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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론 

I．서론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었고，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겅이 체결되었 

으며， 2007년 미국과 FIA가 타결되었으며， 현재는 중국과 FIA를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2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농산물 시장개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엄상근， 2011). 

제주도의 농촌지역은 농산물의 가격하락，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ㅣ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안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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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농산물 시장 개방화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농촌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농촌이 풀어야할 핵심과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이진희， 2011).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 

개되었는데（UNESCO, 2005), 세계자연유산은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현저한 

사례나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조형물이나 지형 혹은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 식물의 종이 생존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 

출봉 응회환， 거문오롬 용암동굴계 등으로 구성되며， 유산지구먼적은 총 188.41&로 제주 

도 전체면적의 10％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의 마을은 조천읍 선흘1·2리， 구좌읍 김녕리·월정리·행원리.덕천 

리， 성산읍 성산리 등 모두 7개 마을이다．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들은 대부분 인구의 9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촌지역이다（한라일보， 2008.6.2 1). 

장소마케팅은 장소의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내부적 정쳬성을 확립하여 지역을 활 

성화시키는 것으로 장소의 차별성 확보가 지역발전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장소 

마케팅에 있어 상품은 장소인데 상품으로서의 장소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김태산， 1998; 이정훈， 2004). 

농촌에 남아있는 소박한 인정， 전통문화， 자연경관 등을 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촌얘서 숙 

박하뎐서 향토음식을 먹고，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게 함으로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농 

촌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장소마케팅이 지역경제의 활성 

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농촌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장소마케팅 전략이 활발히 추진 

되고 있다（전영옥， 2004; Prentice & Andersen, 2003). 

본 연구에서는 세계자연유산 마을중의 하나인 선흘리를 대상으로 장소마케팅 이론을 적 

용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시장을 세분화한 후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표적시장별 

로 농촌관쾅활동의 속성을 분석한 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ㅍ． 이론적 고찰 

2.1 장소 마케팅의 개넘 

장소（場所，place）는 공간에 특정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발생하였을 때 형성되는 

개념으로（Relph, 1976), 물리적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사람과 환경간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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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가치， 정서， 상징， 의미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총쳬적 샬체이다 

（이무용， 2006). 장소는 공간의 체험이 모여 장소성을 형성하는데（백선혜， 2004), 특정장 

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끔 하는 총쳬적인 특징이 장소성이다《최막중 · 김미옥， 2001: 

153- 162). 

장소마케팅이란 용어는 1980냔대 유럽의 도시와 관련된 문헌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Holcome, 1993) 지난 몇 십년 동안 미국，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장소마케팅은 지역이나 시행 주쳬들의 필요성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 

기 때문에 개념도 차이를 보인다． 영국과 미국의 장소마케팅은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가의 

주도로 장소를 판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네덜란드에서는 

도시의 경챙적 지위를 높이고， 내부투자를 유인하며， 시민의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Paddison, 1993). 

서양에서 장소마케팅의 정의에 관하여 필로와 컨스는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으로，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 

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투자자와 관광객， 지역주민들에게 장소를 판촉하는 다양한 방 

식의 노력이라고 하였고（Philo & Kearns, 1993), 흘은 과거와 현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시켜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Hall, 1998). 

한국에서 장소마케팅의 정의에 관하여 유우익은 특정장소의 문화 · 역사적 독특성을 활 

용하는 전략이라 하였고（유우익， 1995: 28), 염명배는 장소를 상품으로 인식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디자인하여 상픔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유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으며（염명배， 2000), 이진희는 도시의 전체， 도시의 일정구역， 관광명소 등과 

같은 특정한 장소의 문화， 역사， 자연적 특성과 관광자원 등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부각시 

켜 기업，지역주민·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전략이라 하 

였다（이친희， 2001). 

장소 마케팅의 개념은 이미지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서 도시재생，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광상품개발， 농어촌활성화 등으로 확대되어 가장 살고 싶은 곳， 가장 일하기 좋은 

곳，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진희， 201 3a). 

장소마케팅에 관한 국외연구들은 주로 지역의 장쳬성 확립과 이미지 개선에 초점이 맞 

1져 있다(Short, Benton, Luce & Walton 1993; Holcomb, 1993; Richards & Wilson, 

2004; Thaw, Bagwell & Karmouska, 2004). 

장소마케팅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부터 지역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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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고유한 장소자산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판매하여 지역경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숙진， 1999; 이진희， 2001; 이정훈， 2004; 이희연， 2005; 송경언， 

2005; 이진희， 2009; 윤영득， 2013). 

2.2 장소마케팅 전략 

장소마케팅 전략은 고객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한 후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시장을 선 

정한 후 표적시장에 합당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소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다양한 선택에 의해 좌우되며， 장소가 가지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다양한 이유로 

서로 다른 고객층에 의해 이용되어질 수 있다． 

장소마케팅 전략（place marketing strategy）은 장소성을 기획하는 문화전략으로 친숙한 

공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장소감을 문화적 관점에서 마케팅 하는 전략이며（이무용， 

2006),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노근호， 

1998). 

장소마케팅 전략 수립은 장소와 마케팅을 문화적으로 결합하는 믹스 전략으로 장소 전 

략과 마케팅 전략으로 구분된다． 장소전략은 장소마케팅의 목표를 규정하며， 마케팅전략은 

시장분석， 목표시장선청， 마케팅 믹스， 마케팅 실행， 평가와 피드백 등의 과정을 거친다（권 

홍식， 2008). 

이친희（2013a）는 장소마케팅전략으로 방문자유인전략， 인구구조변화전략， 기업유치 및 

확장전략， 투자유치전략， 문화상품화전략， 장소이미지 전략으로 범위를 확장시켰다． 

한국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장소마케팅 잔략은 문화예술지구 및 문화의 거리 조성， 

역사문화 탐방코스 조성， 문화시설물 건축， 이벤트와 축제， 매체를 통한 장소이미지의 홍 

보 등이 있다（조개형， 2005). 

장소마케팅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 할 수 있지만 목적， 장소자산 등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다（이효재， 2007). 목적에 따른 유형으로 Griffiths는 통합모형 

(integrationist model), 문화산업모형（cultural industries models), 판촉 또는 소비자중심 

주의모형（promotional or consumerist model）을 제시하였다《Griffiths 1995, 254-255). 

통합모형은 주민의 정쳬성을 증친시키는 것이고， 문화산업모형은 지역의 매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문화상품을 생산과 보급하는 것이ㅁ읫 판촉 또는 소비자중심주의 모형은 도시의 이 

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장소자산에 따른 유형은 장소자산에 따라 산업적 장소마케팅， 

문화적 장소마케팅， 생태적 장소마케팅으로 분류한다（이효개， 2007). 산업적 장소마케팅은 

기업유치를 위해 입지에 적합한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를 유치시키는 것이고， 문화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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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은 문화적 자산을 자원으로 장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며， 생태적 장소마케팅은 지 

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장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생태관광이 대표적이다． 

장소마케팅 전략의 추진과정으로는 첫째， 사업주체나 자원의 특성을 도출하는 여건분석， 

둘째， 시장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시장분석， 셋째， 경챙대상이 무엇이고 그들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경쟁분석， 넷째， 분석을 종합하여 새로운 포지셔닝 콘셉트를 

샬정， 다섯째， 콘셉트를 구쳬화하기 위한 마케팅 4P 믹스， 여섯째， 마케팅전략을 실쳬로 

시행하기 위한 사업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이진희， 2013a; 34-37). 

2.3 농촌의 장소마케팅 적용 

농촌지역의 관광은 번잡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공적인 관광지나 휴양지를 탈피하여 자연이 살아 있는 농촌을 선택하여 자연쳬험， 

환경교육， 농촌체험 등으로 바뀌면서， 농촌이나 산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장 

소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김영수， 2005). 관광을 통한 농촌지역의 장소마케팅 전략 

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중관광의 위험성을 지적 

하면서 생태관쾅， 테마관광，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이희연， 

2005). 

농촌지역에서 도입되는 장소마케팅 전략은 지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경챙우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장소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김현호， 2003), 지역의 생태， 자 

연， 문화， 역사자원 등이 장소마케팅으로 이용된다．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은 농촌 

지역의 풍성하고 다양한 자연조건， 농민들의 삶과 농작물 재배， 음식， 전통문화 등의 요소 

가 도시민에게는 휴양과 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 상품화와 판매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박흥식， 2003: 91). 

농촌지역의 장소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 

는 독특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 관광상품화의 

비교우위 확보와 친환경적 개발． 지역산업과 연계 등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 

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우재영， 2012). 

농촌치역에 장소마케팅 전략을 도입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이희연（2005）은 장소간의 

경챙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지역이 상생하기 위하여 혼합형 장소마케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양병우（2007）는 순천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대상으로 향토산업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된 장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지 

역경졔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화영 · 윤주희 이은미 · 최나래（2007）는 흥성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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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장수마을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증대차원에서 추진되어온 그린투어리즘 정책에 장소마케 

팅 전략을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소영（2009）은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도입된 장소마케팅 전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챙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윤치성（2009）은 생활여건이 취약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홍천 사랑말권역을 대상으로 통합마케팅 개념을 적용시켜 농촌지역 활성화의 모형을 제시 

하였으며， 두정완（2010）은 여수시 삼산면의 초도（草島）와 손죽도（巽竹島）를 대상으로 자연 

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분석한 후 장소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우재영（2012）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소마케팅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lIE.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리의 현황분석 

게주시 조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선흘리는 오름과 넓은 초지가 어우러진 중산간 마을로 

도지정문화재인 동백동산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먼물깍이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 

정된 거문오름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 제주도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1136호와 지방 

도 97호가 선흘1리와 선흘2리를 통과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이진희， 2013b 재인용）. 

인구로는 선흘1리는 302세대에 660명， 선흘2리는 209세대에 441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013년 12월 31일 기준）. 산업구조로는 선흘1리의 주 소득작 

물은 감귤， 호박， 무， 콩， 축산이고， 선흘 2리의 주 소득작물은 콩， 도라지， 메밀， 녹차， 축 

산이다． 선흘리는 고려시대부터 말을 사육하는 축산기지로 목축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 

으며， 천연염색공장과 약 6만평의 녹차밭이 있다． 지역특산품으로 더덕과 약용으로 쓰이는 

백도라지와 식용으로 쓰이는 청도라지가 많이 채배되고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 

아 농촌민박을 운영하는 마을이다（이진희， 2011). 

3.1 자연자원 현황 

3.1.1 거문오름 

신령스런 산이라는 뜻의 복합형 화산체로 산정부에는 커다란 화구가 깊게 패어 있고， 

안에 자그만 봉우리가 솟아올라 있으면서 북동쪽으로 크게 터진 말굽형 화구 등으로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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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송， 삼나무， 측백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울창한 숲을 이룬다． 표고는 456劤ㄲ， 비고 

는 112m, 둘레는 빅551m, 면적은 809,8601n!, 저경은 긔188m이다《제주특별자치도 홈페 

이치）. 

3.1.2 동백동산 

중산간 지역의 생태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선흘 곶자왈내에 입지하며， 자연상태 및 원시 

성이 우수하다． 상록활엽수 천연림으로 20여 년생 동백나무 10여만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어 동백동산이라 불리고 있으며， 종가시나무.후박나무·비쭈기나무 등의 수종이 자라고 

있다. 벌매， 말똥가리， 삼광조， 팔색조， 비바리뱀， 맹꽁이， 원앙， 붉은배새매， 매， 황조롱이，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다． 198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두산백과）. 

3.2 역사 · 문화 자원 현황 

선흘리는 제주의 고난과 비극의 역사가 남아있는 마을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주둔지의 

갱도 등이 산재해 있으며， 4.3사건의 역사적 유적이 마을에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 부근 

에 있는 목시목굴， 반못굴， 대섭이굴은 4.3사건 당시 토벌대를 피해 숨어 있던 장소이며， 

낙선동 성터는 무장대를 방어하기 위해 토벌대가 주민들을 동원하여 쌓은 성터이다． 태평 

양전챙 당시 일본군이 만든 갱도진지 등의 군사적 흔적이 거문오름 일대에 산개해 있다 

（이진희， 2013b 재인용）. 

3.3 축제 현황 

3.3.1 거문오름 트레킹대회 

조천읍 선흘리에서 2014년 7월 13일에서 7월 2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세게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세계자연유산센터∼거문오름 정상∼분화 

구∼능선 구간인 태극길（길이 10km), 세계자연유산센터∼거문오름 정상∼뱅뒤굴∼다원 구 

간인 용암길（길이 5km) 등 2개 구간아서 필쳐진다（연합뉴스，20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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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거문오름 휴휴（Hue' 休） 페스티벌 

조천읍 선흘리 거문오름에서 2013년 10월 18일에서 10월 2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제 

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헹사이다． 거문오름 곶자왈 숲이서 

자연과의 만남으로 천연염색과 제주음식， 트래킹， 생태관광의 느림을 향유하는 힐링체험으 

로 문화경챙력을 육성하는 산업축제이다（korean.visitkorea.or.kr). 

3.3.3 선흘곶 한마음축제 

조천읍 선흘1리 내 선흘분교 운동장에서 2013년 10월 5일에 개최되었으며， 선흘1리 마 

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마을 풍경을 담은 사진전과 생태쳬험행사， 향토음식체험， 다양 

한 공연이 열린다（한라일보， 2013. 10.3). 

w.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 

4.1 시장세분화 

실증적 연구는 세계자연유산마을을 이용한 관광객의 관광실태를 분석하여 선흘리 마을 

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로서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을 모칩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자는 사전에 설문조사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관광개발학과 학생들이 시행하였고， 설문대상자의 선정은 조사대상지역을 방문하여 

관광활동에 참여한 게주도 내 · 외의 관광객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시기는 2013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310부를 배포하여 총 

294부의 유효설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조사장소는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응하겠다는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자기 기입법（self- administerd 

questionare survey method）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 

계분석 프로그램 SAS 9.3 window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1.1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갈과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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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셩별로는 여셩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50대이상 순으로 많았으며， 칙업별로는 

행정 · 사무직， 전문 · 연구직． 서비스칙 순으로 많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500 

만원， 200-300만원 순으로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제주도， 경상도（부산， 대구． 울산포함）, 

경기도（인천포함） 순으로 많았다． 

＜표 1> 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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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逞 
경7L도（인턴포함 

강원도 
7褐뜨지 
	

충쳉도（대전포함 

전라도（광주포함） 

경싱도（부산 대구 울신포흔h 
저際도 

4.1.2 조사설계 

(1) 가설청립 

시장세분화는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윽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고에 기 

초를 두고 있으며， 세부화기준을 근거로 전체시장을 여러 개의 세분시장으로 분할한 뒤 

특정 세분시장을 선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믹스를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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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세분화는 성별， 연령， 직업별， 소득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의하거나 방문목 

적， 쳬류기간， 이용교통수단， 방문형태 등의 방문객 행태적 기준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뺨 

본 연구에서는 정보전달이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세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시장을 세분화하는 가살을 설정하였다（이진희， 2013a; 276-278). 설문에 응답한 관광객 

의 거주지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살문자의 거주지 분포와 예상 세분시장 설정 

7坪지역 ㅅ뭍 경기 · 인천 전라도 
강상도 . 강원 

도 
저際도 충청도 

아상서隧入땀 서隧ㅅ땀 - 시隨찻，咫土 ∥ 서隨크사장 ∥ 서분入땀 Iv 세분사장 ,/ 서隧f사장 피 

안웹명） 체 44 8 29 55 127 

d읕（%) K15 15.0 Z7 以9 18.7 리；노2 

(2) 통계적 검정 

예상 세분시장들이 실게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명목척도인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직업， 소득）와 관광객 실태변수（관광정보획득， 방문회수， 동반자수， 동반 

자유형， 체재기간， 교통비를 제외한 관광비용）를 이용하여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갈 

과는 〈표 3〉과 같다． 

＜표 3> x2 검정 결과 

7IL- 변수 〔下 x2 값 P 

안구통켸학적 

빈수 

성별 5 版 	J7 o.oicxj 
연령별 15 28.5879 0.0182 

즈摺별 25 69.4371 <O.cX〕이 

소득 수준별 20 57.1857 (0．〔x]0 1 

빌믄객 행태 

빈수 

괸광정보획득 15 19.7974 Q1 7肥 

빙문화수 2o 1田1431 (o.ccoi 
동반쟈수 15 3Z92) (1이：）昭 

동반자유헝 15 27.4535 0.0253 

체재가간 2o 1田 .2234 (0.cXX31 

농촌괸광ㅂ曆〈교통비저匡D 20 176.88m (0.0301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 칙업， 소득수준）와 관광객 살태변수（관광정보획득， 방문 

회수， 동반자수， 동반자유형， 체개기간， 교통비를 제외한 관광비용）를 이용하여 독립성 검 

정（P값이 < 0.05）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모든 항목（성별， 연령， 직업，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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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광객 실태변수의 방문회수， 동반자수， 동반차유형， 체재기간， 농촌관광비용（교통비를 

제외）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광객 샬태변수 중에서 P값이 <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연령， 소득항목과 관광객 실태변수의 방문회수항목을 이용하여 군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군집분석 결과 

변 수 군찹atser）번호 o釀α J：】rㅉ 표준화된 EMS 거리 

연령별 
=J 서I 사장 - C'-) 서隧［入땀 ∥ q（朔g 

4 서隧＇ㅅ땀 V 츤v 서隧入咫土 VII q 	82 
소득 

수준별 

Fv 서I[A땀 卜／ 에 서隧iA땀 \/ 0閔53 

4 서腱入땀 - C'-) 서扈7，땀 뷔 01532 
빌문화수 5 서분7，땀 ^/ 沁 서隧ㅅ땀 냅 QO驥D 

군집분석을 한 결과 세분시장 I - 세분시장 II, 세분시장IV 세분시장V, 세분시장IV 

- 세분시장VI의 ‘표준화된 RMS 거리’값（C 0.1 기준）이 현저히 가까워서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을 한 걀과 세분시장I 과 세분시장 II, 세분시장IV와 세분시장V, 세분시장IV와 

세분시장VI을 묶어서 3개의 세분시장으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이 세분시장I 

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면서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이고， 세분시 

장ㅍ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이며， 세분시장ifi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을 방문한 관광 

객이다． 

〈표 5>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의 관광객 세분ㅅ 장 설정 

구분 시분ㅅ땀 - 서隧ㅅ隧쉐 서분ㅅ땀m 

지리적 특셩 
ㅅ읕경기 인천 

(75명） 

강상묵전ㄹ嶼 
저際도 

이27명） 
충청도강웬도 

(92명 

4.2 표적시장 선정 

전체관광시장을 세분화하여 몇 개의 유형의 관광객에게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데， 하나 혹은 여럿에 대해 판촉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과정을 표적마케팅이라 

251 



252 産經論柒 第34輯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세분시장을 표걱시장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시장의 선정 

전략 중에서 다수제품 전쳬도달전략을 채택하여 세분시장 I , 세분시장 ㅍ， 세분시장 In 

모두를 표적시장으로 선정한다． 

세분시장별 인구통계학적 변수간의 ANOVA TEST를 통하여 차이검정《P<0.05）을 실시 

한 결과 연령발， 소득수준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표적시장을 분석하면 결과는 〈표 6〉과 같이 세분시장 I 은 20대 이하가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순이었으며， 세분시장H는 30대가 많았으며， 세분시장ifi은 50대 이상이 많 

았고， 다음으로 30대 순이었다． 

＜표 6> 연령별 표적시장 

（단위： 명） 

구 분 
싸분사장 - 

（서울 경71 인첸 
서분ㅅ땀 ∥ 

（강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 

서隨뀀人땀 ∥ 
（저際도） 

a〕대 아하 25 20 18 
30대 23 27 36 
걱o대 13 23 34 

以〕대 아상 14 22 39 
합 계 75 92 127 

월평균 가계소득별 표적시장을 분석하면 걀과는 〈표 7〉과 같이 세분시장 I 은 200-300 

만원이 많았고， 다음으로 300-500만원 순이었으며， 세분시장ㅍ는 300-500만원이 많았 

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순이었으며， 세분시장m은 100-200만원이 많았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순이었다． 

〈표 7> 월평균 가계소득별 표적시장 

（단위 명） 

구 분 
서隧ㅅ땀 - 

(A 	경기 인墜公 

서隧tㅅ잠 ㅐ 
（경싱둑전라되충청도강원도） 

서隧，사장 m 
（저厓도） 

棚〕만원 미만 10 7 12 

1 cO-20J만원 3 16 40 
2fl만원 25 21 38 
3α〕궤〕O만원 22 34 29 

驪）만원 아상 15 14 8 

합 계 75 9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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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시장별 관광실태 변수간의 ANOVA TEST를 통하여 차이검정（P<0.05）을 실시한 결 

과 방문회수， 쳬재기간， 농촌관광비용（교통비 제외） 등의 항목애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방문회수별 표적시장을 분석하면， 결과는 〈표 8〉과 같이 세분시장I 은 5회 이상이 많 

았고， 다음으로 2회 순이었으며， 세분시장ㅍ는 3회가 많았고， 다음으로 5회 이상 순이었으 

며， 세분시장III은 5회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8> 방문회수별 표적시장 

（단위： 명） 

구 분 
서隧i入땀 - 서IA땀 ∥ 

（경상도전라도，충청도긷원도） 
서腱사장 m 
（저際도） (A 	경기 인墜力 

ㅊ음 19 8 
2회 22 14 8 
3회 29 10 
4회 8 9 4 

5회 아상 23 21 97 
합 계 75 92 127 

체재기간별 세분시장을 분석하면 결과는 〈표 9〉와 같이 세분시장 I 은 3시간－5시간이 

많았고， 다음으로 2박 3일 이상 순이었으며， 세분시장ㅍ는 2박 3일 이상이 많았고 다음으 

로 1일， 1박 2일 순이었으며， 세분시장m은 3시간 5시간이 많았고， 다음으로 3시간미만 

순이었다． 

＜표 9> 체재기간별 표적시장 

（단위： 명） 

구 분 
서분入땀 - 

(A 	경기 인墜土 
서隧！사장 ∥ 

（강상도전라되충청도강웽도） 

서隧i사장 ∥ 
（저目드도） 

3사긴삐만 7 9 29 
3A민櫛A단 26 16 〔刃 

1알5사간 아생 10 21 23 
1 박 2일 8 z) 7 

2박 3일 아상 24 26 2 
합 계 75 92 127 

농촌관광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별（교통비제외）로 세분시장을 분석하면 결과는 〈표 10> 

과 같이 세분시장I 은 5-10만원이 많았고， 다음으로 5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순이었으 

며， 세분시장II는 10-15만원이 많았고， 다음으로 5-10만원， 15-20만원 순이었으며， 세분 

시장ifi은 5만원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ㅏ1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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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농촌관광지출비용별 표적시장 

（단위： 명） 

구 분 
서腱ㅅ円 - 

（ㅅ읕 경71 인庭力 

서隧ㅅ땀 ∥ 

（강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 

세분ㅅ땀 III 
（저際도） 

5만원 미만 17 4 w 
5-10만원 22 18 27 

10-15만원 9 J 6 

15-20만원 12 17 2 

乙만원 아상 15 23 2 

합 계 75 92 127 

4.3 표적시장유형별 농촌관광활동의 속성분석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의 세분시장별 농촌관광활동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농촌경관， 향토음식체험 순이었으며， 가장 

중요하지 않은 속성으로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훌륭한 숙박시 

설 순이었다．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의 세분시장별 농촌관광활동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중요 

한 속성간에 분산분석을 통하여 차이검증（P<O.05）을 실시한 갈과 ＜표 11〉과 같이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 역사 · 문화 체험활동， 향토음식체험， 치역특산물 

판매장， 훌륭한 숙박시샬 등의 항목에 관해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아름다 

운 자연환경， 우수한 농촌경관， 적절한 편의시살 등의 항목에 관해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의 농촌관광활동속성 

구분 
제1A땀 

(A 	경7l 인첸 

저楗ㅅ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저l〕ㅅ땀 

（저際도） 

r LI =다운 자견환경 
팡균 404w 4.022a aa973 1.10 

0.334 飇편차 0.829 0.741 0.733 
평균 a딨 3.47 a5O4a 0.20 

0.81(j 우수한 농촌경관 
표준편차 0.933 0.858 0.754 

다걍한 농촌처I! 
騙 

a24柚 3.32 〕 a97＆〕 484 
Q0：序＊* 

팡균 

표준편차 (1鍈E 0.772 0.850 
다걍한 러障그레이션 

호l도 
ㅌ크. 

팟균 3.041t 3.25w 285鋤 ＆錢3 
o.cxjr 끄준편차 0.m2 α835 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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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처庭 
펑균 a467a a41始 3.07w a田 

o.mi*＊半 0.g王 0.841 0.773 a동 표준편차 

힝토음쵸쩌험 
평균 a533a 3.5435 a12汕 11.97 

(0B〕1*** 표준편차 0.794 Q7騙 0.711 

지으菲특신물 핀陋ㅐ점 
평균 a213〕 3．리돈漱〕 3.1 8b 4겨3 

0.01 r 표준편차 0.843 0.763 0.753 

적절한 편와나설 
평균 a49始 a652a 3．긱8a〕 

緞 표준편차 0.7c5 0.733 0.775 

흘륭한 
a33;3a a4035 a031b 6.31 

Q〔〕O2*** 
평균 

숙빅사설 
표준편차 0.811 0.813 q835 

* ; p<O.1, ** : p<O.05, *** : p<O.Ol 
Duncan mukiple range Test를 이용한 사후귐정（a<b 첨자간 vo.o5에서 유의한 평균차이） 
평균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을 부여한 산술평균임 

V.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리의 활성화 방안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선흘리 농촌관광활동의 속성분석을 근거로 마을이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제1시장인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 

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우수한 농촌경관의 유지，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개발， 

역사 . 문화 쳬험활동 개발， 향토음식 개발， 편의시설 개발， 훌륭한 숙박시설 운영이 필요 

하다． 제2시강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아름다 

운 자연환경의 보전， 우수한 농촌경관의 유지， 다양한 농촌체험 및 레크레이션 활동 프로 

그램 개발， 역사 · 문화 쳬험활동 개발， 향토음식 개발， 지역특산물판매장 개설， 편의시설 

개발， 훌륭한 숙박시살 운영이 필요하다． 제3시장인 제주도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우수한 농촌경관의 유지， 편의시실 개발이 필요하다． 

5.1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환경을 관리하고 있 

고，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지하수자원 · 생태계 · 경콴보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선흘리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위치함으로 지하수자원 · 생태계 · 경관보전지구의 

조례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를 철저히 규제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천해야한다． 선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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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살계획이나 주거환경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적정한 환경과 경관의 수준을 

유지해야하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개발하여야 한다． 

5.2 우수한 농촌경관의 유지 

경관이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환경에 반영되어 공간상에 표현된 것이다． 제주특별자 

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지구의 경관등급평가기준은 경관미의 평가， 시각적 흡수 

능력， 가시지역 분석을 통해 1등급∼5등급까지의 기준을 살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선흘리에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건설될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인공적인 요소들 

은 자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선흘리만의 차별화된 경관관리조례를 작성해야 하 

는데 조례는 마을의 경관요소를 분석한 후 마을의 독특한 경관을 창조할 수 있도록 건축 

물의 높이， 형태， 색채， 질감 및 윽외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지역의 경관이 개셩 

을 가지도록 특셩화하여 마을경관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해야 한다． 

5.3 다양한 농촌쳬험 및 레크레이션 활동 프로그램 개발 

선흘리 동백동산 숲속에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동안 마을주민들이 진행하는 숲속 레 

크레이션 캠프를 개살한다． 숲속에서 진행하는 줄넘기， 보물찾기， 그림그리기， 손수건에 나 

뭇잎 물들이기， 새벽 숲길 명상， 밤 숲속 산책， 캠프파이어 등의 쳬험활동을 진행한다· 고 

려시대부터 말을 사육하던 선흘리의 넓은 목장에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말타 

고 마을한바퀴돌기， 말타고 곶자왈탐사， 말타고 오름오르기， 말먹이 주기， 말길들이기， 말 

가공식품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이 

용하여 기존의 탐방 코스를 발잔시킨다． 태극길과 용암길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문오름 트 

레킹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반못∼동백동산∼먼물깍과 주변 습지∼선흘분교장까지 친행되 

고 있는 곶자왈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보완한다． 녹색투어코스， 문화투아코스， 푸드투어코 

스， 악사 · 문화흔적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투어코스가 표기된 마을지도를 제작한다· 

5.4 역사 · 문화 쳬험활동 개발 

선흘리는 4.3사건’(1948- 1954년）의 역사현장과 태평양전챙 말기의 일본군 군사시설을 

활용하여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 개발한다． 추모탑， 추모비， 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투어 

코스도 개발한다． 전적지 관련 유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 및 전시하여 역사쳬험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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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자료 및 유물전시관은 제주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수탈한 현장과 4.3사건의 아픈 

현장을 보여주고， 영상쳬험관에서는 일본군의 군사활동과 강제노역현장， 4.3사건의 희생장 

면 등을 3차원 그래픽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수3사건과 태평양전챙 

당시의 어뢰정， 비행기， 대포， 일본군 병사모형， 강게 노동하는 제주인의 모형， 진지동굴모 

형 등을 전시한다． 

5.5 향토음식 개발 

선흘리는 세계자연유산지 똬 연계하여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여 6차 산업화를 지향해야 

한다． 검은오름의 검은 색깔 이미지를 활용한 블랙푸드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검은 농 

산물을 가지고 검은콩국수， 검은깨 영양 죽， 검은콩수제비， 흑미 궁중 떡볶기， 흑마늘 제육 

볶음 등의 다양한 음식을 개발한다． 1·2·3.차 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검은콩으로 만든 검은콩 두부， 검은콩 청국장 가루， 검은콩 미숫가루， 검은콩 된장， 

검은콩면 등의 가공식품도 개발한다． 검은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음식관광지구로 개발한다． 

거문오름 주변에 모여 있는 맛집들이 블랙푸드촌을 형성하여 검은콩국수． 흑돼지 음식， 검 

은깨 영양죽， 한방 토종닭 등의 블랙푸드를 테마로 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5.6 지역특산물판매장 개설 

일본의 ‘미찌노에키’（道의 驛）는 일반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 도로청보와 관광 · 

의료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역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미찌노에키에는 주차 

장， 화장실， 청보 · 안내시설 등과 같은 기초휴게시설과 지역특산물관 등과 같은 지역진흥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이친희， 2013a; 162-163). 선흘리의 농촌관광활동을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관광정보와 농업체험의 정보를 제공하며， 직매장을 운영하여 관광 

객이 요구하는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특산물의 산제품을 개발하도록 한다． 

5.7 펀의시설 개발 

선흘리 주민이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은 시설 

상호간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살물은 전체 환경의 범위에서 하나의 통합쳬게로 디자 

인하여 지역의 개셩과 매력을 창출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탐방로에는 중간에 휴게공간 

을 조성해야 한다． 휴게공간은 경관분석을 통하여 주요 도로변， 곶자왈 경관이 양호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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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경관이 양호한 곳 등에 휴게소， 전망대 등의 전망시설을 설치한 후 사진촬영공간으 

로 제공하여 관광 명소화를 유도한다． 탐방로에는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의 편의를 증진하고， 탐방을 하다가 ，갑자기 폭우나 폭샬을 만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쉘 

터와 화장실도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5.8 훌륭한 숙박시설 운영 

농촌관광은 펜션이나 민박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체재를 하기 때문에 체재과정에 

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내부로 순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에서 

는 인구 2천명 이하의 농촌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에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지트는 연맹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등 

급을 매기지만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어느 지트를 이용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다（우개영， 2003). 선흘리어미서도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의 사례에서와 같이 저렴한 

요금에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다양한 농촌관쾅활동을 수용하도록 한다． 

VI. 결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산흘리는 농산물 가격하락， 인구감소， 고령 

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흘리를 대상으로 장소마케팅 이론을 적응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시장을 세분화한 후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표적시장별로 농촌관광활동 

의 속성을 분석한 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장세분화는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소비자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고에 기 

초를 두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치리적 시장을 세분화하는 가살을 설정하였다． 인구통계 

학적 변수와 관광객 실태변수를 이용하여 독립성 검정（p값이 < 0.05）을 실시한 결과 인 

구통계학적 변수의 모든 항목（셩별， 연령， 칙업， 소득）과 관광객 실태변수의 방문회수， 동 

반자수， 동반자유형， 체개기간， 농촌관광비용（교통비를 제외）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광객 실태변수 중에서 p값이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연령， 소득항목과 관광객 실태변수의 방문회수항목을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을 한 갈과 세분시장 I 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관광객이고， 세분시장II 

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관광객이며， 세분시장ifi은 제주도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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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광객이다．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의 세분시장별 농촌관광활동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농촌경관， 향토음식체험 순이었으며， 가장 

중요하지 않은 속성으로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훌륭한 숙박시 

설 순이었다． 선흘리 세계자연유산마을의 세분시장별 농촌관광활동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 

야 할 중요한 속성간에 분산분석을 통하여 차이검증（P<O.05）을 실시한 갈과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 역사 · 문화 체험활동， 향토음식체험， 지역특산물 판매 

장， 훌륭한 숙박시설 등의 항목에 관해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농촌경관， 적절한 펀의시설 등의 항목에 관해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세계자안유산마을인 선흘리 농촌관광활동의 속성분석을 근거로 마을이 활셩화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제1시장인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 

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우수한 농촌경관의 유지，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개발， 

역사 · 문화 쳬험활동 개발， 향토음식 개발， 편와시설 개발， 훌륭한 숙박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졔2시장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우수한 농촌경관의 유지， 다양한 농촌쳬험 및 레크 

레이션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역사 · 문화 체험활동 개발， 향토음식 개발， 지역특산물판매장 

개설， 편의시설 개발， 훌륭한 숙박시설 운영방안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3시장인 제 

주도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 우수한 농촌경관의 유 

지， 편의시설 개발방안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시장을 세분화 한 후 세분시장을 대 

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심리묘사적 변수에 의한 세분화， 행동분석적 변수에 

의한 세분화를 추가할 경우 연구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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