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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을 통한 지역관광개발의 가능성을 밝히기 위하여 최근 박물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를 사례로 박물관의 특성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광객의 반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같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활용되었다는점에서 장소연계박물관뿐만아니라장소비연계박물관 역시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박물관은 지역의 관광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장소연계박물관은 박물관의 주제 

와 관련한 곳에 입지하고 주변경관 및 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의 지역성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외지인이 수요를고려하여 제주도에 설립한장소비연계박물관은관광시설 밀집 지역에 입지하고주변경관과의 조화를통하 

여 지역의 이미지에 부합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매력을증대시키는문화관광자원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어: 제주도， 박물관， 지역관광개발， 문화관광， 장소연계박물관， 장소비연계박물관 

Abstract : This study looks at the case of Jeju 1sland , where the number of museums has lately been 

increas-ing sharply. Changes taking place in the characteristics of Jeju 1sland’ s museums are analyzed and 

tourists' re-sponses to such changes are examined ,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through museums. A summ따y of the study ’s resu1ts is as follows. 1t was evident that in taking advantage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1sland, not only place-linked museums but also place-unlinked 

museums could be enlisted as the re-gion’s tourism resources , and that this could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as a tourist destination. 1n other words , place-linked museums which exhibit the cultural 

elements of the region can be used as a medium for transforming museum neighborhoods into tourist 

attractions; place-unlinked museums can increase the region ’ s at-tractiveness as a tourist destination by 

harmonizing themselves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 thereby fitting in with the exotic image of Jεju 

1sland. 

Key Words: Jeju 1sland , museum , development of regional tourism , cultural tourism , place-linked 

museum , place-unlinked museum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개발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문화향수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관광부문에 있어서도 문화관 

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 

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수 

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박물관은 “우리에게 속하 

지 않는 세계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우 

리를 매료시킨다(전진성 2004:4) ," 따라서 박물관 

은 앞으로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시점에서 구체적으로지 

역의 관광개발에 있어 박물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박물관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공급의 차원에서 새 

롭게 설립되는 박물관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의 박물관수증가는타지역에 비하여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 · 전시 · 보존 · 연구와 교육의 기능， 관광의 

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따 

라서 모든 박물관들에서 관광기능이 분명하게 나 

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주도의 박물관 

은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지역성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하여 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 이 러한 제주도의 박물관을 사례로 하여 지 

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박물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박물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1) 2007년 6월 기준 

첫째， 제주도의 박물관이 타 지역의 박물관과 어 

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파악하고， 

둘째，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 과정을 설립주 

체， 전시물의 주제，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셋째， 관광객은 제주도의 이러한 박물관들을 어 

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고， 

넷째， 박물관을 통한 지역관광개발의 가능성과 

한계를도출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제주도의 모든 박물관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다.하지만박물관의 범주가폭넓기 때문에 연구대 

상을 정확히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미술관도 박물관의 하위 개념으 

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박물관의 범주는 폭넓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단 

순한 전시시설과 박물관을 엄격히 구분하기란 쉽 

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박물관이라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 제주도박 

물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박물관 명칭에 ‘박 

물관’ 이나 ‘미술관’ 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들로 

연구의 대상을 한정했다21 이들 중에는 식물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식물원은 처음부터 관광기능을 

기대하여 설립된 것으로 설립시기에는 박물관으 

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박물관 · 미술관진흥 

법’ 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식물원도 박물관 

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이들은 본 논문의 대상 

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제주도박물관협의회의 판 

매관， 역사유적지 등 연구자가보기에 박물관으로 

2) 제주도청에 등록된 박물관과 제주도박물관협의회 회원관 이외에 명칭에 박물관， 미술관이 들어간 전시시설은 제주관광협회 홈페 
이지에 소개된 ‘제주도관광지입장요금표’ 의 목록에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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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어려운 시설물 역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결국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박물관의 

수는 총 %관이다(표-1). <그림-1)은 제주도의 박 

물관 분포를 나타낸 지도이다. 

〈표1> 제주도 박물관 현황 

향훌폼 확’醫훌쯤 .ct￥훌훌싼않흉홉 

제주도청에 국립제주박물관，중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도 

등록된 박 문민속박물관，서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 

물관 미술 포기당미술관， 서귀 교육박물관， 신영영화박 

고~ 포이승만자료관， 제 물관， 제주민속촌박물 

주대학교박물관， 서 관， 테디베어뮤지엄， 설 

귀포이중섭미술관， 록차뮤지엄오셜록， 아프 

(여미지식물원) 리카박물관， 평화박물 

제주도박물 초콜릿박물관， 닥종 관， 금오당미술관， 미니 

관협의회에 이인형박물관， 바다 미니랜드， 서귀포감율박 

가입한박 박물관， 우양수석박 물관， 소리섬박물관， 김 

물관 미술 물관， (제주목관아， 영갑갤러리， 제주건강과 

관 한림공원， 제주조각 성박물관， 서재철갤러리 

공원， 감률판매전시 자연사랑， 제주툴박물 

관，북촌돌하루방공 관， (방림원식물원， 분재 

원， 러브랜드) 예술원， 일출랜드) 

그밖에 명 
칭에 박물 우도박물관，돌거북이수석박물관， 해녀박물 
관 미술관 관， 세계성문화박물관， 한국야구명예전당(야구 
이라는 용 
어가 들어 박물관)， 제주요화산토도자기문화박물관， 제주 

간 전시시 탈과도깨비박물관 
설 

주 괄호 안은 연구대상에서 제외 

자료 제주도청 문화재과 제공 

제주도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 maojp.org) 
제주도관광협회 흠페이지 (http://www.미eju.or.kr)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 심층인터 

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문헌연 

구를 통해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자원을 살피고， 박 

물관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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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특히 관광기능에 맞추어 정 리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박물관 관장 혹은 직원， 제주도청 

문화재과， 박물관 관람객， 박물관 인근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23일-25일， 10월 5일 

-11 일， 11월 18일-19일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 

다. 박물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각 박물관 

의 설립배경과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제주도 

청 문화재과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제주도 박 

물관의 전반적인 상황과도청의 지원 상황등을파 

악하였다. 박물관 관람객 및 박물관 인근 마을의 

주민과의 인터뷰는 박물관이 지역관광개발에 있 

어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 -- 짜IumeJer 
10 20 

〈그림1> 제주도 박물관의 분포 

설문조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제주도의 박물관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박물관， 서귀포감률박물관， 

해녀박물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박 

물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2007년 5월 한 달 동안 

전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 

며，총%관의 연구대상중설문이 필요하다고생 

각되는 30관의 박물관” 중에 22관의 설문답변을 

3) 연구대상 중 설문 제외 박물관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대학박물관， 제주국립박물관， 중문민속박물관이다.1%0년대에 설립된 제 
주민속박물관과 제주대학박물관의 특성에 관해서는 인터뷰로 대신 조사하였고， 제주국립박물관은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이 그대 
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문민속박물관은 1992년에 폐관하였기 때문에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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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개발 

수거하였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아 

프리카박물관의 경우 2006년 10월 8일-1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98부를 분석대상으로 했고， 해녀박 

물관의 설문조사는 10월 7일-8일 양일간 이루어졌 

으며 104부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서귀포감률박물 

관의 설문조사는 10월 9일-14일 동안 이루어졌으 

며 85부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2. 문헌 연구 

1)문화관광의 대중화 

박물관은 관광자원의 유형상 문화관광자원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관광의 대중화는 최 

근에 와서 확산되고 있다. 과거 단체 위주의 대중 

관광에서 점차 관광객 단위가 소규모화되면서 관 

광객의 다양한 기호에 맞춘 대안관광이 새로운 관 

광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문화관광’ 이다. 

일례로 답사 동호회와 같은 많은 민간단체가 문화 

관광 코스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양선아 1999). 

이 에 따라 1990년대 후반기 에 문화관광은 중앙 행 

정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관심 등 제도권의 시선을 

끌게 되었는데， 관광이 소속된 부서가 1994년 12 

월 말 교통부로부터 문화체육부로 이관되고 1998 

년 2월 문화체육부의 명칭이 문화관광부로 바뀌면 

서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거나 ‘문화관광’ 이라 

는 범주를 관광의 한 부분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 

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김사헌 2005). 

2) 박물관의 관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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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물관의 정의 

문화관광의 대두로 문화관광자원인 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라 

고 하면 역사， 고고학， 또는 미술사와 관련된 박물 

관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박물관의 범위는 미술 

관，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기술관， 공립기록보존 

소， 사적보존지역까지도 포함시킨다(이영진 외 

200이. 우리나라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정의)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이라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문화관광부 2003). 

@ “博#觸홈”이라 함은 文化 · 藝術 · 學問의 發展과 

캐윗公聚의 文化享受 增進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歷

史·考古·人類·民倚·활術·動物·植物·鍵物. 

鐵꺼· 科學· 技術· 훌業 등에 관한 資料를 慶集· 管

理 · 保存 · 調훌 · 冊究 · 展示하는 施設을 말한다. 

@ “美까觀”이라 함은 文化 · 藝術의 發展과 -般公

聚의 文化享受 增進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博#觸합 중 

에서 특히 書畵 · 댐졌IJ' 工藝 · 建運 · 寫률 등 美術에 

관한 資料를 覆集·管理·保存·展示·調훌·班究 

하는施設을 말한다. 

@ “f蘭觸합資料”라 함은 慶集 · 管理 · 保存 · 調훌 · 

冊究·展示하는 歷史·考古 'A類·民倚·藝術·動

物 ·植物·鎭物· 科學· 技術· 훌業 등에 관한 人間

과 環境의 類型的 證據物로서 學問的 · 藝術的 價植

가 있는자료를 말한다. 

@ “美術館資料”라 함은 題集 · 管理 · 保存 · 調훌 · 

冊究 · 展示하는 藝術에 관한 資料로서 學問的 · 藝術

的 價植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정의에따라문화관광부는동물원，식물 

원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전시시설을 박물관으로 인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문화정책으로서 과거 규 



제 중심의 박물관법을 폐지하고 박물관을 지원하 

는 박물관 · 미술관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의 적용 

대상을확대하파한결과이다. 

(2) 박물관의 기능 
Mensch (1989)는 박물관의 기능을 보존기능， 커 

뮤니케이션 기능， 연구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인숙， 2005) ，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2) 이다. 

박물관학적 체계는 이러한 세 가지 기본 기능들 

의 상호관련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세 가지 기본 기능들이 서로 입력과 출력 

으로 표시되는 하나의 조작된 상관체계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기능들은 구심성과 원심성을 다 가진 

이중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박물관학적 분야에서 

는 기능상의 중요성을 구심적인 성향으로부터 원 

심적 성향으로 강조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인숙(2005)은 박물관의 원심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물관이 연구 및 교육기관인 동시 에 대 

중 서비스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 박물관의 모든 

활동과 전시에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함을 주 

장한다. 박물관의 원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역문화센터나 지역의 관광개발， 장소 

마케팅을 위한 도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원심성 

의 지나친 강조는 박물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위 

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박물관의 원심적 기능은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수집 · 관리 · 

보존 · 전시 · 조사 · 연구라는 구심적인 역할의 바 

탕위에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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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박물관의 기능 체계 

출처: 이인숙， 2005, r박물관과 문화산책」 

(3) 관광자원으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은 관광자원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Stanton (19껴)는 폴리 

네시아 문화센터가 모형문화로서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폴리네시아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 

며，토착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영향을주는등긍정 

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고 

있다. 전경수(1994)는 관광의 문제점 에 대하여 자 

연환경보전의 어려움과 문화의 고유성 유지의 어 

려움을 지적하고， 이 양자를 문화화석화 작업으로 

써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물관이 그 

대표적인 예라할수있다. 

닝 왕(2004)의 근대성과 관련한 관광의 논의에 

서도 박물관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서 

구의 관광객들은 원시적이고 이색적인 지역문화 

가 근대성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 

지만 근대화를 포기함으로써 전통의 보전이 성취 

되어서도 안 된다(이진형 · 최석호 역 2004), 전 세 

4) “이국취향은 서구인들의 의식의 투사라는 견지에서 타자와 차이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되는 정의를 포함한다. 서구 근대성의 실망 
스러운 점이 전면으로 부상할 때는 타자와 차이는 고귀한 야만으로 이상화되고， 이국적인 장소는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낙원으 
로 정의된다. 반면 서구 근대성의 성공적인 측면이 전면에 부상하면， 타자와 차이는 야만적이고 퇴보적인 것으로 비난되며 이국 
적인 장소는 혐오와 위험이 있는 낯선 장소로 간주된다，"(이진형 · 최석호 역 2004:2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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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의 차원에서 박물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전시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연 

구를 행하는 박물관의 기능이 전통문화를 관광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오 

츠카 카즈요시(大據知義 2000)는 일본의 오타루시 

(小樓市)를 예로 들어 이러한 박물관의 역할을 설 

명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과거 도시의 개성적인 

모습을 되찾아가면서 다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이 

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은 이 

도시에 과거 거리의 경관기록이나 문화정보 등을 

제공해주었다(홍종필 역 2어0) ， 

하지만 모든 박물관이 관광시설로서 항상 긍정 

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Braun

LaTour(2006)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구겐하임 미술 

관과 이탈리아 베니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교 

하면서 미국 라스베가스가 건립한지 1년도 채 되 

지 않아문을닫게 된 이유를설명하고 있다. 베니 

스는 우아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 

겐하임 미술관도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와 잘 어울 

린다. 이에 비해 도박의 도시 (sin-city)인 라스베가 

스는 고차원 의 예술문화 세 계 (high-art cultural 

wor1d)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박물관의 성격이 입지하 

고자 등F는 곳의 특성과 잘 어울려야 성공을 기대할 

수있다. 

또한 박물관만으로 지역 전체의 관광발전을 기 

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박 

물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을 시작으로 관 

련 축제와 연계하고， 관련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 

속적인 관광객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정 

훈(2004)은 부천시를 사례로 한 장소마케팅 관련 

-6-

연구에서 문화시설이 관광객을 유치딴 데에 중 

요한 역할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과 차별되는 새로운 장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산업이 사회 · 공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시설 혹은 관광시설로서 박물관의 중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 활동은 마미한 편이다. 박물관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은 교육시설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 

가대부분이며 관광과관련한 연구는박물관을통 

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송동근 2005 , 김종국 2002 , 박종순 · 박창 

수 2000) , 이들 연구는 박물관이 관광자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물 

관 활용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박 

물관의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 연구로서 검증 

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박물관을 사례로 실증분석을 통해 박물관 

을통한지역관광개발의 가능성을밝힌다. 

3. 제주도 박물관의 증가와 기능변화 

1) 제주도 박물관의 현황 

1990년대 정부가 세운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문화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증진을 위한 정책 

으로， 규제가 강한 기존의 ‘박물관볍’ 을 폐지하고 

(최석 영 2004) , 1991년 11월에 ‘박물관및미술관진 

흥법’ 을 제정하였다. 또한 그 이후 박물관 · 미술 

관 설립 촉진， 등록대상 확대， 운영의 효율화 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 

향으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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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제주도 등록박물관의 증가 추이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재과 제공 

2003). 이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수는 전국적으 

로증가하고있다. 

제주도 역시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림3)은 제주도 박물관의 설립주체에 따라서 박물 

관 등록 시기 별 박물관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특 

히 2000년 이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0년 

12월 31일과 2007년 6월 30일 박물관의 수를 비교 

해보면 제주도 박물관 수의 증가율은 285.71%에 

달한다. 

〈표2) 시 · 도별 박물관 · 미술관 현황 
(2007.06.30 현재) 

λI훌 앓t醒훌셜S양 DI賽환수 쫓채 훨g繼휩 훌션70협완lre.영I규r 
서울 86 31 117 19.32 1. 20 
부산 9 3 12 157 0.34 
대구 6 0 6 0.68 0.24 

인천 6 3 9 0.90 0.36 
1:。1L-;「ζ 4 3 7 1. 40 0.50 
대전 15 3 18 3.34 1. 25 
울산 2 0 2 0.19 0.19 
경기 66 17 83 0.82 080 

강원 28 4 32 0.19 2.19 

AI.!표 불g￥훌훌앉~ DI홉쩔수 餐2월 훌션?a혔fG댄險작) 훌{§f爛 g왔fai엉!듀jI 
τiir1 닙수 16 5 21 028 1. 44 

중남 34 5 39 0.45 2.08 
전북 15 16 0.20 0.90 
전남 10 8 18 0.15 0.99 
7â속H 28 3 31 0.16 119 

경남 28 4 32 0.30 1. 05 
제주 22 5 27 1. 46 5.09 
합계 375 95 470 047 1. 00 

자료: 각 광역자치단체 제공 

국가통계포멀 홈페이지(2005년 인구， 2006년 면적) 

2007년 6월 현재 제주도 등록박물관의 수는 27 

관으로전국대비 절대적인박물관수는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제주도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타 지방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표2) 와 같이 시 · 도별로 등록되어 있는 박물 

관 · 미술관의 면적 대비 총 수는 4번째로 많다. 하 

지만 박물관이 수요를 고려하여 설립된다는 측면 

에서 면적보다는인구대비 박물관수가더 의미가 

있다‘ 인구 10만 명 당 박물관 수는 5.09관으로 전 

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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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강원도 박물관 수의 두 배 이상이다. 이를 

통하여 타 지역의 박물관과 제주도의 박물관이 다 

른 특정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주도 박물관의 기능변화 

(1 ) 제주도 박물관의 증가 

〈표3) 설립시기별 제주도 박물관 

k꿇￡ 훌*餐짧繼 월홍壘훌앉~ 

1960 제주민속박물관，제주대학교박물관 2 
~1969 

1970 0 
~1979 

198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서귀포기당 
2 

~1989 미술관 

중문민속박물관(2002년 폐관)， 제주교 
1990 육박물관，신영영화박물관，한국야구명 4 
~1999 

예전당(야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서귀포이승만자료관， 

서귀포이중섭미술관，제주톨박물관，제 

주민속촌박물관(등록일 기준)， 서재철 

갤러리자연사랑，닥종이인형박물관，바 

다박물관，태디베어뮤지엄，설록차뮤지 

엄오설록， 평화박물관， 아프리카박물 
2000 관， 금오당미술관， 서귀포감율박물관， 26 
~2006 

소리섬박물관，김영갑갤러리，제주미니 

미니랜드，제주건강과성박물관，우도자 

연사박물관，돌거북이수석박물관，해녀 

박물관，세계성문화박물관，우양수석박 

물관， 제주요화산토도자기문화박물관‘ 

초콜릿박물관，제주탈과도깨비박물관 

주: 개관일 기준 

지금까지 제주도와 타 지역의 등록박물관 현황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논의는 

과거로부터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 

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둥록여부에 상관없이 연 

구자가 객관적으로 박물관이라 인정할 수 있는 전 

시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연구대상인 박물관 

들에 대한 선정기준과 각 박물관 명칭은 서론에서 

밝힌 바 있다. <표3)은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되 

는박물관%관을설립시기별로나타낸 것이다. 이 

를 보면 2000년 이후 박물관의 수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증가세는 박물관의 기능 

변화와관련이있다. 

(2) 연구 중심의 박물관 
박물관을 뜻하는 ‘museum’ 은 학예를 관장하 

는 아홉 명의 뮤즈 여신들의 전당을 지칭하는 용어 

였다. 따라서 초기 박물관의 주된 기능은 유물의 

수집 · 보존 · 연구 등 내향적이었다. 제주도에서 

도 초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에 설립된 박물관은 

이와 같이 연구 중심의 박물관이었다. 

제주도 최초의 박물관은 ‘제주민속박물관’ 으 

로 진성기(奏聖觀， 72세)라는 개인에 의해 1963년 

에 설립되었다. 당시는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경관 

만으로도 충분히 국민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있었 

기 때문에 박물관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진성기 관장은 시대의 변화와 함 

께 제주도 민속유물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안타 

깝게 생각하여 이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다다(“이) 

라서 제주민속박물관은 관광과는 상관없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운영의 측면에서 관광객 

5) 동록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유는 둥록박물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박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박물관 
이며，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만 비둥록박물관은 그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6) 제주민속박물관은 비 영리적으로 운영되어왔으며 관장의 아내가 해녀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였다(진성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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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려가 거의 배제되어 왔다. 

이후 1967년 제주대학교에 ‘제주대학민속박물 

관’ 이 설립되어 제주도의 민속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그리고 이후 1986년 ‘제주대학박물관’ 

으로 명칭을 바꾸고 연구대상을 제주도 전반적인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 박물관 역시 일반 제주도민 

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 관광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제주도에 관한 연구에 그 기능이 국한 

되어있다. 

(3) 박물관의 교육 기능 강화 
1960년대에 설립된 박물관들은 박물관 내에서 

의 기능이 중시되었지만 이후 설립된 박물관은 관 

람객 수의 증대를 위한 원심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히 교육 기능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1984년 제주도청에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 

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 을 설립하였다. 이때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주도의 민속 · 자연 

사에 대한보다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과박물관을 

통해 제주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 · 홍보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된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존에 

존재해온 제주도 박물관들의 기본기능에 더하여 사 

회교육의 기능이 강화되었다(표4) ， 

교육의 기능이 강화된 박물관은 민속자연사박 

물관 외에 ‘제주교육박물관(1995년 개관)’ 기이 있 

다. 제주교육박물관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하 

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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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기능 

1, 고고민속 및 자연사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 보존관리 

3. 자료전시를 통한 사회교육 기능 수행 

자료: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5, r2005년도 현황」 

〈표5) 제주교육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앓훌:J.難*했껄량 프앓.:I蘭 훌훌 

청소년 

태등학생을우1한향토문화학교 어린샌1 
자문 서 당， 중고등학생을 위한 주말문화학 

교， 명화감상 

성인 
현장에서 배우는 문화기행， 교양 한문서 

당， 전통문화강좌 

자료: 제주교육박물관홈페이지 

(http://www.jjemuseum.go.kr) 

그리고 1987년에 국내 최초로 시에서 운영하는 

‘서귀포기당미술관’ 이 개관하였다. 이 미술관은 

재일동포 기당 강구범이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 

의 문화향수를 위하여 설립한 후 서귀포시에 기증 

한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설립 

된 제주도의 박물관 · 미술관은 교육， 문화향수 제 

공이라는 원심적 기능이 강화되는 형태를 띠게 되 

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의 박물관이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시기에 

개관한 박물관은 관람 대상으로 제주도민을 지향 

하고있었다 

(4) 박물관의 관광 기능 강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기능을 강화한 박 

7) 제주교육박물관의 설립목적은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 전시 및 조사연구’ , ‘제주교육의 변천과정 정리’ , ‘제주교육의 
미래 제시’ 이다(제주교육박물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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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개발 

물관은 1999년 ‘신영영화박물관(이하 영화박물 

관)’ 이 개관한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영화박물관 

은 제주도에 설립된 박물관들 중에서 제주도와 직 

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의 박물관으로는 최초이 

다. 기존의 박물관들 역시 관광객이 관람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운영의 측면에 

서는 주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하 

지만 영화박물관 이후 설립되는 대부분의 박물관 

들은 스스로의 기능에 대하여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화박물관과 같은 제 

주도와 관련이 없는 테마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제 

주도의 민속이나 역사， 자연 등 제주도 관련 테마 

의 박물관도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주민보다관광 

객을 관람객의 주된 대상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을 

‘관광지향 박물관’ 으로 명명한다. <표6)은 이러 

한 박물관들의 설립목적을 직 · 간접적으로 나타 

내는 각 박물관의 소개 메시지인데， 이를 통하여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박물관의 관광기능을 염두 

에두었음을알수있다. 

〈표6) 관광형 박물관의 소개 메시지 

%했흩變’횡 
/ 

*했홈췄홈 짧樣 양예AI짧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화를 비롯하여 

엽물혈 제주관광의 최첨병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 

고자합니다. 

2004년 12월 새로운 문화적 도약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박물관 

아박프물리관카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활 

짝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의 제주를 찾는 l 

국내외의 많은 관람객들에게 아프리카문 

화를 보다 폭넓게 얄리기 위함입니다. 

8) 2007년 4월 25일 현재.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해녀들만의 독립적이 

고 주체적인 문화는 향토문화유산으로서 

해녀 박물관 |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중 
요한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 

니다. 

우리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르 선도하는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서 힘 
제주돌박물관| 근 

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자료: 각박물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관광지향 박물관들이 제주도에 증가하면서 새 

로운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 

도청 관광정보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신규관광 

지’ 에는 총 17곳의 관광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들씨중 절반이 넘는 9곳이 박물관이다9) 

이상에서 살펴 본 바， 제주도 박물관의 증가는 

단순히 그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변 

화와 함께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주도 

최초의 박물관은 연구 중심의 박물관이었으나 그 

후교육의 기능이 강화된박물관이 설립되었고， 최 

근에는 관광객을 지챔면서 박물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지향 박물관이 기존 

의 박물관과 다른 특성은 무엇이며 관광객은 제주 

도의 박물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함 

으로써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박 

물관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9) 홈페이지에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장한 신규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목록 중에서 박물관은 탈과 도깨비 박물관， 제주 
돌마을수석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제주돌박물관)， 건강과 성 박물관， 수컷돌거북이수석박물관， 세계성문화박물관， 닥종이인형 
박물관， 서귀포감률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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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지향 박물관의 등장과 특성 

1) 관광지향 박물관의 등장 배경 

(1 ) 제주도 관광환경 변화 

: 관광산업의 위기와 문화관광개발 

제주도 관광환경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제주 

도에 관광지향 박물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 

할수있다. 

제주도의 대중관광개발은 1963년 국토건설종 

합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중앙정부에 의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양선아 1999)1끼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가주도의 관광개 
발은 제주도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여러 측 

면에서 부작용을 낳았다(최 영민 1995; 양선아 

1999; 오정준 2003).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제주사회 

에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계， 지역언론， 

지식인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관광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양선 

아 1999). 이에 1989년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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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사가 반영된 제주도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 

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후 외국 농산물의 개방 

이 현실화되고 제주도의 1차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자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다(양선아 1999).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 

면서 이국적인 이미지로 관광개발정책을 펼쳐온 

제주도에게는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1998년 금 

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다양화 

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제주도관광 

협회 2000). 그리고 제주도의 지역성을 관광자원 

화한다는 취지에서 문화관광이 새로운 관광형태 

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관광지향 박물관이 등 

장한 배경도 이와 같은 제주도의 관광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 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 (2) 문화전문가의 박물관 설립 

였고， 1995년 1월에 공포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등록박물관을 기준으로 

개발은 국가주도에서 지방주도로 변하게 되었다 사립박물관의 비중(54.7%)이 가장 크다. 사립박물 

(오정준 2003)111. 관의 증가는 공급의 측면에서 고려하였을 때 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제주사회는 화 · 예술에 종사하거나 특정 문화에 대한 전문 지 

관광개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제주도 식을 축적한 문화전문가의 사회적 증가에서 기인 

10) 60-80년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주지역관광개발계획은 제주도지역주민을 부강케 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별다. 
특히 이 시기에 제주도지역주민의 개발참여가보장되지 못하였고， 제주도의 역사성，문화성， 지역성，주민의 가치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발되었다(이장춘 1990). 

11) 하지만 법률 제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정과정 자체가 비밀리에 진행됨에 따라 제주 
도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고， 단체， 언론， 학자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은 볍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다(김종배 
1991). 그리고 이러한 반대 의사는 도내 각지의 지역주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표시는 법안의 제정 
및 수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차후 관광개발이 기존의 것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즉 도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양선아 1999;오정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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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르디외(1984)는 박물관 

설립자와 같이 현대의 소비문화 공간에서 문화의 

생산과소비의 매개자로 역할을하는사람을문화 

매개자라고 하였다. 지적 문화매개자들이 경험한 

새로운 공간을 다양한 청중과 대중에게 접합시키 

고， 전달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박물관을 설 립하고 

있는 것이다(정숙경 역 1999) , 제주도 사립박물관 

은 사회적으로 증가한 문화전문가가 문화매개자 

로서 박물관을 제주도에 설립함으로써 증가하였 

다고볼수있다. 

정리하면 문화관광의 대중화로 박물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공급의 차원에서 문 

화전문가들이 박물관을 설립하였는데 그들은 설 

립지로서 제주도를 선호함으로써 제주도에 등록 

되어 있는사립박물관비중이 타지역에 비하여 더 

욱높게 형성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관광지향 박물관의 특성 
제주도에 설립되고 있는 관광지향 박물관의 특 

성이 기존의 박물관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지 박물 

관의 설립주체， 전시주제， 분포형태를 중심으로 삼 

피고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밝힌다. 

(1) 관광지향 박물관의 설립주체 

제주도에 최초로 설립된 박물관은 사립박물관 

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박물관의 설립은 드물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박물관의 설 

립에 참여하는 설립주체가 다변화되면서 박물관 

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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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설랍주체별 박물관 수의 변화 

~1 1997690년 1 0 1 
(50, 0%) (0, 0%) (50~0%) I 2 

1980 1 2 
~1989년 (25.0%) (50.0%) (25~0%) I 4 

1990 3 4 
~1999년 (37.5%) (50, 0%) (12.-<5%) I 8 

2000 24 9 
~2006년 (70.6%) (26.5%) (2.9%) I 34 

자료: 제주도청 문화재과 

@사립박물관-외지인의 박물관설립 참여 

〈표7) 에서와 같이 제주도의 사립박물관은 

2000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현 

재 70，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박물 

관의 수가 증가한 데에는 박물관의 설립에 개인들 

이 참여한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 

다. 

박물관들의 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박물 

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응 

한 박물관들 중， 영화박물관이 개관한 1999년 이 

후 설립된 사립박물관은 15관이며 박물관 설립자 

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8)과 같다. 

〈표8) 사립박물관 설립자의 인구학적 특성(단위: 관) 

설당연립시령 3o0|하대 40대 50대 60대 7이0상대 

1(6.7%) 4(26.7%) 5(33.7%) 4(26.7%) 1(6,7%) 

성별 
남 여 

14(93.3%) 1(6.7%) 

제주 서울 / 경인기천 충대청전/ 경대상구//부울산산/ 이북 
출생지 

4%26)7 4%26)7 23(%13). 23(%13). 1(6.7%) 2(13,3%) 

자료:설문조사 



사립박물관설립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출생지가 제주도가 아닌 사람의 비 

율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립박물관 설립자는 

모두 제주도 출생이었지만 영화박물관을 시작으 

로 제주도 외 지 역 출생자도 제주도에 박물관을 설 

립하고 있다. 외지인이 제주도에 박물관을 설립함 

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주도의 인구대비 박 

물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며 공립박물관 대 

비 사립박물관의 수 또한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립박물관-기초자치단체의 박물관 설립 참여 

최근 제주도에 설립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이 기 

존 제주도의 공립박물관과 다른 점은 설립주체가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청에서 시 · 군 단위의 기 

초자치단체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관광개발 

에 직접 참여하면서 박물관을설립하고 있다. 대표 

적인 것으로 서귀포감률박물관， 제주돌박물관， 해 

녀박물관을 들 수 있다. 이들 박물관의 특정은 관 

광지 조성에 있어 핵심시설로서 건립되었다는 것 

이다. 서귀포감률박물관은 2005년 2월에 서귀포시 

에서 설립한 박물관으로 ‘감굴랜드’ 라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제주돌박물관 

은 백운철 탐라목석원장이 기획하고 북제주군이 

집행하여 2006년 6월에 개원한 ‘제주돌문화공원’ 

내의 핵심시설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 

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내에 건립되었 

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핵 

심시설로서 박물관을 도입하면서 공립박물관의 

증가를주도하고있다. 

(2) 관광지향 박물관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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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 설립된 제주도의 박물관은 대부 

분 제주도의 민속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립주체가 확대되면서 전시물 주제도 민속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주제 

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0년대 말 이후 제주도와 

관련이 없는 주제의 박물관이 설립되기 시작하면 

서 박물관 주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CD 장소연계박물관 

제주도와 관련된 주제의 박물관을 이 논문에서 

는 ‘장소연계박물관’ 으로 명명한다. 즉， 장소연계 

박물관이란 ‘전시물이 지역(제주도)의 문화 혹은 

자연을 소재로 한 박물관’을 의미하고， 장소비연 

계박물관은 장소연계박물관에 대비되는 것으로 

‘전시물이 지 역 외부의 문화 혹은 자연을 소재로 

한 박물관’ 을 일캠는다. 

〈표9) 장소언계박물관의 주제 

후짜흉 협X훌錢앓X짧혔혔짧 

종합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민속촌박물관(200 1)， 우도자연사박물관 

미U소「 (2003) , 바다박물관(2005) ， 해녀박물관(2006) ， 

제주탈과도깨비박물관(2007) 

자연·전설 제주돌박물관(2006) 

역사 평화박물관(2004) 

사진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2002) ， 서재철갤러 

리자연사랑(2004) 

농산물 
서귀포감률박물관(2005) ， 셜록차뮤지엄오설록 

(2001) 

인물 
이승만자료관(2000) ， 서귀포시이중섭미술관 

(2002) 

도자기 제주요화산토도자기문화박물관(2006) 

장소연계박물관은 전시주제가 기존에는 될 수 

있는 한 제주도의 모든 면을 보이파 동F는 종합적 

인 성격이었던 데 비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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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차별화를 위해 특정 주제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즉， 제주도 내의 실정 

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제주도내에서 차 

별화된 국지적 장소성을 활용하여 박물관을 설립 

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장소연계박물관의 주제 

는 더욱 다양화 · 구체화되고 있다. 

@장소비연계박물관 

1999년 영화박물관의 개관 이후 장소비 연계박 

물관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소비 연계 

박물관의 주제를정리하면 〈표10)과같다.1999년 

이후 설립된 장소비연계박물관의 수는 총 13관으 

로 같은 기간 설립된 박물관 중에서 46.4%를 차지 

하고있다. 

〈표10) 장소비연계박물관의 주제 

S쌓쩌I 형#용훌혔響t쩔앓휩얹졸i 

해외 아프리카박물관(2005) 

인형(미니 제주미니미니랜드(200 1)， 테디베어뮤지엄 

어쳐) (2001), 닥종이 인형박물관(2005) 

미술 제주금오당미술관(2004) 

영화 신영 영화박물관(1999) 

성(性) 
세계성문화박물관(2005) ， 제주건강과성교육박 

물관(2006) 

스포츠 한국야구명 예전당(1999) 

음식 초콜릿박물관(2002) 

소리 소리섬박물관(2005) 

수석 
수컷돌거북이수석박물관(2005) ， 우양수석박물 

관(2003) 

장소비연계박물관의 설립자는 대부분 타 지역 

출신이다. 설문에 응한 장소비연계박물관 8곳 모 

두 설립자가 외지인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주 

도를설립지로택한이유를조사하였다. (표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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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장소비연계박물관이 제주도를 설립지로 택 

하는데에관람수요와설립지의 이미지를가장크 

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1) 장소비연계박물관이 설립지를 제주도로 선택 

한이유 

셨훌혜 0"￥ 1짧훌1(1활i 쳤戀1(촬i 훌짧활I~홈 

관가람 높객기의 때 수문요(관광객) 4 2 75.0% 

제지주와도 어가울 박리물기관 때의문 이미 3 50.0% 

제싶주어도서에 거주하고 25.0% 

향성후이 높 제주기도 때의문 발전 가능 0 2 25.0% 

제기주 위도해의 경관을 활용하 0 2 25_0% 

(3) 관광지향박물관의 입지 

@박물관분포의확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제주도의 박물관들은 

주로 도심이나 대학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관광지 

향 박물관들이 설립되면서 박물관의 분포는 점차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박물관의 입지를 시 

기별로나타내면 〈그림4-7)과같다. 

9 .융싹C카 우‘“ 

““ 
ι 

〈그림4) 1960""1979년 박물관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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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박물관 분포의 특정은 집중과 분산이라 

+1 는 대립적인 양상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박 

@‘ 

_: ..... _:.::.-ν 、‘

〈그림5) 1980""'1989년 박물관의 입지 

0' .냉씬ι1 'A ’i 
_:-ζ" 

〈그림6) 1990""'1998년 박물관의 입지 

0' 

~:'::'-.: .. ~……、, ι( 

〈그림7) 1999""'2006년 박물관의 입지 

12) 1순위는 11관， 2순위는 8관이 답하였다. 

물관들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까지 박물관은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도 

섬에 입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 

광객들을 주된 관람객으로 하는 박물관들이 중문 

관광단지나 월드컵경기장 등에 다수 입지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제주도의 박물관들은 최근 집중보다는 

분산되고 있는 양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다. 제주도의 도심과 관광단지 외 에도 박물관은 작 

은 마을이나 농공단지 등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 장소연계박물관의 입지 특성 

박물관의 분포가 확대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 

여 1999년 이후 개관한 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의 입지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는 장소연계박물관과 장소비 연계박물관이 다르 

게 나타났는데 우선 장소연계박물관의 결과는 〈표 

12) 와 같다121 장소연계박물관은 설립지 선정에 있 

어 박물관 주제와의 관련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장소연계박물관의 주제 

가 기존의 종합적인 성격에서 특정 주제로 전문화 

1시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종합박물관의 경우， 제 

주도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제 

일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제주시내에 설립되었지만 

박물관의 주제가 전문화되면서， 입지에 있어 그 주 

제와의 관련성을중시하게 된 것으로해석된다. 이 

러한점은제주도내에 존재하는국지적인 지역적 

13) 이때의 ‘전문화’ 라는 용어는 하나의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의 특성을 일걷는 것으로 다(多)주제 박물관의 특성인 
‘종합화’ 라는 용어의 반의어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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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관광 

지나 관광시설에 인접하여 설립되는 것은 간접시 

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제주도 내 

에서도 관광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관광지로서의 

대표성을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 있다.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개발 

차별성을 관광자원화하는 수단으로 박물관이 활 

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13) 장소비연계박물관의 제주도내 입지 선택 시 

고려사항 

62.5% 

50.0% 

25.0% 

25.0% 
12.5% 

12.5% 

qu 

-
n
ι
 
-nU 

-1i 

-nu 

--4 

。
ι

-
n
ι
 -
n
ι
 -1L 

-1i 

-nU 

인근관광지/관광시설과의 집적 효과 

관람객수요 

주변경관 

설립자의 거주지와의 거 리 

교통편의 

다른 박물관과 적절한 거리 유지 

〈표12) 장소연계박물관의 제주도내 입지 선택 시 고 

려사항 

14 

-
C니
 -nU 

-nu 

-nu 

--i 

-1i 

η
l
 -nU 

-
n
ι
 -1L 

-1i 

-nu 

-nU 

박물관주제와의관련성 

주변경관 

저렴한지가 

교통편의 

관람객수요 

제주도의균형 발전 

인근 관광지/관광시설과의 집적 효과 

자료:설문조사 

자료:설문조사 

이상에서 살펴본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를 

간단한그림으로나타내면 〈그림8)과같다. 

@장소비연계박물관의 입지 특성 

장소비연계박물관이 제주도내에서 입지를선택 

함에 있어 고려한 사항은 〈표13)과 같다. 즉， 장소 

비연계박물관은 인근 관광지나 관광시설과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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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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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물관을 통한 지역관광개발의 
가능성과한계 

본 장에서는 박물관의 주제에 따라 제주도의 지 

역성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관람객은 이들 

박물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함으 

로써 박물관을 통한 지역관광개발의 가능성을 확 

인한다. 

1) 박물관의 주제와 지역성 

(1 ) 장소연계박물관과 지역성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의 장소연계박물관은 박 

물관의 주제가 전문화되면서 박물관의 주제와 관 

련한 장소에 입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박물 

관의 주제와 관련한 장소에 입지한다는 것은 박물 

관의 주제와 박물관의 주변경관이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점은관람객의 시선을박 

물관 전시물에 머물게 하지 않고 박물관 주변으로 

확대시킨다. 즉， 장소연계박물관은 관광객이 제주 

도의 지 역성이 반영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9)μ 

〈그림 9) 제주도 장소언계박물관의 전망대 전경 

地理學論홉훌 제50호 (2007.9) 

〈표14) 장소언계박물관과 지역의 연계 

체험:농장에 

감률 | 감률마을의 | 서 감율따기 | 시설물: 
박물관 | ‘감률랜드’ | 시설물: 농산 | 감률스파 

물유통센터 

해녀 

박물관 

제주돌 

박물관 

1 축제: 해녀민 
해녀 마을의 I 1'. 11 1 1..,.;. 

| 속예술공연 | 시설물: 
‘제주해녀항일 | | 

; I 주민참여: 박 | 해녀 민속마을 
운동기념공원 | ’ 

l 물관해설사 

교래리꽂댐| 
|축제:설문대 

의 ‘제주돌므 | 
|할망페스티벌 

화공원” 

축제: 이중섭 

예술제 시설물: 
이중섭 I 이중섭 초가 I 시설물: 이중 소암 현중화 
미술관 인근 섭 초가， 이중 기념박물관 

섭거리 

장소연계박물관은 더 나아가 입지한 지역과 체 

험프로그램， 축제， 시설물 등을 통해 연계 형성을 

꾀하고 있다. <표 14)는 장소연계박물관과 박물관 

이 입지한 지역과의 연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그 

내용이 박물관의 주제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 장소연계박물관을 중심 

으로 그 일대가 박물관의 주제로 특화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 장소비연계박물관과 지역성 
제주도는 과거 국가주도에 의해 관광개발이 이 

루어지면서 ‘환상의 섬’ 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 

고， 현재에도 환상의 섬 이라는 이미지의 재생산은 

계속되고 있다(양선아 1999). 앞서 보았던 〈표11) 

과 같이 장소비연계박물관이 제주도에 입지하게 

14) <그림 V-1) 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오셜록， 해녀박물관， 이중섭미술관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박물관의 주제와관련한 
경관이다. 구체적으로녹차밭인 서광다원， 해녀마을언 북제주군구좌읍하도리， 이중섭 화가의 작품의 배경이 된서귀포 앞바다 
의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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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박물관의 특성변화와 지역관광개발 

된 이유에 대하여 ‘제주도의 이미지와 어울리기 

때문’ 이라는 항목에 50.0010의 웅답률을 보였다. 그 

리고 장소비연계박물관은 제주도내 입지 선정에 

있어서 타 관광시설과 집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는데 이러한 장소비연계박물관은 기존의 관광시 

설이 형성한 남국 이미지의 경관을 따르고 있다15) 

결국 장소비연계박물관은 전시 주제가 제주도의 

문화와 무관한 것이지만 이국적인 제주도의 지역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지역 

성이활용되고있다. 

2) 박물관의 주제에 대한 관광객의 반응 

〈그림 10) 장소비언계박물관의 경관을 통한 남국이 
미지형성 

이 절에서는 관광객들이 앞서 살핀 장소연계 · 

비 연계박물관을 제주도의 지 역성과 관련하여 어 

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박물관을 

통한 지역관광개발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힌다. 관 

광객에 대한 반응은 장소연계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 주제의 전문화 경향이 뚜렷한 해녀박물관， 

감률박물관， 그리고 장소비 연계박물관에 대해서 

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어 제 

주도의 장점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사료되는 아프 

리카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1) 장소언계박물관에 대한 관광객의 반응 

@ 장소연계박물관의 주제와 관련한 체험 욕구 

장소연계박물관의 설립을 통하여 그 일대는 박 

물관과 연계한 시설물이나 축제 등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주제로 관광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수요의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장소연계박물관을 관람한 관광객 

들이 박물관 주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체험 욕구를 

갖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표-15 ， 16)과 같 

이 장소연계박물관을 관람하는 관광객은 관광행 

위로서 박물관 전시물의 관람으로 그치지 않고 추 

가적인체험을하고자하는욕구를가지게 되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험 욕구는 박물관건물 내 

부에서 전부 해결될 수 없는 내용이다. 

〈표15) 감률박물관 관람객의 추가적인 체험 욕구 

(단위: 명) 

감률음식 혹은 감률가공식품I 78 I 5 I 2 I 1 (".' ::;"'\ 1 (r- ~n1\ 1 (() ~"'\ 1 85 을 먹고 싶다 1 (91.8%) 1 (5.9%) 1 (2.3%)1 

감률을 직접 따보고 싶다 I (ol~nt\ 1(1/\ 9l'nt\ I (1 ~/J 85 | (88.2%) 1(10.6%) 1 (1. 2%)1 

감굴농장에서 사진을 찍고 1 74 1 8 1 3 1 1(1'\":-:"'\ 1(" '::", \1(<) ~f)f \1 85 싶다 1 (87.1%) 1 (9.4%) 1 (3.5%)1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 1 60 1 22 1 3 I ，，~ 
습을 보고 싶다 1 (70.6%) 1(25.9%)1 (3.5%)1 ω 

자료:설문조사 

15) (그림 V-2)는좌측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중문관광단지 진입로，중문관광단지에 입지한테디베어박물관정원，아프리카박 
물관정원，그리고남원관광지구의영화박물관정원을나타내는사진이다.야자나무과에속하는종려나무를섬음으로써남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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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연계박물관과 관람객의 지 역성 인식 강화 

관광객은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을 두 

고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일상생활과는 다른 차 

이’ 를 추구한다. 따라서 관광은 차이의 매력 

(appeal of distance) (Simmel 1990)에 부분적으로 

기반하며(이진형 · 최석호 역 2004) , 그 지역 혹은 

그 장소가 독특한 곳일수록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성이 뚜렷한 지역일수록 매력적 

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장소연계박물관이 관광객 

에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 역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률박물관과 해 

녀박물관을 관람한 관광객에게 박물관의 주제가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하였다. 

〈표-17 ， 18)과 같이 관광객이 감률， 해녀라는 

장소연계박물관의 주제를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 자료: 설문조사 

〈표16) 해녀박물관 관람객의 추가적인 체험 욕구 

(단위: 명) 

해녀가 직접 잡은 해산물을 I/nßZrw\ 1/}~nt\ 11 A ~nt\ 1104 
사고 싶다 1 (83.7%) 1(11. 5%)1(4.8%) 

해녀가물질뺨모습을 직 I/n~~rw\ 1 ，)~_， 11 A ~nt\ 1104 
접 보고 싶다 어1.7%) 1(13.5%)1(4.8%)1 

해녀식당에서 식사하고 I 68 I 31 I 5 11 1\ A 

싶다 1 (65.4%) 1 (29.8%) 1 (4.8%) Iw"t 

해녀와함께 사진을 찍고 1 64 1 35 1 5 11 1\ A 

싶다\ (61.5%) \(33.7%)\(4.8%) \.lV냥 

해녀와함께 해산물을 캐보 I 62 I 37 I 5 11 1\ A 

고 싶다 1 (59.6%) \(35.6%)\ (4.8%)I .lV
냉 

자료:설문조사 

따라서 앞 절에서 확인하였던 장소연계박물관 

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이나 축제와 같은 프로그 

램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연계가 활발히 진행될 때 

그 일대는 박물관의 주제로 특성화된 관광지로 발 

달하게될것이다. 

地理學論훌 저150호 (2007.9) 

징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하여 박물관 관람 전과 후 

를 비교했을 때， 5점 척도의 평균값이나 긍정적인 

웅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소연계 

박물관을 관람한 관광객은 박물관의 주제에 대하 

여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정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소연계박물관이 제주 

도내에서도 특별히 박물관의 주제로 대표적인 혹 

은 관련된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관광객은 박물관 

의 전시물 관람뿐만 아니라 박물관 주제와 관련한 

관광행위를 박물관 일대에서 하게 되어 이러한 인 

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 강화 

는 제주도가 다른 지 역보다 더욱 특별한 곳으로 인 

식을 하게 함으로써 관광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작용할것이다. 

〈표17) 감굴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 인식 

하는 정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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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문조사 

〈표18) 해녀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인식하 

는 정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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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비연계박물관에 대한 관광객의 반응 

@ 장소연계 · 비 연계박물관의 관람 현황 

장소비연계박물관에 대한관광객의 반응을파악 

하기에 앞서 관람객 수와 수입 · 지출 현황에 대하 

여 장소연계박물관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 

항을 통하여 장소비 연계박물관이 관광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19) 장소연계박물관과 장소비언계박물관의 2006 
년관람객수 

1만명 미만 2(22.2%) 0(0.0%)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 0(0.0% 0(0.0%)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2(22.2%) 1(14.3%)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3(33.3%) 4(57.1%) 

30만명 이상 2(22.2%) 2(28.6%) 

미표기 2(-) 1(-) 

자료:설문조사 

〈표20) 장소연계박물관과 장소비연계박물관으12006 

년 수입과지출 

지출과수입이 비슷했다 

지출이수입보다많았다 

자료:설문조사 

2(18.2%) I 1(12.5%) 

9(81. 8%) I 3(37.5%) 

소연계박물관에 비하여 장소비 연계박물관의 수익 

성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통하 

여 알 수 있는 것은 장소비 연계박물관이 제주도의 

문화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관광객에게 관광매력 

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 장소비연계박물관의 주제와제주도의 관광매력 

관광객이 장소비연계박물관을 어떻게 받아들 

이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도 장소비 연계박물관 중에서 대표적 인 아프 

리카박물관lil)을 관람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실시하였다. 

제주도에 설립된 아프리카박물관의 경우 〈표 

21)과 같이 관광객들은 이색적이라는 측면에서 국 

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장소비연계박물관의 

주제가 제주도의 문화와 무관하다는 점 에 대하여 

관광객들의 거부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내에서도 특별히 중문관광단지와 같은 

관광시설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와 같이 장소연계박물관에 비하여 장소비 “(아프리카박물관에 중문관광단지 안에 있71 때 

연계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문에 제주도와 (박물관의 주제가) 관련이 없더라 

있다. 또한 수익성을 비교하면 〈표20)과 같이 장 도 그다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16) 아프리카박물관은 1998년 서울시 대학로에 설립되었으나 관람객이 부족하여 적자를 겪다가 2005년 제주도로 이전을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이전 이후 관람객의 수는 그 전에 비하여 10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박물관이 제주도의 관광 
자원으로서 장소비 연계박물관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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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씨， 여'， 24세， 서울특별시 O}-천구 

‘충운관광단지는 예쁜 호텔건물들이 많고， 야자 

수가 심어져 있어서 (휴양도시로서) 도시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외관이) 독특하게 생긴 박물관이 

관광단지 안에 생기는 건 별로 이상한 거 같지 않 

아요. (제주도의) 마을 같은 데 았으 면 좀 이상하겠 

죠 

-이 씨， 여'，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한 장소비연계박물관들이 제주도의 자연경 

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받아들여지 

고있다. 

‘제주도에 생기는 박물관들은 대부분 주변 경관 

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서울 코억l스에서 테디 

베어전시화할 때도 가봤는데 제주도에 있는 테디 

베어뮤지얻은 서울과 다르게 야외에도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기 때운에자연을 즐기면서， 산책도 하 

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화박물관에도 

가봤는데 큰엉해안절경지를 볼 수 있게 산책로를 

만들어놔서 단순한 영화관람 뿐만이 아닌 또 다른 

재미를선샤해요 

-박 씨， 여， 24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실제로 아프리카박물관이 제주도의 관광매력 

을 증대시키는지 관람 전과 관람 후의 생각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관람 전 

32.3%에서 관람 후 70.40/0로 증가하였으며 5점 척 

도 평균값은 관람 전 3.28에서 관람 후 3.88로 증가 

하였다(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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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아프리카박물관이 제주도의 관광매력을 증대 

시키는지의 여부 

자료:설문조사 

‘처음엔 (제주도에) 왜 이렇게 박물관이 않받 걸 

까P 했는데 자연경관을 빼고는 볼 게 없었는데 (아 

프리카 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이 생기면서 (저l주 

도가) 좀더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 

아요 

-김 씨， 여， 23， 서울시 은평구 

‘'10여 년 전만해도 대학시절 자전거로 여행가면 

제주도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 

금은 ... 자연은관광의 배경이고 ... 저만봐도 먹을거 

리며 볼거리에 온통 관심이 가 있으니까요. 제주의 

관광과 박물관의 관계는 아마도 (아름다운 자연경 

관의 배경 하에 흥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떼려야 렐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요 

-배 씨， 남， 36， 광주광역시 동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소비연계박물관들 

이 남국의 이미지를 형성하과 열대식물을 활용 

하여 조성한 경관이 관광객에게는 제주도의 자연 

과 어우러진 박물관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관광 

객들은 장소비 연계박물관이 제주도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자연관광자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박물관 증가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볼거리를 보다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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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광매력을 증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박물관을 통한 지역관광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제주도의 관광지향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등장 

한 것은 1999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박물 

관의 관광효과가 가시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 

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박물관을 통한 문화관광개발의 가 

능성을검증할수있다. 

(1 ) 장소언계박물관을 통한 관광개발 

제주도의 장소연계박물관은 기존의 종합적인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과 차별화를 위해 특정 주제 

로 전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입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기존의 종합박물관이 도심에 입지하였 

다면 최근의 전문박물관은 제주도 내에서도 특별 

히 박물관 주제로 대표적이거나 주제와 관련된 지 

역에 입지하고 있다. 장소연계박물관을 방문한 관 

광객은 지 역성 인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박물관의 전시물 관람뿐만 아니라 박물관 일대 

의 연계를 통하여 경관 감상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에게 제공 

하는 것은 관광객의 제주도에 대한 지역성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 결국 장소연계박물관을 중심으로 

그 일대는 관광매력이 증대될 것이다(그림 1 1). 

(2) 장소비언계박물관을 통한 관광개발 
장소비연계박물관은 제주도와 관련이 없는 문 

화요소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그에 대 

한거부감을느끼지 않고있다. 장소비연계박물관 

은 관광시설이 밀집된 곳에 입지하면서 제주도가 

그 동안 추구한 남국의 경관조성을 통한 이국적인 

이미지 형성이라는 관광정책의 연장선에서 박물 

관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장 

소비연계박물관은 전시물의 주제가 제주도의 문 

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에 

게 제주도와 어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Y~~함법톨E션 ‘ 흩삭톨공3 월~I ~I억 3 Ef휩그칙 

양측청 추입I~흔 천뿐호} 

싼합2석때ICH환 
M댐A 앓혈 Eε랬 

〈그림11) 장소연계박물관을 통한 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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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합소납I~궤양}톰EH j 핵I톨Eg 잃작 πI확 E잊휠그칙 

외루문합요소뚫 
!L입한 반뚫환 

쩌I~ s.::. :?l βF국쩍 

OI DlÁI 활흉 

웬챙OH쩔 쫓[갱 

〈그림12) 장소비연계박물관을 통한 관광개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제주도의 관광매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하 

여 현재 제주도의 가장큰매력이라할수 있는자 

연관광과 새로운 매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관 

광이 접목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소비 연계박물관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 

(3) 제주도 박물관의 현실적 한계 

제주도에는 관광지향 박물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완전히 자 

리 잡았다고 보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 현 시점에 

서 관광자원으로서 제주도 박물관의 한계를 확인 

하여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박물관을 통한 지 역 

관광개발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외지인이 제주도에 설립한 박물관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입지한 것과 관련한 운영상의 어려움’ 

을 조사하였는데(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 

홉하다는 지적(44.5%)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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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제주도에 입지한 것과 관련한 운영상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미흡 

관람객 확보의 어려웅 

박물관간의 협력의 어려웅 

훌훌훌냥1I훌 

4 I 44.5% 

3 I 33.3% 

11.1% 

시설유지보수 빚 상품배송의 어려웅 I 1 I 11.1% 

자료:설문조사 

다음으로 사립박물관 전체를 대상으로 박물관 

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책 · 제도상의 지원 

부문에 대한 문항에는 홍보 관련 지원과 금융 · 세 

제상의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24) , 특히 박물관의 홍보와 관련한 지원은 잠재 관 

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 시 제주도의 선택률을 높 

이는방안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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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 · 제도상 
의지원부문 

홍보관련지원 31. 25% 

금융 세제상의지원 31.25% 

관련기관과의 협력 지원 3 I 18.75% 

박물관 용지 매입 및 임대료 지원 3 I 18.75% 

자료:설문조사 

박물관이 제주도 내에서 아직은 다른 관광자원 

에 비하여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였고， 제주도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역할 역시 크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가장 큰 관광매력이라 할 수 있 

는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하여 박물관의 매력을 상 

승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의 박물관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 

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박물관이 제주도로 관광객 

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 · 전시 · 보존 · 연구과 

같은 구심적 기능과 더불어 교육， 관광과 같은 원 

심적 기능을 하는 복합기능시설이며 최근 관광자 

원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문 

화관광이 대중화되면서 박물관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는증가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서 박물관을 통한 관광개발 가능성을 확 

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박물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를 사례 

로 박물관의 특성변화 과정을 주된 기능， 설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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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전시물의 주제，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 

광객은 제주도에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박물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박물 

관을 통한 지 역 관광개발의 7}능성을 밝히파 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박물관은 1999년 이후 기능 면 

에서 관광지향적인 박물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 

다. 최근제주도박물관의 수증가는타지역에 비 

하여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 대비 박물관의 수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제주도 박물관 

수의 증가는 설립시기에 따른 박물관의 기능 변화 

와 관련이 있다. 즉， 1960년대 연구중심의 박물관 

에서 1980년대 에는 교육기능이 강화된 박물관이 

등장하였고， 1990년대 말 이후 관광객을 관람 대 

상으로 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둘째， 박물관의 기능변화와 함께 설립주체， 전 

시물의 주제， 분포와 같은 특성 역시 변화하면서 

박물관은 제주도의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제주도 박물관의 특성 변화는 지 역문화를 반 

영한 장소연계박물관과 외부 문화요소를 도입한 

장소비연계박물관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우선， 장 

소연계박물관은 설립주체가 공립박물관과 사립박 

물관으로 나뉘는데， 공립박물관의 설립주체는 광 

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옮겨갔고， 사립 

박물관의 경우는 개인의 박물관 설립 참여가 증가 

하였다. 장소연계박물관의 주제는 기존에 설립된 

종합적인 주제의 박물관과 차별화를 위하여 특정 

주제로 전문화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의 세세한 실 

정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와 개인의 박물관 설립 참 

여로 가능하였다. 분포의 면에서 장소연계박물관 

은 그 주제가 전문화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함에 있 

어 박물관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도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이에따라박물관주제와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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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박뚫관 --, 

박뚫홉.21 홉 J. 

t깐윷윷웬 수51 찮 JJ 

〈그림13) 박물관을 통한 제주도의 관광발전 가능성 

박물관 일대의 경관， 관광시설， 축제 등과의 연계 

를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장소비연계박물관 

은 1999년 외지인이 박물관 설립에 참여하면서 처 

음으로 동장하였고 그 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 

소비연계박물관이 제주도에 설립되는 이유는 박 

물관의 수요가 되는 관광객이 많다는 점과 제주도 

의 이미지가 박물관의 주제와 어울린다는 점 때문 

이었다. 분포의 면에서 장소비연계박물관은 관광 

시설과의 집적효과를 기대하여 관광시설이 밀집 

된 지역을 선호하여 입지하며， 이와 함께 남국 이 

미지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관광객은 장소연계박물관뿐만 아니라 장 

소비연계박물관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지역성을 

반영한 제주도의 관광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광객은 장소연계박물관을 방문한 후 제주도에 

대한지역성 인식을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점은 

제주도를 관광지로서 더욱 독특하고 매력적인 곳 

으로 인식하게 한다. 장소비 연계박물관을 방문한 

관광객은 제주도의 자연경관 및 남국 이미지의 주 

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장소비 연계박물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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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주도와 어울린다는 인상을 갖는다. 

넷째， 지역적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 제주도의 

박물관은 박물관을 통한 지 역관광개발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장소연계박물관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 

였고， 장소비연계박물관은 관광객이 제주도에 대 

하여 기대한 이국적인 이미지에 부합한 점이 박물 

관의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관광지향 박물 

관의 등장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전통적 

으로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개발과 홍보가 이루어 

져왔다는 점 때문에 아직 박물관의 매력이 일반 관 

광객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대해서는 박물관홍보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박물관 

은 제주도의 관광매력물로 자리를 잡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입력을 증가시켜 관광객 증 

가→박물관수요증가→박물관증가→지역 관 

광매력 증대 • 관광객 증가 ... (그림-13)과 같은 선 

순환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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