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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때체의 업지와 문화관광지 발달 
- 경북 문경시를 사례로 -

조아라 

The Location of Cultw-al Media and the Development of Cultw-al Tourist Place 
- In case ofMun-Gyeong City-

Cho, A-Ra 

이 연구는 문화매체가 입지한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경시를 사례로 문화관광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생산-문화매체의 입지 배정 

과 과정’ , ‘소비-관광객의 문화관광 행태’ , ‘재생산-지역의 변화’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문 

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을 ‘행위주체’ ‘장소의 보전’ ‘지역인식의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문경시는 문화매체의 입지로 문화관광지로 발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로 장소의 보전과 지 

역인식의 재구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문화관광지로의 발달이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어: 문화관광지， 문화매체， 발달과정， 체험과학습， 문화적 동기， 장소의 보전， 지역인식의 재구성， 순환적 발달 

Abstract : This study is about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t place where the 

cultural media is located. For this purpose, the transformation of the cultural tourist place is divided the 

three stages - ‘'production’ , ‘consumption’ and ‘'reproduction’ . And on the basis of that process, three 

factors - behavior of participants' , ‘'conservation of plac닝 and ‘reconstruing recognition of region - are 

establish어 as analysis catego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t plac닝 are 

examined. The study area is Mun-gyeong city in Kyongbuk provinc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1ows. Firstly, Mun-gyeong city has been on the decline because their mines which 

leaded the local economy was closed by th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municipal 

government' s effort to overcome the regional crisis and more importantly the existence of Mun-gyeong 

Sae-jae where cultural heritage and nature are prominently conserved, cultural media(historical drama 

set) was located in thís cíty. Secondly, after the location of cultural medía the number of tourist is rapídly 

increased. The cultural tourists who v~sit in Mun-gyeong are motívated with ‘experience of history' and 

‘'enjoyment of naturè , and it become the background of reproductíon. Thirdly, there are affirmative effect 

such as increase of tourist income and alleviation of decrease in population, so cultural tourist 

development arestrengthened. In the city, there is wide consent to the cultural tourist place and various 

discourses on the future of the cíty are raised. Fourthly, in the progr‘ ess of cultural tourism, the municipal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75-



문화매체의 입지와 문화관광지 발달 

government p1ays a 1eading ro1e. And the resident bring up various opinions and watching on the po1icy of 
municipa1 government. Cu1tura1 mediators influence on tourists by offering p1ace image and information 
to them. Cul tura1 tourists think ‘'the experience and 1e얹arnin 

reinforces the strategy 0아f cu비11αturπra떠1 tourist de댄ve마10φpme없n따lπt. F뀐'ifth비ly’ the cu1tura1 tourist p1ace have deve10ped 
from the precondition for conservation of p1ace. And the demand of cu1tura1 tourist for well-conserved 
p1ace makes it possib1e that the p1ace is continuous1y preserved. Sixth1y, Mun-gyeong was recognized just 
as coa1 city or historica1 city, but now it has reconstructed as the ‘'positive cu1tural tourist p1ace’ . Tourists 
recognize the region as experience p1ace of cu1ture and history. In the region, the discourses of ‘substitute 
industη’ or ‘'casinò have been rep1aced by ‘'cu1tural tourism’ . On the other side, various future p1ans 

such as ‘'the city of cu1tural tourism and recreational1eisurè and ‘the city of green cu1tura1 tourism' are 
being prφosed. Finally, the process of cultural tourist p1ace is characterized by circu1ar deve1opment. On 
10cating cu1tura1 media, Mun-gyeong is being reproduced as the more positive cu1tura1 tourist p1ace. 

Key word : cu1tura1 tourist p1ace, cu1tura1 media, process of deve1opment, experience and 1earning, 
cu1tura1 motivate, conservation of p1ace, reconstruction of regiona1 recognition, circu1ar deve10pment 

1. 서 로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80년대에 후반부터， 세계화 · 지방화의 흐름과， 

지자제의 실시，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여가와 소 

비문화의 변화 등에 힘입어 관광부문에 있어서 

문화관광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대량관광은 획일적인 개발패턴， 대 

규모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지역주 

민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환경 

의 파괴와 더불어 지역의 개성이 파괴되는 문제 

가 제시되었다. 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정 

체성 고취，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관광으로 문화관광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관광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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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지리학 

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이 지니는 지역개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문화관 

광지가 발달하는 과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잘 밝힐 수 있다. ‘문화관광’ 이라는 개념은 

관광대상에서부터 관광방법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문화매체가 입 

지한 문화관광지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매체가 입지하게 된， 한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 

구를 통해서， 문화관광지가 어떻게 발달하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사례지역은 어떻게 문화관광지로 생산， 

소비， 재생산되는가? 구체적으로，1) 사례지역이 

문화관광지로 개발되는 지역적 배경은 무엇이 

며， 지자체는 어떠한 문화관광 개발전략을 펼치 

고 있는가?문화매제는무엇 때문에 지역에 입지 



하게 되었는가? 2) 관광객은 왜 이 지역을 방문 

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광행태는 어떠한가， 또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3) 문화관광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며， 

이것이 문화관광 개발 전략과 지역의 담론을 어 

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둘째，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1) 문화관광지 발달과 

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는 누구이며， 이들 

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2)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장소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개발되 

고 소비되는가? 3)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지 

역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에 내재된 

지역개발 수단으로서의 문화관광의 가능성은 무 

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2. 연구지역 

연구의 사례지역인 문경시는 인구 90， 000여명 

地理學論훌훌 제39호 (2002.3) 

으로， 과거， 무연탄과 석회석을 바탕으로 우리나 

라 제2의 탄전지대로 성장하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94년 이후 석탄광이 모두 폐광되었 

다. 또한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므로，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제약조건이 많아， 제조업 발달도 

미약하다. 반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독특한 

중원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문경새재는 

조선조 태종 때 개척된 10여KmOil 이르는 평탄 

한 비포장도로로 한강과 닥동강의 수운을 연결 

시켰던 옛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선조와숙종 때 

세워진 관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 

고 있는 문화유적지이다. 

95년 문경군과 점촌시가 문경시로 통합되었는 

데，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 

휴양의 도시’ 로서의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경에서는 ‘사극촬영장’이라는문화매체 

의 입지를 계기로， 최근 2년 간 관광객이 급증하 

였는데， 관광은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오락관광’ 

과는 차별적인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문경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 

출처) 문경시 내부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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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관광객 설 

문， 지자체와 방송국， 시민단체의 인터뷰， 대중 

매체의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 

구방법은다음과같다.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관광을 재정리하고， 문화 

관광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관광지 발달과 

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문화관광이 진행되 

는 배경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방송국 내 

의 담당자와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매체의 

입지선정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 

았다. 또한 지자체의 여러 담당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매체를 도입하게된 배경과 과정에 대 

한 당시 상황을 알아보았으며， 문화관광으로 인 

한 지역의 변화와 문화관광 개발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민단체와 여러 주민들과의 인터 

뷰를 통해서， 지자체의 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양 

상을 살펴보고， 지역 내 ‘문화관광’ 관련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 

서， 중앙신문과 지역신문을 검토하여 인터뷰를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문경새재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관광객 

이 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어떤 관광 행 

태를 보이는지， 관광을 통해 지역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관광지와 관광정책에 대해서 

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설 

문조사는 2001년 8월에 실시했으며， 총 176명이 

설문에응답하였다. 

위 과정을 토대로，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을 ‘행위주제， 물리적 변화， 지역인 

식의 변화’로나누어 고찰하고， 지역개발에 있어 

문화관광의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11. 문헌연구 

1.문화관광 

(1 ) 문화관광의 정의 

문화관광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매우 다의적이 

고 복잡한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의 개념을 규정하기란 매 

우 어려워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 

고있다. 

φ 문화관광의대상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문화유적이다. 그러나 현대물 역시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무엇이 ‘문화’ 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화 

의 정의는 어원적 정의， 운명론적 정의， 예술 · 교 

양적 정의， 생활양식적 정의， 의미체계론적 정의 

1) J.Arwel Edwards는 웨일즈와 스페인의 사례연구플 통해 광산이나 채석장 능 산업 지구가 증요한 문화관광^l가 될 수 있Fi을 
밝힌 바 있다(J. Arwel Edward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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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는가? 2) 관광객은 왜 이 지역을 방문 

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광행태는 어떠한가， 또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3) 문화관광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변화는 무엇이며， 

이것이 문화관광 개발 전략과 지역의 담론을 어 

떻게 변화시커고 있는가? 

둘째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특성 

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1) 문화관광지 발달과 

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는 누구이며， 이들 

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2)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장소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개발되 

고 소비되는가? 3)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지 

역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에 내재된 

지역개발 수단으로서의 문화관광의 가능성은 무 

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2. 연구지역 

연구의 사례지역인 문경시는 인구 90， 000여명 

地理學論홉 저139호 (2002.3) 

으로， 과거， 무연탄과 석회석을 바탕으로 우리나 

라 제2의 탄전지대로 성장하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94년 이후 석탄광이 모두 폐광되었 

다. 또한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므로，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제약조건이 많아， 제조업 발달도 

미약하다. 반면，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독특한 

중원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문경새재는 

조선조 태종 때 개척된 10여KmoJ] 이르는 펑탄 

한 비포장도로로， 한강과 낙동강의 수운을 연결 

시켰던 옛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선조와숙종 때 

세워진 관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 

고 있는 문화유적지이다. 

95년 문경군과 점촌시가 문경시로 통합되었는 

데，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 

휴양의 도시’ 로서의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경에서는 ‘사극 촬영장’ 이라는 문화매체 

의 입지를 계기로， 최근 2년 간 관광객이 급증하 

였는데， 관광은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오락관광’ 

과는 차별적인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문경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 

·蕭-

출처) 문경시 내부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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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관광객 설 

문， 지자체와 방송국， 시민단체의 인터뷰， 대중 

매체의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 

구방법은다음과같다. 

문헌연구를 통해 문화관광을 재정리하고， 문화 

관광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관광지 발달과 

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문화관광이 진행되 

는 배경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방송국 내 

의 담당자와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매체의 

입지선정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 

았다. 또한 지자체의 여러 담당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매체를 도입하게된 배경과 과정에 대 

한 당시 상황을 알아보았으며， 문화관광으로 인 

한 지역의 변화와 문화관광 개발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민단체와 여러 주민들과의 인터 

뷰를 통해서 지자체의 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양 

상을 살펴보고， 지역 내 ‘문화관광’ 관련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 

서， 중앙신문과 지역신문을 검토하여 인터뷰를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문경새재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관광객 

이 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어떤 관광 행 

태를 보이는지， 관광을 통해 지역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관광지와 관광정책에 대해서 

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설 

문조사는 2001년 8월에 실시했으며， 총 176명이 

설문에응답하였다. 

위 과정을 토대로，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을 ‘행위주체， 물리적 변화， 지역인 

식의 변화’로나누어 고찰하고， 지역개발에 있어 

문화관광의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11. 문헌연구 

1.문화관광 

(1 ) 문화관광의 정의 

문화관광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매우 다의적이 

고 복잡한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의 개념을 규정하기란 매 

우 어려워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 

고있다. 

@문화관광의 대상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문화유적이다. 그러나 현대물 역시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무엇이 ‘문화’ 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화 

의 정의는 어원적 정의， 운명론적 정의， 예술 · 교 

양적 정의， 생활양식적 정의， 의미체계론적 정의 

1) J.Arwel Edwards는 웨일즈와 스페인의 사례연구플 통해 광산이나 채석장 능 산업 지구가 증요한 문화관광지가 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J. Arwel Edward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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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 

면， 문화는 “인공성과 심미섯 예술성， 고유성， 

사회성 상징성 권력성이 함께 스며있는 총체적 

생활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유우익， 1998). 이 

러한 문화가 ‘학습， 성찰， 체험’ 의 측면에서 관광 

상품화 될 때， 비로소 문화관광의 대상이 된다. 

@문화적통기 

관광에 대한 ‘문화적’ 동기는 ‘새로운 경험’ 과 

‘교육’을 위한 탐색활동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 

한 강조 정도에 따라 문화관광객의 범위가 달라 

지고 있다. 문화관광은 단지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전문강사나 전문서적 등에 

의존해 지적 호기심이나 미학적 시선을 학습하 

는것으로서， 시각뿐아니라， 청각2)을통한관광 

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반면 타 지역을 접하고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관광이 본질적으로 

문화관광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적극적인 문화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흔히 

답사여행자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 의 

하면， 이들은 문화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 

객 중 소수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특수 문화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 

러나， 관광의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데3) 문화가 이차적인 동기가 되고 있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극적으로 문화적 동기를 

地理學論훌훌 제39호 (2002.3) 

지니고 있는 관광객은 문화관광으로의 변화과정 

을 보다 명백히 보여주며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문화관광객은 적 

극적인 문화적 동기를 지닌 사람뿐 아니라， 소극 

적으로 이를 지닌 사람을 포함할 펼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화관광은 ‘학습， 성 

찰 체험’ 의 측면에서 관광상품화 된 심미성， 예 

술성， 고유성을 갖춘 문화를(관광대상의 측면) , 

적극적 · 소극적인 ‘문화적 동기’를 지니고 관광 

을 하거나(관광방법 및 목적의 측면) , 개발하는 

것(관광자원 개발)으로 정의된다. 

(2) 문화관광의 발달배경 

1) 문화관광객의 증가 

문화관광객이 왜 증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논 

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중간 

계급 이론으로， 포스트모더니티의 도래와 더불 

어 발생된 새로운 문화계급 즉 신 중간계급의 

등장이 문화관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 신 중간계급은문화자본의 획득을 통해 스스 

로의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이들의 성장으로 문 

화관광객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서구 

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는 문화관광객이 

주로 나이가 4-60대 정도이고 소득과 교육수준 

여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지 

되고 있다(Richards. 2000). 

2) 섬승희(2000)에 의하면， 정각을 통한 판광은 안내원(답사 강사 등)의 설명을 듣는 젓 뿐 아니라， 서적윤 통해， 이미 학습한 ̂l 
식을 되새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3) Silberberg는 미국에서 1980년대 관광객과 1990년대 관광객윤 대상으로 관광 동기의 우선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그 섣과， 
1980년대에는 ̂l출， 자연감상， 문화이해， 새로운 장소 방문 등의 사항을 언급한데 비해.1990년대 판광객은 문화이해， 사연깎 
상， 삶에 새로운 시각 획득， 새로운 장소 방문 등으로 응탑하고 있다. 이는 관광의 분화가 변화하고 있음윤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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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민주화 이론(democratization thesis) 

은 수요의 측면보다 공급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문화상품의 창조와 보전을 위한 관 

심 등 생산자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지원금 

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할 필요 

가 생김에 따라， 문화관광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Ashworth， 1995). 이는 문화 

관광지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높은 문 

화자본을 지니고 있는 계층에 한정되기보다는 

일반 대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 (Silberberg， 

1995)과 문화관광의 대상 역시， 박물관이나 미 

술 음악 등의 고급문화에서부터 영화 등의 대중 

문화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Hughes ， 

1992) 문화관광객들의 대부분이 ‘학습’ 보다는 

‘신기성’ 등에 더 방점을 두고 관광한다는 점에 

서 지지되고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으로 관광객은 문화관광을 추구 

하게 되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모 

색으로 문화관광지의 생산을 시도함으로써， 문 

화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 지역 경제 활성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1980년대 기존 제조업 

이 쇠퇴에 직면하면서 구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 

운 경제활동을 모색하게 됨에 따라， 경제활성화 

로서 도시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 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문화관광에서 수입 

발생의 잠재력은 지역소득과 고용창출의 잠재력 

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은 지역 관광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중요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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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의 지역적 불균형을 없애 

기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광 

의 계절성 극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지역 정체성의 모색 

문화관광이 중요하게 평가받는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관광 개발을 통해서 지역 

고유 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주체성 및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는 점이다. 문화관광은 지역의 문화적 · 관광적 

이미지를 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지역홍보를 

위한 수단이 되며， 문화도시로서의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역 간，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적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서 지방이 지역 정제성을 획득하는 주요한 수단 

으로평가되고있다. 

(3) 문화관광에 관한 연구동향 

문화관광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은 크게 다음 

의 세 가지 경향을 중심으로 요약된다. 

첫째， 문화관광객의 증가와 관련하여， 문화관 

광객의 특성이 기존 대중관광객들과는 차이를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Urη(1990， 1995) 

는 문화관광을 기존의 대량관광으로 대변되는 

모던관광과 구분하여 포스트모던 관광으로 정의 

하고 있으며， Stebbins(1996)는 문화관광을 휴 

양관광과 대비시키면서， 문화관광객은 진지한 

여가의 개념에서 전문가로서 관광에 참여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객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고 있 

는데， 이들 연구에서 문화관광객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수준이 높고， 적절한 여가 

시간을 지니고 때로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직업 

에 종사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언급되고 있다 4) 

반면， 문화관광객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밝 

히는 연구도 진행되는데， Silberberg(1995)는 

문화관광객을 문화적 동기에 따라 4집단으로 분 

류하고 있다 5) 

둘째， 문화관광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로서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논 

의가 있다. 이러한논의는주로문화관광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 

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문화관광 

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Walle(2000)는 문화관광이 마케팅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Ash worth (1995) , Sil berberg(1995) 등은 문화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지역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논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연구가 이에 속하는데，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과 지역축제(이벤 

트)의 활성화 방안， 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 방안 

이 연구되고있다. 

셋째， 문화관광이 대상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크게 지역 경제에 미 

치는 영향과， 지역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것으로 선언적으로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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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 역 정체성과 관련하여， Saarinen(1998) 

은 문화관광을 통해서 Sariselk지 역 이 순록농 지 

역에서 야생지역으로 다시 근대 관광목적지로 인 

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보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변화임을 논하고 

있다. 반면， Macdonald(1997)은 Skye섬 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이 문화관광을 통해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관광객을 위 

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의한것임 

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관련되어 구체 

적인 연구가 다소 진행되고 있다. 

2. 관광지 발달과정 

(1) 관광지 발달과정의 역동성 

관광지는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문화관광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 

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물리적 

변천’과 ‘상징적 변천’의 두 가지 틀로서 살펴볼 

수 있다. 생산자는 관광시설물을 건설하는 등의 

직접적인 개발활동을 통해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사회문화적 자원을 변화시키고， 이와 동시에 마 

케팅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기호화한다. 소비자 

는 기호화된 지역의 이미지를 해석하여 받아들 

이며， 지역을 방문하여 관광활동을 함으로써， 지 

역의 자원을 변화시키는데 이는 소비자의 생활 

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관광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틀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수있다. 

4) Knulst(1989) , Merriman(1991), Schuster(1993) 등.자세한 내용은 Richards(1996) 참고. 
5) 이와 유사하게 Bywater(1993)도 문화관광객을 4집단으로 나눈 바 있다. (Silberberg,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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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관광지 발달의 억동성 

지역(자연경관， 사회자원 등 .관광자원) 

• 개발활동 
• 기호화 

____________________ J 

• 관광활동 
• 해석 

L ____________________ J 

출처) Ashworth & Dietvorst, 1995에서 재구성 

(2) 관광지의 선형적 발달과정 

관광지 발달과정에 대한 고전적인 논의는 관광 

객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의 영향의 측면에서 

관광지 발달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논 

의들이다. 이는 관광지 발달과정을 생산자의 개 

발활동과 소비자의 관광활동， 즉， 관광으로 인한 

지역의 물리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살펴 보고 있다. Butler(1980)는 상품생 애주기 

이론의 개념을 대입하여 관광목적지 발전과정을 

6단계로 정리한바 있다. 그에 따르면， 목적지의 

생애주기는 방문객의 수에 따르는데， 외부 개입 

의 부재를 가정할 때 관광객의 수는 주기적으로 

변하게된다. 

관광지의 선형적 발달과정의 한계는 두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물리적인 변화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Heywood는 선형적 발 

달과정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양적인 수준의 분 

석은 이루어졌지만 목적지의 역사적 · 사회적 

속성은 무시되었다고 논하고 있다(Saarinen， 

1998). 모든 관광지의 발달과정이 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한계인데， 

Butler 역시 그 이론은 리조트를 근거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이러한주기를 겪는다 

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화관광 

은 리조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관 

광과는 달리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 

과정에 있어서 다른양상을보일수있다. 

6) Urry(1990) , Shields(1991) , Ashworth and Dietvorst(1995) 등 

-82-



(3) 관광에 따른 지역 인식의 순환적 변화 

최근， 관광을 통해 지역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논의가 증가되고 있는데6) 이는 

관광에 따른 지역의 상징적 변화， 생산자에 의한 

지역의 기호화와 소비자의 해석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역 내 고유한 자원을 기반으 

로 지역 정체성의 고취라는 목적을 띠고 진행되 

는 문화관광에 있어서 이는 더욱 중요하다. 

Johnson은 텍스트 생산과 소비라는 문화순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순환 다이어그램을 

만든 바 있는데， Herbert(1996)는 관광지 의 발 

달과정에 적용하여 지역의 인식이 순환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관광지 생산과 상호작용 

Text 

「 재현되고 해석되는 방식 기 

Production Readings 

매력을관리하는 기관 
방문객이 site를 사용하고， 

메새지에 반응하는 방식 

Impact 
방문객의 방문에 의한 
장기간의 결과 

」

출처) Johnson의 이론을 응용， Herbert, 1996 

생산(Production)은 판촉과 이 미 지 개발의 결 

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텍스트(Text)는 이 

러한 결정이 장소에 부과되는 단계이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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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은 방문객이 지역을 사용하고， 생산된 

메시지에 반응하는 단계이며， 영향(Impact)은 

특별한 문화 현상에서부터 문화유산 또는 보전 

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 방문객이 가지 

는 태도와 가치의 장기간의 결과와 관련이 있는 

단계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 텍스트의 개념 

이 단순히 서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텍스트의 개념은 미술이나， 지도， 경관， 사 

회， 경제 정치적 제도에까지 확장되기도 하는 

데 확장된 개념의 텍스트는 수동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읽는 방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Barnes외 ed. , 1992). 

3. 기존논의 평가 

기존 문화관광 연구는 문화관광지 생산의 측면 

에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이 소비의 측면에서는 

관광행태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하나의 단 

계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기에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 또한， 생산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문화관 

광의 특성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후， 개발 전 

략을논하고있다. 

관광지 발달과정은 일반적으로 벼틀러의 관광 

지 생애주기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대량관광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이론으로， 문화관광이 기존 관광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관광지 발달과정 역시 다른 양상 

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문화관광의 

경우， 관광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미지에 기반 

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과정은 

관광지 발달의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상징적 

측면도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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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지의 발달과정을 생산， 

소비， 재생산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행위주제， 

물리적 측면， 상징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문 

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을살펴본다. 즉， 문화 

관광지 발달과정에 행위주제가 어떻게 참여하는 

지， 물리적 측면에서 장소의 보전과는 어떠한 연 

관이 있는지， 상징적 측면에서 지역인식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삐. 한국의 문화관광 

1.문화관광발달배경 

(1) 여가문화의 성숙 

관광활동의 변화는 여가환경의 요인에 따라 변 

화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가는 정치적 요인 

으로는 복지정책， 경제적 요인으로 민간소비지출 

의 증가， 사회 · 문화적 요인으로는 노년인구의 

증가， 여성의 여가수요증대， 고학력화， 학교여가 

수요 증대， 하위문화 등장， 기술적 요인으로는 노 

동수요의 감소， 생태적 요인으로 자연환경에 대 

한 동경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여가환경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중화학공업에 기반을 둔 급속한 경 

제성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역시 지속적으로 

7)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및 노동부 흠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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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되는데， 81년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3시간이었던 것이 89년 49시간대로 떨어진 후， 

2001년 6월 현재 46시간대로 감소하였다 7)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감소 

로 인한 개인 자유시간의 확대로 여가 활용비 역 

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여가활용비 

2,500,000 

2,000,000 

’,500,000 

1,000,000 

500,000 

.... 를i‘ ” ‘가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자료1)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여가문화의 성숙에 따라 관광행태는 보다 차별 

적이고 세분화되고 있으며 관광목적지가 다양 

해지고， 관광경험 역시 휴양위주에서 체험과 학 

습위주로변하고있다. 

(2) 문화 · 관광정책의 변화 

1) 문화정책의 변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정치적인 혼 

란과 경제적 피;폐， 사회적 불안으로 정책에 투입 

할 자원은 물론，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자체가 

매우 낮아 정부시책으로 대우받지 못하였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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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 고 있다. 

졌으나， 주로 대규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중 

시되었다.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전의 문화정책 (3) 지방자치제의 실시 

과 문화행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향수 

권 뿐만 아니라， 참여권도 신장하여 총제적인 삶 

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었으며， 

‘지방 공간’ 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문화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었다. 

문화의 향수에 바탕을 둔 생활문화 강조와 지 

방문화 활성화로의 정책전환에 더하여 문화정책 

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의 관광상품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 

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딛fr국의 이미지’ 를 높 

이기 위한 것뿐 아니라 지방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나 

타나고있다. 

2) 관광정책의 변화 

문화관광이 지역성장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채 

택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 

터이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자치단 

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정도의 정치적 자율 

권을 얻은 동시에 지방의 발전과 성장의 책임을 

맡게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관리자 

가 아닌 도시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까닭은， 지역 고 

유의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존 자원이나 막 

대한 자본 없이도 손쉽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문화관광현황 

‘문화관광’의 정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포괄적이며， 그 구분이 다른 유형의 관광처럼 명 

80년대 이전 관광정책은 외화획득을 위해 주로 확하지 않다. 문화관광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단지 개발 및 시설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편 

도입이 주를 이루었다.80년대에 들어서 생활수 의상 박물관이나 지역축제 중 문화관광의 특성 

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이 이 명확한 것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활발해지면서， 국민복지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인 서 문화관광 현황을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 

식됨에 따라， 국제관광 일변도에서 활피하여 국 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민관광부문도 진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 

되어 왔다.80년대 후반부터 여가문화가 성숙함 (1 ) 문화관광 수요 현황 

에 따라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 

의 관광정책은 문화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문화’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몇몇 문화관광 

를 취하게 되어， 다양한 문화관광정책이 제시되 지에 참여하는 관광객수를 토대로 문화관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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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파악해본다.90년대 들어， 문화에 대한 관 

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택의 사회지 

표’ 에 따르면， 신문 구독률은 85년 62.2%에서 

96년 7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신문 중 

관심부분에서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0 

년 11. 2%에서 96년 16.7%로 9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문화향 

수실태조λf 8)에 따트면 인터넷에서 문화관련 사 

이트에 접속한 경험은 전체의 40.2%,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94.8%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문화’에 대한관심이 매우높음 

을알수있다. 

문화관광의 경험 또한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역사유적지 관람율도 91년 

38.1%에서 2000년 51. 5%로 증가하여， 응답자 

반 이상이 역사유적지를 관람하고 있다. 지역축 

제 참가 횟수도 97년 28.6%에서 2000년 32% 

로늘어나고있다.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그림 5) 연간 박물관 관람객수 

“ι ‘.9'>0 ‘g!i6 ‘.9f/J ‘.ge1 \111\ ‘.1116 

‘.9f/J ‘11&8 ‘앵O ‘앵‘ 、.\1113

자료) 통계청 ， 1995, 통계로 본 광복이후 한국인 
의문화생활변화 

〈표 1) 역사유적지 관람율 

〈표 2) 지역축제 잠가 횟수 

2000념 

51. 5 

없다 

71.5 

68.1 

자료) 문화관광부， 각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박물관관람， 역사유적지 방문， 지역축제 참가 

등의 경험은 대표적인 문화관광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젓은 문화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 

이다.90년대 이후 ‘삶의 질’ 이 중요하게 대두되 

면서， 문화에 대한관심이 증가하고， 문화관광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8) ‘문화향수실태조새 는 2000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남녀 2 ， 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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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관광의 공급 현황 지방자치단체 역시 문화관광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지자체의 관광부문 예산 현황을 살펴보 

관광행태의 변화는 관광객의 변화 뿐 아니라 면 서울시와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관광지의 생산에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 

다.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공급의 차원 

에서 문화관광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연 

관이깊다. 

1) 문화관광 관련 예산 증가 

90년대 이후， 관광행태의 변화에 따라， 문화관 

광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높아졌으며， 이에 

문화관광관련 예산이 증가하였다. 단적인 예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살펴 

보면， 역사문화관광자원 · 체험관광과 관련된 레 

저스포츠관광자원 ·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된 국 

고지원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역사교육의 장， 건전한 체 

험관광 등의 목표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의 균형적 개발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는 문화관광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잘 대변 

하고있다. 

〈표 3) 문화관광자원 개발 국고지원액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레저스포츠관광자원개발 

생태관광육성 

2) 문화관광대상물의 증가 

문화관광관련 예산의 증가과 더불어 문화관광 

대상물 역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지역축제’ 의 증가이다.90년 

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 

서 지방의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확립하려는 

문화정책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는데， 이의 일환으로 

‘관광축제’나 ‘산업축제’ 등이 활발히 개발되었 

다. 현재 지역축제는 문화체육부(1996)에 의하면 

3997H로 1970년대 당시 120여개에서 3배이상 

확대되었다. 

지역축제와 더불어 ‘문화의 거리’ 역시 증가하 

고 있는데 2001년 6월 현재 문화의 거리는 82 

개로， 96년 당시 257WO)에서 늘어난 것이다. 문 

화의 거리는 도시가로에서 특히 문화적 쇄신의 

6,160(10) 

2,200(6) 

1,140(3) 

파급효과가 큰 환 

(단위: 백만원 개) 경요소가 많은 지 

9.450(28) 

1450(7) 

400(2) 

역을보존， 정비함 

으로서， 도시의 문 

화활동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 도시 

의 정체성을 확립 

자료) 문화관광부， 2000， 관광동힘쩨 관한 연차보고서 ; 주) 괄호()안은 지원하는 사업 수 시 키 려는 것이 목 

9) 문화관광부， 200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고 
10) 문화체육부.1996. ， 문화관광부 흠페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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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 실시하고있다. 

문화시설물의 건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박물관의 현황을 살펴보 

면， 90년 이후 박물관이 5개에서 102개로 급증 

하고 있으며u) 전시물도 예전 유물을 위주의 전 

시물에서 김치， 의복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 문화시설 공간 역시 92년 2 ， 306개에서 98년 

3 ， 620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보급 전 

수시설은 문화관광과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 증 

가하고있다. 

이 외에 역사적 자원의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재 등의 유적지 

를 복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설화 속 

의 인물이 활동한 무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상품화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에 있 

는 자원을 새롭게 해석하는 역사 · 문화 탐방 코스 

의 지정 또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연을 학습 

하는 생태공원의 지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문화관광 매개자의 증가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 

담당하고있다. 

서적 외에 문화관광의 매개물의 성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철도상품이다. 1985년 신혼열차 

를 시초로 철도청은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늘 

려왔으며， 특히 1997년 이후 정동진 열차가 성공 

적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상품을 시도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85년 107H 미만이던 

철도상품과 코스는 이후 207H 가까이 증가되었 

으며， 97년 이후 상품(4이과 코스(7이가 비약적 

으로 증가하게 된다.떠) 

철도관광상품의 개발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과 고객의 욕구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욕구를 충 

족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광상품은 전체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여) 

IV. 문화관광지 발달과정 
: 문경시를사례로 

1.문화관광지의생산 

관광과 관련된 서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1 ) 문화관광지 생산의 지역적 배경 

지리， 역사， 자연을 소개하는 서적은 9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12) 이러한 서적은 교양서이면서 1) 석탄산업의 쇠퇴 및 제조업 발달 미약 

도 그 자제로 여행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어， 문 

화관광지 생산과 소비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을 문경시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산업별로 살 

11) 분화관광부 내부자료 
12) 국립중앙도서관， 각년도， 대한민국출판물목록 참고 
13) 최연혜， 2000， 철도관광상품의 핵심성공요인 분석 
14) 철도관광상풍 이용객 수는 5년간 평균 24% 증가하였고， 수입은 45%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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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광업이 전제 사업체수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1986년 1. 2%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의 비 

율에 있어서는 35.8%를 점하고 있다. 반면 제조 

업 종사자수의 비율은 8.6%에 불과해， 그 발달 

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문경시의 단일한 산업 

구조는 광업이 쇠퇴할 경우 지역 자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문경의 석탄산업은 

1926년 일제에 의해 문경탄광이 개발되면서 시 

地理學論훌훌 저139호 (2002.3) 

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에 5개년 경제개발 계 

획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면서， 1988년 현재 

30개의 탄광이 가동되었으며， 종업원수는 

6， 66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사 

업이 실시된 후， 94년 은성광업소를 마지막으로 

지역 내 모든 석탄광이 폐광되었다. 99년 현재 

광업 사업체의 비율은 0.1%로 종사자수의 비율 

도 0.5%로 급락하게 된다. 

〈표 4) 문경의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샤엽처{수 좀샤자수 
구환 

실 추 벼 훌 삶추 섬l 옳 

광 업 57 1. 2% 6,999 35.8% 

1986 제조업 487 10.6% 1,675 8.6% 

전 체 4.614 100.0% 19,574 100.0% 

광 업 7 0.1% 88 0.5% 

1999 제조업 473 8.1% 1,968 11.5% 

전 체 5.835 100.0% 17 ,144 100.0% 

자료) 경제기획원.1986 ， 총사업제통계조사보고서: 문경통계연보， 2000 

반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86년 8.6%에서 99 업체들로 15) 문경지역의 고용기회 창출의 기회가 

년 11. 5%로 절대수도 적을뿐더러 증가율 역시 매우 적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경에서 광업의 

미비하다. 95년 현재 경북의 인구 1doo명당 광 쇠퇴 이후 별다른 대체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공업 종사자수는 68명인 반면 문경의 경우는 있음을시사한다. 

25명으로 경북 내에서도 광공업의 비율은 낮다. 

또한， 제조업의 대부분이 100인 이하의 소규모 2) 지역의 쇠퇴 

15) 전체 71개 중 100인 이상 사업체는 1개에 불과하다.(분경통계연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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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석탄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광 

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효 

과를 유발시킨다. 경제적 측면에서 석탄광업부 

문의 생산감소로 인한 관련제조업의 위축이 유 

발되어 금융， 서비스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폐광에 

따른 광부들의 실직과 인구감소 현상이다. 이는 

폐광에 따른 근로자가 이주할 뿐 아니라， 폐광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관련산업종사자 역시 이 

주하기 때문이다(서봉만 1992) , 

문경시의 쇠퇴과정은 인구변천을 통해 명백하 

게 파악할 수 있다. 일찍 광산개발이 시작된 문 

경에는 1968년 158， 163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 

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로 서서히 감소되 

어가다， 89년부터 91년까지 인구가 급감，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70년대 이후 

이촌향도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가 서서히 감소 

하다가， 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 

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갔음을 보여주 

고있다. 

〈그림 6) 문경 인구 추이 

민 구 

160，。잃 | 
l 140.o$ l -......... 、 | 

、*‘ l 

6OOOg ! 
’ ............ 1 

20005 ‘ 
용 § § § § 뚱 용 용 홍 용 용 용 § 훌 훌 용 

자료) 문경통계연보， 2000 

(2) 지자체의 문화관광 개발 전략 

-~-

1) 경제적 기반으로서 문화관광 

문경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체산업 

의 육성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으며， 관광기반 

시설이 특별히 존재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에 지 

역의 고유한 역사 · 사회적 자원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이 개발 담론으로 떠오르 

게된다. 

지자체는 민선시정 최우선 목표를 ‘환경 친화 

적 관광 · 휴양도시 건설’ 로 선포하고， 관광분야 

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 

에의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기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화관광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자제는 

문화관광과 별도로 대규모 휴양시설의 도입 역 

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나 관광개발 계획 중 

스키장이나 골프장， 대규모 휴양단지 등은 민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 

다. 이에 지자제는 대규모 관광시설의 도입보다 

는 지역의 기존 자원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2) 기존자원의 활용 

지자체 문화관광 개발전략은 폐광부지를 활용 

한 전략과 역사자원 개발 전략， 지역 내 기타 자 

원의 개발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폐광부지 활용전략이다. 방치된 폐광부지 

를 정비해야하는 필요와 관광시설 부지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는 폐광부지를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클레이 사격장과 관광열차， 석탄박물관 

과 활공랜드를 들 수 있다. 둘째， 지역 내에 산재 



되어 있는 역사자원 개발 전략이다. 이는 ‘문화 

재 관리’ 가 중점을 이루는 기존의 전략과는 차별 

적인 것으로 비록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 실존했던 위인이나 설화에 의미를 부여하 

여 역사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다. 셋째， 지역 내 기타 자원 개발 전략으로， 온 

천 · 생태공원의 개발 · 추진이다. 생태공원과 관 

련하여， 시에서는 ‘기존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 

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개발을 추진， 체 

험학습을 통한 제류형 관광창출을 도모하려는 

것’ 16)으로 생태공원 지정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 

데， 이는 ‘기존 자원의 활용’ 이라는 지자체의 문 

화관광 전략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 

존 자원을 활용’ 하는 지자체의 문화관광 전략은 

문경에서 문화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3) 문화매체의 입지 

1) 고려시대 사극의 방영 

촬영장이라는 문화매체는 방송국이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방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만 

들어졌다. 고려의 왕궁터인 만원대를 비롯한 대 

부분의 유적이 북한에 있다는 점과 사료접근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사극의 배경으 

로 채택되지 못했었다. 또한 기존 조선시대를 무 

대로 하는 사극은 용인 민속촌 등 배경이 되는 곳 

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고려의 경우 배경 및 의 

상 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16) 2000, 12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17) 1999년 2월 3일 기 자간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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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고려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고， ‘용의 눈물’ 등 

의 사극의 시청률이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고려 

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방영이 결정되었다. 

작가와 함께 계획을 한 것은 15년 정도 전이었다. 

당시 무선정권과 삼별초 등을 방영하기로 조정이 

되었으나，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전무하여 

초기 비용(미술관련)이 너무 많이 들어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91년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삼국기’ 를 방영하띤서 상당량의 의상이 확 

보가 되었다. 이에 유교에 지중된 일변 나약하다 

할 수 있는 조선사극에서 벗어나 고려를 대상으로 

사극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이야기가 

지속됨에 따라 시청자뜰 역시 지치게 되었기 때문 

이기도 하다. 무선정권과 삼별초를 다루기 전에 고 

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왕건’ 을 다루게 되었 

다，(안00 ， KBS 드라마 제작국 부주Z}) 

이를 위해 방송국에서는 99년 초반에 미술비로 

1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제 

작을 시작하면서 추가로 350억 원 가까이 투자 

를 하게 된다. 제작 초 방송국에서는 고려 수도가 

개성이란 점에서 방북촬영도 추진하고 있었으며， 

북한 연기자를 출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 

다!7) 이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KBS는 ‘북에 있 

는 10대 민족문화유산’ 과 ‘남과 북이 함께 부르 

는 노래’ 자연다큐멘터리인 ‘개마고원 ‘등을 공 

동제작하기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에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 방송 교류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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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매체의 입지 선정 과정 문경의 잠재력 

사극의 배경이 되는 세트장 선정 당시 문경 외 

에도 여주와 이천， 파주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그 중 문경이 선택되었으며， 문경에 인접해 있는 

안동과 제천에 추가적으로 세트장이 건설된다 19) 

사극 촬영장이라는 문화매체가 문경에 들어서게 

된 것은 우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문경은 여러 

면에서 문화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데， 이러한 문경의 장소성이 문화매체가 들어서 

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문경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1점과 지방지정 문 

화재 32점， 비지정문화재 202점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산재해 있다. 이와 더불어， 문경새재 도 

립공원， 신라 때 창설되어， 화강암에 양각된 마 

애보살좌상이 유명한 봉암사 백운대， 강변을 따 

라 기암괴석이 이어지는 진남교반， 하얀 암반이 

즐비한 선유동 계곡， 용 두 마리가 솟아올랐다는 

용추계곡， 수림으로 둘러싸인 운달계곡， 청용과 

황용이 살았다던 쌍용계곡 경천댐 등 자연경관 

이 아름다운문경 8경이 있다. 

특히 문경새재는 백두대간의 조령산 마루를 

넘는 재로 예로부터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잇는 

사회 · 문화 · 경제의 요지였으며， 국방상의 요충 

지였다. 문경새재에는 나그네의 숙소인 원터， 신 

구 경상도관찰사가 관인을 주고받았다는 교구정 

터가 남아 있고， 옛날에 산불을 막기 위하여 세 

워진 한글 표석 ‘산불묘심’ 비가 남아있다. 또 

한， 역사에 얽힌 갖가지 전설을 비롯하여 임진왜 

18) 2001년 6월부터 추진 예 정 

란과 신립장군， 동학과 의병이 남긴 사담이 있 

다. 10여 kmöil 이르는 비포장도로는 국내 유일 
의 트레킹코스이다. 다양한 문화유산， 수려한 경 

관으로， 문경은 문화관광지로 발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문화매체의 입지에 중요 

한배경이 되고있다. 

방송국도 타 지역에 비해 거리가 먼 문경이 선 

정된 이유로 문경새재의 탁월성을 꼽는다. 

문경 세트장의 단점은 역시 서울에서 멀다는 점 

이다. 최소 3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새재는 여러 장점을 지니는데， 우선， 도립공원 

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 

에 동시녹음이 용이하다. 계곡이 맑고， 폭포도 있 

으며， 아름드리 나무가 많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한 관문이 3개나 있어 따로 오픈 세트장을 짓지 않 

아도 전투에 필요한 배경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lOkm가까이 되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비포장도 

로가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 

포장도로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안 00 

KBS 드라마 제적택 부주간) 

현대물이 없다는 점은 촬영에 있어 카메라의 

시선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곡이나 폭 

포가 존재함으로써 촬영장소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며 아름드 

리 나무는 역사적 느낌을 더해주는 요소가 된다. 

동시녹음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문이 오픈세트 

19) 안동과 제천이 선정 된 이P「는 우선 제작비 절감의 차원에서 세트장 간의 이동거리찰 줍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분이었다. 또 
한 충주호나 한강근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전투장면을 찍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안동댐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투신 때 흘러내리는 기닫을 처리하는 것으르 촬영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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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은 제작비 절감의 차 였으며， 제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원 

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 하여 기반공사는 지자체에서 시행하였다. 

해 99년 2월 문경이 촬영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극 촬영장을 문경새재 내에 설치하 

3) 문화매체의 입지 선정 과정 11 지자체의 대응 

지자체에서는 사극 세트장이 관광자원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경시 지자제는 지난 97년 일본 훗카이 

도의 폐광촌인 유바리로 견학팀을 파견한 바 있 

는데， 당시 견학팀은， ‘석탄박물관， 복합온천탕， 

영화 촬영지 조성’ 을 검토할 만 하다는 보고서 

작성한 바 있었다. 이 중 석탄박물관과 복합 온 

천탕은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었었고， 그 연장선 

에서 방송국이 사극 세트장 건설을 제안하였을 

때，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세트 

장이 들어서게 될 부지와， 토지기반공사， 가로등 

및 전깃줄의 지하매설 상수도 제공 등 기반시설 

을 제공하였다. 총 사업비 33억 4천 8백만원 중 

문경시에서 4억 3천만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도 

립공원 입장료 수입 중 관리비와 왕건 촬영장 관 

리소 직원의 월급 등을 제한 순이익을 지자체와 

방송국이 50 : 50으로 나누기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 방송국에서는 이로 인해 2000년 한해 동 

안 3억 원 가까이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향후 

10년 간 방송국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며 이후 

지자체에 기부하기로 협약되었다. 전례가 없던 

이러한 협약은 후에 여러 방송국과 지자제가 세 

트장을 만드는데 모델이 되었다. 사극 촬영장은 

문경 외에 안동과 제천에 추가적으로 건설되었 

는데， 안동시는 제작비 21억 중 9억 원을 지원하 

20) 조선일보， 2001. 7. 27일자 

-93-

려는 지자체의 전략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회의 

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공원 내 벚꽂나무 

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베어내었을 때， 반대가 

높아졌다. 초기 지자제의 관광개발 전략으로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세액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높아졌다. 

문경사람들은 예전에는 산책 삼아 답답한 때 문 

경새재를 올라가곤 했는데 이제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문경새재를 방문하 

지 않는다. 또한 새재 앞이 무분변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거부깐도 크다. 세트장 역시 흉보와는 

달리 일회성으로 보여 주민뜰의 실망도 크다. 현재 

관광 수입이 있다해도 10넌 뒤에는 모두 다 쓰레 

기가 되어버린텐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는 불만의 소리도 높다. (주흉산 지거기 공동 대책 

위원회 상근자) 

지자체는 반대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초 주민과 공무원 670여명을 단체로 

‘모래시계’ 촬영지인 정동진으로 견학을 보냈 

다 20) 이와 더불어， ‘허준’ 의 촬영지인 순천의 낙 

안읍성， 일본의 나라와 오사카의 온천장과 영화 

촌， 미국 할리우드 촬영장을 견학하여， 사극 촬 

영장을활용하여， 관광지로 도약할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문화매체가 문화관광 

지 개발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촬영장 건설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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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5월에서 2000년 2월에 연인원 3000명 

이 공사에 참가한 세트장은 부지면적 2만평에 고 

려궁， 백제궁， 기와집 48동 초가집 40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트장은 목재 · 석재 · 철재 등 

실제 건축자재가 사용되어 방수 및 방화처리가 

되었으며， 고증을 거쳐 제작되었다. 

이상에서 논한 문화관광지 생산과정을 정리하 

면，다음과같다. 

〈그림 7) 문화관광지 생산과정 

방출국 ? 지자체 

" 、、 1. 고려에 대한 새로훌 조명 l 
- 낱륙판찌개선 

석탄산업 씩퇴 : 
, • 쩨조업 기반 마약 ! 

‘ - 역사에 대한 관심 흥7‘ 
,....--+,. 사극 시청톨 훌가 l 

대규모 관핑시영 부쩨 i 
，.역사톨획자원선채 : 、、 / : • ’ 삼국기· 방영으로 의상확보; 

2. 문화관광지의 소비과정 

(1 ) 관광객의 증가 

문화매체가 입지 한후 문경을방문하는관광객 

수는 급증하였다.95년 이후 문경을 방문하는 관 

광객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95 

년 당시 43만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997년에 80 

만 가까이 이르렀다가 98년 잠시 주춤한 후， 99 

... -----‘ 

’ ________ J 

년에 다시 90만에 이르렀다. 두 배 넘게 성장한 

관광객 수는 2000년에 이르러 2백 70만으로 6.4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관광객 수는 시극 촬영장 

이라는 문화매체가 문경새재에 들어선 이후， 문경 

새재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1년에 들어서， 관광객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문경새재에는 

126만 명이， 석탄박물관에는 18만 5천여 명이 방 

문하였다 21) 

21) 이는 2000년 상반기 관광객이 문경새재 89만 명 석탄박물관 14만 3천여명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지이다. (새재신문， 2001 

년 7월 1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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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관광객의 증가 

주) 관광객 수는 문경새재， 문경온천， 석탄박물관 

에 입장한사람수 

地理學論養 저139호 (2002, 3) 

운 자연’ 을 선호하게 된다. 문경을 방문하는 관 

광객의 대부분이 도시민이라는 것은 문경 관광 

에 있어서 ‘자연’ 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소비되 

고있음을시사한다. 

2) 관광객의 문화관광지 소비방식 : 역사 학습과 자연 

향유 

@ 여행 정보의 출처 : 대중매체의 영향 

여행 정보 출처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42%가 

(2) 관광객의 관광행태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이 TV를 통해 얻 

1) 관광객의 일반적 특성 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문경 관광에 있어서 

대중매체가 문화관광지에의 수요를 창출하는 매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2001년 8월로서 휴 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철이었음을 전제하고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 

의 일반적인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기 @ 방문이유 : 체험과 자녀의 교육 

로 한다. 첫째， 관광객들은 30대와 40대의 비중 

이 가장 많았으며(70%) 동반자 유형으로는 가 

족이 80%이상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시기가，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 

째， 문경을 방문한 관광객의 평균소득은 2000년 

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2백 38만 7천원 

22)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통수단의 

경우， 자가용이 9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넷째， 관광객의 대다수가 수도권과 영 

남권에서 오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포시에서 오 

고 있다. 도시성장의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서 도 

시민의 소비양식에 변화가 생기는데， 도시의 생 

활환경의 악화로 도시민은 관광에 있어 ‘아름다 

22) 서울시 홈페이지 WWW.metro.seoul.kr , 복합연합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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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여가를 즐 

기기 위해’ 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33%가 ‘촬영현 

장을 직접 보기 위해’ 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 

로 ‘자녀 의 교육을 위해’ 라고 응답한 사람이 15% 

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로 응답한 사람이 11% ‘폭넓은 경험과 지 

식을 획득하기 위해’ 가 3%로 나타나고 있다. 

방문 이유 중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 가 

장 높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광이 여가 

를 즐기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머지 4항목이 관광목적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 었던 사항을 가리 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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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중 ‘촬영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대중매체의 영향과 함께， 촬영 

현장의 직접 체험이 방문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연감상’ 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문경이 자연이 아 

름다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 

것만으로는 관광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다는 

것을시사한다.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는 비교 

적 작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학 

습’ 의 시선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촬영장이 비교적 대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관광객이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 

족단위 관광객이기 때문에 부모가 진지하게 ‘스 

스로의 학습’ 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에 

게 있어서는 ‘교육 적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인 

식하고 있다. 이는 관광객 인터뷰에서， 사전 정 

보를 준비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 

고 자녀와 동반 시에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과도 상 

통하고있다. 

관광객은 문화의 제험과 교육을 위한 학습이 

16%에 이르고 있다. 취미생활이나 휴양시설， 맛 

있는 먹거리 및 문화시설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 대부분이 자연이 아름답고 문화유적이 

있는 곳을 평소에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문 

경을 택함에 있어서도 이 둘이 고려의 요소가 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문경인식에 대한 질문 

에서 ‘아름다운 자연’ 이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여행 중 인상적인 것으로 ‘문화유적’ 이 높 

게 나타난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이상을 종합하면， 관광객은 휴가를 즐기는 장 

소로， 자연이 아름답고， 고려시대 문화를 간접적 

으로 배울 수 있는 ‘인공적인 문화유적지’ 로서의 

촬영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경을 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험과 학습， 자연의 향 

유’ 로 요약되는 관광객의 소비행태는 문화관광 

지로서 지역이미지를 굳히고 있으며， 이는 문화 

관광의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지자체의 문화 

관광 전략에 영향을 주어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3. 문화관광지의 재생산과정 

주된 방문 목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경 (1) 문화관광지 재생산의 배경 

은 ‘체험과 학습’ 이 주를 이루는 문화관광지로 

강화되고 있다1) 문화관광의 긍정적 영향 

@ 평소 선호하는 관광지 : 자연이 아름다운 곳 @ 관광소득의 증가 

평소 선호하는 관광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관광 소득 역 

67%가 ‘자연이 아름다운 곳’ 이라고 응답하고 있 시 증가하고 있다. 우선， 입장료 · 입욕료 · 사용 

으며 다음으로 ‘문화유적지’ 라고 응답한 사람이 료 · 주차료 · 숙박 · 식당 · 상가 · 버스임차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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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는 관광 수입이 99년 20억에서 2000 

년에 44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시 재정수입은 촬 

영장 유치 전 1억원에서 유치 후 45억원으로 급 

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 

과를 촬영장 유치 전 100억 원에서 유치 후 600 

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광 

개발 사업과 관광시설 유지 등으로 인해 고용창 

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민자 유치에 의한 개발 사업도 활성 

화되고 있는데， 관광호댈과 국도 근처에 이화령 

휴식단지가 준공되었으며 〈주〉문경랜드에 의해 

서 문경새재 종합 휴양단지의 조성이 진행되고， 

〈주〉녹원훼밀리에 의해 문경읍 근처에 문경리조 

트 개발이 추진되는 등 기존에 민자유치 어려웅 

으로 개발이 중단되었던 사업이 성사되고 있다. 

@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증가 

관광 관련 서비스업은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1관문 주변에서는 일반 가정집을 

개조하여 민박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3) 민박을 

위해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음 

식점과 슈퍼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6월 

207H의 음식점이 1관문 앞으로 들어서게 되었으 

며 패스트푸드 점 역시 등장하고 있다. 슈퍼에서 

는 기념품을 함께 팔고 있었는데， 한 기념품 판매 

상의 말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에는 중국산 궁 

예 인형이 팔릴 정도였지만 현재는 토산품 판매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새재 주차장에서 입장권 판 

매소까지 가판점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있다. 

地理學論훌 제39호 (2002.3) 

Q)인구감소율완화 

문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관광의 영향을 뚜 

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구감소 현상이 완화되 

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문경시의 인구 증감 

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해는 89"'91년과 94년으로 

이는 당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해 지역 

내 탄광이 폐광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제외 

한 92년과 95년의 인구 감소율은 3%인데， 이는 

96년과 97년에 이르러 2%로 감소하였고， 99년 

에는 1%로 더욱 감소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인구 감소가 정체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점차 활성화되는 관광개발로 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율의 

완화는 문경이 관광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 

에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표 >최근 10년 간 문경 인구 증감율 

협도 채 tII 었구 인구증감옳 

1989 30.441 130.671 

1990 30.029 119.877 8% 

1991 28.577 109.686 -9% 

1992 28.661 106,078 3% 

1993 28.494 103.895 2% 

1994 28.306 98,567 -5% 

1995 28.562 95,815 -3% 

1996 28,693 93,634 -2% 

1997 28,947 91,883 -2% 

1998 29.360 91229 • 1% 

1999 29.585 90216 --1% 

춤처) 문경통계연보， 2000 

23) 민박의 경우 시청에 선고할 의무가 없기 때분에， 정확한 수지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세재부근윤 답사한 젤과， 13개의 맨박 
집올확인한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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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극 촬영장이라는 

문화활동시설이 입지 한 이후， 문경새재를 중심 

으로 관광지화로 인한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전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영 

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광객의 평가 

@관광지 평가 

만족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 

답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14%와 59%로 

나타나 73%에 이르는 사람이 대제로 만족하고 

있었다. 

만족이유로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응 

답이 54%로 가장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특히 넓은 비포장도로(10여 km)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다음으로 독특한 문화를 체험한다는 

점과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각각 19% 

와 1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광객이 촬영장 

을 단순히 영화를 촬용하고 있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려라는 독특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더불어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불만족스렵다는 응 

답을 한 사람은 인터뷰 결과， 촬영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관문 안쪽으로까지 상인들이 진 

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하고 있었다. 

여행에서 가장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안내책자 부족’이었다. 

문경새재 매표소 앞에 안내소가 있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은 보다 더 구체적인 안내를 원했는데， 

일례로 한 관광객은 ‘고려시대 건축 형식을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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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지었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조 

선시대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서울 

에서 온 관광객)’ 며 ‘뱃말이 붙어있으니까 (극 

중 인물 중) 누구 집인지는 알겠는데， 보다 자세 

한 설명이 없으니，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주기가 

쉽지 않다’ 고 말하고 있었다. 이는 관광객의 지 

식충족에 대한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꼽힌 것은 교통안내 

판과 주차문제였는데 이는 여행교통수단의 대 

부분이 자가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로 가 

장 많이 꼽힌 것은 화장실이었는데， ‘일단 입장 

을 하고 나면， 화장실을 찾기가 힘들다’ 는 것이 

그이유였다. 

@관광정책 평가 

관광정책에 대한 관광객의 평가는 세트장을 

‘고려촌’ 으로 조성할 지자체의 계획에 국한하여 

설문하였다. 고려촌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 찬 

반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과 부분적 찬성이 각각 

62%와 30%로 나타나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이고 있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응답이나오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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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려촌 계획 찬성 이유 

겨{ 

응답수 1 19 18 13 13 11 11 7 5 5 2 104 

비 율 I 18% 1 17% 1 13% 1 13% 1 11% 1 11% 1 7% 1 5% 1 5% 1 2% 1 100% 

자료)설문조사결과 

찬성 이유 중에서 ‘볼거리 ·문화공간의 풍부， 

고려문화 체험， 문화유적지 보전 및 활성화， 교 

육적 차원’ 등은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 

광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부분 문화적임을 나 

타내고 있다. 부분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반대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개발로 인한 자연의 훼손과 

상업적 풍토조성이었다. 이는문경을찾은관광 

객들에게 문경의 자연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는 것이다. 

(2) 지자체의 문화관광개발 전략 강화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자 지자체는 문화매체를 ‘지역 

개발 수단’ 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활용 전략은 문화매체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것과 지역 내 문 

화관광자원의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24) 문경시， 2000， 테마관광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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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자원의 연계 

지자체는 ‘태조왕건 관광 홍보물’ 을 2만부 제 

작하여 전국 여행사와 각급학교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촬영장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전략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극 세트장을 중심 

으로 문경온천과 석탄박물관 활공랜드 클레이 

사격장， 관광열차 등 대표적인 관광상품의 연계 

시켜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관광코스는 대부분이 촬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24) 

또한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조성 사업인 도 

자기 및 수석 전시관， 야외공연장， 과거길 복원， 

새재 상징 조형물， 의적 일지매 산채， 특산물 종 

합전시 판매장 등의 조성을 서둘러 연계를 꾀하 

고있다. 

2) 관광지화전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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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관광객이 급증하 

자， 지자제는 2000년 6월 관광개발 기획단을 구 

성하여， 세부적인 전략을 세우게 된다. 전략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가속화와관광관련 시설의 

확충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는 문화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고 

려시대 저잣거리， 제2선죽교， 고려 풍속관과 국 

궁장의 설치 등과 문경 예술촌 조성， 문경 길 박 

물관， 수석 박물관， 박달나무 전시관， 자연사 박 

물관 등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천주교 유산 

을 토대로 체험 ‘고난의 길’ 을 개발하고， 박열의 

사 생가지를 복원하며 견훤유적지의 개발과 모 

산동굴 보전하고， 세계 전통 가옥 숙박촌 조성하 

는 등 지역 내 자연 · 인문자원을 문화관광자원 

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기존 

의 문경 문화제와 더불어， 문경 잣사발 축제 25) 

전통생활 사진 촬영대회 문경새재 내의 관광마 

차 운행 등 각종 이벤트와 자전거 전용도로 건 

설， 자동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계획 추 

진하고있다. 

두 번째， 관광관련 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기 

존의 각종 리조트 건설 계획과 더불어， 놀이시설 

의 유치， 문경리조트， 호계 수변지구 휴게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골프장과 스키장의 건설 

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관광 전 

략을 ‘문화관광 개발 전략J 으로만 대변되는 것은 

아님을보여준다. 

수립된 개발 계획 중 일부는 시행되었는데， 문 

경새재주차장 뒤편에 야외공연장이 세워지고 있 

으며， 문경새재 상징문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 

와 더불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시청 홈페이지 

에 관광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 

이 시행중에 있다. 

〈그림 9) 지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강화 

• 폐광부지 활용 
• 역사자원 개발 

• 생태공원 

• 온천개발 
, 가조 ;0] ;ζEζ서 

10 "'"'"l......J.---'-- 。

• 휴양단지 

다양화 

• 고려판련 자원 개발 
• 문화관팡코스개발 
• 인분， 자연 박룹관 조성 
• 지역 축제의 활성화 

구체화 

• 휴양단지 조성 
• 리조트 건설 구제화 
• 곧프장과스가장건설 

25) 가존의 ‘분경 문화재’ 에 경상감사 교인삭 및 도엮행자가 진행되기논 하시만， 분화재의 꽉석이 ‘주빈화합’ 에 치중되어 대부분 
의 행사가 지역주띤의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남태은 1998). 반면 새룹제 계획된 문경 잣사발 축제는 잣사말 만 
둡기 등 체험적인 요소콜 다분히 첨가하여 관광객음- 대상으보 하는 문화관광 축제표 진행되고 있다. 두 축제 모두 10월에 열 

리며， 잣사발 축제는 2001년 현재 2회늪 맺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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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관광담론’ 의 형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내에서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는 대부분의 관광자원이 3번 국도를 

따라 개발되고，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거점이 

되는 ‘문경새재’ 가 북쪽에 치우쳐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문경새재 근방(특히 주차장 근처)으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지로의 급 

속한 변모와 관광소득의 급격한 증가는 지역경 

제의 활성화로서 ‘관광’ 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 

표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관광담론’은 가장 빈번히， 중요하게 언 

급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관광과 관련하여 시 

민모임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상에 대 

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 관광 개발 담론의 강화 : 관광도시로의 합의 

지자체의 관광개발 전략과 촬영장이라는 문화 

매체의 입지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관광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동 

의가 형성된다. 관광소득의 증가로 ‘관광이 실제 

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웅을주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인구감소율이 완화됨에 

따라， ‘관광이 단순히 경제적 활성화 뿐 아니라 

주민의 지역인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이미지 

를 진취시키고 있다’ 는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 

다. 이에， ‘관광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 

역 경제를 활성화시커는데 보다 효율적이다’ 라 

는 논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지역개발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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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관광도시’ 로의 변화라는데 광범위한 합 

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관광 개발 담론이 강 

화되고있다. 

2) 다양한 담론 제기 : 지역의 미래상 

@문화관광과휴양레저의 도시 

지자제는 문화관광의 중점적인 개발과 더불어， 

민자유치를 통한 ‘휴양시설 개발’ 을 시도하고 있 

다. ‘문화관광’ 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따 

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주형인 문화 

관광객을 체류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휴양시설’ 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문경이 관광지로 변모하는데는 앞서 살펴본 것 

과 같이 대중매체의 역할이 컸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에 의해 관광지화 된 지역 중에는 ‘정동 

진’의 경우처럼，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관광객 

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부분은 일시적 

인 관광 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촬영장’ 의 

유치로 가능했던 관광객의 유입이 조만간 멈출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형성하였다 26) 이러한 

불안감과 중앙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으로 빠른 

시일 안에 문경을 관광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지자체는 ‘휴양단지’ 

조성 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관광객이 실제로 지역 내에서 숙박하는 경우보다 

26) ‘관광특수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은가’ 라는 짚문에， 지자체에서는 ‘방영이 끝나면， 관광객이 조금은 줍어갈 것이다. 그러나， 
분경을 좋아하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을 방문할 것이고， 시에서 고려 저잣거리 조성 능 다양한 전략윤 통해， 판광 
문경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다. 

-101-



문화매체의 입지와 문화관광지 발달 

‘수안보’ 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문경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오히려 수안보이다. 급증한 관광객의 체 

류일정을 늘러， 관광 소득을 보다 많이 획득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리조트 개발이 필수적이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 

이의 일환으로 지자제는 주흘산에 리조트의 개 

발을 시도하는데， 지자체는 휴양단지가 ‘생태공 

원’ 이나， ‘역사문화자원’ 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문화관광’ 을 중점적으로 인식하 

고있음을보여준다. 

일부에서는 환경파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리조트 

가 들어설 곳은 최근 환경부가 설정한 백두대간의 

관리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고， 또한 개발 

역시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경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문경의 

자연을 보러 오는 것임은 시에서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앞으로 

의 민자유치가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고， 이 때 손해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 

지자체는 ‘휴양단지 조성’ 을 통해 관광객의 편 

의시설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 내 

에 모여틀고， 이들의 체류일정도 늘림으로써， 지 

역의 문화관광이 더욱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으며， 문경의 미래상을 ‘관광 · 휴양의 

도시’ 로 상정하고 있다. 

-1따-

@청정한문화관광도시 

‘휴양단지’의 조성 보다 지역의 청정 이미지 

를 살려 문화관광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 

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주흘산 리 

조트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하고 있 

는 ‘주흘산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정한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문경은 농촌지역이다. 대규모 시설의 입지로는 지 

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미흡하다. 문경 

의 관광전략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 

으로 가야한다. 생태공원은 농촌주민의 생활과 직 

접적인 연계를 이루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젓이 

다.(대책위원회 상근자) 

이들은 리조트가 건설되면， 대규모의 자연훼손 

이 우려되는데， 자연이 훼손되면， 더 이상 관광 

객이 문경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더불 

어， 개발로 인해 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 

니고 있는 주흘산이 파괴된다면， 지역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리조트의 개발 면적이 방대해 자연훼손은 피할 

수 없는데， 주흘산 주변은 희귀 동식물이 많이 서 

식하는 살아있는 자연의 보고로 최근， 생태공원 조 

성이 추진 중이다. 개발예정지역은 생태공원 추진 

지역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로 인해 생태 

계의 교란이 예상된다.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의심 

스럽고 … 개발을 한답시고 땅만 파헤쳐 놓은채，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 

하는 것이다.(대책위원회 상근자) 



이는 개발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보다는 ‘생태공원 조성계획’ 이 우선이며， 개 

발을 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사전 계획이 세워져 

야한다는논의로요약된다. 지역 경제를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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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친화적 

으로 개발을 하여， 지역을 ‘청정한 문화관광지’ 

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이다. 

〈그림 10) 문화관광지 재생산 과정 

문화관팡지의 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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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평가 

v.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 

1. 행위주체의 역할 

(1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지 생산과 재생산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자체는 문 

화관광지 생산을 주도하는데， 이는 지역의 장기 

적인 변화를 계획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경 

의 경우， 지자체가 기획을 주도하고 자본적 역할 

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폐광부지를 활 

용한 석탄박물관이나， 생태공원， 역사자원 개발 

등 지 역 내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또한 ‘촬영장’ 입지 선정과 

정에서도 부지를 제공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 

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펼침으로써 적극 참여하 

고있다. 

둘째， 지자체는 문화관광지를 관리함으로써， 문 

화관광지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 

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관광객이 모여들면 상 

업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게 됨으로써 경관이 

파괴되고， 각종 환경오염이 유발되어， 관광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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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게 된다. 이에 문경의 지자체는 관리를 통 

해 장소의 보전을 꾀하고 있다. 문경에 관광객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을 때 무허가 가판점이 급증 

하였는데， 지자제는 가판점의 증가로 인한 경관 

의 훼손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당시에 

가판점이 워낙 많았을 뿐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가판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단속이 불가능해졌는데， 지자체는 가판점 

이 들어설 곳을 정비하여 한정된 공간에 한해서 

허용함으로써， 새재 입구 이후에는 상인들의 진 

출이 뜸하게 되었다 27) 문경의 경우， 장소의 보전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던 것은 문경새재가 도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경에서 지자체의 전략이 ‘장소의 보 

전’ 으로 대표되는 것은 아닌데 관광객이 증가함 

에 따라， 민자유치의 7}능성이 높아지자， 서둘러 

대규모 시설의 개발을 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지자체에 의한 환경파괴가 문제시되기도 하 

였다 28) 지자체의 전략이 도시관리에 있어 차지 

하는 중요성이 큰 만큼 지속 가능하도록 장기적 

인 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 

관광지의 경우， 경관과 환경의 오염은 곧바로 관 

광객의 기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지의 체계 

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따라서 문화관광지의 적 

극적 관리라는 지자체의 역할이 적극 수행될 필 

요가있다. 

@지역주민 

지역주민은 지역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27) 문경시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과의 인터뷰 

제시하고， 지자체의 개발전략을 감시함으로써，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참여하 

고 있다. 우선， 지역 주민 대부분이 지역이 문화 

관광지로의 발달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 내 문화관광 담론의 강화로 

대변되며， 지자체의 문화관광 전략이 적극적으 

로 시행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 

은 재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자체의 

개발 전략을 감시하고 있다. 문경에서는 문화관 

광이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가 ‘휴양시설’ 의 도 

입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관계 

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지만， 반면，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생김으로써， 지자체의 개발 전략이 보다 친환경 

적으로 진행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화관광지의 생산과 소비， 재생산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역할은 더욱 중대해지고 있다. 지금 

까지의 지역관광개발과정에서는 전문성을 갖추 

지 못한 지역주민은 계획에서 배제되고 일반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져왔 

다. (신한종합연구소， 1995) 그러나， 문화관광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토대로， 지역 정체성의 고 

취를 하나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실제 

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닥후지역에서 지역 

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진행되는 문화관광은 

지역주민의 복지와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대표적인 경우가 주흘산 리조트 개발 사업으로서， 환경단체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환경파괴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문경온천 
의 경우는 개발 이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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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매개자 : 방송국과 대중매체 

문화관광은 지역의 이미지를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문화관광지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매개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 

화를 만들어 내는 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 

는 이들은 문화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상품화시 

키는 매개적 역할을 하게되는데(헤이만， 1999) 

따라서， 문화관광지의 생산과 수요 증대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Richards. 1990). 문화관광에 

있어 문화매개자의 역할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문화매개자는 관광의 대상이 되는 문화 

자원의 생산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문경 

에서는 외부주체인 방송국이 생산과 문화매체의 

활용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그 역할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국은 문화관광자원으로 

서의 촬영장이라는 문화매체의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재생산에도 관여하고 있는 

데， 향후 10년 간 고려시대 사극을 지속적으로 

방영하는 것과29) 동시에 세트장에 부가적으로 

여타 다른 시설을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방송국은 ‘문경에는 일반서민이 보고 즐길거리 

가 부족하다’ 며 ‘이번 달(8월) 30일에 문경에 내 

려가면 시에 뉴스데스크 등을 만들어 놓고， 관광 

객이 실제로 앵커도 해보는 시설인 ‘가상 스튜디 

오’ 를 제안할 생각이다.’ 고 밝히고 있다. 

둘째， 문화매개자(특히， 대중매체)는 관광객에게 

地理學論홉홉 저139호 (2002.3) 

영향을 줌으로써 소비를 창출하고 있다. 사람들 

은 다%댄 미디어로부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 

든 또는 계획적이든 우연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 

식적이든목적지에 대한정보를받아들인다. 따라 

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목적지의 이미지와 정 

보， 인식이 사람들이 방문할 장소를 결정하는데 

기본을 형성하게 된다(Butler ， 1990). 관광객은 

일상생활과 대비되는 환경과 경험을 찾게 되는데， 

따라서 어떤 장소가 관광목적지로 선택되는 과정 

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장소가 바라볼 대 

상으로 선택되는 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것과 다른 

장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Urry, 1990) 

관광지의 생산은관광객에게 가보지 않은곳에 대 

해 어떤 기대감을갖게 하는과정이라고볼수 있 

는데， 직접경힘을 통해 획득한 장소이미지보다는 

매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이미지가 관광지 

생산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심승희， 2000).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매체 

는평소사람들의 취향에 영향을줄뿐아니라， 장 

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대중매체의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Riley 등 

(1998)은 이를 ‘icon’ 으로서의 기능으로 정의하 

고 있으며 30)Richie는 ‘hallmark event' 의 개념 

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Tooke， 1996).31) 

Berger(1972)에 의하면， 모든 이미지는 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준다. 사진사는 촬영 

가능한 여러 장면 중에서 유독 그 장면을 선택하 

29) ‘제국의 아침’ 이 왕건의 죽응으로부터 4대 광종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며， ‘천추태후’ , ‘부선정권’ , ‘삼변초 ‘ 능이 차례 
로방영될 예정이다. 

30) Riley 등은 미국의 사례연구달 통해， 지역의 매력이 영회플 통해 선택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뜰 ‘lcon’ 으로서의 가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독특하거나 매력적인 영화는 보는 이둡을 영화 속의 장소로 끌어들이는 ‘icon’으보서 기능윤 하게 되는데， 
추상적이지만 실체적인 아이콘은 보는 이에게는 초점이 되며， 지역은 아이콘의 실체적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31) nallmark event' 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동안에 꽉적지에 대한 인식， 매력， 수익뜰올 임차적으료 증진시커 7] 위해 개반된， 
한정된 시기에 중요하게 한번 또는 되풀이되는 이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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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체의 입지와 문화관광지 발달 

고 있으며， 화가는 캔버스나 종이 위의 그림에 

대상을 재구성하여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이미 

지가 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하 

지만， 그 이미지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보는 

이의 기존 지식과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때의 지식과 신념은 사회적 · 역사적 · 문화적 

과정의 변화에 따라 변화는 것으로， 따라서 본다 

는 것은 사회적 구성의 산물이다. 관광 역시 사 

회적 구성의 산물로서 특정한 보는 방식을 지니 

고 있고， 이에 따라 장소의 특성은 사회적 상상 

력에 따라 역사적으로 재해석되어 왔다 32) 

문경에서는 소비를 창출하는 대중매체의 역할 

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중매체는 드 

라마 ‘태조 왕건’ 의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문경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의 성 

립’ 이라는 일관성 있는 독특한 줄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 

기와 인기， 특수효과나 카메라 앵글에서 보여지 

는 독특한 장소 등이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지역의 인식과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 

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은 관광객이 문경을 방 

문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7]-' 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주고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관광목적지를 결정하고， 지 

역을 인식하는데 있어 대중매체의 역할이 절대 

적 인 것은 아니 다. Herbert(1996)가 언급한 바 

와 같이， 대중매체에 등장함으로써 관광지화 된 

지역은 보통 대중매체와의 연계가 없다 하더라 

도， 관광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환경인 경우가 대 

부분이다. 또한， 관광객의 개인적 경험과 연계되 

어 새롭게 해석되기도 한다. 관광객은 대중매체 

에 의해 제시된 ‘관광객의 시선’ 을 재해석함으로 

써， 지역인식을 새롭게 구성한다. 

문경으로 방문을 결정한 사람들도 ‘궁예나 왕 

건 등을 연기하는 배우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점’ 과 ‘드라마가 촬영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 

다는 점’ , ‘옛 마을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든다는 

점’ 과 ‘계곡이 맑고 옛길이 있는 장소에 대한 

매력’ 등의 다양한 의미를 문경에 부여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지식으로 인한 시선이 대 

중매체에 의해 주어진 시선에 병합되어 나타나 

고있다. 

(3) 문화관광객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와 관광지를 소 

비하는 방식은 관광지의 재생산에 영향을 준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문화관광지는 기존의 

주어진 시설을 향유하는 관광지와는 달리 관광 

객의 행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관광지의 발달에 있어 문화관 

광객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 

객은 체험과 학습이 주된 관광동기가 되고 있는 

문화관광객으로 분류된다. 방문동기와 만족이유 

에서도 보이듯이， 관광객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 

하여， ‘학습’을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문경에서 ‘문화관광객’ 으로서 관광객은 두 가 

지 측면에서 문화관광지의 재생산 과정과 연결 

된다. 첫째， 다수의 문화관광객이 문화관광지로 

개발된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내에 문화관 

32) G. Hughes , 1992, Urry(1990)는 이러한 과정을 ‘관광객의 시선’ 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관광객의 시선’ 은 꽉정한 
지리적 세계룹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향유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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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문 

화관광담론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로 인해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급증 

하였으며， 이로 인한관광수입의 증가등 가시적 

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의 여 

타 문화자원은 적절한 관광자원으로 재평가 받 

게 되었으며， 지자체의 문화관광전략은 강화되 

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는 문화관광지로의 지역 

의 미래상에 대해 다양한 담론이 제시되었다. 

둘째， ‘문화관광객’의 학습에의 요구는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재생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 

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답사여행자’ 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지 않 

은 채 문경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을 중 

요한 부가적인 동기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내 

판 등 관광지에서의 제공물에 대한 기대가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학습 

에의 요구는 지역의 문화관광의 개발을 강화하 

고 있다 33) 

2. 문화관광 발달과 장소의 보전 

(1) 장소의 보전이 전제된 개발 

문화관광지는 문화관광의 특성상， 장소의 보전 

을 전제로 개발된다. 멕켄넬이 언급한 바와 같 

이， 관광객은 타자들의 실제적 생활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34) 문화관광은 이러한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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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따라서， 문화관광지의 생산은， 기존 대규 

모 시설 위주의 관광과는 달리， 지역 내에 있는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이루어지게 된다. 

문경이 문화관광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도 ‘장 

소의 보전’ 이 전제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개발 전략과 문화매제 입지과정의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문화관광 

개발 전략은 ‘기존 자원’ 을 활용하는 방식을 띠 

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대규모 시설 기반 관 

광’ 이 기존의 자원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지자체의 이러한 전략은 폐광 

부지의 환경정비와 더불어， 지역의 과거 산업을 

보전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드는 두 가지 효 

과를가져오고있다. 

둘째， ‘촬영장’ 이라는 문화매체 입지 과정에서 

도 문화관광이 ‘장소의 보전’ 을 전제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화매체가 입지하 

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문경새재라는 역사 · 자 

연 경관이 잘 보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매체의 가치가 ‘장소의 보전’ 을 통해 더 신장되 

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활용에 있어 전제가 

되고 있다.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문화매체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문경새재의 

역사 ·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는 것 

이 중요하다. 문화매체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 

되면， 촬영장의 본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문경새재의 경관이 훼손될 

시， 문화매체가 조야해져서 문화관광자원으로 

33) 일례로， 문경에서는 관광객들의 촬영장 건물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지자체에서는 간단한 렛딸윤 만뜬 바 있다. 
34) MacCannell(1976)은 그러나， 관광경험에 있어서 타자의 실제 생활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부대회펀 진정성(staged 

authenticity)이 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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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여지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에， 문화 

매체 주변의 개발은 기존의 ‘역사 · 자연 경관’ 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장소의 보전이 가능한 관광 

관광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거주지를 벗어나 

목적지로 향하는 일시적인 이동일 뿐 아니라 보 

통 그러한 활동조직과 운영 및 사람의 욕구를 충 

족시키는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관광객의 관광활동에는 관 

람 · 체험과 더불어 숙식활동이 포함된다. 따라 

서， 관광지에는 이러한 숙식활동이 이루어지는 

휴양시설이 들어서기 마련이다. 문화관광 역시 

장소의 보전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관 

광객이 증가하면， 대규모 휴양시설 등이 유입하 

여 대규모 시설 위주 관광에 편입될 위험이 존재 

한다. 그러나 문화관광지는 기존 관광과는 다르 

게 장소의 보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관광 자원과 시설 

을 실제로 소비하는 문화관광객의 요구와 행태 

를통해서가능하다. 

문화관광객은 잘 보전된 문화관광지에 대한 욕 

구를 지니고 있다. 문경의 경우， 관광객은 아름 

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문경을 

방문하고 있었다. 역사 · 자연 경관의 보전이 이 

루어진 문화관광자원이 관광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관광행태도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문 

화를 탐방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었는데， 이는 

관광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관 

광객은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잘 보전된 

‘성곽’ 과 이로 인한 교육적 효과에 만족하고 있 

었으며 상업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læ-

표하고 있었다. ‘고려촌’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도 나타났듯이 앞으로의 개발 역시 환경을 파괴 

하는 것이 아닌， 볼거리를 확충하고 문화체혐의 

질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 

급하고 있다. 이는 현대관광객들이 대규모 개발 

보다는 보전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Nyryanti(1996)는 ‘문화유적 관광은 현재 속 

에 과거를 그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관광객은 자신의 지성과 상상력을 이 

용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자기 나 

름대로 자아발견을 위한 여행이 되도록 유적지를 

구성한다’ 며， 문화관광이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문경의 경우， 

문화매체가 대변하는 ‘고려’ 는 실제 ‘문경’ 의 모 

습은 아니지만， 보전된 역사자원과 자연환경은 

‘고려’ 라는 실제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고， 이 

는 문경의 문화관광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 잘 보 

전된 역사유적 및 자연과 역사를 재현한 문화매 

체는 관광객의 상상을 풍부하게 하고 있으며， 관 

광객에게 있어 만족스러운 ‘관광경험’ 이 되고 있 

다. 현대물이 들어선다면 문경의 매력이 감소하 

게 되므로， 관광객은 문경의 문화관광지가 지속 

적으로 보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잘 보전된 문화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는 문화관광지가 지 

속적으로 보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문화관광을통한지역 인식의 재구성 

문화관광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지역인식’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통합 · 갈등 · 수정되면서 지역 인식이 새롭게구 

성되고있다. 



(1 ) 문화관광 이전의 지역인식 

한국지리를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서적 중 

「우리 국토의 전제와 각 부분」35)에 언급되고 있 

는문경은다음과같다. 

점촌은 점촌-문경에 탄전들을 지닌， 봉명탄광이 

주도해 온 석탄 광산도시이며， 시멘트공업도 운영 

되는 도시이다 최근 오랜 채광으로 인한 매장 

량의 감소와 석탄산업의 쇠퇴로 시의 경제가 악화 

되어 가고 있다. 문경은 소백산맥의 주흘산 남록에 

있는산간취락이다. 

이상에서 문경은 석탄산업이 활발했던 광산도시이 

며， 산간 취락이 주를 이루는 농촌도시로 설명되고 

있다. 

‘문경대관’ 36)은 문경문화원이 문경의 향토사를 

정리한 것인데， 이에 관련된 여러 인사들의 축사 

에 언급된 문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고장은 지리적으로 예부터 영남 ·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고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근자 풍부한 자원개발로 온 국 

地理學論훌 저139호 (2002, 3) 

민의 관심이 쏠린 보고이기도 합니다(문경꾼 교육 

장) , 우리고장은 예부터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한양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자 특히 자연 요 

새로 … 역사적 자료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석탄， 석회석 등 지하자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산업발달의 초석이 되어 국가 경제반전에 원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 

이상에서 언급된 문경은 교통의 요지이며， 역 

사자원이 풍부하고 석탄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역사자원이 강조된 것은 ‘문경 

대관’ 의 취지가 향토사의 정리이기 때문이며， 따 

라서， 문경을 대표하는 것은 ‘문경새재’ 와 ‘석탄 

산업’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관광객의 지역인식 

문화관광을 통해 관광객의 지역인식이 변하고 

있다. 문경에 대한 명상시의 인식을 묻는질문에 

관광객은 석탄산업이 활발했던 곳， 아름다운 자 

연， 옛 교통의 요지， 문화유산， 고려문화， 농촌지 

역， 유림문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 평소 ‘문경’ 하면 떠오르던 것 

응답자수 80 48 

16% 

2 
-% 

3 

-n 74 

비 율 26% 24% 

주) 복수응답 ; 자료) 설문조사 결과 

35) 임덕순， 1992 ， 우리국토 전체와 각 지역， 볍문사 
36) 문경문화원， 1986， 문경대관 

m
μ
 
-% 

m 
-% 

m 
-%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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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행 중 인상적인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서는 아름다운 자연， 문화유적지， 고려문화체험， 

폐광흔적， 지역주민 성향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앞의 질문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며 37) 문화유적지와 고려문화체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폐광흔적이나 지역주민의 유교 

적 성향을 넘어서고 있다. 

〈표 8) 여행 중 인상적인 것 

응답X바 I 139 I 67 I 53 

비 율 I 44% I 21% I 17% 

-fU 
뼈
 -
뼈
 

12 3 I 320 

4% 1% I 100% 

주) 복수응답 ; 자료) 설문조사 결과 

‘석탄산업’ 이나 ‘옛 교통의 요지’ 등은 기존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 

다. 반면， 고려문화체험은 드라마와 관련되어 새 

롭게 형성된 이미지이다. 관광객의 문경에 대한 

인식은 기존이미지와 대중매체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으나， 점차 새롭게 형성 

된 이미지로 재편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3) 지역 내부의 지역인식 변화 

1) 개발 초기의 지역인식 

95년 이후 지자체가 문화관광 전략을 시도하 

였으나 개발 초기에 지역 내에서는 문화관광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오히려 대체산업 육성 논 

의， 카지노 유치 논의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 

능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었다. 

관광에 대한 관심과 개발계획이 높아진 것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민자유 

치의 부진으로 인해 상당수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관광객의 증가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체산업 

육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비판논의 

가 제기되었다. 관광으로는 단기간의 결과를 기 

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기반 조성이나 상권 활성화 등에 

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 내 

에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태백에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를 

유치해야한다는 의견 역시 높아졌다. 앞서 논의 

가 관광중점 개발에 대한 의문이라면， 카지노 유 

37)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용답이 많은 것은， 지역에서 가장 만족한 것으로 응답자의 54%가 ‘아뜸다운 자연’을 손꽁은 것과， 평 
소 선호하는 관광지에 대해67%가 ‘자연이 아픔다운 곳’ 이라고 응답한 것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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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논의는 관광개발의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이 

다. 권홍근(2000)이 문경의 문경읍， 가은읍， 호 

계면， 마성면， 신평동의 5개 지역주민과 지역담 

당 공무원， 사업자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88.9%가 카지노의 문 

경유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문경지역이 허가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되어 

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5.7%에 이르러， 카지 

노 유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지역 내 카지노 유치 담론이 팽배해짐에 

따라，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를 적극 유치시커 

려는 시도도 이루어져 헌법소원까지 진행되었 

으나， 2001년 2월 기각됨으로써， 카지노 유치 

담론은사라졌다. 

2) 대응 과정에서의 지역인식 

문화관광이 진행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문화관광’ 이 중심이 된 ‘관광도시’ 로의 광범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소득의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서 비스 

업 증가등의 경제적 

~ ...•. t쯤 

地理學論훌훌 저139호 (2002.3) 

휴양시설 개발을둘러싼 지역 주체의 대응을통 

해， 지역의 미래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자 

체는 문화관광 전략의 강화와 더불어， 지역 내에 

휴양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급증한 관광객의 제류 

일정을 늘러， 관광 소득을 보다 많이 획득하고 민 

자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가시적 

인 성과를 얻어낼 펼요가 있다. 이에， 지자체는 지 

역의 미래를 ‘문화관광 · 휴양레저의 도시’ 로 상 

정하고 있다. 한편， 휴양시설 개발로 인해 직접적 

인 경제적 이득이 있는 리조트 건설 예정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개발업자의 경우， 지자 

체와 유사한 지역의 미래상을 지니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휴양시설에 소극적 또는 

적극적인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촬영장 입 

지 이후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됨에 따라， 개발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리조트가 마을 

과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파급효과 

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 

를 고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이 지닌 

지역의 미래상은 ‘청정한 문화관광도시’ 이다. 

〈표 9> 지역 내 주체들의 미래상 

91했판책 01래상 

변화와 인구감소율 

의 완화라는 사회적 

변화가 나타남에 따 

라 관광이긍정적으 

로 평가받게 되며， 

이에 따라문화관광 

을중심으로 ‘관광개 

발담론’이강화되며 

지역의 미래상과 관 

련하여 다양한 담론 

이 제기되었다. 

숙박관광객유도 
지자체 

- 민자유치룹 통한 경제활성화 
문화관광 휴양레저의 또시 

개발사엽으로 경제적 이익 

- 문경온천 개발과 관련된 이익 

지역주민 - 청정한환경 유지 

직접적 이익이 없음 청정한분화관광도시 

- 청정한환경 유지 

자료)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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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개발이 시도되기 이전에는 문경은 ‘석탄 

광산의 도시’ 가 중심이 되어 인식되었다. 95년 

석탄산업의 쇠퇴 및 문화관광의 흐름으로 문화 

관광 개발이 사도되었을 때， 문경은 문화관광지 

로서 변모할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문화관광에 따른 소비와 

지역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문화관광지로서 인 

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 문경에서의 문화 

관광이 어떻게 변모하느냐에 따라， 고려체혐의 

장， 휴양레저의 도시 청정한 문화관광 도시 등 

다양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관광이 진행됨에 따라 ‘문화관광지’로서 

지역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 이전의 

‘석탄산업’ 과 관련된 이미지가 ‘문화관광’ 과 관 

련된 이미지로 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 

르게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관광 

담론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지역 정체성의 구성 

문제와관련된다. 

이상에서 논한 문화관광의 진행에 따른 지역인 

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문화 

〈그림 11) 문화관광에 따른 지역인식의 변화 

r-광필 

L_ 

문화관광의 전개 개발 시도(95년) 문화관광개발이전 

외
 
부
 
인
 
식
 

내
”
 브
’
 이
니
 시
「
 

은다음과같이 정리되는데， 이러한특성은문화 

관광지가 순환적으로 발달한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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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관광지의 순환적 발달과정 

이상에서 논의된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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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 

=r: 훌 챔산짜정 소비파첩 채생산과정 

행위주체 지자체문화매개자 문화관광객 지자체 지역주민 

물리적특성 장소의 보전이전제된 개발 장소의 보전이 가능한 관광 문화관광개발강화 

지역인식 변화 문화관광잠재력 인식 역사 자연 체혐의 분화관광지 
문화관광지로의합의 

다양한미래상 

이를 문화관광지가 발달하는 과정에 따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관광 

지의 개발은 지역 내에 문화관광개발담론이 형 

성되면서 장소의 보전을 전제로 진행된다 당 

시， 쇠퇴도시였던 문경에서 내부 주체들은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관광을 통해 지 

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데， 지자체 

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에 주목， 기 

존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펼치게 

되었으며， 이는 장소의 보전을 기반으로 진행된 

다. 문화매개자(방송국)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 

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잘 보전된 지역의 

역사 · 자연 경관으로 가능하였다. 

장소의 보전을 전제로 개발된 문화관광지는 문 

화자원의 진정성을 확보하는데， 이는 문화관광 

객이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동기가 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지역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관광객 

에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적 역할을 함으 

로써， 문화관광지의 수요를 창출한다. 문화관광 

객은 개발된 문화관광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자 

연경관’ 과 ‘역사적 자원’ 을 중심으로 관광을 하 

고 있는데， 잘 보전된 문화관광지에 대한 문화관 

광객의 요구로 장소의 지속적인 보전이 가능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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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객의 증가로 지역 내에서는 문화관광 

의 도시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지자제는 문화관 

광개발 전략은 보다 다양하게 전개된다. 지 역주 

민은 문화관광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지자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문화관광지의 재생산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화관광이 진행되면서， 문경에 대한 지역 

인식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데 관광객은 석탄 

도시에서 고려문화를 제험하는 도시로 점차 인 

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문화관광 

지로서 지역을 인식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휴 

양레저 · 문화관광의 도시’ 와 ‘청정한 문화관광 

지’ 등 다양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지 

역이 문화관광지로 보다 강화되어 재생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화관광지가 순환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우선， 문화관광을 통 

해 지역인식이 점차적으로 고양됨으로써，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장소의 보전이 가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 

광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관광을 통해 지역 

이미지가 왜곡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대규모 시설 위주의 대량관광에 포섭될 위 

험도 남아있다. 문경의 경우， 문화관광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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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인 고려를 재현하고 있는 ‘촬영장’ 은， 문경 

의 대표적인 문화가 ‘고려 문화’가 아니라는 점 

과， ‘드라마 나 ‘영화’ 등의 문화활동이 문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문경 내부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는 지역인식이 지역 주민의 역사와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문경에서의 문 

화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 가 우선적인 목표로 

진행된 것이므로， 대규모 휴양시설의 경제성이 

지역 내 담론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기존 

대량관광으로 정책이 바뀌게 될 수 있다. 

이는 문화관광지의 순환적 발달이 적절한 개입 

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임을 외미한다. 문 

경에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향후 과제는 지역의 

외부에서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지 역의 고유한 문화로 돌릴 수 있는가와， 장소의 

보전을 위해 휴양시설 개발 계획을 어떻게 조절 

할 것인가 이다. 문화관광지는 순환적 발달과정 

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고 

취， 지속가능한관광의 세 가지 요건을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특성을 지니지만， 동시 

에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림 12> 문화관광지의 순환적 발달과정 

문화관팡지 발달과정 

i 괜필굉(장소의성뭔 i적 

i靜훌훌룹철철젠 펄f랩 괜꽉 훨편 원웬 
t를혈繼강 쌍월 Q뀔프] 

쫓쫓관 
:티꿇-훈꿇꿇흩휠길닌 i i현웰한 췄됨필----------]-싫싫싫 
: 톰화판광 개받 현확 강화~'\.~ : : "---r--- / 장소의 보헌01 7범한 판광 : 

거::단관낌+현휠펀!←/ 

I • 지역정체성고휘 : 
I • 지속가농한개밭 r 

( 톨확판휩:Xf 째행상) 

‘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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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쩍배정 

1. 지역의 왜곡 : 

한 계 1. 기촌 대랑관광예 편입 l 



Vl. 결 론 

이 연구는 문화매체가 입지한 지역이 문화관광 

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관광 

지 발달과정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경을 사례지역으로 하 

여， 문화관광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생산’ , ‘소 

비’ , ‘재생산’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성을 ‘행 

위주체’ , ‘장소의 보전’ ‘지역인식의 변화’ 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밝히고자하였다. 

사례지역이 문화관광지로 발달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경은 석탄산 

업의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감 

소하는 등 지역의 쇠퇴를 경험하는데， 이에 따 

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경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다. 지역 내 대체산업의 기반이 미 

약함에 따라， 지자제는 손쉽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 개발전략을 중점적으 

로 시도하게 되었다. 지자체는 지역 내 폐광부지 

를 활용하고， 역사자원을 개발하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문화관광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 

다. 한편，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의 방 

영이 결정되면서， 사극 세트장이라는 문화매체 

는 문경에 입지하게 된다. 여러 지역 중 문경이 

선정된 것은 우선， 풍부한 역사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닌 문경새재의 탁월성 때문이었 

으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매체가 입지한 후，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고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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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제험과 자녀의 교육’ 을 주된 동기로 문경을 

방문하고 있어， 문화가 관광의 주된 동기가 되고 

있다. 관광객은 대부분 도시 민으로， 문경 관광에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의 향유’ 가 역사의 학습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객 

은 ‘역사의 체험’ 이라는 점에서 문경관광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매제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전략을 찬성하고 있다. 

관광객의 이러한 평가는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재생산되는 배경이 된다. 

셋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관광소득 

이 증가하고， 인구감소율이 완화되는 등의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로서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 

다. 이에， 지자제의 문화관광 개발전략은 문화매 

체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등 다양하 

게 전개되었으며， 더불어 관광시설을 유치하려 

는 계획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역 내에서 

는 관광도시로의 합의가 이루어져， 관광개발 담 

론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관광개발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는 지역의 미래상과 연관된다. 지자체는 ‘관광 · 

휴양의 도시’ 로 지역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청정한문화관광도시’로 

문경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토대로 도출한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행위주체는 내부주제(지자체 지 

역주민)와 외부주체(문화매개자， 관광객)로 구성 

되는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문화관광지가 재 

생산되고 있다. 지자체는 문화관광 전략을 통해 

문화관광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관광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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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통제함으 

로써 관광지를 보전한다. 지역주민은 지역의 미 

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개 

발전략을 감시함으로써 문화관광지 재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화매개자 중 방송국은 문 

화매체가 지역에 입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문화매개자의 일환인 대중매체는 관 

광객에게 지역 이미지와 정보를 제공하여 문경 

방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객 

은 ‘체험과 학습’ 의 의미를 지역에 부여하고 있 

는데， 이는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재생산되는 배 

경이된다. 

둘째 지역을 토대로 진행되는 문화관광의 특 

성상， 문화관광지는 장소의 보전을 전제로 개발 

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을 통해 지속적인 보전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자체의 문화관광 개발 전략 

은 지역 내 역사 · 자연자원에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띄며， 문화매체의 입지 

이유 문경새재의 역사 ·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었 

기 때문이었다. 관광객의 주된 관광행태는 역 

사 · 자연 경관의 체험인데 현대물이 들어선다 

면 문경의 매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관광객은 문 

경이 지속적으로 보전되기를 원하고 있다. 잘 보 

전된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는 문화 

관광지가 지속적으로 보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문화관광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인식이 

재구성되고 있다. 문화관광이 진행되기 이전 문 

경은 석탄광산 도시이자 농촌도시이며， 역사 자 

원이 풍부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화관광 

이 진행되면서， 관광객은 기존의 인식에 더하여， 

‘문화 · 역샤 의 체험장으로서 지역을 인식하고 

있다. 지역 내부의 지역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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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개발 초기에는 관광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 

었으나， 문화관광보다는 대체산업의 육성이나 

카지노 유치 등의 담론이 보다 우세하였다. 그러 

나 문화관광이 진행됨에 따라， ‘문화관광도시’ 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문화관광 

지’로 지역인식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역에서는 다양한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지역인식이 새롭게 변모할 

가능성을보여준다. 

넷째，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은 순환적이라는 특 

성을 지닌다. 문화관광지 발달과정이 순환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소의 보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관광이 

가능해지며， 지역인식이 점차적으로 고양됨으로 

써， 보다 강화된 문화관광지로의 재생산이 이루 

어지게된다. 

이 연구는 문화매제라는 문화적 동기를 통해， 

한 지역이 문화관광지로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봄 

으로써， 그 특성을 밝혀 문화관광이 지역개발 수 

단으로써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 

다. 그러나， 사례지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대 

부분의 도시가 문화관광지로의 발달을 모색한 것 

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과정 

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차 

후의 연구를통해 보완되어야할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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