Ÿ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개막,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46)

Ÿ

창원담감, 드라이브스루 직판 행사에서 완판47)

Ÿ

우수 제주산 축산물 내달 7일 드라이브스루 할인 행사48)

Ÿ

관광객 몰려 훼손 심각 ‘제주 용눈이오름’내년 2월부터 못오른다...2년 휴식년제49)

Ÿ

2021 새별오름 힐링축제 개최 등50)

Ÿ

제주도 억새.단풍구경 명소 가볼만한 곳 ‘금백조로, 아끈다랑쉬오름51)

Ÿ

돌하르방 달고나...지자체 오징어 게임 마케팅 바람52)

Ÿ

제주 돌하르방, 외교 최일선으로...공관 등 11곳에 우뚝53)

Ÿ

돌문화공원, 규모 전국 3위...내부는 엉망 ‘돈먹는 하마’54)

Ÿ

감귤 수확 체험 인기55)

Ÿ

세계잇는 제주, 미래 여는 감귤56)

Ÿ

메종 글래드 제주, ‘아날로그 제주 패키지’ 출시57)

44)
45)

헤드라인,2021.10.13.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022
한국경제tv,2021.08.18.,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180285
!T Chosun, 2021.04.14.,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1423.html
파이낸셜뉴스, 2021.11.04.,https://www.fnnews.com/news/202111040744440628
다음 뉴스,2021.10.17.,https://news.v.daum.net/v/20211017094303055
브레이크뉴스,2021.11.03.,https://www.breaknews.com/844949
네이트뉴스,2021.11.03., https://news.nate.com/view/20211103n20267
부산일보,2021.11.01.,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107255977980
뉴스핌, 2021.10.27.,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027001027
경향신문, 2020.12.24., https://m.khan.co.kr/local/Jeju/article/202012241024001#c2b
뉴시스, 2021.11.13.,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03_0001637595
마이민트뉴스, 2021.11.07.,https://www.mimint.co.kr/bbs/view.asp?strBoardID=media&bbstype=S1N12&bidx=3471447
서울신문,2021.11.0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02500120
뉴시스, 2021.10.2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0_0001620631
시사종합신문, 2021.10.13.,http://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634109382136277042
연합뉴스, 2020.11.04.,https://www.yna.co.kr/view/PYH20201104185900056
제민일보, 2021.10.05.,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168
BBR,2021.12.07.,http://www.bbreview.io/news/articleView.html?idxno=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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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6 ]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키워드

언론보도자료
Ÿ

+ 럭셔리 숙소58)

돌담

책방

문화예술

플리마켓

한복

설화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제주 60년 돌담집.동굴 미로 스테이, ‘구해줘 숙소’시즌1 마지막회 제주도 로맨틱

Ÿ

사색하며 걷기에 딱 좋은 가을 ‘제주마을 한바퀴’59)

Ÿ

[김유진의 우리동네 책방 여행] 와인파는 책방 MZ 취향저격…화성 문화살롱 '다
락'60)

Ÿ

우리는 동네책방에서 ‘매일매일 책 봄’61)

Ÿ

독립출판, MZ세대의 ‘실험’이자 ‘놀이·’ ‘마이크’가 되다62)

Ÿ

반고흐 미디어 아트 전시 관람하세요63)

Ÿ

정조대왕이 꿈꿨던 신도시, 수원화성…미디어 아트로 부활64)

Ÿ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구현된 '제주 사계'65)

Ÿ

제주도내 '플리마켓' 모두 모여라...25일 '플리마켓 페어'66)

Ÿ

샵바이, 플리마켓 통해 영세상인 온택트 커머스 확대 지원67)

Ÿ

핸드메이드와 공예를 일상으로, ‘일상예술창작센터’68)

Ÿ

2월 제주도 관광 10선....'힙한 제주스러움 뉴트로' 명소는?69)

Ÿ

몸뻬 입고 아궁이에 불 때고…MZ세대는 시골에서 휴가 중70)

Ÿ

전주의 가을, 한옥마을에 한복 물결로 ‘넘실’71)

Ÿ

제주 1만 8천여 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서귀포문화재야행 '신들의 정원' 성료72)

Ÿ

제주도 설화가 '코스믹 호러'와 만나면73)

Ÿ

CU, “곰·말·호랑이 이어 제주도 설화”…현대카드·제주맥주와 이색 컬래버74)

비즈엔터, 2021.11.03.,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214287
파이낸셜 뉴스, 2021.10.10.,https://www.fnnews.com/news/202110100939509312
중부일보,2021.07.15.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4725
부산일보,2021.11.03.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0315094678260
서울앤,2021.08.12.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8657.html
뉴시스,2021.10.20.https://newsis.com/view/?id=NISI20211020_0018064108
연합뉴스TV,2021.11.06.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1106000500038?did%201825
뉴제주일보,2021.10.21.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71853
헤드라인제주,2019.05.23.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424
베타뉴스,2020.11.09.https://www.betanews.net/article/1239872
디자인정글,2020.12.11.https://www.jungle.co.kr/magazine/202274
헤드라인제주,2019.01.21.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45
한겨레,2021.10.01.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1013480.html
쿠키뉴스,2021.10.06.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060095
문화뉴스.2021.10.11.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298
연합뉴스,2021.09.28.https://www.yna.co.kr/view/AKR20210928060500005
문화경제,2020.11.10https://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3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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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7 ]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키워드

주류

야시장/푸드

향토음식

카페거리

해양레포츠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언론보도자료

Ÿ

생활맥주 X 맥파이 브루잉, 제주 감귤향 담은 ‘제주당 골든에일’ 맥주 선보여75)

Ÿ

제주맥주 “맥주문화 제주 새 관광자원으로 만들 것”76)

Ÿ

할로윈데이 즐기는 한라수목원 야시장77)

Ÿ

제주 평화로 먹거리 새별오름 푸드트럭 상설 운영78)

Ÿ

순천만에 국내 최대 푸드트럭 야시장 들어선다79)

Ÿ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광명시 음식문화거리로 힘찬 새 출발80)

Ÿ

꿩메밀칼국수를 파는 어르신의 아뜰리에81)

Ÿ

[뉴트로 푸드]제주남자 씨말리려 건넨 메밀 '빙떡'이 건강식 될줄이야?82)

Ÿ

겨울바다와 따뜻한 차 한잔 추억 만들기83)

Ÿ

국내 관광객 제주 몰려... 애월 ;카페거리‘매출 ↑84)

Ÿ

화려하고 짜릿한 MZ세대 놀이터...심만만 부산85)

Ÿ

사회적 거리두기, 야외 헤저활동 선호도 증가한다86)

글로별경제신문,2020.08.13.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88
뉴스원,2017.08.14.https://www.news1.kr/articles/?3066990
한라일보,2021.11.01.http://m.ihalla.com/article.php?aid=1635692400715768059
제주의소리,2018.09.03.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449
한국일보,2020.04.20.https://news.nate.com/view/20200420n31915
국제뉴스,2021.10.14.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936
제주의소리,2021.10.30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4930
뉴시스,2020.02.18.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20_0000893724
가스신문, 2019.12.06.,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626
세계로컬타임즈, 2020.09.03.,http://m.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1527383762
헤럴드경제,2021.06.22.,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22000649
현대해양, 2021.08.09.,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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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거리 키워드별 종합의견 정리
[ 표 Ⅲ-38 ] 키워드별 종합의견
키워드
메타버스

캐릭터

놀이

피크닉

종합의견
Ÿ

것 같음
Ÿ

오름

돌하르방

감귤

돌담

책방

제주도 특화 캐릭터(돌하르방)거리를 만들면

MZ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다

양한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거리가 될 것 같음
Ÿ

제주도의 전통놀이를 이용한 거리를 만들면 특색 있는 거리가 될 거 같음

Ÿ

제주도에서 피크닉을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니즈가 있음

Ÿ

피크닉장소, 피크닉 세트 대여 및 판매 추가 수익 창출 필요함

Ÿ

’제로웨이스트’와 같이 환경과 관련하여, 상품을 개발 해야 함

Ÿ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캠핑

캠핑

드라이브

ICT기술을 이용한 거리를 만들어 특별함과 재미를 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장을 제주도에서 제공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음
Ÿ

전기차를 이용한 차박 캠핑 유도 가능할 것임

Ÿ

제주지역특성상 렌터카 비율이 높은 만큼 ‘드라이브 스루’ 거리 혹은 기존 해안도
로가 아닌 새로운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면 꾸준히 인기 있을 것임

Ÿ

오직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 필요함

Ÿ

오름과 연계된 지역 행사, 축제가 많아(EX,새별오름) 다양하게 접목가능 함

Ÿ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상징, 오직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컨텐츠 필요함

Ÿ

돌하르방 조형물들을 전시하여 포토 거리 조성이 가능함

Ÿ

감귤 모양의 다양한 제품, 먹거리와도 연관 됨

Ÿ

감귤 조형물, 포토존 활용 가능함

Ÿ

돌담이 있는 제주 폐가, 빈집 리모델링하여 돌담 마을 조성 가능함

Ÿ

거리와 마을에 포토존, 벽화 그리기 체험 등 제주도만의 차별화 관광 가능할 것임

Ÿ

유행성을 많이 타지 않음

Ÿ

플리마켓과 연결 가능함

키워드
문화예술

플리마켓

한복

설화

종합의견
Ÿ

전반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찾을 수 있다고 예상 됨

Ÿ

안 좋은 날씨에도 실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됨

Ÿ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함

Ÿ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음

Ÿ

MZ세대에게 체험과 경험이 중요함

Ÿ

레트로가 유행시작이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성행됨

Ÿ

레트로, 복고와 함께 제주 역사와 설화를 함께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음

Ÿ

양조장투어, 주류(맥주)수업 등 단순 먹거리가 아닌 체험 활동을 겸비해 제주도에

주류

서만 즐길 수 있는 술 문화, 체험 투어를 접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함

야시장/푸드

향토음식

카페거리

해양레포츠

Ÿ

단순한 밤 문화, 먹거리체험이 아닌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체험활동, 볼거리(감귤
주스 직접제조, 해녀축제등) 접목해서 거리를 만들면 좋을 것임

Ÿ

단순한 전통음식문화거리보다 전통음식문화거리에 전통체험과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면 MZ세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Ÿ

해안도로에 위치한 기존 제주도 카페거리에 바다 축제를 겸비한 이벤트를 만들거
나 축제를 만들면 좋을 것임

Ÿ

해양 레저는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유입인구가 늘고 있음

Ÿ

강원도, 양양이 MZ 서핑 목적지로 큰 인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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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거리 전문가 자문단 의견 정리
[ 표 Ⅲ-39 ] 테마거리 전문가 의견
전문가 자문단 의견

Ÿ

관광은 FUN(재미)가 중요하다.

Ÿ

테마거리는 재미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Ÿ

MZ세대들에게 카페, 힐링, 웰니스 관광만으로는 부족하다.

Ÿ

재미, 핫 플레이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MZ세대들이 사진 찍고 SNS에 활용할 수 있는

재미

테마거리가 필요하다.
Ÿ

앞으로의 테마거리는 사진을 찍고 가는 관광 파트들이 있어야 한다.

Ÿ

행사 형태로 진행해서 명상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테마거리도 재미있을 것 같다.

Ÿ

핫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테마/ 해외에서 유명한 테마거리, 작가 거리 벤치마킹해야
한다.

환경

Ÿ

클린 활동을 할 수 있는 테마거리 형성하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Ÿ

친환경적인 테마거리를 강조하는 게 좋다.

Ÿ

사람들도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리를 만들면 관광객들과 사업자들 모두 긍정적인
만족도가 나타날 거 같다.

Ÿ

무작정 새로 거리를 만들기보단, 기존 거리를 연계한 테마거리가 필요하다.

Ÿ

웰니스 관광과 섞어서 힐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Ÿ

제주형은 기존의 밀레니얼 테마파크 거리와는 다르게 가야한다.

Ÿ

기존의 콘텐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걸 만들고, 우리는 각 지역에 숨어있는 콘텐츠를 생
각하자.

Ÿ

처음부터 일년 내내 테마거리로 만들지 말고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 제주도
만의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제주

Ÿ

제주시 서귀포시 말고, 행사 형태로 진행해서 명상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테마거리

Ÿ

처음부터 일년 내내 테마거리로 만들지 말고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 제주도
만의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Ÿ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Ÿ

자연스러운 테마거리와 인위적으로 만든 거리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Ÿ

역사적인 테마거리를 파악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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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키워드 선정
1. 밀레니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키워드 1차 선정
▮ 설문조사
§ 목적 : MZ세대 설문조사를 위한 제주형 밀레니얼 테마거리 1차 키워드 선정
§ 대상 : 전문가 자문단 9명
§ 시기 : 2021년 11월 15일 ~ 19일(5일간)
§ 방법
• 21개 테마거리 키워드를 13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5점 척도)
• 13개 항목의 경우, 언론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 목적지를 선
택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 부분을 발췌하여 13개 항목으로 정리하
여 반영함(학습효과, 직접체험, 문화예술, 자연친화, 힙플레이스, 프로슈머, 해안접
근, 소셜미디어, 시크릿, ICT융합, ESG, 방역, 스포츠케이션)

§ 기타
• 융합 가능성 평가 : 테마별 다른 테마와 융합 가능성 여부 평가
• 개별 의견 제시 : 주관식 의견 취합, 테마거리 관련 자유 의견(보완 및 개선점)

▮ 설문조사 결과
§ 1차 아이디어 결과(21개 키워드)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도출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키워드 설문조사에 활용
§ 총 합계 점수에 따라 상위 15개 키워드 MZ세대 설문조사 키워드로 선정
§ 최저 합계 점수 키워드 : 돌하르방
§ 최고 합계 점수 키워드 :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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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40 ] 전문가 자문단 9인 키워드별 점수 총합표

[ 표 Ⅲ-41 ] 전문가 자문단 9인 키워드 평가에 따른 키워드 순위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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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항목별 점수 분포(만점 : 585점)
§ 캠핑 : 447점
• 최고 항목 : 자연친화 / 최저 항목 : ICT융합
• 특징 : 자연친화, 힙플레이스, 소설미디어 점수가 상위권으로 총 점수가 가장 높은
키워드며 점수 분포도 골고루 되어 있는 편

[ 그림 Ⅲ-38 ] 캠핑 점수 분포도

§ 문화예술 : 440점
• 최고 항목 : 문화예술 / 최저 항목 : 방역
• 특징 : 문화예술, 소셜미디어, 학습효과, 직접체험 점수가 상위권으로 Z세대가 선호
하는 항목 순위가 높으며 점수 분포도 골고루 되어 있는 편

[ 그림 Ⅲ-39 ] 문화예술 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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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포츠 : 436점
• 최고 항목 : 해안접근 / 최저 항목 : ESG
• 특징 : 해안접근, 직접체험, 소셜미디어 점수가 높으나 ESG, 방역 ICT 융합과 같은
기타 항목 점수가 낮은 편

[ 그림 Ⅲ-40 ] 해양레포츠 점수 분포도

§ 놀이 : 418점
• 최고 항목 : 스포츠케이션 / 최저 항목 : 시크릿, 방역
• 특징 : 스포츠케이션, 직접체험, 문화예술 항목 점수가 높은 편이나 시크릿 요소와
방역 점수가 낮으므로 대중적인 키워드로 보임

[ 그림 Ⅲ-41 ] 놀이 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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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 : 416점
• 최고 항목 : 소셜미디어 / 최저 항목 : 학습효과
• 특징 : 소셜미디어, 자연친화, 힙플레이스 점수가 높으나 학습효과 점수가 낮음. 학
습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피크닉 테마거리를 만들면 좋을 듯함

[ 그림 Ⅲ-42 ] 피크닉 점수 분포도

§ 메타버스 : 403점
• 최고 항목 : ICT융합 / 최저 항목 : 자연친화
• 특징 : ICT융합, 인스타그램 점수가 높으나 자연친화 점수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자
연적 요소를 고려한 메타버스 거리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그림 Ⅲ-43 ] 메타버스 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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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 : 396점
• 최고 항목 : 자연친화, 직접체험 / 최저 항목 : ICT융합
• 특징 : 자연친화, 직접체험, 소셜미디어 점수가 상위권, 소셜미디어를 통해 ICT융합
방안을 마련 가능성 있음

[ 그림 Ⅲ-44 ] 오름 점수 분포도

§ 카페거리 : 394점
• 최고 항목 : 힙플레이스 / 최저 항목 : 스포츠케이션
• 특징 : 힙플레이스, 소셜미디어 점수가 높으나 스포츠케이션 점수가 낮으므로 카페
거리와 스포츠적 요소를 결합한다면 상호 보완 할 수 있음

[ 그림 Ⅲ-45 ] 카페거리 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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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 386점
• 최고 항목 : 해안접근 / 최저 항목 : 학습효과
• 특징 : 해안접근, 직접체험, 방역 점수가 높으나 학습효과가 떨어지므로 드라이브
항목에 ICT 기술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듯함

[ 그림 Ⅲ-46 ] 드라이브 점수 분포도

§ 해녀 : 384점
• 최고 항목 : 해안접근 / 최저 항목 : ICT융합
• 특징 : 해안접근, 문화예술, 자연친화, 직접체험 점수가 높은 편, 특히 Z세대 문항
점수가 대체로 높은 편이므로 연령 타겟 시 참고하면 좋을 듯함

[ 그림 Ⅲ-47 ] 해녀 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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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마켓 : 370점
• 최고 항목 : 소셜미디어 / 최저 항목 : 스포츠케이션
• 특징 : 소셜미디어, 힙플레이스, 직접체험, 문화예술 점수가 높으나 방역, ESG, ICT융
합, 스포츠케이션 항목 점수는 전체적으로 낮으므로 보완할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 그림 Ⅲ-48 ] 플리마켓 점수 분포도

§ 캐릭터 : 365점
• 최고 항목 : 소셜미디어 / 최저 항목 : 자연친화
• 특징 : 소셜미디어, 문화예술, ICT융합 점수가 높으나 자연친화 점수가 현저히 떨어
지므로 자연과 함께 캐릭터를 조화할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그림 Ⅲ-49 ] 캐릭터 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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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 : 361점
• 최고 항목 : 직접체험 / 최저 항목 : 스포츠케이션
• 특징 : 직접체험, 소셜미디어, 프로슈머 점수가 높음. 소비자가 판매자의 역할이 되
게 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 테마거리를 구성하면
좋을 듯함

[ 그림 Ⅲ-50 ] 향토음식 점수 분포도

§ 야시장/푸드 : 349점
• 최고 항목 : 소셜미디어 / 최저 항목 : 학습효과, 스포츠케이션
• 특징 : 소셜미디어, 힙플레이스 점수가 상위권이나 학습효과, 스포츠케이션 점수가
몹시 낮으므로 야시장/푸드 거리에서 최저 항목을 보완 할 방법 모색 필요

[ 그림 Ⅲ-51 ] 야시장/푸드 점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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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방 : 352점
• 최고 항목 : 문화예술, 소셜미디어 / 최저 항목 : 스포츠케이션
• 특징 : 문화예술, 소셜미디어, 직접체험, 문화예술 점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자
연 친화, 스포츠케이션 점수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야외 장소에서 책방 테마거리를
개최하면 좋을 듯함

[ 그림 Ⅲ-52 ] 책방 점수 분포도

▮ 키워드 항목별 점수 분포 특징
§ 최고 항목, 최저 항목이 나타나 키워드 특징 분석
§ 높은 점수를 받은 평가 기준에 따라 키워드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남
§ 전체적으로 소셜미디어 점수가 높음
§ 키워드별 낮은 점수를

분석하여 테마거리 접목 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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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거리 융합가능성 결과
§ 융합가능 테마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테마거리 아이템 선정 시 활용
[ 표 Ⅲ-42 ] 테마거리 융합가능성
키워드

전문가 자문단 9인 융합가능성(o, x) 평가표
자문단 1자문단 2자문단 3자문단 4자문단 5자문단 6자문단 7자문단 8자문단 9

최종

메타버스

o

x

o

~

o

ㅇ

o

x

o

o

캐릭터

o

x

o

~

o

ㅇ

x

o

o

o

놀이

o

o

o

~

o

ㅇ

o

o

o

o

피크닉

o

o

x

~

o

ㅇ

o

o

o

o

캠핑

o

o

o

~

o

ㅇ

o

o

o

o

드라이브

o

x

x

~

o

ㅇ

x

o

o

o

오름

o

o

x

~

o

ㅇ

o

x

o

o

돌하르방

x

x

x

~

o

x

x

o

o

x

감귤

o

o

o

~

o

o

x

x

o

o

돌담

o

x

x

~

x

o

o

o

o

o

문화예술

o

o

o

~

o

o

o

x

o

o

책방

o

o

o

~

x

o

x

x

o

o

플리마켓

o

o

o

~

o

o

o

x

o

o

한복

o

x

x

~

o

x

x

x

o

x

설화

o

o

o

~

o

x

o

x

o

o

주류

x

x

x

~

x

x

o

o

o

x

야시장/푸드

o

o

x

~

o

o

o

o

o

o

향토음식

o

o

x

~

o

o

o

o

o

o

카페거리

o

o

o

~

o

o

o

x

o

o

해양레포츠

x

o

o

~

o

o

x

x

o

o

해녀

o

o

o

~

o

o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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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의견 결과 종합
§ 자유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사례 조사 추가, 테마거리 기획안 조성에 참고
• 키워드 선정에 대한 다양하고 안건 수렴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획한 작성이 필요하
다고 느낌
•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세대 간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낌
• 인물 관련된 키워드도 있었으면 좋겠음
• 해외 사례를 접목시킨 아이디어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음
•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해외사례 관련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임
• 사업 기간을 추가해서라도 관심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안 필요함
• 상위 점수를 받은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 필요해 보임
• 다량의 키워드로 인해 기존 계획된 세부 기획안 항목 5개 보다 더 많은 기획안이
필요해 보임
• 사례조사 자료는 많으나 다량이라 자료의 질이 아쉬움, 상위 키워드에 대한 세부적
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 국내사례에 비하여 해외사례가 부족해 보임. 상위 키워드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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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MZ 키워드 1차 선정 결과
§ 총 합계 점수에 따라 총 21개 키워드 중 상위 15개 키워드 MZ세대 설문조사
키워드로 선정
§ 캠핑, 문화예술전시, 해양레포츠, 놀이/게임, 피크닉/산책, 메타버스, 오름 체험, 카
페거리, 드라이브, 해녀, 플리마켓, 캐릭터/인물, 향토음식, 야시장/푸드, 책방

[ 그림 Ⅲ-53 ] 1차 키워드 선정 결과 1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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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레니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키워드 2차 선정
▮ 설문조사 :
§ 목적 : 제주형 밀레니얼 테마거리에 대한 최종안 선정
§ 방법 및 시기 :
•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구글폼)
• 시기 : 11월 22일 ~ 11월 24일(3일간)

§ 대상 : 제주여행 경험이 있거나 여행 예정인 전국 밀레니얼 세대(10~40대)
600명 대상
§ 설문 응답 인원 : 468명(응답률 78%)
§ 설문 목적 : 전문가 서면 자문 결과에 따른 선정 키워드를 대상으로 MZ세대
선호도를 조사하여 최종 테마거리 아이템 선정
§ 설문 내용 : 인구통계학, 제주여행 이미지, 예비 테마거리 선호도

▮ 설문조사 내용

[ 그림 Ⅲ-54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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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결과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그림 Ⅲ-55 ] 설문결과1

• 총 참여자 중 68.6%가 여성 응답자로 나옴
• 여성 팔로우가 많은 자사 SNS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 여성 응답률이 높음

§ 귀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 그림 Ⅲ-56 ] 설문결과2

• 자사 SNS 팔로워 주요 연령대인 25~35세 응답률이 높음
• 30세~35세 응답자가 188명(40.2%), 25세~30세 응답자가 108명(23.1%)로 응답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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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그림 Ⅲ-57 ] 설문결과3

• 수도권 지역이 215명(45%)로 가장 높게 나옴
• 제주 지역 응답률이 88명(18.8%)로 두 번째로 높아, 제주지역을 포함한 분석과 전
체 분석으로 구분하여 통계 분석 실시

§ 평소 제주도 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 그림 Ⅲ-58 ] 설문결과4

• 제주 여행에 대한 호감도가 전체적으로 높으며, 매우 호감 투표율이 56.2%로 과반을 넘음
• 매우 비호감 투표율 0%, 비호감 투표율 0.4%로 비호감도가 거의 없음
• 제주 여행 이미지가 매우 좋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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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제주도 관광 요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 그림 Ⅲ-59 ] 설문결과5

• 제주 관광 요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도가 높음
• 제주 여행에서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이 부정적 의견으로 들어남(쇼핑, 교통수단)
• 제주 자연 경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음

§ 최근 1년 이내 제주도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그림 Ⅲ-60 ] 설문결과6

• 최근 1년 사이 제주 방문자가 응답자 60%로 높음
•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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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방문 시 동행자는 누구였나요?

[ 그림 Ⅲ-61 ] 설문결과7

• 나혼자 방문객 43명(15.2%), 또래 친구 69명(24.5%), 연인 58명(20.6%),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59명(20.9%), 자녀를 포함한 가족 42명(14.9%)로 방문 동행자는 나혼
자, 친구, 연인, 가족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가족과 함께 방문한 방문객 총합은 71명(35.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제주도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그림 Ⅲ-62 ] 설문결과8

• 휴양 및 관람 목적으로 방문자가 205명(7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휴양 및 관람 목적 관련된 프로그램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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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년 안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그림 Ⅲ-63 ] 설문결과9

• 응답자 80%가 1년 내 제주를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지난 1년 안에 제주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282명) 보다 향후 1년 안에 제
주도 방문 계획이 있는 응답자(378명)가 더 많은 것을 보아, 꾸준히 제주 관광객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제주도 방문을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그림 Ⅲ-64 ] 설문결과10

• 지난 1년 내 제주 방문 이유와 방문 계획 이유 순위가 비슷하나, 제주여행을 계획
하는 이유에는 거주 및 친지 방문보다는 음식 체험이 더 선호도가 높음
• 응답자 317명(84%)가 휴양 및 관람 목적으로 방문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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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MZ테마거리 아이템 키워드에 대한 호감도를 체크해 주세요.

[ 그림 Ⅲ-65 ] 설문결과11

• 전체적으로 아이템 호감도가 높음
• 제주 여행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의미로 보임

▮ 데이터 분석 기준
§ 전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1년 내 제주 방문 여부, 방문목적, 방문 예정 목
적, 방문 시 동행자” 8가지 기준으로 분석
§ 테마거리 아이템 키워드에 대한 호감도(매우 비호감, 비호감, 보통, 호감, 매우
호감)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치화
• 매우 비호감, 비호감 → 비호감
• 매우 호감, 호감 → 호감
• 보통은 평가 점수에서 제외함

§ 기준별 호감 순위 TOP 7, 비호감 순위 TOP 7 키워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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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통계 결과
§ 전체 분야별 통계
• 호감 테마 하위 4개와 비호감 테마 상위 4개가 일치함

[ 그림 Ⅲ-66 ] 분야별 통계표

§ 성별 통계
• 남, 녀 호감 테마 순위와 비호감 테마 순위가 비슷함
• 하지만, 호감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

[ 그림 Ⅲ-67 ] 성별 통계표

- 114 -

§ 연령별 통계
• 전 연령대 피크닉/ 산책 호감도 80% 이상, 드라이브는 30대 이상 나이 대에서 선호도 80%이상
• 전 연령대 캐릭터/유명인사, 메타버스 체험 테마가 비호감 상위권

[ 그림 Ⅲ-68 ] 연령별 통계표

§ 지역별 통계
• 거주 지역 상관없이, 오름 체험&피크닉/산책 테마 호감도가 상위권
• 비호감 테마 순위 일치

[ 그림 Ⅲ-69 ] 지역별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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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 제주 방문 경험에 따른 통계
• 1년 내 제주 방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겐 캠핑, 카페거리가 호감이지만 방문 경험
있는 사람에겐 비호감
• 1년 내 제주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겐 해양레포츠가 호감이지만 방문 경험 없는
사람에겐 비호감
• 제주 방문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호감도 순위 비슷함
• 비호감 상위권 순위 일치

[ 그림 Ⅲ-70 ] 제주 방문 경험 조사 통계표

§ 제주 방문 경험 목적에 따른 통계
• 방문 목적에 따른 호감 테마 순위가 뚜렷하게 차이 남
• 레저 및 스포츠 활동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특히 ‘책방’을 비호감
테마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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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71 ] 목적별 제주 방문 경험 조사 통계표

§ 제주 방문 계획 목적에 따른 통계
• 1년 이내 제주 방문 했던 경험 ‘목적’에 따른 테마 선호도 조사에 비하여‘계획’에
따른 테마 선호도 조사 결과가 비교적 특징이 덜 뚜렷함

[ 그림 Ⅲ-72 ] 제주 방문계획 조사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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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방문 동행자에 따른 통계
• 나 혼자, 또래 친구, 연인끼리 → 피크닉/산책, 드라이브, 야시장/푸드 호감 순위 상위권
• 자녀를 포함한 가족 → 메타버스 체험 비호감도가 비교적 낮음

[ 그림 Ⅲ-73 ] 제주방문 동행자 조사 통계표

▮ 2차 키워드 선정 기준
[ 표 Ⅲ-43 ] 키워드 선정 기준

제주다운 요소

융합 가능 요소

비상설 → 상설거리

비호감이 적은 요소

친환경적 요소

Ÿ

제주다운, 제주에 맞는, 제주의 특성

Ÿ

제주의 문화, 자연, 환경에 조화로운

Ÿ

제주스러운 요소에 맞는지 판단

Ÿ

기존의 것과 어울리는지

Ÿ

새로운 것과 어울리는지

Ÿ

서로가 융합이 가능한지

Ÿ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도 향후 상설이 가능할 요소인지

Ÿ

지속적인 자금이 들어가야만 되는지

Ÿ

비호감이 적은 요소

Ÿ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Ÿ

누구나 공감하고 선호하는

Ÿ

자연 친화적이고 보존하는지

Ÿ

기존의 지역 문화와 어울리는지

Ÿ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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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MZ 키워드 2차 선정 결과
§ 총 합계 점수에 따라 MZ세대 설문조사 키워드 총 15개 키워드 중 11개 키워
드 최종 키워드로 선정
§ 캠핑, 문화예술전시, 해양레포츠, 놀이/게임, 피크닉/산책, 오름 체험, 카페거
리, 드라이브, 해녀, 향토음식, 야시장/푸드

[ 그림 Ⅲ-74 ] 2차 키워드 선정 결과 1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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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테마거리
아이템 및 입지조건
제1절

테마거리 아이템

제2절

테마거리 입지조건

제3절

테마거리 명칭

제1절 테마거리 아이템
1. 최종 MZ 키워드 선정 결과
▮ 11개 키워드 선정(키워드 융합 가능 관계 포함)

[ 그림 Ⅵ-75 ] 11개 키워드 선정

2. 단독 테마거리 활용 가능 아이템

[ 그림 Ⅵ-76 ] 테마거리 아이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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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87)
§ 전통음식 중 향토 음식을 주제로 한 테마거리 조성
§ 음식의 종류와 제공 형태 등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적 상황 특성에 맞
게 다양한 형태로 형성 가능
§ 타 아이템과 융합이 유용하며,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변화 가능함
§ 현재 조성된 거리들과 유사형태라 인프라가 갖추어 져 있는 곳이 많아 비교적
추진이 용이함

[ 그림 Ⅵ-77 ] 향토음식 거리 예시

▮ 해양레포츠88)
§ 다양한 해양레포츠 분야 중 테마거리에 어울리는 종목으로 유연하게 선택
§ 종목을 바꾸어 사계절 가능한 형태로 운영 가능
§ 해안가에 위치하거나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 자연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필수
§ 장비 렌탈이나 강습이 겸해져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및 수익 발생 가능

87) 남도일보, 2014.01.09. [담양맛집] 국수거리,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156
88) 한경, 2021.06.28. 204㎞ 해안선 '천혜의 절경'…포항서 '코로나 블루' 말끔히,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2827981
아시아경제, 2021.08.16. “모임 말고 안전하게” 구미 낙동강서 건강한 여름나기 …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무료교실, https://www.asiae.co.kr/article/region/20210816152955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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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Ⅵ-78 ] 해양레포츠 거리 예시

▮ 문화/예술/전시89)
§ 특정 문화나 예술을 테마거리 주제로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공연이나 전시,
체험, 판매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 넓음
§ 거리 조성을 위해 전담 작가나 운영 공간이 필요
§ 지역이나 공간과의 어울림을 고려하여 거리 조성 가능
§ 박물관이나 공간 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 그림 Ⅵ-79 ] 문화예술 거리 예시

89) 뷰티트래블뉴스, 2019.03.28. [현장 포토] 하노이 현지인들의 핫 포토 스팟, 풍흥 Phung Hung 벽화거리,
http://www.beautytravelnews.com/news/view.html?section=120&category=122&no=2341
노컷뉴스, 2019.08.22. 천재화가 이인성 작품으로 달라진 거리 풍경…'야외에서 전시회 즐겨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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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푸드90)
§ 야시장이나 푸드트럭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 제주에 유사한 장소가 있음(수목원 야간 푸드트럭)
§ 다양한 아이템과 연계 가능하며 음식 주제를 제한할 수 있음
§ 마을 단위 소규모 식당의 집합체 형태의 거리나, 푸드트럭 형성 가능

[ 그림 Ⅵ-80 ] 야시장, 푸드트럭 거리 예시

▮ 카페거리91)
§ 기존 자연스럽게 형성된 카페거리 또는 공간을 재탄생 시키기 위한 카페거리 모두 포함됨
§ 색다른 공간이나 장소를 활용한 새로운 카페거리 조성
§ 카페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양한 테마거리 조성 가능(브런치카페, 스탠딩카페,
디저트카페 등)
§ 다른 아이템과 결합 효과 큼
§ 부산의 전포 카페거리의 경우, 기존 공구와 부품을 팔던 거리가 카페가 새롭
게 들어서면서 밀레니얼 테마거리로 된 사례임(화북 공업단지 카페거리)

90) 경북매일, 2019.11.13. 칠성시장 야시장, 핫플레이스로 뜬다,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947
머니투데이, 2016.08.11. [단독]한강공원 명물 '푸드트럭', 9월부터 반포 세빛섬에 뜬다, https://news.mt.
co.kr/mtview.php?no=2016080913583357307
91) http://www.sjzine.com/%EB%B0%B1%ED%98%84%EB%8F%99%EC%B9%B4%ED%8E%98%EA%B1%B
0%EB%A6%AC-%EC%97%90%EC%8A%A4%EC%A0%9C%EC%9D%B4%EC%A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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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Ⅵ-81 ] 카페거리 예시

3. 융합 테마거리 활용 가능 아이템(2가지)

[ 그림 Ⅵ-82 ] 융합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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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 + 해녀92)
§ 해녀들이 운영하는 해녀의 집 식당과 해녀를 테마로 하는 음식점이 많이 존재함
§ 해당 음식점을 중심으로 테마거리 조성이 가능함
§ 또는 해녀가 직접 잡은 식재료로 음식을 하는 식당 컨셉, 즉석에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가판대 형태의 식당 등 다양한 콜라보 형태가 있음

[ 그림 Ⅵ-83 ] 향토음식과 해녀 거리 조사

▮ 해양레포츠 + 카페거리
§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양레포츠와 해안 카페거리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동
시 운영 가능함
§ 해양레포츠 강습, 렌탈, 체험 등 다양한 부분을 카페와 함께 협업 가능함
§ 해지기 전 해양레포츠를 즐기다, 일몰 후에는 카페에서 음료와 음식을, 펍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야간 테마거리로도 활용 가능
§ 카페가 해양레포츠 샵의 라운지 역할 가능

92) https://triple.guide/regions/42a59364-5008-4307-99ce-4ae97cf1aea9/attractions/09f7cfc8-0ebb-42ac-ae33-f1d d8f684702
부산일보, 2020.12.24. 가즈아~ 영도 추억 싣고 랜선 여행, http://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2012231154390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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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Ⅵ-84 ] 해양레포츠, 카페거리 조사

▮ 야시장/푸드 + 오름체험93)
§ 오름 주변에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 받아 운영 중인 사례 있음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오름과 푸드트럭, 또는 야시장 형태의 마켓을 형성하는
테마거리 조성
§ 오름의 경우 환경 보호 중시하므로, 야시장, 푸드트럭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과 같이 환경적 캠페인을 함께 진행 가능
§ 푸드트럭 컨셉이나 야시장 컨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거리 조성 가능

[ 그림 Ⅵ-85 ] 야시장/푸드 + 오름체험 예시

93) 뉴스 제주, 2019.11.27 2020년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영업자 모집, https://www.newsjeju.net/news/artic
https://qtsister.khan.kr/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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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ew.html?idxno=336834

▮ 문화/예술 + 피크닉/산책94)
§ 문화 예술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산책이나 피크닉 상품을 개발하
여 테마거리 조성
§ 기존 전시장이나 박물관, 관광지들과 연계한 피크닉 세트나 체험 또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 파사드, 공연, 전시회 등을 산책과 피크닉 과정에서 즐길 수 있
는 방법도 존재함
§ 다양한 문화예술과 접합할 수 있어 4계절 운영 가능하며 실내 공간도 이용하
여 계절적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음

[ 그림 Ⅵ-86 ] 문화/예술 + 피크닉/산책 예시

▮ 드라이브 + 놀이/게임95)
§ 드라이브 코스에 따라 ICT 기술을 통해 네비게이션 게임이나 드라이브 스탬프
와 같은 놀이를 만들어 하나의 드라이브 테마거리 형성
§ 일정한 영역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닌 포인트를 연결한 테마거리로 다양하게
응용가능
§ 드라이브 코스와 별도로 상징적인 테마거리 역할의 장소 필요

94) https://marupress.tistory.com/1059
https://homihomi.tistory.com/796
95) https://onpc.kr/645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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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놀이, 게임 결합 가능

[ 그림 Ⅵ-87 ] 드라이브 + 놀이/게임 예시

▮ 해녀 + 놀이/게임96)
§ 해녀를 테마로 하는 놀이나 체험 또는 게임을 구성 가능
§ 해녀를 컨셉으로 하는 즐길거리가 놓여진 테마거리 형태(해녀 사진관, 해녀 체
험관, 해녀 게임장 등)
§ 해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이 가능하여 해녀의 안정적인 추가 수
입창출이 기대됨
§ ICT 기술 결합으로 해녀 관련 콘텐츠 개발 가능

[ 그림 Ⅵ-88 ] 해녀 + 놀이/게임 예시

96) 트래비, 2020.04.20., 제주에선 그래도 괜찮아, http://www.travi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5
제주환경일보, 2015.10.03. “제주해녀축제 구경 오세요, http://www.newsje.com/news/articlePrint.html?idxno=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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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 드라이브97)
§ 차박을 기본으로 하는 드라이브와 캠핑을 결합한 형태
§ 드라이브 코스의 종점이나 시작점을 캠핑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하여 테마거리
형태 조성 가능
§ 올레길과 같은 트레킹과 연계하여 차박 및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
§ 여러 코스를 연결할 수 있어 테마별 추천 코스 마련 가능

[ 그림 Ⅵ-89 ] 그림 캠핑 + 드라이브 예시

▮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98)
§ 카페거리에 야간에만 열리는 야시장을 결합하는 테마거리
§ 카페거리 주변에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 및 공간 제공
§ 인기 있는 아이템의 결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카페거리를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비교적 많음
97) 동아, 2020.07.01. 대구 도심 캠핑장에서 지키는 ‘슬기로운 거리두기’, https://www.donga.com/news/S
ociety/article/all/20200630/101760425/1
강원신문, 2020.04.08. 정선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내 캠핑장 폐쇄, https://www.gwnews.org/n
ews/articleView.html?idxno=200210
98) 여행스케치, 2017.01.20. 2017년 꼭 가봐야 할 세계명소 48위, 전포카페거리, http://www.ktsketch.co.kr
/news/articleView.html?idxno=998
부산제일경제, 2019.02.19. 부동산 新풍경...‘카페거리 상권’ 핫 플레이스로 이목 집중, http://www.busan
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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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Ⅵ-90 ]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 예시

▮ 오름체험 + 피크닉/산책99)
§ 오름을 단순히 오르고 트레킹 하는 공간이 아닌 피크닉/산책의 개념으로 추가
서비스 제공
§ 오름 입구에서 피크닉 세트 제공 혹은 오름 별로 피크닉 장소 제공
§ 군집 오름의 경우 오름 별 산책 코스나 피크닉 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지로 이용 가능
§ 오름 관리 및 보전 지역과 연계하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 그림 Ⅵ-91 ] 오름체험 + 피크닉/산책 예시

99) http://higokorea.com/travelsnapupload_jeju/?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
xsIjtzOjQ6InBhZ2UiO2k6MTA7fQ%3D%3D&bmode=view&idx=5420857&t=board
뉴제주일보, 2017.10.25. 용눈이 오름 산책,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6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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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 테마거리 활용 가능 아이템(3가지)

[ 그림 Ⅵ-92 ] 테마거리 활용 가능 아이템

▮ 향토음식 +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100)
§ 선호도 높은 아이템 중에서 먹거리 중심으로만 구성된 테마거리
§ 향토음식과 푸드트럭, 카페거리까지 융합된 형태
§ 해녀를 포함하여 4개 융합도 가능함(해안가 주변 내)
§ 향토음식점 중심의 거리에서 야시장 푸드트럭 운영과 더불어 분위기 좋은 카
페거리 형성 또는 야시장 메뉴를 향토음식 중심으로 진행도 가능한 먹거리 거
리 조성

100) https://m.visitjeju.net/kr/detail/view?contentsid=CONT_000000000500750&menuId=DOM_000001920000000000
https://kr.blog.kkday.com/12554/korea-eju-island-ca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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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Ⅵ-93 ] 향토음식 +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 예시

▮ 캠핑 + 드라이브 + 오름체험101)
§ 오름과 캠핑 명소를 중심으로 드라이브 코스까지 제공하면서 차박, 캠핑카 등
도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테마거리 조성 가능
§ 차량으로 오름을 이용하면서 야기되는 환경 훼손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함
§ 트래킹, 차박, 글램핑, 캠핑카 등 복합적인 캠핑 수요 충족 필요
§ 마을 소속 오름이나 오름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마을 내에서 캠핑
장비 대여나 오른 해설, 다른 프로그램도 연계 가능

[ 그림 Ⅵ-94 ] 그림 캠핑 + 드라이브 + 오름체험 예시

101) https://m.visitjeju.net/kr/detail/view?contentsid=CNTS_000000000019901&menuId=DOM_000001718004000000
https://hub.zum.com/jejupass/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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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녀 + 놀이/게임 + 해양레포츠102)
§ 해녀 체험이나 해양 레포츠를 직접 즐길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과 이런 과
정을 놀이와 게임을 접목시키는 방안
§ ICT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이나 오락 등도 제공 가능, 기술을
이용한 수중 촬영으로 다양한 컨텐츠도 제작 가능하여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
족시킬 수 있음
§ 해양 레포츠 영역을 넓혀 해녀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녀가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스노쿨링 등)
§ 먹거리 파트와 결합하여 진행 가능하여 추가 융합이 가능함

[ 그림 Ⅵ-95 ] 해녀 + 놀이/게임 + 해양레포츠 예시

102) 국제신문, 2017.06.25. 해녀 지도받아 30분 물질…생각만큼 쉽지 않아, http://www.kookje.co.kr/news2
011/asp/newsbody.asp?code=&key=20170626.22018194746
https://www.youtube.com/watch?v=z1rJjxKSN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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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테마거리 입지조건
1. 단일 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기획
[ 표 Ⅵ-44 ] 단일 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상품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시설적 요소

지역적 요소

종류

(즐길거리, 수익성)

(환경이나문화)

(안전, 화장실 등)

(지역 상권, 동참 등)

향토음식

해양레포츠

카페거리

§ 음식점 운영

§ 음식점 상권

§ 음식 판매 및 체험

§ 지역 재료 수급

§ 밀키트 등 선물 포장

§ 지역 향토 음식 취급

§ 장비 렌탈 및 판매

§ 해안가 위치

§ 해상안전 장치 및 요원 § 지역 해안가 공유 문제

§ 교육 및 레슨

§ 영업 허가 여부

§ 장비 렌탈 및 반납

§ 숙박 등 부가서비스

§ 환경적(해안 쓰레기) § 탈의 시설 등

§ 해안 쓰레기 문제 등

§ 카페 운영

§ 유사 업종 간 밀집

§ 주차장, 화장실

§ 토지, 건물 임대보호

§ 식음료 판매

§ 지역 상권 융합

§ 도로 정비

§ 쓰레기 문제

§ 이벤트 운영 등

§ 지역 특징 내재

§ 인테리어(사진 촬영)

§ 주차 문제 등

§ 야시장 운영

§ 길거리 음식 섭취 가능 § 화장실, 주차장

§ 교통 혼잡, 야간 소음

§ 영업 허가권

§ 도로안전

§ 지역 상권 협력

§ 야간 즐길 거리

§ 식품위생법

§ 야간 운영 피해 최소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운영
§ 식음료 판매

§ 공연, 예술, 연주,
문화예술

그림, 사진, 벽화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전시

§ 전시장, 박물관협업
§ 예술가들과 협업
§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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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주차장 등
§ 식품위생법

§ 충분한 공간 확보
§ 주차장, 화장실 등

§ 기존 음식점 상권 침해
§ 유사 업종 관리
§ 지역 상권 우선권 등

§ 해상 안전 사고 무제

§ 지역 예술가 우선 협업
§ 기존 예술적 관광
지 활용

2. 2개 융합 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기획
[ 표 Ⅵ-45 ] 2개 융합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상품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시설적 요소

지역적 요소

종류

(즐길거리, 수익성)

(환경이나문화)

(안전, 화장실 등)

(지역 상권, 동참 등)

향토음식
+
해녀
해양레포츠
+

§ 향토 음식 판매

§ 해녀 식당 유무

§ 해녀 식당(해녀의 집)

§ 해녀 체험 시설

§ 활동 해녀 유무

§ 화장실, 주차장 등

§ 해양 레포츠 렌탈, 판매

§ 카페와 레포츠 시설 군집

§ 교육, 체험 등

§ 해안가 시설

카페거리

§ 카페 운영(식음료 판매) § 영업 허가 여부

문화/예술

§ 예술 작품 체험 및 감상

§ 공간 제공

§ 피크닉 물품 대여

§ 작가와 상호 협조

§ 식음료 판매

§ 식음료 제공

§ ICT 기술 접목

§ 드라이브 코스 정보

§ 게임적 요소

§ 드라이브 인증

놀이/게임

§ 위치 정보 제공

§ 다른 키워드와 결합형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운영

+
피크닉/산책
드라이브
+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캠핑
+
드라이브

§ 오름 등반 및 해설
§ 행사 운영 등

§ 오름 보전
§ 친환경적 요소

§ 해녀 체험

§ 해안가 위치

§ 해녀 놀이(게임)

§ ICT 결합

§ 해산물 판매

§ 해녀 공동체 협의

§ 캠핑장운영 및 임대
§ 밀키트 등 물품 판매

§ 해양 체험 시설
§ 화장실, 주차장 등

§ 주차장, 화장실 등
§ 피크닉 공간 확보

§ 주차장, 화장실 등
§ 기타 편의시설

§ 어촌계 협력
§ 해안가 인접
§ 해안가 쓰레기 처리
§ 지역 해안가 공유
§ 공유 해안가
§ 교통 혼잡 문제 해결
§ 예술 공간 제공 및 활용
§ 외부 예술인 수용
§ 지역 주민 조화
§ 멀티 공간 공동 활용
§ 안전운전 지침 마련
§ 타 키워드 결합

§ 오름 주변 공간 제공

§ 야간 운영 허용

§ 주차장, 화장실 등

§ 오름 공간 활용 여부

§ 상하수도 시설

§ 관리 주체 필요

§ 해안가 및 해녀촌

§ 해녀 어촌계 결합

§ 주차장 및 화장실 등

§ 게임, 놀이 요소

§ 도로 코스 조성

§ 교통량 등 교토 안전

§ 캠핑장 환경 구축

§ 캠핑장 운영 가능

§ 법적인 운영 환경

§ 안전 시설 및 의료시설

§ 차량 운행 안전 조치
§ 캠핑장 운영 허가

오름체험

§ 오름 해설 및 캠페인

§ 오름 보전(친환경)

§ 오름 산책로 조성

§ 오름 활용 및 환경 문제

+

§ 피크닉 세트 상품 대여

§ 안전 등반 및 서비스

§ 피크닉 환경 제공

§ 피크닉 쓰레기 처리

피크닉/산책

§ 식음료 판매

§ 쓰레기문제 이슈

§ 주차장, 화장실 등

§ 산불 등 취사 문제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운영

§ 영업 허가 여부

§ 주차장 및 화장실 등

§ 야간 운영 및 길거리

§ 야시장 운영

§ 야간 운영 협조

§ 음식물 섭취 장소 등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카페 운영

§ 카페 상권과 협의

§ 쓰레기 처리 시설 등

§ 교통 혼잡 해결

+
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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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 융합 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기획
[ 표 Ⅵ-46 ] 3개 융합키워드 활용
테마거리

상품적 요소

문화적 요소

시설적 요소

지역적 요소

종류

(즐길거리, 수익성)

(환경이나문화)

(안전, 화장실 등)

(지역 상권, 동참 등)

향토음식
+

§ 향토음식점 운영

야시장/푸드 § 푸드트럭, 야시장 운영
+

§ 지역 향토 음식
§ 운영 허가권 등 조율

§ 음식물 섭취 장소 제공
§ 주차장 및 화장실

§ 음식물 섭취 관리
§ 쓰레기 처리 문제

§ 카페 운영

§ 기존 상권과 융화

§ 운영 허가권 및 법률적

§ 캠핑장운영(임대)

§ 오름과 캠핑 결합 허용

§ 오름 주변 공간 제공

§ 오름 환경 보전 측면

§ 굿즈 판매

§ 환경보호 차원의 운영

§ 캠핑 가능 환경 조성

§ 캠핑 화기류 취급

§ 오름 해설 및 캠페인

§ 친 환경적 요소

§ 충분한 차량 주차 공간

§ 차량 안전 운행 등

§ 해녀 체험(해산물 판매)

§ 해안가 및 운영 허가권

§ 레포츠 강습, 체험

§ 놀이 결합 및 기술력

§ 장비 대여

§ 해양 스포츠 결합 등

카페거리

캠핑
+
드라이브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
해양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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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 주변 해녀촌
§ 해양 레포츠 시설

§ 해안가 안전 사고 조치
§ 해녀 어촌계 협의
§ 해안 쓰레기 처리

제3절 테마거리 명칭
1. 단일 키워드
[ 표 Ⅵ-47 ] 단일 키워드 테마거리 명칭
테마거리 종류

테마거리 명칭(안)

향토음식

Ÿ

제주 전통음식과 함께하는 거리

해양레포츠

Ÿ

제주 마린 스포츠 거리

Ÿ

쪼골락 카페거리(작은 마을을 카페거리로 재탄생 시킨 경우)

Ÿ

랍다 제주 카페거리(즐거운 제주 카페거리)

Ÿ

제주 밤 시장 거리

Ÿ

제주 먹거리 거리

Ÿ

제주 푸드 나이트(food night) 거리

Ÿ

왕 봅서즐깁서 거리(와서 보세요, 와서 즐기세요)

카페거리

야시장/푸드

문화예술

2. 2개 융합 키워드
[ 표 Ⅵ-48 ] 2개 융합키워드 테마거리 명칭
테마거리 종류
향토음식 + 해녀

해양레포츠 + 카페거리

문화/예술 + 피크닉/산책

테마거리 명칭(안)
Ÿ

해녀가 얘기하는 전통음식 이야기 거리

Ÿ

해녀가 있는 전통 맛집 거리

Ÿ

바다에서 놀멍놀멍 거리(바다에서 놀자)

Ÿ

제주 바다랑커피랑거리

Ÿ

제주 바다와 커피거리

Ÿ

제주 wave &coffee 거리

Ÿ

보면서 쉬면서, 놀멍놀멍봅서거리

Ÿ

문화가 있는 피크닉 거리

Ÿ

문화가 있는 산책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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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거리 종류

테마거리 명칭(안)

드라이브+ 놀이/게임

야시장/푸드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캠핑 + 드라이브

오름체험 + 피크닉/산책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

Ÿ

“느영 나영”(너랑 나랑)드라이브 거리

Ÿ

제주 fun &drive 거리

Ÿ

오름 안에 맛집 탐방 거리

Ÿ

제주에서 오르go 먹go 거리

Ÿ

해녀와 놀당 갑서 거리

Ÿ

해녀가 알려주는 놀이 거리

Ÿ

오토 캠핑거리

Ÿ

캠핑하기 좋은 제주 드라이브 거리

Ÿ

캠핑이 있는 제주 드라이브 거리

Ÿ

제주 걸으면서 힐링 거리

Ÿ

걸으면서 제주탐색거리

Ÿ

오르면 보이는 제주 거리

Ÿ

제주 안에 제주거리

Ÿ

제주 들놀이 오름 거리

Ÿ

제주 오름 소풍 거리

Ÿ

먹으면서 마시면서 왕 봅서 거리(와서 보세요)

Ÿ

제주 Food&drink거리

Ÿ

제주에서 먹고 마시고 거리

Ÿ

제주 아침부터 밤까지 먹 거리

3. 3개 융합 키워드
[ 표 Ⅵ- 49 ] 3개 융합키워드 테마거리 명칭
테마거리 종류

테마거리 명칭(안)
Ÿ

향토음식 + 야시장/푸드 + 카페거리 Ÿ

캠핑 + 드라이브 + 오름체험

해녀 + 놀이/게임 + 해양레포츠

제주 먹는 여행 거리
제주 먹방 거리

Ÿ

ONLY 제주 식도락 거리

Ÿ

제주 웰니스 거리(건강한 여행을 상징)

Ÿ

차로 떠나는 제주여행 거리

Ÿ

탐나는 제주 액티비티 거리

Ÿ

제주에서 해녀랑 액티비티 거리

Ÿ

해녀와 함께하는 해양놀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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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관광상품
개발
제1절

슬로우/스마트 관광

제2절

저비용/고효율 관광

제1절 슬로우/스마트 관광
1. 슬로우 관광
▮ 선호도 조사를 통해 나온 키워드 중 슬로우 관광으로 활용 가능한 키워드
인 피크닉/산책, 오름 체험, 문화/예술, 해녀, 해양레포츠, 캠핑 등을 다양하
게 적용 가능함
▮ 테마거리에 적용할 수 있는 슬로우 관광은 체험형, 체류형, 힐링형 등 친
환경적인 조건이 있음
§ 피크닉과 연계 : 오름 체험, 문화예술, 캠핑, 놀이, 드라이브, 카페거리 등
§ 오름 체험과 연계 : 캠핑, 피크닉 산책, 드라이브, 문화예술전시 등
§ 해양 레포츠와 연계 : 향토음식, 해녀, 놀이, 캠핑, 카페거리 등
§ 문화예술과 연계 : 피크닉, 카페거리, 드라이브 오름체험 등

2. 스마트 관광
▮ 스마트 관광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편리
하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 필요
▮ 사용자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되거나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ICT 요소가 필요
▮ 선호도 키워드 중 ICT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키워드는 놀이/게임과 드
라이브가 가능함
§ 놀이/게임 : 타 키워드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형태인 놀이/게임을 ICT 요소가
결합되어 스마트폰이나 현장의 서비스 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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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가능함(예, 해녀 놀이를 하면서 고객별 맞춤 체험 제공)
§ 드라이브 : 드라이브의 경우, 드라이브 코스나 해당 목적지에서의 타 키워드와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음(예, 참가자가 운행한 코스를 자동으로 인증함)

제2절 저비용/고효율 관광
1. 저비용/고효율 관광 방안
▮ 전국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다
양한 관광 상품과 코스를 개발 중임에 따라 벤치마킹 활용 가능
▮ ‘기차 타고 떠나는 여행’, ‘저비용 고효율 태안반도 여행’, ‘하루만에 떠나
는 저비용 항공 여행’ 등 다양한 상품 개발
▮ 테마거리 조성 기획 단계에서 나온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제주의 키
워드를 결합하고 융합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저비용 고효
율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비용/고효율 관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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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비용/고효율 관광 상품 적용
▮ 테마거리를 패키지로 체험할 수 있는 프리패스 대중교통 이용권(투어버스, 광
역버스)으로 교통비를 절감하면서 다양한 테마거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

▮ 캠핑과 차박을 활용한 테마거리를 통해 숙박비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체
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 해상 레포츠와 해안가에 위치한 테마거리를 경험하면서 해상 레포츠는 물론 카페
거리, 향토음식, 해녀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관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음

▮ 문화/예술의 경우,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피크닉 세트를 활용한 선택을 하거
나, 분위기 있는 카페 이용 가능함

▮ 푸드트럭이나 야시장을 이용하면서 향토 음식을 맛보거나, 오름을 체험하거나,
놀이와 게임을 즐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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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밀레니얼
테마거리 활성화 제언

밀레니얼 테마거리 활성화 제언
1. 우수 테마거리 선정 및 육성
▮ 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J-스타트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테마거리에 적
용하여 실행
▮ ‘J-테마거리’ 지정을 위해 마을, 상인회, 단체, 사회적 기업 등 대상으로 공모전
▮ 테마거리 후보 선정 후 지원과 마케팅 진행
▮ 일정 기간 홍보 및 예산 후원하여 성장하는 테마거리에 집중 후속 지원
▮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2. 타 지원 사업 연계 활성화
▮ 농촌 마을 사업, 웰니스 관광상품 지원, 지역특화 산업, 지역 주력산업
등 연계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연계하여 진행 가능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거리 조성
으로 확대 필요
▮ 테마거리 주제와 연계되는 단체 또는 마을, 상인회 등 대상으로 사업 안
내 및 운영 독려

3. 대중교통 및 시티투어 버스 연계
▮ 테마거리 조성 시 도심이 아닌 경우, 접근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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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문제 등 사전에 예방하고 테마거리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나 시티투어 버스 코스에 연계 가능
▮ 거리 자체를 하나의 목적지로 추가하여 간접 홍보 효과 기대

4. 지역 축제 연계 활용
▮ 제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 중 해당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축제나
행사 등 연계 가능
▮ 해당 축제나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 기관이나 협회 등과 협의하여 테마거
리(상설, 비상설) 조성과 운영을 위한 논의 자리 필요
▮ 지역 축제를 통해 테마거리 활성화 및 홍보 효과 기대
▮ 주변 관광상품이나 관광지 연계 가능

5.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
▮ 테마거리 선정과 조성에 있어서 내부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실패 요인을 최소화해야 함
▮ 수시로 참가자나 방문객의 반응과 만족도를 모니터링 하여 빠른 조치와
운영에 반영해야 함
▮ 도내 홍보는 물론 도외 예비 방문객 대상 적극적 홍보 활동 필요
▮ 향후 자생적으로 수익구조 발생 및 자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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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변 상권 및 주민 소통 & 협의
▮ 테마거리 공모, 선정, 조성 과정을 모두 기존 주변 상권과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
▮ 운영 주체를 지역 상인과 주민 중심으로 운영
▮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최대한 제어
▮ 여러 협의 사항과 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권리 보호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협조 필요

7. 기존 진행 사업 및 지역 사업체 연결
▮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제주도 지역 사업 중 테마거리와 연계할 수 있는 사
업을 찾아내어 연결 고리 역할을 해야 함
▮ 로컬 콘텐츠를 운영하는 개인, 소상공인, 해녀, 농부들은 지역 사업과 연
계하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 여건 불충분 등의 이유로 연계가 어려움
▮ 도 차원에서 지역 사업체끼리 연결을 도와 테마거리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함

8.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 지원
▮ 테마거리 조성 지역에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실시
▮ 글로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프로모션 추진 시 테마거리 내용 홍보
▮ 도내외 인사들이 참가하는 제주 워크숍, 연수 탐방 프로그램에 테마거리
탐방 및 체험 일정 추가
▮ 테마거리 활성화 및 언론 홍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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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진 주체 역량 강화 지원
▮ 지역 및 마을 사업에서 테마거리를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주체
를 모집 및 선발 과정 참여
▮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 맞춤형 컨설팅, 온라인 클래스,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 지원
▮ 테마거리 운영 지속에 따른 표장 및 포상 지급

10. 갈등 중재 및 완화
▮ 테마거리 조성 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 사전 공지 및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의 통제
▮ 사업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지역 간, 개인 간, 업체 간 발생하는 갈등사항 중재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에 대한 대안책 구축 및 개선안 마련

11. 적극적인 참여
▮ 지역 및 마을 상인들은 테마거리 선정과 조성 과정에 있어 활성화 방안
을 함께 구축해야 함
▮ 테마거리 기획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되는 협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 주체의 책임의식
과 성실한 운영 필요
▮ 행정과 유기적인 결합 및 역할 분담 협조
▮ 시스템과 자립성을 갖추어 지역관광이 지속되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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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을 고려한 참여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구축하고 트렌드로 자리잡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참여 필요
▮ 지역 리더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경영 동참
▮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 용기사용, 재활용품을 이용한 상품 판매 등 친환경
아이템 사업 마련
▮ 테마거리 내 환경적 규제 및 이벤트에 적극 협조
▮ 테마거리 친환경 테마 패키지 설계

- 149 -

부록

설문조사 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