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 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하기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 하기
상가, 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적치 안 하기

실팔찌 교환쿠폰 (단,구매 고객에 한해 증정)
모퉁이 옷장

2

/ 010-3527-7384

투어 장소를 방문하여 디지털스탬프를 받거나
QR스탬프를 찍어 방문인증을 합니다.

밀크쉐이크 교환쿠폰
관덕정 분식(간세라운지)

/ 064-757-0503

음료 10% 할인쿠폰
더 아일랜더

또는

/ 010-8971-5562

베이커리 20% 할인쿠폰
앙뚜아네트 탑동점

원
도

품

우리모두의 약속입니다.

/ 064-759-6090

스

경

김만덕 배지 교환쿠폰

제주

참여만 해도 모두 드리는 참여경품 5개

시 원 도심 내
핫플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제이스탬프’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

제공경품

김만덕기념관

기초질서 지키기

1

이

팡팡

단, 경품 소진시 조기 종료

레

문해서 5
개의

이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제주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 및 도민(개별 관광객에 한함)

방
스를

받 으 면 다 양한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장관을 찾아 온 제주 여행이
식상해 지셨나요?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의 ‘진짜 삶’을 만날 수 있는
원도심 투어를 시작할 때 입니다.
제주의 살아있는 역사와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효리 로드로 유명해진 트렌디 한 핫 스팟까지!!
제주 원도심의 골목길과 산지천을 꼬닥 꼬닥
걸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주를 만나보세요.

참여방법

프를

운영기간 및 참여대상

탬

심쿵투어?

3

/ 064-752-5455

5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지급하는 완주경품
① 기본제공

1코스

2코스

장소에 관계없이 5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완주

필수 장소( ) 2개소 포함
총 5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완주

책 배지 또는 책갈피 교환쿠폰
미래책방 / 010-3656-1753

투
어

투어 완주 후 제공되는 모바일 쿠폰을
확인하고 경품 또는 혜택을 받으세요.
경품 제공을 위한 고객정보수집 필수

② 무작위 1개 제공

제주사랑 상품권 교환쿠폰(5천원권)

제이스탬프 어플을 설치해야 투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주시청- 반드시 수령처에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세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투어는 1인 1회 참여가 가능하며 경품 또한 1회만 제공됩니다.

아메리카노 1잔 교환쿠폰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간격은 최소 5분입니다. 예를 들면 ‘관덕정’에서 스탬프를
받았다면 5분이 지난후에 다음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파인더 / 064-726-2689

순서에 관계없이 5개의 스탬프를 받아도 완주가 가능합니다.
방문한 장소의 스탬프 및 쿠폰은 2019년 7월 31일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5천원 식사쿠폰
관덕정 분식(간세라운지)/ 064-757-0503

음료 교환쿠폰 (단, 매장내 식사시 제공)
무조리실 / 064-904-1999
심쿵투어 참여를 위한
제이스탬프 다운로드

조각케익 또는 타르트 교환쿠폰
앙뚜아네트 탑동점 / 064-752-5455

아메리카노 1+1 쿠폰 (단,커피 구매시 제공)
문의처: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51~2)
긴급문의처: (주)박스트리(010-3052-6758)

더 아일랜더

/ 010-8971-5562

‘완주경품’은 상기 경품 중 무작위로 1개만 제공합니다.

‘제주사랑상품권’ 수령처 및 운영시간
반드시 교환쿠폰을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셔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15

탑동 관광안내소
제주시 탑동로 2길 4
064-728-3919
교환가능 시간 09:00 ~18:00

10

김만덕 기념관
제주시 산지로 7
064-759-6090
교환가능 시간 09:00 ~18:00

9

9

관덕정분식(간세라운지) 야간

제주시 관덕로 8길 7-9
064-757-0503
교환가능 시간 18:00 ~21:00

운영기간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참여대상 모든 관광객 및 도민

장소에 관계없이 5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완주

제주시 원도
1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064-710-7708
09:00~18:00(월요일 휴무)

7

오현단/W 스테이지
제주시 오현길 61

2

삼성혈
제주시 삼성로 22
064-722-3315
09:00~18:00(연중무휴)

8

남수각 산책길
제주시 중앙로 13길

1코스

연중 무휴

공영주차장(무료)
2

6

1

7

9

공영주차장(유료)
1

9

2

기타 주차공간
10

3

8

12 13 14 15

2코스

주차장 안내

관덕정/제주목관아
제주시 관덕로 19
064-710-6714
09:00~18:00(연중 무휴)

7

예술공간 이아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064-800-9331
10:00 ~18:00(월요일 휴무)

2

성내교회
제주시 관덕로2길 5
064-753-8201
연중 무휴

8

중앙성당
제주시 관덕로 8길 14
064-753-2271
연중 무휴

3

삼성혈 문화의거리
제주시 이도1동 1692-23

9

동문시장
제주시 관덕로 14길 20
064-752-3001
연중 무휴

3

모퉁이옷장
제주시 중앙로12길 40
010-3527-7384
11:30~19:30(연중 무휴)

9

관덕정분식(간세라운지)

제주시 관덕로 8길 7-9
064-757-0503
12:00 ~ 21:00(명절당일 휴무)

디지털스탬프 비치 장소

2코스내 필수 인증 장소

QR스탬프 비치 장소

제주사랑 상품권 교환 장소

4

이도1동 주민센터
제주시 중앙로 25길 17
064-728-1530
09:00 ~ 18:00(토,일 공휴일)

5

광양당 터 산지천 산책길
제주시 오현길 14

10

제주시 산지로 7
064-759-6090
09:00~18:00(월요일 휴무)

미래책방
제주시 관덕로 4길 3
010-3656-1753
12:00~19:00(목요일 휴무)

10

순아커피

제주시 관덕로 32-1
010-2692-0255
11:00 ~ 19:00(평일/토요일)
13:00 ~ 19:00(일요일)
(수요일 휴무)

13

산지천 갤러리

제주시 중앙로3길 36
064-725-1208
11:00 ~ 18:00(월요일 휴무)

14

앙뚜아네트 탑동점

제주시 중앙로 13
064-752-5455
10:00 ~ 23:00(연중 무휴)

15

탑동 관광안내소

제주시 탑동로 2길 4
064-728-3919
09:00 ~ 18:00(명절당일 휴무)

제주성지/제이각
제주시 오현길 61

1코스 소개

김만덕 기념관

4

6

연중 무휴

제주시 원도심을 관통하는 산지천은 제주의 역사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인 삼성혈을 시작으로
천천히 발걸음 옮기다 보면 다양한 유적지는 물론
아름다운 벽화길도 만나고 동문시장을 지나 어느덧
한국식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김만덕의
발자취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5

한일슈퍼(반띵/해브어스멜)
제주시 관덕로 4길 3
010-3629-1997
12:00~19:00(목요일 휴무)

11

라이킷 책방
제주시 칠성로길 42-2
010-3325-8796
12:00 ~ 19:00(수요일 휴무)

필수 장소(

) 2개소 포함 총 5개의 스탬프를 받으면 완주

1

투어

2코스 소개
제주시 원도심을 대표하는 관덕정 건너편에는 ‘비밀의
화원’같은 놀라운 골목길이 숨어 있습니다.
좁디 좁은 돌담길을 걸으며 눈길을 돌릴 때마다 작고
아담하지만 개성이 가득한 가게들에 마음을 뺏기다가,
골목길을 지나 산지천을 따라걷다 보면 어느덧 제주의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6

무조리실
제주시 관덕로 6길 14
064-904-1999
11:00 ~21:00(월요일 휴무)

12

더 아일랜더
제주시 일도1동 1251
010-8971-5562
11:00 ~ 20:00(연중 무휴/
카페는 수요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