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ymarket (헤이마켓)의 미래 비전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의 의견 

2022년 8월과 9월, Cit of Sydney에서는 
헤이마켓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들, 개선해야 할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1

2022년 10월

응답자 중 91%는 
헤이마켓에 식당과 
카페 때문에 간다고 
응답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이 지역의 
역사를 조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나 작품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식당과 바가 늦은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영업을 

하는 24/7 열린 구역. 빛나는 수많은 
조명과 활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구역.”

“이 지역의 아시아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는 문화 

중심지.”

저희는 여러분께 미래에 헤이마켓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여러분은 
다양한 아시아 문화와 역사를 축하하는 
역동적이며, 붐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자 중 90%는 
헤이마켓 내에 좀 
더 창의적인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마켓의 미래에 대해, 1,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지역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광객, 
비즈니스 단체, 문화 단체 및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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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헤이마켓이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길거리와 공공 장소에 반영된 다양한 

아시아 문화
• 저렴하면서도 고유의 특색을 담은 음식
• 저렴하면서도 독창적인 아시안 식품점에서 

쇼핑하기
• 문화적 유산을 축하하고 기억과 연결시킴

지역사회 태표들이 각 문화를 대표하여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헤이마켓의 
미래에 대해 크나큰 책임감과 동시에, City 
of Sydney와 공조하겠다는 열망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멋드러진 차이나 타운 
게이트, 지역의 역사와 몇 세대에 
걸쳐 유지되고 있는 열정을 가진 

소상공업자들.”

“훌륭한 여러 식당 중 한 
곳에서 가족 및 친구들이 모여 

식사를 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들, 특히나 
시드니의 다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구할 수 없는 야채와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헤이마켓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이트를 포함해서 차이나타운 및 딕슨 

스트리트
• 패디스 마켓과 마켓 시티
• 달링 쿼터

기타 중요한 장소에는 Emperor’s Garden 
Cakes and Bakery, Capitol Theatre, 태국 
타운, Chinese Gardens of Friendship 및 
골목길 등이 있습니다.

달링 쿼터
“새로운 개발은 이 지역에 이전과는 

다른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 또한 여전히 차이나타운의 문화적 

유산을 누리고 있기도 하지요.” 

딕슨 스트리트
2세대 중국계 호주인으로서,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자주 
오래된 캔토니즈 식당과 빵집에 가셨는데 

저는 이 곳에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낍니다.” 

딕슨 스트리트
이곳은 차이나타운의 

정신적인 중심입니다.” 



Places I go or are special to me, and why 

我常去的或对我来说很特别的地⽅及其原因…

我常去的或對我來說很特別的地⽅及其原因…

สถานที�ที�ฉันไปหรอืมคีวามพเิศษสาํหรบัฉัน และทําไม…

Tempat-tempat yang saya kunjungi atau istimewa bagi

saya, dan mengapa...

내가 가는 곳이나 내게 특별한 곳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Dixon Street (딕슨 
스트리트)“ 이 스트리트는 

정말 특별하긴 하지만 어둡고 
폐쇄된 분위기입니다”

“딕슨 스트리트에 있는 
전통적인 조명,골목길에 있는 
네온/LED 현대 조명, 그리고 

길거리 예술의 어우러짐”

Belmore Park 
(벨모어 파크)

“그냥 지나쳐 가는 곳이 아니라 
방문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George Street  (조지 

스트리트)의 남단
“수백 달러를 쓰지 않고도 음료와 

저녁을 즐길 수 있는, 늦게까지 
영업하는 구역이 더 필요합니다”

Paddy’s Market (패디스 
마켓)

“ 이 곳은 식료품을 사고 시장을 
보러가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Chinatown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의 구역들을 더 잘 

연결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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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분은 헤이마켓 구역에 다음과 같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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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더 많은 조명
• 더 다양한 종류의 저렴한, 양질의 지역 전통을 

담은 음식 및 가게들
• 앉을 자리와 공공 화장실 등, 더욱 많은 야외 

식사 자리와 대중을 위한 편의시설
• 헤이마켓 진입 및 헤이마켓 구역 내에서 

접근이 더 용이하도록 이 지역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만들기

• 도로 청소 및 유지보수를 통해 이 지역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들기

• 지역색과 문화적 유산 보존하기
• 가로수 풍경을 이용,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고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축하하기
• 영업 시간 연장 및 활기찬 밤문화 조성

설문 응답자 중 82%
는 헤이마켓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다양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81%는 
헤이마켓이 보행자 
위주의 공간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83%는 야외 식사 자리를 
포함해서 거리에 더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 중 77%는 
기존 건물이 개선되길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78%는 대중 예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9%는 문화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