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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엔저 등 국내외악재로한국관광산업이 크게위축되고 있다 광주전남

을비롯해한국을찾던 큰손인중국인관광객들이일본으로발길을돌리고있고일본인관광객도크게줄었다

78월은한국관광의성수기이자최대대목이다 관광이침체하면내수부진뿐만아니라관련산업도타격

이불가피하다여행업계는국민들이올여름휴가만큼은해외가아닌국내관광지를선택해주길바라고있다

이에광주일보를비롯한전국각시도의유력언론사로구성된한국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은지난 911

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개최한 대한민국명품관광대전에이어 올휴가는대한민국에서내수를살

리자캠페인을전개한다 전국각시도의여름관광지를차례로소개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TV조선공동기획

내수를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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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동해안 6개 시군의 92개 해변이 지난

10일 일제히 개장했다 삼척 16곳 고성 26곳 등은

다음달 16일까지 강릉 20곳 속초 3곳 양양 21곳

동해 6곳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최장 50일간 운영

에들어간다

6개 자치단체와 상인들은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관광산업의

불씨를되살리기위해한달전부터준비에들어갔다 특히해변마다

특성화를통해관광객들의눈길과발길을사로잡겠다는계획이다

강릉시는테마별타깃별로해변을운영한다동해안대표해변인경

포해변은가족과청소년을위한해변으로특성화하고주문진해변은

해양레포츠 연곡은 가족해변 정동진 해변은 연인해변 소돌해변은

어린이해변으로각각특화했다이를위해경포에서는세계청소년예

술축제를주문진해변에서는여름해변바다축제를각각개최한다

동해시는웰빙휴양타운으로조성하고망상해변에오토캠핑 캠핑

촌등을조성해운영한다 늘푸른바다예술제와망상해변축제 화이

트견운모축제 전국남녀비치발리볼대회와비치축구대회를유치해

관광객을끌어모은다는전략이다

속초시는 속초해변에 장애인과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장애인

외국인전용편의시설을확대하는등틈새전략을마련했다 그동안

부족했던캠핑장과샤워시설 화장실등편의시설도대폭확충했다

삼척시는 해양 어촌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해 장호해변에 캠핑장을

조성하고장호용화길남해변에서는칼라콘서트와작은음악회등

을진행한다 삼척해변에는커피를주제로한이벤트를마련 가족단

위관광객을유혹하고있다

고성군은해양레저스포츠체험을확대하고송지호해변은모기없

는청정해변이라는주제로야영장주변에데이지마리골드 바질등

모기가싫어하는식물을집중심었다봉수대해변에서카누래프팅

요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캠프를 운영하고 화진포해변에서 모

래찜질체험을 삼포해변에서도자기체험을할수있도록시설을완

비했다

양양군은바가지없는해변을모토로낙산해변의숙박업소는가격

정찰제를실시하고 해변별로 조개줍기 오징어맨손잡기 바닷속보

물찾기등차별화된이벤트를개최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조상원신형철기자

신이빚은듯아름다운자

연 절경과 낭만이 함께하는

힐링의섬 제주로오세요

중 동 호 흡 기 증 후 군

(MERS메르스) 청정지역

인제주는여름휴가철을맞아피로에지친심

신을달래줄피서지로최적지이다

제주는 어디서든 놀멍 쉬멍 걸으멍(놀면

서쉬면서걸으면서)삶의여유를찾을수있

어여행자들에게치유의땅이기때문이다

동서로 73 남북으로 31인타원형모양

의화산섬은일주도로 181 해안선 258을

따라푸른빛제주바다로유혹한다

섬 중심부에 높이 1950m의 우뚝 솟은 한

라산 중턱에서는자연이살아숨쉬는휴양림

이반갑게맞아준다

▲낭만의해변으로오세요

바다가아름다운계절에맞춰제주지역지

정 해수욕장 11곳이 이달 1일 개장 다음 달

말까지무더위를씻겨주고있다

제주시에서는부담없이찾기에좋은이호

테우해변 모래찜질매력이가득한삼양검은

모래해변 용천수 노천탕을 갖춘 애월읍 곽

지과물해변 에메랄드빛으로 사로잡는 한림

읍 협재금능으뜸원해변 코발트 빛이 환상

적인구좌읍김녕성세기해변젊은이들이몰

리는 조천읍 함덕서우봉해변이 여행객들을

맞고있다

이가운데이호삼양함덕협재등 4곳은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야간(오후 7시

9시)에도개장한다

서귀포시에서도활처럼굽고긴백사장과하

얀모래 기암절벽과푸른숲 모래언덕이어

우러진중문색달해변 최대넓이를자랑하는

표선해비치해변 담수욕이 가능한 안덕면화

순금모래해변 윈드서핑과 조개잡이를 할 수

있는성산읍신양섭지코지해변이개장했다

도내해변들은흥겨운여름축제도준비해

놓고있다

삼양검은모래축제(7월 2425일) 이호테

우축제(7월 318월 2일) 밭담의 숨결 브로

콜리와곽지과물해변과의만남(8월 1일) 금

능원담축제(8월 12일) 함덕서우봉해변의

살사페스티벌(8월 309월 1일) 표선해비치

해변의서귀포야해페스티벌(8월 312일)이

그것이다

늦여름과 가을로 이어지는 2015 제주 레

저스포츠대축제도스릴과감동을선사한다

다음달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전국윈드

서핑대회 철인3종경기 카이트보딩대회가

바람과함께화려하게펼쳐진다

▲자연휴양림에서산림욕을즐겨요

울창한 숲 속 자연휴양림은 맑은 공기와

함께산림욕으로삶을재충전하는힐링의즐

거움이넘치게한다 도내휴양림 4곳은자연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는 물론 야

영장숙박시설도갖춰놓고있다

제주시봉개동절물자연휴양림은쭉뻗은

삼나무들이빽빽하게들어서피톤치드를한

껏뿜어낸다산림욕은초여름부터가을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다

신경통과위장병에효과가있다는약수물을

맛보는것도즐거움이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은 제주의

허파 곶자왈 지대에 조성된 생태관찰로와

오름 산책로 등을 걸으며 천연 원시림의 진

면목을즐길수있다

산책로 일부 구간에는 1940년대 산전(山

田)터와 1970년대 이전까지 숯을 만들었던

가마터가온전히남아있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자리 잡은 서귀포자연

휴양림은 난대와 온대 한대 수종이 어우러

진 자연환경 50년이 지나웅장한 자태를 뽐

내는 편백나무숲을 자랑한다 특히 숲길 산

책로의중간지점에는계곡물을활용한물놀

이장이조성어린이와가족단위탐방객들이

많이찾고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다양한경관을지닌빼어난산책코스가최대

장점이다 상잣성숲길(32)과해맞이숲길

(67) 붉은오름 정상 등반길(17)은 숲

트레킹애호가들에게인기를끌고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제주일보김재범기자

제주도

강원도

뛰어들자! 동해로

92개해변일제히개장

청소년레포츠등특화

메르스청정지역피서지최적지

해수욕장개장협재등야간개장

모래축제살사페스티벌등다채

피톤치드가득한휴양림산책도

절물자연휴양림

함덕서우봉해변 협재해변

경포해수욕장번지점프

낭만이있는섬 제주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씻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삼양검은모래해변(왼쪽)

과전국윈드서핑대회모습

놀멍쉬멍걸으멍제주는힐링이다
놀면서 쉬면서 걸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