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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장소마케팅을 위한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의 조성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진금주 2010-30056
지역을 빛낸 예술인들을 기리는 기념공간 조성은 유형의 물리적 공간에서 작
가의 생애와 작품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념사
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방식 중 하나다. 예술인을 선양하는 목적 외에도 관광
객 유입과 지역 내 고용 창출, 시민들의 자부심 고취, 관련 산업 파생 등의 파
급 효과도 있어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적 도시이미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많은 지역에서 유명 예술인들과의 작은 인연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의 기념공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그 지역이 예술인의
고향일 경우, 문화적이고 차별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인물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혹은 작품의 배경이 된 고향에 건립된 기념공간
은 지역의 남다른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통영(統營)시는 윤이상, 박경리, 전혁림, 유치환, 김춘수, 김용익,
유치진, 김상옥 등 한국 현대 문화예술계의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이 동시대
대거 배출된 예향(藝鄕)이다. 그들 덕분에 인구 14만의 소도시 통영에는 문화
예술적 자산이 풍부하다. 지역에서는 이들을 기념하는 음악제, 문학제, 추모
제, 기념공간 건립 등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특히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들에 주목한 이 연구는, 이러한 공간들의 존재가 지역의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현재 통영에 조성된 ‘윤이상 음악당’, ‘윤이상 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 김춘수 「꽃」시비, 유치환 ‘흉상’ 등을 사례
로 기념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조성 주체, 시공간적으로 파악한 조성
과정과 조성 이후의 효과,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들을 구조
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과 범위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은, 2004년에 조사된 결과와 비교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관광객들의 통영 방문 목적은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들을 경험하고자 함이 가장 높았고, 통영을 문화예술적 도시이미지로 인
식하게 된 매개체로는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기념공간 방문 목적은 해당 예술인에 대한 관심에 그들의
흔적들을 경험하고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영시
의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은 성공적
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예술인의 고향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장소성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그 외 다양한 분석 결
과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다.
둘째,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추진 배경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문
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한 지역 리더의
비전과 확고한 의지, 통영시민들의 자발적 예술인 기념사업 운동 전개 등이 작
용하였다. 문화예술적 자산이 중요시 된 시대적 흐름은 통영시와 시민들로 하
여금 지역의 관련 자산들을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
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지역기반 산업인 수산업의 위기에, 통영 경제
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고 그로 인한 인구 유출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
다. 당시 지역의 리더는 이러한 위기를 통영의 풍부한 문화역사예술적 장소자
산들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위한 핵심적 전
략 중 하나가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이었다. 통영은 걸출한 예술인들의 고향이
라는 독보적인 상징성과 정체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이러한 장소성을 강조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들이 당시까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가시적 기념공간 조성
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미시적 문화 경관 창출이 시급히
필요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장소마케팅 결과 연구의 사례가 된 다
양한 기념공간들이 현재 완성될 수 있었다. 더불어 통영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
인 기념사업 운동 전개도 지역의 예술인 기념공간 창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기념 인물의 선정은 해당 예술인과 관련된 시대적 이슈에 따라 결정되었다.
윤이상은 ‘통영국제음악제’ 성공으로 음악당과 기념관 조성이 필요했다. 박
경리의 경우, 작가와 고향 간 교류가 부재하였기에 통영시가 기념사업을 추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04년 작가의 ‘50년 만의 고향 방문’을 계기로 박

경리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혁림은 미술관 건립을
오랜 시간 준비한 유족의 의지가 있었고, 김춘수는 갑작스러운 타계에 기념사
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다. 유치환의 경우 한동안 이슈가 된 그의 친일 논란
진실 규명 운동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병합되어 반영되었다. 김용익은
자발적 예술인 기념사업을 추진한 한 시민단체가 지역의 숨겨진 예술인 재조
명 사업에서 가장 먼저 선정한 경우이다.
셋째, 기념 인물을 둘러싼 갈등의 여부에 따라 기념공간 조성 주체가 관(官)
과 민(民)으로 양분화 되었음을 밝혔다. 건립 주체별로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파악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종합해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
도 제시하였다.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건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것은 기념 인물에 대한 갈등의 여부였다. 관(官)은 갈등을 내포한 예
술인인 윤이상과 박경리의 기념공간을, 민(民)은 비논쟁적 예술인인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기념공간 조성을 주도하였다.
넷째, 통영시 주도로 조성된 기념공간들에서는 논쟁적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을 위한 예산 지원 확보의 노력과 예술인 심연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 노력이
가장 눈에 띠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윤이상의 경우 과거 동백림 사건의 영향으
로 그는 죽는 날 까지 그리워한 고향에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윤이상에
게 고향 통영은, 사랑하고 그리워도 ‘돌아갈 수 없는 공간(place of no
return)’이었다. 40여년이 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동백림 사건은 당시 중앙정
보부가 확대·과장한 것이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 만연한
윤이상에 대한 이념 논쟁은 일시에 해소되지 않았다. 그를 기념하는 음악제 개
최와 음악당·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일부 보수 단체의 항의는 늘 있어왔고, 이
러한 현상이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음악당 건립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였다는 언론과 여론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구자는 이
를 ‘문화정치론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나 기관의 정치
적 성향에 따라, 혹은 지역 리더의 의지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와 예산 지원
여부, 그리고 기념공간의 규모 및 명칭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영시
의 윤이상 기념공간 조성의 경우 해당 예술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논쟁이 지
역의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박경리의 사례는 ‘장소심리학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작가는 젊은

시절 일부 고향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 속 깊은 상처로 인해 고향과의 교류를
단절할 수밖에 없었다. 박경리에게 고향은, 그립고 사랑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곳을 떠난 후 50여 년간 한 번도 찾지 않을 만큼의 ‘상처의 공간(traumatic
place)’이기도 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장소감 형성에 통영시는 ‘박경리의 고
향’이라는 매력적인 장소자산을 보유하고도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
작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통영시의 박경리 기념사업들은 추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술인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장소마케팅에서, 해당
지역과 작가와의 교류 여부, 지역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장소감
형성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004년 이루어진 박경리의 ‘50
년 만의 귀향’은, 통영시의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에 있어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고향시민들의 열렬한 환대는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이에 작
가는 통영에 묻히고 싶은 심경과 생전 기념관 건립 허락으로 화답하였다. 이는
통영이 박경리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곧 성공적인 효과로 입증됐다.
실제 ‘박경리 기념관’은 연구자의 실증 조사에서 관광객 인지도가 압도적으
로 높았고, 만족도 척도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았다.
다섯째, 통영시민들의 주도로 조성된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기념공
간들은 지역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에 있어 ‘대안적 예술인 선양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족 주도로 건립된 전혁림 미술관은 현재 전
시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친밀히 소통하고 있
다. 김춘수의 「꽃」시비와 유치환의 ‘흉상’, 재미소설가 김용익의 발굴은
지역의 예술인 선양사업에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 ‘통영예술의 향기’가 주도
한 기념사업의 결과이다. 관의 예산 지원 없이 오직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들의 성금으로 기념물들을 제작했고, 예술인들의 소중한 콘텐츠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시민단체의 예술인 기념사업이 소도시의 열악한 예산, 인
력 등의 행정 환경을 보완하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장소마케팅, 장소성, 통영, 문화예술, 예술인, 기념공간, 기념관, 윤
이상, 박경리,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프랭크 게리(Frank Gehrye), 통
영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당, 박경리 기념관, 지역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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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업구조 재편과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와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세계도시가 등장하였다(Sassen, 1991; Kotler, 1993, 1999; 김용창,
1996; 김현호, 2003). 경쟁력 있는 자산을 가진 도시의 수요가 높아졌고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의 차별적 특성이 중요해진
것이다(최막중 외, 2001). 세계 많은 도시들이 자원, 기업, 외자, 방문객, 거주
민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장소가 가진
매력들을 강조하고 있다(김형국, 2002). 그 과정에서 잠재적 자산들을 발굴해
개발하고 혹은 인위적으로도 형성하는데, 그중 문화예술적 자산이 주로 선호
된다(신혜란, 1997; 백선혜, 2004). 과거 산업도시로 번영을 누렸던 빌바오
(Bilbao), 게이츠헤드(Gateshead) 등이 지역의 위기를 문화와 예술로 극복한 선
례는 새로운 장소성 형성과 장소마케팅 전략에 있어 문화예술적 자산의 중요
성과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다. 오늘날 도시의 매력적인
문화예술적 자산 보유 여부는 장소마케팅 전략에 있어 필요조건이 되었다.
특히 지역과 연고가 있는 예술인은 그곳의 소중한 문화예술적 자산 중 하나
다. 유명 예술인일수록 많은 도시들이 그와의 작은 인연이라도 발굴하여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펼친다. 특히 그 도시가 작가의 고향일 경우, 기념
의 의미는 배를 더하고 문화적이며 고급스러운 장소성까지 공고히 할 수 있다.
예술인의 고향에서 진행하는 기념사업은 유·무형의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
된다. 그중 축제와 이벤트 같은 무형의 이벤트성 사업과는 달리 기념관, 기념
비와 같은 유형의 기념공간 조성은 예술인의 생애와 작품의 가치, 지역의 정
체성 등을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미시적 문화경관이 지속
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험은 지역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
치며 지역민들의 자부심 고취, 관광객 유입, 관련 산업 파생 등 장소마케팅의
긍정적 효과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통영은 예향(藝鄕)으로 손꼽히는 도시다. 300여년 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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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문화가 번성하였고, 윤이상·유치환·유치진·박경리·김춘수·전혁림·
김상옥 등 현대예술계의 거목들을 동시대에 배출했다. 음악, 연극, 문학, 미술
등 이들이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분야도 다채롭다. 그들 덕분에 인구 14만의
소도시 통영이 확보한 문화예술적 자산들은 풍부하다. 현재 통영에는 예술인들
을 기념하는 음악제, 축제, 문학상, 추모제, 기념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
업이 진행 중이고, 선대 예술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관련 분야 후배들이 그 명
맥을 이어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이중 통영에 조성된 예술인 기념공
간들은 앞서 기념공간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지역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
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통영
의 장소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그 결과에 예술인 기념공간이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기념공간 조성의 추진 배경과 주체,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고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무엇인지 통영의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
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프로세스를 심도있게 파악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질문과 범위, 접근 방법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통영시의 예술인 기념공간이 지역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에 어떠
한 기여를 하였는가? 또한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구
체적 예술인 기념공간 사례를 특정하여 기념공간의 건립 전후를 비교해 통영
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변화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선행 통계지표와 주민 인
터뷰 그리고 연구자의 관광객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둘째, 통영시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을 통한 장소마케팅 추진 배경과 목적
은 무엇인가?
통영시의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 추진의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기념공간
조성의 목적과 연계해 분석한다. 건립 추진의 주요 동인은 시대적·문화적 배
경과 통영시 고유의 지역 요인을 종합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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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과 특징은 무엇인가?
기념 예술인 선정 기준과 기념공간의 필요성, 기념공간 건립의 주체 등 예
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의 특징들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윤이상 음악당’,
‘윤이상 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의 기념공간 조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중요 인사들을 파악해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 프로세스에서 드러난 갈등과 컨
센서스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2절 연구 지역과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연구지역 선정에서 고려한 중요 요인은 지역 출신 예술인을 기념하는 공간
들을 토대로 장소성 현황과 장소마케팅 프로세스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곳이어
야 했다. 그러한 면에서 통영시는 이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매우 적합하였다.
지역 출신 예술인을 기념하는 공간이 비교적 근래에 조성되어 그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념공간 조성 과정에 깊숙이 참여했
던 중요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인터뷰 및 관련 자료들을 풍부히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지역이 서울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점도 긍정적으로 고려되었다.
백선혜(2004)에 따르면, 대도시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어 장소성
형성에 대한 영향을 밝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테면, 경기
도와 인천이 해당 지역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서울과의 거
리가 가깝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처럼 중
심권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면 주변 교류 지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경향
이 있다는 연구들이 뒷받침 해준다(공유식, 2007). 또한 대도시와 근접한 소도
시라 하더라도 소도시 자체 프로세스보다는 대도시와의 교류가 우선일 수 있
기에, 대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비교적 대도시의 간섭요인이 적은 소도
시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연구의 명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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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 분포
본 연구의 해당 기념공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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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장소성 형성 및 장소마케
팅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적 자산을 활용한 장
소성 형성 및 장소마케팅 사례에 주목하였다. 또한 인물 기념공간과 관련
한 기존 연구도 고찰하여 장소마케팅 논의와 연계해 이들 간의 개연성을
도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사례지역인 통영의 장소성 형성 현황과 예술인 기념공간들과의 관련을 파
악하기 위해 관광객 상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12월 6일
(금)과 7일(토) 양일 간 통영시 관광 명소 전역1)에서 실시하였다. 총 553부
의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한 520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영시의 일반 현황 파악 및 연구 진행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사전답사를
수차례 수행하여 역사적 문헌과 신문자료, 통계자료 등을 구득, 정리하였다.



‘윤이상 음악당’2), ‘윤이상 기념관’3), ‘박경리 기념관과 기념공원’,
‘전혁림 미술관’, 김춘수·유치환·김용익의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파악
하기 위해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지역의 리더, 공무원, 관련 단체 대표
자와 실무자, 주민 등 내·외부 중요인사들을 찾아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설문을 실시한 장소는 윤이상 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 케이블카 선착장, 동피
랑, 강구안 문화마당, 수산과학관, ES 콘도리조트, 이순신공원, 통영여객선터미널, 통영고속버
스터미널 등 이었다. 당시 통영국제음악당(윤이상 음악당)은 개관 공연을 실시하기 전으로 개
장만 한 상태라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윤이상 음악당’의 공식 명칭은 ‘통영국제음악당’이지만 이는 ‘윤이상’이라는 예술인이 있었기에
설립이 가능했던 기념공간임이 분명하다. 이에 ‘예술인’을 기념하는 공간에 관해 연구하는 이
연구에서는 ‘통영국제음악당’을 ‘윤이상 음악당’이라고 명칭 한다.
3) ‘윤이상 기념관’의 공식 명칭 또한 ‘도천테마파크’이지만 ‘윤이상 음악당’의 사정과 유사한 연
유로 이 연구에서는 ‘도천테마파크’를 ‘윤이상 기념관’으로 명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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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일시
핵심 인터뷰 대상자
날짜
J 前통영시장
2013년 1월 2일 외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기획본부장
2013년 11월 16일 외
이중도 통영국제음악재단 팀장
2013년 12월 12일 외
이수자 윤이상의 부인
2014년 8월 13일
윤정 윤이상의 딸
2014년 8월 13일
성병원 한산신문 편집국장
2013년 12월 11일 외
L 통영시 공무원
2015년 1월 19일
김일룡 통영문화원장
2013년 12월 11일
정해룡 前통영예총 회장
2014년 7월 26일
강제윤 시인
2013년 12월 11일 외
정대곤 양지농원 대표
2013년 11월 17일
S 박경리 기념관장
2015년 1월 21일
윤미숙 푸른통영21 前사무국장
2013년 12월 10일 외
박정욱 여행기획가
2013년 12월 12일
K 통영시 공무원
2013년 12월 10일 외
전영근 전혁림미술관장
2013년 11월 17일 외
L 통영여고 학생
2013년 11월 17일
이지연 통영예술의 향기 회장
2015년 1월 20일
박우권 통영예술의 향기 부회장
2014년 5월 15일 외
그 외 다수의 인물 인터뷰를 통해 지역 현황 파악

3. 논문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
이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과 장소마케팅 전략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기념공간 조성의 추진 배경과 조성 과정 프로세스 특징 등은 어떻게 나타
났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인물 기념에 관한 기존 논의
를 살펴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례지역인 통영의 장소자산
들을 살펴보고, 통영시가 그중 문화예술적 장소자산을 활용해 장소마케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연구자 설문 조사를 통한 장소성 현황 및 예술인 기념공
간 조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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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핵심 인사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관련 자료들을 토
대로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시공간적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파
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프로세스를 구체화, 구조
화해 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의 결과를
밝히는 장으로, 통영시의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을 위한 예술인 기념공간 조
성 과정과 그 특징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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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연구
제1절 장소성 형성 관련 논의
1. 인간주의 지리학의 등장과 장소성
근대지리학의 목적은 지역과 공간, 장소라 일컫는 지표공간 상에서 나타나
는 ‘삶의 양식(genres de vie)’을 연구하는 것이다(류우익, 2004). 지리학자들
은 ‘삶의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구분하고, 그곳의 지역성(地域
性)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지역과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지역연구의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지리학
은 발달되었다. 전통적 지역지리학자인 Hettner와 Vidal de la Blache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지역성)을 인식하고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지역지리학의 본질
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 상 문화경관과 자연경관으
로 단순 분리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장소는 다른 장소와 구분되
는 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리학의 본질이
라고 강조한다. 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한 지역지리학은 Hartshorne에
이르러 지역지리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이희연, 1995).
하지만 1960~70년대 학계 전반을 휩쓴 ‘계량 혁명’의 위력을 지리학도 피
해가지 못했다. 논리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와 비판적

합리론(critical

rationalism)으로 무장해 지리학을 ‘공간 과학’으로 이해하려는 ‘실증주의
지리학(신(新)지리학)’ 사조가 등장하면서 지역지리학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
께 쇠멸의 위기를 겪게 된다(안영진, 2002). 실증주의 지리학은 전통적 지역지
리가 기술적(idiographic)이고 정태적(static)이며 사회적 실천의 문제를 외면하
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과학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을 앞세워 공간 조직의
과학적 법칙성을 추구하였고, 개념, 모델 등의 이론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실
증주의 지리학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인간의 행동을 단지 구조적으
로 평가한다는 비판(Cox & Golledge, 1981)을 받았고, 인간이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한 장소의 특성을 간과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그리 오래 빛을 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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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공간 과학 방법론에 대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영국
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지역지리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Hauer et al., 1993; Hoekveld et al., 1994; 안영진, 2002), 이러한 변
화는 장소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깊게 탐구하는 인간주의 지리학
을 탄생시켰다.
인간주의 지리학은 ‘장소의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소의 정서적 부분
을 중요하게 다룬다. 지역(region) 보다 장소(place)라는 용어를 선호해 ‘장소
감’이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도 제시하였다. 인간주의 지리학의 대표 학자로
는 Relph와 Tuan가 꼽힌다. Relph(1976)는 장소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와 장소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소의 구성 요소를 “로케이션, 경관(landscape),
시간, 주민집단(community),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경험, 장소에 대한 애착
(rootedness and care for place), 인간 존재의 중요한 중심으로서의 거주장소,
장소의 구속성”(백선혜, 2004:21에서 재인용) 등으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성 요소에 의해 장소는 다른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을 형성한다고 설명하며
인간이 장소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갖게 되는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Tuan(1977)은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
소가 된다”(구동회·심승희, 2005;124에서 발췌)고 설명하며 장소에 정체성과
아우라(aura)를 부여하는 인간의 경험을 강조한다(구동회·심승희, 2005; 조아
라, 2007). 그는 공간이 장소로 인식되는 순간, 즉 장소감이 획득되는 과정에
는 “운동감각적 경험 및 인지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구동회·심승
희, 2005:124에서 발췌). 즉 우리가 공간을 익숙하게 느끼는 것은 그 공간이
가진 명확한 뜻과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간
이 장소로 각인된다는 것이다.
인간주의 지리학 논지가 전개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장소의 정서적이고 상
징적인 요소와 관련된 개념들을 만들어냈다.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장소
감(sense of place),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등의 세부 개념은 모두 인간의 인지와 연관된 것으로 개인의 감정에 장소의
느낌과 정체감이 결합되어 발생된다. 그러나 이들 개념 간 명확한 구분과 경계
는 최근까지도 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장소애착은 특정 장소에 관한 뿌리 깊은 애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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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1998). 이에 대해 Brown & Perkins(1993)는 장소애착은 장소와 관련한 긍
정적인 경험 및 호감이 결합된 인지로 때로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생기
기도 한다고 설명한다(오인혜, 2013에서 재인용).
장소정체성에 대해 Passi(1986, 2001, 2003)는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공
통적인 지역의식·이미지가 실제 세계에서 적극적 행위로 표출되며 만들어지
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논의는 지역민들의 사회 참여 행위로 이끌어냈
다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장소정체성은 경우에 따라 장소이미지를
대신하는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지방 문화와도 연관된다(Ares, 2011). 글
로벌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장소정체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며 지역의 문화
적

콘텐츠들이

그곳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Kunzmann, 2004). Vesa 외(2008)는 장소정체성 및 도시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도시정체성과 도시이미지를 정렬하면 해
당 도시가 원하는 수준의 명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정체성
은 내부정체성과 외부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Relph, 1976), 내부정체성은
거주민이 어떤 장소에 대해 가지는 애착과 그 장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으로
지역민들 간 통감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외부정체성은 외부인이 갖는 이
미지로, 해당 도시에서 발생한 과거의 정치·경제적 사건이 그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긍정·부정으로 모두 형성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의
외부정체성은 구소련의 폐쇄 도시들과 아우슈비츠, 히로시마, 사라예보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정체성의 형성은 주로 타인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한 정보를
중심으로 막연하게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Rainisto(2003)는 도시정체성 없이는
명확한 도시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며 강한 도시정체성은 지역주의를 강화시키
고, 강화된 지역주의는 다시 도시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Deffner
& Metaxas(2010)는 한 도시의 정체성은 역사적 배경과 도시를 구별하는 특이
함(particularity)과 연관이 있어 장소에 캐릭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에게 있어 장소정체성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의식과 의사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
하다는 것이다(Hummon, 1992; Cuba & Hummon, 1993). Sack(1997)은 장소정
체성에서 말하는 장소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인식, 그리고 사회를 대하는
인식이 서로 얽혀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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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애착은 인간과 사회·물리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발전하는 인식, 호감
형태로 나타나는 개념으로(Brown & Perkins, 2003), 장소의 이용 빈도, 개인적
가치, 장소에 관한 설화의식 또는 사회적 기억 등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특성
이 장소에 투영됐을 때 나타나는 감정(Hay, 1998)이라고 정의된다. Brown &
Perkins(ibid.)은 장소애착이 개인을 정의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종합적이고 다
각적이며, 다층적인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은숙(2004)은 장소애착의 개념구조
를 밝혔는데, 이는 인생행로의 전후방과 연계를 지니고 감정에 영향을 주며(오
인혜, 2013;18에서 재인용) 개인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지리적 배경으로 경제
적·사회적·역사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백선혜(2004)와 오인혜(2013)의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학자들이(Moore &
Graefe, 1994; Twigger-Ross & Uzzell, 1996; Moore, 2000; Bricker Kerstetter,
2000; Manzo, 2003) 장소애착을 다시 장소감, 장소의존성, 장소정체성으로 구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장소감은 개인이 장소에 끌고 들어온 무엇과 결합되
어 소환경에 의해 창조된 경험적 과정”(백선혜, 2004:29)이고, “장소의존성은
개인이 특정 장소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의 강도로 인간의 존재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개념”(Pred, 1983; 오인혜, 2013:18-19)으로 정의된다. 또한 장소정
체성은 정체성이 특정 장소 및 물리적 공간 속에서 발전하는 자아의 영역으
로, 인간과 장소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함양된다(백선혜, ibid.; 오인
혜, ibid.). 이렇듯 장소와 연계된 감정적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연구도 증가하
였지만 명확히 합의된 핵심 정의는 앞서 밝힌 대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소성’을 장소와 관련된 정서적 개념을 포괄하는 개
념으로 통칭한다.

2. 장소자산을 활용한 장소성 형성
세계화에 따라 전 지구적 차원의 이동성이 확장되면서 국가와 국가 간 경쟁
에서 도시와 도시 간 경쟁으로 옮겨진지 오래다. 세계도시(Global city)간 격렬
한 경쟁은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고, 자원 유치·기업
재배치·외자 유치·방문객 유치·거주민 유치 등 그 영역도 다양하다(김용창,

- 11 -

1996; Kotler, 1999). 과거에 비해 공간거리 제약이 약해짐에 따라 경쟁 과정에
서 장소(지역)가 가진 고유의 배태적 요소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김형국, 2002; Jessop, 1994; Malecki, 2001).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화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의 차별화된 특성이 강조되면서 경쟁력 있는 장소자산
의 가치도 높아졌다. 보편적인 지역 특성보다는 지역 고유의 독특하고 차별적
인(혹은 매력적인) ‘장소자산(place assets)’이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된 것이
다(최막중·김미옥, 2001).

<그림 3> 장소자산 중요성 증가 구조
자료 및 출처: 김형국(2002)와 김현호(2003)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장소자산은 한 장소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 필수 요소다. 장소를 구성하는 자
연적 요소, 인적 요소, 삶의 질 요소, 경영 환경 요소, 문화적 요소 등은 물론
해당 장소의 이미지와 매력, 삶의 질, 문화관광자원, 물리적 인프라, 심지어 지
역주민 자체까지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이무용, 2003). 장소자산의 두
가지 특성은 다른 장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장소 특수성’과 입지의 이동
성이 제약되는 ‘입지 비대체성’으로 꼽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지역
만의 독특한 장소자산이라도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모방이나 창조가 가능하
다면 그 경쟁력과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백선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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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강조하고 싶은 장소자산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수요와 분위기, 경쟁
력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의사결정의 주체가 공
공과 민간의 ‘양자 파트너십’에서 지역민을 포함한 ‘삼자 파트너십’형태
로 변하고 있다(김현호, 2003). 지역 주민의 참여로 강하게 형성된 공동체성은
장소 판촉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Healey, 1992), 현재 지역민이 장소성 형
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다. 중앙집권적 하향식
개발 행태에서 지역민을 주축으로 한 협력적 계획 및 로컬거버넌스 등의 상향
식 개발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Healy, 1997; 노영순, 2007).
삼자 파트너십의 협의로 강조하고 싶은 장소자산이 결정되면 이미지 형성과
강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진정성이 결여되고 훼손되거나 혹은
왜곡된 장소성 형성은 그 지속성과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김현
호, 2003; 에드워드 렐프, 2005). 그러나 Urry(1990)는 이들 학자들과는 다른 의
견을 내놓았는데, 대중관광객 대부분이 관광지 장소들의 거짓된 매력을 알고
있음에도 그 곳에 방문함으로써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장소의 진정성 확보 및 보존이 장
소성 형성에 있어 절대적인 명제인가는 학계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장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매력적인 장소자산으로서 잠재력이 있고 그
종류(자연환경, 물리적 환경 등)도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광의적으로 문화예
술적 장소자산을 통한 장소성 형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기에 문화예술적 장
소자산에 관해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소자산을 활용해 장소마케팅
(place marketing)의 개념을 체계화한 Kotler(1993)와 서울 홍대지역 클럽문화를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해석한 이무용(2003)이 파악한 문화예술 장소자산의 요소
를 백선혜(2004)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 표로 종합해 보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
역의 문화예술적 장소자산에는 생활방식이나 신뢰·인간관계 등 삶의 양식과
관계된 ‘문화배태적 자산’과 미술·예술 등이 속하는 ‘문화자본적 자산’
모두가 포함된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자
산일 가능성이 높아 쉽게 모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문화예술적 장소자산은
유형자산(유물, 유적,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s 등)과 무형자산(축제, 이벤트
등)으로도 구분한다. 유형자산의 가치 발굴과 개발, 홍보 및 판촉은 편익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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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띠기에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체는 대체로 공
공부분의 리더십이다(Boyd, 2001). 무형자산에 있어 중요시 되는 것은 지속성
과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및 결속이다. 이 또한 리더의 헌신적 노력을 필요
로 한다(김현호, 2003).

<표 2> 장소의 문화예술적 장소자산 요소


역사(스토리, 인물 등)



국제적 문화자원과 문화시설(건축물, 기념비, 역사유물과 인물
부활, 조각, 예술작품)

Kot le r( 19 93 )와
이무용(2003)이



문화이벤트, 시장(상권)

파악한 장소의 문



레크레이션, 오락, 유흥 오락시설

화예술 자산요소



문화수용성(문화적·인종적 매력, 주민의 친절함의 정도, 도움 등)



학술연구기관



스포츠 경기장 등

자료 및 출처: Kotler(1993), 이무용(2003), 백선혜(2004)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표 3> 장소의 요소에 따른 장소자산의 분류
장소의
요소
물리적·환
경적 요소

장소자산 분류
물리적 자산
환경적 자산
사회·문화적 자산

인적·문화
적 요소
정서적·상
징적 요소

정치·제도적 자산

구체적 예
도로망, 항구, 건물, 인프라
지형, 기후, 청정환경
문화, 레크리에이션, 역사, 이벤트, 축제, 예술작품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주민의 협조적 분위기,
도시공공서비스

상징적 자산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정, 정체성

위치적 자산

시장, 상권, 결절지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적 요
소로 인식이 되고 있는 장소 요소 가운데 시대 변
화에 따라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산

잠재적 자산
상대적
요소
상대적 가능성
자산

장소자산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경쟁 장소에 존재
하지 않거나 약하여, 해당 장소에 도입하면 상대
적으로 선발이익이나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소자산

자료 출처: 백선혜(2004:45)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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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 형성에 있어 그 상징성과 물리성, 그리고 사회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
라 변화한다. 장소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사회적·공간적 경합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이고, 사람들의 소비와 생활의 향유, 전통과 자아정체화
(identification), 연대(solidarity) 및 사회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 등이 그
안에서 전개되며(김덕현, 1996),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형되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다(Anderson and Gale, 1992:4; McCabe, 1998; 노영순, 2007:28에서 재
인용). 관계적 존재론으로 공간학(spatiology)을 전개한 르페브르는 공간을 구성하
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및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산과 재생산이 사회적 네트
워크를

반복적으로

형성해

공간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Entrikin

and

Berdoulay, 2005; 이무용, 2005; 노영순, 2007). 푸코 역시 장소를 사회적 상호작
용에 의해 권력이 재편되는 현장이라고 강조했다(Soja, 1993). 이렇듯 장소의
사회적 형성은 그곳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장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각기 상
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소성 형성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문제
새로운 장소성 형성을 위한 지역 개발은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를
변형하는 작업이다(Williams, 1998). 외부 관광객 유입이 많아질수록 지역민들
의 기존 경제 활동뿐 아니라 내부공동체의 전통적 질서와 특성에도 변화가 생
긴다. 이 과정에서 장소의 물리적 공간과 상징성도 변화를 겪게 된다. 노영순
(2007)은 지역 개발에 의해 지역 내 고용 확대와 경제적 이익 창출이 발생하
는 반면,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고유의 환경 및 공
동체 파괴 등 사회적 비용도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출이 경제적 이익보
다 적으면 지역 개발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지만, 그 반대일 경우 부정적 태도
의 확산으로 지역 내·외부인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지역 개발을 통한 장소성 형성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관련 주체들
인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의 인식과 활동, 그리고 경쟁적 관계에서 시작된
다. 앞서 소개한바와 같이, 장소는 가치와 의미가 내재된 공간이다. 그렇기에
동일한 장소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인식 및 정치적 계산이 개인 혹은 집단
간에 상이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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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기존 공동체까지 보존하는 작업에는 지역 내·외부 다양한 집단과 주체
들이 얽혀있다. 그들의 이익과 편익에 따라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것이다. 지
역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주로 정부, 관광업계 관련자, 건설·유통 등 상
업적 개발업자, 지역 주민 및 공동체 등으로 대변되는 ‘생산자’와 관광객
및 외부인으로 대변되는 ‘소비자’로 나뉜다(Ashworth and Dietvortst, 1995).
이 집단들의 실천행위를 통해 지역 도시 공간이 표준화·상품화되거나 역사
왜곡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Fotsch, 2004). 생산자는 물리적 공간
자체와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변형시키고, 소비자는 관광 행위 과정에서 환경
파괴, 공간에 대한 왜곡된 평가, 문화유산의 훼손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역의 새로운 장소성 형성과정에서 드러난 갈등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국내 연구로는, 헤이만(1999)의 축제를 활용한 장소마케팅 과정에서 드러난 주
체 간 갈등 분석과 강신겸(1999)의 지역관광개발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유형
연구, 이무용(2003)의 홍대 지역 클럽 문화의 장소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파
트너십 주체들 간의 문화정치적 의미 경합에 관한 연구, 이소영(2005)의 지역
문화관광 상품화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 구조 분석 연구 등이 있다. 갈등
양상을 넘어 이해당사자간 협력에 집중한 연구 사례도 있는데, 백선혜(2004)는
문화예술적 장소자산이 부재한 소도시에서 이러한 자산을 인위적으로 도입해
장소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사례 도시들의 새로운 장소성 형성 성
공 요인은 도입 주체자들과 지역 주민간의 적극적인 협력 및 원활한 소통이
있었음에 주목했다. Jamal and Getz(1995)도 지역 개발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최소한 줄이고 공동체를 강조한 협력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영
순(2007)은 전통민속마을의 문화관광지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당사자 간 갈
등을 연구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장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고장의 인
문·자연적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고유의 문화를 최대한 보존해 지역 개
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협력이론도 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를테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합의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으로, 이는 현대 사회 권력
의 불평등 구조와 자본 흐름의 속성을 무시한 이론이라는 것이다(Healy, 1997;
Aas, Ladkin and Fletcher, 2005; 노영순, 2007:30에서 재인용). 즉, 도시의 새로
운 장소성 형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체 간 의사결정구조는 평등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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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력과 지식, 자본 역시 공평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건이 우위에 있는 집
단은 이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주체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며
협박하기까지 하는 부정적 수단으로도 활용한다는 것이다(노영순, 2007). 따라
서 이해당사자들 간 장소 인식 차이가 야기하는 갈등 양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이 놓인 환경과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계의 구조적 특
성’과 ‘관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노영순,
2007;30에서 발췌 및 인용).

제2절 장소마케팅 관련 논의
1. 장소마케팅 도입 배경과 목적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지방화가 공존하면서 도시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
다. 지역만의 고유한 유·무형 자산을 도시 개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최
막중·김미옥, 2001; Kearns and Philo, 1993; 백선혜, 2004) 장소마케팅은, 장소
를 상품화·차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
시키려는 지역 개발 전략이다. 과거 성장거점이론(Perroux, 1971; Scott, 2004:
황명찬, 2001)에 비해 문화전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점차 도시 고유의
문화예술적 자산과 지역 발전 간 상관관계가 부각되면서 이를 활용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장소마케팅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이제 ‘장소’는 생활 터전뿐 아니라 차별화된 이미지로 상
품화해 소비시키는 판매 대상이 되었다(류우익, 1995; 이정훈, 2007; 이승곤,
2009). 도시는 장소가 가진 매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여러 고유
성(unique attraction factors)을 결합해 타 장소와 구별되는 독특한 장소 및 브
랜드를 만들기도 한다(Rainisto, 2003). 또한 장소마케팅은 지역이 명성을 얻기
위해 제품, 서비스, 기관의 이미지와 이름을 만들고 계획하고 또 전달하는 활
동으로 장소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하다(Anholt, 2005, 2007). 장소에 대한
좋은 평판은 긍정적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에(Jon Coaffee & Peter Rogers,
2008) 장소마케터들은 장소마케팅의 근본적 목표를 도시 평판 관리에 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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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Holcomb, 1993). 현재 혹은 미래 잠재적 거주민, 투자자, 방문객들이 지
역에 대해 부정적인 평판과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전략적인 장소브랜딩을 통
해 새로운 장소 이미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 및 도시가
국제적 재난이나 테러 등을 당했을 때, 미디어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고 대처
수준과 태도 등을 보도한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러한 평판에 따라 외부인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부정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다. Avraham(2004)
은 지역 리더들의 평판 관리 중요성도 강조하였는데, 그가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 관념에 연루된 자라면 그 도시는 투자자, 이주민, 관광객들에게 호감가
는 도시로 각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Florida(2002)는 장소의 세 가지 질4)을 정의하며 이것이 창의(창조)적 계급을
끌어들이는 중요 요인이자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거주환경의 질이 다양
한 인적 자원을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Karisto(2004)는 도
시 디자인이 잘 조성된 도시는 궁극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적
자본과 문화 자본, 그리고 사회 자본을 유입시키는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veryday happiness’를 기준으로 도시를 재화의 효율적 생산과 경쟁
력을 중시한 ‘행정·경제 중심도시(administrative-economic city)’와 시민들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고향 같은 도시(home city)’로 분류했다. 주목
할 것은 고향 같은 도시로, 도시 디자인이 잘 설계된 도시는 시민들에게 매일
심미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전달하여 이 도시를 고향과도 같이 편안하게 느끼
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곧, 도시의 물리적 경관과 미관이 도시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데, 결국 이러한 도시는 보다 매력적인
거주 장소로 거듭나 앞서 지적한대로 많은 재화와 자본, 인재를 해당 도시로
유입시키는데 유리하다(Vesa 외, 2008에서 참고). Vesa 외(2008)는 도시이미지
란 그 도시에 대한 신념과 사상 그리고 인상의 총체라고 정의하며, 이를 명확
하게 형성하려는 목적은 해당 도시를 타 도시와 차별화 한 좋은 도시이미지
를 만들어 사람들을 유입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해당 도시가 비록 부정적인
4) Florida(2002)의 장소의 ‘질’ 정의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누가 사는가?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창의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거리경관의 생동감, 카페 문화, 미술, 음악, 옥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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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갖고 있었을지라도 물리적·추상적 환경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새로
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4>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물리적·추상적 환경의 예
이벤트
역사의 재해석
건축물

Richard

Wagner

Festival

in

Bayreuth,

Opera

Festival

in

Savonlinna, Helsinki Festival, Olympic Games 등
역사상 유명한 전쟁터의 재해석(Stalingrad, Warsaw, Waterloo), 평화
조약 체결지의 재해석(Versailles, Westphalia).
Guggenheim Museum in Bilbao, Gaudi and Barcelona, Opera House in

Sidney
공공기관
Brussels and EU, Geneva와 국제기구(적십자사, WHO 등)
자료 출처: Vesa Harmaakorpi, Kaarina Kari, Satu Parjanen, 2008에서 발췌

2. 장소마케팅 활용 방식의 형태
1) 축제 등의 문화예술 향유 방식
지역의 장소마케팅 전략 전개 방식 중 가장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형태
가 축제다. 지역 고유의, 혹은 인위적으로 도입한 문화·예술·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이벤트는 고정된 시설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 성과에 따
라 언제든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
담도 적은 편이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는 관광객 유입 및 해당 도시의 이미지
제고, 고용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연정, 1998). 백선혜(2004)는 축제
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된 배경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
다. 첫째, 문화수요와 문화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향유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즉 문화소비자(cultural consumer)가 늘어난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경쟁력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활용이 높아진 점, 셋째, 세계적 규모의 축제
는 국제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백선혜, 2004:79
에서 인용). 축제의 이러한 장점과 경쟁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세계도시
로는 에딘버러를 꼽을 수 있다. 에딘버러는 스코트랜드의 수도로써 풍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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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만 현재 ‘축제의 도시’로 더욱 유명
하다(Prentice, R & Anderson V., 2003; 이정훈, 2004에서 재인용). 매년 8월은
International Festival, Fringe Festival, Military Tattoo, Jazz Festival, Book
Festival 등 6개의 축제가 에딘버러 곳곳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애쉴랜드 시와 잭슨빌 시는 지역에 인위적으로
문화예술적 자산을 도입한 경우로 각각 셰익스피어 축제와 브릿 뮤직 페스티
벌을 통해 고급 문화관광지로서 변모시켰다(백선혜, 2004).

2) 랜드마크 등의 물리적 인프라
뛰어난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도시가 특정 이미지를 형성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랜드마크 조성도 있다(백선혜, 2004).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
의 여신상, 런던 빅밴 등 해당 도시의 이미지를 단박에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나 기념비가 이에 해당된다. Kevin Lynch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랜드마크 연구는 현재 건축, 조경, 지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
행 중이다. Lynch(1960)는 「The Image of The City」에서 도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Path(통로), Edges(경계), Districts(구역), Nodes(교점), Landmark(랜
드마크)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랜드마크를 “한 도시나 지역의 지배적인 경
관을 나타내는 경관 요소로, 관찰자가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에서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단순하게 한정되어 발견되는 물체”라고 정의했다. 즉 유일한 기념
비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김렬·구정태(2006)의 정리에 따르면 랜드마크는 다
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켜 해당 지역
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둘째,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국내외의 대표적 랜드마크에서 보듯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많은 관광객을 흡입한다. 셋째, 문화공간으로서의 역
할이다. 상징성과 함께 실용성이 겸비된 랜드마크는 지역민은 물론 외부인까
지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또는 컨벤션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측면에서
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역사·기념비적 기능으로, 특정 시대의 역사
적 사건이나 사람을 기념하여 개별적 개념이나 테마를 부여한다. 이상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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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과 같이 랜드마크는 해당 도시의 문화·예술·역사를 대표하는 상
징적인 조형물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관광 자원 및 지역민들
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제공하는 등 복합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랜드마크는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과 같은 메가 이벤트부터 지역
의 소규모 축제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병행해 건립될 수도 있다.
랜드마크 유형의 대표적 사례는 뮤지엄5)이다. 도시는 뮤지엄과 함께 진화하
고 단 하나의 뮤지엄이 한 도시를 변화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
사회 뮤지엄은 그 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정현
경, 2002).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타 국가나 도시를 방문
할 때 해당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자 뮤지엄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파
리의 루브르, 퐁피두센터는 이미 많은 세계인들의 필수코스가 되었고, 뉴욕의
MOMA와 구겐하임, 런던의 테이트 모던, 빌바오의 구겐하임 등도 해당 도시
의 명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현아(2003)에 따르면, 문화가 곧 도시의 경
쟁력인 시대, 프랑크푸르트, 파리, 바젤 주변, 로스엔젤레스, 휴스턴, 워싱턴
등 유수의 도시들이 세계적 문화 수도가 되고자 뮤지엄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뮤지엄 하나가 도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스페
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이다. 빌바오 시 ‘빌바오 메트로폴리-30(Bilbao
Metropoli-30)’과 ‘빌바오 리아 2000(Bilbao Ría 2000)’ 재개발 계획에 포함
된 구겐하임 미술관은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 설계의 독창적 외관으로
1997년 개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미술애호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스페인 관광에서 빠트리지 않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15
세기부터 조선과 철강의 도시였던 빌바오 시는 1980년대 관련 산업들의 쇠퇴로
도시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고 인구도 유출되었다. 하지만 이 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 이후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경제가 다시 활
기를 찾게 되었다. 한편,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성공 사례로 늘 등
장하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효과’에 대해 최근 비판적 연구도 진행된
5) Museum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실제 미술관은 미술박물관이 원 뜻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에 의거하지 않고 이 두 공간을 뮤
지엄이라 통칭하겠다(정현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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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은해(2009)는 ‘빌바오 효과’를 이끌어 낸 재개발 대형 프로젝트의
일련의 과정과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이를테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철저한 비
밀주의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유치한 결과로 그 절차에 있어서는 민주주
의의 원칙에 위배되었고, 이것은 지방 정부 정책이 이익 창출과 성장 위주의
기존 도시 기업주의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편
성 역시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에만 집중한 점, 결국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
구겐하임 재단의 분관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에 빌바오 구겐하임만의 차별
화에 주력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맥구겐하임(McGuggenheim)화 현상에서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이은해, 2009).
빌바오의 구겐하임 성공신화 이외에도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으로 도시이미
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직간접적 이익을 창출하는 세계도시 사례는
다양하다. 뉴욕 시의 현대미술관, 카네기 홀, 브루클린 예술 박물관, 뉴욕구겐
하임 등 유명 뮤지엄들은 방문객 증가로 주변 상권(카페, 레스토랑, 쇼핑 숍
등)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시의 세수 증대 및 도시 미관 정비 등 경제·문
화적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John Haworth Gustav Heye, 2010). 일
본 가나자와 시의 21세기 현대미술관의 성공 또한 뮤지엄이 도시를 진화시킨
예로 꼽힌다. 나고야나 가와사키 등 공업도시로 위세를 떨친 주변 도시들과
비교해 인구 45만 여 명의 조그만 교육 도시였던 가나자와 시는 2004년 가나
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을 개관했다. 관람객들을 편안하게 배려한 뮤지엄 환
경 조성은 짧은 시간 내 많은 방문객들을 든든한 박물관회원으로 만들었고,
이를 다시 세계적 작가들의 수준 높은 전시 유치로 지역 주민들과 박물관회
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선순환을 계속한 결과 뮤지엄의 방문객 수는 매
년 늘고 있다. 이 뮤지엄의 활성화에는 가나자와 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
는데, 뮤지엄 관람객들을 위해 기차역을 뮤지엄 가까이에 재배치하였고, 두
공간 사이를 노천 조각 갤러리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기차역과 뮤지엄
주변의 레스토랑, 카페, 호텔, 상점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Mino Yukata,
2006). 인구 20여만 명의 소도시 바젤은 뮤지엄 도시이기도 하다. 프랑크 게
리(Frank O. Gehry)의 비트라(Vitra) 디자인 미술관, 마리오 보타의 장 팅글리
(Jean Tinguely) 미술관, 렌조 피아노(Renzo Piano)의 바이엘러(Beyeler) 재단
미술관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설계한 뮤지엄들이 훌륭한 외관과 콘텐츠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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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이현아, 2003:70). 그 외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된 뉴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
로 변모시킨 사례로 주목받으며 도시재생과 문화공간 관련해 신선한 화두를
던졌고, 휴스턴 미술관은 ‘오일(oil)의 도시’ 휴스턴을 문화교육 중심지로
변모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밀워키 미술관 신관은 첨단 건축의 외관으로 도시
경관에 활력을 더했다(이현아, 2003:69). 로스엔젤레스의 게티 미술관은 LA가
디즈니랜드나 할리우드, 로데오 거리로 대표되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문화예술
의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이미지 창출에 기여한 뮤지엄으로 역할했다(이현아,
2003:70).
랜드마크 유형에는 기념관과 모뉴먼트도 포함된다. 기념관은 유형적 집단묘
지와 기념비 혹은 상징물 건립 등과 함께 선호되는 기념형태로, ‘어떤 뜻 깊
은 사적이나 인물 그리고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집’을 지칭한다(정
호기, 2005:231에서 발췌). 기능 및 역할 면에서 뮤지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
지만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춘다(정호기,
ibid.). 이 연구에서는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집중하므로 이와 관련한 논
의는 다음 제3절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모뉴먼트(monument)’는 일관된 장소성을 유지하고 상징을 부여된 경관을
일컫는다. 즉, “기념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일종의 공공 조형물 일반을 총
칭하는 용어로 넓은 의미로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의의가 있는 건축물이나 구
조물, 대규모 조각, 기념비, 광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세계미술용어사전,
1999에서 발췌). 문화예술과 관련한 모뉴먼트는 기념관, 박물관, 문학관, 미술
관 등이 있다. 특히 모뉴먼트와 유사한 의미의 ‘메모리얼(memorial)’6)은 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추모의 성격을 띤다. 이 두 용어의 관계는 매우 애매모호
하기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다.

6) 김영나(2002)는 메모리얼이 애도의 의미가 강한 조형물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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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뉴먼트와 메모리얼 차이를 규명한 선행연구
연구자
강혁·정영수(2003)



내용
모뉴먼트는 메모리얼과 동일 어휘임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등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구조
물이라는 공통점
김도경·이한송(1999)
 모뉴먼트는 거대한 규모의 의미이며 메모리얼은 사후에
만들어 진 것으로 설명
 사전적 의미의 애매모호함을 지적하고 두 어휘를 구분하지
한갑석(2004)
않음
 메모리얼을 기념관에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
 모뉴먼트는 경축하는 성격이 강할 때, 메모리얼은 애도하
문은미(2007)
는 성격이 강할 때 주로 사용
 메모리 얼과 모 뉴먼트 의 구분은 제 1차 ·2차 대전 후 에
등장한 것 으로 설명
Paul Williams(2007)
 모뉴먼 트는 조 형적 메 모리얼 로서 메모 리얼에 포함되 는
개념이 라 설명
*자료 및 출처: 주학유(2013:38)에서 발췌 및 연구자 재구성.

모뉴먼트 조성 목적은 종교적·정치적·예술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과거 이러한 건축물들은 국가적 행사 등을 개회하는 의전용 무대로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최기석·구영민(2011)에 따르면, 21세기 말
부터 모뉴먼트의 활용과 해석의 깊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도시
속에 저마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자리 잡은 모뉴먼트들이 사람들의 일상에 연
속적인 경험을 제공해서 그 의미를 인지시키고,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공간 체
험을 유도해 현실과 동떨어진 장소가 아닌 그 상징성과 일상을 중첩시키는
매개체 역할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은 물
론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모뉴먼트는 스스로 장소성을 창출하고, 역으로
그 존재로 인해 도시의 근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최기석·구영민, ibid.). 이병준·김미화(2008)는 모뉴먼트를 방문한 학습자
들에게 ‘체험적’ 기억이 어떻게 ‘문화적’ 기억으로 전수되는 가를 연구
했다. 그들은 야스만(변학수 역, 2003)과 딜타이(이한우 역, 2002)를 인용하며
만약 그 지역에 대한 기억을 같은 시대에 경험하지 않은 방문자라도 모뉴먼
트 체험을 통해 당시 사건과 상징의 의미를 공감하고 장소성을 공고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의해 이병준·김미화(ibid.)는 모뉴먼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다양한 내적 경험은 사회적 기억으로 기록되므로 모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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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사회적 기억을 이끌어가는 문화적 재현의 공간이라고 정의했다. 정은
혜(2012)는 신성공간(site sacralisation)을 사례로 들며 종교적 의미를 지닌 신
성공간은 다른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하며, 그 장소와 연관된 구성원들은 강한 소속감, 유대감, 주체의식, 장소애
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Tuan, 1977). 이병준(2007)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해석스키마보다 회상스키마가 더 공고하기 때문에 모뉴먼트에 깃들여진 이야
기 구조, 즉, 내러티브를 잘 활용한다면, 모뉴먼트 방문자들의 장소성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모뉴먼트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조형물이나 건축양
식, 공간의 배치 등도 기억의 예술적 재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이병준, 2007). 종합하자면, 모뉴먼트는 전시, 참여, 소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방문자의 의식에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미적 체험도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자의 기억 속에 지역의 장소성을 공고
히 각인 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의식까지도 제공
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장소마케팅 활용 방식 유형을 종합하면 장소마케팅 성패를 좌우
하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우선 해당 도시가 풍부하고 차별
화된 문화역사적 자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를 발굴하여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장소자산으로 활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이정훈,
2004).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하며 이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Kotler, 1993:3; Foley M. and McPherson G., 2000; 이정훈
ibid.:8에서 재인용).

3. 장소마케팅 관련 최근 연구 동향
David(2011)는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게재된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연구 259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사례
연구, 에세이, 사설 등의 형식으로 쓴 질적 접근법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매우
소수 논문에서만 가설검증과 정교한 통계방법을 적용한 양적 접근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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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David(2011)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과 2000년 사이 발
표된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초기 연구들의 주요 목적은 도시 및 지역 브
랜드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Kotler, 1993),
이러한 개념은 주로 관광 관련 분야에서 발표되었다(Ashworth and Voogd,
1994). 예를 들어 장소마케팅에 있어 도시를 관리하는 리더나 행정가의 책임
감과 비전을 강조하고 중요시한 연구가 있었고(Page and Hardyman, 1996),
관광목적지 이미지 형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Echtner and Ritchie, 1993)
이를 확장해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Manrai and Manrai, 1993)도 있었다. 또한 장소 및 국가는 곧 브랜드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
과(Henderson, 2000), 국가는 뚜렷한 브랜드이기에 이를 단순한 브랜드로 치
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이(O’Sjaughnessy 외, 2000:64) 양립했다. 2000
년대 이후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연구는 점차 통계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
한다. 그중 Ayyildiz 외(2007)은 터키의 온천 방문객 295명의 인터뷰를 진행하
면서 이론적 배경과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고, 이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
용한 구조방정식(SEM)을 세워 국가 이미지는 방문객의 충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Murphy 외(2007)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를 방문한 관
광객 480명의 표본을 데이터화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Aaker의 브랜드 개성
척도7)로는 관광 목적지를 직접 설명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2009년
이후 발행된 논문의 대다수는 사례 연구, 사설, 에세이 등 주로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David(2011)는,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장소마케팅 및 장소
브랜딩 관련 시대별 논문 경향을 분석한 결과 검증 가능한 모델 또는 가설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권고사항을 명확히 제기한 논문들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
을 지적하며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제시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장소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를 눈에 띠게 실감하고 있는 도시의 예
7) Jennifer Aaker(1997)가 개발한 브랜드 개성 척도(brand personality index)는 11개의 개성
을 5개의 주요한 요인인 진실(sincerity), 흥미로움(excitement), 능력(competence), 세련됨
(sophistication), 강인함(ruggedness)으로 요약했다. - 「최고의 브랜드에는 특별한 드라마가
있다」, 브랜드메이저 저, 원앤원북스, p.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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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몇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정훈(2007)은 그 이유를 정책입안자나
장소마케터들이 지역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소마케팅의 원론적인 이론과 개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고 지적한다. 어떤 도시가 의욕적으로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관리하려한다
면 그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깊숙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Janne
Lindstedt, 2011). 예를 들어 한 도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 개발 사업에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이는 개발회사 혹은 선출
직 공무원이 수립한 특정 프로젝트가 그 장소에 부여하는 가치(혹은 의미)와
주민들이 부여하는 가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지역 주민에게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는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일부 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개발의 주역들은
개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사
람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렴하여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집중해
야만 하여야 한다(Janne Lindstedt, ibid.).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와 소통
이 부족할 경우, 해당 장소의 재개발 또는 재활성화 촉진 명분에도 불구하고
무장소(non-place)를 만드는 개발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Schneekloth
and Shibley, 2000). 장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 지역의
뚜렷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 내지 못하며 지역에 내재된 가치까지 파괴해버
릴 수 있다. 특히나 터무니없는 효율성 측정을 사용한 정책 수립 계획 및 시
행은 장소마케팅 전략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Theodore, 2010).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장소마케팅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연간 약 800
여개의 지역 축제·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그 중 함평 나비 축제, 통영 한산
대첩 축제, 보령 머드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 등 성공적
인 사례도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의 독특한 차별성과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안경모, 2002; 장경석, 2001). 더불어 엑스포, 올림픽, 월드
컵, 아시안게임 등 대형 이벤트가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정체성 확립 등
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시에 지속적
인 관광객 유입과 투자 유치 등으로 연결되는 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
들이 다수 존재한다(장경석, 2001; 한영주, 이정훈 외, 2003; 이정훈, 2007).
Theodore(2010)는 이를 장소마케팅 과정에서 장소의 내·외부 환경, 특히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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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목표 시장을 결정하고 이의 만족을 목표로 하는 세부 전략의 수립 방법
의 제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장소(지역·도시) 경쟁력을 위
해 채택된 판촉 정책을 측정하기 위한 특정 방법론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Anholt(2007)는 도시를 상품처럼 대하는 이러한 관행에 매우
비판적인데, “백문이 불여일견(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을 주장하
며 어떠한 광고와 마케팅도 말로는 장소의 모든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도시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성된 객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를 일반마케팅 이론을 적용해 판매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다. Kavaratzis(2007) 역시 잘못 평가된 장소마케팅 전략은 오히려 지역 정
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올바른 장소마케팅이란,
공적·사적 부문의 이익을 융합하고 장소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도
시의 내·외부적으로 보이는 면들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3절 예술인 기념공간에 관한 논의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자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념 대상에 대해 모르던 사람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기념사업의 목적은 기억을 재생시키고 확인하고 강
화시키는 경험을 통해 개인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다시 이것이
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적 기
념물(조형물 및 인물)들은 그것이 기표하는 사건, 사상, 교훈 등을 의식·무의
적적으로 전파하는 집단적 기억의 매개물이다(민유기, 2010). 특히 해당 기념
물이 위인·유명인 등 인물인 경우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궤적까지도 전달
한다. 이 기념물이 조형미까지 갖췄다면 이것은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물(주로 동상)들은 시대에 따라
주인공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어왔다. 고대·중세시대 건립된 동상의 인물은
주로 통치자, 전쟁영웅, 순교자, 성인 등 숭배의 대상들이었고, 근대에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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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인, 그리고 종교인 위주였다(민유기, ibid.). 그러나 그 이후 시대부터는
이들 외에도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예술인, 사상가, 교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개인들의 동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절
에서는 인물 기념물 및 기념공간 중에서도 예술인들과 관련된 사례에 집중하
여 관련 논의 및 논쟁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문학관 관련 연구 집중 현상
도시 및 지역의 인물 기념사업에서 주로 선호되는 부류는 예술인이다. 작가
의 작품 세계와 삶, 그리고 사상을 기리는 선양 본연의 목적을 수행함과 동시
에 고급스러운 문화 도시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기념사업 과정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정치인과는 달리 보통은 큰 거부감과 갈등 없이 진행
되는 편이다.
예술인을 기념하는 방식은 문학제·음악제·미술제 등의 축제 개최, 문학
관·음악당·미술관 등의 기념공간 조성 등 다양하다. 이 중 기념공간에 집중
하면, 음악당과 미술관보다 그 수가 많은 것이 문학관이고 예술인 기념공간에
관한 관련 연구도 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문헌이 대다수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문학관 설립
도 눈에 띠게 늘었다. 문학관 설립 활성화의 역사가 20여 년이 넘어가면서 이
기간 동안 국내 문학관 관련 연구(고명철, 2005; 김수복, 2004; 박덕규, 2006;
박찬일, 2006; 권정희, 2009에서 재인용)들도 많이 진행되었다.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인들은 음악가나 화가보다는 대중적인 친화력이 높
고, 가수나 배우 등 대중 예술가에 비해 도시적 소비문화나 무국적 문화의 이
미지가 덜하다.8) 또한 문학은 출판을 통한 인쇄물이기 때문에 공연이나 전시
회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 미술 등의 예술 장르에 비해 대중을 확보하기 쉽다
(권정희, 2009). 우리말과 글로 된 문학은 교과서를 통해 쉽게 접해 왔기 때문
에 문학 관련 기념행사에는 관람객 유치도 용이하고, 수준 높은 고정 팬 층도
두터우며, 작품의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기에 영속성도 유지할 수 있다
8) “지자체 마케팅 최고 브랜드는 文人”, 2006년 1월 26일, 권기태 기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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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희, ibid.). 이러한 장점들에 유명 문인을 위한 기념공간 만들기는 어느 지
역에서 건 선호한다. 국내 시장·군수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브랜
드’를 높일 목적으로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지명도 높은 ‘문인 모시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이유는 “지역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는데 문인만
큼 좋은 상징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9)이다. 문학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효과는 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문화 부흥과 인프라 조성의 효과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문학적 도시이미지를 통해 지역의 명성을 높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학관 조성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해당 ‘장소의 역사성’10)이
다. 즉, 작가가 태어나거나 작품을 집필한 곳,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
에서 건립된 문학관은 기념의 의미를 더한다. 국내 대부분의 기념관들이 이러
한 장소에 설립되어 있다. 또한 문학관을 통해 문학축제, 문학상, 추모 행사,
기념문집 발표 같은 다양한 기념사업 및 수익사업도 파생시킬 수 있다(권정희,
2009). 반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상업적인 문학 관련 기념사업 전개는 해당
문학 작품을 클리쉐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권
정희, 2009). 이는 지역의 많은 문학관이 설립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채 명확한
운영 방안과 프로그램을 강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객보다는 설립자를 위한
시설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윤학로·김점석, 2005:165). 설립자
가 뚜렷한 운영 모델 없이 문학관 설립만 우선한 경우, 기획력과 고정적 재원
충당 부족으로 해당 문학관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김종우
(2014)는 이런 문학관은 해당 지역 주민과 괴리되며 그 전시 내용물도 박제된
문학 유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물관과는 달리 문학관의 전시물들은
유물로서 가치가 높은 것은 거의 없기에 문학관이 전시 기능만을 강조할 경우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문학을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지향해야하는 것이 문학관의 기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9) “지자체 마케팅 최고 브랜드는 文人”, 2006년 1월 26일, 권기태 기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 및 인용.
10) 전우용(2005)은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관은 해당 인물의 자취가 남아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
는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권정희, 2009:4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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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념 대상을 향한 갈등에 관한 문제
1) 국내: 친일 의혹 예술인에 관한 기념사업 논쟁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은 새로운 공간의 조성, 상징적 기념물, 이미지 확
립을 위한 다양한 기획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그 이면에는 권력과 사회적
행위 주체 간 긴장 관계가 작용한다(이무용, 2005:35). 따라서 도시이미지 및
정체성 파악을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힘겨루기의
복합적인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무용, 2005:35).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
은 국내 많은 도시가 추진하는 예술인 기념사업들에서도 발생한다.
앞서 밝힌 대로 인물 관련 기념사업에서 예술인들은 대게는 수월히 진행되는
편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이라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가 일
제강점기와 6.25 전쟁, 유신시대,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친일 의혹 및 이념 논란
등에 휩싸인 예술계 인사들이 있다. 이 경우 ‘예술가의 작품과 행적은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두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
단 간 첨예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작가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클수록 갈등
양상도 커진다. 국내 현실 상 특히나 친일 행적 관련 문제에서는 두 집단 간
타협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예술인 기념사업은 관례상 보통 작가 사후에 진행된다. 현재 우리나라 근현
대 예술인들 중 기념사업 논의가 진행됐고, 또 진행 중인 작고한 유명 예술인
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친일 행적 논란에
얽힌 예술인들도 일부 존재하여 그들 기념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상황과 흐름을 고려할 때, 미래 우리나라 예술인 기념사업
에 있어 친일 행적은 물론, 해방 이후 세대 예술인들의 이데올로기, 유신·군사
정부 찬양 등의 문제가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부각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기념관이 세워진 문인들 중 친일 논란에서 큰 문제가 없던 작가들도 있
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 그 대표적 인사가 미당 서정주(1915-2000)이다.
미당은 20세기 국내 문학계의 독보적 시인으로 그의 작품성에 관한 위대한 평
가는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이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과거 그의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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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과 군사정권 협조 의혹을 근거로 미당의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존
재했고, 이는 현재도 사그라지지 않는 논쟁으로 남아있다.
2000년 미당 타계 후 전북 고창(고향)과 서울시(그는 1970년부터 별세할 때
까지 30여 년 관악구 남현동 ‘봉산산방蓬蒜山房’에서 살았다)에서 그의 기
념관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발표가 나자마자 일부의 반발이 거세었다.
그나마 그의 고향에서는 기념관 건립을 그대로 추진하여 2001년 11월 3일
‘미당 시문학관’을 개관하였다.11) 현재 ‘미당 시문학관’은 미당의 친일의
혹 작품과 전두환 찬양시를 전시해놓고 있다. 이것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어 관람객들의 가치 판단에 맡겨두고자 한 것
이다. 문학관이 시인의 ‘공과 과’를 함께 전시한 이러한 선택은 매우 긍정
적으로 평가되고 있다.12)
한편 서울시는 미당 사후 몇 년 동안 그의 기념관을 건립하지 못하였다. 봉
산산방을 미당 기념관으로 조성해 보존하겠다고 하였지만 반대 여론에 추진하
지 못한 것이다. 방치된 그의 집은 2003년 11월 한 건설업자에게 매각된다. 이
를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2004년 1월 서울시는
당시 시장의 의지로 건축업자로부터 봉산산방을 사들여 철거를 면할 수 있었
다.13) 이후 2008년부터 복원에 착수, 3년여 만인 2011년 4월 4일‘봉산산방’
을 개관했다.14)

11) ‘미당 시문학관’이 개관은 했지만 미당의 행적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추
모기념식이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끝날 무렵에 전주에서 버스로 출발했다는 속칭
애국청년과 대학생들이 몰려와 ‘친일파 서정주’를 규탄하고 ‘미당 문학관’을 철거하라는 플랜카
드 시위를 벌려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그들은 국정 교과서에도 오른 서정주의 대표 명시인 ‘국
화 옆에서’가 일본 천황의 상징인 국화영본을 노래했다고 마이크로 소리를 질러댔다. 이 때문에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였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되어 서울로 올라와서도 좀처럼 감정
이 가시지 않았다.』 - 2013년 11월 5일, 진진형 박사의 미당 추모식 관련 기고문 발췌.
12) 『미당 친일작품과 전두환 찬양시 전시-미당의 대표적인 친일 문학작품과 독재자 찬양시의 전
시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시문학관운영위원회가 모두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미당의 문학적
업적보다 친일을 더 비판하는 쪽에서는 애초부터 문학관 건립 계획 자체에 반대했다. 운영위원
회측은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과 문학인들이 이런 작품을 읽고 미당의 친일 문제를 스스로 판
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 “서정주 시문학관과 박정희 기념
관”, 2012년 6월 11일, 김학순 고려대 초빙교수, 내일신문 기사에서 발췌.
13) “버려진 그 집의 주인은 아직도 ‘미당 서정주’”, 2008년 2월 18일, 김대홍 기자, 오마이뉴스
에서 발췌.
14) “미당의 집 ‘봉산산방’ 문 열다-관악구 3년 만에 복원·개방”, 2011년 4월 14일, 문소영 기자,
서울신문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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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의 경우처럼 친일 의혹과 관련해 기념관 건립에 있어 논쟁이 있었던 예
술인은 여럿 존재한다. 이은상, 조두남, 장지연을 사례로 경남 마산 지역의 친
일 의혹 인물 관련 기념사업 논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황혜정,
2009). 황혜정(2009)에 따르면, 1999년 8월, 마산시는 가곡 「가고파」의 작사
가인 시조시인 이은상의 기념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곧 지역의 한 언론사
가 그의 친일 의혹과 독재 부역 사실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
도 이러한 이유로 그의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였다. 이에 부담을 느낀 마산시
는 기념관 명칭을 ‘이은상 기념관’에서 ‘이은상 문학관’으로 변경하겠다
고 발표했으나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이은상의 이름을 빼고 마산의 모든 문
인을 망라하는 ‘마산문학관’으로 하겠다”고 재발표했다(황혜정, 2009;8에서
발췌). 하지만 이은상의 친일 의혹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의 지역 문인들과 학자들도 등장해 이은상 기념관 건립을 두고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한동안 이어졌다. 결국 마산시는 ‘마산가고파문학관’이라는
명칭으로 2002년 1월 국비 6억 원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은상의 친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측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그해 9월 명칭을 ‘노산(그의 호)
문학관’으로 다시 변경하였지만, 이번엔 이에 반대하는 측의 반발이 다시 일
어났다. 이 문제는 2003년 조두남과 관련한 마산음악관(조두남 기념관) 건립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2003년 12월 9일 마산시는 문학관 이름
은 ‘마산문학관’, 음악관은 ‘마산음악관’으로 결정하였다. 조두남15) 기념
관 역시 그의 친일 의혹에 기념관 건립 문제에 있어 논란이 첨예했던 예술인
이다. 애초 ‘조두남 기념관’명칭이 ‘마산음악관’으로 변경되었고, 이 공간
은 조두남 만을 위한 음악관이 아닌 마산과 관련 있는 음악가들인 이일래, 이
수인, 반야월의 작품과 생애를 함께 담은 기념관으로 용도와 기능을 변경했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대표적인 ‘항일 언론인’으로 추앙받아온 언론인 장
지연16) 역시 친일 의혹을 두고 기념행사 개최에 여러 갈등들이 양산되었다.
그는 1913년 <경남일보> 주필을 그만 둔 후 마산으로 터를 옮겼고, 이곳에서
타계하였다.17) 마산시 현동에 소재한 그의 묘소는 1983년 12월 20일 지방문화
15) 조두남은 평양 출신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마산에 정착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6)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901년 <황성신문> 사장으로 취임 한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의
발표로 투옥 후 190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다가 1909년 10월 경남 진주의 <경남
일보> 주필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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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지정되었다. 무덤 앞 도로는 ‘장지연로’라 불리고 있다. 마산과의 이러
한 인연에 경남지역 언론사가 매년 신문의 날(4월 7일)에 장지연 묘소에 참배
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의 친일 의혹을 두고 A 언론사(장지연에 부
정적 입장)와 B 언론사(장지연에 긍정적 입장)는 기념행사에 대한 입장 차가
있어 논쟁이 된 바 있다. 장지연과 마산과의 깊은 인연에 장지연 기념사업 문
제는 단순히 언론사 간의 갈등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렇
듯 친일 논란은 우리나라 인물 기념사업에 있어 대표적 갈등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2) 해외: 파리의 유명인 기념 동상 건립 관련
해외 도시의 인물 기념 공간 건립에 관한 갈등 사례는 파리 시를 대표로
들고자 한다. “문화예술인 동상의 대거 건립은 파리 외에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 이었다”(민유기, 2010:94에서 발췌)라는 연구자의 주장을
보듯이, 파리는 유럽 어느 도시보다도 문화예술인 동상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어 인물 기념동상과 관련한 논의를 참고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거대 도시 파리의 정체성을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파리가 세
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정체성은 확고하다(민유기,
2010).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격한 정치적 격동기를 겪었고, 그에 따라
도시의 정체성도 기존의 민중의 도시·부르주아의 도시에서 문화예술의 도시
로 변모되었다. 문화예술의 도시로 정체성이 공고해지면서 과거 정치적 인물
위주의 동상 건립은 점차 파리와 연고가 있는 유명 예술가들로 대체되었다.
파리 거리와 광장 등에서는 미술가, 음악가, 문인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동상
들을 만날 수 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동상들은 파리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
까지 이곳이 얼마나 문화예술적 정서가 풍부한 도시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며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17) “살아 숨쉬는 ‘항일의 넋’-말년 보낸자리 70주기 맞아 묘역 정화사업”, 1993년 4월 4일, 이
공순 기자, 한겨례 신문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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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관련 인물 동상 건립과 관련한 갈등 양상
이 절에서는 민유기(2010)의 “파리의 문화예술인 동상건립과 도시정체성
만들기 연구”를 토대로 파리 시의 인물 동상 건립과 관련한 갈등 양상을 집
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870년 9월 4일 공화정이 선포된 후 공화국은 프
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의 패배를 잊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고자 1874년 2월
잔다르크 동상을 건립한다. 백년전쟁의 영웅을 위한 동상 건립에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샤를마뉴 대제의 동상은 사정이 달랐
다. 그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건립하는 계획에는 큰 반발이 일었는데 이는 당
시 공화파의 약진으로 왕당파의 세력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파리 시는 패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워 대제의 모습을
강한 전사로 표현하여 반대 여론을 겨우 잠재웠고, 그 결과 1879년 2월 샤를
마뉴 청동상을 노트르담 성당 광장에 전시할 수 있었다.18)
이후 파리 시에는 1794년 기요틴으로 처형당한 당통의 동상이 1831년 건립
되었고, 급진공화파 정치인들의 주도로 데믈랭의 동상도 1905년 건립되었다.
이들의 동상 건립에 보수파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동상들이 공포정
치의 폐해를 의미한다는 데에 합의하여 끝내 용인하였다. 한편 제3공화정은
공포정치의 주역인 로베스페에르와 생쥐스트의 동상 건립은 커다란 사회 갈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에 저항하다 1851년 12월 바리케이드에서 사망한 급진공화파 보댕은 민주주
의 제도를 지키려 했던 순교자로 평가되는 인물로, 1901년 그의 사망 50주년
에 맞춰 그의 동상 제막식이 거행됐다. 행사에는 대통령 및 공화파 다수의 정
치가들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시의회선거에서 제1세력이 된 우파 세력들이 제
막식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민유기, 2010). 이렇듯 정치가들의 기념물 건
립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파리 시는 가능한 이들의 동상 건립
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18) Robert Morrissey, “Charlemagne”, Nora(dir.), Les Lieux de mémoire, Ⅲ-3, p.668(민
유기,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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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적 도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예술인 동상 건립
1879년 그레비 대통령 취임으로 프랑스의 ‘공화파의 공화국’ 시대가 시작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문화 국가’가 되길 원했
고, 파리 시를 더 이상 제국의 수도·혁명의 도시가 아닌 ‘문화예술의 도
시’라는 이미지와 정체성으로 만들어가길 원했다(민유기, 2010:94에서 인용).
정부는 1889년과 1900년의 파리만국박람회를 통해 도심 중심부와 서부 부촌
에 조형미가 뛰어난 건축물 및 다양한 문화 공간을 건립하여 근대 문화의 정
수를 보여주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1880년부터 파리의 거리, 광장, 공원 등 공
공장소 곳곳에 다양한 문화예술인의 동상을 세워 파리 시민들이 일상의 공간
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
한 노력은 모두 파리의 문화예술의 도시이미지와 정체성 만들기의 일환이었
다(민유기, 2010).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파리 시의 동상 건립은 이전 시대와 다른 양상을 보
였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 동상 건립을 허용하였다. 시
민 조직이 동상 건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센 지사가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이 승인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동상 건립이 가능하였다. 파리
시는 동상 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의 도로 상태 및 주변 건축물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와 동상의 예술적, 기술적,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
려하여 허가를 결정했다(민유기, 2010:84에서 발췌). 과거 통치자들로부터 왕조,
군인, 종교인 등만이 숭배의 대상으로 강요되었는데, 제3공화정은 시민 주도의
숭배 민주화를 촉진시킨 것이다. 파리 지역 공공장소 곳곳에 위인들의 동상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중세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유명 문인들 동상이 작가들 주도의 기념사
업회를 통해 건립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갈등 없이 진행되었지만, 간
혹 정치적 활동을 한 문인의 경우 논란이 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시인 베를
렌은 파리 코뮌에 참여했던 경험과 랭보와의 동성애 관계가 논쟁이 되어 보
수주의자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1896년 그의 사망 직후 그의 동상 건립이
작가 중심의 기념회를 통해 추진되었지만 이 동상이 건립되기까지는 15년이
나 걸렸다(민유기, 2010). 미술인, 음악인, 공연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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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동상도 건립이 되었다. 이들 동상 건립 과정에서도 별다른 논쟁은 없었다.
저명한 화가인 경우 미술인 중심의 조직 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 그들의 동상
을 유명 조각가에게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제3공화정이 국가
적 차원에서 자국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후원 활동 일환이었다. 정부의 노력으로 파리 시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예
술인들의 동상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이곳 파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 동상은 파리
시민들이 자발적 주도로 건립 추진을 시작하였고, 파리 시와 정부가 이를 적
극 지원하고 후원한 결과로 완성된 것이다. 특히 예술인 동상은 개인의 능력
과 재능으로 성취한 업적을 공적으로 기념하는 매개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프랑스 정부가 원했던 문화국가, 문화도시, 문화시민의 영예를 드높여 준 존
재로 평가받는다(민유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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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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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 배경과 예술
인 기념공간 조성의 효과
통영시는 2004년을 기점으로 문화예술적 도시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
였다. 그 배경에는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에
대한 관심, 통영시의 문화예술적 자산을 새로운 도시이미지 형성에 활용하려
는 지역 리더의 의지, 수산업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와 인구 유출
등을 극복하고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모색 등 다양한 요인
들이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 추진에 종합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통영시는 새로운 장소성 형성을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지역의 풍부한 문화예
술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적 경관 조성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예술인 기념공간들은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통
영시의 일반적 현황과 백선혜(2004:45)의 ‘장소의 요소에 따른 장소자산의
분류’에 따라 분류한 통영의 장소자산들을 소개하고, 2004년을 기점으로 본
격적으로 시작된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 추진 배경을 밝힌다. 다음으
로 현재 통영의 도시이미지를 실증 조사하여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이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이
부분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과거 2004년 실시한 통영
시 도시이미지 조사와 비교하고자 함이다. 당시 조사 결과는 통영시가 수많은
문화·예술·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도 외부인들에게 이곳은 바다휴양지, 항
구도시 이미지만이 유독 강하게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그 이유를
통영에 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작품과 생을 기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념공
간의 부재에 의한 결과로 판단하였다. 즉, 통영이 예향이라는 것은 관념적으
로만 존재할 뿐, 실제 지역에는 이를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
했기에 외부인들에게 통영의 문화예술적 도시이미지는 매우 낮게 형성되었던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2004년 조사가 이루어진 과거와는 달리 2004년 이후
현재 통영에는 새로운 미시적 문화경관들이 대거 생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통
영의 장소성과 도시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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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는 연구이고 그 결과에 따라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의 가치를 판단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고 판단하였다.

제1절 통영시 장소자산
1. 통영시 개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상남도 통영시는 수려한 자연환경
과 조선시대 300년 삼도수군통제영 문화,19) 한산대첩의 승지, 그리고 전통
공예 문화 융성과 한국 현대 예술계의 거장들을 배출한 예향 등으로 이름
높은 도시다. 연평균 기온 14.5℃에 239.22㎢의 면적, 1읍 6면 25동의 행정구
역, 2014년 1월 기준 58,147가구, 143,194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151개의
섬(유인도 43개, 무인도 108개)의 남해안 다도해(多島海) 중심에 있으며
617km 해안선은 경상남도 해안선 길이의 28%를 차지한다. 파랑의 침입이 적
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수유동과 영양염류 공급이 원활하여 수산동식물이
풍부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전 해역 중 수산업이 가장 일찍부터 발달하
였다. 특히 지역의 수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통영시 성장의 기간산업을 이루
고 있다.
인구증가율과 세대 당 인구수(다음 표 참고)는 2003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다
가 2010년 이후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속 증가
추세로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
방의 여느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통영 역시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
다. 인구증가율로 보자면 10년 사이 내국인 인구는 4.5% 증가했지만 외국인 인
구는 무려 85.06%가 증가했다. 외국인 남성은 주로 수산업과 조선업 근무를 위
해, 외국인 여성은 결혼 이주의 목적으로 지역에 유입되었다.

19) 『1604년 통영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주둔한 이후 지역에는 예하의 각종 병선, 삼남지방의 세곡
을 나르던 조운선과 각종 물화를 실은 장배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군사도시이자 남해안 해운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 마산, 부산, 삼천포, 여
수 등지와 해상 교류를 활발히 하였고, 일본·중국과의 무역항으로 각광을 받았다.』 - 백선혜,
2005:17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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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영시 인구 추이
단위: 세대, 명, %
연별 세대
총수

총수
남

여

인구
한국인
총수
남

여

인구증 65세 이상
외국인
가율*
고령자
총수 남 여 (%)

2003 46,547 133,939 67,864

66,075 133,420 67,463 65,957 519

401

118 -0.51

12,693

2004 47,639 133,613 67,849

65,764 132,959 67,325 65,634 654

524

130 -0.35

13,138

2005 48,960 133,429 67,699

65,730 132,795 67,241 65,554 634

458

176 -0.12

13,667

2006 50,249 134,301 68,458

65,843 133,127 67,540 65,587 1,174 918

256

0.25

14,335

2007 51,796 136,047 69,582

66,465 134,431 68,375 66,056 1,616 1,207 409

0.98

15,099

2008 53,371 138,791 71,371

67,420 136,275 69,465 66,810 2,516 1,906 610

1.37

15,665

2009 54,917 140,569 72,472

68,097 137,415 70,090 67,325 3,154 2,382 772

0.84

16,226

2010 57,291 143,632 74,003

69,629 140,297 71,534 68,763 3,335 2,469 869

2.10

16,701

2011 57,496 144,017 74,114

69,903 140,195 71,211 68,984 3,822 2,903 919 -0.07

17,048

2012 57,321 143,039 73,422

69,617 139,347 70,610 68,737 3,692 2,812 880 -0.60

17,772

2013 58,147 143,194 70,840

68,879 139,719 70,840 68,879 3,475 2,635 840

0.10

-

자료 및 출처: 통영시청 정보통계과, 한국인(주민등록인구), 외국인(출입국관리소 등록
신고). *인구증가율은 한국인 기준.

<표 7> 통영의 예산 결산 총괄
단위: 백만 원

연
별

예산현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계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잉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6 439,874 411,522 28,352

442,139 414,274

27,864

322,130 305,206

16,923

120,009 109,067 10,941

2007 436,697 404,701 31,996

455,800 423,226

32,574

318,948 299,489

19,458

136,852 123,737 13,115

2008 511,144 476,389 34,755

521,048 484,976

36,072

333,200 312,856

20,343

187,848 172,119 15,728

2009 574,174 538,351 35,823

582,233 544,423

37,810

462,015 439,664

22,351

120,218 104,758 15,459

2010 513,373 477,509 35,864

522,702 483,959

38,743

422,324 395,885

26,439

100,378 88,074

2011 535,603 502,750 32,852

550,000 514,112

35,888

407,301 382,673

24,627

142,698 131,438 11,260

2012 572,634 536,636 35,998

575,498 538,630

36,867

442,456 419,989

22,466

133,042 118,641 14,401

자료 및 출처: 통영시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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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4

통영의 수산업은 청정해역과 수준 높은 수산 기술의 결합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고소득 창출의 기반 산업이었다. 하지만 (신)한일어업협정(1998년 11
월)·한중어업협정(2001년 6월) 체결과 욕지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진행 중인 골재채취 등으로 수산업이 급격하게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 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1998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국내
어선수가 크게 제한되고 입어조건까지 까다로워졌다(백선혜, 2004:181). 이 때
문에 통영의 어선들 역시 연근해 어업에 치중하게 되어, 수자원 고갈의 위협
에까지 처하기도 했다.20) 그러나 끊임없는 수산 기술 개발 모색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구조 변화를 꾀하며 거듭 노력한 결과 현재 통
영시는 ‘한국 수산업의 전진기지’라는 예년의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
통영시는 수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 방침의 하나로 2004년부터 최
근 10년간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
쳐왔다. ‘문화·예술·관광’이 시의 역점 시책에 꾸준히 포함되는 것을 확
인했을 때, 통영이 문화와 예술을 중점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 동아일보 1999년 5월 27일자 사회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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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통영시의 시정 운용 방향 및 역점 시책
년도

핵심 시정 운용 방향

역점 시책

2004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기반 조성

태풍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생, 문화·관광의 새가치 창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추구, 지방분권 시대의 봉
사행정

2005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잠재력 개발

향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급스러운 문화·관광 기반의
확충, 쾌적한 환경도시이미지 조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실천

2006

지속가능발전
도시기반 구축

시민이 즐거운 행정환경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 특화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회생,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 정체성 회
복, 인간 중심의 푸른 통영 가꾸기.

2007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도시

신뢰받는 행정 구현,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 저출산·고령화
시대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역사·문화·
관광,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2008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 통영

변화와 행정혁신으로 자치역량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
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예술·해
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2009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 통영건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품격 있는 문화․체육․해양
관광 도시조성,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조화와 균형
있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개발,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 시민감동 서비스 구현과 교육기반 지원강화

2010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통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품격 있는 문화·체육·
해양 관광도시 조성,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복지시책 확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현, 지역특성을 살리는 창조적인 도
시개발,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시민 중심의
행정구현과 창의적인 지역 인재 육성

2011

남해안 중심도시 통영

확! 뚫린 통영교통,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남해안 선벨트사
업 추진, 시민이 편한 시정구현, 녹색성장 글로벌시대 선도

2012

편한 시정, 살기 좋은
도시 통영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 및 녹색성장 기반 구축, 균형개발과 소득증대
사업 추진,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조성,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시민이 편한 행복시정 구현

2013

남해안 중심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지역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 품격 높은 문화예술 진흥, 균형 개발과
생산복지 지원, 더 밀착된 현장행정 강화

자료 및 출처: 각 연도별 「통영백서」 참고(통영시청 홈페이지)

2. 통영의 환경적·물리적 장소자산
1) 선진 수산업, 휴양 환경과 케이블카
통영의 수산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기반산업으로서 지역내총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역사적으로 관련 산업들을 다양하게 발달
시켰고 높은 소득과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이끌었다. 실제 1934년
까지 거제 지역을 포함한 통영군은 경남 22개 부(府)·군(郡)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이었다(김재홍,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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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통영시 수산업의 현황
구분
통영시(A)
해안선(km)
667.20
수산가구
2,339
수산인구(명)
6,526
어선(척)
3,572
어촌계
112개
어항
167개소
지정해역(ha)
10,580ha
수산물생산(M/T)
156.841천M/T
수협
8개소
어업면허(건)
918
어업허가(건)
3,490
자료 출처: 통영시청 홈페이지(2014년)

경상남도(B)
2,130.42
10,768
28,916
15,206
408개
567개소
25,849ha
592.386천 M/T
19개소
2,172
16,087

A/B(%)
31
22
23
23
27
29
41
26
42
42
22

수산업이 발달한 배경에는 유리한 자연 환경 외에 일찍부터 일본인들에게
서 습득한 선진 어업 기술이 있다. 통영에는 1910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진
출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17년 당시 2,512개 면 중에서 23개 지정면
(指定面) 중 하나로 선정되었을 만큼 통영은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어업전진
기지이자 경제적 진출을 위한 거점도시였다(김재홍, 1999:313).21) 1919년 현재
의 통영시 관내에는 통영시가에 500명, 강산촌에 242명, 욕지도에 331명의 일
본인들이 이주어촌을 형성하고 있었다(충무시지편찬위원회, 1987:577; 김재홍,
1999:313에서 재인용).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어업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이들은 우수
한 기술력과 자본으로 어족자원을 수탈하였다(이승욱, 2005:24). 강점기 이전
21) 『지정면은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던 경제중심지였다. 행정적으로 일본인이 면장으로 선출
될 수 있었고, 면에서 자발적으로 면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당시의 지정면은
대전, 수원, 송도(개성), 영등포, 청주, 공주, 강경, 조치원, 전주, 익산(이리), 광주, 김천, 포항,
진주, 진해, 통영, 해주, 의주, 춘천, 함흥, 나남, 성진, 회령 등 23개 면 이다. 지정면의 구비
요건은 ① 주로 상공업지로서 공공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고, ② 호구 1,500호 이상으로서 그
중 1/2 이상이 집단화 되었으며, ③ 협의회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이상 되고 면 부
과금을 호당 7원 이상 부담 가능한 곳 등이다. 또한 지정면에 한하여 1년에 300원 이내의 접
대비를 계상할 수 있었다. 통영의 상수도사업이 1924년 급수인구 2,6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되
었으며, 시가지조성사업, 시구개정도로축조사업, 항만축조 및 매립사업 등 도시계획사업들이
그 당시 조선인 거주자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통영시가지의 기반을 형성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진출과 거주일본
인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32년의 일본인 거주자 수는 통영읍에만 2,984
명, 통영군 관내에는 5,885명이었다.』 - 김재홍, 1999:31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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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형태는 대부분 자급자족이었지만 한일합방 이후 일본이 이를 기업화 하
면서 그곳에서 종사한 지역민들은 점차 선진 수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기
술의 핵심은 각종 어구재료 생산의 기계화였다. 낚시·그물감·줄 등 과거 모
두 수공으로 생산되었던 것들이 일본에 의해 대량 생산되면서 다양한 어구와
어법이 개발되기 시작했다(이승욱, ibid.:24). 해방 이후, 일본고용주 밑에서 기
술을 익힌 지역의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운영되었고, 그들의 꾸준한
노력 끝에 통영의 수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실제 1960년대 초반까지 연
안어업의 비중은 전체 수산업의 75% 이상일 만큼 영세하였지만 어민들의 지
속적인 기술 개발로 고소득의 연근해 어업과 양식어업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이승욱, ibid.:24에서 재인용).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자원보호 육성책에 따라 수산업의 기본방향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굴·홍합·우렁쉥이 등의
양식업이 통영시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 확대되면서 통영시 수산업은 본
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이승욱, 2005:24). 통영의 높은 수산 기술은 현
재 지역에 기선권현망, 굴수하식, 근해통발, 우렁쉥이, 해수어류 등 지역수협
및 업종수협이 8개소나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는 전국 단일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수협 개수며 경상남도 전체에서 40%가 넘는 비율이다(이승욱,
ibid.:28에서 발췌).
<표 10> 통영의 수산물 어획고
합 계
연
별 수 량 금 액

어 류
수
량

금

액

갑 각 류 연 체 동 물
패 류
수
수
금 액
금 액 수 량 금 액
량
량

해 조 류 기타 수산물
수
수
금 액
금 액
량
량

2006 295,422 350,377,970 113,817 267,541,040

113

573,015

1,914

3,022,096

174,144

72,008,739

1,409

515,880

4,025

6,717,200

2007

-

-

-

-

56

16,965
12,195

3,357

47,341,187

2,511

40,431,087

46

213,994

136

1,211,913

664

5,484,193

2008 28,078

65,292,106

2,788

56,174,257

20,274

704,517

30

329,302

930

7,067,065

2009 85,709

147

1,704,512,805

68,621

1,582,355,680

352

25,317,830

2010 156,841 442,704,069

70,917

308,324,509

783

35,378,016 48,392

2011 70,528

118,482,947

50,478

95,189,661

-

-

2012 203,675 307,803,127

66,264

189,546,233

107

676,076

4,000 1,000,000

774,182

14,958

96,052,918

-

-

1,631

2,510,333

18,093

91,340,087

-

-

18,656 5,151,124

107

907,069

16,286

14,173,960

-

-

3,657

40,874

3,935,694

24,743

104,991,365 43,233 281,015 28,454 8,372,744

8,212,257

주: 1. 2007~2008 이후 자료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 계통 출하 자료임 2. 2009 이후 자료는 통영수협
외 6개 수협 계통 및 비계통 출하자료임.
자료 및 출처: 통영시청(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기선권현망수협, 굴수하식양식수협, 근해통발
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 멍게수하식수협, 정치망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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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통영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고
단위: M/T, 천 원
연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및월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액
별 수량
합계18,043 88,159,202 29,175 118,920,301 23,007 133,900,167 28,650 113,761,970 19,557 108,263,412 25,331 130,905,67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816
4,214
2,217
1,184
1,277
435
943
438
694

23,979,346
21,645,427
10,949,848
3,079,131
6,203,331
1,419,642
6,951,958
2,634,012
3,233,984

6,654
4,018
2,921
933
2,225
612
1,775
2,002
1,516

23,115,955
19,790,853
11,595,730
3,175,450
6,465,220
1,043,269
8,864,933
7,972,622
8,577,586

3,782
3,413
2,381
910
1,578
323
2,147
3,559
2,542

10월

798

2,158,857 3,063

4,030,970 3,549

11월

963

2,887,873 1,035

3,700,611

727

2,982,635 3,716

12월 1,064

3,015,793 2,421

9,416,236

481

1,625,924 4,313

15,201,837 1,164

24,379,206
21,351,558
14,977,783
3,787,910
7,429,839
1,520,322
13,047,669
22,373,723
16,392,628

2,595
2,566
2,416
717
596
502
2,431
2,034
3,215

8,562,858
8,308,892
7,764,293
2,026,349
1,314,346
906,284
15,272,700
12,396,200
21,462,408

2,594
2,556
2,416
703
590
482
2,437
1,425
1,511

8,834,858
8,328,892
8,104,293
2,037,349
1,316,746
926,284
16,007,673
8,031,096
16,645,308

2,397
2,350
4,344
1,502
1,353
1,151
1,770
1,520
1,956

8,163,899
7,657,628
14,571,626
4,352,914
3,019,589
2,211,935
11,626,418
8,566,502
21,547,467

23,801,920 1,929

22,039,016 2,116

24,175,510

4,616,620 1,471

9,660,630 1,668

10,954,406

7,329,100 1,443

6,331,267 3,204

14,057,782

자료 및 출처: 통영시청(어업진흥과)

통영은 수산업에 최적인 자연환경 외에도 파도가 세지 않은 잔잔한 항만과
섬,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로 일찍이 휴양 관광지로도 명성이 높았던 도시이다
(박태일, 1999). 또한 온화한 기후와 해양 환경을 활용해 현재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들도 유치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한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및 전국 윈드서핑대회, 이순신장군배 통영 전국마
라톤대회 등 매년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통영에서 개최된다. 특히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기후에 축구, 육상, 야구, 카누 등 각종 전문 구단들
의 동계 전지 훈련지로 선호되고 있다.
현재 통영의 자연을 조망하는 관광 형태 중 섬 관광 외에 가장 각광받는 것
이 케이블카 관광이다. 2008년 개장한 케이블카는 개장 6년여 만인 2014년 누
적 탑승객 800만여 명을 기록(10월 3일)할 만큼 인기가 높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와 높은 만족도로 공신력 있는 수많은 상들을 수상22)하며 통영을 전국적 관
광명소로 만든 이 케이블카는 지역의 세수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22) 2008년 개장 이래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 4년 연속(2008-2011) 수상, 대한민국 소
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4년(2008-2011) 연속 수상, 2010년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대상
(관광개발부문)수상, 2012년 한국관광 기네스 선정, 2014 한국관광의 별 선정(문광부, 한국관
광공사 주관)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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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통영 케이블카 누적 탑승객 수
연별
탑승객
2008년(4월 18일 개통)
59만 명
2009년
129만 명
2010년
121만 명
2011년
134만 명
2012년
132만 명
2013년
137만 1433명
2014년 1월 9일 기준 누적 탑승객 708만 5821명
자료 및 출처: 통영시청 관광과, 통영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2) 문화·예술·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간들과 동피랑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는 통영국제음악당(윤이상 음악당),
통영시민문화회관, 도천테마공원(윤이상 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김춘수 유품전
시관, 청마문학관, 향토역사관, 통영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통영수산과학관, 남망
산 조각공원, 통영문화원, 시립박물관, 세병관, 제승당, 충렬사, 이순신 공원, 해
저터널 등이 있다. 사설 시설로는 전혁림 미술관과 통영옻칠박물관 등이 있다.
이러한 공간 외에도 벽화마을로 유명한 동피랑23)은 현재 통영의 대표적인 관
광 명소 중 하나다. 이 언덕 일대는 1960~70년대 통영의 저소득층 서민들이
무허가로 집을 지으며 살기 시작한 산비탈 마을로 오래전부터 재개발 계획이
수차례 변경, 수정되어왔던 지역이다. 2006년 통영시는 도시계획을 통해 마을
을 철거하고 충무공이 설치한 군영인 통제영(統制營)의 누각 ‘동포루(東砲
樓)’를 복원하려고 하였다. 무허가 주택인 까닭에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
고, 이러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푸른통영 21 추진위원회’는 통
영시에 2007년 10월부터 1년간의 유보의 시간을 요청하였다. 당시 J 통영시장
은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후 ‘푸른통영21’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
긴 골목 문화를 보존하자라는 취지로 동피랑에 ‘색과 그림이 있는 골목’이
라는 주제의 1차 벽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몰
려들어 성황을 이뤄 일주일 동안 19채의 집과 골목 담벼락에 다양한 모습의
벽화를 완성했다. 담벼락은 물론 물탱크, 자투리 공간마다 꽃, 음악과 고깃배
23) ‘동피랑’은 동쪽에 있는 비람(비탈의 지역 사투리)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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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통영을 상징하는 그림을 넣어 문화예술의 도시인 통영의 지역성을 담았다.
동피랑은 곧 ‘한국의 몽마르뜨 언덕’으로 각종 언론에 노출되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다채로운 벽화와 언덕을 오르면서 감상할 수 있는 강구안의
아름다운 풍경에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예상외의 성공적인
반응에 통영시는 이곳의 철거 계획을 취소하였고, ‘푸른통영 21’과 함께 2
년에 한 번씩 공모전을 개최해 그림을 전면 교체,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동피랑 레지던시를 운영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
다. 현재 동피랑은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쇠퇴한 마을에 문학과 예
술을 접목시켜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국내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송효
진, 2011).

3. 통영의 문화적·인적 장소자산
통영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역사 관광의 전략적 육성은 통영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점에 근거한다. 윤이상, 박경리, 유치환, 김춘수, 김
상옥, 전혁림, 유치진 등 한국 현대예술계의 걸출한 예술가들을 배출한 곳이
자 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중요무형문화재(현재 생존 인간문화재 9명)를 가장
많이 보유하였다는 점이 통영시의 전략에 힘을 싣는다. 통영은 문화예술의 도
시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도시이기도 하다. 도시 탄생의 기원 자체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주둔에서 부터다. 민족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의 영향으로 통
영시의 옛 지명이 ‘충무시’ 이기도 했다.

1)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
통영이라는 도시는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된 것에서부터 기원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년), 경상·전라·충청 3도 수군을
총괄 지휘하는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직이 신설되었고, 초대 삼도수
군통제사로는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이 임명되었다.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제사가 삼도수군을 지휘하는 본영이고 지금의 통영 지명도 통제영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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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초의 진영은 한산도에 개설되었고, 제6대 통제사 이경준이 1603년(선
조36년) 선조의 윤허를 받아 본토에 터를 닦고 1604년 음력 9월 9일에 본영을
두룡포(頭龍浦:현 통영시 관내, 통영의 옛 지명)로 옮겼다.24) 이러한 연유로 통
영은 국내 최초로 생일이 있는 도시이자 조선왕조역사상 정부주도의 유일한
계획도시로 기록된다.
통제영이 설치되기 이전 통영은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하였지만 통제영 주둔
을 기점으로 군사적 계획도시로 형성됐다. 세병관(1605년 창건)을 중심으로 주
변에 운주당, 백화당, 중영 등의 각종 건물과 관아, 부속 창고들이 설치되어
군사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최문영 외, 2007:109).25) 통제영 본영 중
심건물인 세병관(국보 제305호)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세병마」의 한 구
절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병장기를 닦아낸다”에서 가져온 뜻으
로, 이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평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정면 9칸, 측면 6칸 규모의 웅장한 목조 단층 건물인
세병관은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호)과 더불어
조선시대 가장 규모가 큰 건물에 속하고, 그 역사성과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재로 꼽힌다(문화재청 자료 참고).
통영이 군사도시 삼도수군통제영이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째,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해역 해전의 승리가 이어지자 전라좌수사에서 경상
우수사가 통제사를 겸하는 임명과정과 통제영을 본토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둘째, 수군 강화와 효율적인 체제 정비를 통해 통제사26)가 각 도의
수사들에 대한 통섭권한까지 관여하면서 군사도시로서의 강력한 통제력을 갖
기 위함이었다(최문영 외, 2007:109에서 발췌). 그 과정에서 삼도 수군 지휘
체계의 확립27), 전략적 집중이 가능한 위치, 그리고 각종 군기 및 군선 제조
의 기능 확립과 해로(海路) 통행첩 발행, 어염의 이익 등을 통한 재정적 확보
는 통제영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확보한 풍부한
2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한연구원, 문화재청 관련 자료 참고
25) 1843년에 제작된 「통영지」의 방리조에 기록된 호수를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상당한 규모의 도
시였다(최문영 외, 2007:109에서 재인용).
26) 종2품의 직급으로 지방행정의 최고직책인 관찰사와 동급이었다(최문영 외, 2007:109에서 발췌).
27) 임란 후 수조(水操)가 시행되어 정례화 되었는데 봄에는 삼도수군이 모여 훈련하는 합조(合
操), 가을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 주관으로 자체 훈련하는 사조 시행이 정립되어 삼도 수군을
통섭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최문영 외, 2007:10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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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기반은 또다시 국세를 든든하게 뒷받침28) 해주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였다(최문영 외, 2007:109에서 발췌). 당시 통제영 설치와 더불어 축조
된 통영성은 도시 기반 구조를 갖추는데 시각적,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
다. 통영성 내부공간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세병관을 중심으로 공간적 위계
에 따라 통제사의 주요 업무시설, 각종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됐다(최문
영, 2007). 이러한 공간 분포는 군사도시 통제영이라는 특수한 상징적 경관을
표출하기 위함이었다.
<표 13> 통영성 내부 공공 시설물의 변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이후

운주당
병고
아사
호소각
선자방
백화당
영리청
중영
뚝사
세병관
충렬사
선장청
수항루
통영장

동헌
연료 등을 관리 보관
통제사 거처지
통제사 작은 집무실
공방
손님 접견실
구실아치 관장
중군의 명령을 수행하는 곳
용수시설
의전행사 치루는 곳
이순신 사당
선장이 기거
기념건물
해안가의 시전
동남쪽 성벽 지난 자리
성벽
그 외 동쪽과 남쪽 성벽
포수청
총포를 쏘는 군사가 기거
사공청
뱃사공이 기거
자료 출처: 최문영 외(2007) p.112에서 발췌.

경찰청
재판소청사
일본인 소학교
법륜사 법당
군청
문화배수지
학교
충렬사
한일은행
통영시장
일본인 신사터
도로
통영군립 공업전습소

한편, 통영은 도시의 기원인 삼도수군통제영 주둔과 관련하여 한산대첩축제
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4년 53회를 맞은 이 축제는 1593년 초대 통제사 이
순신의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없는 대승첩인 한산대첩과 장군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통영시 일대에서 군점, 풍어제, 승전무, 통영오광대, 마당
28) 『한때, 풍수해 등의 진휼이 필요할 때와 국가적인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때 가
장 많이 사용된 재원이 통영곡이었다.』 - 국토지지연구회, 「통영지지연구」, 국토연구원, 2005,
pp.26-31(최문영 외, 2007:11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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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와 다양한 경연대회, 전시회,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2) 전통공예와 전통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표 14> 통영의 전통공예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자료
구분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명
나전장
두석장
갓일
염장
소목장(통영소반)

지정번호
10
64
4
114
99

보유자
송방웅
김극천
정춘모
조대용
추용호

그 외 작고한 통영 출신 중요무형문화재로는 나전장 故김봉룡(192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은상패
수상,1969년 전국공예대전 문공부장관상), 나전장 故송주안, 소목장 故천상원, 소반장 故이인세
등이 있다. 자료 및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명품명장 통영12공방 이야기」(조윤주, 2009, 디자인
하우스) 참고.

<표 15> 통영의 전통 문화예술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통
영
오
광
대

특징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옛 경상좌도 지역인 동쪽 지방에서는 들놀
음이라는 놀이가 전승되어 왔고, 경상우도 지역인 서쪽 지방에서는
오광대라는 탈놀음이 전승되어 왔다. ‘통영오광대’는 법고탈(문
둥탈), 풍자탈, 영노탈, 농창탈, 포수탈 등의 제각기 주제가 다른
다섯 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기능 보유자 김홍종

승
전
무

승전무는 임진란때 승전 축화와 장졸들 사기를 북돋우거나 위로하
려고 추어졌다고 한다. 북춤과 칼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춤은
전후에도 통제영 의식이나 충무공 제례에 헌무되어 왔고, 칼춤은
신라시대부터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고 추던 춤으로 조선조
에는 기녀무로 변형되었다가 임진란 당시 북춤과 함께 추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기능 보유자 한정자, 엄옥자

남
해
안
별
신
굿

어민, 선원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로 마을을 안가태평
과 소원성취를 바라는 마을축제다. 당산굿, 굿장모댁부정굿, 산
신제, 일원맞이굿, 골맥이굿, 용왕굿, 부정굿, 가망굿, 제석굿,
선왕굿,망석놀림, 큰 굿으로 나흘 동안 진행되는데, 특히 동해안
별신굿과 다른 점은 북, 피리, 젓대가 사용된다는 점과 한거리굿
시작과 끝에 반드시 청신악과 송신악을 불어준다는 점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의 라호: 기능 보유자 정영만

자료 출처: 「바다의 땅」(2005:309에서 발췌)

국내 공예분야 44개 중요무형문화재 중 나전장, 소목장, 두석장, 갓일, 염장
분야 기능보유자가 통영 출신으로, 통영은 우리나라 전통공예 부분에서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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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높은 도시이다(정혜윤, 2005). 최근 ‘통영 소반’ 역시 중요무형문화재
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통영 누비’ 또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현재 통영은 통영갓 정춘모, 나전장 송방웅, 두석장 김
극천, 염장 조대용, 통영소반 추용호 등 전통공예 분야 명인 5인과 남해안별
신굿 정영만, 승전무 한정자·엄옥자, 통영 오광대 김홍종 등 전통문화예술
분야 예인 4인으로, 총 9인의 생존하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이
는 인구 대비 전국 최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의 도시로 기록된다.
통영 전통공예의 성장과 발달은 삼도수군통제영 주둔의 역사에 기인한다.
1593년 초대 통제사 이순신은 한산도에 진영을 개설한 후 필요한 물품을 자
체적으로 수급했다. 임진왜란의 전시체제였던 만큼 군수품 생산을 위해 전국
각지의 기술 인력이 동원되었고, 이곳 진영으로 유입된 많은 피난민 중 기술
이 뛰어난 승려나 사천(私賤)까지 차출될 정도로 날로 규모가 커졌다(김일룡
외, 1999에서 발췌).29) 이것이 점차 체계를 갖추며 ‘12 공방’이 형성되었다.
<표 16> 통영 13공방 체제*
공방
선자방(扇子房)

제품
부채

장인의 수
편수 1명, 서기 2명, 공인 82명

칠장방(漆匠房)

옻칠

편수 1명, 선칠편 1명, 채문장 4명, 공인 21명

석장방(錫匠房)

장석

편수 1명, 석사옥편수 1명, 공인 19명

화원장방(畵員匠房)

군사적 목적의 그림

주피장방(周皮匠房)

가죽 생산

편수 2명, 공인 2명

야장방(冶匠房)

철물 주조

편수 1명, 연편 1명, 도편 1명, 공인 12명

편수 1명, 도화공 1명, 각옥장 2명, 공인 19명

상자장방(箱子匠房)

고리짝

편수 1명, 공인 15명

소목장방(小木匠房)

목제가구 및 생활용품

편수 1명, 공인 9명

은자방(銀匠房)
미선장방(尾扇匠房)
총장방(聰匠房)
패부장방(貝付匠房)

금·은 제품 세공
둥근 부채
갓·탕건·망건
자개를 붙이는 곳
삿갓·전립·패랭이

편수
편수
편수
편수

1명,
1명,
1명,
1명,

공인
공인
공인
공인

1명
4명
4명
4명

편수 1명, 공인 26명
등 모자
자료 및 출처: 통영시사편찬위원회(1999), 정혜윤(2005:60에서 재인용).
* 공방의 수는 폐방되고 생성되는 것에 따라 13개 또는 12개이기도 한다.
입자장방(笠子匠房)

29) 「난중일기」에 의하면, 12공방에서는 군수품인 조총·총통·활·화살 등의 무기류뿐만 아니라 소금
을 굽는 가마솥, 고기잡이 그물, 종이 등의 생활용품까지도 대부분 자체 생산·보급했다고 한다
(김일룡,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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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군수품과 진공품 조달을 목적으로 시작된 공방은 날로 수요가 다양해
지며 생활용품까지 생산해낸다. 각 공방마다 기능별 장인이 자리해 독립적이
면서도 전문화된 분업과 협업을 이루며 수공업 생산체제로 발전한 12 공방은
당시 조선시대 각 지방의 외공방 중에서 그 생산 및 재정규모가 가장 크고,
최상품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산지로 인정받았다(김일룡 외, 1999).
다음은 김일룡 통영문화원장 외 연구자들의 연구물 「통제영 공방의 역사
(1999)」를 바탕으로 통영의 전통공예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다. 통영의 청정한
앞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원재료로 한 통영의 대표적 공예인 나전칠기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그 진귀함과 심미성을 인정받아왔다. 나선형의 껍질을 가진
전복이나 소라를 가리키는 나(螺)와 보재로 꾸민 그릇이라는 의미의 전(鈿)을
뜻한다(김일룡, 1999). 자개라 불리는 전복 껍질을 여러 형상으로 끊고30) 잘
라31) 나무나 대나무 등에 옻칠로 밑바탕 처리를 한 데 박아 물건을 만드는 나
전공예와 옻칠을 하는 칠공예가 합해져서 나전칠기가 완성된다(김일룡 외,
1999). 가구나 섬세한 목공예를 칭하는 소목은 장, 농, 궤, 함, 반, 상 등이 있
는데 이중 통영반은 통영의 뛰어난 칠공예에 투명한 황칠을 하여 유명하다(정
혜윤, 2005). 두석(장석)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금속재 장식(금속고리, 들쇠,
자물쇠와 경칩 등)으로 목가구와 문방구, 부채, 칼, 안장, 통개 등 여러 공예품
에 부착되는데, 이는 가구 전체의 조형감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정혜윤,
2005). 선비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갓은 제주도에서 양태와 총모자를 생산하
고 통영에서 완성하는 분업화를 이루기도 하였는데, 통영갓은 기술과 심미성
이 뛰어나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갓보다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흥선대원군이
사람을 시켜 직접 통영갓을 사오도록 지시한 기록이 있을 만큼, 통영갓은 선
비들을 위한 명품 및 사치품으로 이름이 높았다. 또한 가느다란 대오리를 명
주실로 엮어 완성하는 ‘통영 세발’은 귀한 댁 가마에 보내거나, 부잣집에서
도 귀한 손님이 오실 때나 드리는 명품이었다(조윤주, 2009:120에서 발췌). 중
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통영 부채’ 역시 전통적으로 유명했다.
왕에게 진상하고 외국사신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로 각광받던 부채는 12 공방
30) 끊음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자개를 가위질이나 칼, 송곳으로 끊고 따내고 줄을 다
듬어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다(김일룡 외, 1999).
31) 줄음질: 근대 이후 일본문화가 들어오면서 개발된 기법으로 자개를 먼저 붙이고 실낱같은 톱
을 이용해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다(김일룡 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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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선자방이 규모가 가장 클 정도로 부채 제작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
일룡 외, 1999).

3) 현대 문화예술인
통영은 우리나라 여러 소도시 가운데도 문화 예술인을 유달리 많이 배출한
곳으로 이름 높다(박태일, 1999). 문학인으로는 유치환, 김상옥, 김춘수, 박경리,
김용익, 주평, 장응두가 있고, 세계 5대 현대작곡가 윤이상, 한국 연극을 개척한
유치진, 화가 전혁림, 이한우, 김용주, 김형근 등 우리나라 현대 예술계의 내로
라하는 거장들이 모두 통영 출신이다. 어떻게 이 작은 도시에서 수많은 예술가
들이 배출되었는지에 관해 소설가 박경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통영에서 예술가가 많이 태어난 것은 이순신에서부터 출발한다.
·
··해군본부(우수영)가 들어서면서 8도의 장인들이 모여들었다. 기술자
(쟁이바치=예술가)들이 다 모였다. 통영은 기후, 먹거리, 풍광이 아름다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눌러 앉아 소목장, 입자장, 선자장, 주석장이
되었다. 이들이 통영예술의 토양이었다.”
-박경리, 2004년 8월 4일 마산 MBC창사 35주년 기념특집 <토지>완간
10주년 특별 대담
박경리의 주장처럼, 통영 지역민들은 통제영 역사를 통해 오래도록 세련되
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통영이 과거부터 군사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까닭에 여타 해안지역과는 달리 세련되고 잘 짜인 군사문
화와 관 문화, 그리고 그와 어울린 다양한 민속 예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1895년 통제영 폐문과 1905년 을사늑약, 그리
고 1910년 경술국치를 겪으면서도 예향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박태일, 1999). 국문학자 박태일은 통영이 항왜의 기치도 높았지만, 왜
로들의 어업자본 아래서 남해안 어느 곳보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경
제적 기반도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박태
일, 1999). 해방 전후 통영의 교육률은 인근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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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환, 유치진, 윤이상, 김춘수, 전혁림 등은 일본 유학까지 경험한 엘리트
그룹이었다.32)

32) 연구자는 앞서 2) 전통공예와 전통문화예술 관련 장과 ‘통영에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된 이유’
에 관한 소설가 박경리의 분석, 그리고 연구자가 구득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고 이에 근거한
결과, 과거 조선시대 통영은 플로리다(Florida, 2002)가 주장한 ‘창조도시(Creative City)’였다
고 판단한다. 또한 통영에 머문 장인(공인工人)들은 심미적이고 창조적인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
을 갖춘 ‘창조계급(Creative class)’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 통영이라는 도시는 온화한
기후의 지역이었고, 장인들의 기술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높지 않은)신분도 존중해주는 관용적
인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갖춘 도시였던 것이다. 전국의 장인들이 통영에 몰려든 것의 시작은
삼도수군통제영 주둔의 제도적 영향이 있었지만, 1895년(고종32년) 통제영 폐문 이후에도 그들
이 계속 이 지역에 남아 뿌리를 내린 것은 통영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이들에게 관대한 사회·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어있었고 그들의 작품들이 원활히 소비될 수 있는 지역의 풍족한 경제적
기반이 구축되어있었으며,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 등 거주환경의 질이 우수했기에, 이것
이 다양한 창조의(창의)적 인적 자원을 오래도록 머물게 한 중요 요인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영이 ‘창조도시’였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먼 훗날 이중섭과 통영의 인연으로도 설명이 가능하
다. 화가 이중섭(1916-1956)의 통영 생활을 집중 조명한 책 「통영과 이중섭」(김순철, 2010)에
따르면, 그는 서귀포와 부산에서의 피난생활 이후 공예가 유강렬의 권유와 후원으로 1952년 봄
부터 1954년 봄까지 약 2년여 동안 통영에서 생활한다. 가난했던 그는 ‘도립통영나전칠기기술
원양성소’에 기거하면서 먹고 자는 걱정 없이 왕성히 작품 활동에 몰입한다. 그렇게 나온 작품
들이 <황소>, <흰소>, <부부>, <통영항>, <세병관 풍경> 등 약 30여 점에 달한다. 당시 그를
후원했던 이는 유강렬 씨 외에도 동료 작가 전혁림과 김용주 등이 있었고 인근 진주에는 내고
박생광이 있었다. 또한 2년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사이 통영에서 활동했던 유치환과 김상옥
같은 걸출한 문인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었다. 그의 그림을 인정해주는 많은 동료들의 응원과
잠시나마 안정된 생활에 이중섭은 평소 잘 그리지 않았던 풍경화를 통영에서는 훌륭한 작품으
로 여럿 남겼다. 저자는 ‘이중섭의 통영시절은 이중섭의 르네상스’였다고 정의하는데, 이는 곧
당시 통영의 문화적 수준과 분위기가 예술인을 양성하고 후원할 정도로 높았음을 대변한다. 이
렇듯 조선시대 ‘12 공방’ 문화에서부터 화가 이중섭과 통영의 인연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예술인들을 대하는 통영의 수준 높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문화적 분위기의 역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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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통영 출신 현대 문화예술인
분야

이름

극본

주평

소설

시

주요작품
한풍지대, 콩쥐팥쥐,
파랑새의 꿈 등

비고
논솔 아동문학상(1990), 수록: ‘숲 속의 대장간’, 섬마을의
전설’ 등 4편의 아동극이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

김약국의 딸들, 토지,2008년 금관문화훈장, 1957년 현대문학 신인문학상, 한국여류
문학상, 월탄문학상, 인촌상, 보관문화훈장, 호암상, 1994년
박경리 파시, 성녀와 마녀, 표 올해의 여성상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5회 수록, "박경리 문
류도 등
학상" 제정 등. 그 외 본 연구 제4장에서 자세히 소개.
고등학교 교과서에 11회 수록, 한국시인협회상, 청마문학상,
자유아세아문학상, 대산문학상, 은관문화훈장 등, 한국시인협
꽃, 구름과 장미, 애가,회, 한국 현대시 100년을 대표하는 10대 시인에 선정(김소월,
김춘수 늪, 꽃의 소묘, 처용이후,한용운, 서정주, 백석, 정지용, 김수영, 김춘수, 윤동주, 박
목월, 이상),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의미와 무의미 등
번역, "김춘수 문학상" 등. 그 외 본 연구 제4장에서 자세히
소개.

시

유치환 깃발, 바위, 그리움, 바 고등학교 교과서에 8회 수록, 아시아재단 자유문학상, 제1회 시인
다, 어시장에서, 향수 등 상, 대한민국예술원상 등.

시조

봉선화, 초적, 고원의
곡, 의상, 목석의 노 고등학교 교과서에 2회 수록, 보관문화훈장, 노산문학상, 중
김상옥 래, 먹을 갈다가, 보고 앙시조대상 등.
싶구려 등

연극

토막, 빈민가, 마의 태 고등학교 교과서에 13회 수록, 예술원상, 문화원상, 3.1 연극
유치진 자, 원술랑, 한강은 흐른상, "유치진 연극상" 등. 서울예술대학 초대이사장 및 총장
다, 조국 등.
역임.

작곡

조각

현대음악 세계 5대 작곡가,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선정 ‘20세
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 옥중 작곡한 "나비의 꿈" 1969년
심청, 오 빛이여, 자유에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초연(31 회의 커튼콜). 윤이상 수감에
의 헌정, 편지, 나그네,대하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200여
윤이상
달무리, 목동의 노래, 고명의 유럽 음악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공동 탄원서로 항의.
려대학교 교가 등.
서울시 문화상(1956)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상(1988) 함부
르크 자유예술원 공로상(1992) 괴테메달(1995) 등 다수 수상.
그 외 본 연구 제4장에서 자세히 소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화공보부장관상(1969-1970), 대한민국미
술전람회 국회의장상(1971), 제2회 헨리무어대상전 우수상
심문섭 은유-출항지 등.
(1981) 등.

칠예

김성수 달을 향하여, 해오라기,국전공예부문특선 문공부 장관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 역임
빛나는 작약 등

회화

1970년 국전 대통령상 수상, 2006년 <쇼쇼쇼> 1호 8천만 원에
낙찰(역대 생존 작가 중 최고 작품가 기록), 2004년 미국 뉴
김형근 우리들의 슬기, 과녁, Soar,저지주 4월 김형근 화백의 달로 제정, 매해 4월 그의 작품 전
시. 경상남도문화상, 제1회 통영시 문화상, "은백색의 화가",
Girl and Flower
미국 Jersey City에서 4월은 "김형근 화백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

회화

이한우 우리 강산 시리즈

회화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교부 수석장관상, 2002년 국립현
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선정, 2010년 은관문화훈장, “통영
전혁림 화조도, 어문접시, 운하교 항” 청와대 인왕홀에 전시 등. 그 외 본 연구 제4장에서 자
세히 소개.

회화

자화상(호암미술관 소장),통영 최초의 서양화가, 1940년 조선미술전람회 양화부 2점 입
아내의 초상·소녀 입
김용주 상·누드습작·옥잠화(모 선, 김형근·이한우, 이태규 등이 그의 문하생. 탄생 100주년
화비(2011)
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시

The wedding Shoes(꽃오스트리아 정부 문학상(청소년 부문, 1967), 제1회 해외한국
김용익 신), Blue in the Seed문학상(1990), 단편소설 ｢Village Wine｣은 ‘미국 최고 우수
(푸른 씨앗, 소설)
단편’으로 선정 등. 그 외 본 연구 제4장에서 자세히 소개.

2010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문화예술부문, 문화은관훈장,
문화기사훈장, 제27·9회 국적 문화공보부장관상(1978)

*자료 및 출처: 「바다의 땅」(2005:307), 통영시청, 각 예술인 홈페이지 등에서 구득한 자료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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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 추진 배경
1. 지역의 풍부한 문화예술적 장소자산 활용 미흡: 2004년까지
지속된 항구 도시이미지
통영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온화한 날씨, 풍부한 수산먹거리 외에 다채로운
역사·문화·예술적 볼거리가 풍부해 연중 내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국
내 대표적 관광 도시이다. 그러나 2004년 실시된 도시이미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33) 과거 통영시의 관광 정책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예술적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자료들은 2004년 7월, 통영시가 전국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통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통영시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단순 ‘관광
지’로 알고 있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고, ‘아는 것이 없다’가 29.6%이
었다. 다음으로‘역사’11.0%, ‘양식어업’5.6%, ‘특산품’4.8%의 순이다. 주목
할 점은 ‘문학·예술’1.8%, ‘무형문화재’1.1%의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 조사가 실시된 2004년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째로, 당시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자원 발굴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은, 그동안 통
영시가 수많은 문화예술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마케팅에 이
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영 지역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기존의 여느 바닷가 도시·항구도시
들과의 차별화 없이 휴양지·관광지 이미지만이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또한 시도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부산·경남 등 인근지역 거주자에 비해 서
울, 인천·경기, 강원 등 원거리 거주자일수록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시 자체에 관한 홍보 역시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33) 다음 페이지의 해당 자료들은 당시 통영시의 도시이미지와 매력에 관해 발표된 통영시 의뢰의
설문 자료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통영시와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에 원자료를 요구
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연구자는 2000년대 초 통영의 도시이미지에
관해 조사된 여타 자료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시 통
영에 관한 도시이미지 형성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현재 다음의 자료들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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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4년 통영시의 인지도(전국)
자료 출처: 통영시·리서치&리서치(2004), 『바다의 땅』(2005:404)에서 발췌 , 단위: %.

<표 18> 2004년 통영시의 이미지(시도별)
단위: %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광주·전라대전·충청 강원
관광지

28.1

22.5

44.9

16.5

27.1

39.7

38

이름만 안다

20.9

16

20.2

29

21.7

18.1

14.8

아는 것이 없다

34.2

37.8

16

31.1

25.5

26

18.7

역사

9.2

11.1

12.4

13.5

7.6

11.3

17.6

양식어업

2.2

5.9

10.4

2.2

7.6

6.1

3.7

특산물

5

4.9

3.7

5.6

4.3

6.4

2.8

향토음식

3.3

1.9

4.4

1.1

3.3

3.7

0

이름도 들어보지 못함

2.8

4.6

0

1.1

7.2

0

3.7

문화/예술

2.1

3.5

1.5

2.1

0

0

0

무형문화재

0.6

1.5

2.9

1.1

0

0

0

천연기념물

0.5

1.5

1.5

0

0

0

0

자료 출처: 통영시·리서치&리서치(2004) 조사 자료, 『바다의 땅』(2005:405)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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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가 2004년 실시한 조사에서 통영의 대표이미지
는 ‘충무공(한산대첩, 통제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한려수도·청정해
역’, ‘충무김밥’, ‘문화예술인의 고향’ 순이다. 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통영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문화와 예술 부문보다‘바다’와 연관된
도시이미지가 절대적으로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바다’그 자체의
자연, 바다의 역사, 바다와 인간 간의 관계 등이 통영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결정 요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바다의 땅」, 2005).

<그림 6> 2004년 조사된 통영시의 이미지(복수응답)
출처: 『바다의 땅』(통영시·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05:416)

<그림 7> 2004년 조사된 통영의 매력(복수응답)
출처: 『바다의 땅』(통영시·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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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 필
요: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시작
2000년대 중반까지 통영의 도시이미지는 주로 자연환경과 관련된 관광도시
였다. 연구자의 지역 전문가들 인터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지자체는 물론 시민 여론까지 큰 문제의식은 없었다고 한다. “통영이 바다로
먹고사는 도시임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인식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형성되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바다에
서 벌어들이는 유·무형의 소득에 위기가 닥치면서 지역민들의 인식에도 변화
가 일기 시작했다.
때마침 2003년 지역에 새로운 리더가 선출되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통영
시의 도시마케팅에 커다란 변혁이 시작되었다. 통영 고유의 문화예술적 자산
을 활용해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려는 도시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다. 그 배경에 관해 통영시 공무원 K씨는 “수산업과 조선업, 바다 관광의 위
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즉, 수산업의 경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점점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어민들이 늘어났고, 조선업도 당시 무섭
게 성장하는 중국의 기세에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의 도시마케팅 시도에 시민들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된
데에는 이렇듯 당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사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이승욱(2005)의 “지역기반산업의 위기에 대한 지역엘리트의 대응양식-통
영시를 사례로” 연구를 통해서도 다음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통영 경제를
이끄는 두 동력은 수산업과 조선업이다. 특히 전통적 기반 산업인 수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 커다란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어획판매고의 감소
추세로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의 어획판매고는 2000년을 정점으로 급감했다.
당시는 한일·한중어업협정의 발효 시점과 대략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을 유추
하여볼 때 통영시 수산업의 중추적 부분을 차지하는 근해통발어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다른 어선어업 역시 조업구역 축소에 경쟁이 심화되어 간접적
인 피해를 받음으로써 전체적 어획고가 급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승욱,
2005:34).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어획고는 2000년과 비교할 때, 1/3 이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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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산가공업의 생산고 역시 지속적으로 감
소했던 것으로 나타난다(이승욱, 2005:34).
<표 19> 통영시 어획고 연도별 <그림 8> 통영시 어획고 연도별 추이
추이(단위 T, 백만원)
연도

수량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금액

1997
212,246
160,867
1998
228,550
160,767
1999
231,041
163,409
2000
240,167
185,318
2001
168,831
142,124
2002
73,347
58,958
출처: 통영시(2003, 통영통계연보), 이승욱

수량
금액

1997 1999 2001

(2005:35에서 재인용).

<표 20> 통영시 수산물가공업 연도별
추이(단위 T, 백만원)
연도

수량

금액

1997
75,923
339,899
1998
67,512
262,436
1999
47,075
112,649
2000
43,517
137,758
2001
42,292
152,730
2002
29,773
116,880
출처: 통영시(2003, 통영통계연보), 이승욱

<그림 9> 통영시 수산물가공업 연도
별 생산 추이
400000
300000

수량

200000

금액

100000
0

(2005:35에서 재인용).

1997 1999 2001

수산업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통영 경제는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통영시의 1997년도 지역내총생산은 1,406,550백만 원이었지만,
2001년도 지역내총생산은 926,799백만 원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작아졌다(경
상남도청 발표, 이승욱, 2005:39에서 인용). 2001년도 1인당 지역내총산은 679
만원으로 당시 경상남도 20개 시, 군 중에서 19위를 차지, 지역경제의 침체 수
준은 상당히 심각했다. 통영시 지방재정자립도는 1999년에 30.6%까지 기록된
적이 있는데, 2004년에는 18.3%로 급감했고, 이는 전국 평균 57.2%, 경상남도
평균 34.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즉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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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립도도 악화되었고, 이는 지역의 자립적 발전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승욱, 2005:39).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니 인구 유
출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1년을 정점으로 통영시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
세였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인구가 급감했는데, 이는 한일·한중어업협정의
체결 이후 지역 수산 업체들이 연쇄도산하면서 어업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산업 종사자들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이와
연관된 기타 산업들도 타격을 받아 실업자 양산은 가속되었다. 더군다나 당시
통영은 수산업 이외에는 대체 산업이 특별히 없었던 지역 환경 때문에 인구
유출을 막을 대안은 없었다(이승욱, 2005:41).
<표 21> 통영시 연도별 인구추이(단위:명)
연도

인구

1970
134,821
1980
141,167
1991
146,439
1995
142,759
1997
140,759
1998
140,507
1999
139,248
2000
137,115
2001
135,845
2002
134,581
2004
133,073
출처: 통영시, 2003; 충무시, 1991; 통영군, 1985, 통영통계연보; 통영시 홈페이지;
이승욱(2005:40에서 발췌).

또한 2003년에는 태풍 ‘매미’의 큰 피해34)로 바다 관광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수산업과 바다관광업의 위기가 지속된 시대적 상황에, 통영 경제를
더 이상 전적으로 바다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었다.35)
34) 태풍 ‘매미’로 인한 지역의 인명 피해는 44여 명, 경제적 피해는 2,079억 원 이었다.
35) 『통영은 수산업의 도시이지만 당시 2005년 통영 총생산의 약 70%를 점하던 수산업은 끊임없
는 남획으로 그 자원이 고갈되어 근해뿐만 아니라 연근해까지도 그 수확이 시원찮았다고 한다.
자연 수산이 어려우면 양식 수산업이라도 발전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허가의 남발, 양식업자의
계산 없는 밀식, 중국산의 범람 등등의 이유로 여기저기서 부도내지는 부도 직전이었다. 수산업
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차선책이 필요했고, 그야말로 아사직전의 통영 경제 회생 내
지는 활성화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통영시와 시민들은 절박하게 고민했다.』 - “통영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단상”, 2005년 3월 25일, 성병원 편집국장,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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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와 시민들의 지역 경제·사회적 구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된 것
이다. 그 결과 앞으로 통영시의 미래 비전에 문화와 예술을 큰 비중으로 넣은
새로운 지역 리더의 시정 운영 방향에 시민들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
다. 마침 통영은 ‘통영국제음악제’라는 성공적인 축제가 있었고 수많은 예
술인이 이곳 출신인 점 등,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적 자원은 풍부했다. 새로
운 통영시장은 “이미 해양 관광 산업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구축되어
있으니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원을 잘 활용해 이를 복합적으로 연계한다면, 자
연환경과 문화환경이 어우러진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다”라는 비
전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이러한 변화에는 통영시가 보유한 잠재적 문화예
술적 자산들이 풍부해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이상으로 통영의 새로운 장소성 형성 배경을 종합하자면, 역사적으로부터
‘바다’에 의존적인 지역의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위기감, 문화와 예술의
가치와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지속가능한 환경 및 발전에 대한 사회
적 화두, 지역에 새로 선출된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
다고 분석할 수 있다.
통영시는 우선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통제영 복원, 통영국
제음악당(윤이상 음악당), 이순신공원, 거북선 제작, 통영문화원사 등 관련 시
설물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유명 예술가들의 고향’이라
는 점은 통영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 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역에는
그들을 기념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들은 매우 부족했다. 따라서 지
역 출신 예술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공간 조성은 통영시의 문화예술적 도시만들
기 전략 중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이 논문의 소재인 ‘통영국제음악당(윤이상
음악당)’과 ‘도천테마파크(윤이상 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건립은 그
일환으로 매우 비중있는 작업이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영을 대표하는 위
예술인 기념공간들의 조성과정을 다음 제4장에서 심도 있게 밝혔다.

제3절 통영의 장소성 현황과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의 효과
통영시는 200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문화예술적 도시만들기 실행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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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십여 년이 지난 현
재 지역에는 여러 기념공간들이 마련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예술인 기념
공간들을 토대로 현재 통영시의 문화예술적 도시만들기 추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통영의 장소성 현황을 밝힌다.
이 조사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통영 관광객을 상대로 통영의 방문 목적, 통
영의 도시이미지, 기념공간들의 인지 여부, 기념공간의 방문 여부와 이 공간
들이 통영 방문 동기에 미친 영향, 해당 공간에 대한 느낌, 마지막으로 이 기
념공간들이 현재 통영의 도시이미지 형성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통영시 관광 명소 전역36)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실시하였고, 총 553부의 설
문지를 회수했으며 그 중 유효한 520부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성격에 따라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1. 통영 방문 목적의 변화
최근의 통영 관광객들은 어떤 목적으로 통영을 방문했는지 알아보았다. 현
재 통영에는 풍부한 문화예술적 공간이 형성되었기에 과거와 달리 바다 휴양
지를 경험하려는 목적 외에도 여타 목적이 생성되었는지, 이것이 통영 방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우선 가장 큰 방문 목적을 복수응답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9개의 구체적
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로 대분류하였다. ‘바닷가 휴양 및 레저’와
‘케이블카’, ‘섬 관광’을 [바다·휴양·자연]으로 묶었다. 다음으로 ‘문
화관광(예술가의 고향, 동피랑)’과 ‘역사관광(세병관·거북선)’, ‘먹거리’
를 [문화·예술·역사·음식] 부문으로 묶었다. 다음 ‘우연히 들렀다’, ‘거
제·남해 등 주변 지역에 가는 김에 잠시 들렀다’는 [기타]로 처리했다. 그
결과 관광객들이 꼽은 통영 방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문화·예술·역사·음

36) 설문을 실시한 장소는 윤이상 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 케이블카 선착장, 동피
랑, 강구안 문화마당, 수산과학관, ES 콘도리조트, 이순신공원, 통영여객선터미널, 통영고속버
스터미널 등 이었다. 당시 통영국제음악당(윤이상 음악당)은 개관 공연을 실시하기 전으로 개
장만 한 상태라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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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의 향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방문 목적인 [바
다·휴양·자연]가 뒤를 이었다. 이는 앞서 밝힌 2004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와는 달리 관광객들은 통영 관광을 계획하기 전에 이미 통영의 다양한 문화
예술적 자산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통영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역의 문화와 예술, 역사 자원을 장소마케팅에 활용한 노
력이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2> 통영 방문의 가장 큰 목적(복수 응답)
대분류
문화,예술,역사,음식 등

바 다 ,휴양 ,자연 등

기타,우연히,들리는 길

소분류

응답

비중

문화관광(예술가 고향·동피랑 등)

237

0.39

역사관광(세병관·거북선 등)

26

0.04

먹거리

47

0.08

바닷가 휴양 및 레저

135

0.22

케이블카

49

0.08

섬 관광

52

0.09

우연히 들렀다.

22

0.04

거제·남해 등 주변 지역에 가는
김에 잠시 들렀다.

14

0.02

기타

20

0.03

자료: 설문조사

다음은 방문 목적 별 통영 방문 횟수 분석 결과이다. 첫 방문과 두 번째 방
문에는 바다 관광 목적이 높았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방문 이상부터는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자원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바다 관광 목적과 비슷하
게 나타났다. 이는 통영 첫 방문 때 전통적 관광자원인 바다를 중심으로 한
자연관광을 주목적으로 하였다가, 재방문 시에 통영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요
소를 경험하려는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영의 문화·역사·예
술·음식 등 다채로운 인문환경적 장소자산은 관광객의 통영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통영
이 그만큼 문화예술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임을 재차 확인 시켜 준 결과다. 이
는 통영이 바닷가 도시, 항구도시이면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역사적 경험
등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차별화 된 도시임을 부각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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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교차표: 방문 목적별 통영 방문 횟수
문화,예술,역사,음식 등 바다,휴양,자연 등
처음 방문
1번
(두번째 방문)
2번
(세번째 방문)
3번
(네번째 방문)
4번
(다섯번째 방문)
5번 이상
(여섯번째 이상)

기타,우연히,들리는 길

85

57

19

48

33

10

38

25

3

45

23

2

9

6

1

62

38

15

자료: 설문조사

2. 통영의 도시이미지 변화
다음은 관광객이 생각하는 통영 이미지에 관한 분석이다. 통영을 방문하기
전, 통영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들을 물었고 이를 분석 처리하였다. 앞
서 통영 방문 목적과 같이 성격이 비슷한 항목들은 대분류하였다. 통영의 이미
지에 대한 대분류 간 비교 결과 문화·예술·역사적 이미지가 전체 비중 중 가
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바다·휴양·자연적 이미지로 나왔고, 최근 통영의
명소로 급부상한 동피랑이 다음으로 왔다. 결과에서 보듯이 통영의 문화·예
술·역사적 도시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매우 높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통영의 이미지(복수응답)
대분류

문화·예술·역사

바다·휴양·자연
동피랑
자료: 설문조사

소분류

응답

역사(통제영·이순신·한산대첩·세병관 등)
문화·예술(윤이상·박경리·전혁림·유치환 등 예술인들의 고향)
향토음식(충무김밥·복국·꿀빵·해산물 등)
축제(통영국제음악제·한산대첩축제·트라이애슬론 등)
전통 공예(나전칠기·누비 등)
한려수도 및 해양관광지
수산업(멸치·굴·해산물 등)
케이블카
동피랑

288
170
181
21
38
275
109
15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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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령별 통영의 도시이미지 인식을 분석한 자료이다. 그 결과 30대,
40대, 50대 층이 압도적으로 통영을 문화예술적 도시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
났다. 동피랑의 경우, 20대 층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컸다. 이는 미디어 노출 영
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벽화마을이라는 동피랑의 특성 상 사진촬영 및
SNS 활동에 매력적인 장소라 이들 세대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한편, 이는 기존에 통영의 문화예술적 요소들이 현재의 20대에겐 친숙함과
흥미로움으로 다가오는 힘은 약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통영 출신 유
명 예술인들과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중년 이상 세대와는 달리 현재의 20대
들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그들의 업적을 접할 수밖에 없어 통영 관광의 우선
순위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통영시가 앞으로 관광객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20대를 새롭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주목된다. 반면 50대 이후의 통영의 이미지는 동피랑보다는 문화·예
술·역사 부문의 비중이 높았다.
<표 25> 교차표: 연령별 통영 이미지

문화·예술·역사

20세
미만
14

바다·휴양·자연

0

13

18

11

8

1

0

5

59

38

26

14

3

1

동피랑
자료: 설문조사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48

75

82

70

19

70세
이상
1

다음은 관광객들이 바라는 통영의 미래 도시이미지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통영의 미래상은 아름다운 한려수도 및 해양 관광지, 문화예
술의 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땐, 문화·예
술·역사의 도시가 자연·바다·휴양의 도시이미지보다 우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의 도시이미지와 미래의 도시이미지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의미는 그들은 현재 자신이 형성한 통영의 도시이미지에 만족하고 있
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통영은 지역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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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와 예술 환경 및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현재도 관광객에게 매력적 요
소로 작용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러한 요소들을 함께 강조해야 만이 문화예술
적 관광지의 명소로 더욱 각인시킬 수 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6> 통영이 미래 강조해야할 도시이미지(복수응답)
대분류

소분류

문화·예술·역사

자연·바다·휴양
동피랑

응답

역사(이순신·한산대첩·세병관·통제영 등)

284

문화·예술(문화·예술인의 고향)

329

음식

125

축제(통영국제음악제·한산대첩축제)

85

전통 공예(나전칠기·누비·소목장 등)

46

아름다운 한려수도 및 해양관광지

334

수산업의 메카

71

케이블 카

80

동피랑(시민들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등)

132

기타
자료: 설문조사

3

<표 27> 통영이 미래 강조해야할 도시이미지(복수응답)-1
대분류

응답

문화·예술·역사

496

자연·바다·휴양

401

동피랑

132

자료: 설문조사

3. 통영의 문화예술적 도시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예술인 기념
공간 조성의 효과
통영시의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들이 실제 관광객들에게 도시에 관한
어떠한 인식과 이미지 등을 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하였다. 핵심 사례가 된
기념공간들은 윤이상 기념관37), 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이다.
37) 통영국제음악당(윤이상 음악당)은 2014년 3월 28일 첫 개관공연을 하였기에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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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기념공간 인지 여부와 방문 목적
우선 관광객들의 기념공간 인지률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념공간
별 인지도는 박경리 기념관, 윤이상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인식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표 28> 기념공간 존재 여부 인지
전혀 모름
114
자료: 설문조사

1곳만 안다
152

2곳만 안다
130

3곳 모두 안다
119

<표 29> 기념공간별 인지
윤이상 기념관
87
자료: 설문조사

박경리 기념관
153

전혁림 미술관
32

<표 30> 성별별 기념공간 인지
남성
여성
자료: 설문조사

전혀 모름
58
55

1곳만 안다
62
88

2곳만 안다
56
70

3곳 모두 안다
48
67

다음은 예술인 기념공간 방문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 중 기념
공간들을 방문한 이는 총 294명이었고, 나머지 219명은 방문하지 않았다.
<표 31> 기념공간 방문 여부
방문함
294

방문하지 않음
219

자료: 설문조사

6~7일 조사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설문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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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사전에 기념공간 정보를 습득했는지 여부
를 알아보았다. 사전 정보 습득과 기념공간 방문과의 관계는 정비례했다. 사
전에 정보를 습득한 집단 중 다수는 통영 관광 시 기념공간에 방문했고, 그렇
지 않은 집단은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였더라도 실제
통영 관광 시 기념공간에 들르지 않은 이들의 수도 많았다. 이는 실제 여행에
서 통영의 다른 볼거리에 관심과 흥미를 느껴 이들 기념공간이 우선순위에서
배재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표 32> 기념공간 방문 여부별 사전 정보 유무
방문 하지 않음
기념공간 사전 정보 없음
기념공간 사전 정보 있음
자료: 설문조사

71
148

87.7
34.3

방문함
10
284

12.3
65.7

예술인 기념공간 방문 여부와 통영 방문 목적을 교차 분석해보았다. 문화와
예술에 집중한 집단 중 다수의 사람들은 실제 통영 관광 중 기념공간을 방문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바다 휴양지에 집중한 집단도 실제 여행에서는 기
념공간을 방문한 이들이 많았다. 동피랑 등 기타 목적으로 통영에 들른 집단
들은 많은 이들이 기념공간에 들렀다. 이 결과는 실제 통영 관광에서는 바다
휴양지 경험이나 혹은 기타의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일지라도 기념공간 방문
에 관심과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 기념공간 방문 여부별 통영 방문 목적
문화·예술·역사
자연·바다·휴양
동피랑 등 기타

뮤지엄 방문 하지 않음

뮤지엄 방문 함

98
98
23

185
82
27

자료: 설문조사

다음은 예술인 기념공간을 방문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기념공간 방문
목적이 통영 여행 계획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느냐는 물음을 조사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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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응답자의 43.7% 이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이는 기념공간
방문 목적이 이들의 통영 관광 동기에 커다란 흡입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
해주고 있다. 또한 기념공간에 관한 사전 기대와 호감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
이러한 요인이 관광객들을 통영으로 유입시킨 분명한 매력 요소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18.3%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실제
기념공간들을 방문하였다. 이 경우는 사전에 기념공간을 방문할 의도가 없었
지만 통영에 도착하여 계획을 변경했거나 우연히 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보통이라는 응답 38.1%와 영향을 주지 않았다의 18.3%는
총 56.4%로 매우 큰 비중이라는 것이다. 기념공간 방문이 통영 관광에 매우 강
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아예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통영시의
이들 기념공간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 34> 통영 여행 동기에 미친 기념공간의 영향
매우 컸다
49

15.2

컸다
92

28.5

보통
123

38.1

영향을 주지
않았다
92

12.4

전혀 주지 않았다
19

5.9

자료: 설문조사

기념공간 방문 목적은 평소 해당 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고향이라 의
미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적으로 유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조사는 예술인들의 고향인 통영이 예술인 기념공간을 반드시 만들었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을 확인시켜준다. 우연히 방문함과 동행인의 적극적인 권
유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이 경우는 관광객이 통영에 방문하고서야 정보를
얻었을 경우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통영시나 시민들이 통영 현지에 도착한
관광객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노출해 방문객을 유도한 노력이 있
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 71 -

<표 35> 기념공간 방문 목적
평소 해당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08

20.8

그들 고향에 왔음으로

67

12.9

본인 또는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방문했다

37

7.1

우연히 들렀다

47

9.1

본인보다 동행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해 방문했다

41

7.9

기타
자료: 설문조사

11

2.1

2) 예술인 기념공간 만족 여부와 구체적 만족 이유
다음은 기념공간의 만족도 조사이다.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지인들에게 이 기념공간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인에게 해당 기념공간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표 36> 기념공간 만족도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자료: 설문조사

매우 만족
36
40
76

만족
61
103
164

보통
33
21
54

불만
1
2
3

<표 37> 지인들에게 해당 기념공간 추천 의사
추천
287

비추천
12

자료: 설문조사

기념공간 추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주관식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는 설문 응답자가 이곳의 어떠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만족했는지도 확인 가
능하다. 성격이 비슷한 답변을 6개의 카테고리(문화예술, 착근인물, 소양함양,
감성힐링, 흥미과시, 자연경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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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기념공간 추천 이유
문화예술

착근인물

19 0.168 25
자료: 설문조사

0.221

소양함양

감성힐링

흥미과시

자연경관

12

16

15

14

0.106

0.142

0.133

0.124

비추천
12

0.106

기념관 추천 이유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착근인물], 즉 작가에 대한 관
심이었다. 이러한 기념관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
이고, 해당 예술인들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한 후 깊은 감동을 받았기에 이러
한 유익한 경험을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구체적인 추천 이유에 대한 답변 중 일부 발췌했다.

<표 39> 기념공간 추천 이유: 착근 인물
“박경리를 키워낸 통영의 문화적 힘을 느꼈기 때문” 여성, 50대, 대학원졸
“평소 박경리 소설 좋아함”

남성, 50대

“그 분들을 좀 더 알고 아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여성, 40대, 고졸

“예술가의 삶을 느낄 수 있다.”

남성, 30대, 대학원졸

“박금이 -> 박경리 흔적, 발자취 같이 느끼고 싶다.”

여성, 30대, 대학 졸

“생존 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느낄 수 있음”

여성, 50대, 대학 졸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통영을 느낄 수 있음”

여성, 30대, 대학 졸

“그분들의 생애에 더욱 다가갈 수 있어서”

남성, 50대, 대학원 졸

“기념관에 오니 그분들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어”

여성, 40대, 대학 졸

“전혁림 화백의 작품 때문이다”

남성, 30대, 대학 졸

“나 자신이 그림을 좋아해서”

여성, 40대, 대학 졸

“작품의 멋”

여성, 40대, 대학 졸,

“실제로 방문하는 것이 더 감명 깊다”

여성, 30대, 대학원 졸

다음은 이 기념공간을 통해 통영이 더욱 매력적인 도시라고 느꼈다는 이
들의 답변이다. 그들은 이 공간 방문을 통해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라
는 인식이 더욱 강조되었기에 이를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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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통영이 배출한 예술인들을 기념하는 이 공간들은 통영의 도시이미지
와 격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해당 집단들은 [문화예술] 카테고리로 분류했으며, 그들이 밝힌 구체적
인 추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40> 기념공간 추천 이유: 문화예술
“통영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남성, 40대, 대학 졸

“문화예술의 거목들이 배출된 도시여서”

여성, 60대, 대학 졸

“예술의 도시”

남성, 60대, 대학 졸

“예술의 도시”

여성, 50대, 대학 졸

“통영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 문화예술
여성, 20대, 대학 졸
의 도시라는 점을 인식”
“통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남성, 50대, 대학원 졸

“본고장이니만큼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 꼭 보고 가길”

여성, 50대, 고졸

“통영 문화를 알기에 좋은 기회”

여성, 40대, 대학 졸

“수많은 예술가의 도시이자 낭만의 도시”

남성, 20대, 대학생

“예향 통영의 문화와 역사를 만끽할 수 있으므로” 여성, 30대, 대학원 졸
“통영에 다양한 화가, 문인이 있음을”

남성, 50대, 대학 졸

“문화예술인이 통영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여성, 40대, 고졸
“통영은 문화예술도시라는 이미지 생성됨”

여성, 30대, 대학 졸

“통영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될 것 같다.” 여성, 30대, 대학 졸
“다방면의 예술가를 배출한 곳이고, 그들의 기념관이 있음”

남성, 50대, 대학 졸

“통영의 대표명소이기 때문에”

남성, 30대, 대학 졸

다음은 이 기념공간과 주변 환경의 어울림에 더욱 호감을 느낀 이들이다.
이들은 [자연경관]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그들은 이 해당 기념공간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통영에 있어서 더욱 돋보였고 호감을 가졌다
고 밝혔다. 예술인과 작품 콘텐츠도 좋지만 이 기념공간이 입지해 있는 주변
자연 경관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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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들의 입지 조건은 수려한 자연환경 내에서 문화적 경험까지 할 수 있다
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것은 통영 관광이 여타 항구 도시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또 다른 차별 점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표 41> 기념공간 추천 이유: 자연경관
“주위 자연 경관이 좋다.”
“주위 풍경이 아름답다.”

20대, 대학생
남성, 20대, 대학생

“경치도 좋고 사람도 좋다.”
“자연 경관이 좋아서”
“관경이 좋아서”

여성, 20대, 대학 졸
남성, 20대, 대학생
여성, 고졸

“서울에 있는 갤러리보다 분위기가 아기자기해서 좋다.”
“아름답다.”
“이국적”

여성, 40대, 대학 졸
여성, 30대, 대학원 졸
남성, 20대, 대학원 졸

“통영의 자연환경과 함께 이러한 기념관의 존재는
여성, 30대, 대학 졸
특유한 정취를 자아내기 때문에”
“전혁림 미술관은 건물부터 예뻐서 많이 추천하고
여성, 20대, 대학 졸
있고, 많이 만족해했다”
“미술관이 예쁘다”
남성, 30대, 고졸
“문화와 아름다운 풍광”
남성, 50대, 대학원 졸
“아름다운 작품과 건물”
남성, 40대, 대학 졸
“인공적인 다른 공원들에 비해 자연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지리적인 조건이 아름다웠고 여성, 40대, 대학원 졸
박경리의 시가 가슴 깊은 감동을 주었다.”

다음은 이 기념공간 방문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휴식 등 감성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았기에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집단으로, 이들은
[힐링,감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문화와 예술이 주는 심리적 안정과
위로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문화 공간 고유의 기능
과 역할이다. 인간의 정서와 지적 소양 함양, 나아가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문화 시설의 존재의 목적이기에 이들 집
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들이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콘텐츠와 수준 높은 정보를 충실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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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기념공간 추천 이유: 감성, 힐링
“여유, 한가로움, 마음의 평화”
“삶의 여유를 찾도록 하기 위해”

남성, 40대, 대학 졸
남성, 50대, 대학 졸

“여행에 의미를 부여”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에 좋다.”
“삶의 향상”

남성, 40대, 대학원 졸
여성, 20대, 대학 졸
여성, 60대, 대학원 졸

“작지만 강한 영감이 있었다.”
“너무 좋고 의미 있다”
“인생에 대한 회고, 앞날의 계획”

여성, 30대, 대학 졸
남성, 50대, 대학원 졸
남성, 50대, 대학 졸

“미술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문화예술은 함께 나눌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성, 50대, 대학원 졸
-

“문화예술적으로 좋은 감명을 받아서”
“마음의 편안함(healing)”

남성, 40대, 대학원 졸
남성, 50대, 대학원 졸

다음은 해당 기념공간이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기에 추천한
다는 의사를 밝힌 집단이다. 이들은 [소양함양]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이
강조한 추천 이유 또한 기념공간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학습의 장이라는 정
체성과 일치한다. 이들의 답변에는 자녀 교육에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늘어나는 가족단위 관광 추세에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들이 매
우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념공간
을 통해 통영은 자녀와 함께 올 만한 교육적인 도시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 유익한 볼 것들이 많은 도시라는 차별화를 기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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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기념공간 추천 이유: 소양함양
“아이들 교육적 측면에서 우수함”

남성, 40대, 대학 졸

“방문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알고 아이들에게 교육적 의미가 큼”

여성, 30대, 대학원 졸

“자녀교육에 도움이 클 듯하다.”

여성, 20대, 대학 졸

“학업에 도움이 될 듯하다.”

여성, 20대 미만, 학생

“교육 목적으로 좋아서”

여성, 20대 미만, 학생

“산교육의 현장”

남성, 50대, 대학 졸

“견문 확대”

남성, 30대, 대학 졸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남성, 30대, 대학 졸

“한번 관람해 보니 볼만하고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음으로”

여성, 30대, 대학 졸

“문화, 지식의 확대”

남성, 50대, 대학 졸

“아이들이랑 오기 좋음”

남성, 30대, 대학 졸

“문화적 이해와 자녀교육 지도”

여성, 50대, 고졸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성, 20대, 대학생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혹은 교육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기념공간 방문을 추
천한 이들을 [흥미과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기념공간에 대한 깊은 인
상보다는 단순 호기심 충족 및 예술인 기념공간이라는 문화·예술적 ‘상징 공
간’에 한 번 다녀왔다는 점을 타인에게 과시하고 강조한다. 이들의 추천 이유
를 통해 기념공간이 취향의 ‘과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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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념공간 추천 이유: 흥미과시
“한번쯤 가봐도 좋은 곳이라서”
“근처에 있다면 들러 볼만 하니까”

남성, 20대, 대학 졸
여성, 40대, 대학 졸

“한번쯤 와 봐도 좋을 것 같다.”
“한번쯤 와 볼만 하다.”
“그냥”

여성, 20대 미만, 학생
남성, 40대
남성, 40대, 대학원 졸

“가볼만 한 곳”
“한번쯤 와볼만한 곳”
“그냥”

남성, 60대, 고졸
남성, 20대, 대학생
남성, 40대, 대학 졸

“가보니 좋았다.”
“좋아서”

여성, 40대, 대학원 졸
남성, 30대, 대학 졸

“좋다.”
“관광의 목적으로”

남성, 20대, 대학 졸
여성, 20대, 대학생

다음은 기념공간 추천 이유와 만족도 간의 교차분석이다. 만족도가 가장 높
은 집단은 [착근인물]이었다. 다음으로 [흥미과시], 그리고 [문화예술], [자연경
관], [비추천] 집단이 동일하게 나왔다. 특이한 것은 비추천 집단도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45> 교차표: 기념공간 만족도별 뮤지엄 추천 이유
대만족

만족

보통

불만

대불만

무응답

문화예술

2

10.5

9

47.4

8

42.1

0

0.0

0

0.0

0

0.0

착근인물

7

28.0

14

56.0

4

16.0

0

0.0

0

0.0

0

0.0

소양함양

4

33.3

6

50.5

1

8.3

1

8.3

0

0.0

0

0.0

감성힐링

5

33.3

7

46.7

3

20.0

0

0.0

0

0.0

0

0.0

흥미과시

3

20.0

10

66.7

1

6.7

0

0.0

1

6.7

0

0.0

자연경관

5

35.7

6

42.9

2

14.3

0

0.0

0

0.0

1

7.1

비추천

6

50.0

5

41.7

1

8.3

0

0.0

0

0.0

0

0.0

자료: 설문조사

다음은 기념공간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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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응답이 기념공간에 방문하고는 싶었지만 다른 일정상 우선순위에서 포
기했다는 이유였다. 이들 집단에게는 예술인 기념공간보다 통영의 다른 장소
자산들에 관심과 흥미를 보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기념공간의 존
재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 기념공간 노출과 홍보가 더욱 활성
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통영 방문에는 기념공간을 들리지 못했지만,
향후 통영의 재방문 시에는 기념공간 방문 희망을 밝힌 사람들이 60% 이상
차지해 기념공간의 존재는 통영 방문에 있어 매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46> 기념공간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해당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

21

4.0

가고 싶었지만 다른 일정상 우선순위에서 포기했다.

107

20.6

뮤지엄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81

15.6

교육적이지 않을 것 같다.

2

0.4

재미없을 것 같다.

9

1.7

기타 이유

7

1.3

자료: 설문조사

<표 47> 향후 통영 재방문시 기념공간 방문 의향
있음

없음

모르겠음

145

17

79

60.2

7.1

32.8

자료: 설문조사

기념공간을 방문한 집단과 방문하지 않은 집단 모두에게 이 기념공간의 존
재가 통영의 문화예술 도시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결과를 통해
예술인 기념공간이라는 공간은 도시의 문화예술적 이미지 형성에 훌륭한 수
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통영의 3개 기념공간인 ‘윤이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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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관’, ‘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
는데, 이는 곧 이들 기념공간이 관람객의 기대치와 욕구를 만족시켰을 만큼
훌륭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수준 높은 예
술인 기념공간은 통영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8> 기념공간 방문 여부에 관계없이 기념공간의 존재가 통영의
문화예술 도시이미지에 기여하는 가에 대한 질문
매우 도움이 된다.

165

도움이 된다.

280

모르겠다.

60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료: 설문조사

5

다음은 이들 기념공간이 문화예술적 도시이미지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에 대한 분석 자료이다. 해당 기념공간이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54.1%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표 49> 기념공간을 통한 문화예술 도시이미지 형성 정도
더욱 강조
73
14.1
자료: 설문조사

강조
197

변화 없음
38.0

41

7.9

부정적
2

0.4

설문조사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04년부터 통
영시가 추진해왔던 문화예술적 도시 만들기가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입
증한 것이다. 더불어 예술인 기념공간들을 통해 조사를 하였을 때도 통영의 문
화예술적 도시이미지 향상이 압도적인 응답률을 통해 확인되었기에 통영의 새
로운 도시이미지 형성은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새로운 도시이미지 형성 추진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지만,
통영은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적극적인 노력 끝에 도시의 이미지를 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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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다의 도시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매력적인 이미지까지 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활용된 지역 출신 예술인을 기
념하는 기념공간 조성은 상당히 훌륭한 수단으로 작용했음이 입증되었다. 이
는 지방의 소도시가 도시이미지 형성과 혹은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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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소마케팅을 위한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
의 조성 과정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특징은, 공간 건립의
주체가 관(官)과 민(民)으로 양분되어 진행된 점이다. 분리의 원인은 기념대상
이 되는 인물을 둘러싼 갈등의 존재 여부였다. 사회적 혹은 개인적 갈등이 있
는 인물은 통영시가 주도하였고, 별다른 갈등이 없는 인물은 시민들이 나서
기념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官)이 주도한 예술인 기념공간은 윤이상, 박경리와 관련된 공간이다. 윤
이상을 둘러싼 첨예한 이념 논쟁과 박경리의 고향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는
고향에서 이들의 기념공간이 건립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한 결정적 장
애요인이었다. 갈등 해결과 대규모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했기에 통영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기념공간 조성을 완성해냈다.
민(民)이 주도한 기념공간은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과 관련된 공간
들이다. 이들은 기념공간 건립에 있어 특별한 논란이 없는 예술인들이었다.
우선 전혁림의 경우 2003년 유족 측이 시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미술관을
건립하였는데, 개인이 설립한 미술관이지만 지역 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로 당
시 문화예술적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통영시에 상징적인 문화시설로서 역
할을 해주었다.
통영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행정 인력 부족의 난을 겪고 있는 소도
시이다. 따라서 지역이 배출한 수많은 예술인들의 기념공간을 시(市) 자체 비
용과 인력으로 동시에 여럿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사·문
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념할 가치가 있는 인물들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기에 예산과 시간, 인력이 부족한 시의 사정을 잘 아는 뜻있는 시민들
이 예술인 기념사업에 직접 나섰다.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념공간이 김
춘수 「꽃」시비와 김춘수 유품전시관, 유치환 흉상,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예술인 선양에 나선 이 경우는 행정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주고 또는 주도해가며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사업 운동의
대안적 방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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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 따라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분석하는 이번
장에서는, 조성 주체별로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나눠 이를 시공간적으로 체계
적 살펴보겠다.

제1절 통영시(官) 주도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1. 윤이상 음악당과 윤이상 기념관
통영에는 윤이상을 기념하는 두 개의 공간이 있다.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윤
이상 음악당)과 도천테마파크(이하 윤이상 기념관)가 그것이다. 공식 명칭에서
는 ‘윤이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두 공간 모두 윤이상을 기념하
는 목적을 띠고 또 그가 있었기에 조성이 가능했던 공간이다. 그렇기에 이 연
구에서는 각각의 명칭을 ‘윤이상 음악당’과 ‘윤이상 기념관’으로 정의하
여 통칭한다.
윤이상 기념관은 2010년 3월 개관하였고, 윤이상 음악당은 2013년 11월 개
관하여 2014년 3월 첫 공식 개관 공연을 개최했다. 기념관의 개관이 음악당보
다 빠르지만, 음악당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과 규모, 추진 과정에서의 담론의
크기는 기념관보다 훨씬 크기에, 윤이상과 관련한 기념공간 조성 과정과 분석
은 음악당에 더욱 비중을 두었다.

1) 통영시의 윤이상 기념사업 시작
(1) 동백림 사건으로 고향에 돌아 올 수 없었던 세계적 작곡가의 망향(望鄕)
‘현대음악의 5대 거장’, ‘베토벤 이후 천재 작곡가’, “윤이상과 같은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동양에서는 단 한사람
존재하는 천재 작곡가”38)로 불리는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1917년 9월 17
일~1995년 11월 3일)은 늘 자신의 음악적 영감과 창작의 원동력이 모두 통영
38) 이수자, 1998, 「내 남편 윤이상(상)」, 창작과비평사, p.6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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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파도소리였다고 말해왔다.39)
“나는 통영에서 자랐고, 통영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 정서적인 모
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나의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
현해 나의 평생 작품을 써왔습니다. 구라파(유럽)에 체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통영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
다, 그 푸른 물색, 가끔 파도가 칠 때도 파도 소리는 나에겐 음악
으로 들렸고, 그 잔잔한, 풀을 스쳐가는, 초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겐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1994년 귀국이 좌절된 후 베를린 병상에서 통영시민에게 보낸
윤이상의 마지막 육성 메시지
“윤이상은 고향인 통영에서 퍼 온 흙 한줌과 함께 여기 잠들어 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윤이상의 묘비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음악당 건물 로비 벽면에는 음악원 교수진이
선정한 ‘사상 최고의 음악가’ 44명의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 이 중
20세기에 활동한 음악인은 조지 거슈윈, 벨라 바르토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윤이상 뿐이다.40) 또한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그가 작곡한 오페라
‘심청’이 개막공연에 올랐다. 윤이상이 당시 독일인으로 귀화한 상태였지만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독일인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의 개막공연을 윤이
상에게 의뢰한 것은, 그들이 실로 그에 대해 갖고 있는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
39) 그는 독일작가 루이제 린저와의 대담집 「윤이상, 상처 입은 용」에서 유년 시절 “어부들의 밤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기억의 하나”라고 회상했고, 어머니와 동네 아낙들이 밭에서 부르던 오
래된 민요, 통영을 찾은 유랑극단 공연의 관람, 부유한 외가 친척집에서 경험한 전통음악 공연
등 유년시절 통영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모두 자신의 음악에 녹아 있다고 회고했다(윤이상·루
이제 린저(윤이상평화재단옮김),2005, 「윤이상, 상처입은 용」, 랜덤하우스중앙, p.29.에서 발
췌). 또한 부인 이수자 여사는 저서 「내 남편 윤이상」에서 윤이상은 어린 시절 들었던 고향의
파도소리, “멸치떼가 많이 몰려오면 신명이 난 어부들의 노래소리는 차츰 고조되어갔는데 그는
그 때의 그 노랫소리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멀리 두고 온 어린 시절 고향에
서의 추억은 항상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는 생의 원동력”이었다고 윤이상 선생의 심경을
전했다(이수자, 1998, 「내 남편 윤이상」(상), 창작과비평사, p.97에서 발췌).
40) [부활하는 윤이상] 上. 타계 10주기 맞아 기념행사 봇물, 2005년 2월 20일, 이장직 음악전문
기자, 중앙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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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대변한다. 이렇듯 윤이상은 살아생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던 한국인이었다.

<그림 10> 현대음악의 세계적 거장 윤이상
사진 제공: 통영국제음악재단

하지만 윤이상을 대하는 국내 사정은 달랐다. 그는 1967년 7월 8일, 중앙정
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인 ‘동백림 사건(동베를린 간첩단사건)’41)에
41) 『‘동백림 사건’이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1958년 9월부터 서유럽에 거
주하는 예술가와 반정부 지식인·유학생 등 194명이 동백림(동베를린)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
하면서 이적(利敵)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
첩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해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
성모·임석진 등이 연루되었고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
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
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 출처:
동백림사건 [The East Berlin Affair, 東伯林事件]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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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어 이후 사형 구형,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다. 그에게는 조국의 안전을
위해하는 사상범이라는 불명예가 씌어졌고 옥고까지 치르게 되었다. 윤이상의
억울한 소식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독일 대통령과 이고르 스트라빈스
키, 한스 베르너 헨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칼하인츠 슈톡하우젠 등 세계적
음악인과 문화계 인사 200여 명은 한국 정부에 항의문서와 청원서를 보내며
구명운동에 나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탄원과 석방 요구로 그는 복역 2년 후
196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된다. 이후 곧바로 한국에서 추방되다시피 독일로
돌아가야 했던42) 윤이상은 폐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그에게 ‘동백림 사건’이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사건으로, 분노를 치유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43)라고 할
만큼 평생 가슴에 상처가 된 울분의 사건이었다.
윤이상은 독일로 돌아간 후 국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독일인으로 귀화하
게 된다. 하지만 만년까지도 한국 방문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1994년 한 문
화재단이 서울에서 ‘윤이상 음악축제’를 기획하며 그의 귀국을 추진했다.
이번만은 성사될 것으로 모두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사과와 반성을
담은 ‘준법서약’을 요구하는 바람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44) 윤이상은
조국에 사과와 반성할 이유가 없었다. 준법서약 작성을 거부한다.
윤이상은 1994년 시도된 방한 추진이 꼭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한다.
폐렴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귀국 시도였
기 때문이다. 방한이 끝내 무산되자 이수자 여사는 “당시 선생이 받은 충격
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42) 『얼마나 오랫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슬프게 떠나왔습니까. …해외에서 좋아서 사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서 사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고 싶으면 비
행기 타고 떠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 “윤이상 음악은 고통있는 곳에”, 2006
년, 3월 23일, 이승재(엘제이필름대표)·강태호·이용인 기자, 한겨례에서 발췌. 이 기사는 이수자
여사와의 인터뷰 기사로, 그녀는 당시 고국을 떠나야만 했고, 의지대로 귀국 할 수도 없었던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과 심정을 전했다.
43) “‘윤이상의 예술혼’ 통영에 살어리랏다”, 2001년 12월 13일, 전원경 기자, 주간동아.
44) “윤이상의 명예, 이젠 공식 회복시키자”, 2006년 5월 1일, 경향신문., “윤이상 명예회복은 언
제쯤”, 2003년 4월 1일, 장지영 기자,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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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근교 호숫가의 집 앞마당에 한반도 모양의 연못을 만들고, 집무실
벽에는 고향 통영 앞바다의 빛바랜 흑백사진을 걸어놓으며 수구초심이었던45)
윤이상. 1994년 마지막 귀국 시도가 좌절되자 폐렴을 앓고 있던 건강이 급속
도로 악화되어 이듬해인 1995년 11월 3일,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베를
린의 한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림 11>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이상과 오열하는 이수자 여사
사진 제공: 통영국제음악재단

(2) ‘통영국제음악제’ 개최 시작 및 성공
윤이상이 죽는 날까지 그리워했던 고향 통영에서는 현재 그의 음악적 업적
을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적 작곡가를 추모하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첫 출발은 1999년 5월 진행한 ‘윤이상 가곡의 밤’이
다. 통영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통영문화재단’과 윤이상의 딸 윤정 氏가
45) 『1994년 9월 1일 독일 베를린의 윤이상 선생 자택에서 한국 특파원과의 회견이 끝난 뒤 파
리에 살고 있는 동향 출신의 한 지인이 찾아왔다. 꾸벅 인사를 한 그는 대뜸 “선생님 드리려
고 통영 멸치를 갖고 왔다”며 종이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 순간 윤이상은 “통영, 통영 멸치?
아니 이게 정녕 통영 멸치란 말이오?”라고 울음 섞인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이내 눈물로 얼룩졌다. 그 지인은 “네, 선생님이 통영여고에서 교
편을 잡고 계실 때 제자였던 제 누이가 직접 보낸 것입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 통영
멸치를 받아들고 울먹이던 노음악가의 모습에 주변의 특파원들도 모두 숙연해졌다.』 -“윤이
상”, 2002년 3월 8일, 강호일 기자, 부산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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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국제윤이상협회’, 김승근 서울대 음대 교수, 김일태 마산MBC PD
등 윤이상을 존경하는 젊은 음악인 및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뜻을 모아 행
사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지역에서 윤이상의 이름을 처음 내 걸고 진행한 용
기있는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 해 2000년 2월에는 규모를 조금 더 키워
‘청마(유치환) 문학상’과 병행해 ‘통영현대음악제’를 진행하였다. 당시 음
악제를 준비했던 주최 측 인사는 “‘남의 잔치에 끼인 듯 한 모양새’로 3일
간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지만 지역에서 ‘윤이상’을 전면으로 내세운 음악제
모양새를 갖춘 최초의, 그리고 감격스러운 공식 음악제였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념 갈등으로 그동안 고향에서마저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던 시절46)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소박하게 치러진 ‘통영현대음악제’였지만 호응만은 대단했다. 전국의 음
악대학 교수들과 작곡가들이 ‘윤이상’ 하나 만을 보고 통영에 찾아왔다. 많
이 늦었지만 그래도 윤이상의 고향에서 뜻 깊은 음악제를 먼저 열어주어 고
맙다는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다.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기획본부장(이
하 이용민 본부장) 및 주최 측 인사들은 당시 이 행사를 통해 “윤이상 브랜
드의 잠재된 폭발력을 강하게 확신했다”고 한다. 그동안 국내외 음악인들이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세계적 거장에 대한 존경심과 부채의식이 확인된 순
간이었다. 2001년에는 음악제를 단독으로 개최했고 이 또한 큰 호응을 얻었다.
(3) 통영시의 ‘통영국제음악제’ 참여 시작
2001년 단독으로 치러진 ‘통영현대음악제’의 성공에 그동안 윤이상과 관
련된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통영시47)48)가 반응했다. 통영시 측은 주
46) 2000년 전·후 무렵은 남북관계가 꽤 유연했던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이상
의 정치적·문화적 명예회복은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수자 여자는 그 시절
에 대해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벌인 인연이 있어 명예회복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여온 탓인지 계속 미루기만 했다”』(“윤이상 명예회복은
언제쯤”, 2003년 4월 1일, 장지영 기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발췌)라고 회상한 바 있다.
47) 윤이상 콘텐츠 활용에 있어 2001년 ‘통영현대음악제’ 이전의 통영시의 소극적인 태도는 다음
「주간동아」 2001년 12월 14일 “‘윤이상의 예술혼’ 통영에 살어리랏다” 기사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정치적 이유로 음악조차 연주할 수 없었던 탓에 윤이상의 흔적은 이 땅에 거의 남
아 있지 않다. 고향 통영에서도 그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통영 도천동 집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만 윤이상의 집터와 기념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항구의 적산가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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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측과 만나 내년(2002년)부터는 음악제 규모를 키워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보자고 제의했다. 옛 통영군청을 음악제 페스티벌 하우스로 만들고 도
천동 윤이상 생가 주변 800여 미터를 ‘윤이상 거리’로 명명해 안내판을 설
치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음악제 주최 측 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통영시가 이 음악제를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 하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행사의
운영과 기획을 관(官)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견지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내외 유명 음악제 및 축제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분석한 바, 음
악제가 지자체장의 업적 쌓기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전문성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관에서
행사를 주도하게 되면 리더의 호불호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아예 폐지가 되
는 경우가 다반사라 지속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무원과 기획인
력 간의 소통 문제, 권력 관계에 의한 갈등도 빈번히 발생해 행사의 발전이
저해되기도 했다. 따라서 수준 높고 지속적인 음악제를 위해 ‘통영국제음악
제추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 설립키로 했다.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
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이사장도 행정 권력이 쉽게 견제할 수 없는 정도의
분으로 모셔와야겠다고 합의했다.49)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설립과 함께 음
악제 명칭도 ‘통영국제음악제’로 변경했다.
2002년 3월, 제1회 ‘통영국제음악제’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 음악제에는
1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어 상징적 의미도 컸다.50) 이는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없었던 지난 세월에 비하면 그를 향한 극심한 이념 갈등이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그려볼 뿐이다.』 이를 참고하면 2001년 전까지 통영시가 윤이상과 그의
콘텐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해왔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48) 통영시는 1995년 11월 3일 윤이상이 작고했을 때 시 차원의 공식적인 빈소를 마련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당시 시민, 학생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통영문화재단’이 나
서 통영시 항남동 모처에 그의 빈소를 마련, 윤이상을 추모한 사실이 있다. 빈소에서는 생전
그가 통영시민에게 남긴 육성 메시지가 흘렀다고 한다.
통영시가 아닌 시민 주도의 빈소마련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윤이상의 고향 통
영에서는 윤이상이 숨진 1995년 민간 차원에서 윤이상 추모회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중심으로
해서 1999년 윤이상 가곡의 밤이 열렸다.』 - “이명박 대통령의 윤이상 요리법”, 2009년 7월
10일, 김훤주 기자, 미디어스에서 발췌.
49) 2002년 3월,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가 큰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이 통영국제음악재단이사
장으로 추대되었다.
50) “예술가의 고향”, 2001년 12월 13일, 이은경 논설위원, 국민일보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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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완화된 듯 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윤이상’이라는 브랜드는 이내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하인츠 홀리거, 미
샤 마이스키, 모스크바 필, BBC 필 등 그와 친분이 있던 세계 각국의 유명
음악가들과 제자들이 음악제에 참여했다. 주한독일문화원도 해외 1급 연주단
체 초청에 힘을 보탰다. 특히 2003년에는 지휘자 쥬빈 메타가 이끄는 빈 필하
모닉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의 협연으로 폐막 공연을 장식했다.
이는 빈 필의 국내 첫 지방공연으로도 기록될 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통영시민들 역시 자원봉사단 ‘황금파도’를 결성, 열성적인 지원과 다채로
운 프린지 축제 프로그램 등으로 음악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높아
진 명성은 매년 더 많은 유명 음악인들이 아시아의 소도시 통영을 찾도록 유
도했다. 음악제는 탄탄한 기획력과 스타급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로 2003
년부터 내리 3년간 문광부 문화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점수
를 받는 등 최우수 축제로 자리 잡았다.
현재 ‘통영국제음악제’는 매해 티켓 예매률 90% 이상을 기록하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대표적 클래식 음악제로 각광받고 있다.

2) 윤이상 음악당 조성 추진 배경 및 갈등 요소 해결을 위한 통영시의 노력
(1) ‘통영국제음악제’ 발전을 위한 전문 음악당 건립 필요성 대두
‘통영국제음악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명성을 얻었지만 통영에 제대로 된
전용 음악당이 없다는 것이 늘 문제로 제기되었다. 클래식 공연 전용의 전문
적 음향시설을 갖추지 못한 연주공간(통영시민문화회관)은 연주자와 관객 모
두를 실망시키며 음악제가 더 크게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였다. 급기야
2004년 마에스트로 로린 마젤(Lorin Maazel)이 이끄는 뉴욕 필하모닉이 그해
예정됐던 폐막공연을 음악제 개최 직전에 취소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였
다.51) 당시 뉴욕 필 측은 ‘윤이상에 대한 존경’과 ‘빈 필의 성공적인 공
연’, ‘뉴욕 필 매니저의 만족스러운 통영 사전 답사’의 이유로 통영 공연

51) “2004 통영국제음악제 문제점 산적”, 2004년 3월 26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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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전에 결정했었다. 하지만 뉴욕 필이 내한하자 이번에는 단원 노조 측에
서 통영시민문화회관의 상태를 점검하였고, 공연장 상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
하며 이곳에서는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취소 결정을 한 것이다. 통영국제음악
재단과 통영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연주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윤이상을
기념한다는 취지만 거창할 뿐, 재단과 통영시가 기본적으로 전문 음악당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윤이상의 명성에만 기대어 세계 톱클래스 연주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공연장에 대한 불만은 직전 쥬빈 메타와 빈 필 연주단원들 역시 제기했던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해 주최 측 주요 인사들은 빈 필 공연이 끝난 후 쥬빈
메타의 숙소를 찾아 제대로 된 공연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통영국제음악제’에 초청된 월드클래스 음악인들은 윤이상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공연을 결정하지만, 연주자의 기량과 컨디션을 최상으로 받쳐주지 못
하는 연주 시설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통영에는
음악당뿐만이 아니라 윤이상을 상징하는 어떠한 기념공간도 2009년까지 없었
다. 음악인들과 음악제 참석을 위해 통영을 찾은 각계의 인사들은 “과연 이
곳이 윤이상의 고향이긴 한 건지”라고 성토할 정도로 통영에는 그의 기념 인
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윤이상의 흔적을 경험하고 싶어 통영을 찾았는
데 그와 관련된 상징 공간, 경험 공간, 소비 공간들이 전혀 없다는 것. 이 부
분은 통영시가 해결해야할 커다란 숙제였다.
음악당 및 기념관 조성 필요성은 이미 음악제 초기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
기도 했다. 특히나 음악당 조성에 관한 논의는 2002년 재단의 설립과 함께 시
작되었는데, 재단이사장은 2003년 3월 25일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일 기자
회견에서 음악당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음악당 건립 추진은 통영시가 전적으로 맡
고 재단은 힘을 보태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즉, 통영시의 몫
이었다. 그러나 통영시는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통영시가 그 사이 행정적 과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2002년 제1회
‘통영국제음악제’에 협조했던 시장은 그해 6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6월 새
로 선출된 시장은 1여년 뒤인 2003년 9월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2여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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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장이 교체되고 또 공석으로 남는 과정에서 시(市)가 책임감과 연속성을
가지고 음악당 건립 추진 작업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러던 와중 2003년 10월 30일 보궐선거로 새로운 J 통영시장52)이 선출되었다.
(2) 음악당 조성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① 윤이상 음악당 조성 추진을 위한 지역 리더의 강력한 의지
음악당 건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었다. 재정자립도
가 높지 않은53) 인구 14만의 소도시에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음향과 조명 시
설 등을 제대로 갖춘 음악당을 시비(市費)로만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
부의 예산 지원은 절실했다.
새로 선출된 J 통영시장은 윤이상의 음악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통영시는
윤이상의 국제적 명성과 ‘통영국제음악제’의 높아진 위상을 명분으로 2004
년부터 음악당 건립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하지만 논의가
매번 매끄럽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바로 윤이상을 ‘음악가’가 아닌 ‘사
상범’으로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덧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음악당 건립뿐만 아니라 음악제, 각종 기념사업 등
기념사업 확장에도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통영시가 음악당 건립은 물론 기념
관, 국제 콩쿠르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
야 할 것이 윤이상의 공식적인 명예회복이었다.
그러나 윤이상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우리 사회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그의 명예회복에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 앞장서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
러운 일이었다. 통영은 음악인 윤이상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지역이다. 그렇기에 불과 2년 후 있을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면 윤이
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지역 정서도54)55)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
52) J 前통영시장(재임기간: 2003년 10월 31일~2010년 6월 30일)
53) 통영시 재정자립도(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9.6
20.8
17.3
18.3
21.3
25.3
19.5
자료 출처: 재정고 지방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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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4

2009
23.9

2010
24.4

만 당시 J 시장은 음악당 조성 추진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선택
의 배경은 ‘음악인 윤이상’의 가치에 집중한 것이다. 그는 “고향을 빛낸
예술가를 기념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이상은 통영이 낳은 위대한 음악
가라는 사실, ‘통영국제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제로 성장하려면 전문 음악
당은 꼭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전부였다”고 ‘윤이상 음악당’ 조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 이유를 밝혔다.56) ‘통영국제음악제’를 중심으로 각종 윤이상
기념사업과 전문 음악당 건립을 추진해 이를 통영의 대표적 문화예술콘텐츠로
키워내고자 한 시장의 노력에 시의회와 지역 언론,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인사
및 전국의 지식인, 음악인들도 점차 용기를 내어 윤이상의 명예회복 운동에 힘
을 보탰다.
우선 지역의 유력 언론인 <한산신문>이 윤이상의 명예회복 운동은 그의 고향
인 통영에서 먼저 시작되어야한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쏟아냈다.57)

54) 윤이상에 대한 통영 지역정서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94년 윤이상의
귀국 시도가 한창인 당시 고향에서마저도 그의 귀국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말년에 고향사람 한 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남편이 한때 한국으로 돌아와 고향을 방문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람들이 남편의 고향방문을 반대한다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말
을 전해주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비통하게 말했다. “내가 무슨 파렴치한 일을
했다고 고향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린단 말인가. 정부가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해도 어찌 고향사람
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뒤부터 남편의 입에서는 일체 고향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됐으며
누군가가 통영에 갔다 올 때 찍어온 사진도 한동안은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고향을 잊을 수가 없었다. …고향 바닷가에 앉아 잔잔한 파도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날
거라고, 그 파도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따뜻한 땅에 묻히고 싶다던 그는 지음은 그 소박한
소원마저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독일 땅에 홀로 묻혀 있다.』 - 이수자, 1998, 「내 남편 윤이
상」(상), 창작과비평사, p.97-98에서 발췌.
55) 다음은 윤이상에 대한 당시 통영의 지역정서를 반영한 신문기사 자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록 통영 출신이지만 윤이상은 ‘색깔’이 좀 이상한 사람아니냐는 밑바닥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던 것..., (중략) ‘윤이상은 빨갱이’라는 대다수시민들의 밑바닥 정서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과와 과제”, 2002년 3월 18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
『…1999년 윤이상 가곡의 밤이 열렸다. 이때만 해도 나라밖에서는 오래 전부터 세계 5대 음악
가로 대접받던 윤이상이 나라 안 더 나아가 통영에서조차 ‘빨갱이’로 금기시되던 때였다.』 - “이
명박 대통령의 윤이상 요리법”, 2009년 7월 10일, 김훤주 기자, 미디어스에서 발췌.
56) J 통영시장은 1989년 노태우 정권시절 통영 출신 인사들과 함께 ‘통영문화재단’을 설립하며 그
첫 과제로 ‘윤이상 선생의 고향 방문’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김용식 前외무부장관 등 사회 각 층
에서 활동하는 통영 출신 인사들이 힘을 합쳐 대통령의 허락까지 받았지만 결국에는 일부 권력
기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1994년 문민정부로 정권이 바뀌어도 윤이상의 고향 방문은
비슷한 연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57) 윤이상 명예회복 운동을 적극 벌인 시기에 발표된 통영 지역 언론 <한산신문> 기사

- 93 -

“바다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문화관광 쪽으로 보완
경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한산대첩과 통영국제음악제를 위한 재단
설립이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정의 큰 의
욕이 없었더라면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통영국제음악
제 2005 봄 시즌이 시작될 무렵(3월4일) 통영시장은 지방 유지 문
화 단체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전 실.국.과장을 모아놓고 음악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이러한 시행정의 뒷받침이 없이 통영국
제음악제는 생각도 해 볼 수 없다.”
-“통영국제음악제의 중심에 윤이상 음악을”, 2005년 4월 8일,
<한산신문>, 성병원 편집국장의 칼럼 발췌
관(官)과는 일정 거리감을 견지하고 있던 지역 유력 언론의 이례적인 논조였
다. 이 칼럼의 의미는 2003년 보궐 선거로 선출된 새로운 통영시장의 중점 어
젠다(문화·예술·관광 육성)를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시장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
선되었는데, 그의 공식권한에서 나오는 권력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에(이승욱, 2005:58), 시장 취임 직후 시의회의 초반 견제도 있었다. 『시의회정
례회에서 시장에게 과도한 시정 질의를 하였고,58) 시장의 역점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가 하면,59) 통영시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60) 등
시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다.』(이승욱, 2005:59에서 발췌).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윤이상 재조명 시급하다, 성병원 편집국장, 2004년 3월 21일
통영, 예향의 토양 조성하자, 성병원 편집국장, 2004년 11월 6일
윤이상 명예회복에 통영이 나서자, 성병원 편집국장, 2004년 11월 20일
통영 ‘예향’의 고장이 맞는가, 성병원 편집국장, 2004년 12월 3일
윤이상 명예회복 시민모임 결성, 성병원 편집국장, 2005년, 7월 12일
시민단체 ‘윤이상 명예회복’ 나서, 김상현 기자, 2005년 7월 15일
통영, ‘윤이상’ 이름 되찾는다, 김영화 기자, 2005년 11월 11일
윤이상을 기억하며-10주기 기록사진전, 2005년 11월 4일
윤이상 10주기 고향 추모 물결, 김영화 기자, 2005년 12월 14일
58) “시의회, 시장 길들이나?”, 통영연합신문, 2003년 12월 10일 기사 참고.
59) 『통영시의회는 공주섬 조명공사비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J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경프로젝트 사업에 급제동을 걸었다.』 - 2004년 7월 15일, 통영연합신문 참고 .
60) “시의회 인사, 공정성 투명성 저해”, 2004년 7월 23일, 한산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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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사이 시의회가 시의 문화예술 육성 취지에 뜻을 함께 해주었고, 여론 역
시 힘을 보탠 것이다. 이것에 관해 성병원 편집국장은 인터뷰에서 “당시는 그
만큼 통영 경제가 수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한 절박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61) 그 결과 통영시민들은 J 시장이 제시한 역점 정책과
비전을 “한번 믿어보자”고 공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변화의 선두는 ‘통영국제음악제’의 더 큰 성장과 그것을 위한 음악당의
건립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윤이상의 명예회복이었다. 마
침 2005년은 윤이상 서거 10주기로 ‘윤이상에 대한 재조명’을 촉구하는 여
러 움직임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라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윤이상 관
련 연구들도 쏟아져 나왔고,62) 지역의 시민단체도 윤이상 명예회복을 위한 행
동에 나섰다.63) 통영시는 예산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윤이상의 업적 및 작
품 세계 이해를 돕는 뮤직 포털사이트(http://www.tymusic.or.kr)도 오픈하였
다.64) 이는 공식적으로 윤이상의 음악을 국내 최초로 대중에게 소개한 온라인
공간이었다.
한편, 통영시와 시민, 통영국제음악재단과는 별도로 윤이상의 명예회복을 촉
구하는 ‘윤이상평화재단’이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각계각층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윤이상’을 중심으로 한 재단이기에 음악제와 각종 기념사업 등
이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통영시의 기존 콘텐츠들과 겹치는 분야가 있었다. 따
라서 이들 재단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나오
기도 했지만,65) 각 재단의 실무자들은 “윤이상의 시작도 끝도 통영이다”라
61) 『통영은 수산업의 도시이지만 당시 2005년 통영 총생산의 약 70%를 점하던 수산업은 끊임없
는 남획으로 그 자원이 고갈되어 근해뿐만 아니라 연근해까지도 그 수확이 시원찮았다고 한다.
자연 수산이 어려우면 양식 수산업이라도 발전해야하는데 이것 또한 허가의 남발, 양식업자의
계산 없는 밀식, 중국산의 범람 등등의 이유로 여기저기서 부도내지는 부도 직전이었다. 수산업
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차선책이 필요했고, 그야말로 아사직전의 통영 경제 회생 내
지는 활성화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통영시와 시민들은 절박하게 고민했다.』 - “통영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단상”, 2005년 3월 25일, 성병원 편집국장,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후 수정.
62) 『윤이상의 음악을 남북이 공히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규명과 명예회복이 정치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그의 예술정신에 대한 탐색을
소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불가피한 정치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그의 음악
을 정치적 그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 「윤이상-경계선상의 음악」, 윤신
향 박사, 한길사, p.271에서 발췌.
63) “‘윤이상 명예회복’ 모임 결성”, 2005년 7월 12일, 강인범 기자, 조선일보 참고. “통영시민
‘윤이상 명예회복’ 나섰다”, 2005년 7월 14일, 문화일보 참고.
64) “윤이상 음악 담은 포털사이트 오픈”, 2005년 6월 17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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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된 신념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66)
② 유족으로부터 ‘윤이상’ 이름 사용 승인
통영시는 2005년 윤이상 서거 10주기를 맞아 윤이상의 이름을 되찾는 작업을
추진한다. 통영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당, 경남국제음악콩쿠르, 도천테마파크
(윤이상의 생가와 기념관) 등 윤이상 기념사업의 공식 명칭 모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윤이상의 고향=통영’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특히
콩쿠르의 명칭 문제는 심각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경상남도, 마산MBC와 함
께 국제음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있다. 2003년 11월 제1회 경남국제음악콩쿠르
(부제:‘윤이상을 기억하며’)를 시작하며 당초 이 음악제의 명칭을 윤이상국제
음악콩쿠르로 예정했으나 유족 측의 입장에 따라 ‘윤이상’을 공식 명칭에
사용하지 못했다. “아직 윤이상의 정치적·문화적 명예회복이 정식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의 이름을 공식으로 내건 기념사업
들은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유족 측의 사정이 있었다.
‘쇼팽 콩쿠르’67)와 ‘차이콥스키 콩쿠르’68) 등 권위 있는 콩쿠르는 명칭
에 유명 음악가의 이름을 넣는 것이 관례이다. 해당 국가와 도시는 이러한 콩
쿠르 개최를 통해 자국의 우수한 문화를 자랑하고 산업적 자원으로도 육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윤이상의 고향에서 열리는 콩쿠르에는 그의 이름을 사용하
지 못함에 따라 이 콩쿠르를 굳이 통영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과
국제적 위상 정립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따라서 ‘윤이상’이라는 이름의 사
용은 통영뿐 아니라 국내 클래식 음악계로서도 필요한 사안이었다.
음악당, 기념관, 콩쿠르 등 모두 윤이상을 기념하는 사업임에도 당시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윤이상의 음악
은 해금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해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소개한 유족 측의 입장이 있었다. 특히나 미망인은, ‘통영국제음
65) “윤이상평화재단 추진, 통영국제음악제 긴장”, 2004년 11월 26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참고.
66) “윤이상평화재단 통영국제음악제 ‘화합과 상생의 길’ 모색”, 2005년 1월 21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참고.
67) The International Fryderyk Chopin Piano Competition
68) International Tchaikovsky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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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제’ 참석차 종종 내한했던 딸 윤정 氏와는 달리, 40년 간 방한을 하지 않
았다. “남편의 명예만 공식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 때 고향에 가겠다”라는
절박한 연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위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계기가 발생했다. 특히 2005년은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하고 있었다.
통영시는 윤이상의 정치적 명예회복에 관한 정부의 발표를 기대하면서, 동
시에 유족 측에게 선생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받는 일을 추진한다.
이 과정은 국비 지원 명분에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당시 음악당 건립
예산 신청 담당 기관은 기획예산처였다. 해당 기관 B 장관은 문화적 마인드가
높은 관료로 평가받던 인물로 윤이상 음악당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
가 높았다. 장관은 음악당 예산 지원 문제로 방문한 J 통영시장에게 “‘윤이
상’의 이름 사용을 유족들에게 허락받아 오십시요”라고 제의했다. 이유인
즉, 현재 아시아 최고의 음악제가 된 ‘통영국제음악제’의 위상을 볼 때, 음
악당 조성이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다
고 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이 예상되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그에 부합하
는 합당한 명분과 타당성, 상징성 등이 필요했다. 따라서 ‘통영국제음악당’
이라는 명칭보다 ‘윤이상 음악당’처럼 명확한 성격으로 신청을 해야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예산처 자체 승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500억 원이 넘어가는 정부 예산은 KDI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심사 기간
만도 1년 이상이 걸리고 또 향후 정세 및 상황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일
이었기 때문이다.
통영시에게 ‘윤이상’이라는 이름은 절실했다. 이를 공식 명칭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음악당 조성이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당시
평양에 머물고 있던 이수자 여사를 만나는 일은 정부가 나서주지 않는 한 상
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통영시가 그들에게 연락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했고, 연락이 닿는 다해도 성사의 가능성도 불
투명한 일이었다. 하지만 때마침 J 통영시장이 이수자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그는 이 만남에서 이수자 여사에게 ‘윤이상’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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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허락 받았다.
2005년은 윤이상 서거 10주기를 맞아 남과 북이 각각 윤이상 추모 행사들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 중 북한의 윤이상음악연구소가 제24차 윤이상 음악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윤이상 선생 10주기 추모음악회’와 ‘윤이상의 밤’을 주최하며 남측의
‘윤이상 10주기 행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한 것이다. 윤이상음악연구소
는 윤이상의 음악을 매개로 남북한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통영시
장과 통영국제음악재단, 윤이상평화재단의 관계자 등 총 23명의 남측 대표단
을 초청했다. 그들은 독일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과 함께 평양으로 향했고,
10월 25일,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69)
다음은 통영국제음악재단 명예이사장과 윤이상의 고향 시민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가한 J 시장의 기록과 인터뷰를 종합한 내용이다. 『평양 방문 첫
날 환영연회에서 이수자 여사와 시장은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시장은 음
악당 건립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선생의 이름 사용을 허락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녀는 앞서 밝힌 연유로 난색을 표했다. “어떻게 하면 선생의
이름을 내어 주시겠느냐” 재차 여쭈었더니 “대한민국 정부가 음악제를 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시장은 이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경을
전했다. “국가와 정부는 다른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은 영원한 것이지만 정부,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국제음악제’는 정부의 주
도가 아닌 고향의 시민들이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만든 음악제입니다. 오히려 이
것이 더욱 거룩하지 않습니까. ‘윤이상 음악당’은 윤이상 선생님의 위대한 음
악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하신다면 선
생께서 오히려 대노할 것입니다.』70) J 시장의 말을 듣고 난 후 이수자 여사는
그를 한참 동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고 한다. 곧 시장에게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기자들에게는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했
다. 서로 간에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제스처는
‘윤이상’의 이름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였다.
69) “윤이상 추모음악회 참가 南대표단 방북”, 2005년 10월 25일, 연합뉴스., “윤이상 10주기 남
북한 동시 추모식”, 2005년 11월 3일, 최광숙 기자, 서울신문 기사 참고.
70) 「바다의 땅 멈추지 않는 나의 꿈」, 진의장(2014), p.48 본문에서 참고한 내용과 J 시장, 이수
자 여사와의 연구자 직접 인터뷰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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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윤이상의 유족으로부터‘윤이상’ 이름 사용을 허가 받은 순간
사진 제공: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수자 여사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해 주었다.
“선생의 음악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선생의 흔적을 간절히 고향에
모시고자하는 시장의 진실한 요청에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서로간
의 소통의 부재로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 풀고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며 교류하고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 여사71)
시장의 진정성 있는 요청에 유족은 마음을 열었고, ‘윤이상’의 이름 사용
도 허락하였다. 마침내 통영시는 ‘윤이상 국제음악당’이라는 사업명으로 예
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적법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 예산 480억 원72)을
확보하였다.73) 2005년 12월 18일, 2006년 시작할 기본조사와 설계용역비 국고
71) 이수자 여사는 당시 통영시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통영과 연을 맺게 된다. 2007년, 그녀는 40
년 만에 방한하였고, 처음으로 남편의 고향 통영을 방문하였다. 이후 그녀와 유족은 윤이상의
고향 통영에 정착하였다.
72) ‘윤이상 음악당’ 건립 예산은 총 480억 원으로 문화관광부 240억 원(국비), 도비 120억 원·시
비 120억 원(지방비)이 지원되었다.
73) 당시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함께 방북한 이용민 본부장은 “윤이상 선생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평양 방문의 성과는 ‘경남국제음악콩쿠르’가 국제콩쿠르연맹(WFIMC)의 승인을 받아 ‘윤이상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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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억 원도 지원됐다. 본격적인 공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었다.74)
음악당 건립 확정에 이어 윤이상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또 하나의 희소식이
생겼다. 2006년 1월 26일, 국가정보원의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1967년 동
백림 사건은 확대 왜곡된 것이므로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정부가 사과하기를
권고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75) 그의 사후 11년 만에 윤이상이 간첩이라는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진 것이다. 이 발표는 이제 통영시가 ‘윤이상’이라
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음악제와 음악당 건립 등 그의 기념사업을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큰 힘이 되었다.
윤이상에 대한 정치적 명예회복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족들에게 선생
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까지 얻어 ‘윤이상 음악당’ 조성은 국비 지
원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와 시의회는 음악당 부지로 결정한 도
남동 옛 충무관광호텔 일대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 이 부지는 당시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토지공사)에 108여억 원 상당 압류되어 있던 상태로 실질
적으로 토지공사 소유였다. 2006년 공시지가(토지)와 시가표준액(건물) 등을 근
거로 부지 매각 비용이 190여억 원으로 제시됐다. 통영시는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윤이상 음악당 건립부지 대체재산 조성(취득) 계획 심의(안)’을 2007
년 3월 9일 통영시의회에 제출한다.76) 시의회의 승인이 나자 시는 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애초 토지공사는 그들이 함께 하
는 3자 컨소시움도 타진했을 정도로 ‘윤이상 음악당’ 조성의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용민 본부장에 따르면, 토지공사의 협상 실무자들 역시 6여
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음악당 조성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낸 통영시의
노력과 통영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윤이상 음악당’ 조

음악콩쿠르(Isang Yun Competition)’로 명칭 변경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74)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당 건립 추진”, 2006년 1월 12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참고.
75)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6일 국정원에서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동백림 사건 中情이 확대·과
장”…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 2006년 1월 26일, 이제훈 기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발췌.
76) “충무관광호텔 매입, 음악당 건립-시, 대체 재산 조성 계획안 시의회 제출”, 2007년 3월 9일,
김상현 기자, 한산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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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른다는 현실적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
다고 한다. 수차례의 가격 협상 끝에 토지공사는 190여억에서 매매가를 낮춘
173여 억 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 또한 부담스러운 금액이니 10년간 균등
분할 및 무이자 납부라는 배려도 더했다. 하지만 시와 재단 관계자들은 향후
10년간의 지자체 사정을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시 J 통영시장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자치단체장이 교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회의의 의견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10년 분할은 큰 모험이었다”고 했다. 다행히 통영시는 음악
당 부지 매입비로 100여억 원을 선 확보해 놓은 상태로 일시납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시납으로 납부 방법 변경 후 양측 실무자간 협상이 오갔
고, 토지공사 측은 173여억 원에서도 21여억 원을 감액한 153여억 원을 최종
금액으로 제시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2007년 7월 2일, 잔금 납부와 동시 소유
권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통영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토지공사 측은 매입 토
지 내 옛 충무관광호텔 건물(시가표준액 15억 원)과 조경·수목(2,339주 1억
원 상당)을 통영시에 증여했고, 건물 부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 1억 5천만 원
도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등 부지 매입 협상에 있어 통영시를 적극 배려해 주
었다.77) 이로써 옛 충무관광호텔 부지는 조기에 통영시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통영시가 계획하고 있는 ‘윤이상 음악당’ 건립 사업과 국제수
준의 최고급 호텔 유치 등 도남동 일원의 개발계획에 탄력이 붙었고, 이는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3) 윤이상의 세계적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 음악당 조성을 위한 노력
(1) 프랭크 게리(Frank Gehry)에게 윤이상 음악당 설계를 의뢰한 배경
아시아 최고의 음악제로 성장한 ‘통영국제음악제’를 위한 ‘윤이상 음악
당’ 건립은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문화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짓는 국가적 사업이기도 했다. ‘윤이상 음악당’ 건립을 오래도록 바
래왔던 시와 시민, 재단 관계자들은, 이 음악당을 기왕 짓는 것이라면 음악제
77) “충무관광호텔 152억 원에 매입-21억 원 감액, 건물 및 조경 수목 통영시 증여”, 2007년 7
월 6일, 성병원 편집국장, 한산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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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상과 선생의 명성에 걸맞게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는
염원이 있었다.78) 이에 통영시는 국내외 많은 건축가를 모색했다. ‘윤이상
음악당’ 조성에 있어 이를 주도하고 역할이 컸던 J 통영시장의 증언을 직접
인용해 그 과정을 정리한다.
“음악당 설립은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정했지요. 첫째, 윤이상이란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작품일
것, 둘째, 통영의 역사·문화·예술·지역적 정서에 부합될 것, 셋
째, 음악당이 들어설 그곳은 풍광이 빼어난 곳으로 사방 어느 방향
에서 봐도 그 풍광과 어울릴 디자인일 것, 넷째, 건축가의 명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디자인에 충실할 것 이었습니다. 이러한 콘셉트에
맞추어 국내외 공모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단 공모를 한 이상 우
리가 제시한 콘셉트에 맞지 않는 작품이 선정되었을 경우 그에 구
속되어야 합니다. 국·도비가 투입된 예산 관계도 있어 그 과정에
서 우리 시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
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국내의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당시 국내 유명 건축가들과
상의도 해보고 기본 스케치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젊은
건축학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보기 위해 SA(서울건축가협
의회seoul association of architects)에 의뢰해서 「단발도시 프
로젝트」를 통영으로 유치하여 보고서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요른웃손(Jørn Utzon)처럼 ‘이것이다’하
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프로젝트 덕분에 정기용,
민현식, 김헌 등 SA 멤버 건축가들에게 귀중한 자문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윤이상 기념관’은 민현식 교수의 훌륭한 설계도 얻
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첫째 콘셉트인 윤이상이란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작품이 되어야 할 것이란 점에 비중을 높여, 제 스스로 세
78) “통영 윤이상 기념사업 탄력 받는다-국정원 진실위, ‘동백림 사건 간첩 사건 아니다’”, 2006
년 1월 31일, 김범기, 이시우, 이승환 기자, 경남도민일보 기사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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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건축 서적
을 놓고 공부하다가 두 번째 콘셉트, 즉 통영의 특성과 맞는 작품
으로,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두 건축가는 미국의 ‘프랭크 게
리(Frank Gehry)’와 스페인의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
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프랭크 게리로 선정했어요. 그 이유는 두
건축가 모두 개성이 강하고 독특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
었으나 게리의 경우 LA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을 독특한 매력이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이 있는 작품으로 완성해 애초 저희의 콘셉
트에 맞았습니다. 게리 쪽에 초점을 맞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훌륭한 음악당 설계를 한 경험이 여럿 있었던 것도 고려되었기 때
문입니다.79) 게리를 선택하며 ‘21세기 현대 음악의 거장과 현대
건축의 거장’, 이 두 거장의 만남을 통해 뿜어낼 상생의 효과와
여러 스토리텔링들은 이 음악당과 통영시에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한편, 프랭크 게리가 건축을 하였다고 모두 빌바오 효과가 나타날
까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
의 경우는 어떠할까 생각해봅니다. 아시아 최고의 클래식 음악제
반열에 오른 ‘통영국제음악제’의 탄탄한 기반 위에 현대 음악의
거장과 현대 건축의 거장이 만나 이뤄낸 작품이란 점, 통영의 빼어
난 풍광과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유일의
게리의 작품, 그리고 어쩌면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
는 스토리의 건축물 이라는 점 등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빌바오 효
과 이상을 가져 올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통
영에 그의 작품을 더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예향의 빛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J 前통영시장
79) ‘LA 월트디즈니콘서트홀’, ‘아난데일 바드 칼리지 피셔 센터’(「6200만 달러가 투입된 피셔센터
는 뉴요커지에 의해 ‘미국 최고의 소규모 콘서트홀’로 평가됐다.」 - “프랭크 게리의 피셔센터를
찾아서...”, 2014년 7월 25일, ‘nyculturebeat’에서 발췌), ‘마이애미 뉴월드 심포니 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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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많은 건축가들을 모색한 끝에 J 통영시장은 ‘윤이상 음악당’ 설
계자로 프랭크 게리(Frank Gehry)80)를 선택한다. 그는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든 장본인으로 “과연 게리가 승낙할까”라는 일각의 비관적인 여
론도 있었지만, 수년에 걸친 통영시의 각고의 노력에 감동한 프랭크 게리는
오히려 ‘윤이상 음악당’의 설계 의지를 매우 강하게 피력하게 된다.
J 시장과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그가 프랭크 게리에게 음악당 설계를 의뢰
한 연유와 게리가 이 설계를 승낙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시장은 오랜 시간 끝에 건립이 확정된 ‘윤이상 음악당’을 명작으로 탄생
시키고 싶었다. 음악당 설계자를 프랭크 게리로 염두에 두었지만 세계 건축계
의 슈퍼스타인 그와 접촉할 방법은 막막했다. 게리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중
간에 다리를 놔 주지 않는 이상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수소문 끝에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서 그와 친분이 있고 접촉이 가능한 사람이 김홍남 前
국립중앙박물관장과 H 리움미술관장, 단 두 사람이었다. 시장은 김홍남 관장
을 만나 게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수 있겠느냐 부탁했다. 그녀는
“게리는 현재도 전 세계에 걸쳐 대형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 아
마 새로운 작업은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500여 억 예산으로는 더더욱 힘들
거예요. 안타깝지만 포기하셔야 할 겁니다”라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었다고
한다. 건축계, 미술계 등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시
장은 매우 낙담하였지만 일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재미동포 K씨와 통영시
간 미팅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이 LA에 있다고 하여 시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
에 “당신은 혹시 프랭크 게리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뜻밖에
“만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와 시장은 당장 시장 집무실에서 그와 사진을
한 장 찍는다. 마침 시장 집무실에는 게리의 건축 책과 포스터가 여럿 있었는
데, 그 중 게리가 헬멧을 쓰고 활짝 웃고 있는 표지의 책이 있었다. 한 벽면에
는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포스터를 붙였고 그 앞에서 시장은 해당 책을 가슴에
품고 K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게리를 꼭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간
절하면서도 위트있게 담고 싶었다고 한다. 시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이유에
80) 프랭크 게리(Frank Gehry)는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로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LA 월트 디
즈니 콘서트홀, 스위스 비트라 가구박물관, 뉴욕 맨해튼 공연 아트센터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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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리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액의 제시보다 진실한 마음이 그의 마
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 예술가에게는 감동을 주는 만큼
좋은 인사는 없다는 것을 화가이기도 한 시장 본인 역시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통했다. K씨는 게리를 만나 이 사진을 건네며 통영의
이야기를 했고, 게리는 “사진 속의 시장을 꼭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프
랭크 게리는 시장과의 첫 만남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 그중에서도 남단의 끝
에 있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 보낸 간절한 메시지가 나의 가슴을 움직였다. 매우
감동했다”고 인사를 건넸다.
통영시와 게리 측은 음악당 설계 건으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만났다.
2007년 3월 20일, 시장은 LA 프랭크 게리 사무실에서 진행된 첫 만남을 위해
통영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준비했다. 게리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
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상상 이상의 도시”라고 감탄을 연발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의 작업은 본인도 정말 참여하고 싶고, 더군다나 자신은 이미
윤이상이라는 음악가를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
다. 게다가 음악을 매우 좋아해 쥬빈 메타 등 음악가 친구들이 많아 평소 그
들과 음악당 설계에 관한 대화도 즐겨 나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건축
물보다도 음악당 설계에 관심이 많은데 마침 잘 되었다며 굉장히 반가워했다.
또한 시장이 음악당 외에도 도남관광지 등 통영시의 도시디자인 구상을 직접
설명하자, 게리는 호텔과 요트 시설, 통영의 진주 등에 관심을 보이며 풍부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마침 머지않아 한국인 며느리를 맞을 것 같다며 현재
한국 관련 책 40여 권을 구해 읽고 있던 참이라 더더욱 한국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게리 본인의 설계 의사는 충분히 긍정적이었다. 게리와 J 시장 간에 마음은
통했지만 비용 협상 문제는 비즈니스의 영역이었다. 게리 측 사무실에서 견적
을 제시했다. 만약 프랭크 게리 특유의 티타늄 소재 외장으로 설계한다면, 티
타늄이라는 소재 자체도 고가일 뿐더러 설계비까지도 올라가 1,500석 규모의
음악당은 총 4,700억여 원이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통영시로서는 감당하기 힘
든 금액이었다. 480억도 겨우 확보했는데 4,700억 원은 도저히 가능한 금액이
아니었다. 일행은 다음 2차 미팅을 기약한 후 귀국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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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윤이상 음악당’ 설계 의지가 강했던 프랭크 게리
사진 제공: 통영시

(2) 음악당 조성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의 노력
마침 2007년 9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은 용역비 10억 원으로 진행한 ‘윤이
상 음악당’ 건립 관련 기본 조사와 기본 설계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 내역
은, 세계적인 음악당으로 만들려면 이미 확보한 480억 원 사업비로는 힘들다는
지적이 골자였다. 미국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은 ㎡당 건축비가 1,176만원이고
영국 세이지 게이츠헤드 ㎡당 건축비가 771만 원인데 현재 ‘윤이상 음악당’
은 ㎡당 392만 원 정도만 투자 가능하다는 비교 안을 제시했다. 국제적 수준의
콘서트홀을 지으려면 국책사업 전환을 통한 1,000억 원 이상 사업비 확보가 핵
심 과제라고 했다.81)82)
81) “이명박 대통령의 윤이상 요리법”, 미디어스, 2009년 7월 10일, 김훤주 기자, 미디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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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가 최대한 타진해 볼 수 있는 금액은 1,500억 원이었다. 이 금액의 산
출은 우선 사전에 확보해 놓은 국비 480여 억 원이 있었다. 이후 추가로 500
억 원 확보의 가능성이 있었다. 시장은 2007년 프랭크 게리와의 미팅 후 당시
K 경상남도지사와 관련 내용을 의논한 바 있다. K 도지사는 “만약 프랭크 게
리의 설계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우리 경남이 자랑할 랜드마크이자 최고의 문
화시설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라며 도비 500억
원 지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할 것임
을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나머지 500억 원은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에 특
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시장은 이 500억 원 확보를 위해 통영시 남해
안시대추진단과 함께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예산 지원을 호소했다.
통영시 실무자와 재단 관계자 등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정부
부처 실무자들 역시 세계적 음악제 반열에 오른 ‘통영국제음악제’의 위상에
비추어 전용 음악당 조성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프랭크 게리의 적극적인 설계 의지에 반색하며 많은 부처에서 추가
예산 지원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마침 2008년 10월 28일, ‘경남발전전략 토론회’에 대통령이 참석했고, K
경남도지사가 위 내용을 직접 대통령에게 발표하며 추가 500억 원의 국비 지
원을 요청했다. 음악당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한 청와대 측은 이를 매우 긍정
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83) 이와 같은 여러 희망적인 기류에 통영시
는 경남도지사 명의의 초청장을 프랭크 게리에게 보냈다. ‘윤이상 음악당’
이 들어설 도남동 부지와 통영의 대표적 관광지들을 방문해 이를 토대로 음악
당 조성 및 주변 도시디자인에 관해 여러 논의를 진행할 목적이었다.84) 게리
인용 및 발췌.
82) 당시 용역업체는 “현재 확보된 480억원으로는 1천석 규모 이상의 국내 유일의 전문 음악당으
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제용’이 아닌 ‘국내용’으로 전환, 하향조정 할 것을 제안했
다. 하지만 ‘통영국제음악제’는 이미 아시아 최고의 음악제 반열에 오른 만큼 그 위상과 향후
다양한 쓰임에 비추어 ‘국내용’으로만 한정지어 건립할 문제는 아니었다.
83) 『통영시장은 2008년 11월 “국책사업으로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절실하게 상대방을 설득해
김태호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500억 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500억 원 모두 1,000억 원
예산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며 기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윤이상 요리법”, 2009년 7월 10
일, 김훤주 기자, 미디어스에서 발췌.
84) “‘명품’ 건축가 프랭크 게리 통영 온다.”, 2009년 1월 2일, 정상섭 선임기자, 부산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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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09년 2~3월 중 통영과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이에 통
영시는 대통령과 게리의 면담도 추진했다.85)
(3)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적극적인 윤이상 음악당 설계 의지
2009년 2월 20일, 프랭크 게리와의 두 번째 미팅이 LA 그의 사무실에서 진
행되었다. 당시 J 시장은 게리와 단독 대화를 원하며 통역을 제외한 양측 일
에서 참고.
85) 추가 500억 원의 국비 지원 성사 여부, J 시장은 이것을 결국 대통령의 결심 문제라고 보았
다.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음악당 건립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일 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예술계의 세계적 두 거장이 만나 발현될 문화적 가치는 가히
1,5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표 50> 세계적 건축가들이 최근 설계한 공연장
*표는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
건축가

국적

프랭크 게리*

미국

노먼 포스터*

영국

최근작 중 공연장(준공 연도)
LA 디즈니홀(2003), 아난데일 바드 칼리지 피셔 센터(2003), 시카고 밀
레니엄 파크 야외음악당(2004), 마이애미 뉴월드 심포니 센터(2007)
세이지 게이츠헤드(2004), 카자흐스탄 평화궁전 오페라하우스(2006), 댈
러스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2009)

폴 앙드류

프랑스

상하이 동방예술중심(2004), 베이징 국가대극원(2005)

렘 쿨하스*

네덜란드

포르투 음악당(2005), 달러스 아트센터 극장(2009)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프랑스

룩셈부르커 필하모닉홀(2005), 리우 콘서트홀(2005)

장 누벨*

프랑스

카를로스 오뜨

캐나다

루체른 KKL(2000), 코페하겐 심포니홀(2006), 대만 다이충 오페라하우스
(2008)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1989), 황저우 대극원(2004),

원저우 대극원

(2006), 허난 아트센터(2007),
테네리페 음악당(2003), 발렌시아 예술궁전(2005), 애틀랜타 심포니 센

산티아고
스페인
터(2008)
칼라트라바
자료: “지구촌 공연장도 명품시대”- 2005년 6월 26일 이장직 음악전문 기자, 중앙일보에서 발췌 및 수정.

이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다.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한강의 노들섬 오페라 하우
스 건립 계획을 진행하며 프랭크 게리 및 세계 유명 건축가들과 접촉한 선례가 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음악당 건립에 있어 유명 건축가와의 협업이 이뤄내는 시너지 효과를 그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건립은 비록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아
쉬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통영의 ‘윤이상 음악당’ 설계에 프랭크 게리가 승낙했다는 호재는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대통령은 ‘통영 명예시민’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시절 한강 거북선 나루터에 있는 거북선을 J 시장의 요청에 의해 통영으로 보내준 인연으로 통
영 명예시민으로 추대된 바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여러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협조
도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상황을 타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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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모두를 회의실에서 내보냈다. 시장은 게리에게, ‘통영이라는 도시’, ‘게
리를 선택한 이유’, ‘윤이상에게 고향 통영의 의미’, ‘한국 내 윤이상에
대한 이념 갈등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통영국제음악제를
성공시킨 과정’, ‘윤이상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유족과의 이야기’,
‘음악당 조성이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된 과정’,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통
영시의 노력’ 등 많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러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라고 통
영시의 재정 사정을 진솔하게 얘기했다. 이에 게리는 “저는 현재 그 설계에
매우 관심이 많고 진행할 의지가 확고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설득해보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잠시 후 실무자 간 미팅
이 다시 진행됐다. 게리 사무실 측은 1,500억 원 규모인 윤이상 음악당 사업에
는 참여 불가하다는 뜻을 최종적으로 알렸다. 통영시는 더 이상의 협상을 진
행하지 못한 채 결국 게리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J 시장은 통영에 돌아온 날 밤, 게리는 정작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음
에도 불구하고, 금액 문제로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 그의 화실에서 매우 진솔하게 게리에게 편지를 썼다.
다음날 아침, 통영시청 시장 비서실로 게리 사무실의 전화가 왔다. 한국 시간으
로 내일 아침 10시, 게리가 J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할 테니 시장이 꼭 전화를 받
아달라는 것이다. 2009년 2월 26일, 게리는 J 통영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스터 메이어!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
니다. 통영이라는 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무엇보다 당신과 시민들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금액으로 존경하는 윤이상의
음악당을 내 필생 마지막 역작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건축가 Frank Gehry
이뿐만이 아니었다. 게리는 “통영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아름답기에 과거
빌바오처럼 음악당은 물론 음악당이 들어설 도남동 일대 요트·크루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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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산양스포츠파크 등 주변 관광지도 함께 디자인 해주겠다”고 했다. 특히
하얏트 호텔의 오너가 자신의 친한 친구로, “본인이 음악당을 설계하면 하얏
트 호텔까지 통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그 호텔 역시 자신이 설
계해 통영을 빌바오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
겠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아시아에 자신의 작품이 없으니 통영 프
로젝트는 게리의 아시아 최초 작품이 될 것이라며 “윤이상 음악당을 세계적
인 음악당으로 설계하는데 모든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프랭크 게리 설계의 ‘윤이상 음악당’이 가능해진 순간이었다. 이제 사업비
500억만 추가로 확보하면 ‘윤이상 음악당’은 물론 통영시 도시디자인의 신선
한 변혁을 기대해볼 수 있었다. 통영시는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남동
일대 개발 사업 기반 조성과 국비 500억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우선 1983
년 관광단지지정 이후, 1995년 금호개발이 콘도와 요트계류장을 건립한 것 외에
는 20여 년 동안 특별한 발전이 없었던 도남관광단지 일대를 원활히 개발할 수
있게 할 환경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한다.86) 더불어 2008년 12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윤이상 음악당’ 건립을 국가가 지정하는 건축디자
인 시범사업으로 신청한다. 당시 남해안시대추진단장87)으로서 음악당 프로젝트
의 실무를 책임진 L 통영시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이 과정을 파악하였다.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
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건축가를 지목해 설계를 의뢰하는 수의
계약(隨意契約)은 진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현행 건축법상 1천억 대 규모 사업
의 경우 설계비는 총예산의 5%를 넘을 수 없기에 이 상태로는 프랭크 게리에
게 설계를 맡기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윤이상 음악당’을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신청한 것이
다. 현행법을 따르자면,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과 전체 공사비 가운데 설계비,
감리비 등 건축사의 대가 총액 요율 등의 변경이 요구되었는데, 국가가 지정하
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심의에 통과되어 선정되면 이 모든 것의 변경이 가능
86)“통영시-삼성중 등 컨소시엄사와 투자협약체결”, 2008년 9월 20일, 한산신문 기사 참고.
87) 남해안시대추진단은 통영시가 남해안시대 해양관광과 휴양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부서이다. 그 중 ‘윤이상 음악당’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음악당 건립으로 ‘통영국제
음악제’ 및 윤이상 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킴으로서 통영을 격조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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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식
으로 심의 신청을 한 것이다. 당시 통영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시범사업에 신
청한 시·군 중 마침 통영시가 유일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프랭크 게리의 의욕적인 설계 의지가 소개되자 도남관광지 조성에 국내 유
수의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음악당 건립이 현실화되고 공론화 되면서 ‘윤
이상 음악당’ 건립에 추가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의 발표가 쏟
아졌다. 이는 곧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4) 이념 갈등에 의한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 불허
음악당 건립에 필요한 비용 충원이 한창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와중,
2008년 12월 17일 한 보수단체가 국내 유력 일간지에 윤이상을 폄하하는 문
구를 담은 광고기사를 내었다. 이 광고의 사회적 반향은 매우 커 음악당 건립
을 위한 국비 지원 취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많은 언론과 세간의 분석이
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을 조국으로 삼았던 반역자 윤이상을 기리는 초호화판
음악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주기로 하고, 민족의 은인 박정희 기
념관 건립에는 이미 책정된 예산도 내주지 않기 위하여 악착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명박 정부는,…』
-조선일보,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 52판, A31에 실린 광고
내용 일부 발췌.
광고의 주 내용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이
상 음악당’을 비교 예로 들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영향력이 큰 유력
매체에 실린 광고의 반향은 대단했다. 전국 보수단체 항의 집결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광고가 게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이상 음악당’ 건립은
정당한가?”88)라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했고, 통영시와 통영국제음악재단에는
88) “윤이상은 북한의 문화공작원-1480억 규모 음악당 내년부터 본격 추진....‘윤이상, 김일성 75
회 생일에 노래 바쳐’”, 2008년, 12월 25일, 김성욱 기자, 조갑제닷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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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걸려온 항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야 겨우 간첩 누명을 벗은 윤이상인데 부정적인 광고 글로 인해 음악
당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통영시민들의 여론도 형성됐다.
통영시와 통영지역 예술단체, 윤이상평화재단도 이에 대응했다. 정해룡 前통
영예총회장은 “음악당 건립 국비 지원을 강하게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이것이 다시금 정부를 압박
해 어렵게 성사된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자칫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그러나 “광고 문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박정희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윤이상 음악당’은 비
교해서 설명 한 것이라 윤이상 선생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
지기도 한다. ‘윤이상 음악당’ 건립 반대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는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이상 선생이 조국을 팔아먹은 반역자도 아닌데 굳
이 비유를 들더라도 왜 선생을 선택했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
리가 이 문제를 더 크게 이슈화해서 시끄럽게 할 경우 오히려 음악당 건립에
걸림돌이 될까봐 답답하고 억울해도 예총이 행동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다.
당시 통영시청과 논의해서 ‘윤이상 선생을 반역자’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
치다는 사실을 해당 단체에 정중히 요청했었다”89)고 말했다.
이에 통영시장도 광고가 난 다음 날 통영시의회 정례회 시정보고를 통해 "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보물인 윤이상 선생을 민족의 반역자로 폄하한데 대해
상심이 크다. 동백림 사건을 비롯하여 윤이상 선생께 씌워졌던 오해는 이미
지난 2006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혐의가 모두 풀리
지 않았느냐. 통영시 차원의 단호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했다. 통영시 남해안시대추진팀 담당자 L 공무원은 “통영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해당 단체에 항의 전화를 했는데,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단체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와 더불어 J 시장이 곧장 서울로 올라가 국내 보수언론계의 대표적 논객인 J
대표를 만나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통영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것이 꼭 이념의 문제로 볼 것만은 아닌 언론계 어른으로서
89) “통영시, ‘반역자 윤이상’ 광고 국민행동본부에 항의서한”, 2008년, 12월 24일, 윤성효 기자,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및 정해룡 前통영예총회장과의 연구자 인터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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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문화계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달라며 대승
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통영시와 관계자들은 이 광고의 사회적 반
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통영시와 통영국제음악재단, 또 통영의 많은 시민들은
수년간 공들인 모두의 노력 끝에 음악당 건립이 이제서야 차질 없이 진행되
고 있는데, 정작 ‘윤이상 음악당’ 건립 반대가 주가 되는 내용도 아닌 광고
문안 하나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대단히 우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킬지 몰라 강력하
게 항의하거나 나서지는 못한 채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음악제 개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어왔
다. 통영시와 재단 관계자들은 음악제 운영과 음악당 조성을 위해 중앙 부처
와 관계 부처, 여러 단체, 협회 등을 찾아다니며 승인과 지원을 약속받아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일부 보수단체와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마다 정
부 측 관계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해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많은 어려
움을 겪었다고 한다.
윤이상을 향한 이념 논쟁에 의한 갈등 표출은 최근에도 있어왔다. 2011~2012
년 신숙자 모녀 납북사건(일명 ‘통영의 딸’사건)이 한창 이슈로 떠올랐을 때
일부 보수단체가 통영의 이수자 여사와 딸의 자택 앞에 몰려와 규탄 대회를
열었다.90) 이수자 여사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때는 윤이상 선생의 기일
에 맞춰 처음으로 고향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모처 펜션으로 옮
겨가 제사를 지냈다”며 당시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유족 측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은 일부 보수단체가 통영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윤이상
선생을 상징한 허수아비로 화형식을 벌인 일이었다고 한다.

90) “통영의 딸 울고 있는데… 윤이상 기념사업 말이 되나”, 2011년 10월 15일, 강인범·안준호 기
자, 조선일보., “통영의 두 얼굴, 윤이상 추모제와 규탄대회”, 2011년 11월 4일, 곽래건 기자,
조선일보., “통영서 윤이상 국제음악제 중단 촉구 집회”, 2012년 3월 23일, 강인범 기자, 조선
일보., “윤이상 가족 떠나라-통영서 항의집회”, 2012년 6월 5일, 강인범 기자, 조선일보., “보
수단체, 윤이상 사업 반대·이수자 모녀 추방 촉구”, 2012년 6월 4일, 뉴시스 기사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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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소된 규모의 윤이상 음악당 개관
일부 보수단체의 격렬한 항의가 계속되던 와중, 결국 통영시는 2009년 7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이상 음악당’의 사업비를 그동안 추진해온 1,500억
원 규모에서 2006년 확보한 480억 원 규모로 확정지었다는 발표를 한다.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프랭크 게리 설계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윤이상 음악당’의 명칭도 ‘통영국제음악당’으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결국 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그동안 들여왔던 통영시의 모
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91) 국비 지원의 불가로, 경상남도가 지원을 추진
한 도비 500억 원 지원도 무산되었다. 당초 예상했던 음악당 사업 계획이 변
경되니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을 위해 2,3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2009년 9
월)과 실시협약(2009년 12월) 체결에도 변경이 생겼다. 그동안 벌여왔던 많은
노력이 좌절되었다. 다음은 통영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이유다.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음악당을 건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설계대가기준, 총사업비 조정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
광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예산추가 확보(480억
원→1,500억 원)를 위한 타당성 재검증, 투융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에 2년 정도 소요되며, 당초 계획된 턴키방식(설계, 시공 동일) 발
주를 분리 시공(설계-프랭크게리, 시공-다른 건설업체)으로 변경할
경우 6개월 등 총 2년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더 이상의 지
체로 이 시기를 놓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이미 확보한 480억
원도 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
앙부처 예산의 자치단체 예산지원의 형평성, 연차별 보조금의 예산
집행 관계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 검토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91) “‘윤이상 음악당’ 이념 때문에 ‘윤이상’ 포기-윤이상 음악당->통영국제음악당 ‘윤이상’ 명칭 배
재, 사업비 480억원 확정 ‘원점’, 프랭크 게리 설계 무산”, 2009년 7월 6일. 통영방송.,“윤이상
음악당 ‘반쪽’ 전락 우려-사업비 480억원 확정 ‘원점’, 프랭크게리 설계무산 윤이상 음악당→통
영국제음악당 ‘윤이상’ 명칭 배제”, 2009년 7월 6일, 김상현 기자, 한산신문., “‘윤이상 음악당’
건립 변경 실망스럽다”, 2009년 11월6일, 김종부 전 마산부시장, 경남도민인일보 칼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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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추가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가 목표로 한
음악당 건립사업의 추진방향에 차질이 초래됐다. 사업 규모가 480
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설계비가 22억 원에 불과, 프랭크 게리
의 설계가 어렵게 됐다. 시는 오는 7월 입찰안내서 심의를 시작,
조달청 입찰의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변
경 건축허가 등 절차를 거쳐 2010년 실시설계, 2012년 윤이상 음악
당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92)
또한‘윤이상 음악당’의 명칭이 ‘통영국제음악당’으로 변경되는 이유에
관하여, “세계적인 음악당은 대부분 지역명이나 후원업체의 명을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영국제음악당’으로 명칭변경 신청으로 냈다. 곧 회신
이 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단박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결국 외압에 의해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최
근 우익단체에서 윤이상 선생의 67년 동백림간첩단 사건 연루를 이유로 ‘윤
이상’ 이름을 넣은 음악당 건립 예산 지원에 반대, 아예 명칭이 변경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기자회견을 담당한 L 통영시 공무원은“문화체육관광부
나 기획재정부의 압력은 없었다. 특정외부단체의 압력도 없다. 통영시의 자체
판단이다”라며 재차 부인했다.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문제와 지역 안배 형평성 문제로 음악당을 축소 건
립키로 했다는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내 떨쳐내지 못한
윤이상의 이념 논란에 정부 및 중앙부처가 상당한 부담을 느껴 결국 ‘윤이
상 음악당’ 건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의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곧 관
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온데다 최근 북핵 파문까지
이어지면서 예산 추가지원 및 국가지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이 별다
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우익단체에서는 윤이상이 1967년 동
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이유로 ‘국가예산으로 반역자
92) 출처: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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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리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음악당 건립계획 중단이나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체 예산 152억 원을 들여 이미 충무관광호텔 부지
매입을 완료해 놓은 통영시는 ‘국비 확대지원 방침이 계속 늦어져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음악당 건립계획이 자칫 무산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감추
지 못하고 있다.』93)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추진 중인 ‘윤이상 음악
당’ 건립이 최근 ‘윤이상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예
산 확보와 사업계획 확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중략) 특히 이 같은 방안은
보수단체들이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윤이상이 연루된 사실
을 이유로 “국가예산으로 반역자를 기리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음
악당 건립계획 중단이나 명칭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
석이다. 또한 보수단체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지역 모 일간지에 광고를 내
고 “반역자 윤이상을 기리는 초호화판 음악당을 국민세금으로 지어주기로 하
고…”라며 색깔 공세를 했으며 조갑제닷컴도 지난 1월 ‘애국 운동의 단·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윤이상 기념 음악당 건
립 중지(또는 명칭변경) 요구’를 내세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
되고 있다.』94)
『그러나 열성으로 뛰던 통영시장이 올 7월 들어 말을 바꿨다. 경남도와 중
앙정부의 1,000억 원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포기하는 한편 음악당 이름
에서도 ‘윤이상’을 빼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부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어떤 외부 압력도 없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반역 저지 국민
저항 운동의 사령탑’을 자임하는 ‘국민행동본부’라는 단체는 2008년 12월
17일 ‘좌파를 몰아내라고 뽑았더니’라는 성명을 내어 ‘좌우 동거 정권을
만든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물으며 ‘반역자 윤이상을 기
93) “윤이상 음악당 건립 ‘이상 기류’”, 2009년 6월 2일, 정상섭 선임기자, 부산일보 기사에서 발췌.
94) “통영 윤이상 음악당 색깔론에 '흔들'-보수단체 '반역자' 시비에 규모 축소·명칭 변경 검토”,
2009년 6월 4일, 최현식 기자, 경남도민일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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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초호화판 음악당은 국민세금으로 지어주기로 하고’라 짚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도 올 1월 ‘국가 예산 1,480억 원을 투입하는 건물에 국가반
역자의 이름을 붙일 수 있나’라 물으며 ‘애국 운동의 단, 중, 장기 전략’
행동방안 가운데 하나로 ‘윤이상 기념 음악당 건립 중지(또는 명칭 변경) 요
구’를 제시했다. 우연한 일치인가?』95)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윤이상의 고향에서 ‘윤이상'의 이름을 사용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통영시는 윤이상 음악당에서 통영국제음악당으로
명칭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이념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이후 급속하게 대두된 이념논쟁에서 ‘윤이상'이 중심에 서자 고
향인 통영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점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윤이상 음악당이라는 메리트에 투자를 약속했던 도남관광지 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도남관광지 개발은 삼성중공업 등 컨소시엄과 고
급호텔, 컨벤션센터, 골프장, 콘도 등을 건립하는 2,3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속된 경기침체에 투자처도 자금난에 투자속
도를 조절하겠지만 도남관광지개발은 계속돼야 한다.』96)
『윤이상은 통영과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음악가로 추앙받으면서 통영에는
윤이상 음악당이 세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1,480억 원을 들여 건설
할 것을 추진했지만 윤이상의 정체를 알고 있는 애국 국민들의 반대로 사업
규모는 축소되어 4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합니다. 음악당의 명칭도 당초
에는 ‘윤이상 음악당’을 할 것을 추진했다가 우익인사들의 반발로 ‘통영
국제음악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2013년에 완공시킨다 합니다.』97)
통영시의 공식 발표 이후 그야말로 쏟아진 언론들의 논지는, 이 사태에 대
해 ‘외압에 의해 추가 국비 지원이 무산된 것’으로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에는 2008년 정권교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2008년 한 우익 단체의
95) “이명박 대통령의 윤이상 요리법” - 2009년 7월 10일, 김훤주 기자, 미디어스에서 발췌.
96) “음악당 건립, 원점에서 논의하자”, 2009년 7월 10일, 성병원 편집국장,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97) “전화로 빨갱이 통영시청을 박살냅시다!”, 2011년 11월 22일, 지만원,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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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상 폄하 광고의 사회적 반향, 2009년 다시 불거진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오전 9시 54분)에 의한 남북관계 정색, 일부 보수단체의 강
력한 항의 등이 있었다. 이러한 영향에 정부는 음악당의 추가 예산 확보를 불
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음악당 규모와 시설을
대폭 축소해야만 했다. 음악당 이름에도 결국 ‘윤이상’을 빼야만 했다.
통영시와 통영국제음악재단 관계자는 여러 정부 부처 담당자를 만나 추가
예산 지원 불허를 철회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계속 고집만 부리다가는 확보한 예산마저도
반납시키버리겠다는 압박마저 들어야 했다. 음악당 건립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였다. 결국 통영시는 이미 확보한 480억 원 내에서 음
악당을 건립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중반부터 도남동 3만3000㎡여의 부지에 최종 580여 억의 예산이 투
입된 음악당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업 시작 10년 만에 준공된 음악당은 1,300
석 규모의 메인 공연장 ‘콘서트 홀’과 다목적 공연장 ‘블랙박스’, ‘리허
설룸’ 등을 갖추고 2013년 11월 8일 개관했다. 2014년 3월 ‘통영국제음악
제’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다.
‘윤이상 음악당’ 조성을 위해 지역의 리더로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끌어 온 J 통영시장은, 음악당 공사의 첫 삽을 뜬지 1년 후인 2010년 임기
를 다했다. ‘윤이상 음악당’은 그의 퇴임 후 개관되었다.98)

98) 『통영국제음악당은 시공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진의장 전 통영
시장은 윤이상 음악이 가히 세계적인 만큼 음악당도 세계적인 규모로 세워 통영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완성시킨다는 비전하에 1,500억 원의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서양의 만남’이
라는 주제 속에 음악당의 설계를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사인 프랭크
게리에게 맡기려고 했지만 윤이상 선생의 사상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작은 국
제수준의 음악당을 세우는 데 만족했어야 했다. …통영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라는 문화
적 자산을 갖고 있다. 이제는 너무 이념적인 색깔을 걷어내야 한다. …통영시는 또 세계적인
음악도시로서 발돋움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나 빈약했다. 지난 2004년 뉴욕 필하모니를 초청
했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 미비와 음악당이 없다는 이유로 공연불가를 통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규모는 유럽이나 미국의 국제적인 매머드급 음악당보다는 작지만 외국의 오케스
트라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 - “통영국제음악당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2013
년, 11월 15일, 신정철 부국장, 경남신문 기사에서 발췌.

- 118 -

<그림 14> 통영국제음악당
사진 제공: 통영국제음악재단

한편, 지역에선 음악당 명칭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일어왔다. 이 문
제에 대해 이용민 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재단과 2003년~2009
년 통영시의 입장은 ‘윤이상’이라는 이름을 음악당 공식 명칭에 꼭 넣고
싶었다고 한다. 이 음악당은 윤이상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지어
진 음악당이기 때문에, 그 음악당 안에는 윤이상의 흔적이 어떤 크기와 형태
로든 있어야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우였다.
재단 측은 2010년~2013년까지 음악당 공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음악당
명칭에 ‘윤이상’을 포함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만약 통영시 측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음악당 이름 자체를 ‘국민 공모’ 방식으
로 전 국민을 상대로 오픈해서 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또한 음악당 명칭을 바
꿀 수 없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홀 이름에라도 윤이상의 이름을 붙이자
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이를 테면 가장 큰 홀은 ‘윤이상 홀’, 작은 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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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 홀’과 같은 형태다. 이렇듯 통영국제음악재단 측은 ‘윤이상’의
이름을 어떠한 형태라도 음악당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여러 방법들은
2013년 준공 마지막 순간까지도 통영시에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관철되
지 못했다. 결국 통영시는 큰 홀은 ‘콘서트 홀’, 작은 홀은 ‘블랙박스
홀’로 명명됐다.
“윤이상이 아니었다면 인구 14만의 이 조그만 지역에 이러한 음
악당 건립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꼭 정파의 문제로만 볼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홀 명칭 정도는 의지만 있으면 돌파
할 수 있는 일 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 방법도 제시했
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상처 안 받고 해결할 수 있는 일입
니다. 논란이 되는 게 불편하다해서 지금 지어놓고 홀에 이름 하나
못 달아 주는 정도 같으면... 통영시도, 또한 어떤 형태로도 책임을
져야하는 분들의 의식에 좀 더 당당함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예술기획본부장

<그림 15> 콘서트홀과 블랙박스
사진 제공: 통영국제음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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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이상 기념관 조성 과정
2003년부터 윤이상 음악당 건립이 화두가 되면서 음악당과 함께 윤이상 기
념관 건립 추진도 진행되었다. 통영시는 윤이상과 관련된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도천동 148번지 윤이상 생가 옆 6,745㎡ 부지에 윤이상 기념관 및
공연장 건립 계획을 추진했고, 2009년 3월 19일 ‘도천테마공원(이 논문에서
는 이하 윤이상 기념관으로 통칭)’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그림 16> 윤이상 기념관
자료: 통영국제음악재단

기념관이 들어선 도천동 부지는 홍수가 나면 범란 하는 상습 침수 구역이
었다. 매년 여름이면 침수 문제로 고초를 겪는 불량주거지였기에 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마침 이곳이 윤이상의 생가 터와 가까워 시에서는 이왕이면 이곳에
‘윤이상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기념관 조성 사
업 역시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2003년에 계획을 추진했지만 음악당
건립과 유사한 연유인 윤이상을 둘러싼 이념 논쟁에 6년여의 기간 동안 기본
계획은 수차례 변경됐고, 공사는 시간이 갈수록 미뤄져 통영시의 대표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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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기념관 이름마저도 ‘윤이상’의 이름을 사
용할 수 없어 ‘윤이상 기념관’이 아닌 ‘도천테마공원’이라고 등록되었다.
여러 난관 끝에 윤이상 기념관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통영시
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당초 4천 700㎡ 규모의
공원 면적을 6천437㎡로 늘리고, 공원 관리동을 ‘윤이상 기념관’으로 설계
변경하는 한편 윤이상 선생 유족과 접촉해 친필악보와 첼로 등 420여점의 유
품을 기증받는데 성공했다. 이수자 여사는“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윤이상 선생의 유품 일부가 그가 살아생전 그토록 그리워한 고향에 왔
다”고 전했다. 윤이상 기념관 조성을 완성해 낸 J 통영시장은, 이 기념관 사
업에 있어 가장 큰 한계 요인은 시장이 선출직이고, 국가 예산으로 지어야 한
다는 점으로 꼽았다. 즉, 윤이상 기념관의 경우 그를 둘러싼 이념 논란에 정
부의 승인과 일부 보수적 성향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녹록찮았고,
또한 정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조달청 품목에다가 이를 신청 해놓으면 이후
만약 일률적으로 성냥갑 같은 형태로 지어놔도 그걸 감수해야하는 현실에서,
때로는 차라리 안 짓는 것만 못한 수준의 건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 시장의 역할은,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진 건축
가와 최대한 소통하고 행정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을 지원하여 ‘작품’을 만
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기존에 추진 중이던
윤이상 기념관 설계를 직접 챙겼고, 다행히 훌륭한 건축가 민현식 氏도 만났
다고 한다.
J 통영시장은 건축가를 신뢰했고, 건축가는 이에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화답
했다. ‘윤이상 기념관’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당 해 준공된 전국의 수많은
공공시설물 중 발주기관의 혁신적 노력이 가장 돋보인 건축물에 수여하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 대상(대통령상)’에 선정되는 영예로 결실을 맺었다.
윤이상 기념관을 담당하는 이중도 통영국제음악재단 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
면, 실제 이 기념관의 관람객 중 음악학도 다음으로 많은 집단이 건축학도들
로, 건축 답사의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통영시와 건축가의 원활한
소통과 성실한 노력이 이 기념관을 우수한 건물로 완성시켰다.
훌륭한 외관과 더불어 전시관 콘텐츠 역시 화제가 되었다. 통영시와 윤이상
평화재단은 2009년 4월 정부 승인을 받아 북측으로부터 윤이상의 흉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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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받았다. 당초 국내에서 윤이상 흉상을 제작했었는데 그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었다. J 시장은 2005년 평양 방문 시 보았던 윤이
상의 흉상을 떠올렸다. 북한 만수대 창작소가 제작한 이 흉상은 북한과 독일
의 윤이상을 잘 아는 관계자들로부터 “고뇌에 찬 한 음악가의 모습을 생동
감 있게 잘 표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작품이었다. 곧 한국과 북한의
원활한 문화교류 협상으로 이 흉상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반입 결정을 보류하여 이 흉상은 인천항 세
관창고에 9개월 동안이나 보관만 해놨었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돼 흉상 반입을 허용키로 했을 뿐
최근의 남북관계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99)고 밝히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념관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림 17> 윤이상 흉상과 전시실 내부
자료: 연구자 촬영

윤이상 기념관은 윤이상의 유품 전시를 기반으로 그의 음악적 업적과 음악
가로서의 위상을 소개하는 기념 공간이다. 국내에서는 그의 이념 논란에 정작
99) “北기증 ‘윤이상 흉상’ 정부, 반입 허용키로”, 2010년 3월 4일, 한국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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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 윤이상’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 그렇기에
이 공간은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의미있는 유품들과 전문 자료들을 통해 세
계적 음악가로서의 그의 업적과 위상을 알리는 데 충실하고 있다. 이중도 통
영음악재단 팀장은, “선생님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와 사실만을 근거해 관람
객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윤이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희는 기념관을 방문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며 일체 그 어떤 것
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밝혀진 ‘사실’만을 제공해드릴 뿐 받아들이시는 것
은 관람객 분들의 자유이시죠. 하지만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윤이상 선생
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기념관 설
립의 본 취지를 밝혀주었다.
윤이상 기념관은 현재 전시 기능 외에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을 통
해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 출판기념회, 문화 강연 등을 비정
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역민, 혹은 관람객 대
상의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운영하고 못하고 있다. 통영국제음악
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통영국제음악재단 사무실이 이 공간에 상주하면서
‘통영국제음악제’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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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경리 기념관
1) 통영시와 박경리의 교류 단절
(1) 타 지자체들의 박경리 브랜드 적극 활용 형태
“통영은 나의 문학의 모태요, 나를 문학인으로 키운 고향이다. 영
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100)
“내 문학의 뿌리는 내가 뛰어놀면서 자란 통영 바다입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배
어 있는 통영에서 태어난 데다 민란의 씨받이가 된 진주에서 학교
를 다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101)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은 없다. 고향은 삶의 기초다. 특히 문
학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밑천이다. 통영은 풍광이 좋고
항일사상이 투철한 곳이었다. 작가에게 고향은 더욱 중요하다.102)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1926년 10월 28일~2008년 5월 5일)는 그
누구보다도 고향 통영을 사랑하고 그리워한 문인이다. 하지만 그녀는 통영을
떠난 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다. 「토지」, 「김 약국
의 딸들」, 「파시」 등에 통영을 등장시키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에둘
러 표현했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정작 자신은 오랜 시간 이곳을 찾지 않았다.
박경리는 통영을 떠난 후 1980년부터 2008년 타계할 때까지 강원도 원주에
서 줄곧 생활하였다. 그녀의 원주시 단구동 옛집이 1995년 택지개발지에 포함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집을 사들여 공원부지 조
100) “해와 별과 달도 그 빛을 잃었다”, 2008년, 5월 9일, 원성윤 기자, 피디저널에서 발췌.
101) 2004년 11월 5일 ‘통영시민과의 만남’ 강연회에서.
102) 통영시 공무원 문학회 주관 원주 문학기행 박경리 인터뷰에서(2002년 9월 7일 토지문화관
세미나실), 박경리 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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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결정, ‘토지문학공원’을 개원했다. 선생은 보상비용으로 원주시 흥업
면 매지리에 부지를 구입했고 토지공사는 이 곳에 ‘토지문화관’을 지어 기
증하였다.
위대한 소설가 ‘박경리 브랜드’는 원주시는 물론이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의 대표적 문화예술 자산으로 설정, 박경리 기념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103) ‘토지문학공원’은 2009년 ‘박경리문학공원’
이 되었고, ‘토지길’을 생성했으며,104) ‘박경리 문학비’도 건립이 되었다.
선생의 사후 추모행사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박경리문학공원’은 연
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원주의 핵심 관광 명소이다. 기존에 군사(軍事)
도시이미지가 강했던 원주시로서는 문학인 박경리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이
미지 형성에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다.
「토지」의 주 무대가 된 경남 하동군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평사리 ‘최참
판댁’ 재현은 물론 ‘평사리 문학관’,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
길’ 조성 등 박경리 콘텐츠을 적극 활용해 장소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09
년에는 하동이 소설 「토지」(박경리 作), 「지리산」(이병주 作)의 무대인 점
을 위시해 아예 ‘문학수도 하동’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며 문학기행 명소
만들기에 돌입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 동구청도 박경리가 신혼 초 2년 간 금
곡동에 거주했던 기록을 확인, 이 지역에 그녀가 살았던 집과 유사한 빈집 한
채를 개조해 ‘박경리 북카페’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105) 이렇듯
103) 「강원도는 지난 19일 박경리 선생의 업적과 유산을 지역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 원주시가 추진해 온 박경리 선생 선양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서
월대로→‘박경리로’ 명칭 변경”, 2008년 6월 22일, 김민호 기자, 원주투데이에서 발췌.
104) “원주 토지문화관 입구 ‘박경리 길’ 생긴다”, 2006년, 9월 9일, 이찬호 기자, 중앙일보 참고.
하지만 ‘박경리로’는 평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한 작가가 생전에 고사했다. 선생의 사후
‘토지길’이 마련되었다.
105) “<토지> 박경리 선생이 배다리에서 헌책방 연 사연”, 2012년 11월 15일, 심혜진 기자, 오마
이뉴스 기사에서 참고. 그러나 2012년 12월 14일 한겨례 김영환 기자의 기사 “인천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박경리 북카페’ 무산”, 2012년 12월 26일 중부일보 공영근 기자의 기사 “인천
동구 ‘박경리 북카페’ 조성···구의회 예산 삭감 논란”, 2014년 4월 14일, 인천in.com, 이장열
기자의 기사 “‘박경리 북카페’가 동구에 유령처럼 떠돈다-동구청, 예산전용 용도 변경 후 저층
주거지사업에 끼워넣기” 등의 기사를 참고하면, 인천시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유치
에 북카페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1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배정하고 박경리 유족에
명칭과 작품, 사진 등의 사용 승낙까지 마쳐 예산이 세워지면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들 기사를 참고하면 그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와 합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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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자체들이 ‘박경리’와의 조그만 인연이라도 놓치지 않고 도시마케팅
에 활용하는 것을 볼 때, 박경리 브랜드는 분명 여러 지자체가 탐내는 매력적
인 브랜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통영시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을 대
표하는 대문호, 박경리의 고향’이라는 매력적인 문화 자산을 확보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녀는 대한민국 문인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대중적 인
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작가다.106) 기념사업에 사회·문화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논쟁의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통영시가 ‘박경리 브랜드’ 장소자산
을 장소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면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통영시는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없었다. 박경리가 통영
을 떠난 뒤 대문호가 된 후에도 통영시와 박경리 사이에는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와의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를 기념하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었다. 통영이 박경리의 고향일지라도 작가의 동의
나 협조 없이 시(市)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뿐더러
저작권 문제와 지자체 간의 경쟁 등 예상되는 논란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통
영시 공무원 K 氏에 따르면, “통영시는 과거 1993년 무렵부터 ‘청마 유치
환 출생지’ 문제로 이웃 거제시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양 시(市)
는 2011년 법정 소송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107) 박경리 선생님의 경우는 원주
106) 2004년, 인터넷서점 예스24는 검색포털 엠파스와 함께 ‘한국의 대표작가’ 온라인 투표 행사
를 실시했다. 총 4만 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박경리는 2만 2,320표를 얻어 1위로 선정됐
다. 2위는 1만 889표를 얻은 조정래, 3위는 7,058표를 얻은 이문열이었다. - “네티즌 선정
‘한국의 대표작가’ 박경리”, 한국일보 2004년 7월 24일 기사 참고. “CEO들 ‘한국 대표 소설가
故박경리 선생” - 2009년 9월 24일, 부형권 기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 이렇듯 박경리 선생은
그녀의 생전, 사후 모든 기간을 망라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07)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는 청마 유치환(靑馬 柳致環·1908∼1967)의 출생지를 문제로 1993년
부터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다. 통영시는 청마의 호적부와 1959년 간행된 자서전 ‘구름에 그린
다’ 등에 출생지가 통영으로 기록돼 있으며 청마의 부인도 과거 TV방송에 출연해 “선생의 고
향은 통영”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청마의 출생지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선생의 딸 등 유족들이 모두 출생지를 거제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통영시
가 억지를 부린다”며 “청마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통영 청마문학관의 연보(年譜)를 바로잡는 소
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맞선 바 있다. 현재 양 시(市)는 청마기념관을 제각각 세운 상태다.
거제시는 둔덕면 방하리에 2,850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가를 복원하고 유품전시실과 시비
(詩碑), 청마 동상 등을 갖춘 청마기념관을 2000년 5월 준공했다. 통영시 역시 정량동에 국비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가를 복원하고 문학관과 전시관, 휴게실 등을 갖춘 청마문학관을
2000년 2월 14일 개관했다. - “통영-거제시, 청마 유치환 기념관 제각각 건립”, 2001년 9월
27일, 강정훈 기자, 동아일보 기사 참고.

- 127 -

시와 하동군에서 선생님 브랜드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
리 시가 선생님과의 교류·교감 없이 무리하게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의
도 아닐뿐더러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2) 박경리가 통영을 찾지 않았던 이유: 고향은 ‘상처의 공간’
원주시나 하동군은 박경리의 고향은 아니지만 그녀와의 인연을 통해 매우
귀중한 문화예술 자산을 획득했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다. 하지만 정작 작가의 고향인 통영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박경리’와 교
류조차 갖지 못했는지 여러 자료에 근거해 해석해보았다. 우선 박경리는 그녀
가 그동안 통영을 찾지 않았던 연유에 대해 2004년 통영 강연에서 다음과 같
이 밝힌 한 바 있다.
“왜 이렇게 고향에 늦게 왔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
에 오지 못했던 지난 50년은 생존투쟁의 나날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고료로 생계를 꾸려야했고, 대하소설 「토지」에 매달려 25년
을 바쳤고, 원주에 토지문화회관을 세우고 자리 잡기 10년이 흘렀
습니다.”108)
하지만 이는 작가가 50년이라는 긴 세월 고향을 찾지 않았던 연유라 하기
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한산신문> 김영화 기
자의 2008년 기사와 강제윤 시인의 저서「통영은 맛있다」(2013)를 참고해 그
이유를 제시해보았다. 이를 참고한다면 박경리에게 고향은 어떠한 공간이었는
지, 왜 그토록 오랜 기간 고향을 찾지 않았는지, 그녀의 심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가능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연이라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맥락을 알
지 못한다면 통영의 박경리 기념관 조성 과정에 관한 설명이 되지 않기에 원
문 그대로 옮긴다.109)
108) 2004년 통영시민과의 만남 강연회.
109) 박경리(본명 박금이)는 2008년 타계하였다. 따라서 50년이라는 긴 세월 고향을 찾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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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제윤 시인의 저서 「통영은 맛있다」 원문을 발췌한 내용이다.
『박경리는 1945년 진주여고를 졸업한 뒤 1946년 1월 30일 김행도와 결혼했
다. 하지만 남편 김행도는 한국전쟁 중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사망했
다. 혼자가 된 박경리는 아들딸 둘을 데리고 고향 통영으로 내려왔다. 항남동
오거리 부근에서 수예점을 열었다. 당시 친구들이 수예점을 드나들며 물건을
많이 팔아주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도와준 것이었다고 홍봉연 할머니는
전한다.
그러나 돌아온 고향에서 박경리는 안식을 찾지 못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
을까. 고향은 그녀를 품어주지 못했다. 어느 해 박경리는 쫓기듯 이 통영을 떠
나야 했다. 그 날 이후 박경리는 평생 동안 통영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한다.
… 박경리가 평생 동안 통영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한 그 일은 무
엇이었을까? 혹 그 일 때문에 선생은 50년 동안이나 고향 통영을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삼십대 초반, 박경리는 돌아온 고향 통영에서 충렬초등학교 음
악 선생과 재혼을 했다. 총각 선생은 그녀의 딸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였다. 용
화사 작은 암자에서 정화스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세간의 비난이 쏟아
졌다.
짐작컨대 당시의 총각 선생이란, 더구나 총각 음악 선생이란 지금의 아이돌
고인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들을 방법이 없다. 연구자는 선생의 심정을 공식적으로 출간되고 기
사화 된 자료로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박경리가 고향에서 겪었던 아픈 상처를 구체적으로 다
룬 출간물은 김영화 기자와 강제윤 시인의 자료로 꼽을 수 있다. 연구자는 지역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이 자료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출간물을 원문
그대로 옮겨 박경리가 고향을 찾지 않았던 이유의 근거로 제시한다. 특히 김영화 기자의 2008
년 5월 9일 “내 친구 금이야, 곱디곱던 마음처럼 좋은 날 갔구나-박경리 선생 단짝친구 홍봉연
할머니, 선생 타계 소식에 눈물과 기도” <한산신문> 기사 내용은 면담전기의 대표사례로 선정
되어 교육과학기술부와 김영화 기자의 저작권 협정으로 (주)유웨이중앙교육 2011년도 고등학교
국어(하) 제1단원 삶의 기록에 수록된 바 있다. 또한 이 기사는 박경리 선생의 유족이 참여하는
토지문화재단이 발간한 박경리 추모집 「봄날은 연두에 물들어」에 수록되어 선생의 묘소에 헌사
되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내용이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것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
고 판단, 박경리가 50년간 고향을 찾지 않았던 이유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강제윤 시인의 저서
「통영은 맛있다」 역시 2013년 문광부가 선정한 우수교양도서이자 같은 해 통영시가 통영을 알
린 공로로 시민의 날 통영시장 상을 수여한 우수 도서이다. 따라서 이 역시 박경리가 고향을
찾지 않은 이유에 관한 근거 자료로서 충분히 공신력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제시하였다. 저자는
본인의 자료 역시 김영화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저서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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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은 인기와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처녀도 아닌 애 딸린
과부’가 총각 선생과 결혼을 했으니 무사할 수가 있었겠는가. 온갖 악소문과
질시에 시달렸고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 와중에 불의의 사고로 아
들마저 죽었다. 참척(慘慽)의 슬픔을 당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박경리는 통영을 떠났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영을 찾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그 오랜 세월 고향을 등진 것은 그 일련의 사건 때문이
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 통영에서 그녀는 그 당시
입었던 상처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고향에 돌아
왔고 고향에 묻히길 원했고 고향에 묻혔다. 고향이란 그런 곳이다. 50년 동안
이나 간직한 원망도 설움도 한순간에 녹여 버리는.』110)
다음은 김영화 기자의 2008년 5월 9일 <한산신문> “내 친구 금이야, 곱디
곱던 마음처럼 좋은 날 갔구나-박경리 선생 단짝친구 홍봉연 할머니, 선생 타
계 소식에 눈물과 기도” 기사 내용 원문이다.
『이야기 도중 홍 할머니가 잠시 주춤한다.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통영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는 한데.
기자도 알기는 하지”하고 쳐다본다.
“예. 박경리 선생 재혼 이야기 시죠. 통영을 뜨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니 “하기사,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말을 이어간다.
그렇다. 단짝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통영사람들은 거의가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박경리 선생이 서른을 넘긴 후 충렬초교 음악선생님과 재혼을 했다 헤어진
일이다.
딸이 다니던 학교의 총각 선생이었으니 좁은 통영바닥과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금이가 친구들을 수예점에 모아놓고 진지하게 의논을 했지요. 근데 우리
모두 젊은 나이에 아이 둘 데리고 혼자 살기는 불 보듯 뻔하고, 인생 별 것
아니다. 사랑을 선택하라” 충고했다고 했다.
110) 「통영은 맛있다」, 강제윤, 2013, 생각을 담는 집, p.230-23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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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사 옆 조그마한 암자에서 분홍 한복을 입은 금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정화스님이 주례를 서고 신랑신부가 친구들 앞에서 서약하는 형식으로 진
행되는 예식에서 금이는 “우리의 사랑은 촛불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홍
할머니는 기억했다.
“근데 금이의 말처럼 촛불 같은 사랑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마음의 큰
상처를 안고 통영을 떠나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마저 가슴에 묻어야 하는 슬픔도 겪었다.
이 일로 박경리 선생은 동백꽃이 50번이 더 피고 지는 동안 통영을 돌아보
지 않았다.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다.
“금이가 내 삶이 평탄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 했다는 말처럼 그
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그리고 고단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말하는 위대한
소설가 박경리 보다는 내 친구 금이가 불쌍하다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다”
고 속내를 밝혔다.
이후 홍 할머니는 “금이가 박경리라는 필명으로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길을 걷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혹시 싫어할까 봐 연락을 못했다.
하지만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파시 등에서는 통영이 있었고, 금이의 굳
은 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다시 만난 건 사위 김지하 시인이 1970년대 초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홍 할머니가 원주로 찾아가면서였다.
“초등학교 시절 자립심 강한 금이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간 날도 마당에 나무를 심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 굳은 그 정신
그대로 살아 있구나”하며 손을 잡았다고 한다.
그때 금이가 “토영111) 친구들이니 얘기한다. 우리가 3대째 왜 이래야만 하
는가. 하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고, 친구들 역시 “글도 쓰고, 확고
한 정신도 있고 하니 됐다. 좋은날이 곧 오겠다”고 위로했다.
“이후 금이는 토지 집필에 몰두했고, 우리도 생활에 몰두 서로 못 만났다.
지난 94년 토지 5부 완결판이 끝나고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초청 강연회가
열린 날 금이가 박경리라는 이름으로 50여 년 만에 통영땅을 밟았다. 그 소식
111) 통영 지역에서는 ‘통영’을 ‘토영’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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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112)
연구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선생의 타계 당시 통영시의 ‘박경리장례집
행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박경리 선생의 장례식과 추모식을 준비한 정해룡
前통영예총 회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그 시대는 통영이 지금보다 훨씬 좁고 보수적이었던 시절 아니
가. 남편과 자식을 잃은 불행을 모두 선생님의 탓으로 돌린 사람들
이 일부 있었는거라. 잔인한 사람들이지. 가득이나 자존심이 세신
선생님인데, 갓 서른 남짓했던 여성이 받았을 상처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나. 그게 천추의 한이 되셨는가 싶다. 선생님이 통영을
떠나시는 밤, 원문고개를 지나실 때까지 엉엉 울면서 가셨다고 하
더라. 그런데 그런 고향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으셨겠나. 50년이
뭐꼬. 평생 통영을 찾지 않으실 만하지….”
-정해룡 前통영예총 회장
박경리가 고향에 대해 아픈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다
음 강제윤 시인과 문학인 김정자 교수의 글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박경리가 태어난 뒤 아버지(박수영)는 젊은 여자 ‘기봉이네’와 딴살림을
차려 나갔고 어린 박경리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적삼 하나만
갈아입어도 서문안 고개가 환해졌다”고 할 정도로 고왔다. 아버지는 새터(지
금의 서호시장 일대)에서 차부를 운영했다. 통영에 하나뿐인 화물차 차부. 아버
지는 통영에서 생선을 실어 진주로 보내면 진주에서는 과일을 싣고 오던 화물
차의 차주였다. 차부에는 살림집이 딸려 있었고 아버지는 거기서 ‘기봉이네’
와 딴 살림을 살았던 것이다. 그 덕에 박경리는 일찍부터 상처를 먹고 자랐다.
박경리 스스로 그 시절의 경험이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였다고 말한
112) “내 친구 금이야, 곱디곱던 마음처럼 좋은 날 갔구나-박경리 선생 단짝친구 홍봉연 할머니,
선생 타계 소식에 눈물과 기도”, 2008년 5월 9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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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경멸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런 극단적
인 감정 속에서 고독을 만들었고 책과 더불어 공상의 세계를 쌓았다.” 소설
쓰기는 어쩌면 어린 시절 입은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113)
『…박경리의 부모님은 일찍 이혼을 하였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리셨다.
어머니는 세속적이며 생활력이 강한 여인이었고, 그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에서 강한 저항감과 동시에 홀로 남은 어려움에 대한 연민의 정을 동시에 느
꼈다고 했다. 열여덟에 자신을 낳고 가출한 아버지를 미워하며 곧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그녀의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114)
박경리의 딸 김영주 토지문화관장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부모의 이혼,
6·25 전쟁 중 남편의 죽음, 어린 아들의 돌연사, 사위 김지하의 투옥, 유신시
대의 핍박…. 촌부로 늙고 싶었던 박경리는 늘 위험을 껴안고 살아야 했다.
그런 어머니는 ‘꾹꾹 누르고 있다가 해를 넘기는 날 한 번씩 창자가 끊어지
듯이 우셨다’”고 회상하며 어머니의 심경을 소회한 바 있다.115) 이러한 박
경리의 심경은 그의 시「사마천」116)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해방 이후, 일부 고향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예술인은 비단 박경리 혼
자만은 아닌 것 같다. 청마 유치환도 그의 시 「향수」117)에서 일부 고향 사
113) 「통영은 맛있다」, 강제윤, 2013, 생각을 담는 집, p.231-232에서 발췌.
114) “박경리의 생애, 그리고 통영”, 김정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2011년, 「통영문학」 제30호,
p.270에서 발췌.
115) 「MBC 스페셜-내 어머니 박경리」, 2010년 7월 2일, MBC 방송.
116) 「사마천」 -박경리
『…천형(天刑)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肉體)를 거세(去勢) 당하고
인생(人生)을 거세(去勢) 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眞實)을
기록(記錄)하려 했는가』
- 통영시 ‘항남1번가’ 입구에는 박경리의 이 「사마천」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117) 「향수」 -유치환
『…고향사람들 나의 꿈을 비웃고
내 그를 증오하야 페리같이 버리었나니
어찌 내 마음 독사같이 못하야
그 불신한 미소와 인사를 꽃같이 그리는고.
오오 나의 고향은 머언 남쪽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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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에 아파하는 심정과 그럼에도 차마 고향을 버리지 못하
고 그리워하고 사랑한 비감(悲感)을 작품에 녹여내었다. 이 외에도 한국 나전
칠기의 거장 일사 김봉룡 선생(1902-1994,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도
일부 고향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이곳을 떠났고 1968년부터 줄곧 원주시에
서 정착하였다. 통영 출신 위대한 예술가들이 고향에서 받은 깊은 상처에 힘
겨워,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적잖이 발생한데에 대해 김일
룡 통영문화원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모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지방 특유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통영은 조선시대 통제영의 영향으로 선조들의 진취
적이고 창의적인 기질이 후손 대대로 전해져 내려 온 고장입니다. 이
순신과 12공방 장인들의 후예들 아닙니까. 세병관을 통해 자랑스러
운 역사와 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일상에서 접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또 섬세한 음식 문화를 경험한 데에 기인해 이 좁은 땅에서
후대 이렇게 많은 예술가가 탄생하였습니다. 풍부한 문화적 환경에
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수없이 배출되었죠.
그러나 통영은 지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작은 사회이고 어촌 지방 특유의 즉흥적이고 거친 정서도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과 통영 사람 특유의 기질 영향에 만
약 갈등이 생길 경우 때로는 상대방에게 필요이상으로 과격할 때가
있어요. 가뜩이나 섬세한 정서를 타고난 예술가들이, 더군다나 동네
에서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받았을 상처의 정도는 매우 깊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고향을 떠나시게 된 예술인분들이 비단
한 두 분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 후손들이
진지하게 과거를 돌아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
습니다. 고향의 많은 예술인 선배님들의 업적으로 우리가 관광도
시·문화도시가 됐고, 지금 저희들이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

반짝이는 물결 아득히 수평에 조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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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우리 후배들이 혹시나 선배님들 모시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예우를 갖춰 진정성 있게 사과드려야죠.”
-김일룡 통영문화원장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보수적인 시대 지방 소도시의 폐쇄적이고 가부
장적인 사회에서 일부 고향 사람들이 박경리에게 가혹한 언사를 가했고, 이것
은 한 여성의 삶에 정신적·감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혹한 언사의 정도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50년 간 한 번도 찾지
않을 만큼의 크기였을 것이다. 이렇듯 박경리에게 통영은 아버지의 외도, 어
머니에 대한 연민, 자신이 겪은 일련의 가슴 아픈 사건들 모두를 한꺼번에 겪
은 장소이다.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도 이러한 아픈 기억은 다시는 그곳을 찾
고 싶지 않은 강력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녀가 겪
은 마음의 상처는 고향을 다시 찾는 데에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이다.
J 통영시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박경리 선생과 처음 만난 날(1980년 대
초) 왜 통영에 오지 않으시냐고 물었을 때, “나의 딸 영주가 말하기를 엄마
가 돌아가시게 되면 엄마의 모든 것이 통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해요”라는
간접 화법으로 살아생전에는 통영에 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셨다고 한다.
그녀 마음 속 응어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
처가 작가와 고향 사이 50년이라는 긴 공백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박경리에게 고향은 가슴 아픈 장소, 돌아가기 싫은 장소이었지만, 한편 그
립고 애절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상처의 공간(traumatic
place)’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상처의 공간’은 고향에 대한 박경리의 심리
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 논문에서 처음 제시한다. 이는 장소심리학에서 다루
는 ‘토포포비아(topophobia, 장소 공포감)’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박경리
의 경우 고향을 대하는 감정이 ‘토포포비아’처럼 극도의 거부감과 공포감
이라기보다는 깊은 애정과 상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 본인은 고향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작품과 인터뷰
등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그리고 통영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
심을 자주 내 비친 것으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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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영시와 박경리의 교류 시작
(1) 박경리의 50년 만의 고향 방문 성사의 배경
2004년 11월 4일, 박경리는 통영을 떠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
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작가로 꼽히는 박씨가 50년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문단에서 꼽는 몇 개의 미스터리 중 하나다.”118),
“고향 통영에 대한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겠느냐고 고향 사람들은 섭섭해 했
지만 그는 좀처럼 통영 땅을 밟기 않았다.”119)라고 언론에 소개될 만큼, 박
경리와 고향 간 교류가 없다는 사실은 문학계에서 유명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50년 만의 귀향’은 한국 문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그녀의 반세기 만의 귀향은 공중파 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유수
의 언론에서 기사로 다뤘다.
고향을 찾지 않던 박경리가 50년 만에 통영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
가? 그 연유에 관해 당시 언론과 지역의 인사들은 통영시의 노력, 특히 당시 J
통영시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120)121)122)123)124)
118) “박경리의 귀향”, 2004년 11월 5일, 임순만 논설위원, 국민일보 기사에서 참고.
119) 「통영문학」, 2011년 제 30호, 김정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p.292에서 발췌.
120) 『일찍 결혼해 인천 서울 원주에서 산 박 씨는 평생 통영 바다를 그리워하면서도 생전 통
영에 가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었다. 토머스 울프의 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에서처럼 더 큰 세상을 찾아 나섰던 작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향과 불화(不和)했다. 박
씨와 고향을 화해시킨 사람이 진 시장이다.』 - “[황호택칼럼] 統營바다가 낳은 문화예술”,
2007년 8월 3일, 황호택 수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
121) 『이번 방문은 수필가이자 화가인 진 시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진 시장이 직접 승
용차를 타고 강원 원주의 토지문화관까지 가서 박 씨와 동행할 예정이다.』 - “소설가 박경리
50년 만에 귀향”, 2004년 10월 28일, 한국일보 기사에서 발췌.
122) 『박 선생의 이번 고향 방문은 진의장 통영시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진시장은 국세청
근무시절 자신이 직접 그린 통영지도 그림을 선사한 것이 계기가 돼 그동안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 “50년 만에 고향 찾은 박경리”, 2004년 11월 5일, 이성훈 기자, 부산일
보 기사에서 발췌.
123)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78)씨가 50여년 만에 고향인 통영을 방문했다. 강원도 원주
에서 생활하는 박 씨는 진의장 통영시장의 초청으로 4일 통영에 도착, 5일에는 통영시민문화
회관 대극장에서 시민과의 만남을 갖고 인생과 문학관, 생명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 “박경
리의 귀향”, 2004년 11월 5일, 임순만 논설위원, 국민일보 기사에서 발췌.
124) 『경남 통영시의 진의장 시장은 17일 하루를 도로에서 보냈다. 오전에 통영을 출발해 강원
원주시 토지문화관에서 원로 작가 박경리 씨를 자동차에 태우고 이날 저녁 서울에서 열린 ‘예
향(藝鄕) 통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모셔갔다. 진 시장은 한동안 고향 통영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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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 역시 2005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황호택 기자와의 「신동아」 인터
뷰에서 자신이 50년 만에 마음을 열게 된 계기는 J 시장과의 인연 때문이라
고 직접 밝혔다.125)
현재 통영에는 박경리의 묘소와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다. 박경리는 2004년
첫 방문에 이어 이후 2번이나 더 고향을 찾았다. 살아생전 고향 방문의 뜻이
없었던 박경리가 어떤 연유로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기념관과 묘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성되었는지 그 전개 과정을 당시 J 통영시장과의 인터뷰와 관
련 자료들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 또한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통영시에
박경리의 기념공간이 들어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에 밝힌다. 지역의 예
술인 기념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볼 때, 작가의 고향이라고해서 모두 작가와
좋은 인연의 공간이 아닐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통영시가 50년간 일체 교류
가 없었던 박경리의 묘소를 모시고 기념관을 조성하며 콘텐츠들도 확보할 때
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또 작가를 대하는 지역 리더와 시민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는 밝혀보는 것은 관련 장소 마케팅 연구에서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1980년 초 J 시장은 서울에서 공직생활 중 고향이 그리워 수채화로 통영
을 그린 적 있다. 세병관, 미륵산, 여황산, 통영항 등을 종이 한 장안에 다 그
려 넣어 약간의 채색 후 액자에 넣어두었다. 이 그림은 향후 다음과 같은 사
연으로 박경리에게 전달된다. 당시 한양대 미대 여운 교수는 박경리 선생이
대학신문에 글을 써주신데 대해 담당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원주로 갔
다. 이때가 선생이 토지 3부를 집필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선생이 고향 통영
의 이야기 끝에 “통영 바다가 보고 싶다”며 혼잣말을 하시는 걸 들었다. 여
운 교수는 원주에서 가까운 속초나 강릉에 가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여쭈었다

지 않던 박 씨를 지난해 두 차례 초청해 큰 주목을 받았다.』 - “지자체 마케팅 최고 브랜드는
문인(文人)”, 2006년 1월 26일, 권기태 기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발췌.
125) 『황호택 기자: 2004년 가을 50년 만에 고향 통영에 갔더군요. 대작가가 되어 금의환향한 감
회가 어땠는지요. 박경리: 금의환향은 무슨…. 몇 해 전에도 통영시에 준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안 가 버렸어요. 진의장 시장을 안지가 30년 됩니다. 하동세무서장으로 있을 때 처음 만났어요.
사람이 관료 같지 않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는데 관료 중에 그런 사람이 드물죠. 고향
사랑이 대단한 분이죠. 통영시가 지금까지 개발 위주로 행정을 폈기 때문에 진 시장은 복원하겠
다고 하더군요.』 -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껴안지 않았다.” 2005년
1월,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동아」 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p.235-236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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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영 바다라고 했지, 그저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라는 대
답을 듣는다.
이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J 시장에게 일전에 보았던 그 통영 수채화를 내
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그림이 박경리에게 전달됐고, 선생은 매우 마음에
들어하셨다고 한다. 박경리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며 J
시장에게 여러 번 전갈을 보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말씀은 드렸지만 사
정이 여의치 않아 끝내 선생을 만나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하동으로 전근을
가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박경리가 J 시장을 만나러 원주에서 하동으로 직접 내려왔
다. 원주에 오라고 몇 번 전갈을 해도 오지 않으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
금해서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날이 「토지」의 무대가 됐던 하동에 처음 들
르는 것이라 했다. 그녀는 그 방대한 대하소설을 지도와 자료만 가지고 쓴 것
이다. J 시장은 박경리에게 “왜 통영에 오시지 않느냐”고 물었다. 선생은 토
마스 울프의 소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You can’t go Home
again)」를 말씀하시며 “살아생전에는 통영에 들르시지 않겠다”하셨다. J 시
장은 더 이상 선생께 묻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대화 도중 우연히 선생과 진
시장의 큰 누님이 진주여고 한 해 선후배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선생은 “J 시장의 누님은 제 인생의 표상이었어요”라고
하시며 그렇게 반가워 하셨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선생과는 절친하게 되었다.
그는 선생을 통영으로 모시고 오기 위한 고민을 늘 해왔다고 한다. 그 전략
은 선생께 통영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었다. 만나면 통영 음식
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선생은 우리 민족의 제일 위대한 인물로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내세웠다)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한 번도 통영으로
내려가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다. 마음을 풀어 드리지 않는 한 움직일 분이
아니시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더불어 자신은 토마스 울프와는 달리 고향으로
내려가서 통영의 아름다운 풍광과 위대한 역사 그리고 통영의 빛나는 문화예
술을 살리는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통영시
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말리실 줄 알았더니 크게 격려를 해주셨는
데 계속 낙방을 하는 바람에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다. 당신도 “아직은 통영
에 갈 때가 아니구나…”라는 의중도 내비치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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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2003년 세 번째 도전에서 당선되었고, 당선 된 날 가장 먼저 선생께 전
화를 드렸다. “통영시장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당신의 아들이 시
장에 당선된 듯 기뻐해주셨다고 한다. J 시장은 선생의 목소리에서 ‘통영에 대
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시는구나. 이제 오시라 하면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다. 바로 “선생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고향 통영은 항상 선생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요청 드렸고 선생 역시 그 자리에서 승낙
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박경리는 반세기 만에 고향 통영에 돌아왔다.』126)
(2) 통영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박경리의 화답
박경리가 고향에 온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통영시청으로 문의가 쏟아졌다.
선생님의 일정과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강연장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시민
들과의 만남을 늘려줄 수 있는지 등 통영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J 시장은
“박경리의 50년 만의 귀향은 시장이 주선을 하였지만, 이후 환영 준비는 통
영시민들이 알아서 다 준비하셨다”고 밝힐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였던 행사였다.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의 문학인들도 뜻 깊은 행사에 함께
하고 싶다며 많은 문의를 해왔다.
2004년 11월 4일 박경리가 원주에서 통영으로 출발하는 날, J 시장은 통영
원주 토지문화관에 가서 선생을 직접 모셔왔다. 통영시민들 역시 박경리가 통
영을 떠날 당시 눈물을 흘리며 지나갔다던 원문고개(통영 초입)에 차가 진입하
는 순간, 열렬한 환영 인사를 건넸다. 한국 문단의 거목이 된 박경리를 맞이하
는 고향 사람들은 시내 진입 관문부터 시내 곳곳에 이르기까지 환영의 플래카
드를 가득 내걸었다. 박경리가 졸업한 통영초등학교의 재학생들은 “박경리
선배님을 환영합니다!”라고 썼고, 후배 문인들 역시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
경합니다!”, “영원한 토지의 어머니 박경리 선생님” 등 존경을 표했다. J
통영시장은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라는 단 세 마디로 오랜 기다림을
전했다.127) 수많은 통영시민들이 박경리가 지나는 동선마다 환영의 마음을 표
126) 「바다의 땅 멈추지 않는 나의 꿈」, 진의장(2014), pp.147-148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과 J 시
장과의 연구자 직접 인터뷰 내용 종합.
127) “50년 만에 고향 찾은 박경리 선생”, 2004년 11월 5일, 오미환 기자, 한국일보 기사 및 「통
영문학」, 2011년 제30호, 김정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p.29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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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현수막과 피켓을 무수히 내걸었다.
실제 박경리는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 날의 환대를 회상하며 “통영에서
어시장에 들렀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악수를 청해요. 너무 신기해 작가인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128)라고 놀라움을
표현한 바 있다. 박경리의 50년 만에 고향 방문이 성사된 이 날은 지역의 문화
예술계 후배들 뿐 아니라 시장의 상인, 주부, 학생들 등 전 통영시민들이 열렬한
환대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한, 통영의 문화예술계 역사적인 날로 기억된다.

<그림 18> 박경리의 50년 만의 통영 방문
사진 출처: 연합뉴스

‘통영시민과의 만남’ 강연이 펼쳐진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강당 역시 통영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성황을 이루었다. J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박경리가 입
장하는 순간 통영오광대 중요무형문화재 김홍종 선생의 트럼펫 연주가 울렸고
대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그녀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며 가곡 ‘고향 생
각’을 합창했다. 모두가 선생을 정중히 맞이했다. 고향 사람들의 합창에 선생
은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숙연해 하셨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J 시장은
“선생님이 고향에 내려오기 전날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하
며 박경리를 소개했다. 그녀는 3년 전 허리를 다쳐 몸이 좋지는 않지만 앉아
128)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껴안지 않았다.”, 2005년 1월,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동아」 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기사 p.24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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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30분간 마이크 앞에 서서 강연을 진행했다. 시
민들은 강연이 끝난 후 또다시 전원 기립하여 선생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
동안 그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마음을 열렬한 환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9> 통영시민과의 만남(2004년 11월 5일)
사진 제공: 통영시

박경리는 그동안 고향에 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아무리 그래도 그 사
이 왜 한 번도 못 왔냐고 물으시면, 변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질 탓도 있
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방 안에만 있는 ‘구멍지기’라고 어머니한테 야단맞곤
했지요. 결혼 때도 이웃에서 이 집에 처녀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할 정도였으니
까요. 수줍음이 많아서 지금도 낯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잘 나고 도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워낙 그래요”129)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서운했을 수 있
었던 마음은 일체 표현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고향 사람들의 환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 강연은 당시 마산 MBC에서 TV 생중계하였는데, 객석의
많은 여성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전파를 탔다. 강연 현장에 있던
129) “50년 만에 고향 찾은 박경리 선생”, 2004년 11월 5일, 오미환 기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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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는 기사 말미를 “박 선생은 이날 고령에도 불구하고 30여 분간 내내
마이크 앞에 서서 ‘시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
하게 했다”130)라고 표현했다. 나남 출판사 조상호 대표는 2005년 「신동아」
기사에서 선생의 50년 만의 귀향을 ‘고향과의 화해’라고 표현131)하며 당시
현장의 감동을 전했다. 그는 통영 출신은 아니지만 선생님과의 오랜 친분으로
여러 사정을 알고 있음에 그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고 한다. 박경리와 고향 사람들의 ‘50년 만의 만남’은 모두의 가슴이 뭉클
해지는 시간이었다. 박경리 장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정해룡 前통영예총 회
장은 이 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야말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들 말은 못해도,
고향후배들로서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빚진 마음, 사죄하는 마음,
모두가 가슴 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통영
사람들 기질이 화끈할 땐 또 말도 못하게 화끈합니다. 관(官)에서
시킨다고 절대 그리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사를 준비한 시민들의
열정과 진심어린 환영에 선생님의 상처가 한 술이라도 덜어지셨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향후 선생님이 기념관 건
립을 허락하시고, 또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
음이 한결 편안해지신 것도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의 50년
만의 귀향은 통영 문화예술계에 큰 획을 그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룡 前통영예총 회장
박경리와 시민들 간 ‘화해의 의식’이 성황리에 마쳤고, 그녀는 세병관 일
대와 어시장 등 통영 시내를 둘러보며 3박 4일간의 통영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경리는 이후 통영에 두 번 더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은 2005년 11월 16
일 중앙동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한강 거북선 통영 입항식’날 이다.132) 한
130) “고향의 향수가 내 작품의 자양분”, 2004년 11월 6일, 이성훈 기자, 부산일보 기사에서 발췌.
131)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껴안지 않았다.”, 2005년 1월,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동아」 황호택 기자가 만난 사람, p.236에서 발췌.
132) 2005년 3월 J 시장은 당시 서울시장에게 서울 동부이촌동 거북선 나루터에 있는 거북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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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거북선 나루터의 거북선이 통영에 들어오기까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133) 하지만 모두 잘 해결되어 2005년 3월
이후 8개월 만에 통영으로 오게 되었다. J 시장은 이 소식을 평소 이순신을
존경해온 박경리에게 전했다. 그녀는 “이순신 장군께서 살아 통영으로 오시
는 것 같다”며 기뻐했고 현장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거북선 입항식
행사가 끝난 다음날 박경리는 시장을 불러 이순신 장군의 추모 기념사업에
써 달라며 통영시에 거액을 희사했다. J 시장은 이것을 (재)한산대첩기념사업
회에 전액 전달했고, 이는 통영 문화마당에 새롭게 건조한 또 하나의 거북선
건조기금으로 사용되었다.
박경리의 세 번째 방문은 그녀의 마지막 고향 방문이 되었다. 2007년 12월
14일, 김영주 토지문화관장, 소설가 박완서, 그리고 외손자들과 함께 생일을
즈음하여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다. 그녀의 마지막 고향 방문은 통영시의 박경
리 기념사업 추진과 기념공간 조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 박경리는 평소 J 시
장에게 자신의 기념관 건립은 사후에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마지막 방문
에서 당신 생전에 기념관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기념관에 전시
될 자신의 물품들을 기증하며 통영이 박경리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배려해주었다.

3) 통영시의 박경리 기념사업 시작
(1) 박경리 묘소 유치 및 기념관 건립 추진
통영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J 시장은 ‘거북선이 연고가 없는 한강에 있을 것이 아니라 통
영에 와야 한다. 통영에 와야 빛이 날 것이다’라는 심경을 서울시장에게 표현했고, 그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133) 한강 거북선을 통영에 가져오는 일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우선 대한민국 합동 참모
본부의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 행주대교 아래에 있는 수중보에 거북선이 걸리면 거북선이 두
동강 날수 있고, 행여 한강 하류 모래 산적 지역에 거북선이 박히면 빼낼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거북선이 통영으로 오려면 임진강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UN사 소관으로 북한의 동의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들이
있었다. 특히 북한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러한 연유로 6.25 이후 단 한 척
의 배도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었다. 또한 동부 이촌동 주민들의 반대도 심했다. 오
랜 시간 거북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니 주민들이 많이 서운해 하였
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잘 해결되어 한강 거북선은 통영으로 무사히 입항했다. - J
통영시장과의 인터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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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경리의 유언 및 유품
2004년 박경리의 ‘50년 만의 고향 방문’은 통영시가 박경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통성과 명분을 획득하였음을 알린 첫 신호가 되었다. 박
경리 기념사업의 경우 박경리와 고향 간에 긴 공백이 있었지만 고향에서 받
은 심리적 상처가 해소된 후 작가와 고향 간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이후 추진하는 기념사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통영시는 우선 박경리가 나고 자란 명정동 ‘뚝지먼당’134) 생가터를 복원
하고 그 주변에 기념관을 만들어 박경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소설
「김 약국의 딸들」의 무대인 간창골 복원 사업도 계획했다. 특히 생가 주변
인 현재 명정동 일대는 박경리의 마지막 고향 방문 당시 김영주 관장과 외손
자들과 함께 둘러보고는 매우 좋아하셨던 곳이다. 하지만 당시 이 업무를 담
당한 공무원과 여러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주택 밀집 지역인 명정동과
간창골 일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턱없이 높은 보상가 요구에
이 프로젝트는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박경리 기념관과 묘소는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해 있다. 다음은 이들
공간이 조성된 과정에 관해 J 통영시장과의 인터뷰 및 그의 저서, 그리고 관
련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다.
『박경리의 첫 고향 방문이 있은 후, 통영시 차원에서, 선생이 통영에 내려
오실 때 지내실 작업실 겸 댁을 마련하고자 했다. 부지는 시내 외곽인 산양읍
양지농장 안에 있는 곳으로, 예부터 ‘노루와 사슴이 놀다 간다’는 조용하고
좋은 땅이다. 그 곳에 선생이 고향에 오시면 편히 쉬다 가실 수 있는 집을 지
어 드리고 싶었다. 설계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원주 토지문화관 선
생의 사택을 설계한 건축가 류춘수 氏에게 부탁했다. 선생께서도 그의 칭찬을
많이 하셨고, 평소 화려함보다는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오신 선생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건축가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J 시장에게 “선생님을 만나
고 오는 길인데, 선생님께서 기념관 설계도 같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134) 『삼도의 수군통제사들 중 으뜸이 되는 원수의 깃발을 모신 사당을 ‘뚝사’라 하는데, ‘뚝지’는
‘뚝사’, ‘먼당’은 ‘고개’의 사투리다.』 - 서울신문, 2008년 5월 22일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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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리의 뜻을 전했다. 평소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기념관을 짓지 말라고 하신
선생이셨지만 여기에는 통영시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기념관 건립은 국
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저를 짓는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돌아가실 때
가 임박했음을 스스로 아시고는 통영시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저
와 함께 기념관 설계를 같이해도 좋다는 배려를 해 주신 것이다.
2007년 12월 14일, 선생이 통영에 내려오셨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전
에 J 시장이 말한 ‘사저와 기념관을 지을 땅’을 한 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
선생과 김영주 관장, 외손자 모두를 모시고 양지농원 내 이 땅을 직접 보여
드렸다. 선생은 이곳을 보시고는 “참 좋은 곳이야. 참 좋은 곳이야”라고 기
뻐하시며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다. 마침 그날은 양지농원의 창업자 정창훈
변호사 내외와 아들 정대곤 양지농원 대표 내외가 모두 함께 와 계셨다. 정창
훈 변호사는 박경리 선생의 통영초등학교 5년 선배로 양 가족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날 그곳 양지펜션에서 일행이 편히 묵으시도록 배려했다.
시장은 당시 이 방문이 선생이 폐암 선고를 받으신 후 몸이 많이 쇠약해지
신 상태에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암에 대한 일
체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그저 ‘통영에 집을 지어드리면 건강이 회복되신
후 자주 오시겠지’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번 방문은 당신 스스로 마지
막 귀향임을 각오하고 오셨던 것이다.』135)
마지막 통영 방문 이후, 해를 넘긴 2008년 4월, 선생은 갑작스레 뇌졸중으
로 쓰러져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136) 의식이 불명했
다. 박경리의 병색이 짙다는 뉴스가 전국에 났다. 통영시민들은 “통영이 낳
은 현대문학의 거장 박경리, 선생님 이름 하나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꼭 다시 일어나시리라 믿습니다”137)라는 문구의 거대한 현수막을
문화마당에 설치하며 선생의 쾌유를 빌었다.
5월,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 김영주 토지문화관장은 통영시장에게 다급히
전화하였다. 곧 어머님 장례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의식이 없으셔서 당신이 어
135) 「바다의 땅 멈추지 않는 나의 꿈」, 진의장(2014), 본문 pp.152-160에서 발췌한 내용과 J 시
장과의 연구자 직접 인터뷰 내용 종합.
136) “‘토지’ 박경리, 뇌졸중으로 위독”, 2008년 4월 24일, 김원철 기자, 국민일보 기사 참고.
137) “박경리 선생 ‘3대 보물’ 통영에 희사-81번째 생일 소장품 3상자 전달”, 2008년 5월 2일 김
영화 기자,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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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 묻히고 싶으신지 유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머님과 J 시장이 절친
하시니 혹시 무언가 말씀이 있으셨냐고 물었다. 시장은 단호히 “통영에 묻히
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김영
주 관장 역시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평소 선생께서 고향 땅에 묻히시고
싶다는 의중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다만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선생이 돌아가시기 1년 전, 동아일보 황호
택 칼럼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박경리(81) 씨가 얼마 전 원주 토지문화관을 찾은 J 통영시장에게 “죽으
면 통영 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통영에는 박경리
기념관이 세워진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마을에는 ‘토지’의 무대 최
참판댁이 관광객을 끌고 있다. ‘토지’의 산실(産室) 원주에는 토지문화관이
있다. 그러나 정작 작가의 고향이고 ‘김약국의 딸들’의 무대인 통영에는 작
가를 기념할 건물 하나 없는 것이 통영 사람들의 아쉬움이었다.』138)
J 시장에게는 김영주 관장에게 선생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
음은 박경리가 J 시장에게 유언을 남긴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박경리는 2004년 첫 고향 방문 후 그해 12월 J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이 바쁘시더라도 원주에 다녀가세요.” 당시가 겨울
이라 시장은 “마침 집사람이 통영 누비이불을 준비해서 선생님께 새해 인사
올리려갑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라고 말씀드렸다. “내
가 J 시장한테 직접 할 얘기가 있어요. J 시장이 꼭 올라오세요!” 매우 단호하
셨다. 늘 양보하시고 간접적으로 은근히 말씀하시는 성정이신데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였다. 시장은 연말
시정 업무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2005년 1월 5일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원주로 올라갔다. 찾으신 연유를 여쭈었다. “J 시장한테 유언을 하고 싶어 불
렀어요.” “오래 오래 사실 건데 무슨 유언이십니까”라고 하니 “내 죽으면
138) “[황호택칼럼] 統營바다가 낳은 문화예술”, 2007년 8월 3일, 황호택 수석 논설위원, 동아일
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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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 묻어주세요”라는 말씀이신 것이다. 시장은 당시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실까?’하고 의아해 했지만, 원주에서 28년간 사신 선생의 입장으로선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임을 훗날 알게 된다.』139)
다음은 J 시장이 기록에 남긴 박경리 선생과의 그날의 대화 내용이다.
『“유품들은 최모 교수가 정리하고 있는데 흐트러지게 하지 말고 모두 통
영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중 세 가지를 소중하게 여겨 주세요. 첫째는
재봉틀, 그 둘째는 국어사전, 그 셋째는 소목장입니다. 재봉틀은 나의 생활이
었고, 국어사전은 나의 문학이요, 소목장은 고향 통영이 내게 내려준 나의 예
술이에요.”
… “박경리 기념관과 박경리 문학상을 제정하고 싶은데 지금 추천해도 좋
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내 살아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죽고 나면 하세요. 그리고 기
념관을 지으면 그 주위에 창작 교실을 만드세요. 돈 없는 신진 작가들이 편히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있을 겁니다.
박경리와 J 통영시장, 단 두 사람만이 나눈 대화다. 녹취도 없고 기록도 없
다. 그저 두 사람 간에 신뢰만 있을 뿐이다. 선생이 그렇게 갑자기 유언을 남
기실 줄 알았다면 증거로 남길 준비를 하고 갔겠지만, 사전에 일체 그런 말씀
이 없으셔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급히 올라간 것이다. 시장은 순간
이를 기록하여 선생님께 사인을 받을까 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한다. 유족인
따님이 믿어주시면 좋고 믿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역시 김영주 관장
은 믿어주었다.』140)
2008년 5월 5일, 박경리는 영면했다. J 시장에게 남긴 선생의 유언에 따라
묘소는 고향 통영으로 결정되었다. 장지는 통영 미륵산에 위치한 산양읍 산전
리 양지농원 내 부지다.
박경리의 묘소가 양지농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생이 2007년
139) 「바다의 땅 멈추지 않는 나의
장과의 연구자 직접 인터뷰 내용
140) 「바다의 땅 멈추지 않는 나의
장과의 연구자 직접 인터뷰 내용

꿈」, 진의장(2014), pp.156-157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과 J 시
종합.
꿈」, 진의장(2014), 본문 pp.156-160에서 발췌한 내용과 J 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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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통영 방문 시 양지농원 내 펜션에 묵고 난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죽
으면 고향 통영의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묻히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었다.
이를 전해들은 정창훈 변호사와 정대곤 양지농원 대표가 선생이 좋아했던 그
부지와 주변 1,000여 평의 개인 사유지를 “박경리 선생님의 묘소와 기념공원
부지로 쓰이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며 통영시에 흔쾌히 희사해 주었다.141) 너
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선생님 생가 주변을 끝내 복원하지 못해 통영시로서는
또 한 번 죄송스러웠는데 한 고향 어르신의 깊은 배려가 없었다면 선생의 마
음을 편안하게 해준 그토록 좋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통영시는 박경리 선생이 “마음이 편안 해 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땅에
생전 편히 머물다 가실 집을 지어드리지는 못했지만, 통영시민이 희사한 양지
바른 그 곳에 선생은 지금 편안히 잠들어 계신다. 통영시는 정창훈 변호사가
헌납한 천여 평의 부지에 선생의 묘소와 기념공원을 조성했고, 기념공원 초입
부지를 매입해 ‘박경리 기념관’을 건립했다.
② 통영시와 원주시의 박경리 묘소 유치 의지
박경리의 유족 입장에서는 선생의 묘소를 원주에 모실 생각도 있었다고 한
다. 원주에 30여년이나 사셨고, 그곳에서 「토지」를 완결했으며, 원주시에서
도 많은 배려를 해주었으니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정이다. 원주시에는 박경리
기념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있다. 무엇보다 그곳 원주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
으셨던 선생님이셨다. 이러한 사정에 원주시는 선생의 묘소를 모시고자 오래
전부터 정성을 쏟아왔다. 원주 지역 언론이 “근·현대 원주출신 인물 중 향
토인물로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일까?”142) 라고 스스로 안타까워 한
바와 같이, 원주시에서 박경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고장의 정신적 버팀목이자
지역의 어른이었던 것이다. 원주 사시는 동안 토지문화관에서 많은 후배 문인
들을 배출했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강의를 통해서도 후학들을 길러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주하면 박경리를 떠올렸고 심지어 박경리의 고향이 원주로
아는 이들도 있을 정도였다.143) 박경리는 원주를 문학의 도시로 만들어 준 고
141) “고향 바다 앞에 잠드는 고(故) 박경리”, 2008년 5월 5일, 연합뉴스 기사 참고.
142) “인물 선양 인색할 필요 없다”, 2008년 5월 14일, 원주투데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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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 예술인이었다.
통영시와 원주시, 선생님의 묘소를 진정으로 지역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다
르지 않았다. 작가의 묘소는 작가의 뿌리를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선
생의 증언이나 사인이 담긴 어떠한 공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묘소 유치 문
제는 자칫 양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과거
황호택 수석 논설위원이 『…작가는 혼을 불어넣어 쓴 「토지」에서 고향을
빼놓은 것이 아쉬웠던지 종결부에서 최 참판 댁의 재산을 빼앗은 조준구를
통영으로 불러들인다. 조준구의 아들 꼽추는 통영에서 소목장 기술을 배우고
몰락한 아버지를 봉양한다.』144)라고 기고할 만큼, 끝내 고향으로 회귀하고픈
작가의 심정을 헤아린 바 있다. 김영주 관장은 J 통영시장에게 남긴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생애 마지막 그리웠던 고향으로 영원히 돌아가고
픈 선생의 간절한 마음을 유족도, 원주시도 모두가 존중해 주었다.
(2) 박경리 장례식 거행
2008년 5월 5일, 박경리는 타계했다. ‘한국 문학의 거목’ 박경리의 장례
는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거행됐다. 소설가 박완서 氏가 장례위원장을 맡
았다. 아산병원에 마련된 선생의 빈소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
어졌고 수많은 국민들이 빈소를 찾았다. 전·현직 대통령들도 조문와 예를 갖
췄다. 선생의 추도식은 서울뿐 아니라 통영, 원주, 하동 등 전국 각지에서 동
시에 진행됐다.
통영시는 시장을 명예위원장으로 하는 ‘고(故) 박경리 선생 추모위원회’
를 구성해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시내 중심 문화마당에 설치한 분향소에는
4,000여 명의 시민이 찾아와 조문 행렬을 이루었다. 원주에서는 선생이 위중
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시민들이 박경리문학공원에 모여 선생의 쾌유를
비는 저녁 촛불 기도 모임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일 열었다. 선생이 돌아가
시자 공원 내 선생의 옛 집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선생의 시화 30여 편과
143) “지자체 마케팅 최고 브랜드는 문인(文人)”, 2006년 1월 26일, 권기태 기자, 동아일보 기사
에서 참고.
144) “[황호택칼럼] 統營바다가 낳은 문화예술”, 2007년 8월 3일, 황호택 수석 논설위원, 동아일
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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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연보도 함께 전시했다. 박경리를 떠나보내는 원주 시민들의 슬픔은 연일
지역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토지」의 무대인 하동에서도 6일부터 하동군
청의 모든 직원들이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했다. 평사리문학관에 분향소를 설
치하고 “박경리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며 하동군
민들의 애도의 뜻을 전했다.145)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룬 후 선생의 운구는 원주 박경리문학공원에 들려 노제
를 지냈고 이후 5월 9일 오전 통영에 도착했다. 통영에서의 추모제는 김영주
관장과 사위 김지하 시인, 전국에서 찾아 온 문인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문화마당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넋맞이 ‘남해안 별신굿’으로 시작
된 추모제가 끝난 후 고인의 운구를 모신 꽃상여가 노제로 출발했다. 이어 전
국 각지에서 모인 선생의 지인과 문인들이 쓴 200여개의 만장(輓章)이 뒤를 따
랐다. 거대한 만장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다.

<그림 20> 통영에서의 박경리 추모 행렬(1)
146)

145) “어린이날 예쁜 모습으로 가셨지만 …한국문단 큰 어른 박경리 선생 별세 … 전국에 애도
행렬”, 2008년 5월 6일, 손민호·이에스더 기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참고.
146) 사진 출처) ①②: “‘토지 혼’ 나비 되어 하늘로”, 2008년 5월 10일, 이일균· 김구연 기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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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추모 행렬은 소설 「김 약국의 딸들」의 무대가 된 갯문가(현 문화
마당)와 서문고개를 거쳐 통영초등학교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통영초등학교
를 졸업한 선배님을 배웅하기 위해 통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
왔고, “통영초등학교를 사랑해 주신 박경리 선배님, 동문들은 영원히 가슴 속
에 새깁니다”라고 쓴 플래카드 앞에서 3번의 절을 올렸다.147) 이윽고 운구 행
렬은 헌화분향소를 마련한 충렬사로 향했다. 통영 충렬사는 고인이 생전 가장
존경했던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운구가 거쳐 간 곳들은 박금이
로서의 삶과 박경리로서의 삶에 깊은 인연이 서려 있는 장소들이다. 또한 이들
공간은 박경리를 기념하는데 있어 모두 각별한 장소들로 이후 박경리를 기리는
관광객과 문학 기행을 온 문인들에게 의미있는 코스로 기억된다.

<그림 21> 통영에서의 박경리 추모 행렬(2)
148)

남도민일보 ③: “노루, 사슴 쉬었다 가는 좋은 땅서 편히 잠드소서”, 2008년 5월 9일, 연합뉴
스 ④: “해와 별과 달도 그 빛을 잃었다”, 2008년 5월 9일, 원성윤 기자, PD저널
147) “해와 별과 달도 그 빛을 잃었다-[현장] 흙과 생명의 작가, 故 박경리 선생 추모식”, 2008년
5월 9일, 원성윤 기자, PD저널 기사에서 참고.
148) 사진 출처) ①②: “해와 별과 달도 그 빛을 잃었다”, 2008년 5월 9일, 원성윤 기자, PD저
널., ③: “노루, 사슴 쉬었다 가는 좋은 땅서 편히 잠드소서”, 2008년 5월 9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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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시내 곳곳을 거친 운구는 장지인 산양읍 신전리 양지농원으로 이동했
다. 안장식을 치룬 후 오후 2시 정각 하관을 시작했다. 헌토는 선생의 옛집이
있던 원주 토지문학공원 텃밭과 토지문화관 텃밭에서 가져온 흙, 그리고 「토
지」의 무대였던 하동에서 가져온 흙 이었다. 헌토와 함께 함평나비축제 명예
대회장으로 계셨던 인연으로 전남 함평에서 보내온 하얀 나비들을 날리는 의
식도 더했다.149) 대한민국이 사랑한 문인을 떠나보내는 의식은 국민장 수준으
로 거행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묘 주위에는 고인의 평소 당부에 따라 그
어떤 장식도, 기념비도 세우지 않았다.

<그림 22> 박경리 묘소와 묘소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 연구자 촬영

통영시는 박경리 기념사업을 이제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에 선생의 타계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박경리 묘소와 기념관 조성 실무를 맡
았던 통영시 공무원 K 씨는 “선생님의 첫 방문 후 시에서 명정동 생가를 복
원하고 간창골 일대를 박경리 공원으로 조성하려했는데 보상 문제로 무산이
되어 고향 후배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선생님 묘
소도 마련하려 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지구라 법적으로 묘지 조성을 할
수 없어 변경 신청까지 해 놓았었거든요”라며 끝내 박경리 생가터에 기념공
간을 만들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박경리 묘소와 일대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기증한 양지농원 정대곤
149) 2008년 5월 통영 시보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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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존경하는 박경리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결정이셨지만 저도 고향의 후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신 지 6년째인데 여전히 선
생님 묘소에는 평일에는 수십 명이, 주말에는 400~500명이 참배하러 오십니다.
이곳은 정말 조용하던 곳이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
시는 거 보면 정말 박경리 선생님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 그 위
상이 대단하심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그림 23> 박경리 공원 전경
사진: 연구자 촬영

4) 박경리 기념관 건립
(1) 박경리 기념관 개관
통영시는 박경리의 장례를 모두 마친 후, 묘소 일대 공원을 조성하면서 기
념관 건립에 들어갔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였고, 지상
1층, 지하1층(부지 4,465㎡, 연면적 1,337㎡)의 규모로 다목적실(98.87㎡), 사무
실(42.79㎡), 전시실(288.97㎡), 영상실(27.61㎡), 자료실(50.23㎡)등의 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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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다. 소요예산은 4,897백여만 원이 투입됐다. 기념관 건물은 박경리 공원
초입에 위치해 있고 묘소로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는 주변에
박경리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에는 작가의 생명 존중 사상과 전원생활에
대한 사랑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채소밭과 정원 등도 함께 조성했다. 상주
직원은 3명으로 전시관 안내와 관리를 맡고 있다.
박경리 기념관은 그녀의 타계 2주기에 맞춰 2010년 5월 5일,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에 개관했다. 기념관 건립 시작 시 J 통영시장은 건축가 류춘
수 씨에게 설계를 부탁하며 평소 고인의 ‘단순·소박·간결’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건축가 역시 원주의
박경리 사택을 설계한 경험과 고인과의 좋은 인연이 있어 이 요청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었고, 이렇게 지어진 기념관은 2011년 ‘경남 아름다운 건물 대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림 24> 박경리 기념관 전경과 전시실 내부
사진 출처: 박경리 기념관 홈페이지

박경리의 첫 고향 방문이 통영시가 박경리 기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명
분이 되어주었다면, 마지막 방문과 J 통영시장에게 남긴 유언은 기념사업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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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박경리 기념관에 전시 될 선생의 귀한 자료
들이 통영에 도착했다. 현재 고인의 대표작인 「토지」 친필원고는 물론 집필
한 책과 선생의 작품에 관한 논문들, 박금이 본명으로 된 여권, 편지 등 다양
한 유품들이 박경리 기념관에 전시 중이다.
(2) 기념관의 지역 정착 과정: 콘텐츠 확장 부족
박경리 기념관이 내포하는‘선생의 고향에 있는 기념관’이라는 상징성은
기념관이 개관되자마자 매우 큰 효과를 발휘했다. S 박경리 기념관장은 “개
관과 함께 연간 10만 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이 통영 시내와는 떨
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문인들과 학생, 일반 관
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이 기념관 공간 자체도
매우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합니다.”라며 기념관의 근황을 밝혔다. 통
영 관광에 있어 문화예술역사 여행을 특화한 박정욱 여행기획가도 고객들로
부터 체감한 반응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박경리 묘소와 기념관은 세병관
과 함께 최고 인기 코스입니다. 통영이 낳은 수많은 예술가 중 선생님의 인지
도가 단연 가장 높으시죠. 이 기념관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싶어요. 특히
나 여성분들의 선호가 압도적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작품을 소설과 TV
드라마로도 자주 접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직도 박경리의 고향이 원주
나 하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통영이 고향이라고 말씀드
리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아요. 이럴 때면 우리가 선생님을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기념관과 관련해 여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현재 박경리 기념관
은 통영 관광의 품격을 높여주는 훌륭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의 실증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많은 방문객 현황과 이 공간에
대해 느끼는 호감 및 애정을 볼 때 통영시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기념 공간이
었다고도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곳이 통영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전시 기능 이외에는 더 이상의 다양성 및 확장성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지
역민과 밀착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고인의 유언을 따른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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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레지던시 역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단연 인력도 부족하다. 이러
한 실정에 대해 통영시는 그 이유를 예산 부족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
문학의 거장 박경리’라면 통영시가 참신한 기획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를
개선시킬 기회와 명분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통영시는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어렵게 모셔온 위대한 작가의
사후 예우가 부실한 실정이다. 해방 이후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치룬 뜻 깊고
장관을 연출한 문인장은 박경리가 유일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문인
의 유해를 고향 통영이 모시고 있지만, 기념사업이란 묘소와 기념관 조성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J 시장은 2010년 퇴임 이후 박경리 기념사업에 전혀 관
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통영시의 박경리 기념사업에 대해 “이제 남
은 일은 고향 후손들이 선생님 작품을 기반으로 여러 콘텐츠를 확장시키고,
유언에 따라 창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후배 문인들을 키우는 등 다양하
고 의미있는 기념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아가야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함
께 수반되지 않는 한 진정한 박경리의 고향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타
까운 마음을 밝혔다.
현재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준비하는 박경리 기념사업은 눈에 띠진
않지만, ‘통영문인협회’, ‘통영예술의 향기’, ‘푸른통영21’ 등 시민 주
축의 단체들이 나서 기념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중 동피랑 벽화마을 만
들기를 주도했던 ‘푸른통영21’의 윤미숙 前사무국장150)은 “저희는 현재
박경리 콘텐츠를 활용해 명정동 서피랑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마침 명정동은 선생님의 생가가 있던 장소라 더욱 의미가 깊죠. 박경리
학교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서피랑도 동피랑처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
능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가는 핵심 방법론은 박
경리 선생님의 생명 존중 사상과 작품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151)
사소한 박경리 콘텐츠라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든 타 도시들과
는 달리, 정작 박경리의 귀중한 자산들을 대거 확보한 고향 통영에서는 현재
150)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해 도시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통영의 동피랑 벽화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4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쾌거를 이루었다.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전국적 이슈가 된 동피랑을 만든 단체가 ‘푸른통영21’이고, 이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끈 이가 윤미숙 前사무국장이다.
151) 이 서피랑 프로젝트는 ‘푸른통영21’이 통영시에 기획을 올려 지원 받은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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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시마케팅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확장하지 못하는 콘텐
츠는 결국 도태되어 외면 받게 된다. 통영시의 보다 적극적인 박경리 기념사
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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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영시민(民) 주도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1. 전혁림 미술관: 작가의 유족이 설립
1) 전혁림과 통영
‘색채의 마술사’,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전혁림(1915년 1월 21
일~2010년 5월 25일) 화백은 한국적 색면 추상의 선구자다. 한국 전통의 오방
색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구
축하였다.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고, 2010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미술평론가 오광수 前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은 “전혁림 화성(畵聖)은 통영의 얼굴이요, 한국의 얼굴이며 세계의 얼굴이
다”152)라며 존경을 표했고,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엄중구 대표 역시 “역
사와 철학, 문학에 모두 해박했던 전 화백은 미술업계에서 천재로 불렸던 인
물이다”153)라고 존경을 표했다. 또한 김이환 이영미술관장은 전혁림 화백 생
전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그는 “경제적으로 힘에 부칠 때면 중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요. 그러나 ‘하늘이 내린 천재가 나와 인연을 맺게 됐으
니 그분이 한 점이라도 더 남기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숙명처럼 느껴졌
어요”154)라고 말할 만큼 화백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 외에도 한국 화단의
영향력 있는 미술인들은 그를 한국 현대사의 대화가로 평가하고 있다.
1915년 통영에서 나고 자란 전혁림 화백은 통영 현대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일으킨 ‘통영문화협회’155) 창립 멤버로 활동하였다. 1945년, 해방 직후 먹
고 살기도 척박했던 시절, 유치환, 윤이상, 김춘수 등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152) “전혁림 화백이 남긴 것. 오광수 미술칼럼”, 2010년 7월, 8일, 홍경찬 기자, 서울문화투데이
기사에서 참고.
153) “청와대 미술품 감정 가보면 대통령의 안목 알 수 있죠”, 2013년 9월 16일, 조성아 기자,
이코노미조선 기사에서 발췌.
154) “전혁림은 내 운명”, 2011년 10월 25일, 곽아람 기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155) 『건국 직후부터 6·25가 터질 때까지 그는 열 살 위 극작가 유치진, 일곱 살 위 시인 유치환,
두 살 아래 작곡가 윤이상, 일곱 살 아래 시인 김춘수 등 통영이 낳은 그 또래 예술가들과 함
께 ‘통영문화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했다.』 - “평생 그려온 바다색이 몸에서 지워지지 않네”,
2008년 6월 9일, 김수혜 기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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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 함께 문학 강연, 미술전시회, 한글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통영 대중 교
육의 지평을 열었다.
그가 중앙 화단과 고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평가받는 이유
는 명백하다. 실력과 시장성을 갖추었음에도 중앙 화단과는 거리를 두고 94년
한 평생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한 그의 행보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술계의 폐단인 학연·지연 등에 연연하지 않았고 일체 기웃거리
지도 않았다. 화풍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유행에 타협하지 않았다. 통영 바다
를 ‘코발트 빛 블루’로 널리 각인시킨 장본인으로, 고향에서 묵묵히 청빈하
게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와 풍경을 이룩한 것이다.
한국근현대회화 100선156)에 화백의 작품이 전시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가지만, ‘전혁림’이라는 이름이 대중적 인지도를 갖게 된 무렵은 작가가
예순을 갓 넘긴 1970년대다. 그의 작품에 녹아있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정서를 대중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6년 대통령이 작가의 전시회를
찾은 후 청와대에서 그의 대작 <통영항>을 구입해 인왕홀에 전시한 광경이
TV를 통해 자주 보여진 된 것도 계기가 되었다.
2005년 11월 초, 노무현 대통령은 YTN 아침 뉴스를 통해 전 화백의 전시회
소식을 접하고 반색했다. 고향인 경남 김해시와 가까운 남해안 한려수도 풍경
이 담긴 화백의 대작이 소개된 것이다. 그 주말 대통령 내외는 용인 이영미술
관을 직접 방문하였고, 아흔의 화백의 손목을 꼭 쥔 채 한 시간 넘게 그림을
관람했다고 한다.157) 대통령은 화백의 오랜 팬이었다고 한다. 전혁림 화백은
생전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05년 미술
관 방문 당시 1970년대 변호사 시절 동료인 J 변호사의 재산 1호가 내 그림
인 것을 알고 부러워하면서 언젠가 자신도 꼭 구입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지
요”158)라고 회고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시장에서 전 화백과 덕담을 나눈
뒤 현장에서 <한려수도> 구매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마침 당시 인왕홀에 걸어

156) <명화를 만나다-한국근현대회화 100선>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회화의 진수를 살펴보고
자 한국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화가 57명의 수묵채색화, 유화 등 회화작품 100점을 엄선하
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한 행사다.
157) “‘통영항’ 그림 청와대에 걸린 까닭은”, 2006년 4월 22일, 조우석 문화전문기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참고. 전영근 관장과의 인터뷰 종합.
158) “전혁림 화백, 옛 동지를 만나다”, 2008년 7월 1일, 여경모 기자, 경남도민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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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그림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20~30명 수용 규모의 청와대 인왕홀은 충무실
(외국국빈 만찬장), 세종실(국무회의장)과 더불어 청와대의 대표적인 귀빈 접
견 공간이다. 청와대는 외국의 국빈들을 모시는 공간에 한국적인 그림을 전시
해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미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전 화백의 그림을 선
택하였다고 했다. 당시 이를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그들이
소장한 자국의 그림 자랑부터 하는 문화 마인드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159) 그러나 당시 <한려수도>의 사이즈와 인왕홀 사이즈 크기가 맞지 않
아 새 작품으로 제작 의뢰했다.

<그림 25> 청와대 인왕홀에 걸린 <통영항>
사진 출처: 한산신문

전 화백은 이후 꼬박 3개월을 새로운 작품 <통영항>의 완성에 매진하여
1000호에 달하는 초대형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가 작품의 주제를 고향
‘통영’으로 정한 이유에 관해 전영근 전혁림미술관장은 “청와대가 국내외
귀빈들에게 아버님 그림으로 한국 문화와 예술의 우수함을 소개하고자 한 좋
은 취지를 당신 역시 공감하셨습니다. 이에 아버님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통영만의 아름다움을 혼신을 다해 작품에 한가득 담으셨습니다. 통영의 푸른

159) “‘통영항’ 그림 청와대에 걸린 까닭은”, 2006년 4월 22일, 조우석 문화전문기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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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한산도, 미륵도 등 아름다운 섬들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풍경을 생동
감있게 표현하셨죠”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소장 작품 10
선 중 하나로 소개된 <통영항>은 2006년 3월 25일 인왕홀 서쪽 벽면에 전시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가격 심의를 거친 결과 작품가가 2억 3천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전 화백이 “국민 세금을 많이 쓰게 하면 안 된다”며 1억 5천만
원에 납품했다.
전혁림 화백이 늘 고향 통영을 그의 대표작들의 주제로 삼은 것처럼, 고향
사람들 역시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화백의 묘소는 통영시 산양
읍 풍화리 양화마을 작업실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전영근 관장은 화백의 묘소
를 그곳으로 결정한 후 혹시 주민 분들이 불편해하시면 어떡하나 염려하였다
고 한다. 하지만 장지가 양화마을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이장이
“전혁림 선생님께서 우리 마을로 오신다는데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을 어귀에 추모 현수막을 달고 기다리고 있겠으니 좋은 문안을 주십시요”
라고 직접 전화를 할 만큼 마을 주민들은 화백의 묘소 유치를 환영했다. 그의
장례식 역시 통영시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화마당에 분향소를 설
치하고, 추모제와 각종 추모 행사를 열어 지역이 사랑한 어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었다.

2) 전혁림 미술관 개관
2003년 5월 11일 개관한 ‘전혁림 미술관’은 화백이 1975년부터 30년 가까
이 생활하던 집을 헐고 미술관으로 신축한 건물이다. 전혁림 화백은 살아생전
까지 미술관과 회랑으로 연결된 작업실에서 작업에 몰두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였다. 미술관 외벽은 전혁림 화백의 작품 다섯 점과 아들 전영근 화백
의 작품 다섯 점을 선택하여 20×20cm의 세라믹 타일로 제작하였다. 세라믹
타일 7,500여장의 조합은 통영의 이미지와 화백의 화풍을 잘 표현해 건물 자
체로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독특한 외관이 특징이다. 3층 전면의 벽
은 화백의 1992년의 작품인 <창Window>을 타일조합으로 재구성해 10m×10m
의 대형 벽화로 완성했다. 전혁림 화백의 작품 80점과 유품 등 관련자료 50여
점을 상설 전시하고, 3개월 단위로 전시를 교체한다. 봄·가을 2회에 걸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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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있는 청년작가의 기획전도 개최해 지역 화단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림 26> 전혁림 미술관
사진 제공: 전혁림 미술관

전영근 관장은 통영에서 ‘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건물은 이 미술
관이 처음이라고 자부한다. 20년 전 프랑스 니스 ‘샤갈 미술관’을 보고 전
혁림 화백의 미술관을 구상했다는 그는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늘 말
하지만 정작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열악하여 늘 안
타까웠다”며 “통영다운 예술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음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립하였다. 미술관을 잘못 지으면 오히려 화백의 명성에 누가 되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어 부담감 역시 컸다. 우선 전 화백 생전에 지
었던 터라 화백이 살던 곳 그대로를 살리면서도 주변과 잘 어울리는 공간이
되길 원했다. 가장 단순한 집의 형태를 갖추면서도 독특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디자인이 타일 외벽이다. 화백과 아들, 두 부자의 작품으로 완성한 외
벽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전 관장은 “평범한 주택가의 골목을 지
나다보면 어느새 독특한 외관의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을 관람하기도
전에 건물 입구에서부터 유쾌해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라고 관람객
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전혁림 미술관의 이러한 차별화 전략의 효과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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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문 결과로도 입증됐다.
<표 51> 전혁림 미술관에 대한 관람객들의 평가
전혁림 미술관은 건물부터 예뻐서 많이 추천하고 있고, 많이 만족해했다.
예술인이 살던 곳을 그대로 미술관으로 만든 점이 좋다.
서울에 있는 갤러리보다 분위기가 아기자기해서 좋다.
미술관이 예쁘다/조용하고 예쁜 미술관
우리나라의 피카소임을 입증하고, 자부심을 함께 느낌
세계적인 예술가를 알게 해주는 뜻에서
미술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통영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될 것 같다.
아름다운 작품과 건물/아담하고 소박한 규모지만 작품이 인상적이다
아름답다/멋있다/이국적이다/편안한 분위기/마음의 편안함(healing)
실제로 방문하는 것이 더 감명 깊다.
정갈하고 깨끗하게 잘 보전됨
문화 예술적으로 좋은 감명을 받아서
통영 문화를 알기에 좋은 기회/예향 통영의 문화와 역사를 만끽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한번 관람해 보니 볼만하고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으므로
조용히 작품 감상하기 좋다/조용하게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미술작품을 관람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통영을 느낄 수 있음/통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지인들에게 권유할 예정/아이들이랑 오기 좋음
전혁림 화백의 작품 때문이다/재미있고 그의 그림과 일생을 알 수 있어서
문화와 아름다운 풍광/색감이 좋다/작품의 멋
자료: 전혁림 미술관에서 직접 실시한 연구자 설문 조사에서 발췌

3) 미술관의 지역 정착과정: 활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혁림 미술관은 현재 연 인원 6만 명이 찾는 유명한 미술관이 되었지만,
개관 초기에는 단 한 명도 방문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한다. 또한 지금
은 미술관 외관이 호평을 받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처음부터 좋았
던 것은 아니다. “목욕탕이냐, 미술관이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한다.
“저런 희한한 미술관 짓는 데 왜 우리 세금을 들이느냐”라는 비난도 많았
지만, 이 미술관은 시나 정부의 지원 일체 없이 모두 전혁림 화백과 전영근
관장의 사비로 건립했다.160) 그렇기에 미술관 운영 전반에는 독립성을 갖고
160) 미술관 뒤편에 조성된 주차시설은 미술관 오픈을 계기로 미술관과 함께 동네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주차시설 마련을 위해 시에서 제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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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미술관 관리 비용 등 운영비 부분에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전 관장에 따르면, 개관 해인 2003년도 만 해도 대중적으로 유명한 화
가들이 이중섭, 박수근 선생님 정도였기 때문에 전혁림 화백의 그림을 보기위
해 통영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미술관은 어차피 전
화백 작업실과 집을 겸한 것이었기에 수익 사업에는 애초에 큰 욕심이 없었
다. 그래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운영비가 만만찮은 반면 초기에 관람객이 너
무 없어 월·화요일 이틀은 정기 휴관일로 정해버렸다. 하지만 어려웠던 당시
에도 입장료는 받지 않았다. 시민들이 와서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 관장은 입
장료를 받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아버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받
은 사랑을 어느 정도 보답하는 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생활로 돌려주자’라는 취지도 있었구요”라고 밝혔다. 현재도 미술관은
자율 입장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 관장은 2005~6년을 기점으로 통영시민 및 관광객들의 행태에 많은
변화가 생겼음이 감지된다고 한다. 개관 초기 관람객들이 그림만 보고 바쁘게
되돌아 나갔다면, 최근의 관람객들은 미술관에 머무는 시간도 늘면서 스텝들
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미술 교육에 대
한 관심도 높아져 관련 문의와 요청도 부쩍 늘었다. 이는 최근 인문학 열풍으
로 예향의 도시 통영이 각광받으면서 전혁림 화백과 그의 미술관이 재조명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혁림 미술관은 개인 운영 형태의 특정 화가 기념 목적을 위해 설립된 국내
몇 안 되는 사립 미술관이다. 그렇기에 미술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
는 부담은 있지만 앞서 밝힌 대로 프로그램 기획과 활용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전 관장은 이 미술관을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 관장의 취지에 동참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의 미술교사는 20명 이상이다. ‘통영 RCE(UN 지속가능발전교
육 통영센터)’, ‘통영청년작가회’와 함께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기도
하고, 미술관 자체 프로그램인 ‘전혁림아카데미’도 운영 중이다. 특히 ‘전
혁림아카데미’는 미술 실기·이론뿐 아니라 시, 소설, 영화 등 다양한 인문
학 강의를 연중 15여 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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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예술 교육의 기회가 수도권에 비해 적은 지역의 청소년 및 시민
들에게 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영근 관장은 “근대 통영문화협회
가 그랬던 것처럼 후대에 와서 다시 한 번 재현해보려 합니다. 통영은 이제
그런 예술적 자양분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라 볼 수
있어요”라며 고향에서 한 평생 활동한 화가의 후손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예
술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예술인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 친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사회활
동을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평생 그림만 그리시는 삶을 사셔서 실상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미술관을 찾을 때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신 것 같고 생기를 찾으신 것 같아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 하셨죠. 청소년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
2의 전혁림 양성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교육 프로그램을 활
발히 펼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전혁림 미술관은 문화공간으로서의
교육적 기능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을 매우 충실히 해내고 있는 공간
으로 파악된다.
전혁림 미술관의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은 앞서 통영시가 운영하
고 있는 윤이상 기념 공간들과 박경리 기념관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실제 2013년 전영근
관장과 인터뷰 당시 미술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던 지역 고등학교 2학년 L
학생은 “저는 미술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통영에서는 학원 외에는 기회가 없잖
아요. 학교에서 미술상을 타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었어요. 처음 계획표를 나누어주셨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웠는데 선생님들
이 차곡차곡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 애들이 다 있는데 우
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다 같이 화가로서 함께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라고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며 느꼈던 심정을 밝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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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기념공간: 시민단체 ‘통영예술의
향기’ 주도
통영은 관(官) 주도의 예술인 기념사업 외에도 시민단체 주도의 기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내고 있는
민간단체가 ‘통영예술의 향기’이다.161) 이 모임은 고향을 빛낸 많은 문화예
술인의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모여
2009년 2월 정식으로 발족했다.
‘통영예술의 향기’ 발족은 기존에 활동하던 비슷한 성격의 두 시민단체
의 통합에서 이뤄졌다. 대여 김춘수 「꽃」시비 건립을 위해 결성된 ‘꽃과
의미를 그리는 사람들(약칭: ‘꽃과 의미’, 2007년 결성)’과 청마 유치환을 친
일파로 모는 이들로부터 지키고 그의 진실을 수호하고자 모인 ‘청마를 지키
는 사람들(약칭: ‘청지사’, 2006년 결성)’이 2009년 2월 13일 ‘제42주기
청마 추모제’를 계기로 통합한 것이다. ‘꽃과 의미’와 ‘청지사’는 ‘시
민이 주도하여 고향을 빛낸 예술인들을 추모하고 기념한다’라는 대의가 같
아 전격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각 모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
사들이 중복되었고, 또한 소도시 특성상 지역의 가까운 선후배·지인 등으로
대부분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이러한 사정에 박우권 통영예술의 향기 부회
장은 “두 단체의 설립 취지가 결을 같이하니 우리가 힘을 합쳐 김춘수 선생
님, 청마 선생님 외에도 더 많은 예술인들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지역의 실력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해내자”라는 합의를 흔
쾌히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은 오직 시민의 힘으로 김춘수 시인의 대표 시(詩) 「꽃」의
시비(2007년)를 만들었고 김춘수 유품 전시관 콘텐츠 유치에도 큰 공을 세웠
다. 또한 청마 유치환의 흉상도 시민의 이름으로 건립(2008년)했다. 더불어 국
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꽃신」의 소설가 김용익의 가치를 재발견해 그
의 묘소와 태평동 생가를 발굴했다. 이어 김용식(前외교부 장관)·김용익 형
제의 기념관 콘텐츠 유치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더불어 통영 출신은 아니
161) 공식 명칭은 ‘통영문화예술인기념사업회-통영예술의 향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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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통영을 사랑한 두 시인, 백석과 정지용의 시비(詩碑)도 건립하였다. 또한
유명 아동문학가 주평과 2012년 양해각서MOU를 직접 체결하여, 주평 기념관
건립 및 기념사업 일체에 관한 권한을 이임 받아 기념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통영예술의 향기’는 윤이상, 박경리, 전혁림, 유치환, 김상옥, 김춘수, 김용
익, 김용주, 주평의 탄생과 기일에 맞춰 매해 추모제, 추모기념문집 발간, 강
연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박우권 부회장은 이 모임의 목적에 대해“우리 고향 선배님들을 모시는 사
업인데 시에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통영이 말로만 ‘예향’이 아님을 우리
시민들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시는 시대로 규
모 있고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민은 시민의 나름대로 내실 있고 알차
게 선양사업을 해야만 했다. 즉, 「꽃」시비, 청마 흉상과 같은 기념물들은 그
크기는 작아도 시민들이 직접 마련한 작품들이고 또 일상 공간에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문화운동이 단발성에 그
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자체적인 사업도 진행하지만, 시에서 기념사업에 관
한 안건을 물어오면 이들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해 힘을 보태며 통영의 예술풍
토를 풍부하게 가꾸고 있다.
‘통영예술의 향기’는 기념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영시나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테면 각종 모임의 식비는 ‘꽃 한 송이 값(1만원)’으로 명명한 회비를 걷어
그 자리에서 충당한다. 추모제 및 각종 행사는 년 회비에서 사용하되 부족할
시 임원이나 여유 있는 이사가 일부 찬조하여 해결해오고 있다. 이러한 운영
으로 종자돈 1천여만 원을 손실하지 않은 채 수십 차례의 추모제와 각종 행
사를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김용익의 절판된 「꽃신」과 김춘수의 주요 시편
과 자전회고록을 묶은 <통영 바다, 내 마음의 바다>를 홍보용으로 500부씩 발
행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바자회 등을 개최해 생활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예술가를 후원하기도 한다. 관(官)이나 기업의 후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해오고 있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그들이 주최
하는 행사들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원이 아닌 참여로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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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춘수 「꽃」시비(詩碑) 건립 운동 전개와 유품 전시관 콘텐츠 유치
대여 김춘수(1922년 11월 25일~2004년 11월 29일)162)의 「꽃」은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힐 만큼,163) 김춘수가 한국 시단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독보적이다. 유치환, 윤이상 박경리 등과 함께 ‘통영이 낳은 위대한 예술혼’
으로 통했던 그 역시 고향 통영 사랑이 대단한 예술가였다. 시인이 「통영바
다, 내 마음 바다」라는 제목의 수필에서 “바다, 특히 통영(내 고향) 앞 바다한려수도로 트인 그 바다는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
한다. 그 뉘앙스는 내 시가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든 그 바닥에 깔린 표정
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회고한 바와 같이
대시인을 만든 동인은 ‘고향 통영 바다’였다. “통영 앞바다는 호수 같습니
다. 파도가 웅장하지는 않지만 쪽빛이었다 연두빛이었다 사금파리처럼 반짝이
고요”, “젊을 때 윤이상 전혁림과 함께 어울렸는데, 그들의 음악과 그림에도
통영 앞바다의 코발트블루가 있지요”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부두에서」,
「찢어진 바다」에서 보듯 그의 시에는 항상 통영 바다가 출렁거렸다.164)
김춘수는 2004년 8월 기도 폐색으로 쓰러져 투병해오다 11월 29일 향년 83
세로 영면했다. 그의 장례는 대한민국 ‘시인장’으로 치러졌다. 고향 통영에
서는 통영시민문화회관 남망갤러리에 빈소를 마련해 고인을 추모했다. 그러나
시인의 유해는 통영에 모시지 못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생활하시다 갑자
기 쓰러지셨기 때문에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평소 입버릇처럼 광
주 공원묘지의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고 말씀하셨다”165)라는 유족의 뜻이 있
162) 1922년 통영의 만석꾼 집안에서 태어난 김춘수는 통영공립보통학교(現 통영초등학교)를 졸
업하고 193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現 경기중고등학교)로 진학하여 1939년 11월 졸업을 앞
두고 자퇴를 한다. 이후 동경으로 건너가 니혼대학교 창작과에 입학했다. 1942년 일본 천황과
총독 정치를 비방한 혐의로 퇴학을 당해 헌병대와 경찰서에서 총 7개월간 유치되었다가 서울
로 송치되었다. 이후 통영에 돌아와 통영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1945년 ‘통영문화협회’ 창
립 멤버로 활동했다. 마산과 대구에서 교사를 지냈고 경북대 교수, 영남대 문리대 학장, 대한
민국예술원 회원, 한국시인협회 회장, 제1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현재 경북대학교 정문과
복지관 사이에 조성된 KNU 센트럴 파크에 그의 대표작인 「꽃」이 새겨진 시비가 있다.
163) 2004년 4월 15일 시(時)전문 계간지 <시인세계> 가을호는 기획특집으로 ‘시인들이 좋아하는
애송시’를 조사했다. 국내 현역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애송시 3편씩을 조사한 결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23명이 선택한 김춘수의 「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윤동주의 「서시」를
18명이 꼽았고,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15명이 애송시로 선택했다.
164) “꽃의 詩人 ‘큰 꽃’이 되다”, 2004년 11월 29일, 김광일 기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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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시인은 부인 곁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쓰러지기 5개월 전인 2004년 3월, 청마문학상 시상식 참석 차 문화계
거장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한 바 있다. 이 때 전혁림미술관에 들러 전혁림 화
백과 조우하며 “문화회 활동할 때가 좋았어요. 청마도 그렇고 윤이상 친구도
그렇고. 이젠 마지막인지도 몰라요 잘 계세요”166)라는 대화로 전 화백과 마
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이는 실지로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이 되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김춘수, 김상옥, 박경리, 전혁림 등 한국의 현대
예술계를 풍미했던 통영 출신 예술인들이 대거 타계한 시기였다. 그렇기에 통
영의 예술인 기념사업에서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던 시기다. 이는 다시 통
영시가 유·무형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대거 확보할 수 있게 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1) 김춘수 「꽃」시비 건립 운동
통영시는 2004년 3월 김춘수 타계 후 2005년부터 김춘수 기념사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연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족들과 협의
해 기념관과 시비 건립, 유품 이전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러한 와중, 2005년
8월, 경남 남해와 대구 등 선생과 연고가 있는 타 도시에서 그의 시비 건립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J 통영시장은 정해룡 前통영예
총 회장(당시 통영문협지부장)과 함께 선생의 기념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협의했다. 통영시와 통영문협은 김춘수의 3남 조각가 김용삼 氏를 수
차례 만나 “선생님의 유품은 고향으로 모셔야 하며, 통영시가 선생님의 기념
관을 하루빨리 건립해 통영문협이 책임지고 잘 관리하겠다”라는 뜻을 전했
다. 2006년 7월 22일, 김용삼 조각가와 김호 前국가대표축구감독이 유족 대표
로 통영시와 통영문인협회 관계자를 만나 “선친의 생전 뜻도 그렇고 유족인
우리도 아버지 유품이 당연히 고향 통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영시가
원하면 모든 유품을 기증하겠다”167)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시인의 유품은
165) “‘하늘 꽃밭’으로 떠난 ‘꽃’의 시인...김춘수 작품세계”, 2004년 11월 29일, 조향래 기자, 매
일신문에서 발췌 수정.
166) “김춘수 시인, 투병 한달 보름”. 2004년 9월 17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167) “김춘수 유품, 고향 품으로-김용삼 유족대표 ‘고인의 뜻이자 유족 뜻’”, 200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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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조각가의 집 외 여러 장소에서 보관 중이었다. 이 소식이 지역에 전해
지자, 기념사업의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통영시와는 별도로 순수시민단
체에서 시인의 선양에 나섰다. 김춘수 시인 타계 3주기를 맞은 2007년, 시인을
좋아하는 통영시민들이 선생의 문학적 정신을 기리기 위해 김춘수 「꽃」시비
건립추진위원회 ‘꽃과 의미를 그리는 사람들(이하 ‘꽃과 의미’)’을 발족
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춘수 시인의 시비를 건립하고자 한 것이다.
‘꽃과 의미’는 2007년 9월 8일 지역 신문168)에 “우리는 김춘수의 꽃시비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취지문을 공고하며 자율기탁을 원칙으로 한 ‘꽃 한 송
이 당 1만원’의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금액보다는 ‘동참의 의미’가 크고,
‘시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가 더욱 컸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를 원하며 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 운동은 곧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 모금을 시작한지 2달 만에 4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총 1천 504만 6천
여 꽃 송이가 모집되었다. 1천 504만 6천 여원 이 모인 것이다. 고향의 많은 시
민들이 마음을 모으는 과정을 지켜본 김용삼 조각가는 매우 감동하여 병중에도
유족을 대표해 시비 건립 비용 꽃 2백 송이를 보내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금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시비 건립을 위한 충분한 기금이 조성되어 선
생의 기일에 맞춰 시비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부지는 통영시가 제공했다.
시비 앞면은 선생의 육필원고 그대로 「꽃」 시를 음각으로 새겼다. 뒷면에는
‘꽃 한 송 이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겼다. 시비가 완성
되었고 김춘수 3주기 기일인 2007년 11월 29일, 통영시 항남동(중심가) 성광뷔
페 맞은 편 중앙간선도로변에서 시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크기는 작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품은 작품이었다. 이는 곧 전국 40여개의 신문과
방송에서 대서특필하여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현재도 전국 수많은 문화행정 전
문가들이 이 사례에 주목하며 ‘통영예술의 향기’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168) ‘꽃과 의미’의 취지에 지역 언론사인 <한산신문>도 동참, 적극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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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김춘수 「꽃」시비 제막식
사진 제공: 통영예술의 향기

당시 제막식에 참석한 김명주 前통영고성국회의원은 칼럼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와 같은 시비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나 오로지
시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성
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당시의 감동을 전했다.169) 또한
시비가 위치한 장소가 시내 길가 버스 정류장의 자투리땅임에 주목, 도시 곳
곳의 빈 공간을 조그만 공원이나 쉼터로 만들고 있는 최근의 공공디자인 개념
에 잘 부합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춘수 「꽃」시비는 2011년 5월 27일 선생의 생가와 가까운 동호동 남
망산 입구 쌈지공원으로 이설되었다. 이 시비가 옮기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
다. 처음 「꽃」시비가 있었던 자리는 초정 김상옥의 생가가 있는 골목길 초입
으로 그곳은 2007년 말 기존의 ‘항남1번가’와 병행하여 ‘초정거리’로 명
명되었다. 지역 문화벨트의 조화로운 안배 차원에서 「꽃」시비가 있던 곳에는
169) “김춘수 시비 제막, 자투리땅에 핀 꽃”, 2008년 1월 4일, 김명주 국회의원, 한산신문 칼럼에
서 인용 및 발췌.

- 171 -

초정 선생의 좌상을 안치했고, 「꽃」시비는 김춘수 시인의 생가인 동호동과
가까운 남망산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통영예술의 향기’는 그 곳을 ‘꽃 시
비 공원’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2011년 「꽃」시비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불
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통영시는 「꽃」시비 건립 주최인 ‘통영예술의 향
기’와 <한산신문>, 그리고 많은 통영시민에게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옮겨 여론의 지탄을 맞았다.170)

<그림 28> 남망산 입구로 이설된 「꽃」시비
사진 제공: 통영예술의 향기

(2) 김춘수 유품 전시관 콘텐츠 유치
「꽃」시비 건립 모금 운동과 제막식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김춘수 시인 유
족은, 이에 감동하여 김용삼 조각가 외에 장녀까지도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170) 『…유족 역시 감동, 김춘수 선생의 유품 전부를 고향 통영에 기증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선
택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인 통영시는 달랐다. 지난해 통영문화원을 들러리로 내세운 일방적 문
화행정의 표본인 김춘수 동상과 초정 김상옥 좌상을 건립하고, 꽃 시비 이전을 일방적으로 요
구했다. 초정 김상옥 거리의 상가 상인들을 동원하고, 초정 유족을 부채질하고, 통영문화원을
독촉하다가 결국 사업비를 회수하는 등 온갖 회유와 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청
문화예술과와 지역경제과가 충돌하기도 하고, 심지어 K 통영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영
예술의 향기 이사진 19명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철저하게 공권력 횡포를 행사했다. 이 뿐 아니
다. 지난 5월 27일 새벽 꽃시비를 야반도주하듯 김춘수 동상 옆으로 옮겼다가 시민 비난이 거
세지자 원위치한 3일 천하의 파렴치함도 자행했다. 결국 민 주도의 공공 디자인의 표상인 꽃
시비는 관의 힘에 밀려 시민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6월의 어느 새벽 남망산 입구로
이설됐다.』 - “공공디자인의 대명사 꽃 시비 이전이 주는 교훈”, 2011년 7월 8일, 김영화 기
자,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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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모든 유품을 통영시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통영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005년부터 김춘수 시인의 생가인 동호동에 생가를 복원하고
일대에 기념관을 지을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높은 보
상가 제시에 계획을 한창 수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꽃」시비 제막식이
있은 후 보름 뒤인 2007년 12월 13일 유족들이 기증한 유품이 통영으로 모두
도착한 것이다.
김춘수의 육필원고 126점과 8명의 유명 서예가가 시인의 시 구절을 쓴 8폭
병풍, 10폭 산수화 병풍 2점, 탈, 문방사우, 통영 두석장과 침대를 포함한 가구
류, 필기구, 안경, 시계, 도장, 지팡, 훈장 등 330여 점이 도착했다. 또한 생전
멋쟁이로 소문난 시인답게 그의 슈트와 가죽장갑, 롱코트 등 의류만 76점, 소
장하던 수필집과 사전류를 포함한 서적 550여 점도 추가로 도착하였다. 이에
통영시는 선생의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급하게 물색해야했다. 마침
봉평동 451번지 옛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시 소유 건물) 건물 4층을 확보해
그곳에 보관을 하였다. 곧 2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월의 리모델링 공
사 후 2008년 3월 28일 김춘수 유품 전시관 현판식을 가졌다. 하지만 약 45평
에 해당하는 협소한 공간으로 미처 공개하지 못한 유품들도 많고 전시관이 4
층이라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통영시는 예산 1억 원을
더 들여 같은 건물 1·2층을 리모델링하여 규모와 접근성 문제를 보완, 2009
년 5월 재개관하였다.

2) 유치환 흉상 건립 운동 전개
2006년 2월 11일, 청마 유치환(1908년 7월 14일~1967년 2월 13일) 시인 39주
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시민들과 통영문인협회 회원들이 청마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펼치기 위해 ‘청마를 지키는 사람들(이하 청지사)’
을 결성했다. 이 모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청마의 친일 의혹이 사실
이 아님을 알림으로써 그해 8월로 예정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사 2차 명
단 발표에 청마가 포함될 가능성을 막는 것이었다. 일전 친일 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청마의 이름이 거론되자 고성·거제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연대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청마의 고향인 통영에서도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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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청마를 지키는 모임’이 필요했던 것이다.171)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문단 일부에서 제기한 청마의 친일 혐의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알리고, 향후 2008년 청마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통영중앙우체국’
의 ‘청마우체국’ 개명사업 등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
해룡 前통영예총 회장은 당시 ‘청지사’를 발의한 취지에 대해 “청마는 결
코 친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곡하고 곡해하여 그를 친일로 몰려는 개인 또
는 단체에 우리 통영 문인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결
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발의는 통영문협이 제안했지만 통영시
민들이 그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예
를 들어, 이후 친일명단에서 청마의 이름이 삭제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
2008년 청마탄생 100주기를 맞아 청마의 시 「깃발」을 주제로 한 깃발축제도
성황리에 거행했으며, 청마가 여류시인 이영도 선생에게 5,000여 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유명한 중앙우체국 정문 옆에 청마의 흉상을 건립한 것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는다.
특히 이 청마의 흉상은 ‘청지사’가 시민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
아 만든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08년 청마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0
월 2일, 청마 유치환 시인의 흉상이 중앙동 청마거리 내에 있는 중앙우체국
「향수」 시비 옆에 건립,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 흉상은 ‘청지사’가 앞서
김춘수 「꽃」 시비 건립 운동을 모델로 삼아 후원비 1만원씩 자율후원으로
성금을 모아 제작한 것이다. 그해 2월부터 시작한 모금에 1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해 1천 700여만 원이 모였다. ‘꽃과 의미’ 회원들 대부분은 ‘청지사’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꽃」시비 건립 운동을 전개해 본 경
험이 있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이 운동의 진정성을 잘
이해해 주었다. 무엇보다 흉상 제막식에 참석한 청마의 두 딸이 고령임에도
참석, 그 의미를 더했다.

171) 이는 2005년 12월 16일 「통영문학」 제24호 출판기념식 자리에서 정해룡 당시 통영문협 지
부장이 ‘(가칭)청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을 제안했고, 참석자 모두 찬성해 지역의
인사들과 출향인사,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청사모’를 결성하고 해마다 청마 추모제를 ‘청사
모’에서 주최할 것을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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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청마 흉상 제막식과 조성 기금 모금에 참여한 시민 명단
사진 제공: 통영예술의 향기

‘청지사’는 청마 흉상 제작에 이어 중앙우체국을 ‘청마우체국’으로 개
명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0월 2
일부터 5일까지 청마의 대표 시 「깃발」을 주제로 한 ‘깃발 축제’를 개최
하였다. 통영 문화마당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깃발 1만여 개를 세웠다.172)
2008년 10월 청마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청지
사’와 ‘꽃과 의미’는 2009년 2월 13일 전격적으로 통합하여 ‘통영예술의
향기’로 재결성하였다.

172) 청마를 상징하는 깃발 기장을 디자인 한 박우권 ‘통영예술의 향기’ 부회장은 “깃발은 개개의
깃발이 힘차게 운집해 나아가는 형태다. 청마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역동성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자 떼를 지어 나아가는 말들의 동세를 디자인 캐릭터로 재구성 했다. 전체적 컬러는
하늘과 바다, 맑음과 싶은 신념을 상징하는 청색을 적용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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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청마 탄생 100주년 깃발 축제
사진 제공: 통영예술의 향기

3) 재미소설가 김용익의 재발견 및 기념사업 전개
“난 힘없고 가난한 신생 한국의 외교적 대변자였다면, 내 동생 김
용익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한국 정서를 세계 무대에 당당히 알
린 작가로 후세는 김용익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김용식 前외무부장관
“김용익은 타향 미국에서도 고향 한 가운데 있었다. 「꽃신」은 경상
도 말의 극세공품으로 언어미학에서 그 어떤 누구도 당할 수 없다.”
-김열규 서강대 명예교수
‘통영예술의 향기’ 이지연 회장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두 단체의
통합 후 이뤄낸 최대 성과를 “재미소설가 ‘김용익(1920년 5월 15일~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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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173)’의 발굴”이라고 설명하였다. 영어로 한국인 특유의 감수성을
표현해 ‘마술의 펜’이란 칭호를 얻은 김용익은 통영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기억을 소재로 영어로 소설을 썼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재창작을
통해 한국 문학의 감수성을 세계에 알린 작가이다. 1956년 단편 「꽃신(The
Wedding shoes)」을 미국 <Harper’s Bazaar>에 발표하면서 영어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쓰는 작가로 단박에 등극했다.174) 또한 「해녀」, 「행
복의 계절」, 「푸른씨앗」 등 여타 작품들은 미국과 영국, 독일, 덴마크 오스
트리아의 교과서에 실렸으며,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자료집에 미국에
서 가장 유명한 3명의 한국인 작가로 강용흘, 김은국과 함께 소개되기도 했
다.175) 현재 「꽃신」은 2종의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이렇
듯 김용익은 작품마다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극찬 받는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을 영어로 발표했기에 국내에서는
번역과 저작권 문제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조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
되었던 작가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김용익은 미국생활 중 “고국 하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 쇠똥에 빠졌던
고향의 그 골목길이 내 창작의 원천이다. 여행의 마지막 종점은 어릴 적 뛰놀
던 고향 바로 통영 그곳이네”176)라고 토로할 만큼, 그 역시 여느 통영출신
예술인들처럼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한 예술인이었다.
통영 마지막 읍장을 지낸 아버지 김채호 씨에게서 태어난 김용익과 그의 형
김용식은 통영의 자랑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형제로 손꼽힌다.
김용식(1913년 11월 11일~1995년 3월 31일) 前외무부 장관은 1948년부터 33년
간 외교관과 행정가로 활동하며 한국 외교사의 산 증인으로 기록된다. 일제강
점기 이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외교적 난제들을 훌륭
히 해결하여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기틀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통영예술의 향기’는 김용식 장관의 외교적 업적도 비중 있게 다루기

173) 그는 1942년 일본 Aoyama Kakuin 대학 영문과 졸업 후 1948년 Florida Southern
College로 유학을 간다. 이곳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석사학
위를 취득하였고, University of Iowa 대학원 창작부에 참가하여 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174) “세계가 극찬한 마술의 펜 「꽃신」 김용익 소설가, 19주기 추모제”,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참고.
175) “통영 출신 김용식·김용익 형제 기념관 개관”, 2013년 4월 18일, 신정철 기자, 경남신문 참고.
176) “김용식·김용익 생가, 통영시에 기부 채납”, 2011년 10월 14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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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의, 김용식·김용익 형제의 재평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통영예술의 향기’ 회원들은 우선 국내외에 흩어져있던 김용익의 자료들을
수집했다. 또한 그동안 야산에 방치되다시피 된 그의 묘소도 찾아내었다. 묘소
를 꾸준히 관리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배 올 수 있도록 진입로 정비도 하
였다. 매년 김용익 추모제를 거행 중이고 ‘통영문학상-김용익 소설문학상’
선정의 기틀도 마련했다.
회원들의 정성스러운 선양사업 소식에 미국에 거주 중인 김용식·김용익 형
제의 유족들은 감동하여 이들의 생가(통영시 태평동 22번지)를 통영시에 무상
기부 채납하였다. 김용식 장관의 장남 김수환 목사는 “이 생가는 우리 가족
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라 이민을 가서도 팔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만, ‘통영
예술의 향기’ 회원들과 통영시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정성에 통영에 기증하는
것이 맞다”며 기부 채납의 이유를 밝혔다.177) 이에 통영 시의회는 기념관 건
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특별 제정하기
도 했다. 현재 이들 형제의 생가는 1여년의 재정비를 거처 2013년 3월 17일 전
시실, 세미나실, 관리실, 야외 휴게실 등을 갖춘 ‘김용식·김용익 기념관’으로
개관했다.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용익 작가의 사위는 김수환 목사의 감사의
편지178)를 대독하며 통영시민들과 ‘통영예술의 향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
을 전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았던 작가 김용익과 한국 외교사의 큰 어른인
김용식 장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념관과 기념사업
을 이어오고 있는 ‘통영예술의 향기’는, 때로는 통영시가 예산과 인력, 기획
부족의 이유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 못하는 통영 출신 예술인 기념사업을
작지만 알차게 진행하며 지역의 예술인 선양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177) “김용식·김용익 생가, 통영시에 기부 채납”, 2011년 10월 14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기사
인용과 박우권 ‘통영예술의 향기’ 부회장의 증언 종합.
178) “…기와집에서 양옥집으로 변모해도 일생동안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을 결코 팔지 못했다. 통영시가 이 집을 기념관으로 선정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다. 집안
의 영광이고 아버지와 삼촌은 물론 우리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저 세상에서 모두 마
음의 고향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 - “한국 외교 개척자 김용식·꽃신의 작가 김용익 기념
관 개관”, 2013년 4월 20일, 김영화 기자, 한산신문 기사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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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사진 제공: 통영예술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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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통영시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의 특징
제3장에서는 통영의 문화예술적 도시 조성 배경과 효과를 살펴보았고, 제4
장에서는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건립 주체별로 나눠 조사하였
다. 이 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토대로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
정에 드러난 특징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예술인 기념공간 조
성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효과를 종합하여 장소마케팅을 위한 통영시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과 특징을 모식화하겠다.

제1절 예술인 기념사업 추진 배경
1. 통영시와 시민들의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 가치 인식
1995년 국내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적 자산의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다. 이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관련 콘텐츠 확보의 유무
는 지역의 품격과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중 특히 지역과 연고가 있는 유명 예술인 콘텐
츠는 많은 지자체가 주목하는 분야다.
통영시는 인구 14만의 소도시이지만, 인구 대비 수많은 유명 예술인들을 배
출한 ‘예향’으로도 이름 높다. 윤이상, 유치환, 전혁림, 박경리, 유치진, 김
춘수 등 한국 현대 예술계의 거장이 된 이들은 모두 통영에서 나고 자랐다.
하지만 그들의 고향이 통영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지라도, 정작 지역에
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들을 기념하는 기념사업과 기념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념공간의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도시’라는 인식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청마문학관과 전혁림 미
술관을 제외하곤 윤이상, 박경리, 김춘수 등 걸출한 예술인들의 존재를 경험하
고 소비할 수 있는 기념공간들이 전무했다.
2000년대에 들어 문화예술 자산을 확보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
쟁이 고조되면서 통영시도 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2000년 중반 이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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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 결과 10여년이 지난 현재 통영은 윤이상과 박경리,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등 다양한 예술인들의 콘텐츠들을 과거에 비해
대거 확보하였다.
우선 2001년 윤이상을 기념하는 ‘통영현대음악제’를 필두로 윤이상 기념
사업을 활발히 펼쳐 현재 ‘통영국제음악제’를 아시아 최고의 클래식 음악제
로 성장시켰다. 음악제가 성장할수록 윤이상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과 전문
음악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윤이상을 둘러싼 이념 논쟁으로 여러 난관을
겪었지만, 끝내 ‘윤이상 기념관’과 ‘윤이상 음악당’을 확보하였다. 또한
그동안 고향에 일체 방문하지 않았던 소설가 박경리의 마음을 열어 ‘50년 만
의 귀향’을 추진, 이후 박경리 묘소와 기념관을 확보하였다. 전혁림 화백의
경우 유족의 노력으로 개인 미술관을 마련하여 통영의 문화 공간 창출에 기여
했다. 이후 2007년을 필두로 ‘통영예술의 향기’라는 예술인 민간서포터즈가
결성되어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등 여러 예술인들의 선양사업을 민간 차원에
서 벌이고 있으며, 그들과 관련한 기념공간 건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을 통해 현재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은 날로 풍부해지고 있다.

2. 지역 리더의 비전 제시와 추진 의지
기존의 장소마케팅 관련 연구를 참고하면, 도시의 비전 제시와 도시이미지
변화, 새로운 공간 창출 등에 있어 지역 리더의 역할 비중은 매우 크게 나타
난다. 리더의 공식 권한에서 나오는 권력은 행정 전반 의사결정에 있어 지대
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영시의 예술인 기념공간 창출 사례에
서도 나타났다. 잠재적 장소자산으로 존재했던 통영의 예술인 콘텐츠가 유형
의 물리적 공간으로 창출된 데에는 한 리더의 역할이 컸다. 현재 ‘윤이상 기
념관’,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공원(묘소)’, ‘박경리 기념관’, ‘김
춘수 유품전시관’ 등 통영의 핵심적 예술인 기념공간들은 J 통영시장의 적극
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2003년 10월 선출된 J 통영시장은
취임 후 통영시의 미래 비전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에 두었
다(백선혜, 2004:206). 통영 지역의 잠재된, 혹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예술적 자산을 미래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비전과 철학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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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제시했다. 통영시의 장소마케팅에 있어 ‘통영국제음악제’를 중요
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전문 음악당의 필요성을 주장, 음악당이
개관할 수 있도록 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 문단
의 거장 박경리와 관련한 기념공간도 조성하였다. 윤이상, 박경리는 특히 대중
적 인지도가 매우 큰 예술인인 반면 정작 고향에는 앞서 4장에서 소개한 여러
연유로 2000년대 중반까지 관련 기념공간들이 부재하였다. J 통영시장은 강력
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여러 갈등 해결에 집중하여 기념공간들을 창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179)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통영의 장소마케팅을 위한 예술인 기념사업은,
이미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경쟁적으로 도시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추진에
뛰어든 일부 지자체들과 비교해 뒤늦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잠재
되어 있던 풍부한 문화예술적 자산으로, 시작 당시보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통영의 예술인 기념사업과 기념공간 인프라는 과거에 비해 매우 풍성해 진 것
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시 리더의 문화예술적 비전 제시와 노력을 통해 예술
인 기념공간 외에도 통제영 복원, 동피랑·서피랑 등 역사문화지구 등의 조성

179) 『“21세기는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고 지역 경제와 직결됩니다.” …그가 2003년 11월 시장
에 당선됐을 때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다. 통영지역 음악인들이 주축이
돼 윤이상을 기리는 작은 음악제로 시작한 행사가 커져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
고는 ‘문화도시 통영’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통영의 문화도시 만들기를 ‘도시 디자인’과
‘문화행사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우선 통영출신 문화예술인을 기리는 인
상적인 기념 건물을 곳곳에 만들면서 문화도시에 걸맞는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시 전체
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했다. 진 시장은 스스로 문화예술인을 자처하고 있다. 시집과 수필집을
낸 문학인이며, 개인전을 세 차례나 한 화가이기도 하다. 시장실과 시청 복도에는 그가 통영
주변 풍광을 그린 그림 5점이 걸려 있다.』 - “문화예술인 자처 진의장 통영시장 “문화도시 걸
맞는 도시경관 만들 것”, 2008년 3월 21일, 김상진 기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발췌.
『통영의 풍부한 역사·예술 자원에 ‘마케팅력(力)’이 더해져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진의장 통영시장은 2003년 취임 후 이런 도시마케팅을 통영시에 접목했다. 진 시장
은 최근 조선일보 주최 강연에서 “통영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문화가 곧 도시 경쟁력이고, 이 문화가 경제력이 된다”며 “통영을 포
함한 남해안을 프랑스의 세계적 휴양지인 ‘코트다쥐르’와 같은 아트 클러스터(cluster)로 조성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시장은 “조그만 도시도 도시마케팅을 통해 이렇게 세계화할 수
있다”며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도시마케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 “예술과 역사를 살리니 도시가 살아나”, 2008년, 4월 22일, 김성모 기자, 조
선일보 기사에서 발췌.
『“예술을 사랑하고 통영을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진의장 전 시장
이었다.”』 - “박경리의 생애, 그리고 통영”, 2011년 <통영문학> 제30호, 김정자 부산대학교 명
예 교수, p.292에서 발췌. J 시장과 통영의 문화예술인 장소마케팅에 관련한 자료 종합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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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도 계속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역 기반 산업인 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2003년을 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비전에 문화와 예술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현재 연구자의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영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와 노력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에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지역 수산업의 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잠재적 자산인 문화와
예술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시켜보자는 비전은 설득력을
얻었다. 그 근거로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이 컸다. 기존에는 주로 여름
바다 휴양객 위주의 관광객이 대다수를 이루었는데, 음악제가 유명해지면서
세계적 오케스트라 단원 및 음악인, 다양한 부류의 관람객, 전국에서 온 자원
봉사자 등 새로운 관광 목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다. 음악제
가 성장할수록 매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문화와 예술이 밥 먹여준
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 것이다.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매스 투어리즘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자산을 소비하고 경험하는 문화관
광 형태로 변화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각종 미디
어를 통해 소개되고 음악제를 통해 지역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 엘리트
들을 중심으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돼 점차 확산되었다. 그 결
과 이제는 지역민들 스스로가 문화예술 운동의 자발적 주체가 되어 관(官)의
움직임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사업들을 챙기고 있다. 2000
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의 가치 활용은 시
민 문화예술 운동이 성장하게 된 토대가 되었고, 이는 통영시에도 적용되어
통영이란 도시의 품격과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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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통영의 예술인 기념사업 추진 배경

제2절 기념 인물 선정 기준과 기념공간의 필요성 분류
1. 기념인물 선정 기준: 예술가의 위상과 시대별 관련 이슈 고려
기념할 예술인을 선정하는 작업은, 사전에 어떠한 특별 기준을 정해두고 전
략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즉, 당시 예술인들과 관련된 이슈에 따
라, 필요에 따라 여론의 합의를 이루어 추진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예
술인은 기념할 가치가 있다’라는 통영시와 시민들의 공통적 합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은 공통적으로 고려해 반영하였다. 이를테면, 예술인의 예술
적 가치와 업적을 수치화할 수는 없어도 관련 분야에서의 인정과 존경, 명성,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 등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달리 말
하면, 현재 조성된 기념공간의 해당 예술인은 통영시와 시민들이 합의를 이루
어 선정한 예술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통영시 주도이던, 시민들의
주도이던, 현재 이들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에 있어 특별한 반대가 있었
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념공간이 조성된 예술인들은 구체
적으로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념할 가치가 있
는 예술인’이라는 합의는 기본적으로 이루었기에, 관련 이슈에 따라 기념공
간 설립이 추진될 수 있었다. 관련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이상은
‘통영국제음악제’의 개최로 음악당과 기념관 등 그의 기념공간들이 필요했
기에 건립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박경리의 경우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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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는 예술인이었기에 특별 심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동안 통영이
박경리 브랜드를 활용하지 못했던 차에, 당시 지역 리더와의 개인적인 인연과
신뢰로 박경리의 50년 만의 귀향이 이루었고, 방문 당시 시민들의 열렬한 환
대와 화해의 제스처가 있었기에 작가의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어 통영이 기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김춘수 역시 대한민국 대시인으로 까다로운
심사의 의미가 없었던 예술인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통영시와 시민들
은 급히 힘을 합쳐 그의 기념사업을 준비하던 차였다. 한국 화단의 존경받는
원로 화가였던 전혁림은 살아생전 지역과의 소통과 친밀도가 가장 높았던 통
영의 대표 화가였다. 미술관은 2003년 유족이 건립하였으므로 통영시와 시민
들의 합의와는 무관하지만, 현재 이 공간은 시와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통영의 대표적 문화공간이다. 유치환 역시 주옥같은 작품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위대한 시인이었다. 다만 잠시 친일 논란이 있어 그의 기념사업
에 제동이 걸리긴 하였지만, 친일 인사 명부에 제외됨으로써 논란에서 해방,
기념사업의 당당한 명분을 얻었다. 그의 흉상 건립은 이러한 친일 논란 진실
규명과 청마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이 되었다. 김용익의 경
우, 김춘수와 유치환의 기념사업을 주도한 시민단체 ‘통영예술의 향기’에서
지역의 숨겨진 훌륭한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선정한 작가이다. ‘마술의 펜’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뛰어난 작품을
보여준 문인이었지만 작품의 대부분이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해외의 명성에
비해 정작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인이었다.

<표 52> 기념 인물 선정에 영향을 미친 관련 이슈
관련 이슈

해당 예술인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 전용 음악당, 기념공간의 부재

윤이상

50년 만의 고향 방문 이후 통영시의 기념사업 본격 추진

박경리

유족의 의지

전혁림

시민들의 자발적 기념공간 건립 추진 유품 확보를 위한 통영시의 노력

김춘수

친일 논란 진실 규명, 탄생 100주년

유치환

지역의 숨겨진 훌륭한 예술가 재조명 일환
자료: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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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2.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의 필요성 분류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통영시의 문화예술 자산 활용 장소마케팅에서 가
장 먼저 필요한 작업은 예술인들의 기념공간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무형의 콘
텐츠만이 존재할 뿐 예술인들의 흔적을 직접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증 조사를 통해 예술인 기념공간들이 필요하
게 된 요인을 종합한 결과 ‘공간 건립의 시급성’, ‘예술인 고향이라는 정
통성 확보’, ‘예술인 기념사업 콘텐츠 확장의 구심 공간 마련’ 등 세 가지
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시급성(時急性): ‘통영국제음악제’ 외연 확장을 저해하는 전문
음악당 부재 및 예술인들의 타계
(1) 윤이상 음악당의 건립의 시급
‘통영국제음악제’가 성장할수록 전문 음악당과 윤이상 기념관 조성은 하
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시급한 문제였다. 특히 이 음악제의 지속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음향시설과 조명, 무대 등을 갖춘 전문 음악당이 반드시
필요했다. 음악제 초기부터 지역의 다목적 공연전시 공간인 ‘통영시민문화회
관’에서 음악제를 개최해왔지만, 클래식 연주회를 진행하기에는 전문적이지
못한 공간이라는 지적이 연주자와 관람객에게서 항상 제기되어왔다. 급기야
2004년 이 공간에서는 연주할 수 없다는 뉴욕 필의 연주 취소 사태까지 벌어
져 아시아 최고 음악제 반열에 오른 ‘통영국제음악제’의 위상과 향후 발전
을 위해서도 음악당 건립의 필요성은 보다 강력히 요구되었다. 전문 음악당을
갖추지 못한 여건은 세계적 연주자들을 초청하는 데에 점차 어려움으로 작용
하였다. 세계 유수의 연주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지 못
한다면 향후 음악제의 더 큰 성장과 명성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었다. 클래
식 연주회의 특성상 작은 소리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연주자와 클래식 애호
가들이 ‘통영국제음악제’를 점차 외면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통영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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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적 장소마케팅에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문제였다.
(2) 유명 예술인들의 타계
2000년대에 들어 통영 출신 유명 예술인들의 타계 소식이 이어졌다. 시조시
인 초정 김상옥(2004년 10월 31일)에 이어 대여 김춘수(2004년 11월 29일), 소
설가 박경리(2008년 5월 5일), 전혁림(2010년 5월 25일)까지 현대 예술계를 풍
미했던 예술인들의 서거 소식이 잇달았다.
통영시는 이들 예술인들의 고향으로써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었
다. 예술가들의 유품 및 유·무형의 콘텐츠 확보가 시급했다. 특히나 유명 예
술인들의 콘텐츠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적 자산이 되기에 이들과 작은 인
연이라도 있는 타 지자체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은 치열했다. 하루빨리 예술인
들의 유품 및 콘텐츠를 모으고 이를 보관 및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급
선무로 떠올랐다. 특히 박경리의 경우 작가의 타계 후 원주시와 하동군에서
박경리 기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에 자칫 지자체간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 김춘수 역시 타계 소식이 전해지자 남해군과 대
구시 등에서 시인의 기념비 건립을 준비했다. 부인의 곁에 묻히고 싶은 시인
의 평소 바람 상 묘소는 통영으로 모시지 못했다. 윤이상의 경우 생가 문제에
있어 산청군과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이들 예술인들의 콘텐츠 확보 문제는 비단 지자체뿐만 아니라 예술인 관련
재단과도 연관이 있다. 윤이상의 ‘윤이상평화재단’과 박경리의 ‘토지문화
재단’이 그것이다. 윤이상의 유품과 저작권 등의 관리는 유족을 중심으로 통
영시, 통영국제음악재단, 윤이상평화재단 모두가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였다.
박경리의 경우도 현재 유족을 중심으로 ‘토지문화재단’이 작가의 유품 관리
를 담당하고 있다. 예술인 콘텐츠 관리에 있어 지자체와 재단 간 경계가 없는
상황에 통영시는 예술인들의 고향이라는 사실 하나로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유족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했고, 그러
한 노력에 유족들의 협조로 유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유무형
의 자산들을 안전하고 의미있게 담을 수 있는 ‘기념공간’ 조성은 매우 시급
한 사안이었다. 공간 마련이 지체되면 될수록 이것은 해당 예술인과 유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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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예술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례가 되는 일이었다.
또한 2000년대는 타계한 예술인들의 서거 10주기, 탄생 100주년 등 상징적
인 해들도 포진해 있었다. 2005년은 윤이상 서거 10주기였고, 2008년은 청마
탄생 100주년인 해였다. 관련 추모행사도 잇달았다. 일련의 다양한 추모 행사
와 예술인들의 타계 소식에 그들의 콘텐츠를 모으고 이를 전시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공간의 건립은 예술인과 그들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사안이었다.

2) 상징성(象徵性): 예술인의 고향
윤이상, 박경리, 전혁림, 김춘수, 김용익 등은 모두 고향 통영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예술인들이다. 다양한 작품과 인터뷰 등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드러내며 각별한 애향심을 보여줬다.
예술가가 나고 자란 고향은 ‘작가의 뿌리’라는 상징성과 정체성을 내포하
는 장소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유명인들의 애향심 표출은 지역에 대한 호감과
흥미를 높여주고, 지역의 정체성까지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홍보 수단이 되
기도 한다. 통영의 경우, 이들 예술인들이 고향에 대한 무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출한 장소이기에 ‘예술가의 고향’라는 그 상징성은 절대적으로 확보한 장
소이다. 그렇기에 통영의 이러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상징적이고 구
체화된 예술인 기념공간의 조성은 반드시 필요했다.
또한 앞서 밝힌 대로 최근에는 예술인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과 기념사업에
있어 지자체와 재단 등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이다. 따라서 이들을 기념하는데
있어 단순한 연고보다는, ‘작가에게 특별한 곳’, ‘의미 있는 곳’, ‘작가
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과 정통성을 확보해야
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통영은 위 예술인들에게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장소였다. 예술인 기념사업 중에는 축제와 이벤트 등도 있지만 이러한 무형의
행사는 지역의 정치·사회적 사정에 따라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유형의 공간은 그 상징성과 정통성 모두를 내포하면서 지속성과 가시
성까지 담보할 수 있기에 통영의 예술인 기념사업에 있어 예술인 기념공간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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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시성(可視性): 미시적 도시 문화경관 조성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건립 배경에는 이곳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것
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시경관 조성의 필요성도 있었다. 예술인 관
련 물리적 공간 인프라가 부족하니 통영이 수많은 예술인들이 나고 자란 도시
라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예술인들의 생애와 작품 세계 등
을 직접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은 예술인 기념의 의미, 지역
민의 자부심 고취와 문화 시설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를 위한 외부인 유입 유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이었다. 예술인들의 생애와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기념공간들이 관광 및 답사의 목적지로 각광받으면서 통
영에서도 이러한 공간들을 마련했어야 했다. 미디어 노출이 관광객 유입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신문, 잡지 외에 블로그, SNS 등에 소개된 기념공
간은 통영 방문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술
인 기념공간은 한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관이 아닌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관으로, 통영은 문화예술 관련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라는 인식을 형성
시킬 수 있다.
예술인 기념공간은 통영의 새로운 도시 경관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음악
당, 기념관, 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주변에 시민들을 위한 쉼터, 공원 등과 같
은 공유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카페와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펜션, 기념품숍
의 공간들도 생겨나고 있다. 예술인 기념공간들을 중심으로 통영의 도시 문화
경관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혁림 미술관의 경우, 서울
에서 통영으로 본사를 옮긴 한 출판사가 미술관 옆에 입주하는데 이는 기업
입지에 있어 신선한 시도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출판사는 공간을 확장
해 지역의 예술인들을 테마로 한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하였다. 또한 미술관 앞
주택은 현재 한 미술작가의 작업실로 개조 중으로 미술관이 입지한 봉평동 일
대가 통영의 새로운 문화타운으로 조성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공간들이
향후 통영의 도시 재생에 있어 혁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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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의 필요성 분류

제3절 기념공간 조성 주체의 관(官)·민(民) 양분화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건립의 주체는 관(官)과 민(民)으로 양분된다. 양분
의 원인에는 기념할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중심에 있다. 즉, 사회적 혹은 개
인적 갈등과 논쟁이 있는 인물은 행정이 주축이 되어 공간 건립을 주도했고,
그렇지 않은 인물은 시민들이 기념공간을 조성했다.
관이 주도한 예술인 기념공간은 윤이상·박경리 관련 공간들이다. 윤이상과
박경리 기념공간은 이들과 관련된 이념 논쟁, 심리적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한
조성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행정력을 요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역의 리더가 그의 공식권한에서 부여된 권력을 활용,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민이 주도한 기념공간은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관련 공간이다. 이
들은 기념공간 건립에 있어 특별한 논쟁이 없는 예술인들이었다. 재정자립도
가 낮고 인력 부족의 난을 겪고 있는 소도시 통영에서 많은 예술인들의 기념
공간을 동시에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논쟁 및 갈등의 이유로 기념공간
건립에 있어 행정력을 보다 더 필요로 했던 경우는 관의 집중이 요구되었고,
큰 장애가 없는 예술인들은 시민들 주도로 기념공간이 마련되었다. 즉, 전혁
림 미술관, 김춘수 「꽃」 시비와 김춘수 유품 전시관, 유치환 흉상,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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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기념관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체는 민간단체 ‘통영예술
의 향기’였다. 이 단체를 통해 뜻있는 시민들이 예술인들의 기념사업을 주도
적으로 이끌며 행정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왔다. 이 경우 기념공간의 물리적
크기는 행정이 주도한 공간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만
은 결코 작지 않았다. 예술인 유족들은 통영시민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소중한
유품 및 콘텐츠를 더욱 풍부히 제공해 주었다. 이를 종합하면, 통영시의 예술
인 기념공간 조성 주체는 예술인과 관련된 갈등의 유무에 따른 관과 민 양분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윤이상 음악당과 기념관은 통영시와 통영국제음악재단이 협력하여 운영하
고, 박경리 기념관은 통영시 단독으로 운영한다. 전혁림 미술관은 작가 유족
이, 김춘수 시비와 유치환 흉상,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등은 통영시가 관리
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곳에서의 추모행사 등은 시민들이 주도해 이끌어가고
있다.

1. 논쟁적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관련 관(官)의 대응양식
1) 윤이상 음악당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의 노력
예술인 기념공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이 조성비용,
즉, ‘예산’의 확보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일수록 예산 지원의 의존은
절실하다. 만약 기념 대상이 되는 예술가가 사회·문화적인 갈등과 연관된 인
물이라면 이는 공간 조성비용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통영시의 경우
윤이상 음악당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었다. 문학관, 미술관 등 일반적 기념관
과는 달리 전문 음악당은 건립비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책
정된다. 고가의 음향 장비와 조명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야하고, 또 주변 경관
과 잘 어울리도록 건물 자체의 심미성까지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예
산 확보에 있어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윤이
상 음악당 조성 과정에 있어 예산의 확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
2006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국가가 윤이상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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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바와 같이, 정부기관은 그가 좌익사범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40여 년 동안 뿌리 깊게 고착된 윤이상 관련 이념 논쟁으로 그에 대한
정치적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 이러한 사정에 윤이상은 1969
년 추방당하다시피 독일로 떠난 후 다시는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그가 죽
는 날까지 그리워했던 고향 통영에도 올 수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윤이상에
게 있어 고향 통영은, 늘 그의 가슴 속에서 사랑하고 그리워한 공간이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공간(place of no return)’이었다고 개념 정의한다.
시간이 흘러 윤이상의 음악적 업적을 기념하는 ‘통영국제음악제’가 고향
에서 개최되었고, 이는 현재 아시아 최고 클래식 음악제로 성장했다. 뒤이어
그의 기념관과 음악당도 조성되었다. ‘통영국제음악제’의 기획과 개최 등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것은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역할이었지만, 윤이상과 관련
한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온전히 통영시의 몫이었다. 윤이상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 공간, 경험 공간, 소비 공간 등이 통영시내에는 필요했
고, 음악제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전문 음악당 건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특
히 음악당 건립에 있어 음악인 윤이상과 음악제의 국제적 위상으로 볼 때 이
공간은 세계적 수준의 최고의 시설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 통영시가 수백억에 달하는 전문 음악당 건립비용을 시비로만 충
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비와 도비 등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했
다. 한국이 낳은 천재적 음악가와 그 우수성이 입증된 음악제의 명성으로 보
았을 때, 이는 통영시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할 명분
은 충분했다. 그러나 윤이상을 향한 이념 논쟁은 예산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
이 되었다. “예술가의 작품과 행적은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집
단과 이것마저도 반대하는 집단 간 갈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통영시는 수년에 걸쳐 정부에 윤이상과 음악제의 예술적 가치와 국제적 위
상을 재고해 달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2005년 예산 지원
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특정
지역에 지원하려면 보다 명확한 명분이 필요했다. 당시 기획예산처는 ‘통영
국제음악당’이라는 이름으로는 지역 예산 안배 및 지원 형평성의 문제로 어
려울 수 있으니 ‘윤이상 음악당’으로 해야 가능성이 높다고 제의한다. 그동
안 통영시가 ‘윤이상’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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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우선 국가로부터 그의 공식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그렇
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의 이
름을 사용하는 데에는 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공식적인 정치적 명예회
복은 당시 국정원에서 조사를 실시하던 중이었기에, 통영시가 해결해야할 수
있는 문제는 유족의 설득이었다. 마침 2005년 10월 평양에서 윤이상 10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북측은 음악을 매개로 남북한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측의 윤이상 기념사업 관련자들을 초청했다. J 통영시장
은 통영국제음악재단 명예이사장과 윤이상의 고향 시민대표 자격으로 초대되
었고, 환연 행사에서 윤이상의 부인 이수자 여사를 만났다. 시장은 그녀에게
통영시민들의 선생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였고, 이 호
소는 미망인의 마음을 열어 ‘윤이상’이라는 이름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락하
였다. 그 결과 정부의 480여억 원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3
개월 후인 2006년 1월 26일, 국가정보원의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1967년 동
백림 사건은 확대 왜곡된 것이므로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정부가 사과하기를 권
고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까지 하여 음악당 건립에 속도가 붙었다.
음악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왕 음악당을 건
립하려면 윤이상과 음악제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통영시는 여러 조건을 검토한 후 건축가 프랭크 게
리에게 설계를 의뢰한다. 세계적 스타 건축가가 흔쾌히 수락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지만, ‘윤이상’이라는 세계 음악계의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는 음악
당 설계를 의뢰받는 일은 게리에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작업이
었다. 시장은 프랭크 게리에게 음악당 조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게리는 개인
적으론 이 작업을 매우 하고 싶어 했지만, 게리 사무실 측과의 비용 조정은
좁힐 수 없었다. 3년에 걸친 두 번의 만남과 시장의 진심어린 편지에 감동한
게리는 사무실 측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2009년 2월, 파격적인 금액으
로 설계에 응했다. 게리 사무실 측이 애초 제시한 금액은 4800억 원이었지만,
통영시 예산에 맞춘 1500억 원으로 최종 승낙한 것이다.
시장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우선 경남도지사를
설득해 경남도비 500억 원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당시 경남도지사는 남해안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이 음악당을 경남의 랜드마크로 지정하는데 힘을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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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은 것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마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
위원회가 2008년 12월 제정되었다. 통영시는 ‘윤이상 음악당’ 건립을 국가
가 지정하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최선을
다한다. 여러 경로로 파악된 정보에 의하면 500억의 추가 예산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고, 이를 접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는 곧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발
표된 언론에 의하면 이것이 정부를 압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곧이어
정부는 추가 예산 지원 불가라는 소식을 통보했다. 이로써 프랭크 게리의 설
계 역시 무산되었다. 통영시는 사전에 확보한 예산 480억 원에 맞춰 음악당을
조성해야 했다. 음악당 명칭에도 ‘윤이상’의 이름을 넣을 수 없게 되어
‘통영국제음악당’이 되었다. 근 10여년에 걸친 음악당은 2009년 첫 공사를
시작했고, 2013년 11월 8일 개관했다.
한편, 2009년 3월에 개관한 윤이상 기념관 역시 윤이상과 연관된 이념 논쟁
의 영향으로 조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을 정부
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던 음악당과는 달리, 그 규모와 비용 면에서 통
영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음악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했기에 비교적
커다란 갈등 없이 기념관을 개관할 수 있었다. 기념관 건립에 있어 통영시는
애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확장하였고, 담당 건축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심미적 아름다움을 보다 더 완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기념관은
2010년 국토해양부가 당 해 준공된 전국의 수많은 공공시설물 중 발주기관의
혁신적 노력이 가장 돋보인 건축물에 수여하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 대상(대
통령상)’에 선정되는 영예도 획득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이념 논쟁에서 충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윤이상과 관련한 음악당과 기념관이 그래도 늦게나마 그의 고향에 들어설 수
있게 된 연유에는, ‘예술가의 업적’에 더 큰 가치를 둔 지역의 리더와 통영
시민들, 또 이를 공감해 준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작용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여전히 그를 정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항의와 반대가 있어왔고, 그 영향에 윤이상을 기념하는 음
악당과 기념관 건립은 수차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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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적 수준의 전문 음악당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음악당 조성에
있어 기존에 확보한 480억 원 외 추가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정부
는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을 발표한 통영시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압박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했지만, 여론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많은 언론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
정부가 부담을 느껴 내린 결정”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결국 기존에
확보한 국비 480억 원의 지원으로 음악당을 개관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훌륭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실패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자면,
통영의 윤이상 기념공간은 윤이상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기념공간 조성을 위
한 추가 예산 확보에 장애로 작용한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통영이 윤이상의 고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수
적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그의 기념사업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재선을 의식해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당시 J 통영시장은 윤이상이 ‘위대한 음악가’라는 본질을 최우선순위
에 두어 음악당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 부분은 지역이 지켜야
할 가치, 기념사업을 해야만 하는 인물의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지역 출신 인사를 (주로)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념 인물과 관계된 휴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었다
는 점도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념사업에 있어 기념 인
물에 대한 논쟁이 분분할 때 지역 리더의 의지와 추진력, 결정은 절대적인 영
향력을 미치게 마련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통영시 도시 마케팅에 접목한 J 시장은 그의 시정
운영 철학을 토대로 시장의 공식 권한에서 나오는 권력을 활용해 윤이상 기념
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비록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와 항의로 추
가적인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여 현재 개관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없게 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15여 년 간 난제로 남아있
던 ‘윤이상 음악당’ 조성을 실현해 냈다는 사실은 지역의 리더로서 그 역할
을 충실해 해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박경리의 고향에 대한 심리적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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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박경리는 기념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
요소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로 존경받는 인기 작가이
기에 그녀와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는 도시라면 오히려 이를 적극 유치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실제 원주시, 하동군, 인천시 등이 박경리와의 인연을 활용
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박경리의 고향 통영시는 정작 2004년까지 위 도시들처럼 그녀의 브
랜드를 활용할 수 없었다. 박경리가 젊은 시절 일부 고향 사람들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는 그녀가 통영을 떠난 후 50년 간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을 정
도로 그 아픔이 컸기 때문이다. 작가와 고향의 교류 단절에 통영시는 박경리
의 고향이라는 매력적인 장소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경리 브랜드’
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연구자는 박경리에게 고향 통영은
‘상처의 공간(traumatic place)’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박경리가 통영에 대해
느끼는 장소감을 설명하는 용어로써 연구자가 정의한 개념이다. 이것은 장소
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 애정과 증오가 개인의 심연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작용한 감정을 의미한다. 박경리는 통영 거주 시 고향 사람들에게 받은 깊은
상처로 50년 간 고향을 찾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향을 그리워했고 그
그리움을 작품 속에 녹여냈으며, 고향 사람들이 원주로 찾아오면 환대했다. 따
라서 그녀가 고향에 대해 느낀 감정은 장소심리학 개념인 ‘장소공포감
(topophobia)’으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아우슈
비츠 수용소에 대해 갖는 극도의 공포감, 저항감 정도의 강렬한 거부 반응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경리의 고향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작
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다. 2004년 그녀의 ‘50년 만의
고향 방문’을 성사시킨 지역의 리더 J 통영시장은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
신중히 행동했고, 그 결과 고향을 향해 닫혀있던 박경리의 마음을 여는데 성
공하였다. 2004년 이루어진 박경리의 50년 만의 귀향은, 통영시와 박경리의 관
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 통영시민들의 뜨거운 환대는 박경리의 마
음에 진정성 있게 전해졌고, 그녀는 훗날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심경과 생전
에 기념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 사람들의 사랑에 화답했다.
박경리의 50년 만의 방문이 있은 후 통영시는 작가의 콘텐츠를 대거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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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박경리와의 교류가 시작되자 통영이 그녀의 고향이라는 정통
성과 명분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밝힌 대로 작가의 고향이라
는 상징성은 통영이 타 도시보다 작가에게 매우 의미있는 장소라는 비교 우위
를 갖게 해주었다. 작가의 고향은 작가를 성장시키고 작품과 사상의 모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박경리 브랜드는 통영시의 소중한 문화
예술 자산으로 역할하고 있다.
2008년 5월 5일 박경리는 타계했다.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기에 유족은 묘소
에 관한 유언을 미처 받지 못했다. 작가가 30년 간 거주한 원주와 고향 통영
중 어디에 묘소를 마련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경리
는 이미 J 통영시장에게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박경리
의 상태가 위독해졌을 때 유족은 시장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에 J 시장은 작
가의 유언을 명확히 전달했다. 유족은 작가가 평소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고
사랑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에 공감했고 묘소를 통영으로 결정했다.
박경리의 유해는 작가의 마지막 통영 방문 시 직접 둘러보고는 무척 마음에
들어 했던 장소에 안장되었다. 박경리는 유언을 통해 기념관 건립도 승인해
주었다. 묘소를 마련한 후 기념관 건립에도 속도를 내었다. 박경리의 유품들이
통영으로 도착했다. 2004년 박경리의 50년 만의 고향 방문 이전에는 통영에서
접할 수 없었던 그녀의 소중한 유품과 콘텐츠들이 기념관을 가득 메었다. 묘
소와 기념관은 1,000여 평의 부지 안에 함께 조성되었고, 기념관은 작가 타계
2주기인 2010년 5월 5일에 맞춰 개관하였다.
통영시의 박경리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종합하면, 그 과정에 있어 가장 중
요한 문제는 고향에 대한 작가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마침 박
경리를 고향으로 모신 지역의 리더는 청년 시절부터 그녀를 존경해왔고 수십
년간의 인연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다.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역할 한 것 중 하나는 시장의 누님과 작가가 유년 시절 형성한 좋
은 인연이 있었다. 이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지만, 지역 주민 간 커뮤니티가 좁
을 수밖에 없는 지방 소도시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예술인과 그를 기념하려는 고향의 리더가 유년시절 같은 지역에서
서로의 내면과 주변 환경을 보다 내밀히 알며 성장해 온 경우, 이러한 네트워
크는 훗날 서로가 기념의 대상이 되는 자와 기념을 추진하는 자로 성장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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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 지역의 인물 기념사업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리 기념공간 조성 과정에서 작가와 고향의 리더 간 개
인적 인연이 가교 역할을 한 사례는 특히 소도시의 예술인 기념사업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대의 경우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작가와
리더가 부정적인 인연으로 얽힌 관계라면, 이 경우 한 지역의 예술인 기념공
간 건립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다행히
통영의 박경리 기념공간 조성의 경우, 지역 출신 인사가 리더로 (주로)선출되
는 지방자치제 환경에서 리더와 예술인 간 좋은 인연이 순기능으로 작용하였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경리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는 작가의 독보
적 위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묘소와 기념공원은 한 시민의 사유지
기증으로 뜻 깊게 조성할 수 있었다.

2. 비논쟁적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관련 민(民)의 대응양식
1) 예술인 유족의 지역 사회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전혁림은 통영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한국 화단이 존경하는 근현대 작가다.
통영시는 전혁림 화백 기념사업을 추진할 법도 했지만 그의 살아생전 기념사
업에 깊은 관여를 하지 못했다. 우선 지자체가 생존 작가에 대한 적극적인 기
념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미술계와 행정의 관례이기도 했고, 작가와 작품의 가
치는 주로 작가 사후에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는 미술계의 문화도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지방 소도시인 통영시의 경우 부족하고 한정된 문화예술 관련 보
조금 형편도 작용했다. 특히나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미술작가들을 대거
보유한 예향 통영시의 특성 상 전혁림 작가에게만 큰 혜택을 준 다는 것은 예
산 지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전혁림 작가의 아들 전영근
전혁림미술관장은 통영시의 이러한 입장을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직 유
족의 힘으로만 미술관을 건립하였다.
전혁림 미술관은 작가 살아생전 오직 유족 측의 비용으로만 건립한 국내 몇
안 되는 한 작가만을 위한 기념 미술관이기도 하다. 미술관 설립의 의지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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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전영근 관장은 미술관 건립에 어떠한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점은 오
히려 전혁림 화백 기념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고 한
다. 전혁림 화백의 작품과 전영근 화백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전혁림 미술
관은 2003년 5월 11일 개관했다. 미술관은 전혁림 화백이 생전 거주하는 집과
작업실을 개조해 만들었다.
한국 화단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전혁림 화백이었지만 그의 대중적 인지도는
그가 예순을 갓 넘긴 1970년대 이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06년 청와대
의 그의 작품 <통영항> 구입이 화제가 되고, 2008년 케이블카의 개장으로 통
영의 미디어 노출이 잦아지면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
히 2008년 당시 통영에는 예술인 기념공간이라고는 청마문학관 외 전혁림 미
술관만이 있어180) 언론의 집중이 쏟아졌다.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라 홍보
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는데, 통영의 언론 노출이 잦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전혁림 미술관은 관광객들에게
는 통영 관광의 명소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 미술관은 한 평생 그림에만 몰두한 아버지를 위한 효심으로 유족이 마련
한 개인 미술관이만, 통영시 전체로 봤을 땐 이들 덕분에 통영은 지역 출신
위대한 예술인의 기념공간과 콘텐츠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유족들 역시 통영 최초의 미술관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공간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官)의 지
시 없이도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도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
성해 지역 문화공간의 모범적인 운영 행태를 보여주며 현재 통영시 여러 기념
공간 중 가장 교육적인 문화공간으로 꼽히고 있다.

2) 예술인 기념사업 전개 방식의 대안적 시민 문화 운동 제시
통영시 관계자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통영시 예술인 기
념사업에 있어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념해야 할 인물
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었다. 통영 출신 예술인으로 주로 언급되는 윤이상,
180) 앞서 소개한 윤이상 기념관은 2009년, 박경리 기념관은 2010년, 윤이상 음악당은 2013년 개
관하였다.

- 199 -

유치환, 유치진, 박경리, 김춘수, 김상옥, 전혁림 등은 모두 대한민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만큼 이 점은 분명 통영시만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들 예술인들이 한국 문화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모두의 기념사
업에 있어 결코 소홀히 대접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게다가 현재 통영에는 이
들 현대 예술인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 공예, 전통 굿 분야를 합쳐 생
존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들도 9명이나 있다. 이렇듯 통영은 기념할 가치가 있
는 훌륭한 예인들이 너무나 많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예향’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도시 통영은 시비로만 기념사업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갖추어 제대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하
는데, 그 일을 진행할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재정과 인력 부
족의 열악한 소도시 환경에서 이 모든 예술인들의 기념공간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또 동시에 제대로 수행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2000년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윤이상, 박경리 기념사업이 한창인
와중, 2004년 김상옥, 김춘수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기념사업 진행에 과부하가
걸렸다. 통영시가 이들의 기념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진행하
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김춘수 시인의 경우 그의 타계 직후 유족
들과 기념사업 추진을 의논하며 기념관 건립 및 유품 인수에 관한 협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 이왕이면 선생의 동호동 생가터에 기념관을 짓고 싶어 토지
매입 작업을 시작했는데, 보상 문제에 갈등이 생겨 시간이 지체되어 왔던 것
이다. 그 사이 타 도시들에서 시인의 시비 건립을 추진하는 등 김춘수 브랜드
활용을 시작하였다. 우선 유족들로부터 인수받은 선생의 유품들을 보관할 임
시 전시관부터 마련하였다. 기념관 및 그의 기념비도 추진 중이었다. 시간이
필요했다.
이 시기 통영시의 역할을 보완해준 시민단체가 ‘통영예술의 향기’이다.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선양사업에 뜻있는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다행히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등은 기념사업에 있어 특별한 논쟁이 없는 인물들로 다양한 기
념사업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우선, 2007년 9월, 김춘수 시인의 「꽃」
시비를 건립하고자 결성된 ‘꽃과 의미를 그리는 사람들(이하 ‘꽃과 의
미’)’이 발족됐다. 꽃 한 송이 1만원의 성금을 책정, 온전히 시민들의 힘으
로 시인의 대표작 「꽃」의 시비를 건립코자 하였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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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어 최종적으로 1천 504만 6천원의 성금을 모금,
의미있는 시비를 건립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
다. 예술인들의 기념사업 추진은 더 이상 관의 영역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영
역이기도 하다는 의식을 확산시킨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을 받은
유족들은 시인의 유품을 추가로 더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덕분에 현재
김춘수 유품 전시관의 시인의 소중한 콘텐츠는 풍부하다.
청마 유치환의 흉상도 시민들의 힘으로 제작되었다. 청마의 친일 논란이 있
었던 2006년, 청마 서거 39주기를 맞아 ‘청마를 지키는 사람들(이하 청지
사)’이 발족되었다. 이들은 청마의 친일 의혹을 바로잡고자하는 취지로 모였
고 관련 활동 등을 전개해나갔다. 2007년 ‘꽃과 의미’의 「꽃」 시비 건립
운동을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청마 흉상을 제작, 2008년 청마
탄생 100주기에 흉상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소도시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시민들의 네트
워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꽃과 의미’와 ‘청지사’에는 중복된
회원들이 많았다. 이들은 이왕이면 두 단체가 힘을 합쳐 통영이 배출한 예술
인들의 선양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라는 뜻으로 조직을 합쳤고,
2009년 ‘통영예술의 향기’로 재탄생시켰다.
‘통영예술의 향기’ 결성 이후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활동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재미소설가 김용익을 발굴해 그의 선양사업을 추진한 것이
다. 이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했던 김용익 작가의 가치를 재발견 하
지 않았다면 통영시는 오래도록 그의 기념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 뻔 했다.
우리나라 외교계의 큰 어른인 김용익의 형 김용식 前외무부 장관의 업적을 기
리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였다. ‘통영예술의 향기’의 적극적인 활동에 이들
형제의 유족들은 감동하며 김용식·김용식 형제의 생가를 통영시에 무상으로
기부 채납하였다. ‘통영예술의 향기’의 활동 덕분에 통영시는 ‘김용식·김
용익 기념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들 형제의 유품도 풍부히 확보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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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주체의
양분화 및 관(官)·민(民)의 대응 양식

- 202 -

<그림 35> 장소마케팅을 위한 통영시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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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과 결론
예술인을 기념하는 공간 조성은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념관·기념비 건립은 그 가시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행사·축제와 같은 이벤트 성격의 사업과 차별된다. 또한 관광객 유입과 고용
창출, 지역민들의 자부심 고취, 관련 산업 파생이라는 파급 효과도 있다. 이에
많은 지역에서 유명 예술인과의 작은 인연이라도 발굴하여 경쟁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특히 그 지역이 예술인의 고향일 경우, 문화적이고 차별적인 이미
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인물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혹은
작품의 배경이 된 고향에 설립된 기념공간은 지역의 남다른 상징성과 정체성
도 강조할 수 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윤이상, 유치진, 유치환, 박경리, 김춘수, 김상옥 전혁림
등 한국 현대예술계의 걸출한 예술인들이 동시대 대거 배출된 지역이다. 음
악, 연극, 문학, 미술 등 이들이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분야도 다채롭다. 그
들 덕분에 인구 14만의 소도시 통영에는 문화예술적 자산이 풍부하다. 관련
분야 후배들이 양성되었고, 음악제, 축제, 문학상, 추모제, 기념공간 등 다양
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기념공간은, 유형의 공간 조성을 통해 예
술인들의 생애와 작품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기념사업을 지속적·반
복적으로 펼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예술인 기념공간의 존재가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 전략
과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념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조성의 효과, 건립의 행
위 주체와 조성 과정의 특징 등을 구조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과
범위이다. 구체적으로 장소성 형성과 예술인 기념공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장소성, 장소마케팅, 예술인 기념공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혹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 문화예술
적 장소마케팅을 추진하는 데에는 먼저 지역 내 경쟁력있는 문화예술적 장소
자산의 검토가 선행된다. 이후 장소자산 간 경합이 진행되고, 각 자산의 상대
적 경쟁력이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연고가 있는 예술인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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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견하고 기념 공간 조성을 결정한다. 무형의 콘텐츠로부터 가시성을 획
득한 기념공간은 미시적 문화경관을 연출하게 되고 이는 다시 문화예술적 장
소성을 공고히 하게 된다.
한편,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서 갈등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했다. 정
치·사회·문화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술인이라면, 그를 둘러싼 갈등이
여러 주체들을 통해 표출된다. 기념공간은 지역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성이 무형의 기념사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 주체
간의 갈등이 첨예해 질 수 있으며, 공간 조성 사업의 주체가 분리되어 등장하
기도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참고하여,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을 파악하고,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소성 파악을 위해 관광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념공간 조성 과정과 특
징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획
득한 자료를 종합하여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은 어떠한 배경에 의해
추진이 되었는지, 조성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조성 주체는 누구인지,
조성 과정 프로세스에 나타난 특징들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가) 통영의 장소성 형성 현황과 이것에 영향을 미
친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의 효과 부분과 (나)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프
로세스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통영의 장소성 형성 현황 및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의 효과
첫째, 현재 통영의 문화예술적 장소성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관광
객의 통영 방문 목적은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들을 경험하고자 함이 높게
나타났다. 통영을 문화예술적 도시이미지로 인식하게 된 매개체는 ‘박경리
기념관’을 위시한 일련의 지역 출신 예술인 기념공간이 중심에 있었다. 또한
기념관을 방문한 목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흔적을 경험
하고 싶은 동기가 가장 컸다. 따라서 인물 기념공간을 통한 문화예술적 장소
마케팅은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현재 통영에 조성된 예술
인 기념공간들의 존재가 외부인의 지역 방문 동기 부여에 영향을 주었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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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적 도시이미지 형성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
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결과는 통영시가 기념공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4년에 실시한 도시이미지 조사 결과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당시의
통영은 ‘바다 휴양지’, ‘항구도시’라는 도시이미지가 압도적으로 강한 반
면, 문화예술적 이미지는 매우 낮았다. 이는 2004년을 기준으로 연구자의 설
문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 12월까지, 최근 10년 간 통영의 장소성에 큰 변화
가 일어났고, 변화의 요인에는 이 기간에 조성된 예술인 기념공간들이 큰 몫
을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무형의 예술인 장소자산을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가시적 유형의 공간이 조성됨으로서 통영의 문화예술적 도시이
미지가 한층 부각된 것이다. 통영이 모색했던 장소성과 그 구체적 외연화를
위해 가장 매력적이며 유력한 매개체 역할을 한 기념관은 하나의 건축이기에
앞서 장소성을 실천하는 물리적 공간이었다. 더불어 통영을 모태로 각기 분야
에서 선이 굵은 예술가들의 족적과 스토리를 한 공간에 집약해 지속적 장소
마케팅을 펼쳐내는 구심 공간이 통영에 확보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방문객들의 기념공간 방문 목적별 우선순위와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방문객은 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고향에 설립된 기념공간을 찾았
고, 이에 만족하여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
가의 고향’이기에 추천한다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는, 예술인의 고
향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무단복제가 불가능한 장소성임을 다시 한 번 입증
한다. 다음은, 통영의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유익한 경험이었기
에 추천한다는 이유다. 이를테면, 작가에 대한 애정과 높은 관심은 없었지만,
기념관을 지역의 문화공간 중 하나로 인식하여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당 예술인과 통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한 경험을 하
게 되었기에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사였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통해 기념공간 방문은 역동
적 레저관광이나 축제와는 달리 관광객의 사색적 소요를 허용하는 관광행태
임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예술의 향유는 이제 현대인들의 삶의
질과 여가 수준을 한층 높여준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인다. 다음은 문화
적 공간을 ‘방문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의견이었다. 이 결과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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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는 점은, 문화·예술·교육적 공간인 예술인 기념공간에 다녀왔다는 것
을 자신의 문화자본으로 여기며 취향을 과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기념공간 방
문 행위 자체가 과시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은 건물 자
체와 입지 환경이 만족스러웠기에 추천한다는 이유가 있었다. 이는 기념관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차별적 공간
에 기념공간이 조성되는 지 여부는 지역과 기념공간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 응답은 특히 박경리 기념관의 설문에
서 많이 나왔는데, 미륵산 자락에 위치한 기념관과 묘소에서는 통영 바다와
섬들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수려한 자연경관에 감탄
한 이들은 이 점을 박경리 기념관의 큰 매력으로 꼽았다. 또한 박경리가 생전
‘참 좋은 땅이다’라고 밝힌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져 방문객들의 호감을 더
욱 높였다. 전혁림 미술관 역시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러한 점
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윤이상 기념관 역시 국내 유명 건축가
의 작품으로 조형미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옛 충무관광호텔 부지에
조성한 통영국제음악당은 통영 바다를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문화예술과 자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은 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적 목적과 자기 개발 목적에 도움이 되기에 추천한
다는 이유가 왔다. 이는 통영이 자녀와 함께 와도 유익한 교육적인 도시이미
지를 추가로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술인 기념공간이 기념의 목적 외에
도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나)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프로세스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셋째, 통영 예술인 기념공간 건립 추진 배경에는 내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과 지자체 간 예술인 기념사업 경쟁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통영시와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들을 되돌아보고 가치를 재인식하
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 리더의 문화예술적 도시만들기를 위한 비전
제시와 추진 의지, 당시 어려웠던 통영 경제 상황도 들 수 있다. 2004년을 기
점으로 통영시는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예술적 자산을 지역 경제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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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력으로 활용할 것으로 제시했고 시민들은 이에 동의했다. 이 비전이 설
득력을 얻은 이유는, 지역 기반 산업인 수산업의 위기가 가장 컸다. 당시 통
영은 수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인구 유출 현상,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에
의한 자연 관광업 타격까지 겪어야 했다. 지역의 전반적인 절박한 경제 사정
에 지역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번 믿어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는
곧 확산되었다. 이에 통영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 중 핵심적 사업이 지역 출신 예술인들
의 기념공간 조성이었다. 통영은 풍부한 문화예술·역사적 자산을 보유하고도
지역 출신 유명 예술인들을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문화적 경
관이 부족했었다. 따라서 통영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적 도시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고, 자연재해에도 방문객 유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지
역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넷째, 기념 인물의 선정은 해당 예술인과 관련된 쟁점과 사안에 따라 결정
되었다. 예술인들의 예술적 가치를 수치화 할 수는 없기에 특별한 심사 평가
를 통해 기념 대상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주먹
구구식 선정은 아니었다. 예술인의 업적, 명성, 존경, 지명도 등의 정도는 시
와 시민들이 고려할 수 있었고, 이것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반영된 것이다. 즉,
현재 보존·관리되고 있는 기념공간들은 해당 예술인이 ‘기념할 가치가 있
다’라는 시와 시민들의 비공식적 합의의 결과로 조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연구자의 지역 조사에서, 해당 공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준 공간이라고 생각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 근거로는, 갈등의 정도가 가장 컸던 윤이상 관련
공간을 들 수 있다. 공간 조성 과정에서 지역 외부인들의 항의와 반대가 있었
지만, 정작 지역 내에서는 큰 반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경리 관련 공간은,
지역 리더의 노력으로 작가의 50년 만의 고향 방문이 성사되었고, 당시 지역
민들의 열렬한 환대의 결과로 공간이 형성될 수 있었다. 전혁림 미술관이 입
지한 봉평동 일대는 현재 새로운 문화타운으로 조성되고 있는 중이며, 이 미
술관이 일대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시각에 따라 혐오시설로 인
식될 수 있는 묘소 입지에 관해서도, 전혁림 화백의 묘소 부지 결정에 해당

- 208 -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환영하였다. 김춘수와 유치환 관련 기념물과 김용익 기
념관은 시민들이 나서 마련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탄생·서거 관련 행
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종합하여 볼 때, 통영의 시민들은 예술
인 기념공간에 대한 애정이 높고, 이는 곧, 해당 예술인 선정에 있어 엄격한
심사기준과 평가가 없었더라도,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루어 냈기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 선정에 있어 해당 예술인에
대한 수치화된 평가보다는, 시기에 따른 해당 예술인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윤이상은 ‘통영국제음악제’ 성공으로 음악당
과 기념관이 필요했고, 박경리의 경우, 50년 만의 방문 성사 이후 기념사업의
명분을 얻었다. 전혁림은 미술관 건립을 오랜 시간 준비한 유족의 의지가 있
었고, 김춘수는 갑작스러운 타계에 유품 전시관과 관련 기념물을 서둘러 마련
해야했다. 유치환의 경우 한동안 이슈가 된 그의 친일 논란에 대해 진실 규명
차원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이 병합되어 반영되었다. 김용익은 김춘수와 유
치환의 기념사업을 주도한 두 시민단체의 통합이후 추진한 지역의 숨겨진 훌
륭한 예술인 재조명 사업에서 가장 먼저 선정되었다.
다섯째, 기념공간의 필요성은 시급성, 상징성, 가시성의 이유로 제기되었다.
시급성에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 사회적 수요, 예술인들의 타계로 인
한 콘텐츠 확보 선점, 지자체 및 재단 간 콘텐츠 확보 경쟁 등의 이유가 포함
된다.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이 거듭될수록 세계 유수의 연주자들과 관람
객들은 전문 음악당 부재의 문제를 줄곧 제기했고, 급기야 뉴욕 필은 열악한
연주시설의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기까지 했다. 전문 음
악당 부재의 문제는 음악제의 더 큰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기에 회를 거듭할
수록 건립의 요구가 높아졌다. 또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김춘수, 박경리
등 통영 출신 예술인들의 타계가 있었다. 이들은 정작 타지에서의 활동이 왕
성했기 때문에 통영이 관련 유품을 선점하여 확보하려면 기념공간 건립을 서
둘러야했다. 더불어 통영은 걸출한 예술인들의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정체성이
있기에 기념공간을 통해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생전 그들이 드러낸 남
다른 고향 사랑은 최고의 지역 홍보 수단이 되고 있다. 그들의 작품과 미디어
를 통해 묘사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은 많은 이들에게 통영 방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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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했다. 이는 연구자의 관광객 조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기념관을 방문
한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이 해당 예술인이 사랑했던 고향에 건립된 기념공간
이기 때문에 찾았다라고 응답하였다. 예술인의 고향이라는 통영만의 특별한
지역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의 생애와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해야했다. 또한 풍부한 문화예술
적 자산을 보유하고도 그동안 지역에는 관련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했기에, 가
시성을 띄는 미시적 문화 경관을 조성할 필요도 있었다. 이는 축제와 이벤트
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을 위해
서도 필요한 공간이었다.
본 연구는 기념 인물을 둘러싼 갈등의 여부에 따라 기념공간 조성 주체가
관(官)과 민(民)으로 양분화 되었음을 밝혔다. 건립 주체별로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파악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종합해 이를 해석할 수 있
는 관점도 제시하였다.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건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
요하게 등장한 것은 기념 인물에 대한 갈등의 여부였다. 관(官)은 갈등을 내
포한 예술인인 윤이상과 박경리의 기념공간을, 민(民)은 비논쟁적 예술인인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기념공간 조성을 주도하였다. 민 주도의 경우
다시 유족과 시민단체로 나뉜다. 기념공간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다
음과 같다.
여섯째, 관의 주도로 건립된 공간들에서는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과 예술인 심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 나타났
다. 작곡가 윤이상의 경우, 과거 동백림 사건으로 그와 관련한 이념 논쟁이
오래도록 있었던 예술인이었다. 이로 인해 윤이상은 다시는 조국에 들어올 수
없었고, 평생을 그리워한 고향에도 올 수가 없었다. 윤이상에게 고향은 사랑
하고 그리워도 ‘돌아갈 수 없는 공간(place of no return)’ 장소였다. 40여년
이 지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그가 좌익사범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
지만, 우리 사회 만연한 그에 대한 이념 논쟁은 일시에 해소되지 않았다. 그를
기념하는 음악제 개최와 음악당, 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항의
와 반대는 늘 있어왔다. 이는 특히 윤이상의 세계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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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전문 음악당 건립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는 언론과 여론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구자는 이를 ‘문화정치론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나 기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혹은 지역의 리더의 의지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와 예산 지원 여부, 그리고
공간의 규모 및 명칭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이상의 경우는 해당
예술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논쟁이 지역의 문화예술 장소마케팅 과정에 부
정적 영향을 준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박경리 기념공간 조성 과정은 ‘장소심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가는 젊은 시절 일부 고향 사람들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가 고향과의 교류
단절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통영의 박경리 기
념사업과 기념공간 조성은 추진될 수가 없었다. 박경리에게 고향은, 통영을
떠난 후 50여 년간 한 번도 찾지 않을 만큼의 ‘상처의 공간(traumatic
place)’이었다. 작가에게 형성된 이러한 장소감에 통영시는 ‘박경리의 고
향’이라는 매력적인 장소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박경리와 연고가 있는
원주시와 하동군에 비해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한 인물을 기념하는 기념공간 조성에서 그 내부를 구성할 콘텐츠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작가와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거나, 작가에게 부정적인
장소라면 그의 브랜드를 활용한 장소마케팅에 차질을 빚게 된다. 2004년 이루
어진 박경리의 ‘50년 만의 귀향’은, 통영시의 문화예술적 장소성 형성에 있
어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고향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는 그녀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이에 작가는 통영에 묻히고 싶은 심경과 기념관 건립 허락으
로 화답했다. 이는 통영이 박경리라는 브랜드를 명분과 정통성을 앞세워 지역
의 문화예술적 장소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되었으며, 곧장 긍정
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실제 ‘박경리 기념관’은 연구자의 실증 조사에서 관
광객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기념공간으로 조사되었고, 만족도 척도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곱째, 민의 주도로 조성된 전혁림, 김춘수, 유치환, 김용익 기념공간들은
지역의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에 있어 ‘대안적 예술인 선양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족 주도로 건립된 전혁림 미술관은 현재 전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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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친밀히 소통하고 있었다. 사
립 미술관이었지만 설립 당시 문화시설 불모지였던 통영에 훌륭한 문화공간
을 마련해 준 것으로 지역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춘수의 「꽃」시
비와 유치환의 ‘흉상’은 지역의 예술인 선양사업에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
‘통영예술의 향기’가 주도한 기념물이다. 관의 예산 지원 없이 오직 자발적
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성금으로만 기념물들을 제작했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시민단체의 예술인 기념사업은 소도시의 열악한 행정 환경을 훌륭히 보완해
주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통영의 경우 기념할 가치가 있는 예술인들은 많은 반면, 시의 재정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자발적 시민단체
가 보완해 준 것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된 기념공간의 물리적 크기는 작
아도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기념사업
추진에 해당 예술인들의 유족들은 감동하여 수많은 유품과 콘텐츠를 통영시
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통영이 예술인들의 소중한 유품과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가 된 김춘수
「꽃」시비, 청마의 ‘흉상’ 등의 기념공간의 조성은 ‘통영예술의 향기’
단독으로 낸 성과이지만 이들은 통영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예술인 기념사업
들에 중요한 서포터즈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매년 예술인 탄생과
서거 등 관련 이슈에 따라 기념행사들을 주최하며 통영 출신 예술인 선양 사
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현재 통영에 존재
하는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그 프로세스에 깊숙이
관여한 지역 리더부터 핵심 인사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찾아 수차례의 반복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증언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그
신뢰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다. 1차로 검증된 인터뷰 자료
는 연구자가 구득한 신문·학술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로 또 다시 후속 검증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정제된 인터뷰 자료를 통해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시
공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의 검증작업을 진행한 이유는, 인터뷰 조사 방법의 한계로 지적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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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힌 편향된 발언, 인터뷰 대상자의 기억 착오에서
오는 자료의 왜곡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는 기존의 인물 기
념공간과 관련에서 작가의 업적과 가치가 해당 기념공간에 기능적 또는 심미
적으로 잘 반영이 되었는가, 또는 공간 생성 후 그 효과나 운영 현황은 어떻
게 나타나는가 등에 집중해 피상적으로 다룬 반면, 이 연구는 여러 단계의 검
증 작업을 거처 획득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해 예술인 기념공간 조성 과정을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구성했고, 이를 다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다.
또한, 인물 기념공간 조성 과정에 초점을 둔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선행 연
구는 축적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시대별 지역별
비교연구와 같은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 더불어 지역 연
구 측면에서도, 통영의 예술인 기념공간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 통
영 지역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현재 통
영의 장소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곳에 조성된 기념공간들의 효과는 어
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경험적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분류하였기에 향후 통
영 지역 연구에 있어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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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통영 관광객 설문지]

Ⅰ. 통영의 이미지·인식·방문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통영 방문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바닷가 휴양 및 레저 ② 문화관광(예술가 고향·동피랑 등) ③ 역사관광(세병관·
거북선 등) ④ 케이블카 ⑤ 섬 관광 ⑥ 먹거리 ⑦ 우연히 들렀다. ⑧ 거제·남해 등
주변 지역에 가는 김에 잠시 들렀다.
⑨ 기타(

)

2. 이전에 통영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_______번).

② 없다.

3. ‘통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3개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역사(이순신·한산대첩·세병관·통제영 등)
② 문화·예술(박경리·윤이상·유치환·김춘수·전혁림 등 예술인들의 고향)
③ 한려수도 및 해양관광지
④ 향토음식(충무김밥·복국·꿀빵·해산물 등)
⑤ 수산업(멸치·굴·해산물 등)
⑥ 동피랑
⑦ 케이블카
⑧ 축제(윤이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 축제, 트라이애슬론 등)
⑨ 나전칠기·누비 등 전통 공예
⑩ 기타(

)

4. 통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명소 3개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윤이상 기념관 ② 박경리 기념관 ③ 전혁림 미술관 ④ 동피랑 ⑤ 중앙·서호시
장 ⑥ 섬(욕지도·사량도 등) ⑦ 세병관 ⑧ 케이블카 ⑨ 해저터널 ⑩ 청마우체국 ⑪
달아공원 ⑫ 이순신 공원 ⑬ 남망산 공원 ⑭ 도남관광지 ⑮ 충렬사
⑯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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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윤이상·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윤이상 기념관, 박경리 기념관, 전혁림 미술관을 알고 계십니까?
① 3개 모두 안다. ② 2개만 안다(√: 윤, 박, 전). ③ 1개만 안다(√: 윤, 박, 전). ④
모두 모른다.
6. 기념관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접하셨습니까?
① TV 방송 ② 인터넷 ③ 신문·잡지 ④ 관광책자 ⑤ 방문경험이 있는 지인 소개
⑥ 접한 적 없다.
⑦ 기타(

)

7. 위 기념관들을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① 있다/방문 예정이다(방문했던/할 기념관 √: 윤, 박, 전. 아래↓ 가-1번으로). ②
없다(다음 페이지 나-1번으로).
가-1. 이 기념관 방문이 귀하의 통영 여행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요?
①매우 컸다. ②컸다. ③보통 ④영향을 주지 않았다. ⑤전혀 주지 않았다.
가-2. 해당 기념관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평소 해당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② 그들 고향에 왔음으로.
③ 본인 또는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방문했다.
④ 우연히 들렀다.
⑤ 본인보다 동행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해 방문했다.
⑥기타(

)

가-3. 통영 출신 문화·예술인을 기념하는 이 기념관 방문을 통해, ‘통영은 문화·예
술의 도시’라는 도시이미지가 강조되었습니까?
① 더욱 강조되었다. ② 강조되었다. ③ 변화 없다. ④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⑤
오히려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가-4. 이 기념관을 통영 방문을 계획하는 지인들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추천한다(이유:

).

② 추천하지 않는다(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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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5. 위 기념관 방문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 다음페이지 8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아래 문항들은 기념관들을 방문하지 않은 분들만 응답 바랍니다.
나-1. 위 기념관들을 방문하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해당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② 가고 싶었지만 다른 일정상 우
선순위에서 포기했다. ③ 기념관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④ 교육적이 않을
것 같다. ⑤ 재미없을 것 같다.
⑥ 기타 이유(

)

나-2. 향후 통영 재방문 시 기념관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① 있다(√: 윤, 박, 전).

② 없다.

③ 모르겠다.

8. 위 기념관들의 방문에 관계없이, 이 기념관들의 존재가 ‘통영의 문화·예술적 도시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 된다. ③ 모르겠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

9. 귀하께서는 앞으로 통영이 어떤 매력의 도시이미지를 더욱 강조해야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가장 필요한 3개를 체크√해 주십시오.
① 이순신·한산대첩·세병관·통제영 등 역사적 이미지
② 문화·예술인의 고향이라는 문화·예술 도시이미지
③ 아름다운 한려수도 및 해양관광지(욕지도·비진도·연화도·사량도, 해양레저 등)
④ 향토음식(충무김밥·복국·꿀빵·해산물 등)
⑤ 수산업(멸치·굴 등 양식어장)
⑥ 동피랑 등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을만들기
⑦ 케이블카
⑧ 축제(윤이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 축제)
⑨ 나전칠기·누비 등 전통 공예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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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예술 도시로써의 통영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⑥ 잘 모르겠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69세
⑦ 70세 이상
3. 귀하의 현재 거주지와 고향은 어디십니까?
거주지: _________특별시/광역시/도, ________시/군/구
고향: _________특별시/광역시/도, ________시/군/구
4.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및 고졸 이하 ② 대학 재학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⑤ 밝히고 싶지 않음.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 ② 교직 ③ 경영/관리직 ④ 연구/개발직 ⑤ 공무원 ⑥ 전문직
⑦ 영업/마케팅 ⑧ 주부 ⑨ 기술직 ⑩ 학생 ⑪ 농림/수산업 ⑫ 문화·예술
⑬ 기타(

)

6. 귀하의 소득수준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2천만원 이하 ②2천-4천만 원 ③4천-6천만 원 ④6천-8천만 원 ⑤8천만원 이상 ⑥
밝히고 싶지 않음
7. 통영의 도시이미지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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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commemorative museums of
Tongyeong artists for place marketing
Jin, GeumJoo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enters around the question of how the construction of
museums has affected the strategic place marketing of culture and arts for
the city of Tongyeong, Gyeongsangnam-do. The systematic exploration of key
aspects of the process, ranging from the socio-economic motivation behind
the construction processes, the main agents involved, and to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is the main goal and scope of the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sense of place of Tongyeong is highly identified with culture
and arts. The majority of inbound tourist rated as the first priority for the
visit the experience of cultural and artistic asset of the city. And the
concrete assets are embodied in a series of commemorative museums.
Second, the determined leader of local government together with citizen
volunteers who shared the vision of pushing forward museums played crucial
role of the construction process. The raised interests of the general pulblic
in the culture and arts also worked as the driving force of the construction.
The selection process of artists to be memorized were critically filtered by
sociopolitical issues around them.
Third, the main agents of the construction were either public officials or
citizen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ing assessment of the artists: ISANG

YUN and PARK KYONGNI were driven by public official, whereas JEON
HYUCKLIM, KIM CHUNSU, RYU CHIHWAN, KIM YONGIK who do not entail
conflicting debates were driven by citizen groups. The family of the
deceased artists also played key role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Fourth, some of the most striking nature of the city-driven monuments
include the efforts for securing the budget as well as the remedying the
traumatic conflicts of relevant artists. The case of ISANG YUN is a prime
example of idealogical conflicts. Tongyeong had been “the place of no
return”for

him

who

missed

his

home

throughout

his

lifetime.

The

intensified debate of ideological issues around him worked as major hurdle
for buget securement. As for PARK KYONGNI, Tongyeong was branded
as“traumatic place”to which she had never paid a visit for 50 years. The
city officials turn the situation around in 2004 through the event of‘Coming
Home in 50 Years’and since then the City was allowed to put forward her
as a key figure of place marketing.
Fifth, a suite of commemorative monuments involving JEON HYUCKLIM,
KIM CHUNSU, RYU CHIHWAN, KIM YONGIK are remarkable in the sense
that they were realized via ‘alternative mode of artists enhancement
movement.’ The voluntary citizen made the monuments possible without
any budgetary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This demonstrates that
for the small city of limited budget where the administrative support and
leadership are inadequate, the voluntary citizen activities may well serve as
a viable alternative for place marketing by artists commemoration.
Key words: place marketing, placeness(a sense of place), Tongyeong, artist,
monument, museum, memorial, concert hall, ISANG YUN, PARK KYONGNI,
JEON HYUCKLIM, KIM CHUNSU, RYU CHIHWAN, KIM YONGIK,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TIMF), Tongyeong Concert Hall, local elite, Frank
Gehrye, cultural place assets, art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