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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세미나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FranceWa 그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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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프 지자체 관광활성화 사례 소개
관광정책 사례 소개 동영상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세미나 개회
Ms. Constance KOUKOUI (콩스텅스 쿠꾸이),
CUF(Cités Unies France, 프랑스 자매도시연합)
국제교류부장

개회 선언, 한-프 주요 참가자 소개 및 감사 인사 :
• 이씨-레-물리노 시,
• Ms. GUICHARD (기샤르), 이씨레물리노 부시장(국제교류 및 관광 담당), 그룹뻬이 꼬레 회장,
• 조은희. 서초구청장, 프랑스와 그룹 회장
• Ms. SEVRIN (쎄브렁), CUF(프랑스 자매도시연합) 사무총장
•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GAOK) 사무총장
• MORO(모로) 대사, 프 외교부 지자체교류지원단장
• 유대종 대사,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 LEFORT (르포르) 대사, 주한 프랑스대사

#KoreaFranceLocalCooperation

진행 순서
개회 선언 및 축사

사례 발표
토론 및 공지사항 안내

회의 종합 및 폐회
중식 (장소 : 카드놀이 박물관)

개회 및 축사
프랑스 “그룹뻬이꼬레” 및 한국 “프랑스와 그룹” 회장단
Ms. Claire GUICHARD(끌레르 기샤르),
프랑스 “그룹뻬이꼬레” 회장
이씨-레-물리노 부시장 (국제교류 및 관광 담당)

- 그룹뻬이꼬레 회장직을 맡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시떼쥐니(프랑스자매도시연합)에 사의 표명
- 이씨-레-물리노 시는 2003년 이래 한국과 우정을 돈독히 쌓아오고 있으며, 한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선구적인 도시임

- 자매결연 교류사업으로 문화, 경제, 신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바 있음
- 이렇게 이씨-레-물리노는 한국 교류에 대한 강력한 염원 속에서 그룹뻬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제일 먼저 바라는 바는 이렇게 화면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대면해서 다시 한국과 프랑스 교류단이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
- 프랑스와 한국의 돈독한 우정을 기원함

개회 및 축사
프랑스 “그룹뻬이꼬레” 및 한국 “프랑스와 그룹” 회장단
조은희,

한국 “프랑스와 그룹” 회장
서초구청장

2+2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를 준비한 주최측에 감사함
한-프 수교 135주년이 되는 올해
행사를 기획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음
파리 15구와 활발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초구는 프랑스와
그룹 회장도시로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겠음
축사 동영상 보기 : 오른쪽 이미지 클릭 

개회 및 축사
프랑스자매도시연합 (CUF, 시떼쥐니)
Ms. Geneviève SEVRIN (쥬느비에브 세브렁),
시떼쥐니 사무총장

- 세미나를 기획한 실무진과 화상 세미나에 참가한 프랑스와 한국의 지자체 관계자에 감사
- 시떼쥐니는 1975년 설립한 지자체협의체로 국제 활동을 추진하는 300여 프랑스 지자체의 교류사업이 보다 가시적이고
적절하며 혁신성과 포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담당
- 전임 장관이자 디죵시장인 프랑수아 렙사멘 신임 시떼쥐니 회장님의 표현처럼
- 지자체 국제교류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코로나 위기동안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아직 젊지만 다이나믹한 그룹뻬이 꼬레의 신임 회장을 맡아주신 끌레르 기샤르 부시장님만 봐도 한국의 친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산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음
-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이씨레물리노에서 2021-2022 시즌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자랑스럽고 많은 토론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인 교류 구현으로 이어지길 기원함

개회 및 축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AOK)
전성환,

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AOK)

축하와 감사 인사
- 지역개발과 주민의 행복 구현이라는 한-프 지자체 모두의 공동 목표 추구
- 코로나19 위기 속 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대면 교류도
가능하길 기대
- 이번 세미나는 한-프 양국 지자체 모두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특히 피해가 많은 관광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아보는 자리가 될 것임

개회 및 축사
프랑스 외교부 지자체교류지원단 (DAECT)
Ms. Christine MORO (크리스틴 모로)
대사
지자체교류지원단장 (DAECT, 프 외교부)

« 지자체 교류, 특히 프-한 교류는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았고, 오늘 이렇게 두 나라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한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그 사례임 »

« 지자체교류지원단은 프랑스와 외국 지자체 산 상호교류를 발전시킬로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 »
« 한-프 지자체 2+2 정책교류 세미나 2021-2022 » 와 같은 행사를 계기로 갖게되는 만남의 시간을 통해 우호관계를 맺고
파트너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우리는 프랑스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 파트너와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 시작한 EXPECT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는 프랑스 지자체의 전문성을 해외 전파를 통한 가치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관광 분야는 « 내일의 세상 »에 있어 중요한 도전으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야 함.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우리가 현재 행하고 있는 관광 전반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 이러한 작업을 통해 좋은 프로젝트로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함 »

개회 및 축사
주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유대종 대사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좋은 기획과 많은 참여에 감사
« 금일 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테마임 »
«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프 지자체 2+2 정책교류 세미나”와 같은 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 간 지자체 교류를 더욱 공고히 지속시킬 수
있게되어 기쁘고,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준비해 온 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노력을 치하하며,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지자체
관계간에 감사함 »

개회 및 축사
주한 프랑스 대사관
Mr. Philippe LEFORT (필립 르포르) 대사
주한 프랑스 대사

축하와 감사 인사

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속에 프랑스 한국 양국 간 정치적 협력관계 역동적으로 유지
4월말 적용된 방역 완화 속에 관광 재개 가능성 제기, 양 국가간 교류활동 수월케 하기 위해서는 상호 백신 접종이
필요하며 방역 조치 수반 필요
2021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5%가 코로나 위기 후 관광 행선지로 프랑스를 선택
한국 지자체는 프랑스 지자체와 파트너 십 체결에 큰 관심이 있음

정책 사례 발표

제주도

수원시

릴 메트로폴

파리 일-드-프랑스
광역 레지옹

정책사례 발표

Ms. Emmanuelle BREUIL-SALLES
(엠마뉘엘 브뢰이-살),

이씨레물리노 도시경쟁력 및 국제교류과장

참가자에 대한 감사와 4개 지자체 발표 안내 :

• 제주특별자치도
• 수원시
• 파리 일드프랑스 광역 레지옹
• 릴 메트로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광의 중요성 강조.

제주 특별자치도

인구 665 048 명
면적 1 845,55 km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관광 동영상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정책사례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김승배

관광국장

세계관광기구 예상에 의하면 2019년과 같은 정상적인 관광객 방문이 재개되기 까지는 2년반에서 4년까지 기간 소요 될
것으로 추측됨.

제주도는 현재 국제항공 노선 일부 중단으로 인해 외국 관광객 35%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나 국내 관광객 증가세가 강해
이를 상쇄하고 있음.
제주도 관광정책은 5개 축에 따라 전략적 접근 :

•
•
•
•
•

안심할 수 있는 관광환경 제공,
스마트 관광 개발 (예 : 관광지별 방문자 수 실시간 공유),
관광 서비스 현대화,
관광객 맞이하기 분야 신기술 혁신,
보건 위기 동안 적용한 관광정책 지속 적용 (예 : 관광객 카드사용 빅데이터 구매 성향 분석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관광정책 발표자료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수원시

인구 1 230 000 명
면적 121,1 km²

수원시
수원시 관광 동영상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정책사례 발표
수원시, 대한민국
최중필

관광과장

서울 남쪽 40 km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
• 4 개 행정구,
• 44 개 동 주민센터,
• 3 600 명 공무원
삼성전자 본사 소재 도시.
국제교류 활발, 자매도시 우호도시 세계 전역 분포.
주요 관광 자원 :
• 수원 화성,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성벽 길이 5,7 km),
• 1985년 이래 문화축제 개최,
• 수원 행궁 576칸, 2003년 이후 개방,
• 문화원과 공원 2010년 개장,
• 수원호수공원, 전국 최대 도심 공원, 캠핑장 다문화공간, 피크닉 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

정책사례 발표
수원시, 대한민국
최중필

관광과장

주요행사 관광자원으로 활용 :
• 정조대왕 능행차(1795) 매년 10월 재현.

코로나 19 대응 관광정책 :
• 화성 관광 게임 어플 개발,
• 가상, 증강 현실 접목, 청소년층에 폭발적 인기.
관광활성화 위한 공공 공간 활용 및 가치부여 정책
• 상인 지원 위한 주변 녹지 활용 (피크닉 킷트 개발),
• 관광 활성화 위한 위생환경 확보 (해외 유입 방문객 검사, 검사소 방문 및 비용 지원, 확진시 임시 생활 시설 수용 등),
•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 비대면 관광 새로운 유행,
• 가상현실 이용한 관광서비스 제공 (가상 현실과 증강현실).

이번 세미나가 양국 관광객 상호 방문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

수원시

수원 관광정책 발표 자료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파리 일-드-프랑스 광역 레지옹

인구 12 292 000 명
면적 12 012 km²

파리 일-드-프랑스 광역레지옹
관광 홍보영상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정책사례 발표
파리 일드프랑스 레지옹
Mr. Christophe DECLOUX (크리스토프 데끌루)
대표
파리 일드프랑스 관광위원회

2019년 대비 3천3백만명 관광객 감수(2019년 5천만명 방문) ; « 수개월 동안 외국 관광객 방문 불가능 ».
파리 일드프랑스 관광 활성화 4대 전략
1/ 지역 관광개발 및 홍보 (레져 비즈니스 / MICE 산업)
 « Paris Region Safe Destination » 라벨 개발로 국제 관광객 안심,
 « 관광 자원봉사자 » 지속활용 외국어 및 관광 전공 학생 600 여명 중심 75개 사이트 배치,
 파리 공항과 철도역 등 10여개 소에 12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새로운 컨셉 개발.
2/ 단골 관광객 만들기 – 경험 중시
 2020년 이후 7~12세 아동 대상 개발한 Paris Région Aventures 게임 어플리케이션 인기 : 200여명 인물 모으기 미션 등
유희 통해 지역 매력 발견 가능,
 신개념 서비스 도입 : 인터넷 통한 관광정보 검색 더 용이하게 …

3/ 홍보 활동 강화 (지역 소비자와 방문객 대상) :
 미디어 캠페인 통해 파리 지역 방문객 45만명 증가 : Parisyours / Parisregion / Parisgreen / Parisbalade / Parisgalerie
/ Parisculture… ,
 2021년 5월부터 새로운 홍보 캠페인 : Parisready (5월) / Parisopen (6월) / Parishappy (7/8/9 월).
4/ 관광분야 종사자 대상 홍보 (관광회사, 프레스…) 프랑스 국내와 해외에 관광 홍보 :
 15개국 132개 파트너 대상 디지털 홍보, 세계 1.008 관광구매자와 접촉,
 파트너 및 세계 잠정 구매자와 3,186 회 미팅 진행.

릴 메트로폴

인구 1 200 000 명
면적 650 km²

릴 메트로폴
관광 동영상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정책사례 발표
릴 메트로폴
Ms. Marie-Christine VIDAL (마리-크리스틴 비달)
대표
헬로 릴 360

릴 메트로폴은 유럽 국가 5개 수도와 300km 이내 거리에 위치 : 파리, 런던, 브뤼셀, 암스테르담, 룩셈부르크.
새로운 투자자, 새로운 시설, 새로운 인재, 새로운 방문객을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 Hello Lille 360 ° 청은 홍보 및
예측과 관련하여 6대 우선 목표 설정함 :
•
•
•
•
•
•

숙소 이용 빈도 증대,
비즈니스 관광 연간 방문객 수 유의미한 증가,
점증하는 대형 체육 및 문화행사 자원화 이용으로 더 많은 방문객 유입,
단기 도시체류 선호지로 자리 매김,
문화시설 방문객, 특히 외국인 방문객의 전폭적 증대,
체제 기간 더 늘이고, 재방문으로 유도.

릴 메트로폴

릴 메트로폴 소개 동영상 보기 : 아래 이미지 클릭

정책사례 발표
릴 메트로폴
Mr. Maxence THOORIS (막상스 토리스)
국제개발 책임자
릴 메트로폴

지역 170 협력 주체와 연합하여 릴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문화, 과학, 경제, 관광,
연구, …).
교류도시 대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주민 사진 컨테스트 등과 같이 구체 활동통한
국제교류와 관광 활성화 영역 확대 ;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교류 가능.

토론
아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 전개 :
코로나 위기 속에도 관광 활동이 유지되었나, 그랬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했는가 ?

코로나 위기 동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가 ?
지역 및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했는가 ?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는가 ?
이러한 새로운 « 상품들 » 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지속 제공 위한 형식으로 개발되었는가 ?
한국과 프랑스의 관광 정책 수립에 있어 국제교류 부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토론

인구 213 199명
면적 1 040 km²

장은정

강릉시청 국제교류팀

강릉시는 2020년 한국의 핵심 관광지 5개 도시 중의 하나로 선정됨.
외국 관광객의 현격한 감소 속에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으로써 관광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음.
코로나 위기 속 관광활성화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전개함 :
• 코로나 위기 속에도 바다와 연결된 Aqua Park 와 해변은 개방 상태로 유지, 방역 수칙 준수 필요, 방문객에 팔찌표식
배포, …
• 관광 방문은 코로나 감염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했으며 수용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
• 휴대전화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토론

인구 169 171 명
면적 694,08 km²

김윤희

당진시청 국제교류담당

• 당진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김대건 신부 출생지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 속에도 행사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스티리밍으로 행사를 진행함
• 행사장 방문객에는 재미있게 구성한 방역킷트를 제공함
• 프랑스 지자체와 교류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음

Ms. Élise PEREIRA-NUNES (엘리즈 페레라-뉘네스)
뚜르시 부시장 (국제교류, 자매결연, 불어권 도시 네트워크 담당).
« 차별철폐 도시 연대 – 뚜르” 대사

• 지역 관광객 유치 노력 : 루아르 고성, 루아르 강변 자전거 노선,
• 파리 시내 지하철 노선에 올 여름 관광행선지로 뚜르 광고 배포 게시,
• 프랑스 국영철도와 뚜르시 그래픽 활용에 대한 협약 체결.

인구 136 463 명
면적 34,67 km²

토론

인구 2 060 000 명
면적 8 240 km²

이연수 팀장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충청남도는 관광 홍보와 정책 추진에 인터넷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현대화 함 :
 Facebook과 YouTube 등 사회관계망에서 활약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함
 Share Market : Amazon과 같은 플랫폼 이용 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시장 상황 분석 작업 강화함

Ms. Emmanuelle BREUIL-SALLES
(엠마뉘엘 브뢰이-살),

인구 70 000 명
면적 4,25 km²

이씨레물리노시 관광 및 국제교류과장

지자체 우호교류와 관련, 이씨레물리노시는 세계 14개 자매도시 방문을 기획할 예정이며, 이
14개 도시 역시 이씨레물리노시를 방문행선지로 선정해 주길 희망.

이씨레물리노는 디지털 방문 기술관련 한국과 노하우 교류를 희망하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배우고 교류함으로써 더 적합한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

발표관련 의견 수렴
의견 교환 포인트 :

• 디지털 도구 활용 : 지역의 관광 경쟁력 유지하고 자매 우호도시와의 연계 유지
• 화상 방문
• 화상회의
• 증강현실
• 문화유산 감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한-프 지자체 상호 발견을 위한 여러 행사 개최
• 관광개발 전략 : 국내 관광객 대상,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국제 관광객 대상
• 보건위기 상황에 맞춘 관광 상품과 서비스 (소그룹 관광)
• 근거리 홍보 후 포스트 코비드 준비 위한 점진적 확대 홍보
• 인터넷 인플루언서 / 관광홍보대사 활용 한-프 지자체 교류관계 가시효과 증대 및 신규 고개층 유입
• 경쟁력 부서와 국제교류 부서 공조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에 긍정적 효과 점증
• 자매도시 네트워크 활용 : 더 많은 프랑스인, 한국인으로 관광홍보 파급 효과

마무리 발언
Ms. Corinne FOULQUIER (코린 풀키에),
프랑스관광공사 한국지사장

관광홍보 활동 유지, 디지털 매체 활용 강화 :

•
•
•
•

2020년 KakaoTalk 채널 론칭, 관광업계 주요 인사 500 여명 네트워킹,
쇼파에서 방문하는 프랑스 한국인 대상 제공 : 비디오 스트리밍, 가상방문 (루브르 박물관 등),
오픈 마켓 통한 프랑스 지역상품 온라인 판매.
한국인 8천명 대상 여론 조사 실시 : 유럽, 특히 프랑스가 방문하고 싶은 첫번째 행선지로 선정.

여행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강함.

마무리 발언 및 공지

그룹뻬이꼬레 회장인 Ms. GUICHARD (기샤르) 부시장은 2+2 한-프 지자체 정책 세미나 2021-2022 시즌의 두번째 회의
개최 장소는 프랑스 뚜르시이고 “친환경 전환”를 테마로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
뚜르시 Ms. PERREIRA-NUNES (페레라-뉘네스) 부시장은 뚜르시 행사는 대면행사로 개최할 수 있기를 바라며 10월
중순경 오전(프랑스 시각) 세미나와 오후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조직할 예정임을 발표.

프랑스측 발표자 정보
Mme Emmanuelle BREUIL-SALLES
Directrice du Rayonnement Local et International
Centre Administratif Municipal
47 rue du Général Leclerc
92130 Issy-les-Moulineaux
 : emmanuelle.breuil-salles@ville-issy.fr

Mme Constance KOUKOUI-ADJOLOHOUN
Cheffe du service Animation géographique et thématique
Cités Unies France
9 rue Christiani
75018 Paris
 : c.koukoui@cites-unies-france.org

Mr Christophe DECLOUX
Directeur Général
Comité Régional du Tourisme Paris Île-de-France
11, rue du Faubourg Poissonnière
75009 Paris
 : cdecloux@visitparisregion.com

Mme Marie-Catherine VIDAL
Directrice du Bureau des Congrès

Mr Maxence Thooris
Chef de projet Développement International
Métropole Européennes de Lille
2, boulevard des Cités Unies
CS 70043
59 040 Lille Cedex
 : mthooris@lillemetropole.fr

Hello Lille
2 avenue de Kaarst – Euralliance A
59110 La Madeleine
 : mc.vidal@hellolille.eu

한국측 발표자 정보

M. Seong Hwan JEON
Secrétaire Général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106 Seosomun-ro, Jung-gu,
Seoul 04513
 : gaokfrance@mofa.or.kr

Mme Eun-hee CHO
Maire du District Seocho (Seoul)
Présidente du Groupe FranceWa
Seocho City Office
2584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06750
 : francais@seocho.go.kr

M. Seung Bae KIM
Directeur de Politique Tourisme
Province de Jeju
6 Munyeon-ro, Jeju-si,
Jeju-do 63122
 : sb1kim@korea.kr

M. Jungpil CHOI
Directeur de Tourisme
Ville de Suwon
241 Hyawon-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16490
 : pillo2002@korea.kr

발표 자료 및 동영상
조은희 서초구청장 (프랑스와 그룹 회장) 축하 메시지
• 한-프 지자체 사례 모음 동영상

지자체 동영상

• 제주도 관광안내 동영상
• 수원시 관광안내 동영상
• 파리 일드프랑스 관광 동영상
• 릴 메트로폴 관광 둉영상

코로나 위기와

• 제주도 관광정책 발표

관광정책 추진

• 파리 일드프랑스 레지옹 관광정책 발표(미접수)

• 수원시 관광정책 발표
• 릴 메트로폴 관광정책 발표

2021. 5. 20. 웨비나

웨비나 출처별 플레이 리스트

감사 인사

한-프 지자체 2 + 2 정책교류 세미나 2021-2022 시즌 제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프랑스 뚜르에서 개최하는 제 2차 세미나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다립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 : 시떼쥐니프랑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씨레물리노시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2021.6.17.)

TOUR FRANCO-CORÉEN
2021-2022
DES INITIATIVES LOCALES
"Groupe-pays Corée de Cités Unies France”

#KoreaFranceLocalCo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