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관광청,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 글로벌 캠페인 발표 

방문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인기 관광국 멕시코의 위상을 기반으로 한 캠페인 

 

(2017 년 9 월 26 일) – 멕시코 관광청은 뉴욕시에서 신규 글로벌 캠페인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A World of Its Own)’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관광업계에서의 멕시코 위상 

제고 및 홍보활동에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의미하며, 멕시코와 그 수백여 개의 관광지를 

계속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멕시코 만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멕시코 

관광자원의 규모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 캠페인은 특히 멕시코가 세계 

관광객 유치 순위 15 위(2012 년)에서 8 위(2017 년)로 세계 관광업계 평균 대비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 시점에 발표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엑토르 플로레스(Hector Flores) 멕시코 관광청 CEO 는 “이번 신규 캠페인은 멕시코의 모든 것에 

깊이 빠져들도록 하는 초청과도 같다”고 말하며, “캠페인 이름인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우리는 방문객들로부터 멕시코는 다른 여행 경험과는 사뭇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해변가에서 휴식하고, 다채로운 시장 곳곳을 구경하고, 마야어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고, 정글 속 감춰진 파랗고 투명한 세노테를 방문하고, 현대와 전통의 맛이 

어우러진 만찬을 하루에 모두 즐길 수 있음에 놀라움을 표한다. 관광객들은 여행 기간 내내 

멕시코인들의 따뜻한 미소로 환영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환대문화를 경험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압도적인 경험과 발견을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멕시코 관광지가 선사하는 다채롭고 생생한 경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미 인기 관광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는 멕시코의 위상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멕시코는 여행객들로 하여금 다시 방문하고, 더 오래 머무르며 멕시코의 

다채로움과 다양함을 충분히 보고 느끼고 싶게끔 하는 매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점에서 본 

캠페인은 여행객들에게 ‘멕시코를 방문할까?’가 아닌 ‘어디까지 가볼까?’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 캠페인은 또한 수천 년 동안 탐험가, 예술가와 철학자들을 불러들인 

멕시코의 다채롭고, 신비로우며 심지어 초현실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이는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스페인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가 멕시코에 대해 “멕시코로 돌아갈 수 없다. 내 작품보다 

더 초현실적인 나라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풍자적으로 불평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Day of the Dead)’은 이런 멕시코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잘 담아낸 축제로, 

멕시코인들은 이 시기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제단, 음식, 꽃, 화려한 장식과 함께 

기억한다. 여행자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아름답고도 즐거운 이 전통을 경험하고,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축제를 즐긴다는 의미를 상징화한 공공 및 민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측면을 강조한 이번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은 멕시코 관광청 공식 

홈페이지(visitmexico.com) 리뉴얼,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초점을 맞춘 첫 

단계를 필두로 시작된다. 관광 업계 및 멕시코의 많은 관광지와 협력한 광고, 홍보 및 행사도 

오는 10 월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며,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 영상 및 멕시코 

경험을 360 도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과, 소비자들을 위한 버킷리스트 툴 등이 

12 월 론칭 예정이다. 캠페인의 콘텐츠와 메시지는 국가 및 소비자들에 맞춰 디자인되었으며, 

태양, 해변, 로맨스, 모험, 자연, 의료와 웰빙, LGBT, 크루즈, 문화, 유명 행사, 럭셔리, 지속 

가능성과 식도락 등 멕시코의 관광 상품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멕시코 관광청의 최고마케팅책임자 엠마누엘 레이는 "멕시코가 여행객들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접점을 만들어나갈 시기”라고 말하며,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계’ 캠페인은 멕시코가 선사하는 

경험의 깊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여행객들로 하여금 삶을 최대한 누리고, 스스로의 상상력을 

일깨우고, 여행이 세상과 자신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visitmexico.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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