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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화천산천어축제 해외마케팅 ‘부르릉’

‘눈 · 얼음 없는’ 동남아 시장서 유치 활동
세계적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의 준비작업이

유치해 산천어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축제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해외 마케팅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됐다.

보이고 있다.

화천군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6박 7일에 걸쳐 동남아시아 12개

해외 순회 설명회에 앞서 화천군은 10월 12일 서울에서 24개 인바운드 여

메이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순회 해외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제 설명회를 열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그동안 5년 연속 국내 대표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내년

화천군은 축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도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됐다.

우선 올 12월 말 개장 예정인 선등거리를 조성하는 설계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내년 1월 5일 개막하는 2019 산천어축제를 3개월가

선등거리는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축제장 주변 도심 거리에 등

량 앞두고 해외 시장에서부터 축제 알리기에 나섰다.

(燈) 2만7천여 개에 불을 밝히는 이벤트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담당 직원 등 대표단은 10월 28일 대만의 여행사를

축제장 수변 제초 작업을 비롯해 제설장비 점검, 하천 배수로 정비 사업도

시작으로 동남아 4개국을 찾아 축제를 소개했다.

벌인다.

이어 10월 30일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이틀간 현지 여행사를 방문하고, 11

2019 화천산천어축제는 내년 1월 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계획

월 1일과 2일에는 태국과 홍콩을 찾아 축제를 알렸다.

돼 있다.

화천군은 이들 여행사와의 동반관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해외 단체와

축제 방향은 그동안 강조해온 체류형 축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유여행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지만, 당일 여행객이

특히 내년 축제 때는 올해 실적(12만여 명)을 뛰어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축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를 끌어올
리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체류하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천군은 체류형 축제가 될 수 있게 메인 프로그램인 낚시
터 운영을 다양화하고 볼거리·즐길 거리를 대폭 늘리는 방
향으로 축제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기보다 발로 뛰
는 마케팅에 집중했던 것이 화천산천어축제의 성공비결이
었다"며 "내년 행사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된 만큼 명성
에 걸맞은 글로벌 겨울 이벤트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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