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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80년대의 자연경관감상 위주에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휴양 및 

쳬험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여행헹태로는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개 

인 및 가족관쾅객의 비중이 수 하였고， 재방문객의 비중은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시장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 부터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올 보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주국제재도시를 추진하였다． 국쳬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국 

제자유도시본부를 신설하였고， 원환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많은 신설 

관광지들이 개장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특벌자치도의 출범과 항께 교육， 의료， 관광 등이 핵심산업으로 육성되연서 국제적 

인 관광． 휴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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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수요를 증대시키는 전략 또한 필요한 것이다． 

관광객이 느끼는 졔주관광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고， 어떤 관광시설이 필요한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20 

일까지 25일간 제주관광이전과 이후 이미지에 대하여 총 412명을 대싱으로 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이진희， 2008). 

졔주관광을 오기 전의 이미지에 대해 ‘환경 청정성（4.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기후와 경관（4.20)', ‘좋은 추억 만들기（4.11)긱 ‘볼거리와 즐길거리（4.03)' 순으로 나 

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바가지 상술（3.03)’이며 다음으로 ‘여행비용（3.24)', ‘쇼 

핑（3.34)'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을 마친 후의 이미지에 대해 ‘좋은 추억 만들기（3.9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 청정성（3.96)', ‘기후와 경관（3.70)', ‘숙박시설（3.66), ‘볼거리와 즐갈거리 

媤6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쇼핑（2.83)’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행비용（3.05)노 ‘토속음식（3.20)꽈 ‘바가지 상술（3.20)' 순으로 나 

타났다． 제주관광을 오기 전과 후의 이미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측정한 결과이다． 

국내관광이나 국제콴광 모두에 있어 방문객의 여행목적지에서의 활동은 대쳬적으로 순 

수관광객인 경우 관광（Si肋tseeing), 쇼핑(shopping기 오락 (entertainment), 식도락 

(eating) 등이며 상용관광객의 경우 비즈니스 활동 山usiness), 관광（sightseeing), 쇼핑 

(shopping), 오락（entertainment), 식도락 (eating) 등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관 

광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쇼핑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제주형 복합 쇼 

핑몰 시절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복합 쇼핑몰의 이론적 고찰 

2.1. 쇼핑관광 

쇼핑에 대한 필요정과 욕구는 관광객들을 여행으로 이끄는 동기가 되며（Timothy & 

Butler, 1995), 이는 일상탈출， 휴식 등과 같은 요인에 근거한다（Law & Au, 2000). 관광 

객들은 즐거운 쇼핑경험과 실용적인 쇼핑경험을 추구하며，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 

라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Yuksel, 2004). 오늘날 쇼핑은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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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활동의 하나이며， 미국， 캐나다 등 서구국가에서 많은 시간과 금잔을 소비하고， 즐기는 

여가활동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Jackson, 1991). 

여가활동으로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쇼핑의 놀이적 측먼을 즐긴다． 또한 이들에게 

쇼핑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자 지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라 할 수 있다． 

쇼핑관광은 쇼핑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관광목적지 또는 관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먹기， 구경하기 등 부수적으로 이 

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문화관광연구원， 1999; 김셩섭 외， 2006; 오상훈 외， 

2008). 쇼핑 관광객은 쇼핑을 통한 물건구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구매하지 

않고 물건을 구경하기도 하고， 쇼핑몰이나 쇼핑거리등과 같은 특정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경험을 추구하기도하며， 친구나 다른 쇼핑객들과 접촉을 하기도 한다（Jones, 1999). 

많은 리조트들과 호텔들은 지역적 특색을 가진 수공예품위주의 상품들을 진열해 놓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은 쇼핑센터가 되어가고 있다（Goeldner & iRitchie, 2003; 

서용건 외， 2006). 

2.2. 복합 쇼핑몰 시설의 유형 

쇼핑몰의 역사가 길지 않은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없고， 복합상업시 

설， 쇼핑몰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복합적 용도의 쇼핑몰이 출현하여 샬내공간에 

서 쇼핑， 식사， 위락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항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심창섭 · 서용석， 2010). 

쇼핑몰이란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포가 집적된 유통시설로서 쇼핑과 요식서비스， 오락을 

결합하여 방문객에게 원스톱 쇼핑쳬험을 제공하는 쇼핑센터를 말한다． 쇼핑몰은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와 쳬류시간의 연장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한 쇼핑센터로 미국과 유럽을 중 

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쇼핑몰이 계획적 

으로 개발되었고 1970년대에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이 등장하여 최근까지도 그 

형태나 기능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서용긴서용구， 2003). 

복합 쇼핑몰은 특정사업자가 주쳬가 되어 시설전체를 계획， 개발하는 소매업태의 하나 

로서 판매시설 및 기타 서비스 시설이 집합된 형태를 의미한다（심창섭 . 서용석， 2010). 일 

반적으로 보행자 위주의 환경에서 소매시설（Retail), 식음료시설（dining), 엔트테인먼트시설 

(entertainment）이 제공된다． 

복합 쇼핑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여가공간뿐만 아니라 중요한 매력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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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West Edmonton Mall, 미국의 Mall of America, 일본의 롯본기 

힐즈 등은 각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현대식 메가 쇼핑몰은 비즈니스와 업무시설， 쇼핑시설， 관광，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다양하게 갖춘 즉， 쇼핑， 비즈니스， 관광， 레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준 도심 위락시설이 

다， 관쾅 · 엔터테인먼트 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즐거움쁠 통한 삶의 질 제고를 표방하고 있다． 

테마형 쟌문쇼핑몰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복합될 수 있도록 테마를 부여하 

거나， 동선을 재배치하거나， 패키지형 상품을 마련하는 등의 입쳬적인 운영전략을 내세운 

쇼핑몰이다． 테마형 전문쇼핑몰은 판매되는 장품， 시설 및 공간，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통 

일된 컨셉으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흘 주는 것이다． 

리조트형 쇼핑몰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쇼핑공간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쇼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쇼핑하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아울렛 몰은 유명 브랜드， 메이거， 스토어 등의 장품수급을 조정하려는 점포형태이다． 

팩토리 아울렛（Factory's Outlet／메이커 재고 처리점）과 리테일 아울렛（Retailer's Outlet! 

소매업의 재고 처리점） 상점들이 군집 형태로 모여 있다. 아울렛 몰은 대부분 도심에서 떨 

어져 있는 관광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극장， 볼링장， 당구장 등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을 도입하고 있다． 

〈표 1> 쇼핑몰 시설의 유형 

구분 현대식메가쇼핑몰 테마형전문쇼핑몰 리조트형쇼핑몰 아을롓몰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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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겯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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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문객을 유인하는 대 
형 쇼핑몰로 다양한 사설 
을 유기적으로 통합 

유명 관광지중심으로 개 
발되며， 스포최 레크리예 
이션．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쳬재 
형 리조트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1（】〕여개 이상의 고급브랜 
드 제품매장이 펀의시설 
과 함께 밀깁되어 아울렛 
타운을 형성 

키워드 Convenience Fun Holiday Value 
강점 상업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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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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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색다르고 
경험 제공 
공간 및 시간 

알상예서 탈 
기회를 제 

합리적인 구매와 엔터테 
인먼트 제공 
고급브랜드 선호가 높은 

아시아 관광객 흡인력 높 
0 

염가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켜 줌 

가족동반으로 갈 수 있 
는 리조트 나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주5일 근무게의 확 산으 

로 인해 쇼핑 공간에서의 
쳬류 시간 장기화 추세 

약점 막대한 쇼핑몰 개발비용 
騙구모 부지가 확보되어 

야 함 

통일된 
움 
컨셉이 

간 어필할 
크 존재 

컨셉유지의 어려 

소비자예게 장기 
수 없는 리스 

멸캉羊객毓는 fl*A1綸 
및 프로그램개발미 요구 

기존 유통채널과의 마찰 
가능성 
타겟고객이 선호 하는 

영품브랜드를 입점시켜야 
집객력 발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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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관광 · 레저연구， 14(3), 2003, 36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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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I. 제주형 복합 쇼핑몰 시설의 입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즐기고 싶은 일은 더욱 많아지고 있 

어 소비자들은 한 장소에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소비 공간 

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의 쇼핑시설은 단순히 쇼핑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 레저 기능 

까지 담당하는 복합 쇼핑몰（Mall）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 놀이， 공연， 교육． 문화 등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쇼핑과는 달리 다양 

한 문화를 즐기고 셍활하는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쇼핑몰 조성의 트렌드는 대형화， 복합화， 엔터테인먼트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트렌드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t 	』審험5 이벤툐ㅗ 

	

a t 	*  - -1.---.  
, 문회蠟교옥 친－ 수－ㅗ－ 

쇼잽 

h샐여ㅜ닝 앉닐瑯奪＊넝 

	

‘꽈눴，"，→，· -－一 	 S 
「一 섭t'．‘驛畔．ㄱ 

=J 	’ 졉驪 ？낍 I 

」 쟈a.·  

仲r＝一一輾 

介 
아6』 
기눙 

자료 ; 디이파트너스 · 한국관꽝공사《2W8). 중문관광단지 특산품상가 및 쇼굉몰 시설 개발 기본 구상 

제주도의 상권은 섬이라는 툭성상 단일 배후시장으로 관광객보다는 지역주민위주로 형 

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권별로 뚜렷한 득정을 지니며， 제주시는 제주시청， 광양로． 

칠성로． 신제주권이 상권의 핵심이고， 서귀포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재래시장이 입지한 구 

시가지권과 신홍주텍지가 밀집한 신시가지권이 대표 상권이다《디이파트너스 4 한국관광공 

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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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복합 쇼핑몰의 입지는 공항이나 관광객의 주요 숙막지역에서 승용차로 15-2야츤 

거리에 위치하고， 대규모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인 공항주변이나 오라관광지구 등과 같 

은 곳에 조성할 것을 제안한디｀ 

복합 쇼핑몰에서는 명품을 판매하는 면세점． 다양한 종류의 유명 메이커제품과 명품을 

' 판매하는 쇼핑아울렛， 제주토속 먹거리와 토산풍을 판매하는 야시장，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을 한곳에 조성한 후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 비행기시간이 남는 잔여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제주나 탑동 등 주변 숙박시설에 투 

숙하는 관광객을 위한 야간관광명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공항과 주면 호텔에서는 정 

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한다． 

3.1.. 도심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와 연계 

패키지 관광객이나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시 구도심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복합 쇼 

핑몰을 연계하여 관광객들에에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한다《이진회， 2009). 

시티투이노선 예 

: 공항→끙두암→용연→탑동（라마다． 오리엔탈， 이마트， 시울호텔 등）→산지천→동문재래 

시장→관덕정（목관아지）→퍼시픽호텔→칼호텔（하니관광）→삼성 혈（민속자연사박물관）→사라 

봉→여객터미널→닦누→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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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 제주기점 국제칙항노선 확대를 위한 Stopover 관광상품으로 개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을 잠시라도 제주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내국인 대상 해외여행 장풍은 대개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해외 관광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코스로 되어 있다. 육지부 공항에서 출발하여， 제 

주를 거치 해외관광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코스로 제주공항에 직항즈】색크이 확보되어 있는 해 

외관광목적지인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제주에 중간 기착하게 되면 제주자 

치도에서는 제주시 구도심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복합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반일관광 또 

는 전일관광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여헹사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스톱오 

버가 활정화되먼·그동안 인아옷 불균형 및 탑숭률 저조로 인한 제주기점 국제칙항노선 

축소 문제는 물론 지속적인 노선 유지 및 신설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톱오버 관광상품 예）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본 오사카로 해외여행을 떠니는 

경우， 김포출발→ 제주에 기착， 제주에서 반일관광 또는 전일관광 후 오사카로 출발→ 오 

사카→ 인천공항 

'V. 제주형 복합 쇼핑몰 시설의 도입형태 

4.1. 쇼핑거리는 명소화되어야 함 

쇼핑거리에는 밤낮으로 거리축제． 공연． 낯선 사람과의 만남 등과 같은 볼거리와 즐길거 

리， 먹거리가 제공되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관광명소가 되어야 한다． 

하와이 칼라카우아 거리（Kalakaua Avenue）는 와이키키 해변에 붙어서 동서로 길게 】뻔 

어 있는 와이키키의 메인 스트리트로 관광객들을 위한 거리이다．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아침이면 조깅을 하는 사람， 낮에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저녁에는 쇼핑이나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빈다．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외에도 120여 개가 넘는 

기념품 가개나 고급 브랜드의 상점， 킹스 빌리지나 로열 하와이안 쇼핑센터와 같은 대형 

쇼핑센터들이 들어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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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DFS 면 A1점(DFS Galleria Waikiki) 

하와이 정부공인 면세점인 DFS 와이키키 쳬인점은 와이키키 비지에서 가까운 로얄 하외끼 

언 에비뉴에 위지해 있고， 세게 유명제품 들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주류， 담배， 향수， 화 

장품， 보석， 패션제품， 가죽제품 등 세게 최고급 브랜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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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인터내셔널 마켓（야시장） 

하와이 칼라카우아 거리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마켓 플레이스 

(International Market Place）는 야시장으로 액찌서리나 토산품을 파는 150여 채의 작은 

가게들로 이루어진 곳인데， 한국 교포 상인들이 많다． 1957년에 개장되었으며 엘비스 프레 

슬리 주연의 ‘블루 하와이’에도 나왔던 쇼핑센터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입구에는 보리수 

나무 숲이 있고， 야자나무와 대나무가 시원한 느낌을 더하며， 바닥에는 갈색 벽돌이 깔려있 

다． 액세서리， T-SI-IIRTS, 소품 등을 판매하는 독특한 선물센터와 레스토랑이 있다． 

  

腋7l릅眈贓灌 T`沁NA鷺샐 

이r …식씩 1 벅 7’汁嶼 

「궁无；큐＝괵：ㅈ 

“『뀨‘蕣」 -i  

{\“，줄 

 

  

   

4.2. 주된 시설은 복합 쇼핑몰이 되어야 함 

유명브랜드， 메이커제품， 제주향토토산품과 특산품， 편의시설 식음시설 등을 갖추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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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내내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해야 한다． 

4汎1.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서쪽으로 알라모아나 비치， 알라모아나 공원 앞에 자리한 알라모 

아나 쇼핑젠터는 6만 평의 부지에 백화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점포가 줄지어 있는 쇼핑과 

레스토랑의 종합시설이다． 일용잡화나 식료품， 선물용품은 물론 간단한 소품이나 세계 일 

류 제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준비해 두고 있어서 관광객이나 현지인으로 북적인다． iF에는 

이탈리언 피자에서부터 프랑스식， 미국식， 한국식， 중국식， 타이식， 일본식 등 세게 각국의 

식당이 있고 2F에는 세계 유명 브랜드 중 샤넬， 구찌， GAP, 크리스챤 디올， 루이비통 등 

세계 유명 토탈 패션 브랜드의 부틱숍이 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생황용품 및 일반용품을 

판매하는 JC PENNY, SEARS, 리버티 하우스， 시로기아 등의 종합 백화점이 자리 잡고 

있는 하와이 최대의 쇼핑센터이다． 

326 



쬔
 
"
  

니
∼님
쯔
룁
 

伊
．
數一
 

`
*
,
 시
→
니
 

멱
 
/
,
,
 

楡
넌
녜
 

→
麟
난
→
滂
，
 

、
  ,
`
 
덤

．
 

`
 捐
騶聊
닙
 활
 

,
 
｀
汁
꺽
 

~
 
,
 

넉 ··
諭－
…
－……
 

제주형 복합 쇼핑몰 조성방안에 콴한 연구 327 

4.2.2. 오키나와 아울렛 몰 아시비나 

오키나와 대규모 아울렛 몰 아시비나（沖繩7r F v,i ㅏ 꾼－7L乃ㄴU깝－）는 나하공항에 

서 약 20분 거리인 도미시로시（豊見城市） 도요자키（豊崎） 지역에 위치하여 버스와 모노레 

일로 접근이 용이하고， 나하공항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ㄴHSHIBIIIAIIOKINAWA OUTSIT MALL 

자료 :htti://bIog.naver.corn/clisgurstJ90042799660 

부지면적 47,066rn팩 규모에 유명 브랜드를 비롯하여 총 80여개의 브렌드가 모여 있는 

酬구모 쇼핑몰로， 지렴한 가격의 각종 브랜드 샵이 즐비하다． 

고급 브랜드의 재고와 샘플용으로 제작되었던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30--SO％까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600석 규모의 대형 푸드코트와 5개의 레스토랑에서 쇼핑 

과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1충은 아시비나 광장을 중심으로 특산품숍 미야라비와 각종 매장들이 있는 층이고， 2충 

은 아시바나즈 푸트코트와 이탈리안 카페레스토랑과 도톤보리 보테쥬 오코노미야키점과 

중화요리점둥이 있다． 

오키나와 민속행사와 다양한 이벤트가 항상 개최되는 문화의 장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곳이다《류큐신보 200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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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영화관， 뮤지엄 등의 위락시설이 추가되어야 함 

복합 쇼핑몰 부지내에서 즐기고， 놀고， 먹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명풍점， 야시 

장， 아울렛 둥의 쇼핑시설이외에도 극장， 공연장， 볼링장， 당구장 등의 위락시설이 추가되 

어야 한다． 

동경 디즈니 리조트（Tokyo Desney Resort）는 1983년 4월에 제3섹터방식으로 개장한 

일본 최대의 주제공원으로 도쿄 중앙에서 10km 떨어진 우라야스（浦安）에 위치한다． 세계 

최대 주제공원회사인 「디즈니랜드」 사의 3번에 공원으로서 미국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 

이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1983년 개장한 도쿄디즈니랜드 파크와 2001년 개장한 도쿄 

디즈니씨（sea) 파크로 이루어져 있고． 각종 부대시설이 있다（이진희， 2005). 

숙박시설은 공원내 도쿄 디즈니 씨의 호텔 미라코스타， 디즈니 호텔인 디즈니 멤비서더 호 

텔， 5개의 도쿄디즈니리조트 오피살 호텔에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보ㅇ巖에서는 디 

즈니 리조트 방문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긱 익스피어리에서는 쇼핑과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익스피어리（IIKSPIARI)는 트리이드즈 페세이지， 트레일 & 트렉， 가든 사이트， 더 콧야드， 

그레이셔스 스퀘어． 뮤지엄 레인， 쉐프스 로우． B 웨이， 시어터 프론트 등의 9가지 테마로 

구성된 거리이며， 테마에 의해 모여진 120게의 숍들과 레스토랑을 포함해 「종합영화젠 

터」 등 복합형 상업시설이다． 

ㅇ 총건평： 익＝ 1 17,000nf 

ㅇ 주요시설： - 상품판매시 섶： 85점포， 식음료판매시설： 30점포 

- 시비스시설 등： 5점포， 시네마 콤플렉스 3,5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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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이 추가되어야 함 

복합 쇼핑몰 부지내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이루어지는 주제공원지구가 추가되어 

야 한다． 제주관광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야간콴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제공원 

에서는 야간공연， 야간전시， 야간쇼 등을 기획하여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출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민속문화촌（中國民俗文化村）은 홍콩의 중국여행사와 심천 화교성경제바런총공사가 

합작 투자하여 1991년10월 개장하였다《MSIE5.U,Windows98;DigExt). 심천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18만m팩 부지위에 21개 민족의 24개 마을이 모두 원래 건축물과 같은 크기로 

조성되어 여러 소수민족들의 건축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으며， 민족공예품과 민족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민속촌의 운영은 공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민족이 출연하는 춤과 노래를 즐 

길 수 있고， 칙접 공연에 창가할 수도 있는데， 시설물을 둘러보는 것은 공연이 없는 시간 

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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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촌 공연 민속문화촌 공연 민속문화촌 내부 

V. 결 론 

제주의 콴광지들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 

객수가 빠르게 증가하도록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대부분이 보는 관광 위주이며， 쇼 

핑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관광추세가 보는 관광보다는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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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즉， 쳬험관광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통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쇼핑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합 쇼핑몰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stop-over 방문객 또는 무비자 방문 관 

광객에게 단시간에 다양한 시절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펀의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 

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 도입 가능한 븍합 쇼핑몰은 제주국제공항주변이나 오라관광지구등과 같이 접 

근셩이 양호하고， 대규모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에 쇼핑， 관람， 공연， 쳬험， 식음 등의 기 

능을 한곳에 집약한 복합몰의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복합 쇼핑몰이 제주도내에 성공적 

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실시할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지 

역주민의 참여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주대학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젠티， 

2010). 

첫째， 야시장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며， 대 

규모의 자본이 투자되기보다는 」너子모 상가가 밀집해있어야 하는 정격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용이할 것이다．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음식， 토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복합 쇼핑몰의 경우 할인된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고 판매될 것이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방문이 많을 것이다． 복합 쇼핑몰내의 잼점에는 현재 지역에서 운영하 

고 있는 상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및 위락시설 종사원은 지역주민을 우선작으로 채용하는 전략을 펼쳐나가 

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사엄을 추친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할당하거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잔릭H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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