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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여건 분석
전남 서 남부권 관광발전방안

1. 관광 트렌드 및 환경 분석
2. 지역 여건분석
3. 종합분석
4.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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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세계 관광트렌드
v 실버관광과 다세대 가족여행이 새로운 주력 시장수요로 성장
• 고령화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 필요
• 모든 가족구성원이 즐길 수 있는 다세대 가족여행 증가
v 온라인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관광시대 도래
v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BRICs 신흥국(특히 중국, 인도) 중산층의 급속한 경제력 향상
v 대안관광,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v 신흥세대인 밀레니얼세대(1980～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가 관광시장에 새롭게 진입
v 전 세계적으로 오버투어리즘 및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논란
v 4차 산업혁명과 기존 관광산업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관광경험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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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세계관광 시장 동향
m 2018년 세계관광시장 추계(UNWTO, 2018)
• 관광객 규모: 13억 2600백만 명(2030년 18억 명 전망)
• 관광산업: GDP 생산의 10%, 고용인원의 1/10, 수출액의 7%
m 웰니스관광이 전 세계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
• 글로벌 웰니스산업의 시장가치는 3.7조 달러, 세계 경제생산의 5.1%를 차지
• 웰니스관광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4,941억 달러(의료관광 500~600억 달러)에서 2020년 8,808억
달러로 성장 전망
• 웰니스관광은 관광시장(3.2조 달러)의 14%, 성장률(3.4%)의 2배인 6.8% 차지, 최근에 가장 급부상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m 자연힐링형 해양관광으로의 관광패러다임의 대전환
• UNWTO 미래 10대 관광트렌드의 절반이 해양 테마로 구성
• 해양웰니스 라이프케어관광의 급부상: 웰니스관광 중 해양자원 활용 비중은 37%, 국제해양치유
시장규모는 320조 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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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국내 관광 동향
m 2019년 국내 관광트렌드로 ‘브릿지(B.R.I.D.G.E)’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일상과 여행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
(B) Break the Generation Gap
• 멀티제너레이션, 즉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 간 벽을 허무는 다세대
가족여행이 점진적 확대
• 최근 SNS상에서 국내여행 키워드로 가족여행 관련 언급량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R) Recreational Activities
• 축제, 체험이벤트 등 레크리에이션 관련 키워드가 국내여행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
• 서핑, 루지, 짚라인 등 레포츠도 여행인플루엔서 페이스북에서 상위 키워드 차지
(I) Influential Contents
• 여행지에서의 느낌을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등 여행 관련 영상콘텐츠의 확대
•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1인 소셜미디어∙영상콘텐츠의 비율이 포털미디어를 상회
(D) Delicious Food
• 음식관광 비율 2015년 13.2%, 2016년 24.7%, 2017년 34.7%로 연간 10% 이상
• 특히 TV 먹방에 나온 음식을 찾아 떠나는 Food Travel(식도락여행) 트렌드는 지속될 전망
(G) Go Anytime
• 골목, 시장 등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친숙한 장소로의 여행과 함께, 아무때나 여행을 떠나는
연중여행 트렌드 지속
• 당일여행 buzz량은 2016년 대비 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거리 중심 여행패턴이 증가 예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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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E) East Coast
•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에서 즐기는 여행

2019 국내 여행 트렌드 전망

B
R

Break the Generation Gap
Recreational Activities

I
D

Influential Contents
Delicious Foods

G
E

Go Anytime
East Coast

베이비붐 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여행
축제, 행사, 레포츠 등 다양한 액티비티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여행
유투브 등 영상에서 본 곳으로 떠나고,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는 여행
맛집, 카페 등 미각과 시각을 만족시키는 여행
근교여행 등 특별하지 않은 날에 일상처럼 언제든 즐기는 여행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에서 즐기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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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국내 관광 시장 동향
m 2018년 방한관광시장 추계
• 외래관광객 규모: 1534만 6879명(전년 대비 15.1% 증가)
• 중국 시장: 478만 9512명으로 1위(전년 대비 14.9% 증가),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관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일본 시장: 294만 8527명(전년 대비 27.6% 증가
• 베트남 시장: 45만 7818명(전년 대비 41.0% 증가로 가장 높은 성장률)

박항서 효과와 한류의 영향

• 타이완 시장: 저가항공 중심 해외여행패턴, 전년 대비 15.3% 증가, 지방노선 항공편이 증가한 영향
• 홍콩 시장: 전년 대비 1.3% 증가(홍콩 경기둔화에 따라 해외여행수요 위축)
m 외국인이 가장 먹고 싶은 이색한식 1위로 산낙지 선정
• 한국관광공사 2018년 해외SNS회원 설문조사: 산낙지(26.0%), 간장게장(14.6%), 순대(14.2%),
홍어(10.3%), 육회(7.7%) 순
• 언어권별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 영어권(간장게장, 산낙지), 일어권(홍어, 순대), 중어권(산낙지,
간장게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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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관광사업 구조특성
• 2018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사상 역대 2위인 총 1,534만 6천명을 기록
• 중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외래관광객이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15.1% 증가
• 방한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외래관광객의 규모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사상 최고를 기록
한 2016년 1,724만명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불균형 심화로 관광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4～2018년 중 약 9% 증가
-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동 기간 중 1,608만명에서 2,869만명으로 무려 78.2% 증가.
- 관광수지 적자규모 2014년 21억달러에서 2018년 132억달러로 증가.
• GDP 내 관광산업의 비중은 2015년 5.0%에서 2018년 4.7%로 하락하여 세계 평균인 10.1%에도 훨
씬 못 미치는 수준.
• 고용기여도 역시 2015년 5.6%에서 2018년 5.3%로 세계 평균 10.5%에 비해 낮은 수준
• 인바운드 관광경쟁력으로도 연결되어 한국의 전 세계 관광경쟁력 지수는 2015년 29위에서 2017년
19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접 경쟁국인 일본 4위, 중국 15위와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수준(숙박업 247만원, 제조업 393만원, 금
융업 613만원)으로 인해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는 2016년 11.2%에서 2017년 7.8%로 하락.
• 융·복합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정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사업체의 시장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관광산업 전체의 성장이 둔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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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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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트렌드 및 환경분석
• 국내외 관광객의 수도권,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대한 방문 집중현상의 심화
• 지역 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지역의 관광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
•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별 방문율은 서울시가 78.0%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1선 도시(서울시, 제주도,
경기도,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방문율은 10% 미만으로 저조
• 관광사업체의 특정지역 편중현상 심화로 숙박, 쇼핑 등 지역관광사업 운영에 애로 발생
•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간 균형적인 일자리 창출도 한계에 봉착.

9

2

지역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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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건분석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의 관광권역 설정

관광권역

행정구역

개발방향

담양군, 나주시,
광주

장성군, 곡성군,

근교권

함평군, 화순군,

대도시
체험 휴양관광
거점

영광군,
순천시, 여수시,
동부권

광양시,

남해안 해양관광,
생태관광거점

고흥군,구례군
목포시, 신안군,
서남권

영암군, 해남군,

다도해해양관광,
중국 교류거점

무안군, 진도군,

중남부권

보성군, 장흥군,

남도문화,

강진군, 완도군

생명웰빙관광거점

자료 : 전라남도(2017)
11

2

지역 여건분석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의 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

자료 : 목포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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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관광지 지정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전남도

28

35,984,281

4

목포시

-

-

-

18,374,000

2

147,000

-

1

69,000

장흥군

1

945,575

-

-

-

-

강진군

1

73,830

-

-

-

-

해남군

2

891,460

1

5,084,000

-

-

영암군

4

1,379,676

-

-

-

-

무안군

1

185,316

-

-

-

-

완도군

2

917,798

-

-

-

-

진도군

3

728,846

-

-

-

-

신안군

1

1,500,000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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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관광지 지정현황
구분

관광자원

목포근대역사관, 목포문학관, 목포유람선, 목포자연사박물관, 사랑의섬 외달도, 삼학도카누캠프, 어린이바다과
목포시 학관, 고하도 용오름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노을전망대, 목포갓바위, 양을산 산림욕장, 영산호 카누경기
장, 유달산 둘레길, 입암산 둘레숲길, 춤추는 바다분수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정남진물과학관, 정남진천문과학관,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천관산자연휴양림, 편백숲 우드랜
드, 방촌유물전시관

강진군

강진군고려청자도요지,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다산초당, 백운동 별서정원, 석문공원, 영랑생가, 월출산국립
공원, 전라병영성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고산윤선도 유적지, 대흥사, 두륜미로파크, 땅끝관광지, 우수영, 우항리공룡박물관,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영암군 도갑사, 성기동관광지, 아크로컨트리클럽,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도기박물관, 마한문화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무안생태갯벌센터, 송계어촌체험관광마을, 월선체험휴양마을, 분청사기명장전시관, 장보고전
망대, 초의선사유적지

완도군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 완도타워, 윤선도유적지, 장보고기념관, 전라남도 수목원, 해신세트장, 슬로시티 청산도
진도군

소전미술관, 운림산방, 조도, 진도타워, 해양생태관, 국립남도국악원,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아리랑마을 관광지,
진돗개테마파크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가거도, 도초, 비금도, 신의, 암태, 임자도, 장산도, 증도면 짱뚱어다리, 팔금도, 퍼플교, 하의, 홍
도, 흑산도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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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축제현황
구분

주요축제

전남도

명량대첩축제

목포시

목포항구축제, 유달산 봄꽃축제

장흥군

정남진장흥물축제, 정남진키조개축제, 제암산 철쭉제, 장평명품귀족호도축제, 전어축제, 천
관산 억새제, 정남진 해맞이행사

강진군

강진청자축제, 전라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다산제

해남군

땅끝매화축제, 두륜산 유채축제, 흑석산 철쭉대제전, 김장나눔축제, 땅끝해넘이 해맞이축제,
미남축제

영암군

영암 왕인문화축제, 영암 왕인국화축제

무안군

무안연꽃축제, 무안황토갯벌축제, 무안품바큰잔치

완도군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금일읍다시마축제, 노화읍 전복축제, 고금
유자축제, 윤선도문화축제

진도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신안군

신안튤립축제, 신안수산물축제

자료 : 전라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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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남도

679

191

35

3

0

103

378

목포시

140

7

0

0

0

12

4

장흥군

21

0

0

0

0

2

10

강진군

19

0

1

0

0

3

25

해남군

20

3

2

0

0

2

31

영암군

8

5

1

0

0

3

28

무안군

9

2

1

0

0

10

2

완도군

12

4

1

0

0

2

19

진도군

4

0

1

0

0

1

3

신안군

4

1

3

0

0

0

4

자료 : 전라남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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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관광객 현황

서부권의 관광객 수가 동부권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전남도

31,962,625

39,688,125

42,785,085

50,791,613

50,735,956

-

목포시

1,123,940

991,862

2,079,564

2,594,988

3,888,653

3위

장흥군

599,256

582,576

569,594

733,275

718,143

20위

강진군

341,864

726,660

1,371,353

1,525,759

2,064,367

7위

해남군

682,211

401,869

437,204

431,510

583,604

22위

영암군

683,909

948,924

1,237,778

946,772

674,736

21위

무안군

349,079

411,772

379,877

711,805

766,795

17위

완도군

931,822

933,530

1,001,870

1,129,051

931,006

16위

진도군

298,245

506,731

533,285

507,028

731,397

19위

신안군

717,583

934,731

1,008,674

1,214,161

978,481

15위

주: 비고는 전남 전체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순위임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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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목포시
m 국토 서남단에 위치한 동북아 중심 및 한반도 해양의 관문
m 일제강점기 유적 등 국내 대표의 근대 역사문화도시 : 구 목포일본영사관 등 57개 역사문화자원 보유
m 하당∙옥암지구, 남악신도시 개발로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심화
• 원도심 공동화 심화: 목원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만호동
•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2017년): 선창권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권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
m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
• 북항권(해양수산복합센터), 유달산권(예술공원), 원도심권(요트마리나, 근대역사관), 삼학도권
(바다과학관), 갓바위권(자연사박물관), 평화광장(춤추는 바다분수)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2,079,564명 2017년 2,594,988명(+515,424명, 증가율 24.8%), 전남도내 4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140개, 관광숙박업 7개, 유원시설업 12개, 관광편의시설업 4개
m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m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만호동∙유달동 일원(11만 4038m2), 사업비 500여억 원, 2023년까지
3단계로 추진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
18

- 18 -

2

지역 여건분석
장흥군
m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 목포~순천고속도로, 목포~보성 남해안철도계획(예정)
m 장흥 3대 명품특구 조성
• 생약초 한방특구(2006년):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친환경
로하스타운 조성
•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정(2008년): 국내 최초∙유일한 문학특구
•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 지정(2018년): 무산김 양식 선포, 향후 ASC 국제인증 추진 계획
m 국민 힐링∙휴양형 관광지로 성장
• 억불산 우드랜드: 편백숲, 노천탕 등 높은 산림치유효과 체험
• 전국 최초 주말관광시장으로서 장흥 토요시장 성공모델 정착
• 슬로시티 승마장: 전남 최초 공공형 승마장, 말산업 육성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569,594명 2017년 733,275명(+163,681명, 증가율 28.7%), 전남도내 18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21개, 유원시설업 2개, 관광편의시설업 10개
m의료관광과 연계한 통합의학클러스터 조성
• 통합의학 메카 도약: 통합의학 임상연구센터 유치, 치유중심 통합의료 네트워크 구축
• 통합의학∙생물의약산업 특구 지정: 한약자원 표준화∙고도화
m 마리나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 장재도∙남포권: 여성건강 중심의 休 테마파크 조성, 마리나 기반시설(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연계),
수중레저 클러스터
• 정남진∙우산도권: 해양치유 Biz모델 개발, 해양관광타워
• 회진∙노력도권: 바다낚시 거점, 해양레포츠센터
19

2

지역 여건분석
m 장흥 말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생활 속 승마문화 기반 조성, 장흥 말산업 특구 지정 추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슬로시티 승마장

강진군
m ’남도답사 일번지’ 브랜드가치 보유
• 지역특화의 색깔있는 역사문화자원 풍부: 백운동 별서정원, 전라병영성, 영랑생가, 가우도,
한국민화뮤지엄, 하멜촌 등
• ‘청자골 강진’ 지역이미지 정립: 국보∙보물급 청자의 80%가 강진에서 생산, 가마터의 50%가 강진에
현존,고려청자박물관, 강진청자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
• 다산 정약용 관련 유배문화 관광자원화: 다산초당, 다산비림, 다산기념관, 강진다산교육관, 사의재,
수련원 등
※ 2020년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 다산수련원 일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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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1,114,648명 2017년 1,525,759명(+411,111명, 증가율 36.9%), 전남도내 9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19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3개, 관광편의시설업 25개
m 울산 중국, 경기 안산과 함께 문광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전남 최초로 선정
•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운영: 260만 명 관광객 유치 성과
• 군 단위 최초로 자체 문화관광재단 보유: 독립적 홍보∙마케팅
• 2018~2021년 강진 지방정원 다산원 조성: 12ha, 사업비 100억 원, 전남 4개소 지방정원 조성(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 가우도 출렁다리 히트: 30여 명 주민에 연간 70만 명 관광객
m 2016~2019년 강진베아체 골프리조트 조성 : 27홀 규모, 사업비 550억 원
m 국내외 동계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 육성
• 유치 스포츠마케팅 전개: 축구, 사이클, 탁구, 배구, 럭비 등

21

2

지역 여건분석
해남군
m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 온난한 기후, 수려한 해안 및 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 구비
• 전국 16번째 광활한 토지 보유: 1,005ha, 군단위8위,전남1위
m 품격있고 전통있는 다채로운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자원 풍부
• 우수영(명량대첩지), 고산 윤선도 유적지(녹우당), 해남 인문학하우스,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등
• 울돌목 회오리바다, 우항리공룡화석
m ‘땅끝’이라는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미지 및 랜드마크 보유
• 땅끝이라는 해남 고유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너무 멀다는 인식
•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목포~보성 철도 건설, 무안국제공항~압해도~화원단지 간 국도 77호선 조기 건설 필요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437,204명 2017년 431,510명(-5,694명, 증가율 -1.3%), 전남도내 22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20개, 관광숙박업 3개, 관광객이용시설업 2개, 유원시설업 2개, 관광편의시설업 31개
m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
• 한국관광공사 국민휴양마을 조성중(120실 규모의 관광호텔, 빌라 등, 사업비 382억 원, 2021년 완공)
• 최근 미국 종합부동산개발회사 F사가 투자의향(1조4천억 원), 높은 분양가로 진척이 없는 상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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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영암군
m 전남 서남부권의 발전거점으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영암~순천 고속도로,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 77호선) 개통
m 광활하고 비옥한 황토 등 천혜의 자연∙산업환경 구비
• 영암도기박물관, 황토돌담길, 황토스파 등 관광자원 활용
• 매력한우, 무화과, 대봉감, 달마지쌀 등 경쟁우위 특산물 생산
m 서남해안 기업도시의 배후도시로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 솔라시도 개발사업으로 관광과 휴양∙주거기능이 어우러진 동아시아 최대규모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
• 삼포지구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연계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m 월출산국립공원을 지역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
• 기찬랜드(월출산, 금정 뱅뱅이골),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등 역사문화 및 산악자원 보유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1,237,778명 2017년 946,772명(-291,006명, 증가율 -23.5%), 전남도내 16위
• 여행업 8개, 관광숙박업 5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3개, 관광편의시설업 28개
m 월출산 충전 100 테마파크 조성 -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자, 100% 충전하는 힐링, 용기 100배, 활력 100배
• 개요: 기찬랜드를 氣생태체험휴양형 힐링테마파크로 조성
• 위치: 영암읍 회문리, 사업비 130억 원(국비 65, 지방비 65)
• 사업내용: 충전100 테마파크(100세 체험장, 100% 수련장, 100배 강연장)
m 자연∙문화 융합형 복합관광벨트화
• 상징인물 활용 테마관광: 왕인박사, 김창조, 김준연, 하정웅
• 마한역사 학습테마관광단지 조성: 옥야리 선사∙마한문화유적
• 백룡산 산악레포츠타운 및 고원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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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월출산국립공원

영암군 기찬랜드

왕인박사 유적지

무안군
m KTX 호남선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토대 마련
• KTX 2단계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노선으로 확정(2017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서남부지역 발전 기틀 마련
m 광주공항과 통합으로 관광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 증대
•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5년간 2개 해외 정기선과 25개 부정기 노선 취항으로 공항 이용객이 30만
명까지 증가
• 광주공항 이전 완료 후 무안공항 이용객은 2025년 기준 연간 2,909천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m 江∙山∙海∙황토자산의 지역특화 복합관광자원화
• 231.8km 해안선과 148km2 광활한 청정 무안황토갯벌자원 보유(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도립공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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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379,877명 2017년 711,805명(+331,928명, 증가율 87.4%), 전남도내 19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9개, 관광숙박업 2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10개, 관광편의시설업 21개
m 무안국제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
• 개항 11년만에 2018년 누적이용객 543천 명 돌파: 이용객 전년대비 82.3% 증가,공항셔틀 및
에어텔 활성화 필요
•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확대: 현재 7개국 45개 노선 취항(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통합 난항: 최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반대여론 악재, 광주시내
공항터미널 설치 검토 중
•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로 호남권에 국제공항 2개 위치
m 무안낙지 특화거리 조성
• 개요: 지역특화 음식테마거리 조성, 남도음식거리 道공모선정
• 사업비 1,050백만 원(도비 500, 군비 550), 2018~2020년
※ 음식테마거리(문광부), 우수 외식업지구(농림부) 국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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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완도군
m 전국 제일의 청정바다를 기반으로 국내최대 해조류 생산지
• 해양생물산업의 최적지
• 해양치유∙생물산업 연구개발기반 구축: 의료관광 연계, 해양생물 기능성 물질 검증 및 메디푸드 개발
m 다양한 해양테마의 역사문화자원 풍부
•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충무공 유적지 고금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항일독립운동 성지 소안도∙신지도 등
• 해신장보고 지구 조성: 면적 246,682m2, 사계절형 관광명소
•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청산도: 국민관광지로 발전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1,001,870명 2017년 1,129,051명(127,181명, 증가율 12.7%), 전남도내 14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12개, 관광숙박업 4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2개, 관광편의시설업 9개
m해양치유자원 발굴∙육성을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해수부)
• 위치: 신지면 일원, 해조류 치유 중심
• 사업비 1조 원(공공 3,000억, 민자 7,000억), 2017~2030년
•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지정, 마스터플랜 수립, 해양치유산업 육성, 독일 노르더나이와 업무협약 체결
※ 전국 4개소 선정: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m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추진
• FEE(환경교육재단)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해수욕장, 마리나 등
• 매년 재인증 신청 필요: 유효기간 1년
m ‘완도군 섬 여행등대’ 관광상품 개발
• 사업비 731백만 원(국비 585, 군비 146), 2016~2019년
• 여행정보 플랫폼 구축, 투어패스 개발, 모바일 스탬프투어
26

- 22 -

2

지역 여건분석

진도군
수려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기반의 관광거점지역
전남의 11.5%를 차지하는 256개 연안도서로 구성
3개 관광지: 회동 관광지, 녹진 관광지, 아리랑마을 관광지
다양한 호국∙역사문화자원 풍부: 명량대첩(울돌목, 벽파진), 삼별초 항몽지(진도옹장성, 진도남도진성),
고산 윤선도 설화(임회면 굴포리 원뚝, 윤선도 사당)
• 남도 고유의 민속문화예술의 본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11종(15명), 남종화 산실(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소치 허유, 장전 하남호 등)
m 2014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인해 감소한 관광객 회복세
• 2014년 298,245명 2015년 506,731명 2016년 533,285명
• 대규모 숙박시설이 전무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한계점
m
•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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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533,285명 2017년 507,028명(-26,257명, 증가율 -4.9%), 전남도내 21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4개, 관광숙박업 0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1개, 관광편의시설업 3개
m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개통
• 진도타워~우수영 관광지, 총연장 1.12km(울돌목 0.92km, 녹진~진도타워 0.2km), 10인승 곤돌라 26대 운행
• 사업비: 32,000백만 원, 2017~2020년 개통(예정)
m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
• 개요: 전남 최대규모 휴양시설, 개장에 따른 MICE행사 유치
• 위치: 의신면 초사리, 규모 166,049m2(1,007객실)
• 사업비: 3,508억 원(전액 민자), 2016~2022년
• 1단계 사업 현황: 576객실(웰컴센터, 타워콘도, 비치호텔, 오션빌리지), 사업비 2,400억 원, 2019년 7월 개장(예정)
m 옥도(조도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선정 추진
• 면적 120.6ha, 인구 67명, 인도교(30억, 상조도~옥도 150m)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옥도(조도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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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신안군
m 국내 최대의 유∙무인도서, 수려한 갯벌, 해안선을 보유
• 갯벌면적 378km2(전국의 15%), 도서 1,004개(유인도 72, 무인도 932), 해안선 1,735km(전국의 14%)
• 충분한 일조량과 바닷바람을 활용해 아시아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24MW) 및 전남 최초의 해상풍력발전(3MW) 구축
• 세계적인 명품 천일염산업특구: 245천 톤 생산(전국의 70%)
• 해양민속문화의 보고: 다도해 민속문화, 갯벌문화, 어촌문화
m 관광산업 현황
• 관광객: 2016년 1,008,674명 2017년 1,214,161명(205,487명, 증가율 20.4%), 전남도내 12위
• 관광사업체: 여행업 4개, 관광숙박업 1개, 관광객이용시설업 3개, 관광편의시설업 4개
m 신안 천사대교 개통
• 국도 2호선 미개통구간인 압해도~암태도 간 연결, 국내 교량길이 4번째(7.22km), 5,814억 원
• 민선7기 그랜드플랜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시작점, 서남부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 6천만 명
달성의 첨병 역할
m 흑산공항 추진 10년째 철새 서식지 등 환경훼손문제로 제자리걸음
• 규모: 50인승 경비행기 이∙착륙, 활주로 1,200m, 관광객 76만
• 사업비 1,833억 원, 당초목표는 2020년 개항(예정)
m 전남 한국관광 100선 선정관광지 감소(전남 2017년 9개소 2019년 7개소로 감소)
- 신안 홍도, 완도 청산도, 정남진장흥토요시장 탈락
m 솔트&머드 웰니스센터 조성
• 위치: 안좌면 대리, 사업비 56억 원(국비 28, 군비 28), 2020년
• 규모 5개동(600m2), 천일염 치유실, 머드탕, 해조류 체험실 등
m 신안 1004섬 크루즈 관광루트 개발
• 아름다운 다도해를 경유하는 순항 관광유람선 관광루트 개발
m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사업 활성화
• 반월∙박지도(퍼플섬), 기점∙소악도(순례자의 섬), 우이도 ※ 가고 싶은 섬 사업: 5년간 40억 원 지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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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분석

신안 천사대교

솔트테라피

연안유람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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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
m 다도해, 갯벌, 해안선 등 세계적 수준 비교우위 해양관광자원
m 전통문화, 근대역사문화자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분포
m 행정중심지로 국내외 각 지역과의 교류네트워크 구축
m 교통여건 우수(육, 해, 공)
m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은 부족
m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명소 개발에 한계
m 넓은 권역의 해양관광자원 특성상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 한계
m 강한 흡인력을 지닌 상품 부족
m 지역간 연계 상품 부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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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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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향

v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형 개발
v 통합브랜드화를 추구하는 개발
v 융·복합형 관광상품 개발로 전환
v 핵심상품 확보를 중심으로 한 개발
v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발
v 지역 간 연계형 개발
v 트렌드에 부응하는 개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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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목표, 전략
전남 서남권 관광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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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목표, 전략, 기본과제

35

03

기본사업
전남 서남부권 관광발전방안

1. 인지도 제고 및 통합이미지 구축
2. 수용태세 정비
3. 기존상품의 매력성 강화
4. 신규연계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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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제고 및 통합이미지 구축

• 관광목적지로서의 인지도가 낮고 유인력이 강한 핵심상품이 부족
• 인지도 제고가 최우선 과제.
• 우선 지역연계를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 이를 통합브랜드화 하여 통합이미지를 형성한 후
• 모든 수단을 동원한 마케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인지도 제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으로부터 시작.
• 특히 초기에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축제, 이벤트, 엑스포 등 대규모 공동행사나 집중적인
대중 광고가 유효.
• 또한 ‘남도한바퀴’를 활용한 홍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임.
• 다만 남도한바퀴의 경우 지나치게 가격이 싸고 많은 비용이 도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사업이므로
과다하게 활용할 경우 일반상품 판매에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제한적인 확장이 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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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태세 정비
• 수용태세 정비는 정보제공 및 안내,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기반시
설의 확충, 관련 사업자 및 종사원의 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전개.
• 쇼핑
- 전남에는 공항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은 있으나 도심면세점이 없어 쇼핑을 통한 관광객 모객에 어
려움이 있음.
- 관광객 의사결정의 중심이 숙박에서 쇼핑으로 전환 중
- 무안공항 면세점 확장, 시내면세점을 유치, 사후면세점을 확대 필요.
- 실질적으로 면세효과에 버금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특산품 판매점 정비 필요.
• 교통
- 육상, 항공, 해상교통 분야에서의 정비가 필요
- 육상교통은 KTX, SRT 등 열차 운행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
-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자가용 운전자나 관광버스의 접근이 용이
- 그러나 육상교통 중 랜트카, 캠핑카 등과 해상운송인 여객선, 고속페리, 유람선, 연안크루즈, 국제
크루즈, 잠수정, 해저터널 등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공 교통인 무안공항, 관광헬리콥
터, 경비행기 등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육상교통분야에서는 렌트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야영장을 대폭 보강하고, 항공
교통분야에서는 무안공항의 신규노선 유치 등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관광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해상교통분야에서는 국제고속페리, 연안크루즈, 국제크루즈의
적극적인 유치와 잠수정 도입,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개설 등이 필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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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태세 정비
• 정보제공 및 안내
- 정보제공 및 안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관광안내·해설 시스템을 도입
- 모바일 기반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
- 서·남부권 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남도여행 길잡이와의 연동.
• 숙박
- 호텔과 같은 고급숙박시설과 중저가 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 도입 필요 필요.
- 세분시장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추정 및 공급
- 개별관광객 숙박수요에 대응
• 음식
- 음식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 유지 노력
- 지역마다 특성을 가진 음식 개발 및 정비
- 관광객 전용 음식 개발
- 음식관광활성화
- 주차장 구비(대형버스, 자가용), 품질인증제도 강화, 좌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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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품의 매력성 강화

• 전남 서·남부권에는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활용한 관광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음.
• 유인력이 강한 상품들도 있지만 약한 상품도 다수-구색갖추기, 벤치마킹을 통한 흉내내기
• 차별화, 특성화를 통한 규모, 디자인, 프로그램 등에서의 상품 경쟁력 강화 필요
• 대부분의 관광지가 지정 이후 시설의 개·보수 및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부합
하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실정.
• 따라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앞서 기존의 상품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등 기존의 상품에 대한 보완을 통해 매력성과 차별성 부여
•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콘텐츠 융·복합을 통해 체험·체류형 관광
시설로 변화 모색.
• 기존 상품에 대한 보완은 신규상품의 개발을 위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함께 얻어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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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계상품 개발

4

• 신규상품의 개발은 트렌드에 맞는 전혀 새로운 신상품의 개발 및 상품과 상품을 연계하는 연계형
상품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실현.
• 전남 서·남부권은 핵심자원도 부족한 편이고 연계형 상품도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두 가지의 상품
개발 방식의 균형이 중요.
• 여행 수요자의 입장이나 여행상품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구역의 구분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함. 매력적인 단위상품의 조합을 통해 가치있는 연계형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
• 또 단위상품의 매력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연계를 통해 전체 여행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전체적인
여행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
• 과거에는 단위상품이나 관광지 자체를 갖추어 나가는데 치중하였다면 현재는 이들을 테마화한 문
화답사, 미식체험코스 등과 같은 테마형 연계상품에 더 큰 관심.
• 따라서 각 지자체가 보유한 기존상품을 연계한 테마형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 단위 상품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과정 필요
• 해안 경관자원의 연계나 영산강을 따라 동질적인 또는 이질적인 자원들을 조합한 상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진행되는 맛기행 사업,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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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 사업
전남 서남권 관광발전방안

1. 해양관광 거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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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거점조성
1. 해양레포츠 활성화
• 전남 서남부 지역은 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파도가 거칠지 않고 기온이 온화하며 바다 속 지형이
고른 편이고 모래와 갯벌이 널리 분포되어 있어 해양레포츠를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요건 보유.
• 일반적으로 해양관광의 활성화는 해상, 해중, 해저 등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다도해
지역은 육지와 다른 도서관광을 활성화 가능.
• 전남 서남부 지역은 물이 맑고 투명하지 않아 해저 시야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중관광이나 해저관
광을 발전시키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연중 수중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수온으로 인해 2～3개월로 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갯벌, 모래, 섬 등 다른 나라나 지역이 갖지 못한 강점이 있어서 해양레포츠 전체의 관점에
서는 여전히 비교우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현재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불과 20～30년 이내에 전남 서·남부 지역의 수온
이 연중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따라서 해상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포츠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해양레포츠의 거점이 되는 마리나가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남부권에도 윈드서핑,
수상자전거 등 저탄소형 친환경 해양레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마리나의 추가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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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거점조성
2. 도서관광 활성화
• 전남 서남부 지역에 섬이 집중 분포되어 있고 섬의 크기가 단일테마로 개발하기 적절한 규모를 가
지고 있어 도서관광을 활성화시키기에 최적의 여건 및 경쟁력 보유.
-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고싶은 섬 개발사업, 휴가철에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행정자치부), 2018년 해
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국내 3천 300여개에 이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관광 정책을 통합집행 협약.
- 전라남도에서도 갤럭시 아일랜드 사업,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 천사섬 사업, 여수의 365섬 개발 사
업 등 섬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가. 섬 관광지 선착장 분위기 조성
• 거점선착장에 연계되어 있는 각 섬의 정보를 안내하는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섬관광지 선착장에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섬과 느낌이 다르게 해야 함.
나.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섬 개발
• 기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섬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 주도형 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섬개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섬 개발이
필요.
• 특히 기존에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섬의 경우 2단계 개발과정으로 주민참
여 주민주도형 섬 개발이 추진되어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직접적인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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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거점조성
다. 첨단 도서관광여건 조성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 도서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관광산업 전반에 스마트관광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섬개발 초기단
계에서부터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섬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섬 및 관광정보 아카이빙, 일정 설계 및 결제 지원, 다국어 해설지
원, 관광객 간 정보의 공유 등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스마트 도서관광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이는 신안군과 완도군 소재 섬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를 우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라. 테마 연계형 섬 관광 상품개발
• 현재의 섬개발은 개별 섬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
• 이에 따라 중복투자가 심하고 섬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연계관광상품 구성도 어려움
• 섬관광상품도 단일섬을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로 당일여행 중심의 단기상품에 머물게 될 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부권 일대의 섬들이 상호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전남 서·남부 지역에 산재한 섬들의 자연·역사·문화·인문 자원을 기초로 하되 가능한 상호 중
첩되지 않도록 섬마다 단일테마를 부여하여 개발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테마 연계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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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거점조성
3. 갯벌체험관광 활성화
• 리아스식 해안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전남 서·남부 지역의 해안은 모래와 갯벌을 풍부하
게 보유.
• 특히 갯벌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크고 상품화를 통
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임.
• 따라서 갯벌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체험형 학습관광이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에 부응하여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갯벌생태
체험학습 상품을 구성하되 서해안과 남해안의 생태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생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테마화하고 이를 순환하여 체험하는 상품개발이 필요.
• 또한 피부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머드스킨케어 캠프 등 뷰티서비스 체험 프로그
램, 갯벌에서의 일탈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갯벌 진흙탕 파이트, 샌드아트와 머드아트 등 갯
벌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갯벌 오픈 갤러리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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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거점조성
4. 크루즈산업 활성화
• 크루즈는 대규모 관광객 동시 유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
• 국내의 국제 크루즈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2016년 200만명)이며 이 중 70% 이상이 부
산항으로 기항. 이는 크루즈 기항여건과 밀접한 관련.
• 전남은 동부권의 여수항, 광양항과 서부권의 목포항 등이 대규모 국제 크루즈 접안시설 보유
• 따라서 전남 서남부 지역은 목포항을 국제크루즈 거점으로 삼고 여수와 함께 크루즈 발전의 견인
차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국제크루즈의 기항을 유도
- 장기적으로는 크루즈 모항으로 발전
- 연안크루즈의 활성화를 통해 전남 서·남부 지역 연안크루즈 거점기지로 발전
-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유치 및 교육기관 신설 등을 병행
• 아울러 목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한중 고속페리 항로를 개설하여 크루즈의 부정기성에 따른 취약점
을 보완.
가. 국제크루즈선 유치 확대
• 크루즈 정박시설을 확충,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 입국절차 개선 등으로 입국편의성 제고,
• 현지마케팅(선사, 여행사), 팸투어, 크루즈박람회 참가, 고품격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기항인센티
브 제공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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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거점조성
나. 연안크루즈 활성화
•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는 국제크루즈, 연안크루즈, 리버크루즈 등의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모항을 갖추는 것이 필요.
• 따라서 국제크루즈의 육성과 함께 국내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연안크루즈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함.
• 전남 전체는 물론이고 충남과 경남, 부산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노선의 개발과 여건정비를 추진
하는 것과 동시에 전남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크루즈 노선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전남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노선의 개설을 통해 유람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
역 간 연계교통망의 확충을 도모하며 권역 내 연계관광 발전을 꾀해야 할 것임.
• 특히 추진 중인 흑산공항이 개항된 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흑산도를 모항으
로 하여 흑산군도 전체로 파급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연안크루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홍도(천연기념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대표적인 해양관광 명소, 깃대봉), 장도(람사르 습지), 만재
도(삼시세끼 촬영지), 제주도, 가거도(우리나라 최서남단) 등을 연계하는 거점 연안크루즈 항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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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태관광 거점조성
1. 내수면관광 활성화
• 전남 서남부 지역은 영산강을 직·간접적인 기반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지역이 많음.
• 영산강은 상대적으로 섬진강에 비해 관광측면에서의 활용이 낮았음.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 상태이고 경관거점
으로 영산강 8경이 정비되고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
• 다만 아직 강변의 경관 조성이 다소 부족하고 강과 호수 등의 연계, 내수면자원과 내륙자원의 연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산강을 중심으로 주변의 내수면 관광자원을 묶고 내륙관광자원
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
가. 강변 경관 개선 사업
• 영산강 사업과 관련하여 강변에 자전거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강변경관이 정비되고 있으나 관
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수준. 추가적인 강변경관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
• 기본적으로 영산강 8경을 중심으로 강변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황포돗배 체험코스 주변
경관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영산강 주변 내수면 관광상품 개발
• 영산강 주변에는 역사, 생태, 문화 자원이 풍부. 나주댐, 함평대동제,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무안 연
꽃방죽 등 호소들이 발달해 있음
•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친수공간조성을 실시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내수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
• 워터프론트 조성, 친수 생태체험 캠프, 수상 나이트 달빛별빛 투어, 석양낙조 체험 등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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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태관광 거점조성
2. 산악관광 활성화
• 최근 세계적으로 산악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악국가의 하나인 우리나라도
스위스 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산악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남 서남권은 영암의 월출산, 해남의 두륜산 등 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음.
• 산림휴양, 숲치유, 숲길산책, 산촌자원 등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산악관광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
• 산림테라피 힐링로드, 산소공원, 무장애 탐방로, 산림욕 및 명상호흡장 등 숲치유와 산림휴양 시설
조성
• 전문 숲 해설사와 치유전문가에 의한 숲해설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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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태관광 거점조성
3. 명품경관자원 상품화
• 해안선이 아름다운 전남 서남부권의 바다·섬의 조망과 지역 문화·역사·생태 자원, 영산강 경관 등을
연계한 명품경관자원 상품화 필요.
가. 해안경관자원 상품화
•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도해의 섬과 바다, 해안 등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화가 필요.
•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대한 주변 인프라 정비,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콘텐츠 개발을 실시하고 이
를 연결하여 테마길 상품화.
• 해안선이 아름다운 곳을 중심으로 해안경관길, 생태길, 트레킹로드 등을 조성하고 전망대·포토존·경
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간 연계형 성품으로 개발
• 곳곳에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 갤러리파크 등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고 버스킹공연장, 푸드트
럭 낭만포차거리, 해변테마거리, 해상 음악분수쇼 등을 도입.
• 특히 영광군과 무안군의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을 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지점별로 연결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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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태관광 거점조성
나. 다도해 하늘길 상품 개발
• 전남 서남권에는 무안공항과 2020년 개항 예정인 흑산공항이 존재.
• 바닷길을 이용한 경관상품은 상대적으로 소요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도해의 아름다운 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이나 별도의 경비행장 건
설을 통해 하늘길 경관감상 상품 도입
다. 역사인물자원 상품화
• 장보고, 정약용, 이순신 등의 역사인물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남도 길의 관광상품화 필요
• 현재는 이순신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남도 답사여행의 중심상품화
라. 남도 맛길 멋길 조성
• 전남 서·남부권은 풍부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식재료가 풍부하여 음식이 발달.
• 담양, 광주, 나주, 목포를 잇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맛기행) 진행.
• 이를 확대하여 ‘남도 맛길 멋길 조성 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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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휴양지 조성
1. 음식관광 활성화
• 남도는 음식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
• 최근에 부산 등 여러 지역의 음식관광 약진으로 남도음식의 명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산
업화가 다소 더딘 문제가 있음
• 또한 식재료가 풍부하고 음식 명인들이 많아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
고 있음.
• 단순히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음식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을 갖추는
데 손색이 없음.
• 이러한 남도음식을 활용한 세계적인 음식관광의 명소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일촌일대표음식 보유 사업’ 전개, 전통음식에 대한 발굴 및 DB 구축, 마을단위 음식개발
시스템을 구축
• 남도음식은 크게 세 권역으로 나뉘어 그 특성이 다르므로 서·남부권 단독으로 활성화 할 것이 아니
라 광주근교권, 서부권, 섬진강 및 동부권에 각각의 거점을 두고 그 특성을 살리고 역할 분담 필요.
• 서부권 음식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중심이 된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특성이 있음 .
• 따라서 해양형 먹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관광활성화 도모
• 이를 위하여 전남 서·남부지역의 마을별 대표음식 개발 지원, 지역조리 관련학과와의 산관학 협력을
통한 집단컨설팅, 메디푸드 농장 및 마을 육성 사업 전개, 푸드테라피 힐링체험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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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휴양지 조성
2. 의료관광 활성화
•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최근 융·복합형 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의료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 우수한 선진의료 인프라와 자연 생태·섬 등을 활용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 최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면서 웰니스에 대한 관심 증대.
• 타 지역의 도심형 의료관광 성공모델은 전남에 적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체류형 의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필요
• 메디텔, Medical Spa, 치유센터,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등 인프라 구축
• 이와 함께 의료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
나. 해양치유단지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건강 복지 증진, 고령화와 산업화에 대처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양치
유산업 활성화 필요.
• 청정한 해양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선제적 도입
•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치유센터 건립
• 야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공간 확보를 위해 해양치유공원 조성 필요.
• 대표 해양치유마을을 지정,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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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방안
전남 서남권 관광발전방안

1. 마케팅 계획
2. 실행방안

1

마케팅 계획
1. 마케팅 목표
• 전남 서남권 관광 홍보·마케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지도 증대.
• 통합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마케팅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마
케팅을 통해 관광지 이미지로 포지셔닝.

2. 마케팅 수단
가.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마케팅 도구와 방법은 대단히 다양. 인지도가 취약한 현시점에서 차별화 마케팅 또는 타겟마케팅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되, 우선적으로 신문, 잡지, TV, 이벤트, 공모전, 경진대회, 팸투어 등 오
프라인 홍보·마케팅 노력을 전개.
• 국내는 주로 영향력 있는 축제/이벤트, TV예능 프로그램을, 해외는 아리랑TV, 해외 각국의 TV나 라디
오, 엑스포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나. 온라인 홍보·마케팅
• 온라인 홍보·마케팅은 실시간 정보전달력과 쌍방향 의사소통이라는 장점으로 홍보효과가 크며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따라서 UCC 경진대회, 관광영상 공모전, 온라인 여행사 전남여행상품 판매, SNS 관광 홍보단 운영 등
을 실시.
• 최근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가 소통 및 정보공유의 보편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트랜드에 맞
게 모바일 SNS를 활용한 관광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SNS 홍보 전문가를 채용해 연중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나아가 스마트관광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하고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와 협업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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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계획
3. 마케팅 전문조직 도입
• 마케팅 활동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공사, 재단 등의 형태를
지닌 공식조직 도입
•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광역 DMO 활성화.

4. 남도한바퀴 운행 개선 등
•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남도한바퀴는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
• 다만 남도한바퀴는 운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고, 보조금 사업이므로 과다하게 활용할 경우 여행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음.

5. 시장다변화
• 관광분야는 관광외적 영향에 민감한 특성 보유.
•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사태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관광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 있듯이 시장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광시장을 한류 등을 활용해 홍콩, 동남아 및 구미주 등으
로 다변화 필요.

57

2

실행방안

1. 지역관광 컨트롤타워 및 관광 실무전담기구 설립
• 권역 내 관광을 통합적으로 협의해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
• 따라서 기존 서남권 관광협의체를 3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에서 9개 시·군(목포, 영암, 무안, 해남,
완도, 장흥, 강진, 진도, 신안)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실무전담기구(공사, 재단 등)를 설립하고 관광상품개발과 국내·외 통합마케팅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
• 이미 전남에서는 지역관광 실무전담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서·남부권이 별도의 실무전담기
구를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
• 서·남부권 관광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실무는 전남의 전담기구와 각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

2. 전남 서·남부권 광역관광협의체 및 DMO 육성
• 민·관·학·연 등 모든 관광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관광협의체 구성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
• 각 시군별 관광협의체를 모아 전남 서·남부권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또한 행정단위가 아닌 권역의 관광 DMO를 구성하여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지역관광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민간시스템 구축.

3. 관광 거점도시 유치
• 정부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중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초자치단체 중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도시 4개소를 선정하여 인프라·콘텐츠·마케팅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진행 중.
• 따라서 목포 등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허브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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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의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역사와 방향
이진형
목포대학교 교수
관광학박사

목차
1. 관광도시로서 브랜드 정체성이란 무엇이고, 왜 브랜드 정체성인가?

2. 관광도시로서 목포의 발전과정 : 브랜드 정체성의 형성
3. 목포시의 최근 관광개발 및 관광마케팅 동향
4. 관광도시로서 목포의 브랜드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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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브랜드 정체성이란 무엇이고
왜 브랜드 정체성인가?

관광도시 브랜드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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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브랜드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특정 도시에 대한

고객(관광객)들의 생각, 감정과 태도의 합

 브랜드 정체성의 구성요소





이름, 로고, 슬로건
고객에 대한 약속
차별성
특성(명소, 경관, 체험활동, 음식, 인물 등)

 도시를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전략적 행위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 관여될 수 있는 복잡한 과정→관광개발 및 마케팅과도 연동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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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관광도시 브랜드 정체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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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의 발전과정 :
브랜드 정체성의 형성

관광도시로서 목포의 발전과정 시기구분
지역문화기반시설
조성기

1980년대
이전

관광개발
부재(不在)기

1980-1994

관광개발
주력기

1995-2004

2005-2014

관광개발
도입기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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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브랜드화
추진기

2014-2017

2018-현재

관광홍보
활성화기

8

관광개발 부재기(1980년대 이전)
 일제강점기: 소비도시
 1960년대 이후 산업 도시로 변모 노력
 목포 8경
 유달산, 고하도, 삼학도
 다도해의 관문
 목포-제주 카페리호 취항(1978년)
 목포-홍도 쾌속선 취향(1978)

[목포8경]

儒山奇巖
龍塘歸帆
牙山春雨
虐島晴嵐
錦江秋月
笠巖返照
高島雪松
達寺暮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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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시설

기반 조성기
지역문화시설
기반 조성기(1980-1994)
(1980-1994)

 유달산 공원화사업
(1980년)
 유달산 조각공원
(1982년)

 향토문화관(1983년)
 남농기념관(1985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1994년)
 목포종합문화예술회관(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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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도입기(1995-2005 : 민선1기-3기)
 지역축제 시작
 유달산 개나리 축제(1995
년)
 도자기 축제(1995년)
 목포우수마당극제전
(2002년)
 관광유람선 취항(1997년)

 삼학도 복원공사 시작(2000년)
 미관광장(평화광장) 조성(2002년)

 갓바위권 전국 7대 문화관광권
거점지역 지정(1998)

 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2002년)

 관광홍보물제작 및 목포관광사
진전(1998)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 준공
(2004년)

 목포자연사박물관(2003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2001년)

 2002년 월드컵
 목포-상해 여객선 취항(2002년)
 KTX호남선 개통(2004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2001)
 목포관광 카세트 테이프(2001)
 세계범선대회개최 무산(2002년)
 목포시티투어시작(2004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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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주력기(2005-2014 : 민선4기-6기)
 유달산 고하도 야간경관(2005년)
 1, 2차 원도심 루미나리에(2005년)
 목포해양문화축제 개발(2006년)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지정(2007년)
 삼학도 요트계류장 준공(2008년)

 목포 5대 관광거점(유달산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북항권,
고하도권) 조성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2008년)

 관광객 5백만 돌파원년
(2005년)

 춤추는 바다 분수쇼(2010년)

 목포방문의 해(2006년)

 삼학도 복원사업완공(2011년)
 어린이 바다체험관 완공(2013년)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2013년)
 북항 노을공원(2014년)

 무안공항 개항(2007년)
 목포대교 개통(2012)

 8백만 관광객 유치 목표
(2012년)
 1천만 관광객 시대(2014년)

 삽진항 국가어항(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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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홍보 활성화기(2014-2017)
 목포 9경 9미 선정→”목포로 구경가서 구미 당기는 음식 먹어보세”
 해외관광 설명회,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미디어 홍보, SNS 홍보강화
 남도 성지순례 마케팅
 중저가 대표음식 메뉴개발
 야경시티투어(2017년)→목포야행
 원도심 도시재생: 옥단이길, 만인계 마을축제, 서산동 시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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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의 정체성 형성과정 성찰

 국제 해양문화 관광도시
 경관이 아름다운 항구도시
 유달산 경관
 야간경관(유달산, 고하도)

•
•
•
•

야간경관 조명(유달산, 고하도, 루미나리에 등)
해양문화축제
춤추는 바다 분수쇼
삼학도권 조성(요트계류장,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바다체험
학습관)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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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의 정체성 형성과정 성찰
• 1998년 목포문화관광종합발전 계획(10년), 2018년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 지자체장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관광개발의 방향 변화
• 관광개발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미흡->의회, 시민사회의 견제기능
존재

• 예) 갓바위권 해양수산종합진흥관, 원도심 차이나 타운, 재팬타운, 남도음식별미촌, 해상테마관광타운, 경
정대회 경기장, 유달산 한옥촌 개발, 목포타워, 고하도 골프장, 카지노위락타운, 선박박물관, 충무연수원

•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 중에는 성공적인 관광개발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사업, 실패에 가까운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선도적이고 차별화적인 관광개발도 있었지만 모방적인 관광개발도 적지 않았음

•

많은 관광개발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목포는 몇 시간 정도 방문하거나 다른 곳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관광지 정도에 그치고 있음

목포시의 최근 관광개발 및
관광마케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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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BI 제정, 관광목표 선포

목포
국제슬로시티 목포
근대역사문화도시 목포
맛의 도시

“목포시 1천만 관광시대 연다…해상케이블카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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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광개발 및 마케팅 최근 동향
 케이블카 개통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달리도 외달도 어촌뉴딜사업추진->슬로시티조성사업 연계
 가을철 축제 통합->목포 가을페스티벌: 목포마당페스티벌+문화재
야행+북항노을축제+통기타페스티벌
 영화촬영지 마케팅
 근대역사1관(호텔델루나)
 목포영웅
 연희네 슈퍼(영화 1987)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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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광종합개발계획(2018) 주요 내용
 인문학 대표도시 만들기
 목포문화예술회관 꽃단지조성, 목포문인 포차촌, 목포문인 테마공원, 서산
동시화마을 브랜드화, 남도인문학축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정비복원, 106테마공원, 휴양리조트
 개항장 문화거리 관광자원화
 해양관광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조성
 목포내항 거점형 마리나 항만조성 및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센터 조성
 연안크루즈 관광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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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의
브랜드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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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광도시로서 목포의 브랜드화 방향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마음에서 시작하자 !
 목포 고유의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자!
 모방하지 말고 창조하고 차별화 하자!
 항구+맛+근대유산+슬로시티를 포괄하고 넘어서는 슬로건을 만들
어 내자!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21

관광시장의 최근 트렌드: START
 Staycation: 여행의 일상화, 여행은 특별한 날에 떠나는 것이 아니
라 틈틈이 즐기는 것
 Travelgram: Travel+Instagram, ‘인생샷’ ‘스토리’
 Alone: 나홀로 여행, YOLO부터 힐링(Healing)가지
 Regeneration: 도시재생으로 살아난 골목과 거리의 모든 곳들이
여행의 공간
 Tourist site in TV Program: TV에서 봤던 핫스팟에 방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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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장의 최근 트렌드: BRIDGE
 Break the generation gap: 가족여행의 증가
 Recreation Activities: 직접 체험하기(축제, 서핑, 루지, 집라인)
 Influential Contents: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찾음
 Delicious Food: 먹방, 까페투어, 디저트 투어
 Go any time: 골목, 시장, 거리 등을 찾아 성수기 비수기에 상관없
이 바로 떠나는 것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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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의 경쟁도시와
목포의 포지셔닝(Positioning)
[여수]
낭만(밤바다)

[군산]
시간여행(개항장)
[목포]
?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 54 -

24

관광도시로서 목포 슬로건 방향
자원중심에서 고객(관광객)경험중심으로

낭만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
슬로시티 목포
근대문화유산도시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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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의 성과목표 제고
 적정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 필요
 1천만 관광객 가능하고 적정할 것인가? 또 신뢰할 만 한 것인가?
 세계적인 관광 매력물이 없는 25만 지방소도시의 적정하고, 가능한 관광객
은 몇 명인가? 제주도가 현재 1천4백만영

 대규모 해양관광개발: 국고의 적절한 사용인가? 사업성 문제되지
않는가?





크루즈신항 필요하고, 사업성이 있는가?
연안크루즈 사업성이 있는가?
해양레포츠 왜 안 잘 안 돼는가?
관광객이 늘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는가?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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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로서 목포가 주목해야 할 시장
[Z세대]

[액티브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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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도시 목포
 고객가치를 실현시켜주는 음식
 목포 9미-好불호가 갈릴 수 있거나, 가격이 비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목포만의 특색 있는 음식 하
나를 창조하자
 여수해물삼합, 충무김밥

 목포의 시장, 골목, 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목포 교유의 길거리 음식을 개발
하자
 통영꿀방, 부산오뎅, 전주한옥마을 길거리음식(문꼬치, 육전, 고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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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의 도시 목포
 원도심과 고하도를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원도심과 고하도 개발이 앞으로 목포관광의 미래 좌우할 수 도
 고하도 대규모 목화단지 조성 바람직한가? 목화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는 없는가?
 예쁜집, 간판정비, 화단조성, 공원, 쇼핑몰, 고하도 크리스마스축제
 담양 메타프로방스, 텍사스 산타원더랜드의 예

 갓바위권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를 차없는거리(Open Space)로→
시민과 관광객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야외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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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도시 목포: 즐겨라 ‘목포’
 전통음악공연, 마당극과 서커스 등 공연관광 상설화





원도심에 마당극 상설공연장 조성-목포마당페스티벌 위원회와 협력
남도풍류(도립국악단 공연) 연계
동춘 서커스단의 뿌리는 목포
목포마당페스티벌, 만인계 마을축제 등 경쟁력 있는 지역 고유의 축제에 주
목하자!

 바다체험 기반 조성과 사업화
 낚시의 도시로서 목포를 알리자!
 낚시(갈치낚시 )사업 서비스 질 향상 필요
 해양레포츠 센터와 연안크루즈는 신중한 접근 방식 필요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9 지역경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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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서남권의 관광거점(Hub) 도시 목포
 목포는 국토서남권(신안, 무안, 해남, 진도, 완도, 영암 등) 여행과
다도행 여행의 거점(Hub 또는 Honey Pot)으로 알리고 브랜드화
하자!







천사대교여행
홍도/흑산도 섬여행(다도해의 모항)
영암 FI 경기장(KIC 카트 경기장)
진도국립국악원
완도(국립)난대림수목원
해남 땅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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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부권 관광발전방안

박종찬1), 임준혁2)

1)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2)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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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 서론
II. 현황 및 여건 분석
1. 관광트렌드 및 환경 분석
2. 전남 서‧ 남부지역의관광여건 분석
3. 상위계획 및 시책 분석
4. 종합분석 및 개발방향

III. 비전, 목표, 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전략 및 단기과제

IV. 전략별 사업 및 단기 사업
1. 전략별 사업
2. 단기 사업

V. 마케팅 및 실행 계획
1. 마케팅 계획
2. 실행 계획

Ⅵ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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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전라남도가 관광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전남지역 관광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동부권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등
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형성되어 관광분야가 두드러지게 발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서·남부권은 관광자원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 발전이 전남 동부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종합분석을
통해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전략별 사업과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관광시장은 2018년 방한 외래관광객 규모가 1,535만명을 기록하여 최초로
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한중간 사드 갈등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국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시장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관광수지 적자가 점
차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제주도 등 특정 지역으로의 방문이 집중되면서
그 외 지역의 관광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전남 서·남부권은 섬·갯벌·해조류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풍부한 해양자원과
근대역사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맛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 발달에 유리한 환경
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족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관광상품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전
남지역 전체 관광객 수가 2017년 5천만명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부권의
관광객 수는 1/5 수준인 1천만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전남 서·남부권의 각 지자체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
였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을 바탕으로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 남해안 신성장관광
벨트 구축 등 관광기반시설이 개선될 경우 전남 동부권과의 관광객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특성을 바탕으로 전남 서·남부권 관광의 비전을 ‘글로벌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로 해양
관광 거점 조성, 녹색·생태관광 거점 조성, 체류형 휴양지 조성을 제시하였다. 먼
저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해양레포츠, 도서관광, 갯벌체험관광,
크루스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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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관광과 영암 월출산·해남 두륜산 등을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고 다도해의 섬과 바다, 해안 등을 활용한 명품경관자원 관
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고장
이라는 남도 이미지를 살려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음식관광상품을 발전시키
는 한편 쾌적한 자연환경과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역연계를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여 전남 서·
남부권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교
통·숙박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관광 종사자들의 서비스 역량 제고 등도 필요하
다. 기존의 관광상품을 보완하여 매력성을 증진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테마형 연
계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 서·남부권은 관광지로서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의 전략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
바일 SNS를 활용한 관광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
는 한편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권
역 내 지역관광을 통합적으로 협의하고 컨트롤하는 관광협의체를 구성하고 목포
를 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인프라·마케팅 등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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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전라남도가 관광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전남지역 관광산업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도 인정될 만큼 관광분야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전남 서·남부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남 서·남부권은 관광자원 측
면에서 볼 때 노력여부에 따라 동부권을 능가하는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굴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자연자원인 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
며 영산강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자원 또한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고속
도로, KTX, 공항) 등 인프라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산업이 부족하고 경제
적 여건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삶이 질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광분야의 경우 비전과 방향이 불분명하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서·남부권의 각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인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
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남의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전남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더욱이 지역마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권역을 통합하는 연구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책
의 필요성에 따른 사업계획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권역 내 각 지역의 이해관
계를 벗어난 근본적인 접근은 없었다. 따라서 지역 관광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
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남 서·남부권을 대상으로 최근의 여행트랜드에 부합하고 미
래의 방향성을 고려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연계상품개발과 마케팅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권역의 이해관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권역의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추상적인
방향 설정과 비전제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으로도 유용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종합분석
을 통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한 후 지역의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다. 또한 구체적인 전략별 사업과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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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황 및 여건 분석
1. 관광트렌드 및 환경 분석
가. 세계 관광트렌드1)
첫째, 실버관광과 다세대 가족여행이 새로운 주력 수요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즉 고령화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세대 가족여행의 증가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모든 계층의
관광환경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의 구현이 모든 관광지의 시급
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BRICs 신흥국(특히 중국, 인도) 중산층의 급속한 경
제력 향상에 따라 구매력과 여행지출액이 높은 이들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
한 세계 각국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특히 2050년경에는 경제강
국이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관광객들에 대한 공격적인 유치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그림 1> BRICs 신흥국의 해외여행 지출액 현황

자료 : OECD(2018b)

1) OECD(2018a), Tourism Trends and Policies; OECD(2018b), Analysing Megatrends to Better Shape
the Future of Touris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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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흥세대인 밀레니얼세대(1980～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0년대 후
반～2010년대 초반 출생)가 관광시장에 새롭게 진입함에 따라 국내외 관광시장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세대의 주요 특성은 대부분 IT기술
과 함께 성장하여 일상생활 속의 온라인 접근성이 자연스럽고 용이하며, 독립적개
방적인 여행행태를 가지고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여행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아직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들 세대의 성장과 세계경제 부진 등으로
절약형 관광객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기상이변 등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가치에 대
한 관광객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대안관광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관광 관련부문이 차지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섯째,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수용능력을 넘는 대규모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
리즘 및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논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
광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먼저 행복과 만족을 느끼면서 사회적문화적으로 지속가능
한 관광의 대안 마련이 각 관광지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섯째, 공유경제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온라인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관광비즈니스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숙박공유, 차량공유 등 공
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으로 O2O 기반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예
상된다. 가령 최근 들어 트립어드바이저와 디디추싱 간 연계, 우버택시의 자율주행
차시장 및 무인택시 공유서비스 진출, 에어비앤비와 버너 간 제휴가 그 실례로 나
타나고 있다.
일곱째, 4차 산업혁명과 기존 관광산업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관광경험이 확장될
전망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혁신적인 하이테크 융·복합형 스마트관광시대
의 도래를 촉진하고 관광레퍼토리 및 관광서비스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최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량, 인공지능 및 동시통역기술, 가상현
실(VR),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관광비즈니스모델이 확산되고, 온디맨드방
식의 초지능 여행서비스나 빅데이터와 연계한 로봇호텔 등이 최근 관광산업에 등장
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 세계관광 시장 동향
전 세계적으로 경제부진의 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최근 들어 경제활력 충전 및 고
용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이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UNWTO에 의하면 세계관광객 규모는 연평균성장률 2.9%를 기록한 가운데 2018년
13억명에서 2030년 18억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새
롭게 관광송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관광객 규모는 2018년 3.2억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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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30년 5.3억명으로, 세계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6%까지 늘어날 것으
로 예측된다(UNWTO, 2018). 2018년 국제관광객은 총 13억 2,600백만명이며, 관광산
업은 세계 GDP 생산규모의 10%, 고용인원의 10%, 수출액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세계관광시장에서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빅데
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4차 산업혁명이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유
래 없는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온라인 여행중개업(OTA)
등 플랫폼경제 중심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관광시
장도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영향력이 강화되어 미래 여행패턴 및 시장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별자유여행(FIT), 모바일 이용, 체험 중심 관광
으로의 수요 변화도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래관광의 새로운 테마로서 웰니스관광이 전 세계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산업의 시장가치는 3.7조달러로 세계 경제생산의 5.1%
를 차지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관광의
세계관광시장 규모는 2013년 4,941억 달러(의료관광 500~600억 달러)에서 2020년
8,808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웰니스관광은 세계관광시장
규모(3.2조 달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성장률은 전체 관광산업(3.4%)의
2배인 6.8%에 달하고 있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림 2> 웰니스관광의 시장규모 및 융복합관광 범주

자료 : Global Wellness Institute(2015)

한편 자연힐링형 해양관광으로 관광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UNWTO
의 미래 10대 관광트렌드의 절반이 해양관광 관련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들
어 해양웰니스 라이프케어관광이 새로운 대안적 치유관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웰
니스관광 중에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비중은 37%를 차지하고 있고 국제 해양
치유관광의 시장규모는 320조원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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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관광시장 현황2) 및 주요 특성
(1) 현황 및 주요 특성
2018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사상 역대 2위인 총 1,534만 6천명을 기록하였는데, 중
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외래관광객이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하여 전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중 사드파동으로 인한 중국인 방한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 이후 방한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해 외래관광객의 규모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사상 최고를 기록한 2016년 1,724만명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전년대비 14.9% 증가한 478만 9천명으로 가장 많은 관
광객이 방한함에 따라 중국인 방한관광시장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
다. 일본인 관광객은 294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에
는 박항서 효과에 힘입어 45만 7천명이 방한하여 전년대비 41.0% 증가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대만은 LCC 중심의 관광패턴으로 지방노선 항공편이 증가함
에 따라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다. 홍콩은 현지 부동산주식시장의 하락 등 국내
경기 둔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1.3% 증가에 그쳤다.
한편 한국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간에 불균형이 심화되어 관광수지
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4～2018년 중 약 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동 기간 중 1,608만명에서 2,869만명으
로 무려 78.2% 증가하였다. 이에 관광수지 적자규모도 2014년 21억달러에서 2018년
132억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GDP 내 관광산업의 비중 및 고용기여도가 세계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관광산업의 GDP 내 비중은 2015년 5.0%에서 2018년 4.7%로 하락하여
세계 평균인 10.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기여도 역시 2015년 5.6%에
서 2018년 5.3%로 세계 평균 10.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인
바운드 관광경쟁력으로도 연결되어 한국의 전 세계 관광경쟁력 지수는 2015년 29위
에서 2017년 19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접 경쟁국인 일본 4위, 중국 15위와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수준(숙박업 247
만원, 제조업 393만원, 금융업 613만원)으로 인해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는 2016년
11.2%에서 2017년 7.8%로 하락하였다. 또한 융·복합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정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사업체의 시장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관광산업 전체의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2019),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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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관광산업의 산업구조 특성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1인당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단위 : 억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한편 국내외 관광객의 수도권, 제주도 등 특정지역에 대한 방문 집중현상의 심화
와 함께 지역 간 연계관광이 아닌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별 방문율은 서울시가 78.0%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1선 도시(서울시, 제주도, 경기도,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방문
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관광사업체의 특정지역 편중현상 심화로
숙박업, 쇼핑업 등 지역관광사업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간 균형적인 일자리 창출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지역특화 관광거점에 대
한 집중 육성을 통해 관광객의 지역 분산 및 지방관광 활성화 유도가 시급한 현안
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4> 지역별 관광객 방문율 현황(2017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

내국인 관광객 방문율
(단위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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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2) 최근 관광트렌드 분석3)
최근 국내관광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SNS 빅데이터 약 264만건(특히 여행인플루
엔서 그룹의 데이터 총 4만 6,000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9년 국내관광을 선도
할 최근 관광트렌드로 ‘브릿지(BRIDGE)’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일상과 여행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첫째, ‘(B) Break the Generation Gap’으로서, 멀티제너레이션, 즉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엄세대가 함께 즐기는 다세대 가족여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가족여행이 SNS상에서 국내여행 관련 키워드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둘째, ‘(R) Recreational Activities’로서, 축제이벤트, 체험행사 등 레크리에이션 관
련 레저관광이 국내여행 목적 및 활동부문의 주요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핑, 루지, 짚라인 등 익스트림 레포츠도 여행 인플루엔서 페
이스북 내에서 상위 키워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I) Influential Contents’로서, 여행지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성을 유튜브 채
널에 실시간 업로드하는 등 여행 관련 영상콘텐츠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1인 소셜미디어 및 영상콘텐츠의 비율이 포
털미디어를 상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D) Delicious Foods’로서, 국내 음식관광의 비율이 2015년 13.2%, 2016년
24.7%, 2017년 34.7%로 연간 10%p 이상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맛집 및 카페 투
어가 국내여행의 목적 및 활동부문의 주요 키워드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년에도 TV에 나온 음식을 찾아 떠나는 미식가 여행 트렌드는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다섯째, ‘(G) Go Anytime’으로서, 시장이나 골목 등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
은 친숙한 장소로의 여행과 함께, 아무때나 여행을 떠나는 연중여행 트렌드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일여행에 대한 버즈량은 2018년의 경우 2016년 대비 6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당일여행권 근거리 중심의 여행패턴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E) East Coast’로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KTX 경강선 및 서
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되
고 강원도 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강릉은 KTX 개통으
로 당일치기 관광 및 커피의 도시로서 관광객들 사이에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속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19), 「2019 국내여행 트렌드 전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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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면서 닭강정, 물회 등을 맛볼 수 있는 강원도의 대표
식도락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5> 최근 국내 관광트렌드 전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19)

2. 전남 서·남부지역의 관광여건 분석
가. 관광현황 분석
(1) 관광자원 현황
전국적으로 관광지가 226개소, 관광단지가 39개소, 관광특구는 31개소가 지정운
영되고 있다. 이중 전남지역은 17개 시군에서 관광지 28개소, 관광단지 5개소, 관광
특구 2개소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광특구의 경우 구례관광특구와 더불어 목
포시에는 북항권, 유달산권, 원도심권, 삼학도권, 평화광장 일원을 중심으로 목포해
양문화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영암군 4개소(면적 1,379.676㎢)를 비롯한 관광지 15개소,
해남군 오시아노관광단지, 진도 대명리조트 등 관광단지 2개소, 목포해양문화관광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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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 관광특구 1개소가 각각 지정되어 있다. 이중 2016년까지 서남부지역의 유일
한 관광단지였던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수려한 해안경관 및 매력적인 장소성으로 대
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 높은 분양가와 불편한 지리적 접근성으
로 인해 사실상 민자 유치가 어려워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태
에서 20년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전남지역에는 지리산국립공원(면적 100.809㎢)을 비롯하여 국립공원이 5개소가 지
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서·남부지역에는 강진군, 영암군이 포함된 월출산국립공원
(면적 56.220㎢)과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에 걸친 다도해해상국립공원(면적
2,266.221㎢)이 위치하고 있다. 도립공원의 경우 전남지역에는 조계산도립공원(면적
27.380㎢)을 비롯하여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서·남부지역에는 장흥군의 천
관산도립공원(면적 7.606㎢), 해남군의 두륜산도립공원(면적 33.390㎢), 무안군의 무
안갯벌도립공원(면적 37.123㎢), 신안군의 신안증도갯벌도립공원(면적 12.824㎢)이 지
정운영되고 있다.
<표 1> 전남 서·남부지역의 관광지 지정 현황
(단위: 개소,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구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전남도

28

35,984,281

4

18,374,000

2

147,000

목포시

-

-

-

-

1

69,000

장흥군

1

945,575

-

-

-

-

강진군

1

73,830

-

-

-

-

해남군

2

891,460

1

5,084,000

-

-

영암군

4

1,379,676

-

-

-

-

무안군

1

185,316

-

-

-

-

완도군

2

917,798

-

-

-

-

진도군

3

728,846

-

-

-

-

신안군

1

1,500,000

-

-

-

-

자료: 전라남도(2017)

전남 서·남부지역은 완도군 보길도, 신안군 증도와 같은 가고 싶은 섬 등 해양레
저로 특화된 해양생태자원을 비롯하여, 남도답사 일번지인 강진군해남군을 필두로
고산 윤선도 유적지, 백운동 별서정원 등 다채롭고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 편백숲
우드랜드, 월출산국립공원 등 수려하고 청정한 산악경관자원이 한데 어우러져 명실
공히 국내 대표의 해양힐링자연휴양형 관광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서·남부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남의 비교우위자산인 청정한 해양생
태계 및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의 보고로서, 섬, 갯벌, 해조류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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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江山海를 융합한 지역특화 멀티플 복합관광의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전
국 제일의 청정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서남부 해안선과 광활한 갯벌자원을 토대로
남도 특유의 청정한 건강힐링자원과 천혜의 산림치유인자가 결합된 한국형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6> 전남 서·남부지역의 주요 관광지 현황

자료 : 전라남도(2017)

<표 2> 전남 서·남부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현황
구분

관광자원

목포시

목포근대역사관, 목포문학관, 목포유람선, 목포자연사박물관, 사랑의섬 외달도, 삼학도카누캠
프, 어린이바다과학관, 고하도 용오름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노을전망대, 목포갓바위,
양을산 산림욕장, 영산호 카누경기장, 유달산 둘레길, 입암산 둘레숲길, 춤추는 바다분수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정남진물과학관, 정남진천문과학관,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천관산자연휴양림,
편백숲 우드랜드, 방촌유물전시관

강진군

강진군고려청자도요지,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다산초당, 백운동 별서정원, 석문공원, 영
랑생가, 월출산국립공원, 전라병영성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고산윤선도 유적지, 대흥사, 두륜미로파크, 땅끝관광지, 우수영, 우항리공
룡박물관, 파인비치 골프링크스

영암군

도갑사, 성기동관광지, 아크로컨트리클럽,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도기박물관, 마한문화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 무안생태갯벌센터, 송계어촌체험관광마을, 월선체험휴양마을, 분청사기명장
전시관, 장보고전망대, 초의선사유적지

완도군

완도군어촌민속전시관, 완도타워, 윤선도유적지, 장보고기념관, 전라남도 수목원, 해신세트
장, 슬로시티 청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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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전미술관, 운림산방, 조도, 진도타워, 해양생태관, 국립남도국악원,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아리랑마을 관광지, 진돗개테마파크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가거도, 도초, 비금도, 신의, 암태, 임자도, 장산도, 증도면 짱뚱어다리,
팔금도, 퍼플교, 하의, 홍도, 흑산도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우수 문화관광축제에 전남지역은 담양대나무축제, 강진
청자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 3개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1개 축제가 우수축제로, 보성다향대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2개 축제가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있다.
<표 3> 전남 서·남부지역의 주요 축제 현황
구 분

관광자원

전남도

명량대첩축제

목포시

목포항구축제, 유달산 봄꽃축제

장흥군

정남진장흥물축제, 정남진키조개축제, 제암산 철쭉제, 장평명품귀족호도축제, 전어축제, 천관
산 억새제, 정남진 해맞이행사

강진군

강진청자축제, 전라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다산제

해남군

땅끝매화축제, 두륜산 유채축제, 흑석산 철쭉대제전, 김장나눔축제, 땅끝해넘이 해맞이축제

영암군

영암 왕인문화축제, 영암 왕인국화축제

무안군

무안연꽃축제, 무안황토갯벌축제, 무안품바큰잔치

완도군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금일읍다시마축제, 노화읍 전복축제, 고금유
자축제, 윤선도문화축제

진도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신안군

신안튤립축제, 신안수산물축제

자료: 전라남도(2017), 시군 홈페이지 등

전남 서·남부지역은 정남진장흥물축제, 강진청자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진도 신
비의 바닷길축제 등 4개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문화관광축제에 등재되어
지역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정남진장흥물축제는 외국인 11천명
을 포함하여 총 449천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어 상당한 모객효과와 함
께 27,291백만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강진
청자축제 역시 외국인 16천명 등 총 326천명이 방문하여 27,213백만 원의 경제효과
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자연생태축제(무안황토갯벌축제, 신안튤립축제),
역사문화축제(전라병영성축제, 윤선도문화축제), 문화예술축제(영랑문학제, 무안품바
큰잔치), 특화산업축제(정남진키조개축제,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등 축제개최지의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다양한 테마의 지역축제들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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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산업 현황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여행업 237개, 관광숙박업 22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0개, 유
원시설업 35개, 관광편의시설업 126개의 관광사업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전
남 전체의 관광산업 규모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비중으로 지역 내에
다양한 관광하드웨어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신규 관광수요를 수용할 산업생태계
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남 서·남부지역의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전남도

679

191

35

3

0

103

378

목포시

140

7

0

0

0

12

4

장흥군

21

0

0

0

0

2

10

강진군

19

0

1

0

0

3

25

해남군

20

3

2

0

0

2

31

영암군

8

5

1

0

0

3

28

무안군

9

2

1

0

0

10

2
19

완도군

12

4

1

0

0

2

진도군

4

0

1

0

0

1

3

신안군

4

1

3

0

0

0

4

자료: 전라남도(2018)

특히 관광객 수용기반에서 가장 필수적인 관광숙박업체가 22개로 전남 전체의
13.0%에 불과하여 전남 동부권에 비해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대규모 단체관광객
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회의업이나 카지노업도 지역에 전무하여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관광사업체의 전략적 육성방안 마련도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관광객 격차의 쏠
림현상으로 나타나는 전남의 ‘동고서저(東高西低)’의 관광지형에는 교통접근성의 약
점도 있지만 서·남부지역의 전반적인 관광기반시설 미비 및 산업생태계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관광객 현황
전남은 2017년에 처음으로 관광객 50,791천명을 돌파하여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2019년에는 민선 7기에서 6천만 관광객 시대를 조
기에 달성하고 남해안 신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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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5> 전남 서남부지역의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전남도

31,962,625

39,688,125

42,785,085

50,791,613

50,735,956

-

목포시

1,123,940

991,862

2,079,564

2,594,988

3,888,653

3위

장흥군

599,256

582,576

569,594

733,275

718,143

20위

강진군

341,864

726,660

1,371,353

1,525,759

2,064,367

7위

해남군

682,211

401,869

437,204

431,510

583,604

22위

영암군

683,909

948,924

1,237,778

946,772

674,736

21위

무안군

349,079

411,772

379,877

711,805

766,795

17위

완도군

931,822

933,530

1,001,870

1,129,051

931,006

16위

진도군

298,245

506,731

533,285

507,028

731,397

19위

신안군

717,583

934,731

1,008,674

1,214,161

978,481

15위

주: 비고는 전남 전체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순위임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남 서·남부지역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에 9개 시군 합계 11,337천명으로 이는
전남 전체의 관광객 수인 50,735천명중 22.3%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전남에서 3
위인 목포시(3,888천명)와 7위인 강진군(2,064천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광객 1백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 유치실적이 저조하여 전남 하위권
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접근성의 약세, 대규모 국
제행사가 미흡한 서부권의 관광객 수가 동부권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
다.
향후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운행, 신안 천사대교 개통, 광주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
로 통합,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구축 등과 같이 서·남부지역의 관광기반시설이 대
폭 개선되고 새로운 기회요인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동부권과 서부권 간의 관광객
편차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지역별 주요 관광 현황
(1) 목포시
목포시는 국토 서남단에 위치한 한반도 해양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지로 도약
하고 있다. 중국 경제무역의 허브인 창강삼각주 경제권의 중심도시 상하이와
671km 정도의 지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으로 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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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새로운 환황해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구)목포일본영사관 등
57개의 중요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유적을 포함하여 명실공히
국내 대표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목포시에는 북항권(해양수산복합센터), 유달산권(예술공원), 원도심권(요트마리나,
근대역사관), 삼학도권(바다과학관), 갓바위권(자연사박물관), 평화광장(춤추는 바다
분수) 일원을 중심으로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면적 6.9km)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전남에서는 구례관광특구와 더불어 2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한편 목포시에는 하당옥암지구, 남악신도시 개발로 인해 원도심(목원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만호동 등) 공동화 심화현상이 발생하여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
차가 점차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당면과제의 해결대안으로 도시
재생뉴딜사업이 부각되고 있는데 목포시는 2017년 1897 개항문화거리(2018～2021
년), 서산동 보리마당(2018～2021년) 재생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위
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만호동유달동 일원(면적 11만 4,038㎡)에는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
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관련
하여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시의회에서는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목포시에는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10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해상케이블카는 전액 민자로 이루어진 49,80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총연장이 국내 최장 길이인 3.23km(육상 2.41km/해상 0.82km)의 유달산~
고하도 구간을 운행할 예정으로 최고 높이 155m에서 감상하는 스릴 만점의 쾌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전남에서는 케이블카 바람이 불고 있다. 시설 안전성이나 케이블
카 난립에 따른 지역 차별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케이블카 흥행
에 힘입어 지자체가 앞 다투어 케이블카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데, 진도군해남군에서도 진도타워~우수영(연장 1.12km)을 연결하는 울돌목 해상케
이블카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구례군에서는 지리산 산악케이블카(연장 3.1km), 담
양군에서는 추월산~금성산을 연결하는 산악케이블카가 예정되어 있다.
목포시는 최근 국제슬로시티로의 인증과 더불어 금년 10월에 완공되는 해상케이
블카를 주력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연희네슈퍼, 근대역사문화공간 등의
복고시간여행, 고하도 이순신 유적지, 목포진 등의 역사문화기행, 카누, 요트 등 해
양레저체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2020년 예정) 등의 박물관여
행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테마여행을 통해 전남 서·남부지역 관광메카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기준 3,888천명으로 전년(2,594천명)대비 49.9%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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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을 기록하며 여수시와 순천시에 이어 전남도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근래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가장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140개, 관광숙박업 7개, 유원시설업 12개, 관광편의시설업 4개 사업체가 운
영되고 있다.
<그림 7> 목포시의 주요 관광자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

(2) 장흥군
장흥군은 목포~순천고속도로, 목포~보성 남해안철도(예정) 등 목포권과 광양만권
을 연결하는 전남 서·남부지역내 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장흥군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3대 명품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즉
2006년 장흥화순나주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을 목적으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친환경 로하스타운이 조성된 생약초 한방특구, 2008년 국내 최초유일의 문학특구로
지정된 문학관광기행특구, 2018년 무산김 양식 선포를 통해 향후 ASC 국제인증까
지 추진할 계획인 장흥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장흥군 관광의 대표자원은 편백숲, 노천탕 등 높은 산림치유효과로 유명한 억불산
우드랜드를 비롯하여, 전국 최초의 주말관광시장 성공모델로 정착한 정남진장흥토
요시장, 전남 최초 공공형 승마장으로서 말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슬로시티 승마장
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남부지역의 떠오르는 국민힐링자연휴양형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생활 속의 승마문화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장흥 말산업의 국민
적 대중관광으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흥 말산업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흥군은 의료뷰티관광과 연계한 명실공히 국내대표의 통합의학클
러스터를 조성하여 양방한방대체의학 등을 망라한 국내 통합의학의 메카로 도약하
고 있다. 즉 통합의학임상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치유 중심의 통합의료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있으며 통합의학생물의약산업특구를 지정하여 한약자원의 표준화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신개념 의료관광 및 웰니스힐링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산업 생태계 조성 등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인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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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건강 중심의 休테마파크 조성과 전남 요트마린 실
크로드와 연계한 마리나 기반시설 및 수중레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장재
도남포권, 해양치유 biz모델 개발과 해양관광타워가 조성되는 정남진우산도권, 바
다낚시의 거점으로서 해양레포츠센터가 조성되는 회진노력도권이 포함된다.
장흥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기준 718천명으로 전년(733천명)대비 2.1% 감소하
였는데, 이는 2017～2018년 이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이
한국관광 100선에 탈락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21개, 유
원시설업 2개, 관광편의시설업 10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장흥군지역에
관광숙박업체가 전무해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도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장흥군의 주요 관광자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슬로시티 승마장

(3) 강진군
강진군은 ‘남도답사 일번지’라는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확실한 관광브랜드를 포함
하여 독특한 지역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강진군에는 백운동 별서정원, 전라병영성, 영랑생가, 가우도, 한국민화뮤지엄, 하멜
촌 등과 같이 남도답사 일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요즘 떠오르고 있는 지역특화의
색깔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보보물급 청자의
80%가 강진군에서 생산되고 가마터의 50%가 현존하고 있어 고려청자박물관과 함
께 전국적으로 ‘청자골 강진’이라는 지역이미지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강진
청자축제가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산초당, 다산비림, 다산기념관, 강진다산교육관, 사의재, 수련원 등
다산 정약용의 유배문화 관련 사적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역사문화 답사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전남공무원교육원이 강진군 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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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됨에 따라 정약용과 연계된 교육관광형 역사문화
유산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강진군이 전남 최초로 선정되었
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240곳 중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인데 2019년에는 강진군과 함께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산시가 선정
되어 3년간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강진군은 군 단위 최초로 자체 문화관광재단을 보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홍보마
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260만명의 관광객
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가우도 출렁다리가 핫플레이스로 빅히
트를 치면서 30여명의 주민이 사는 섬에 연간 7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새로운
명물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전남에는 4개소의 지방정원(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이 조성되어 아
름다운 전통정원의 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진군에는 2018~2021년 기간에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어 지방정원 다산원(면적 12ha)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16~2019년에는 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어 27홀 규모의 강진베아채 골프
리조트가 조성되었다. 이 외에 강진군은 축구, 사이클, 탁구, 배구, 럭비 등 유치마
케팅을 통해 국내외 동계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강진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2,064천명으로 전년(1,525천명)대비 35.3%라 증가
율을 기록하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전남에서 7
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19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
설업 3개, 관광편의시설업 25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장흥군과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업이 지역에 전무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인프
라 확충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9> 강진군의 주요 관광자원
고려청자박물관

다산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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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도 출렁다리

(4) 해남군
비옥하고 광활한 토지로 인해 각종 물산이 풍부하고 온난한 기후와 수려한 해안
및 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해남군은 전국에서 16번째의 광활한 토
지(1,005ha)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 단위로서는 8위, 전남에서는 1위에 해당
되는 규모이다.
해남군은 땅끝이라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미지 및 랜드마크를 보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관광 측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반된 이미지로서,
땅끝이라는 해남 고유의 인지도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는 의
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목포~보성 철도 건설, 무안국제공항~압해도~화원단지 간
국도 77호선의 조기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에는 남도답사 일번지의 명성답게 품격있고 전통있는 다채로운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여 우수영(명량대첩지), 고산 윤선도 유적지(녹우당), 해남
인문학하우스, 독립운동역사체험마을 등 역사문화 기반형 스토리관광과 함께 울돌
목 회오리바다, 우항리 공룡화석 등 자연환경 기반형 생태탐방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들어 20년 애물단지인 오시아노관광단지에 청신호가 커졌다. 해남 화원
반도에 들어선 오시아노관광단지는 주광리화봉리 일원의 507만 3000㎡에 한국관광
공사가 사업비 382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을 완공목표로 120실 규모의 관광호텔,
콘도, 마리나, 해수욕장, 골프장 등 국민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
안 민자 유치가 불투명하여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왔다. 지금까지
2,700억원이 투입되어 진입도로 등 관광단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나 민
간투자가 지지부진하여 현재 해수욕장, 오토캠핑장, 골프장(27홀)만 운영되고 있다.
최근 미국 종합부동산개발회사 F사가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는 1조 4천억원
의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높은 분양가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이고,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문제로 전남도청과 한국관광공사 간에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최근 사업비 4,828억원이 투입되는 화원~압해도 간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
설공사(해저터널 1개소, 해상교량 2개소 포함 연장 13.4km)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오시아노, 솔라시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어서 오시아노관광단지 활성화, 목포구등대 개발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남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583천명으로 전년(431천명)대비 35.2%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절대수치 측면에서는 워낙 낮은 편에 속해서 전남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20개, 관광숙박업 3개, 관광객이
용시설업 2개, 유원시설업 2개, 관광편의시설업 31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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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해남군의 주요 관광자원
오시아노관광단지

울돌목 회오리바다

땅끝마을

(5) 영암군
영암군은 영암~순천 고속도로,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 77호선)가 개통되어 전남
서남부지역의 교통요충지이자 발전거점으로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
다. 또한 광활하고 비옥한 황토 등 천혜의 자연 및 산업환경을 토대로 매력한우, 무
화과, 대봉감, 달맞이쌀 등 타지역 대비 경쟁우위 특산물이 풍부하고 영암도기박물
관, 황토돌담길, 황토스파 등 지역특화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암군은 월출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기찬랜드, 왕인박사유적지, 구림
마을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및 수려한 산악경관자원을 매력적인 지역대표 관광자
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즉 왕인박사, 김창조, 김준연, 하정웅 등 상징인물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관광상품 개발, 옥야리 선사마한문화유적을 활용한 마한역사 학습테마
관광단지 조성, 백룡산 산악레포츠타운 및 고원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월출산국
립공원을 따라 영암군 천혜의 자연과 문화를 결합한 융합형 복합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암읍 회문리 일원에는 기찬랜드를 氣생태체험휴양형 힐링테마파크로 리모
델링하기 위해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월출산 충전 100 테마파크(100세 체험장,
100% 수련장, 100배 강연장)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산호 국민관광단지의 1
만195㎡ 부지에 사업비 101억원을 투입하여 워터파크, 토이파크, 어드벤처파크 등이
들어서는 나불도 영산호 테마파크랜드(연면적 9,147㎡)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은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통해 관광과 휴양주거기능을 함께 할 수 있
는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해안 기업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영
암군의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삼포지구 F1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자동차
튜닝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영암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674천명으로 전년(946천명)대비 40.3% 감소하였
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8개, 관광숙박업 5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
업 3개, 관광편의시설업 28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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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영암군의 주요 관광자원
월출산국립공원

영암군 기찬랜드

왕인박사 유적지

(6) 무안군
무안군은 231.8km에 이르는 해안선과 람사르습지로 유명한 148㎢의 광활한 청정
무안황토갯벌자원(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도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경쟁
력 있는 江山海황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의 복합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황해시대의 서·남부권의 국제관문으로 떠오르는 무안국제공항은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과 연계하여 2017년 KTX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 경유노선으로 확정됨으로써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광주공항과의 통합과정을 통해 지역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5년간 2개 해외 정기선과 25개
부정기노선 취항으로 공항 이용객이 30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현재 7개국, 45개 노
선의 취항(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국제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향후 광주공항 이전 완료 후에는 공항 이용객은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909천명
선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의 완전 이전을 앞두고 무안국
제공항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공항 개항 11년만에 2018년 누적이용객이 543천명을 돌파하고 공
항 이용객이 전년대비 82.3%가 증가하는 등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어 광주시내 공
항터미널 설치, 공항셔틀 확대 배치, 에어텔 인바운드 관광상품 활성화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통합작업이 계속 난항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강력한 반대여론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국
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호남권에 국제공항이 2개가
위치하게 되어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라는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무안국제공항의
지리적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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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안군은 남도음식거리 道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2020년중 사업비 1,050
백만 원이 투입되는 지역특화 음식테마거리인 무안낙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무안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766천명으로 전년(711천명)대비 7.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천혜의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남의 하위권
관광시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9개, 관광숙박업 2개, 관광
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10개, 관광편의시설업 21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12> 무안군의 주요 관광자원
무안황토갯벌랜드

밀리터리테마파크

무안낙지 특화거리

(7) 완도군
완도군은 전국 제일의 청정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해조류 생산지이자
해양생물산업의 최적지이다. 전국 제일의 풍부한 수산군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규모가 전남 생산량의 39.8%에 해당하는 515천톤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다시마
는 전국 생산량의 70%, 톳은 60%, 미역은 46%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대표의 수산
물 생산시장으로서의 비중이 높다. 완도군은 이를 토대로 해양치유생물산업 R&D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관광과 연계하여 해양생물의 기능성 물질의 검증 및 이를 바
탕으로 로가닉 메디푸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 충무공 호국정신의 고금도, 문학정신의 보길도
윤선도 원림, 항일독립운동 성지 소안도신지도 등 다양한 해양테마의 역사문화자원
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신 장보고 지구(면적 246,682㎡)를 사계절형 관
광명소로 조성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를 국민관광지로 발전시
켜 슬로우 걷기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2016년 79천명에서 2017년 89천명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17～2030년에 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해
양치유자원 발굴육성을 위한 협력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충남 태안군 등과 함께 전국 4개소가 지정된 이 프로젝트는 신지면 일원에 해조류
치유 중심의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를 지정하고 해양치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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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며 독일 노르더나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세부사
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대한 블루플래그 국제인증도 함께 추진되는데,
이것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청정성에 대해 FEE(환경교육재단)의 블루플래그
국제적 인증을 받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2016～2019년에 사업비 731백만원(국비 585백만원, 군비 146백만원)을 투입
하여 완도군 섬 여행등대라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여행정보 플랫
폼을 구축하고 투어패스를 개발하며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931천명으로 전년(1,129천명)대비 –21.3% 급격한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장흥군과 마찬가지로 흥행 부진에 빠진 완도 청산도가
2017～2018년 한국관광 100선에 탈락한 것과도 관련되며, 전반적으로 완도군의 중
장기 관광마스터플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관광산업 현황
은 여행업 12개, 관광숙박업 4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2개, 관광편의
시설업 9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13> 완도군의 주요 관광자원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신지명사십리

섬 여행등대 추진단 교육

(8) 진도군
진도군은 수려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기반의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전남의 11.5%를
차지하는 256개의 다도해 연안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관내에는 회동관광지, 녹진관
광지, 아리랑마을관광지 등 3개 관광지(면적 728,846㎡)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울돌
목, 벽파진 등 명량대첩 사적지, 진도옹장성, 진도남도진성 등 삼별초 항몽지, 임회
면 굴포리 원뚝, 윤선도 사당 등 고산 윤선도 설화 관련 유적과 같이 다양한 호국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산재하고 있다.
진도군은 무형문화재가 11종(15명)에 이르는 남도 고유의 민속문화예술의 본산으
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진도아리랑과 강강술래가 전승되고 있고 의재 허백
련을 비롯하여 남종화 산실(남농 허건, 소치 허유, 장전 하남호 등)로서도 그 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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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하다.
최근에는 사업비 32,000백만 원을 들여 총연장 1.12km(울돌목 0.92km, 녹진~진도
타워 0.2km)의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를 2020년 개통 예정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도
타워~우수영 관광지를 연결하는 이 케이블카는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운행되는 진
도 해상의 명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한편 면적 166,049㎡(1,007객실)로 전남 최대규모 휴양시설인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가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개장될 예정이다. 이 대형 복합리조트는 사업비 3,508
억원이 투입되어 2022년 완공 예정인데 그중 1단계 사업으로 2019년 개장 예정으로
사업비 2,400억원을 들여 576객실의 웰컴센터, 타워콘도, 비치호텔, 오션빌리지를 조
성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교(상조도~옥도, 연장 150m) 가설 등 면적 120.6ha, 인구
67명이 거주하는 옥도(조도면)에 가고 싶은 섬 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731천명으로 전년(507천명)대비 44.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다도해 연안도서를 비롯한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에도 전남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4개, 관광객이용시설업
1개, 유원시설업 1개, 관광편의시설업 3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
설이 전무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어 숙박인프라 확충이 무엇
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 진도군의 주요 관광자원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쏠비치 호텔 & 리조트 진도

옥도(조도면)

(9) 신안군
신안군은 유인도 72개, 무인도 932개 등 총 1,004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유무
인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의 15%를 차지하는 면적 378㎢의 수려한 갯벌과 함께
전국의 14%에 해당되는 1,735㎞의 해안선을 점유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대표의
해양생태자원의 수도이자 해양민속문화의 보고이다. 전국 생산량의 70%에 해당되는
245천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명품 천일염산업특구를 가지고 있으며, 충
분한 일조량과 바닷바람을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24MW) 및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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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해상풍력발전(3MW) 플랜트를 구축하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대리 일원에는 사업비 56억원을 들여 2020년 완공 목표로 솔트&
머드 웰니스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천일염 치유실, 머드탕, 해조류 체험
실 등을 갖춘 5개동(면적 600㎡)의 전문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신안군은 신안 1004섬의 아름다운 다도해를 경유하는 순항 관광유람
선 관광루트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또한 반월박지도(퍼플섬), 기점소악도(순례자
의 섬), 우이도를 대상으로 5년간 40억원이 지원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 3월에 국도 2호선 미개통구간인 압해도~암태도 간을 연결
하는 국내 4번째 교량길이(7.22㎞)의 신안 천사대교를 개통하였다. 사업비 5,814억
원을 들여 완공된 천사대교는 민선 7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시작점이자, 서
남부 접근성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관광객 6천만명을 달성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사업비 1,833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개항 예정인 흑산공항 건설이 10년째
지루한 공방으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50인승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200m의 활주로를 보유함으로써 관광객 76만명을 유치할 계획인 흑산공항은 철새
서식지 등 환경훼손문제의 난기류를 만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
의 생존권문제와 환경단체의 환경훼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신안군의 관광객 현황은 2018년 978천명으로 전년(1,214천명)대비 24.1% 감소하였
다. 이는 2018년 성수기인 하계휴가철의 해양기상여건이 계속 악화되어 대규모 피
서객 유치에 실패한 한편, 신안군의 홍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탈락한 것과도 무관
하지 않다. 관광산업 현황은 여행업 4개, 관광숙박업 1개, 관광객이용시설업 3개, 관
광편의시설업 4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신안군의 주요 관광자원
신안 천사대교

솔트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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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유람선

3. 상위계획 및 시책 분석
가. 관광진흥기본계획4)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이라는 비전 하에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
가 찾고 싶은 한국’,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미래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등 5개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9개 핵심과제와 61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여행이 있는 일상 전략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 계층별 관광지원, 휴가활성화 및 여
행자 보호 등 두 개의 핵심과제와 9가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관광
으로 크는 지역 전략을 위하여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두 개의 핵심과제와 18가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전략
을 위하여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방한시장 고부가화 ‧ 고품격화 등 두 개의 핵심
과제와 17가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전략을 위하여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등 두
개의 핵심과제와 15가지 세부과제를, 미래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전략을 위하여 관
광법제 개편 및 추진체계 정비를 핵심과제로 하고 2가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그림 16> 정부의 관광진흥기본계획
비 전

정 책
방 향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ㅇ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 제공
* 1인당 국내 여행일수 (2016) 9.4일
→ (2022) 12일
* 재방문 외래관광객 수(2016) 665만명 → (2022) 1,500만 명
국민 중심

지역주도
균형발전

질적 성장

추진전략

산업 혁신

핵 심 과 제

민․관․지자체
협치(거버넌스)
세부과제

ㅇ 생애주기별 ‧ 계층별 관광지원
ㅇ 휴가활성화 및 여행자 보호

9

ㅇ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ㅇ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18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ㅇ 방한시장 전략적 다변화
ㅇ 방한시장 고부가화 ‧ 고품격화

17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ㅇ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ㅇ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성장지원

15

미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 관광법제 개편 및 추진체계 정비

2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4) 국가관광전략회의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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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5)
관광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6)이자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
가 높은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으로 성장잠재력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2014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8.9로 서비스업의
17.3,

제조업의 8.8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또한 UNWTO에 따르면 세계관광

시장은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관광객 규모는 2017년의
13억명에서 2030년에는 18억명(연평균성장률 2.9%)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중 아시아 관광객은 2017년의 3.2억명(24.4%)에서 2030년에는 5.3억명(29.6%)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을 국가성장의 필수산업으로 판단한
세계 각국은 범부처적 지원을 통한 관광정책추진으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2019 확대국
가관광전략회의(2019. 4. 2.)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관광관련 시책을
통합하여 ‘관광혁신으로 일구는 경제활력·삶의 활력’을 비전으로 하여 5대 추진과제
와 1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콘텐츠‧ 산업 혁신을 위하여 ‘방한 및 국내관광 수요 확대’, ‘지역 관광거점도
시 육성’, ‘매력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방한 및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방한관광 수요 확대, 국민 국내
여행 지원 등을,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 지역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등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한류‧ 이스포츠·공연관
광, DMZ 평화관광, 해양레저 관광, 문화유산 관광, 의료 관광 등을, 스마트 관광산
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산업성장 기반
마련 등을,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관광산업 법·제도 개
선,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등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5)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자료, 2019. 4. 2.
6) 2017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가 관광(71.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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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비전

추진
방향

추진
과제

기대
효과

세부 과제
1.

소관부처

추진시기

법무부

’19.~

(수요확대) 방한 및 국내 관광수요 확대

1. 방한관광 수요 확대
① 비자제도 완화 등 출입국 편의 제고
② 신남방정책 연계 아세안·인도 대상 특별 마케팅

문체부

’19.연중

③ 방한관광 해외광고 전략적 송출

문체부

‘19.연중

문체부

계속

2. 국민 국내여행 지원
2. (지역혁신)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1.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① 글로벌 관광도시

문체부

‘19.~’22.

② 관광거점도시

문체부

‘20.~’23.

③ 체류형 여행도시 육성

문체부

‘19.~

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환경부·산림청

’19.~

국토부·문체부

’19～‘21

중기부·문체부·과기부

’19.~

2.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
3. 지역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① 스마트 교통
② 스마트 쇼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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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시기

① 한류 대표상품인 K-pop 관광 확대

문체부

‘19.~’25.

② 이스포츠 관광 활성화로 신수요 창출

문체부

’19.~

문체부·서울시

’19.~

문체부

’19.~

문체부·행안부·국방부·
통일부

‘19.~

문체부·행안부·국방부

‘19.~‘30

3. (콘텐츠혁신) 매력 있는 콘텐츠 집중 투자
1. 한류‧이스포츠·공연관광

③ 코리아 브로드웨이 조성
④ 한류스타 연계 관광상품 개발
2. DMZ 평화관광
① 안보 관광을 평화·문화·역사관광으로 전환
② DMZ 관광자원 및 인프라 확충
3. 해양레저 관광

해수부

’19.~

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

① 해양관광 권역별 특성화

해수부, 문체부

’19.~

③ 섬 관광 활성화 추진

문체부·행안부·국토부·
해수부

’19.~

4. 문화유산 관광
5. 의료 관광

문화재청·문체부

’19.~

복지부·문체부

’19.~

4. (산업혁신)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1.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① 관광스타트업 발굴

문체부·중기부

‘19.~

② 강소형 관광기업 집중 육성

문체부·중기부

‘20.~

① 제조업 수준의 금융지원 확대

문체부·중기부·금융위

‘19.~

② 관광산업 R&D 확대, 인력양성

문체부·중기부

‘19.~

2. 산업성장 기반 마련

5. (혁신기반) 관광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관광산업 법·제도 개선

관계부처 합동

‘19.~

2.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

문체부·조달청

’19.~

다.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7)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업 매출증대’, ‘고용창출’,
‘외화획득 증대’ 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30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제4차 국제
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림 18> 정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목표

국제회의업 매출액
국제회의업 고용창출
외화획득액
1.8조원(2017)⇒ 2.5조원(2023) 1.4만명(2017)⇒ 2.0만명(2023) 27.8억불(2016)⇒ 40억불(2023)
제3차 기본계획 연계 : 국제회의 개최건수 1,400건(2023), 참가 외국인수 136만명(2023)

7) 문화체육관광부,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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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4 대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국제회의 수요 창출
및 지원체계 개선

① 국제회의산업 역량 강화
②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③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① 국제회의 수요 발굴
② 국제회의 유치/개최/홍보 협력 강화

국제회의 목적지
매력도 제고

① 국제회의 개최지역 경쟁력 강화
② 참가자 친화환경 조성

국제회의산업
정책 기반 정비

① 국제회의 법률・제도 정비
② 국제회의산업 지속성장 관리체계 구축

9대 정책분야

30대 세부과제

추진전략 Ⅰ. 국제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① 지역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1-1. 국제회의산업 역량 강화

② 국제회의 주최자 대상 관광기금 융자범위 확대
③ 국제회의기획업 국제경쟁력 강화
④ 국제회의 기술 육성 및 활용 확대 지원
① 산학연계 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

1-2.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② 국제회의업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화
③ 전문인력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 국제회의산업 근로환경 실태파악 및 환경 개선
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정착

1-3.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② 국제회의업 영역 현실화 및 위상강화
③ 국제회의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개발·확산

추진전략 Ⅱ. 국제회의 수요 창출 및 지원체계 개선
① K-컨벤션 발굴·지원
2-1. 국제회의 수요 발굴

② 융복합(전시·국제이벤트 등 연계) 국제회의 발굴·육성
③ 한반도 국제회의 육성·지원
①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제도 효율화

2-2. 국제회의 유치/개최/홍보 협력 강화

② 국제회의 전담조직(지역컨벤션뷰로) 지원체계 개선
③ 한국 국제회의산업 홍보 강화
④ 한국 마이스 산업전(KME)을 아시아 대표박람회로 육성

추진전략 Ⅲ. 국제회의 목적지 매력도 제고
① 국제회의 복합지구/집적시설 활성화
3-1. 국제회의 개최지역 경쟁력 강화

② 국제회의도시 평가제도 도입
③ 한국 대표 유니크베뉴 확충
① 국제회의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

3-2. 참가자 친화환경 조성

②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성·접근성 제고
③ 참가자/동반자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 확충

추진전략 Ⅳ. 국제회의산업 정책 기반 정비
① 국제회의산업법령 상 국제회의 기준 개선
4-1. 국제회의 법률・제도 정비

② 국제회의 시설 범위 확대 및 관리
③ 국제회의 지원 업종 확대
① 국제회의 질적 성장 지표 발굴 및 관리

4-2. 국제회의산업 지속성장 관리체계 구축

② 국제회의산업 조사연구 강화
③ 국제회의산업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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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변경계획)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에 따라 남해안
권 발전의 중장기 기본구상을 설계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그러
나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종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변경)에서는 비전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삼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를 ‘남해안권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의 동북아 5
위 경제권 진입’, ‘남해안권의 독자적 경제권 육성을 통해 다핵적 국토발전을 견인
하는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실질적인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2시간대 통합생
활권 달성축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남해안 특화자원 및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
성과 글로벌 물류항만거점 구축으로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을 조성
하는 것이다. 셋째, 교통연계망 확충 및 내륙해안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 연계 발전거점 조성을 통
해 동서 간 상생협력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19>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변경)의 공간구상도

자료 : 국토교통부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2019)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변경)의 공간구조는 지역별 발전잠재력 및 특화기능을 중
심으로 크게 서남해안권, 남도문화권, 도심해양권의 3개 기능권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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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남해안권은 섬바다갯벌 등 우수한 해양생태자원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도문화권의 개발방향은
섬진강 문화예술벨트를 중심으로 신소재부품산업 육성 등 광역경제벨트 조성을 통
해 연계협력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심해양권은 고부가가치 해양신산업 중심의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마.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지속가능한 전남 관광’을 비전으로 하고, 이에
정책목표로 ‘2022년까지 전남관광객 6천만명 유치’, ‘자연·사람·역사가 함께 숨쉬는
환경 조성’, ‘지속 성장 가능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광 유
동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설정하였다.
또한 ‘차별화된 관광 기반시설 확충’, ‘전략적인 관광 홍보ㆍ마케팅 활동 전개’,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지역관광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4
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0> 전라남도의 관광정책
비전

정책
목표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지속가능한 전남 관광
ㅇ
ㅇ
ㅇ
ㅇ

2022년까지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유치
자연·사람·역사가 함께 쉼쉬는 환경 조성
지속 성장 가능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광 유동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 진 전 략

차별화된 관광 기반시설 확충

핵 심 과 제
숔
숕
숖
숗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단지 활성화
융·복합 관광산업 기반 구축
섬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숔 관광객 욕구에 부응한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
숕 최근 여행 수요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운영
숖 국내·외 관광 마케팅 활동 강화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숔 관광 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
숕 관광객 환대서비스 및 안전 강화

지역관광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숔 지역 관광 컨트롤타워 구축
숕 지역 관광산업 적극 육성
숖 청년 관광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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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비전을 ‘남도관광 가치창조로 한국관광 선도’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를 해양과 섬문화 가치 지향의 ‘해양전남’, 자연
성 회복의 치유와 휴양 지향의 ‘생명전남’, 남도문화가 흐르는 문예르네상스 지향의
‘문예전남’, 신성장 신브랜드 융·복합 지향의 ‘창조전남’으로 설정하였다.
5대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글로벌시대 관광경쟁력 강화’로서, 세부과제는 동북아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최근 힐링웰빙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한 휴양웰니스 관광산업
을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 ‘전남형 only one 관광개발’로서, 여기에는 남도문화의
고유테마를 융·복합화한 문예르네상스 구축과 전통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진 관광
명소 명품화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신관광테마 구현으로 스마트관광 산업화’로서,
기존 관광자원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신관광트렌드 및 스마트관광상품을 창출하는
것이다. 넷째,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관광기반 조성’으로서, 공동체 커뮤니티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관광협
력 및 홍보마케팅서비스 확대’로서,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시 및 협력네트워
크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표 6>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의 관광권역 설정
관광권역

행정구역

개발방향

광주근교권

담양군, 나주시, 장성군, 곡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대도시 체험휴양관광 거점

동부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구례군

남해안 해양관광, 생태관광 거점

서남권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다도해해양관광, 중국 교류거점

중남부권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남도문화, 생명웰빙관광 거점

자료: 전라남도(2017)

제6차 관광개발계획에서는 관광권역을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의 4
개 관광소권으로 구분하였다. 전남 서·남부지역에 해당되는 서남권(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의 개발방향은 첫째, 해양역사생활문화가 어우러진
국제휴양레저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중국, 일본을 타깃으로 하는 체류형 해양문화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다도해, 갯벌, 해안선 등 비교우위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예술자원, 근대
역사문화자원 등 통합 관광권역 실현을 위해 관광권역 내 관광자원의 협력 및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특산물과 해양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다.
역시 전남 서·남부지역에 해당되는 중남부권(장흥군, 강진군, 완도군)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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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첫째, 산림자원, 한방자원, 경관자원, 친환경 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휴양치유형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수산물(해조류, 패류 등), 친환경 농산물 등을 활용
하여 휴양과 보양기능이 중심이 되는 LOHAS형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경관자원을 관광분야에 활용하여 슬로시티, 슬로푸드 등 슬로우라이프를 지향
하는 건강관광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림 21> 제6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의 관광권역 설정

자료 : 전라남도(2017)

사.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비전을 ‘바다로 세계로, 하나된 미래로’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지역특화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를 통한 모두가 잘 사는
서남권’, ‘역사문화관광거점으로의 도약을 통한 누구나 머물고 싶은 서남권’,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미래를 함께 여는 서남권’으로 설정하였다.
이 발전계획에는 서남권경제공동체를 그랜드디자인할 미래성장동력으로서 7대 추
진전략과 이에 따른 22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다. 7대 추진전략에는 첫째, 해양 기
반의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둘째, 신해양시대 Blue Economy 특화산
업지대 육성, 셋째, 수상항공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넷째, 글로벌 해양관광 교두보
인 Trans-polis 조성, 다섯째, 서남권 복합 치유벨트(MICARE) 조성, 여섯째, 환황해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Blue-food valley) 구축, 일곱째, 환황해권 역사문화 교류협
력 거점화 추진사업이 포함되었다.
이중에서 관광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글로벌 해양관광 교두보인 Trans-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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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에는 해상형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환황해크루즈를 활성화하는 사업, 수상
비행장을 조성하고 관련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연륙연도사업을 조기 완료
및 추가 발굴하고 도로망 연결성 향상을 위해 교통망을 연장하는 사업, 서해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서해안남해안철도를 개설하고 열차페리와 연계하
는 사업들이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그림 22>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의 그랜드디자인 기본구상

자료 : 목포시(2019)

또한 서남권 복합치유벨트(MICARE) 조성사업으로는 서남권 거점의 크루즈 전용
부두 조성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해양 MICE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해조
류, 천일염, 해송숲, 해수 등 지역특화 해양치유자원과 연계하여 해양바이오 및 로
가닉 메디푸드 개발사업을 육성하는 사업, 국제규모의 서남권 해안형 MICE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에 지역 연관성을 지닌 국제행사나 메가이벤트를 집중 유치함으로써
시설의 건립타당성 및 도입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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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분석 및 개발방향
가. 종합분석(SWOT)
이상의 지역여건들을 기초로 전남 서·남부권 관광환경 및 여건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3> 전남 서·남부권 관광 종합분석

나. 개발방향
(1)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형 개발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투자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구상하고 주도하며 생활편
익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통합브랜드화를 추구하는 개발
관광진흥 통합브랜드를 이끌어 내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
서·남부권의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 지역마케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전남 서·남부권의 경우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강력한 통합브랜
드와 이미지 형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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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복합형 관광상품 개발로 전환
관광활동의 유형이 단순하게 시각으로 체험하는 것에서 오감을 모두 체험하는 것
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타 분야와 융복합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기반으로 하되 의료관광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
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4) 핵심상품 확보를 중심으로 한 개발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에 대해 매력성이 큰 핵심상품
을 확보하는 데 있다. 관광지의 대부분은 인지도 확보 및 관광인프라를 마련한 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구비한다.
유명 관광목적지들은 핵심상품을 2～3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면서
관광객을 모이게 할 수 있는 핵심상품은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지역관광의 성
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남 서·남부권을 대표하고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이미지를 이끌어 갈 핵심상품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5)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발
최근 관광에서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성을 보장하는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서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 환경친화적인 관광의 경우 무분별하게 관광지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관광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
다.
전남 서·남부권의 여건은 친환경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특화되어 있다. 따
라서 자칫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브랜드 가치하락을 초
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반드시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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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 목표, 전략
1. 비전 및 목표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전남 서·남부권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이르는 해양에 접해 있
어 다도해와 갯벌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산강과 넓은 평야 등
내수면 자원과 농경문화자원, 산악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이들 자원이 잘 보존되어 천혜의 청정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와는 다른 형태의 웰니스 관광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부문에서도 열차(KTX, SRT 등),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여건, 크루즈, 페
리, 유람선, 부두 등 해상교통여건, 무안국제공항 등 항공교통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교통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 비전은 국제적 웰니스 관
광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글로벌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 녹색
/생태관광 거점 조성, 체류형 휴양지 조성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4> 전남 서·남부권 관광의 비전, 목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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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및 단기과제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전략과 5대 단기과
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 도서관광 활성화,
갯벌체험관광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녹색/생태관
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내수면관광 활성화, 산악관광 활성화, 명품경관자원
상품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체류형 휴양지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음식관광
활성화, 의료/실버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전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할 단기과제로 관광지로서의 인
지도 제고, 전남 서·남부권 통합이미지 구축, 수용태세 정비, 기존 상품의 매력성 강
화, 신규 연계상품 개발 등을 도출하였다.

Ⅳ. 전략별 사업 및 단기 사업
1. 전략별 사업
이상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별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해양레포츠 활성화
전남 서·남부 지역은 섬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파도가 거칠지 않고 기온이 온화하
며 바다 속 지형이 고른 편이고 모래와 갯벌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적
여건이 해양레포츠를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관광의 활성화는 해상, 해중, 해저 등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 다도해 지역은 육지와 다른 도서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전남 서·남
부 지역은 물이 맑고 투명하지 않아 해저 시야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중관광이나 해
저관광을 발전시키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양레포츠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연중 수중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수온으로 인해 2～3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
나 갯벌, 모래, 섬 등 다른 나라나 지역이 갖지 못한 강점이 있어서 해양레포츠 전
체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교우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불과 20～30년 이내에 전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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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지역의 수온이 연중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포츠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레포츠의 거점이 되는 마리나가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남
부권에도 윈드서핑, 수상자전거 등 저탄소형 친환경 해양레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마리나를 추가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나. 도서관광 활성화
우리나라는 육지에 부속되어 있는 섬들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다. 특히 전남 서·
남부 지역에 이들 섬이 집중 분포되어 있고 섬의 크기가 단일테마로 개발하기 적절
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광을 활성화시키기에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고싶은 섬 개발사업, 휴가철에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행정자치부) 등 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 행정안전
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국내 3천 300여개에 이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관광 정책을 통합집행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전라남도에서
도 갤럭시 아일랜드 사업,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 천사섬 사업, 여수의 365섬 개발
사업 등 섬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왔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종합 해양휴양 거점공간으로 조성해 나
갈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1) 섬 관광지 선착장 분위기 조성
거점선착장에 연계되어 있는 각 섬의 정보를 안내하는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섬관광지 선착장에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반섬과 관광섬의 느낌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섬 개발
무인도서 개발은 어떤 형태로 하든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섬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 주도형 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섬
개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섬 개
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섬의 경우 2단계 개
발과정으로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섬 개발이 추진되어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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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첨단 도서관광여건 조성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 도서관광 인프
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관광산업 전반에 스마트관광의 개념
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섬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섬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섬 및 관광정보 아카이
빙, 일정 설계 및 결제 지원, 다국어 해설지원, 관광객 간 정보의 공유 등이 가능하
도록 해주는 스마트 도서관광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신
안군과 완도군 소재 섬관광지를 대상으로 이를 우선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테마 연계형 섬 관광 상품개발
현재의 섬개발은 개별 섬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투자가 심하고 섬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연계관광상품 구성
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섬관광상품이 단일섬을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로 당일여행 중심의 단기상품에 머물게 될 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부권 일대의
섬들이 상호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 서·남부 지역에 산재한 섬들의 자연·역사·문화·인문 자원을 기초로
하되 가능한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섬마다 단일테마를 부여하여 개발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테마 연계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갯벌체험관광 활성화
리아스식 해안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전남 서·남부 지역의 해안은 모래
와 갯벌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갯벌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크고 상품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갯벌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체험형 학습관광이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에 부응하여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갯벌생태체험학습 상품을 구성하되 서해안과 남해안의 생태가 다르므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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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테마화하고 이를 순환하여 체험하는 상품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피부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머드스킨케어 캠프
등 뷰티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갯벌에서의 일탈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갯벌
진흙탕 파이트, 샌드아트와 머드아트 등 갯벌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갯벌 오픈 갤
러리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크루즈산업 활성화
크루즈는 대규모 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으며 기항지 및 모항의 관광발전
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다. 특히 승객 2～3명 당 승무원 1인이 필요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국내의 국제 크루즈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2016
년 200만명)이며 이 중 70% 이상이 부산항으로 기항이 되고 있다. 이는 크루즈 기
항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전남은 동부권의 여수항, 광양항과 서부권의 목포항 등이 대규모 국제 크루
즈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전남 서·남부 지역은 목포항을 국제크루즈 거점
으로 삼고 여수와 함께 크루즈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국제크루즈의 기항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크루즈 모항
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연안크루즈의 활성화를 통해 전남 서·남부 지역 연안크루즈 거점기지로 발
전시키고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유치 및 교육기관 신설 등을
병행하여 세계적인 크루즈 거점으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목포항을 기
점으로 하는 한중 고속페리 항로를 개설하여 크루즈의 부정기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국제크루즈선 유치 확대
국제크루즈의 입항을 촉진하기 위해 크루즈 정박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편의시설
을 개선하는 한편 입국절차 개선 등으로 입국편의성을 제고하며 현지마케팅(선사,
여행사), 팸투어, 크루즈박람회 참가, 고품격 기항지 프로그램 개발, 기항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연안크루즈 활성화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크루즈, 연안크루즈, 리버크루즈 등의 활
성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모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크루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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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과 함께 국내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연안크루즈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남
전체는 물론이고 충남과 경남, 부산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노선의 개발과 여건정
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남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크루즈 노선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전남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연안크루즈 노선의 개설을 통해 유람선
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연계교통망의 확충을 도모하며 권역 내 연계관광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추진 중인 흑산공항이 개항된 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흑산도를 모항으로 하여 흑산군도 전체로 파급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연안크루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홍도(천연기념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대표적인 해양관광 명
소, 깃대봉), 장도(람사르 습지), 만재도(삼시세끼 촬영지), 제주도, 가거도(우리나라
최서남단) 등을 연계하는 거점 연안크루즈 항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 내수면관광 활성화
전남 서·남부 지역은 4대강 중 영산강을 직·간접적인 기반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지역이 많다. 영산강은 전남 내륙에서부터 서해안에 이르는 강으로 상대적으로 섬
진강에 비해 관광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유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 상태이고 경관거점으로 영산강 8경이 정비되고 있다. 다만 아직 강변의 경
관 조성이 다소 부족하고 강과 호수 등의 연계, 내수면자원과 내륙자원의 연계 등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주변의 내수면 관광자원
을 묶고 내륙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남부 지역의
내수면 관광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1) 강변 경관 개선 사업
영산강 사업과 관련하여 영산강 강변에 자전거길과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강변경
관이 정비되고 있으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추
가적인 강변 경관 개선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영산강 8경을
중심으로 강변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황포돗배 체험코스 주변 경관을 우
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영산강 주변 내수면 관광상품 개발
영산강 주변에는 역사, 생태, 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나주댐, 함평대동제,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 무안 연꽃방죽 등 호소들이 발달해 있다.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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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간조성을 실시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내수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고 친수 생태체험 캠프, 수상 나이트 달빛별빛 투
어, 석양낙조 체험 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바. 산악관광 활성화
최근 세계적으로 산악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산악국가의
하나인 우리나라도 스위스 등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산악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권은 영암의 월출산, 해남의 두륜산 등 무수히 많은 명산을 보유하
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휴양, 숲치유,
숲길산책, 산촌자원 등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산악관광의 육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림테라피 힐링로드, 산소공원, 무장애 탐방로, 산림욕 및 명상
호흡장 등 숲치유와 산림휴양 시설을 조성하고 전문 숲 해설사와 치유전문가에 의
한 숲해설 및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 명품경관자원 상품화
녹색/생태관광 거점조성을 위해 해안선이 아름다운 전남 서·남부권의 바다·섬의
조망과 지역 문화·역사·생태 자원, 영산강 경관 등을 연계한 명품경관자원 상품화가
필요하다.
(1) 해안경관자원 상품화
전남 서·남부권 9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도해의 섬과 바다, 해안 등의 경관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가 필요하다. 지역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대한 주변 인프
라 정비,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콘텐츠 개발을 실시하고 이를 테마길 상품으로
연결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를 시도하고 있으나 인근 타 지자체와의 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선이 아름다운 곳을 중심으로 해안경
관길, 생태길, 트레킹로드 등을 조성하고 전망대·포토존·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지
자체간 연계형 성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곳곳에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아
트 갤러리파크 등 미디어아트 공간을 조성하고 버스킹공연장, 푸드트럭 낭만포차거
리, 해변테마거리, 해상 음악분수쇼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영광군과 무
안군의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을 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지점별로 연결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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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도해 하늘길 상품 개발
전남 서·남부권에는 무안공항이 있으며 2020년 개항 예정인 흑산공항이 있다. 바
닷길을 이용한 경관상품은 상대적으로 소요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시간적
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경관감상을 위한 다른 대안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도해의 아름다운 비경을 조
망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이나 별도의 경비행장 건설을 통해 항공경관감상이 가능하
도록 하늘길 경관감상 상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흑산공항이 개
항된 후에는 흑산군도의 항공경관상품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역사인물자원 상품화
장보고, 정약용, 이순신 등의 역사인물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남도 길을 관광상
품화 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이순신을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전남에
는 무수히 많은 역사인물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행로를 남도 답사여행의 중심상품으
로 활용하여 전남 서·남부권 관광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도 맛길 멋길 조성
전남 서·남부권은 풍부한 농축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식재료가 풍부하여 음
식이 발달해 왔다. 특히 해남은 남도음식의 양대 원류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최
근에는 담양, 광주, 나주, 목포를 잇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맛기행)이 진행
되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남도 맛길 멋길 조성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아. 음식관광 활성화
남도는 음식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 부산 등 여러 지역
의 음식관광 약진으로 남도음식의 명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산업화가
다소 더딘 문제가 있으나 여전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식재료가 풍부
하고 음식 명인들이 많아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음식분야에서 국
제적인 경쟁을 갖추는 데 손색이 없다. 이러한 남도음식을 활용한 세계적인 음식관
광의 명소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촌일대표음식 보유 사업’
을 전개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발굴 및 DB 구축, 마을단위 음식개발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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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도음식은 크게 세 권역으로 나뉘어 그 특성이 다르므로 서·남부권 단독으
로 활성화 할 것이 아니라 광주근교권, 서부권, 섬진강 및 동부권에 각각의 거점을
두고 그 특성을 살리고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서부권 음식의 특성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중심이 된 식재료를 많이 사
용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해양형 먹거리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전남 서·남부지역의 마을별 대표음식 개발 지원, 지역조리 관련학과와의 산관학
협력을 통한 집단컨설팅, 메디푸드 농장 및 마을 육성 사업을 전개하고 푸드테라피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음식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 의료관광 활성화
전남은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
가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관광트렌드는 융·복합형 관광이 대세를 이루고 있
다. 따라서 관광활성화와 주민복지 차원에서 의료관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우수한 선진의료 인프라와 자연 생태·섬 등을 활용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로 지
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증진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지역의 의료관광 성공모델은 도심 의료관광으로 전남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체류형 의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며 메디텔, Medical Spa, 치유센터,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의료 관광 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과 의료 관
광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체계적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양치유단지 조성
전남 서·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인구 고
령화와 산업화로 각종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치
유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단지의 조성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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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해양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선제적 도입으로 신성장 동력산
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야외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공간
확보를 위해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표 해양치유마을을 지
정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단기 사업
가. 인지도 제고 및 통합이미지 구축
관광목적지로서의 인지도가 낮고 유인력이 강한 핵심상품이 부족한 전남 서·남부
권의 관광여건을 고려할 때 인지도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
선 지역연계를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브랜드화 하여 이미지를 형성한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마케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지도 제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초기에
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축제, 이벤트, 엑스포 등 대규모 공동행사나 집중적
인 대중 광고가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도한바퀴’를 활용한 홍보
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남도한바퀴의 경우 지나치게 가격이 싸고
많은 비용이 도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사업이므로 과다하게 활용할 경우 일반상품
판매에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홍보용으로 사용하여 제
한적인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나. 수용태세 정비
수용태세 정비는 정보제공 및 안내,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객 편의 제공
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관련 사업자 및 종사원의 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중
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
전남에는 공항면세점과 사후면세점은 있으나 도심면세점이 없어 쇼핑을 통한 관
광객 모객에 어려움이 있다. 과거에는 숙박이 관광객 의사결정 시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나 최근에는 쇼핑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무안공항 면세점을 확
장하고 시내면세점을 유치하며 사후면세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면세효과에 버금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특산품 판매점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통 분야는 육상, 항공, 해상교통 분야에서의 정비가 필요한데, 육상교통은 KTX,
SRT 등 열차 운행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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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통해 자가용 운전자나 관광버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육상교
통 중 랜트카, 캠핑카 등과 해상운송인 여객선, 고속페리, 유람선, 연안크루즈, 국제
크루즈, 잠수정, 해저터널 등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공 교통인 무안공
항, 관광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상교통분야에서는 렌트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야영장을 대폭
보강하고, 항공교통분야에서는 무안공항의 신규노선 유치 등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
화, 관광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추가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해상교통분야에서
는 국제고속페리, 연안크루즈, 국제크루즈의 적극적인 유치와 잠수정 도입, 전남-제
주간 해저터널 개설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제공 및 안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관광안내·해설 시스템
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모바일 기반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으로 효
율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남부권 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남도여행 길잡이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다. 기존 상품 매력성 강화
전남 서·남부권에는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활용한 관광상품들이 개발
되어 있다. 그런데 그중에는 유인력이 강한 상품들도 있지만 더 많은 상품들이 관
광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관광활성화에 나서면서 구색갖추기식의 개발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한
흉내내기식 개발을 시도하여 차별화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여기저기 비슷한 내용의 상품
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관광상품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확실
한 경쟁우위에 서 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규모, 디자인, 프로그램 등에서의 차
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남 서·남부권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관광상품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미 일정수준의 인지도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지가 지정 이후 시
설의 개·보수 및 민간투자 부진 등으로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부
족하고 관광약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앞
서 기존의 상품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등
기존의 상품에 대한 보완을 통해 매력성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상품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환경 조
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콘텐츠 융·복합을 통해 체험·체류형 관광시설로 변화를 모
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기존 상품에 대한 보완은 신규상품의 개발을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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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함께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 신규 연계상품 개발
기존 상품에 대한 매력성 부여와 더불어 신규상품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트렌
드에 맞는 전혀 새로운 신상품의 개발 및 상품과 상품을 연계하는 연계형 상품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 특히 전남 서·남부권은 핵심자
원도 부족한 편이고 연계형 상품도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두 가지의 상품의 균형개
발이 중요할 것이다.
여행 수요자의 입장이나 여행상품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구역의 구분은 그
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매력적인 단위상품의 조합을 통해 가치있는 연계형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단위상품의 매력성이 다소 취약
하더라도 연계를 통해 전체 여행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전체적인 여행 매력도를 높
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에는 단위상품이나 관광지 자체를 갖추어 나가
는데 치중하였다면 현재는 이들을 테마화한 문화답사, 미식체험코스 등과 같은 테
마형 연계상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보유한 기존상품을 연계한 테마형 연계상품을 개발하여야 하
며, 단위 상품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해안 경관자원의 연계나 영산강을 따라 동질적인 또는 이
질적인 자원들을 조합한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
로 진행되는 맛기행 사업,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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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케팅 및 실행 계획
1. 마케팅 계획
마케팅 수단은 과거의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
으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SNS 마케팅이 중심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휴대
폰 등 모바일 통신수단이 발전하면서 SNS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마케팅은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온·
오프라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실시하되 지속성과 시장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역 내 관광자원의 상품화, 콘텐츠 개발, 권역의 공동 홍보·마케
팅 강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가. 마케팅 목표
전남 서·남부권은 핵심관광상품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상품이 있다
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남 서·남부권 관광 홍보·마케팅의 가장 시
급한 과제는 인지도 증대일 것이다. 관광목적지로서의 인지도가 낮고 유인력이 강
한 핵심상품이 부족한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여건을 고려할 때 인지도 제고가 우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통합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단기적으로 획
기적인 마케팅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포지셔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마케팅 수단
(1)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마케팅을 위한 도구는 대단히 다양하다. 인지도가 취약한 현시점에서 차별화 마케
팅 또는 타겟마케팅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되, 우
선적으로 신문, 잡지, TV, 이벤트, 공모전, 경진대회, 팸투어 등 오프라인 홍보·마케
팅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는 주로 영향력 있는 축제/이벤트, TV예능
프로그램을, 해외는 아리랑TV, 해외 각국의 TV나 라디오, 엑스포 등을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온라인 홍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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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마케팅은 실시간 정보전달력과 쌍방향 의사소통이라는 장점으로 홍
보효과가 크며 비용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UCC 경진대회,
관광영상 공모전, 온라인 여행사 전남여행상품 판매, SNS 관광 홍보단 운영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가 소통 및 정보공
유의 보편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트랜드 변화에 맞게 모바일 SNS를 활용
한 관광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SNS 홍보 전문가를 채
용해 연중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관광정보 안내 시
스템 구축하고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와 협업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마케팅 전문조직 도입
마케팅 활동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공사,
재단 등의 형태를 지닌 공식조직을 만드는 한편,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광역
DMO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라. 남도한바퀴 운행 개선 등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남도한바퀴는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남도한바퀴는 운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
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고, 보조금 사업이
므로 과다하게 활용할 경우 여행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시장다변화
관광분야는 관광외적 영향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사태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관광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이 있듯이 시장이 특정지역
에 집중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중국에 의존하던 기
존의 관광시장을 한류 등을 활용해 홍콩, 동남아 및 구미주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실행 계획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노력과 함께 통합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기 위한 공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별 협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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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통합기구를 만들고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지역관광 컨트롤타워 및 관광 실무전담기구 설립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역 내 관광을 통합적으로 협의
해나가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서남권 관광협의체를 3개 시·군
(목포, 무안, 신안)에서 9개 시·군(목포, 영암, 무안, 해남, 완도, 장흥, 강진, 진도, 신
안)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무전담기구(공사, 재단 등)를 설립하고 관
광상품개발과 국내·외 통합마케팅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남에서는 지역관광 실무전담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서·남부권이 별도의 실무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남부권 관광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는 전남의 전담기구와 각 지자체
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나. 전남 서·남부권 광역관광협의체 및 DMO 육성
한편 민·관·학·연 등 모든 관광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관광협의체 구성이 전국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 시군별 관광협의체를 모아 전남 서·남부권 광역협의
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단위가 아닌 권역의 관광
DMO를 구성하여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민간이 지역관광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관광 거점도시 유치
정부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중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초자치단체 중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도시 4개소를 선정하여 인프
라·콘텐츠·마케팅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목포 등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허브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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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전남지역은 관광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전남지역
관광산업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은 여
수, 순천 등 전국적으로도 인정될 만큼 관광분야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 서·남부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 서·남부권 각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전체의 비
전과 방향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권역 전체에 대한 새로
운 비전과 방향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종합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며, 지역의 비전, 목표, 전략의 수립
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도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비전과 방향 설정에 그치
지 않고 구체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으로도 유용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남 서·남부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의 방향으로 주민주체 주민주도형 개발, 통합브랜드화를 추구하는 개발,
융·복합형 관광상품 개발로 전환, 핵심상품 확보를 중심으로 한 개발,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자원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남부권의 관광의 장기 비전은 ‘글
로벌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지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양관광 거점 조성, 녹색/생태
관광 거점 조성, 체류형 휴양지 조성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해양관광 거점 조성
을 위한 전략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 도서관광 활성화, 갯벌체험관광 활성화, 크루
즈산업 활성화 등을, 녹색/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내수면관광 활성화,
산악관광 활성화, 명품경관자원 상품화 등을, 체류형 휴양지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음식관광 활성화, 의료/실버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전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할 단기과제로 관광지로서의
인지도 제고, 전남 서·남부권 통합이미지 구축, 수용태세 정비, 기존 상품의 매력성
강화, 신규 연계상품 개발 등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특히 전남 서·남부권은 관광지로서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
므로 이를 위한 온·오프라인 등 홍보·마케팅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전남 서·남부권은 대단히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한 잠재
력이 크므로 노력여하에 따라 관광활성화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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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시기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질적이고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 측면을 강조한 실무적 연구이므로 전라남도와 각 시·군의 관광
활성화 노력에 따라 내용이 일부 달라져야 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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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전라남도 관광과장)
최승조(한국은행 목포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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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자 :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2부 토론 사회를 맡게 된 세한대학교 정기영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
터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길 씨월드고속훼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씨월드고속훼리 이사 서길 인사)
(참석자 박수)
목포 상공회의소에 조사진흥부장을 맡고 계신 강광남 박사님입
니다.
(목포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장 강광남 인사)
(참석자 박수)
그리고 목포대학교 황두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목포대학교 교수 황두현 인사)
(참석자 박수)
광주전남연구원에 문창현 책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창현 인사)
(참석자 박수)
그리고 전라남도 김명신 관광과장님입니다.
(전라남도 관광과장 김명신 인사)
(참석자 박수)
그리고 한국은행 목포본부 최승조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팀장 최승조 인사)
(참석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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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 50분 정도 저희가 주제발표를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텐데요. 저도 이렇게 세미나에 오면서 오늘처럼 발표자들
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또 빼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오
래 간만에 봤습니다. 두 분 다 아마 성품이 솔직하고 담백하신 모
양인데요. 다른 발표자와 다른 생각도 비판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
다는 점도 솔직히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토론을 이끌어나가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토론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토론자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명 받았다는 말이나 수고하셨다는 이런
인사말씀은 다 빼고 하고 싶은 얘기만 돌직구 던지듯이 해주셨으
면 합니다.
우선 순서는 관광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산업 쪽에서 오신 분
들 먼저, 그 다음에 일선 행정을 챙기시는 관쪽 분들, 그 다음 학
교, 연구기관, 또 한국은행에서 오신 분들이 최종 정리를 해주시는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길 씨월드고속훼리 이사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은 6분 정도로 정해 주십
시오.
서

길 :
씨월드 고속훼리에 이사로 있는 서길입니다. 저희는 목포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리호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서남권 관광산업
발전과 제주도는 연계가 있다, 어떤 얘기냐면 제주도가 그래도 대
한민국의 관광도시로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형 카페리호선 2척과 초쾌속선, 그리고 화
물선까지 총 4척이 있는데요.
먼저 제주도라는 곳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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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제주도가 과거에 어떻
게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서남권
관광발전과 어떻게 연계하면 도움이 될 것인지 몇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2012년까지는 관광객이 1,000만이 안 됐습니다.
2013년도 들어서서 1,080만 정도 이렇게 1,0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마침내 1,600만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다소 줄기는 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중국발 사드문제로 2017년,
18년은 1,500만이 안 됐습니다. 그러한 중국관광객들이 빠진 것을
국내관광객들이 많이 보충을 하기는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도 1,500만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1,500만 가깝
게는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1,000만
에서 1,500만이 됐고 최근에 왜 감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아웃도어와 힐링, 웰빙 이
런 단어들이 접합이 되면서 2013년도에 올레코스가 최정점을 찍습
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올레코스가 2007년도에
시작되어서 2012년까지 총 21개 코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2013년
에 관광객들이 170만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올레코스가 지리산 올레코스도
있고 광주옛길도 있고 하지만 올레코스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이
됐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 목포 도시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이렇게 해양을 끼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포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레코스가 주변에 바다 쪽으로 해
안을 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근접하시는 분들이 산과 바
다,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목포도 저희가 보면 유달산 둘레코스라는 것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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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달산 둘레코스가 저희도 걸어봤지만 1시간 30여분 되는데요.
지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안내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은
가다 보면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없
는 것들을 우리 목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
케이블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
지만 이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유달산 둘레코스, 또 지금은 천
사대교까지 있으면서 저희가 보면 압해도 송공산을 가보게 되면
송공산을 바로 지나면 천사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송공산도 저희
가 가보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서 올레코스로 한 단계 관광객들의
붐을 일으켰듯이 저희 목포 쪽에서도 해양과 산과 어울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접합을 해가지고 했으면 제주도와 또 다른, 저희 같
은 경우에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맛이
있고 이런 향토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 가
지고 상품을 런칭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제주도가 과거에 일으켰던
올레코스 바람을 목포에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것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JTBC 같은 경우에 미디어가 효리민박인가 그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디어 홍보가 나가는데 상당히 제
주도라는 인식이 쉽게 다가왔다, 또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주
도로 이민까지 갈 수 있는 이주민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도나 시 차원에서도 이제는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
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쪽에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목포가 이런 도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제주 사례를 통해서 걷기 코스의 개발, 그리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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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시고요. 이어서 강광남 박사님 말
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광 남 :
안녕하십니까? 목포상공회의소 강광남 부장입니다. 두 분의 교수
님이 주제발표해서 좋으신 그런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종찬 교수님의 발표자료를 보면 국제해역 관련시설이 전
남에는 3개 있는데 우리 서남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
제해역 관련시설도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방
안에서 보면 지역관광 컨트롤타워 및 관광실무 전담기구 설립도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체계적 인력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지원센터 설립이 저는 필요하다
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은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논의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서남권 관광산
업이 동부권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
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서남권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
람을 가지면서 서남권 특히 우리 목포관광 발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주제 발표하신 두 분의 교수님의
내용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됐습니
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광인프라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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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마인드가 없으면 관광객들의 호기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올
수 있어도 두 번 다시는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인들의 바가지요금하고 불친절 행위입니다. 목포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당시에 몇몇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
근에 해상케이블카 개통 후에도 바가지요금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불친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객들의 그 지역에 대
한 첫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 교통문화가 너무 무질서해서 관광객들이 목포에서
운전하기가 겁나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시는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
었습니다. 끼어들기, 급정거,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그래서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곳이 우리 목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죠. 우리 행정당국이
나 관계기관에서 교육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지역민 스스로 교
통질서를 지키는 그런 높은 시민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셋째는 지역 관광상품과 기념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예를 들면 목포를 관광하면 꼭 그 제품을 사와야 되겠다, 또
목포 가면 너 제품 사와라, 이런 관광지 기념품이 필요합니다. 사
실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는데 무슨 기념품을 사야 될까 했더니
답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코롬방 제과
점 같은 경우는 새우바게트라든가 크림치즈 바게트가 상당히 외부
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
적인 관광기념품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제발표에서 우리 서남권 관광산업의 여건 분석에서부
터 관광 마케팅,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목포 관
광발전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제가 제안 드리자면 해상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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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과 연계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쇼핑 거리 등을 원도
심과 근대 역사문화 거리를 중심으로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케이블카 한번 타고 그런 연계가 없으면 상당히
관광에 의미가 없이 바로 다른 데로 떠나는 경향이 있어서 가까운
쪽에 그런 거리를 직접 할 필요가 있고 연장선상에서 부산 사구에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1950년 6.25 때 피난민들 지역이
었는데 이곳을 문화예술을 가미한 도시재생산업으로 개발했습니
다. 그래서 연간 약 2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그런 아주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산동 일대가, 물론 시에서 지금 서
산동 일대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화마을이 조성되
고 연희네 슈퍼, 그런 영화촬영지 등을 잘 활용하고 부산 감천문
화마을을 벤치마킹해서 문화와 예술, 낭만을 만끽하는 우리 서남
권의 대표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광목포 관련된 발표 등에서 먹거리
같은 것은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 외에도 기념품이라든지 특산품
이런 살거리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포함
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황두현 교수님 말
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 두 현 :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대학교 황두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저
의 토론을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주제발표 중에서 이진형 교수님
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완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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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교수님께서 지역의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
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관광객이 생각하는 목포에 대한 지
역의 이미지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의 정체성 이미지가 굉장
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커뮤니티를 공부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
는 게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특정한 날에 떠나는 것
이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주중이든 주말이든 멀든 가깝든 원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게 여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고려했을 때 목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목포시내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점이라든지 레스토랑을 방문한다든지 지역이 재생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내부
고객이면서 또한 지역에서 중요한 관광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
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어떤 욕구와 기대를 가
지고 있고 또 어떠한 목포의 이미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지역주
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
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목포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브랜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포에서의 목포브랜드, 지역브랜드
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포브랜드가 기본적으로 지
역에 있는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을 반영하고 있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동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문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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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로 스페인의 빌바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빌바오는 굉장히 유명한 공업도시였죠. 그런데
이런 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이 쇠퇴를 하면서 빌바오가 새롭게 추진
하는 전략이 뭐냐면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었습니다. 그 때 빌
바오가 건설했던 건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겐하임이라는 미술
관이었죠. 그런데 그 구겐하임 미술관은 지역의 정체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러니까 얼마 일정 기간
동안은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빌바오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관광객들의 수도 줄
어들고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이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지역의 정체성을 기
반으로 하지 않는 하드웨어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남들이 다른 데
서 잘 되고 있는 관광매력물을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브랜드라든지 관광을 운영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체성에 기반
해서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진형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목포지역의 브랜딩
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수행하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
한 부분이 있다면 목포에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
양한 가치들도 존재하고요. 그러한 다양한 가치와 정체성들 중에
서 목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가치를 강조하기를 원하고 어
떤 가치들을 망각하거나 제외하기를 원하는지 또 다른 이해관계자
들, 목포관광과 관련되어진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
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고려되고 지역브랜딩에 반영이 될 때 저는
브랜딩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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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 가지 정체성
에 대해서 이진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는 또 이 지
역만의 굉장히 독특한 정체성과 가치가 치유라는 가치라고 생각합
니다. 치유.
여기 지역에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체
가 있는데요. 괜찮아 마을이라는 사업이에요. 괜찮아 마을이 뭐냐
면 서울에서 청년들이 목포지역에 와서 어떤 사업체를 꾸렸는데
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서울이라든지 도시생활에서 지친
청년들이 목포에 내려와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제2의 삶도 계획을 하
는 목포에서, 이러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마을 사업을 하는 홍동우라는 대표가 저는 청년
크리에이터라고 보고요.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지 못
했던 중요한 가치인 치유라는 가치를 그 사람이 발굴해 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공급시장이 형성되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그걸 통해서 찾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치유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역브
랜딩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치유와 평화의 메시지가 기존에 우리 목포의 역사에
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포가 일제시대 때는 식량의
수탈의 중심지기도 했죠. 이러한 아픔의 기억들도 가지고 있지만
또 일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윤학
자 여사라든지 윤치호라는 선교사와 같은 치유와 화해의 기억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저는 없다라고 생
각을 해요. 일제 수탈로 인한 아픔의 기억도 가지고 있지만 또 화
해와 치유의 기억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브랜딩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목포의 지역브랜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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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벨 평화기념관도 있을 수 있고요. 세월호도 있지 않습니
까. 그것도 조금만 시각을 다르게 해서 본다면 치유와 평화의 이
미지를 충분히 상징한다고 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인위적인 관광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관광
자원이다,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앞으로 우리 관광자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세 분 말씀이 두 분의 주제 발표
자께서 못하신 이야기들을 보충해서 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광주전남연구원의 문창현
연구위원님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창 현 :

안녕하세요. 문창현입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 발제내용 굉장
히 실질적이고 진지한 발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개
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 달
전에 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주최하는 관광포럼을 바로 옆에 폰타나
비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렇게 한 달 만에 관광분야의
큰 행사를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보면 목포가 확실히 대한민국
에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목포는 우리 연초부터 근대역사 문화공간 이슈부터 시작해 가지
고 떠들썩했잖아요. 맛의 도시 선포, 국제 슬로시티, 그리고 최근
에 해상 케이블카 정말 우리나라 관광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올 한
해 끌어갔던 이슈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아까 목포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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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렇게 예리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관광에는 분명 우리
가 모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예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가 없었는데 트렌드라 할 수도 있고 속칭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그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에 서남권이 있고 동부권이 있는데 여수, 순천, 광양 이쪽
트라이앵글 쪽에 지금까지 코리아 하이 시대를 열어왔는데 점점
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
름이 어느 정도 목포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분명히 느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식상해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도 예측을 못해
요. 못하고 관광이 옛날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관광이 복잡해지고 어렵고 정말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로 힘든 게 관광객들이 금방 식상해져요. 그 트렌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그 흐름을 놓치면.
예를 들면 여수나 순천이 끊임없이 자기들을 혁신적으로 또 새
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흐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버리잖아요.
벌써 1~200만이 빠져나가는 게 우연일까,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안 봅니다.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순식간에 여수가 1,000만이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캐치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의
식상해 하는 속도,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관광시장에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서남권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목포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역할을 잘 하시고 계시고
요. 목포 1,000만 관광시대,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
다. 아무튼 서남부 지역이 조금 힘을 내주시면 전남이 대한민국 1
위의 관광지로 도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항상 제가 신안, 강
진 가서도 목포는 열심히 하시니까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 전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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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서남부가 동부권에 비해
서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너무 동고서저가 큽니다. 우리나라 지
형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전남의 관광객, 동부권과 서부권의 관
광객 쏠림현상이 약 5분의 1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말
씀드릴게요. 물론 아까 교수님 두 분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제관광 시장이나 흐름이 세 트렌드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전남인 것 같
아요.
첫 번째는 웰니스 힐링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 전 데이터에는
국제관광시장에서 14%까지였는데, 지금은 거의 30%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웰니스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지 않
더라도 웰니스 힐링 기능이 들어가지 웰니스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모든 관광형태에 웰니스 힐링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관광은 굉장히 도태됩니다. 이제는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관광이 아니고요. 뭔가 자기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관광형태로 분명히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웰니스 힐링 기능이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모든 관광에 기능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관광인데요. 이진형 교수님과 박 교수님
의 생각이 조금 다르시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해양관광이 앞으
로의 트렌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저는 섬 관광
같은 경우는 이진형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침 엊
그제 도 관광회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남은 섬 관광이
주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3년 이후에 섬 관광이 위기를 맞을 거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식으로 보면 섬 관광이 괜
찮은데 넓게 보면 정말 이제는 금방 식상해지는 게 바로 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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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요. 그래서 섬 관광에 색깔을 넣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신
안에 1,000개의 섬이 있잖아요. 그럼 1,000개의 색깔을 넣어야 돼
요. 각 섬마다 독특한 테마나 독특한 색깔을 넣어서 말 그대로 천
차만별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그냥 있
는 것 그대로 보여주면 섬 관광은 이제 3년, 4년 되면 분명히 전
남의 위기로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수님하고 동일한데 해양 관광을 왜 우리
가 주목하냐, 국제 관광시장의 큰 트렌드는 웰니스하고 해양관광
이에요. 그 중에서 해양 레저관광인데 해양이라는 것이 해양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 합니다. 일반적인 마리나나 크루즈의 해양 레저
관광 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온 게 해양 치유입니다. 해양 치
유, 완도에서 하는 해양 웰니스 그리고 해양자원을 이용한 뷰티
힐링, 해양 경관자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양을 통해서 고부가가
치 융합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 관광이 유엔 WTO에서도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남이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해안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만
들려고 해요. 그래서 동서발전의 불균형 차원도 남해안에 포커스
를 맞추고 있고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성장
동력으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신남해안 시대에 서남권이 어
떻게 활용하느냐, 과연 이게 동부권만의 중요한 재료가 되냐, 아니
면 서남권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웰니스 관광과 해양관광을 적극적으로 해
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해양관광에 크루즈는 저는
분명히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크루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크루즈 시장의 파동
이 계속 치고 있어요. 한번 빠져 나갈 때는 전혀 안 들어와요. 그
런데 한번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때 크루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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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만들고 크루즈 부두를 만들면 늦어요. 이미 중국이나 다른
데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수기라도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게 크루즈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국제크
루즈 뿐만 아니고 연합크루즈, 그러니까 원래는 연합유람선인데
연합크루즈가 저는 새롭게 떠오르는 우리 전남에 가장 적합한 해
양관광이 아닐까, 연합크루즈를 새롭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복합 관광이에요. 두 분 교수님께서는 우
리 지역의 브랜드 차원에서는 단일테마로 가는 게 그것은 정석입
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단일테마로 가면 수도권이나 부
산에 경쟁이 안 돼요. 저는 항상 우리 지방관광, 지역관광이 살려
면 토탈관광, 융복합 관광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우리가 부산 정도 되면 단일테마로 가서 단일브랜드로 가면 사실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어떤 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과적으로는 전북도 마찬가
지에요. 그래서 전북도 토탈 관광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도
지역관광이 살려면 결과적으로 융복합 토탈관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잘하면 우리 서남권이 또 우리
전남에 이러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주제발표에서도 해양관광 대안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꿀까 합니다. 원래 김명신 과장님
차례가 있는데요. 김명신 전라남도 관광과장님께는 전체적으로 토
론회를 정리하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먼저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최승조 팀장님께 토론기
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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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승 조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목포본부 최승조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
해 주신 박종찬 교수님과 이진형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과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살짝만 첨언하는 의미에서 조
금 다른 이야기들을 해 볼까 합니다.
관광산업이란 관광객들에게 관광인프라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교통, 숙박, 음식,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일관된 전략 하에서 통합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인프라
를 만드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관광산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말
을 더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과 서비스제공자의 접점이 되는 부분에 디테일
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
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곳에서는
인형탈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인형탈을 벗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인형탈을 벗었을 때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깨질까
봐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인형탈을 벗
을 수 있도록.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된 브랜드 구축이나 이
미지 구축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길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관공서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본인이 서비스제공자라
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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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동해안에 있는 어떤 지자체에 대해 SNS에서 안 좋은 이야
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바가지요금에 관한 이
야기였는데요. 그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바가지요금 그 자체도 문
제였지만 그걸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본
인이 어느 순간에 관광산업에 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
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세미나나 앞으로 이루어질 다른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 전남 그리고 전남 서남권 분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관광산업이 서비스산업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
비스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고객 접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혹시 관광산업이나 관광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기회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플로어에 질문이나
의견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
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 문 자 :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마트의 점장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와서 1
년 6개월 정도 목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애정
이 좀 생겨서요. 그 애정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기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돌직구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진짜 목포가, 목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배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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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건가, 관광산업을 진짜로 하고 싶은 건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든다면 저 뒤쪽에 전남서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발
전방안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은 관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드적인 것부터 생각이 소프트해야 돼요. 저런 문구가 아
니라 관광 전남 서남권 비상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야 되는데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현안 및 발전방안, 이런 관공서
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드레스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신 지
금 패널하신 분들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 메시고 패널로 참가해서
토론 하시는데 황두현 교수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드레스 코드
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소프트 하지 않으면 절대로
관광산업은 안 돼요. 생각이 소프트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드레스코드나 뒤에 있는 세미나 주제에 대한 선전부터 조
금은 아직도 목포가 덜 배고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외부
인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저는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을 볼 때 파사
드라고 해서 정면부를 중요시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목포의 파
사드는 어디냐면 목포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5월 달에 왔
을 때 제일 심각한 게 목포역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관광도시인
가, 이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했는데 들
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그 앞에서 흔히 말하는
전라도 말에 높은 악센트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광경들을 바라보
면서 사실은 목포에 대한 첫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직 배고픈가, 하는 부분에 질
문을 더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파사드에 부분에 대한 것들 제대
로 갖췄으면 좋겠고요. 생각 자체가 소프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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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자 :

감사합니다. 드레스 코드, 플래카드에 관한 점장님의 말씀은 토
론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한 말씀
주십시오.
정 우 영 :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서 목포 청년관광 일을 하고 있는 정우
영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일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제가
현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관광사업으로 이 마을에
서 살아볼까 같이 고민하고 육성하고 발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관광을 왜 하는가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서남권이 목포 주변 시군들이 관광산업을 왜 하
는가 라는 결론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주민들 행복인 것 같더
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 인근 시도도 그렇고 잘 움직
이고 있는 제주도나 부산이나 서울을 보면 우리가 현재 오버투어
리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1,000만 관광객이 넘어가는 도
시들, 그래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 서남권에서 왜 이렇게 1,000만 관광객을 외치고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숫자를 외쳐야지만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이 돌아오는 것인가.
패널들이나 발표자분들께서 목포에 있는 서남동 얘기를 하시니
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기는 주거지입니다. 거기에 재생사업이
들어오면서 느닷없이 관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 계신 70대, 80대 이상 어른들이 내가 관광하고 무슨 상관
이냐는 거죠. 관광객들이 차를 앞에 대놓고 연기를 뿜어내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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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를 하고 쓰레기 버려놓고 그런 게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부산, 전주 등 이미 오버투어리즘으로 힘들어 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도 숫자 놀이가 아닌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관광을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해 할 것인
가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황두현 교수님께서 커뮤니티 전공을 하셔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행정이 그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자 :

뒤에 또 한 분 계시죠.
천 진 옥 :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제 현장에서 숙박영업을 하면서 목포 숙
박협회를 맡고 있는 천진옥입니다. 제가 영업하면서 느낀 점은 지
현재 케이블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전국적으로 이슈
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죠. 그냥 늘 현장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
다.
실제 관광이 힐링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
업하시는 업주들과 연결되어서 수익이 들어오고 그 수익이 지역경
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떠나
버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겠죠. 교통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목
포에 꼭 머무를만한 이유가 없겠죠. 진도, 완도, 해남 얼마나 훌륭
한 시설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목포에도 획기적인 시설, 제가 보기
에는 근대역사 문화관광,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저도 가봤는데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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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케이블카는 비용이
들어가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한번 타면 또 저분들이 올
까, 호주머니 생각해서. 그런데 근대역사 문화는 빈주머니로 가벼
운 차림으로도 관람할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그런 점이 있
어서 바로 연계해서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 줬으면 목포
관련자 분들에게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다 부둣가에서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을 운영하시
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협회에 회비를 보
내줘야 되는데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송금할란다 해서 형편
을 들어보니까 제가 도와줄 입장 같았는데 그분 말씀은 객실이 단
5개에요. 객실이 5개인데 제가 그 집 구조를 아는데 굉장히 특이
하게 생겼어요. 사람 몸이 굽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옛날
경치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온대요. 자기집을. 그래서 우
리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특
성을 살려서 하면 지역경제 관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른 분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임

훈 :

저도 마찬가지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훈입니다.
천 진 옥 :
우리 숙박협회 이사님을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불경
기에 저희집 옆에서 운영하시는데 날마다 객실 차시는 분은 드물
게 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임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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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계신 패널분들한테 질문이 있어서 일
어섰고요. 아까 관광흐름도 말씀하셨었고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
을 하셨는데 앞에 계신 분들은 저희 목포시가 중점으로 바라봐야
될 관광 타겟 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20대 30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느 세대를 중점적으로 바라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고 재 석 :
저는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고재석입니다. 이러한 포럼이라든
가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 보지만 여기에서 토론했던 이러한 일들
이 실행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제가 생
각하는 부분은 지금은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
제점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총체적으로 전부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의 가치를 반드시 인정하
고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냥 포럼, 교육 이걸로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들
이 아쉬워서 그런 의미가 있을까,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어도 가치를 부여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그것을 종합해서 집행,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민관 이런
쪽으로 구체화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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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플로어의 의견을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고요. 저희 토론자들 그리고 플로어의 의견 정리를 우리 김명신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또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
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저희가 별도로 답
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김 명 신 :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관광과장 김명신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발
표와 패널로 참석해 주시고 플로어에서 해 주신 말씀들이 저희 전
남관광 발전을 위한 희망도 있었지만 더 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 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프트한 생각, 저도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공무원적
인 생각이 아닌, 나만의 생각이 아닌 전문가들의 생각, 또 현장에
서 뛰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듣도록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많
은 이야기를 하고 또 저는 관광과 관련된 회의라든가 전문가들과
만났을 때의 모임은 사무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밖에 나가서
전망 좋은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서 대다수가 모이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모여서 대다수가 모이면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요. 그래서 저는 권역별로 전망 좋은 관광지라든가 카페에 가서
회의를 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희 직원들한테 관광과 관련된 회의는 사무실에서 하지 마라. 남악
1번지에서 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
는데요. 또 드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실은 관광적인 드
레스를 솔직히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금요일이 되면 청바지
입고 나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만큼은 항상 공무원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문창현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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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서울에 계신 홍보라든가 마케팅 쪽
의 전문가들을 만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외부에 나가서 전문가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냥 가지 마라, 무료
라는 것은 없다, 그 전문가들의 생각을 우리들이 한두 시간씩 받
아 오면서 달랑 선물 하나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지 반
대를 합니다. 그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서 그만한 대
가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광을 4년째 하고 있고요. 5년째 갑니다. 가는데 가장 제
가 불안한 것이 관광을 하면서 전남관광이미지를 누가 까먹을까,
전남관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우리 전
남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먼저 흩트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고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
들 분명히 여기 계실 건데요. 우리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식당
에서 사장이 아닌 종업원분들, 이런 분들의 말투 하나가 우리 전
남관광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솔
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누가 위에서 말하면 개선점이 있지만 관광
의 최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어
렵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 대명리조트가 개관을 해서 진도주민들
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아
요. 왜 바뀌지 않냐, 전라남도 쪽인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
들 만나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지 않아요. 대도시 호텔이
나 이런 데를 가면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
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명리조트 와서 아침인사를 했
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몸에 안 배어 있는 것들이거
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교육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들이 인사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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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쪽과 우리 목포 쪽의 주요 통계지점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
로 봐서 작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마는 올 상반기
까지 저희들이 집계해 본 결과 한 10% 정도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갭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남권의 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
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수나 순천의
관광객이 줄어들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의 관광객이 늘어나
면서 우리 서남권도 늘어났고 2사분기까지 관광객 약 590만명 정
도가 통계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39% 정도
현재 저희 전남관광에 들어오는 게 많은데요.
다만 관광지에 대한 피로도가 많은 지역들이 늘어났습니다. 피
로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을 제 개인적으
로 피로도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전남관광을 이끌었던 보성의 녹
차밭이라든가 담양의 죽녹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현재 관광객
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즉 새로운 콘텐츠들을 못 넣고 있다
는 뜻입니다. 문창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상한 관광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죽녹원이
나 보성의 녹차밭은 거의 가봤지 않았을까, 가봤는데 새롭게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3내지 5년마다 한번씩 새로
운 콘텐츠를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의 관광트렌드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시군에서 그걸 따라 잡을 수 없다
는 한계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관광이 어려운 게 아니
라 힘들더라,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하
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정우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광객이 오면 주민들이 행복할
까, 좀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오버투어리즘이 많이 발
생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은 누가 관광객이 많이 와서 내가
힘들다 라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은 제가 아직 들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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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은 주
민생활의 불편이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 관광객들로
인해 식음료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 물가상승, 그런 부분들에 있어
서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이 아마 오버투어리즘으로 나타
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
은 노력을 하겠고요.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이 너무 소규모다, 소규모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장 군수들의 주민 숙원사업형 관광개발 사업이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지 개발이 아니고 내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관광개발 사
업들이 많거든요. 저희들 눈에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민선
이라는 특수 조건 하에서 우리 도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대규모 관광 자원개발을 해 보자 2~3개 시군
을 묶어서 하는 그런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고민 중
입니다. 그게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째 관광을 하면서도 이게 필요한데 왜 안 될까, 문체부
에서 하고 있는 테마 10선이라는 것이 목포에도 들어있어요. 여수,
광양, 순천, 보성이 한 개의 테마로 되어있는데요. 그 테마 10선이
실패한 테마 10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지자체 장들
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관광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4개 지자체장들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자체장들마다 내 지역이 아니
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관광컨
셉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입
될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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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서 광역적으로 하는 관광개발, 관광
마케팅, 관광객 유입을 하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을 하
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개 묶음 패키지로 해서 방송에 어떤
관광지를 팔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말씀드렸다시
피 시장, 군수들의 생각이 내 지역에서 일박 하지 않고 내 지역에
서 세 끼를 먹지 않으면 나는 이 상품을 못 내놓겠다는 분들이 많
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요. 그래서 관광을 리더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들의 생각이 많이 바
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또 우리 도가 끌고 가야 되는
데 그것도 어렵다는 것, 실은 그런 쪽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관광
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2개 시군
을 아우르는 광역관광 사업을 내년부터 문체부를 통해서 실시설계
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섬과 해양, 또 섬과 해양에서 소
요된 육지부에 대한 광역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5,000
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발주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비를 하셔서 좋은 아이템
들을 발굴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다만
소규모 10억 단위, 20억 단위 이건 관광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그
래서 대규모적인 관광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미처 못 다한 답변 한두 개
정리하자면 질문 중에 앞으로 목포가 지향해야 할 타겟 고객 연령
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박종찬 교수님께서 답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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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 외에 수용에 관련한 부분들
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짧게 이진형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2분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박 종 찬 :

다시 마이크를 못 잡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
남권 전체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목포
쪽으로 줄어들게 돼서 그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지
만 그래도 질문 중에는 목포가 20대, 30대를 지향하냐, 50대, 60대
를 지향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50대, 60대를 지향
하게 되면 한 20년 뒤나 30년 뒤에는 다 없어지세요. 그래서 이거
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
는 거고 젊은 사람들 2~30대 마음에 들게 해서 계속 해서 바꾸어
나가면서 변화해 나가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을 단골 고
객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임

훈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비의 주축인 세대가 50, 6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관
광객들도 그 세대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고 여쭤본 거지 제가 답이 나와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 진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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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도 오늘 이렇게 보니
까 속기사분도 계시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
다는 생각도 했는데 도의 관광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해 나가실 분들이 끝까지 계신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목 마르다라
는 표현, 또 박종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남권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
겠고 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
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목포 또 서남권의 관
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가 어떤 의견을 주장하거나 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많은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시고 굉장히 많은 자원
을 투입하신 한국은행 최낙균 본부장님이 이 세미나를 끝까지 함
께 하시면서 한국은행에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신 바가 있을
텐데요. 정리의 말씀 최종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낙 균 :

오후 3시부터 지금 거의 6시가 다 돼 가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신 두 분 교수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정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
니다.(참석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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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도 있으셨고 다양한 아이디
어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
리는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거
나 또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됐다고
저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정
책당국자도 계시고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의
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나누셨는데요. 나눈 말씀과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
서 저희가 모두 함께 박수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참석자 박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51 - 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