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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세계의 보물섬인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 

산 등개，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제주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3년 동 

안 제주도를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2010년에는 7,578,300명 이였으며， 2011년에는 

8,740,976명， 2012년에는 이691,703명이 방문하여 3년간 27.9％가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에 777,000명， 2011년에는 긔045,637명， 2012년에는 긔681,399명이 

방문하여 3년간 216.4% 증가가 이루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1, 2012, 

I 이 논문은 2011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발전키금 연구과제 지원비로 작성되었음． 

* 제주대학교 강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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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2년 졔주특별자치도의 충 관광수입은 5조 5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3년도 

에는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긔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관광수입은 더 

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외 경기침쳬와 유가급등 등의 관광환 

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2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쳬 외국인 관광객 중 

64.3％를 차지하는 약 108만 명의 중국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2). 그러나 제주와 비슷한 경챙력을 가지고 있는 섬 관광지인 하와이， 오키나와， 하 

이난， 발리 등과 비교해 볼 때 총 관광객 수와 관광객 증가율은 제주가 월등히 앞서있지 

만 총 관광 수입을 보면 제주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제주관광공사， 2012). 

이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이나 유흥비와 같은 비경칙성 비용에 대한 수 

입이 적기 때문인데，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도 제주지역 내에 구매 

할 만한 상품 및 쇼핑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를 방문한 외 

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6대 품목은 화장품， 식료품， 의류， 건강식품， 액세서리， 잡화류로 

나타났는데，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들의 쇼핑지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관광공사， 2012). 특히 문화쳬육관광부（2013）의 자료 

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중 쇼핑이 72 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 

며， 한국방문선택 시 고려 요인 중에서도 쇼핑이 66.0％로 가장 높은 갓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므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관광인프라의 확대와 함꼐 관광수입 

의 졔주지역 잔류효과를 극대화 하고， 제주의 고부가가치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쇼핑， 

관광， 오락， 휴식， 레저， 외식이 하나의 또는 집적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 쇼핑몰 

구성과 제주명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산업 활동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산물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아이디어 집약적 상품이며， 문화와 기술， 창조의 산물로 고부가가치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형길， 2003).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광기념품은 제주는 물론 전국 

관광지마다 차별성이 없고， 중국산이나 동남아지역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국내 전반적으로 지역의 향토성과 차별적인 관광기념품이 적고， 생산업체가 영세하 

여， 시장의 욕구를 반영한 혁샨적인 관광기념품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제주 관광기념 

품 시장의 특성과 관광객들의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제주관광기념품산업의 활성화를 위 

한 마케팅 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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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광기념품의 이론적 배경 

2.1. 관광기념품의 개념과 특성 

관광기념품은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구입하는 토산풍과 식품， 농수축산물 등 특산물， 

민예품， 공예품， 지역의 향토자원과 문화를 소재로 제조한 공산품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인 개념이다（김형길， 2013). 소득 수준이 올라 갈수록 인간의 문화적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관광기념품산업은 문화적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어 운화생 

활에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다． 또한 예술적， 문화적， 산업적， 특성을 고루 갖 

춘 복합형 산업으로， 레저， 관광 산업을 부양하는 기반산업， 디자인 관련 산업이고， 전통 

적 문화와 민족 고유성을 표현하는 예술성과 상품성이 가미된 정쳬성 높은 산업이어서， 

21세기 문화경챙의 시대아서 국가와 지방의 경챙력을 제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연택， 2005). 

2.2.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발전의 중요성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毓」형길， 2003). 

첫째， 제주지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 중에서 관광기념품산 

업은 제주 지역 농축수산물 등의 원자재와 향토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기술과 노동력 

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이 이루아져， 지역소득 환류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 중의 하나이다． 

둘째， 관광기념품은 콴광객이 여행 중 거의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 

어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혁신적인 

관광기념품 개발과 시장지향적인 마케팅 수행을 통하여 살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해주며， 관광객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관광기념품 산업은 1차（농업 등）, 2차（제조업）'3차 산업（관광）을 융복합하여 6 

차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소득 

중대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창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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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독특한 관광기념품의 생산과 판매， 명품 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그 지역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여 지역의 홍보와 촉진전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문화와 전통， 자연 등을 소재로 한 관광기념품의 개발을 통한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班． 제주관광기념품 시장분석 

3.1. 조사의 개요 

1차 조사는 2011년 10월 27일∼2011년 11월 3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설문 

지를 가지고 훈련된 조사원들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 

공항에서 조사를 지행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설문지 26부 

를 제외한 474부를 최종 살증분석에 이용하였다． 

3.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7刀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는데， 실증분석에 활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등을 사용하였다． 

3.3.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성（53.4%）이 남성（46.6%) 

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은 40대（30.6%）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수입은 300-400만원 

미만이 18.8％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주부가 17.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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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여성 

남성 

253

221 忿r 
연 령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皿 12814594 

22.6 

27.0 

30.6 

19.8 

학 력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및 졸업 

대학원 이상 

棚 
25797 

25.3 

54.2 

20.5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7580838941452536 

15.8

16.9

17.5

18.8

8.6

9.5

5.3

7.6 

칙 업 

전문직 

사무직／공무원 

기 술직 

판매／서 비스직 

학생 

주부 

농／수산직 

자영업 

6681343072843968 

棚 

m

7.2

6.3

15.2

17.7

8.2

14.4 
합 계 474 100.0 

3.4. 관광기념품 구매행동 분석 

3.4.1. 관광기넘품 구매품목 

관광기념품을 구매한 비율은 81.0％였으며， 구매항목 중 가장 많은 항목은 농수축산물 

로 55.1% 이였으며， 면세품 53.4%, 농수축산 가공품 48.9%, 공예품 11.2% 순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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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관광기념품 구매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매 384 81.0 

비구매 90 19.0 

구매 

항목 

농수축산물（감귤류， 갈치， 전복， 돼지고기 등） 261 55.1 
면세품（주류， 담배， 화장품， 가방， 홍삼류 등） 253 53.4 
농수축산 가공품（감귤쵸콜릿， 과자류， 차 등） 232 48.9 

공예품（갈읏，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 53 11.2 

기타 22 4.6 

＊주 복수응답 처리 

3.4.2. 관광기넘품 구매 장소 

관광기념품 구매 장소로는 JDC 내국인 면세점（51.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광 

지 기념품점（28.5%), 농수축특산물 판매점（2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형마트에서 구 

입하는 비율도 16.5％로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통시장의 구입비율 

은 5.9％에 불과하였고， 관광농원은 5.7% 였으며， 펀의점에서 구입하는 비율도 53％로 

분석되었다． 

〈표 十3> 관광기념품 구매 장소 

구 	분 빈도（명） 비율（%) 

JDC 내국인면세점（제주공항） 242 51.1 
관광지 기념품점 135 28.5 

124 26.2 농수축 특산물 판매점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78 16.5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중문） 30 6.3 

전통시장 28 5.9 
관광농원 27 5.7 
편 의 점 25 5.3 
기 	타 21 4.4 

* 주 ; 복수응답 처리 

3.4.3. 제주 관광기념품 경쟁력 

제주 관광기념풍 중 경챙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감귤가공식품（5.12）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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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염색 등 천연염색（4.87), 해산물 가공식품（4.86), 화산석（토）을 활용한 액세서리 

祗75）순으로 나타났다． 

＜표 ㅏ4> 제주 관광기념품의 분야별 경챙력 

품 	목 평 균 표준편차 

감귤가공식 품 5.12 1.246 

감물염색 등 천연염색 4.87 1.164 

해산물 가공식품 4.86 1.233 

화산석（토）을 이용한 액세서리 4.75 1.3 15 

제주 화산토 도자기 4.63 1.322 

제주산 원재료를 이용한 향장품 4.51 L274 

제주옹기 4.38 그．322 

유리공예 4.23 1.287 

말가죽 공예 4.18 1.302 

제주산 약초를 이용한 상품 4.16 1.275 

* 주： 1점 매우 미흡， 7점 매우 우수 

3.4.4. 관광기념품 만족도 

관광기념품 만족도는 향토성이 4.78로 가장 높았고， 품질（4.50), 실용성（4.32), 기능성 

(4.28) 순이였는데， 가격의 적정성（3.99）과 다양성（3.97) 항목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갓 

으로 분석되었다． 

〈표 十5> 관광기념품 항목별 만족도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향토성 4.78 그．342 

품질 4.50 그．272 

실용성 4.32 1.254 
기능성 4.28 그．325 

색상 4.26 1.367 
포장 4.25 1.354 

디자인 4.16 1.328 
가격의 적 정성 3.99 1.377 

다잉썽 3.97 1.326 

* 주： 1점 매우 미흡， 7점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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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4.5.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제주명 

품 육성（73.8%),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조성（7 1.7%), 알선수수료 근절（70.5%), 향토자원 

이용 산제품개발（69.1%), 먼세제도도입（68.9%), 관광기념품의 기능성 강화（68.2%), 품 

질 인증제 도입（6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ㅏ6> 관광기념풍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항 목 
필요한 사항으 ㅣ정도 

매우 
불醜 鞫긺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조금 
필요 불필요 

欌 
1.  7

(3.  6) 皿惻 

128, 
(27.1끄 

96
(20.  3) 

巧∼ 

楡 
474 

(100) 
유통거리조성 

디자인 개선 
3鬪 

8
瞬 

23
(4.  9) 

I
2 37 

급黑） 
14

(30.덜） 
97

(20.  5) 
開

刪 

474 
(100) 

품질 안증제 도입 
3

(0.6) 
9
u 

37 
(7.8) 급123.6) 12(25.읽 纖二） 机惻 

474 
(100) 

관광기념품의 
기능성 깅화 

4
硼 

7
(1.  5) 縕 

125, 
(zb．淫〕 

n
／

샅，ㄴ 

그

oU 

114 
(24.1) 

97
(20.5) 

474 
(100) 

제주명품 육성 
3

(0.6) 
S

(1.  1) 급｝．퀼） 776: 
n
乙 窟二） 

120, 
(25.3) 

474, 
(100) 

향토자원 이용 
신제품개발 

7
(1.5) 出 縕 

l
4 78 

.108, 
(22.7) 급累） 

98
(20.  7) 

,474, 
(100) 

면세제도 도입 
5

(1.  1) 
7
脇 縕 

10
(21.큅） 

92
刪 

12.1
(25.  5) 

114 
(24.0) 

474 
(100) 

알선 수수료 근절 
3

(0.6) 
12

(2.  5) 欌 
m
柵 

103 
(z1恣》 

96 
(20.2) 

135
(28.5) 

474 
(100) 

프리미엄 
쇼핑아울렛 조성 

5
(1.  1) 

12
(2.5) 

n

乙J 
8Cㄴ 

89
뻬 

97
(20.5) 

13
(29二） 

(105
(22.  1) 

474 
(100) 

＊주 1점 매우 ㅁ 흡， 7점 매우 만족 

3.5. 잠재시장 규모 추정 

제주관광기념품 시장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12년 

JDC 내국인면세점과 JTO 내국인면세점의 매출액과 롯데와 산라면세점의 매출규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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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하면 1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판매된 먼세품 판매 총액은 약 궈180억 정도의 규 

모가 된다（졔주세관， 2013).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관광기념품 평균 구입액을 

80,000-100,000원 규모로 추정하고4), 내도 관광객의 관광기념품 구입비율에 관한 실증 

분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구입비율을 65-75% 정도로 추정하면5), 2012년 내국인 관광 

객의 제주관광기념품 구매 규모는 약 빅000-6,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 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관광기념품 시장의 총 규모는 약 1조 긔000억 1조 3,000억 

원 정도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는 엄청난 규모의 관광기념품 시장이 형 

성되어 있으나 그 중 외국면세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내외가 되고 있는데， 제 

주지역 먼세점 내에 제주특산十 취급은 롯데중문 면세점에 제이어스와 제주오렌지， 

JTO 면세점에 제주코르아르， 신라먼세점에는 주 사업장이 제주도내에 위치한 업쳬는 

없고 제주산 원료를 가공후 납품 받은 도외업체만 5개 브랜드가 들어와 있는 실정이 

몌（제주세관， 2013), 특히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제주의 관광기념품 구입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독특한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제주 명품개발과 혁신적인 신 

제품 개발을 통한 제주지역 면세점 입점 확대와 콴광기념품 시장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W. 제주 관광기넘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과 정책적 과제 

4,1. 제주관광기넘품 산업 마케팅전략 

4.1.1. 제주 관광기넘품산업 SWOT 분석 

제주 관광기념품산업의 SWOT 분석을 해보면 강점으로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 

내국인관광객의 관광기념품 구입액은 조사기관과 조사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오준석 숙명여대교수의 

2010냔 제주 내국인 관광객 평균지출비용＜37만원） 분석 자료와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첩:(2012) 

자료 등을 고려하여 1인당 구입액 추정한 김형길（201聊 자뵤를 참조하였음． 

내국인 관광객의 관쾅기념품 구입비율은 김형길（2005, 2008, 2011）와 제주대학교 관쾅과 경영겡제연구소 

(2012）의 제주천연염색산업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자료 등에 의하면 87년 82,5％에서 92년 71.5%. 2003 

년 60.8%, 2005년 72.3%, 2008년 80.2%. 2011년（본 연구의 살태조사자료） 81.0%, 2012년 66.3%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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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브랜드 강화， 꾸준한 관광객 증가로 큰 

잠재시장 형성，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 구비를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콴광기념품 관련 

업쳬의 영세성과 특화된 상품 부족， 쇼핑 인프라 부족，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기회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 크르즈 

및 국제직항노선의 꾸준한 증가와 휴양， 레저관광 수요의 증가， 중국인 해외여행자 수의 

폭발적 증가세， 향토성 있는 신제품 개발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위협적 요소로는 관광산업의 무한경챙 시대 도래， 면세품 시장의 확산， 남북관계 개선 

시 내국인 관광객 감소전망， 유사한 관광기념품의 범람으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표 4-1>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SWOT 분석 

강 	점 약 점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광과 세계 7대 자 

인경관 선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브랜드 강화 

. 꾸준한 관광객 증가로 큰 잠재시장 형성 

국제수준의 	 구비 

관광기념품 관련 업 쳬의 영세성 

특화된 상품 부족 

쇼핑 인프라 부족 

관광인프라 “ .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정적인식 

기 	회 위 	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 관광산업 육 

성 정 책 추진 

크르즈 및 국제직항노선의 꾸준한 증가와 휴 

관광산업의 무한경챙 시대 도래 

면세품 시장의 확산 

남북관계 개선 시 내국인 관광객 

감소 전망 

유사한 관광기념품의 범 람 

양， 레저관쾅 수요의 증가 

중국인 해외여행자 수의 폭발적 중가세 

향토성 있는 신제품 개발 확산 

4,1.2.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 분석 

제주 관광기념품 시장은 크게 내국인 시장과 외국인 관광객 시장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국인 관광객인 경우 최근 4년 동안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2009-2012) 4회 이상 방문자들이 34.9%-48.1% 나 되고 있으며， 재 

방문의 비율이 65.3%-85.4%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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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념픔 시장은 여행형태와 방문목적 등을 고려한 시장세분화 방법이 있다． 최근 U7! 년 

사이에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계층은 본인이 스스로 여행상품을 계획하고， 

방문지와 숙박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결정하는 개별관광객 비율과 가족관광객의 비중 

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단쳬관광객과 학생단쳬， 국내외 회 

의나 포럼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이러한 관광유형과 방문목적 등 

에 따른 관광기념품 개발 전략을 고려 해야한다． 그러므로， 관광기념품 제조업쳬들은 필 

수적으로 어떤 표적시장에 집중 할 것인가를 자사의 능력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 중국관광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인 경우 롯 

데와 신라면세점과 화교자본에 의해 형성된 관광기념품 취급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명품들이 롯데와 신라면세점， JDC, JTO 내국인면세점에서 판매 될 수 있도 

록 행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6대 품목인 화장품， 

식료품， 의류， 건강식픔， 액세서리， 잡화류 등의 분야에 제주지역 관광기념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1.3. 명품개발시스템 구축 

명품이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것으로 장안적인의 철학과 창조적인 독창 

성이 결부되어진 제품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명품은 기본적인 명성과 투철한 장인 

정신을 제품 속에 담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충분한 검증받은 전통성 

과 희소성， 일밴적으로 고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풍들이 신세대들에게까 

지 폭넓게 널리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전통성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놀랍도록 새 

로운 시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며 현대적인 감각을 상품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인 명품회사들의 공통점에서 발견 할 수 있듯이 철저한 에프터서비스 정신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관광기념품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경챙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바로 명풍개발시스템 구축 전 

략이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1단계 

제주지역의 향토적인 소재 중 명풍으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경챙력이 있는 소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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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수준 등을 평가하여 분야를 선정하고， 명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2단계 

선정된 분야 기념품의 고품질．고품격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 포장， 즌l제 

품 등을 개발하고， 지역적·전국적 명품을 넘어 세계적인 명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명장제도와 명품 지정제도를 적극 도입 활용하고， 명품 브랜드전략을 수립 시행해 

야 한다． 

3단계 

선정된 제품과 기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의 인증 확보와 획기적인 생 

산， 유통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4.1.4. 제품개발 

제주 관광기념품 시장의 특성들을 고려 해볼 때 관광기념풍 제조업체들이 어떤 표적 

시장을 선택하였든지 간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제주관광기념품 제품개발의 

방향은 제주의 향토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상품개발과 차별화된 혁신 상 

품개발과 디자인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디자인의 현 

대적 변형보다는 제주의 문화와 미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디자인 제품 개발과 포장디 

자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하면 바로 연상 될 수 있는 스타상품 개발이 필요하 

다． 그러나 제주의 대부분 관련 압쳬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1.5. 가격전략 

가격정책은 일반적으로 초기 고가격 정책과 초기 저가격정책， 소비자의 심리에 바탕을 

둔 가격책정 방법 등이 있다（김형길， 김정회， 2010). 제주관광기념품의 가격쟌락은 제주 

관광기념품 시장의 세분화전략에 따른 관광객의 특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 

어야 한다． 먼세품과 지역의 명품들은 어느 정도의 품질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져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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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가격 정책을 유지한다． 그러나 단체관광객이나 학생단채，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을 표적고객으로 하는 관광기념품은 저가격정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가격전략은 

표적시장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4.1.6. 유통전략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의 진훙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공예픔， 농수축산물， 전통식픔 등 

제주의 특색 있는 생산품들을 포괄하고 연계하여 강력한 브랜드파워를 구축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전략 수립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챙력을 강화하고 

관련 상품들을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제주 관광기념풍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유통혁샨을 위한 자구 노력 

과 함께 제주지역의 정쳬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기념품들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특화 

된 기념품스트리트 조성（예： 천연염색거리 등）등을 적극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제주지역 유망 중소업쳬 대외경챙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흔디 손잡go' 민관협의회6) 운영을 통해 고 상풍성， 고품질의 지역우수제품을 발굴 

하고， 관할 면세점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제주세관， 2013）이 효과적으로 잘 추친되어 제 

주지역 우수 관광기념픔이 면세점에 입점되고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4,1,7. 촉진전략 

제주 관광기념품의 촉진전략은 개별기업의 홍보마케팅 활동， 인터넷을 통한 촉진활동 

이외에，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수행하는 특 

별할인판매，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 수출을 위한 바이어 초청 행사 등이 있다． 그러나 

관광기념품만을 집중적이고 쳬계적으로 촉진 할 수 있는 Gift Show 개최 및 유치 등 획 

기적인 촉진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케팅전략 수 

행이 필요한데， 현재 IBM에서 수행중인 제주 글로벌브랜드마케팅전략의 용역결과를 반 

영하여， 실행계획에 따른 제주의 브랜드 강화는 물론 제주 관광기념품 공동브랜드를 효 

6》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담당자， 제주세관과 제주지역 각 면세점 담당 

자， 칙역우수중소업쳬 등의 인원으로 구성 됨 

49 



50 産經論集 第31楫 

과적으로 흥보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 관광기념품별 

로 스토리텔링과 접목하여 콴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구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인터넷마케팅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4.2.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 활성화의 정책적과제7) 

4.2.1.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제주의 관광기념품산업은 제주 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사장을 공략하기 위 

한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적인 지원은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제주 관광기념품산업과 연 

계한 지역 관련 산업의 육성과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특히 졔주를 대표 할 수 있는 명품개발 등을 위한 제주관광기 

념품산 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에 대한 용 

역을 수행한 적이 있으나（2010), 그동안 관광기념품 산업 환경이 많이 변하였고， 실행 

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하여， 제주의 관광기념품 산업 경챙력 

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관광기념품 제조업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중장기발전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 할 

필요가 있다． 

4.2.2. 제주명장 및 명품 선정제도 시행 

현재 제주의 관광기념품산업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제주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 

주를 대표하는 스타상품인 명품개발이다． 특히 제주지역 먼세점 시장의 공략은 물론 제 

주의 관광기념품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면세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계적 

인 명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품질과 브랜드가 확립된 제주의 명풍개발이 

7) 김형길（2003, 2005, 2013) 자료와 김형길，이쾅진（2011)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2012）자료 등 
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50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연구 51 

필요하다． 명품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8년 이미 제정된 ‘제 

주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꼐 제주 명장선정과 명품 선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주명장을 선 

정하고 명품개발의 여건과 계기를 만들어주며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제주명품 탄생을 앞 

당길 수 가 있을 것이다． 

4.2.3. 인증시스템 강화 

제주 관광기념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콴광기념품을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기업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 농수축산물의 

인증브랜드인 J 마크와 제주시의 헤올렛과 서귀포시의 서귀포에버 등의 공동브랜드들이 

어느 정도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며， 감귤， 축산물 등도 자쳬적인 브랜드 개발을 통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브랜드와 인증체계가 혼돈되고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브랜드통합과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선호도를 높 힐 수 있는 관리 

제도의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 또한 인증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선정된 상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2.4. 교육시스템 구축 

제주 관광기념품산업의 지속적인 경챙력강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광기념품산업 관련 생산 및 유 

통업쳬 등의 경영자와 종업원들을 위한 정례적인 세미나 및 디자인， 기술， 마케팅， 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제주지역 대학에서 년간 관광 

기념품 산업 관련 공예， 산업디자인， 광고， 미술 등 관련 분야 졸업생들이 약 120명 내 

외 정도가 배출 되고 있지만 취업 할 영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창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재들이 제주의 특화된 관광기념품 관련 특수 분야의 재교 

육이나 특발과정 교육을 통해 기술을 연마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 관광기념품산업 경챙력 강화의 근간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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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관광기념품산업 추진주쳬로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설립 

현개 관광기념품 관련 행정 업무는 중앙정부에서도 공에품은 산업통상부 산하 중소기 

업청에서 관리하고， 관광기념품은 문화쳬육관광부에서 관장하여 이원화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공예품 관련 행정은 기업지원과에서，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는 관광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성과 지원쳬계의 이중구조라는 문제를 근 

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ㅏ2년 이내에 계속 바뀌어 업무의 연게성 

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경북 영천의 （재）경북천연 

염색산업연구원이나 나주， 전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산 

업의 경챙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국책 연구， 지원 사업의 수행과 제주 콴광기 

념품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 분석， 교육과 인력 양성， 창업， 디자인 지원， 맞춤형 경영컨 

설팅， 스토리텔링 개발， 스타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총괄 

하며，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 관광기념품산업 관련 DB 구축 등 제주의 

관광기념품산업을 이끌어 갈 혁신 주체인 （가칭）제주관광기념품산엡잔흥원을 조속히 설 

립 할 필요가 있다． 

4,2.6. 관광기념품산업 정보시스뎀 구축 

혁신적인 제주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 제조업의 육성 및 효율적인 행재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세계시장의 동향과 전망， 국내 및 제주 관광기념품 시장에 대한 

소비트렌드 및 관광객 욕구조사， 구매행동분석과 블만요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연구조사 

는 물론 관련업쳬 등의 산업생태계 실태조사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제주의 관광기념풍 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 집적 

하고 분석하여， 업체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관광기념 

품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 담아 낼 내용들을 예를 들면， 제주 관광기 

념품 업쳬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업체， 유통업쳬， 국내외 관련 기 

관 등에 대한 관광기념품산업 DB 구축과 제주의 다양한 향토자원의 특성과 특허 자료 

와 정보， 연중 계절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의 크고 작은 100여개의 축제와 관련 된 

주제별， 특성별 정보 제공， 역사적인 스토리텔링 소개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제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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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념품 업계의 신제품 개발 및 교육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걋이다． 

V. 결 론 

제주지역 경제의 리드산업으로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산 

업의 성장과 함께 동반성장의 가능성 및 잡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경챙력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졔주의 산 

업구조를 개선하고， 6차 산업으로 융복합화하며，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 

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다． 또한 관광기념픔 산업의 특성상 지 역의 향토자원과 노동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과 유통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소득 잔류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 

에서 더욱 그리하다． 그러므로 제주 관광기념품산업의 경챙력을 제고 하기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기술의 창출， 축적， 공유， 활용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함으로씨 관광기념품 개발기 

술혁신의 핵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향토성과 정쳬성을 바탕으로 한 명품 

화 가능성과 경챙의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클러스터화하고， 관광기념품 생산업 

쳬들이 디자인혁신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경영 및 기술지원시스템을 구 

축하여 업쳬들의 경챙력을 제고해가며， 스타상품과 리드기업을 육성해 가야한다． 이를 

위한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관광기념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강력한 행재원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쟤주 관광기념품산업의 경챙력을 

강화하고 쳬계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제주 관광기념풍산업 중장기발전전략을 수립 시행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주도적으로 

전문성있게 이끌어가고 추진해 갈 주쳬인 （가칭）제주관광기념품산업진흥원의 설립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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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의 관광산업은 애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대비 2012년 내국인 관광객은 27.9％가 

증가하였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 관광객의 증가율은 지난 3년간 216.4% 성장 

하였다． 이에 따라 여행 중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제주 관광기념풍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분야에 관한 전략적이고 쳬계적인 접근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기념품의 의미와 툭성 및 중효정 등 관광기념품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관광기념풍 구매행동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관광객들이 주로 구입하는 풍목은 농축수산물， 면세품， 농수축산 가공품 

순이였으며． 관광기념풍의 구입장소는 JDC 내국인 면세점， 관광지 기념품점， 농수축툭산 

물 판매점 순이였다． 관광객들이 제주지역 관광기념품 중 경챙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 

야는 감귤가공식풍． 감물염색 등 천연염색， 해산물 가공식품 순이였으며， 제주관광기념품 

의 만족도는 향토성이 가장 높았고． 품질， 실용성 순이였다． 제주 관광기념품 산업 활성 

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제주명품육성， 쇼핑아울렛조성， 알선 

수수료 근절， 향토자원이용 신제품개발 순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주관광기 

념품산업의 SWOT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시장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 및 마케팅믹스 전 

략을 제안하였다． 제주 관광기념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제주 관광기념품산 

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제주명장 및 명품 선정제도 시행． 인중시스템 강화， 교육시스 

템 구축， 관광기념풍산업 추진주체로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설립， 제주관광기념 

풍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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