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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동안 학계에서 키치(kitsch)의 확산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키치는 우리의 일상에 더욱 교묘하게 침투하여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관광 영역에서 나타나는 

키치의 속성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

지털 환경의 발달로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하여 이런 담론이 키치적 관광과 어떻게 영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의 물리적 공간을 생성하는 지자체, 관광 담론을 

형성하는 소셜미디어, 담론을 실천하는 관광객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소의 키치화(kitschization of place)’란, 장소의 소비가치

를 창출시키기 위해 이상화된 대상을 모방함으로써 장소 본래의 특성으로부

터 점차 분리되어 장소성이 이중화되는 현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키치

적 관광(kitsch tourism)’은 장소의 본질주의적 장소성이나 진정성과 관계없

이 장소에 덧붙여진 상징적 가치와 미학적·이국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태도

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관광에서 드러나는 키치적 속성을 보다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국적 키치에 주목하고자 하였으며, 지자체와 소

셜미디어가 지닌 역할의 주도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남해 독일마을, 부산 

장림포구와 흰여울문화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관광 정보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로그로부터 사진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광 담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연구대상지는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개발 사업에 의

해 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키치화가 이뤄졌다. 독일마을의 경우, 지자체가 

남해의 장소성과 무관하게 독일교포의 정착촌이라는 새로운 장소성을 창조

하여 계획적․의도적으로 장소를 키치화하였다. 장림포구는 소셜미디어를 통



해 베네치아를 닮은 풍경으로 포착된 우발적 사건에 의해 ‘부네치아(부산의 

베네치아)’라는 장소성이 새롭게 제도화됨으로써 키치화가 이뤄졌다. 독일마

을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지

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키치화의 정당성을 확보한 반면, 장림포구는 소셜미

디어에 의해 창출된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키치화 정책이 시행되

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지자체의 노후지역 재생사업에 의해 ‘문화예술마을’

이라는 새로운 장소성이 도입되었으며, 산토리니 등을 벤치마킹하여 마을 

경관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건축물을 채색하면서 키치화가 

이뤄졌다. 지자체가 산토리니를 벤치마킹한 것은 외형적 유사성이 장소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키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분적·

선택적 모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블로거들은 온라인상에서 지역의 장소성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미학적·이국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장소를 표상화하고, 시각적 유희나 놀이 

중심의 관광 방식을 규정화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학성이 뛰어난 장소 요소들을 기호화하며, 다른 장소의 상징적 이미지를 

투영시켜 ‘○○의 베네치아’, ‘○○의 산토리니’ 등으로 환상성을 만들어내기

도 하였다. 또한 블로그에서는 이른바 ‘인증샷’ 장소가 관광지를 대표하는 

기호로 상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샷’ 장소는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가 깃든 장소가 아니라, 소비주체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장소를 해석하고 

미학성을 발굴하여 새롭게 의미와 가치를 창출시킨 장소이다. 블로거들은 

드라마틱하게 연출된 자신의 ‘인증샷’을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잠재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이런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

서 놀이처럼 유행화하고 있다. 이처럼 블로그는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이해

보다는 시각적 유희와 놀이를 통해 미학적·이국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관

광을 예찬하면서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관광객은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관광 담론을 실천하면서 공간을 소

비하는 동시에 키치적 관광을 몸소 행하면서 관광 소비문화를 형성한다. 대

부분의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이용하여 관광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블로그 담론과 영합하면서 육체적 행위로 실천한 관광의 행태는 키

치적 관광으로서의 특징을 보였다. 그 특징은 크게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 구별짓기, 대리만족적 경험으로 요약할 수 있

다. 키치적 관광은 대중관광처럼 담론화된 장소 기호와 이미지를 통해 장소

를 피상적․수동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들

의 행위는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닌 육체적 실천을 수반함으로써 이전의 

관광과 다른 행위주체성을 지닌다. 이를테면, 관광객은 소셜미디어에서 규정

된 ‘인증샷’ 장소에서 학습된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

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아를 표현

한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촬영할 때 장소의 본질적 속성에 관심을 두지 않

고, 동행인과 함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미를 부여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경관 이미지를 향유하는 키치

적 관광은 진정성이 결여된 행위라기보다 관광의 의미가 관광대상에서 관광

경험을 통해 촉발되는 진정성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키치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들을 대신하여 키치를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키치적 관광 행위에 내포된 인간의 욕구나 심리

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관광객을 소비주체로만 간주하던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블

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 바라보고, 이

러한 담론이 어떤 측면에서 키치적 관광과 영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디지

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소셜미디어가 관광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

대됨에 따라 앞으로 키치적 관광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블로그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셜미디어의 관광 담론에 의한 지역의 물리적․경제적․제도적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폭넓게 이뤄져야 하겠다.

주요어 : 키치, 장소의 키치화, 키치적 관광, 소셜미디어, 관광 담론,

관광 소비문화

학 번 : 2014-3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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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오늘날 키치(kitsch)는 산업화 및 소비사회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일상 공간에 더욱 교묘하게 침투하여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Cassin et al., 2014; 김가영·진정훈·김개천, 2016). ‘키치’라는 용어는 초기

에 진품의 가치나 효과를 모방한 저속한 물건과 형식을 일컫는 부정적인 용

어로 사용되었으나, 이후에 여러 관점에서 키치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시도

되면서 의미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다. Moles(1971)는 산물로서의 키치가 

지닌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키치란 실제의 모습을 가리거나 과장하여 변

형과 장식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같

은 맥락에서 장소는 키치화 과정에서 소비주체의 시선을 매혹시키기 위해 

본래의 모습은 감추고 스펙터클한 경관이나 감각적인 이미지, 스타일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이무용, 2005).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은 이처럼 대중의 기

호에 맞게 장소가 키치화됨으로써 그들이 중시하였던 본질주의적 장소성의 

의미가 변질 혹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

소가 자본과 권력에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상태를 고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Relph(1976) 또한 장소의 키치화가 불가피한 사회적 현

상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관점을 바꿔서 자본주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장소의 키치화 현상

을 바라보면, 이는 장소를 파괴하는 것이라기보다 장소의 존재가치를 증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소는 경제적 효용성을 창조하기 위해 소비주체의 수요나 요구

에 맞게 변화하면서 키치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선망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모방하여 키치의 효과를 발휘시키고, 그 결과 본질주의적 장소성과 대중적 

장소성이 이중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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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의 키치화란, 장소의 소비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 이상화된 대상이

나 이미지를 모방함으로써 장소 본래의 특성과 성질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장소성이 이중화되는 현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키치의 발전은 어떠한 산물로 발현되는 물적 대상

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아우르면서 문화의 범주로 전개되

어 현대인들의 소비취향과 행동양식까지 키치화되고 있다(Cassin et al., 

2014; 이현석, 2013). Moles(1971)는 이를 태도로서의 키치라고 설명하였

는데, 이는 대상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이나 의미와 관계없이, 심리적 욕망

을 해소해주는 기호학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에 

대한 키치적 소비 태도는 지역의 진정한 실체를 경험하지 않고 문화적 인공

물을 소비하는 대중관광의 형태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Calinescu(1987)은 관광기념품이나 진기한 구경거리로 선전되는 관광 상품

을 소비하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흥분을 만끽하는 여가를 보내는 대

중관광객을 전형적인 키치 인간(Kitsch-Man)으로 설명하였다. 

관광학자들은 이처럼 공급주체에 의해 개발된 가짜-사건(pseudo-event)

을 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중관광은 장소에 대한 애정이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는 비진정한 경험이라고 비판하였다(Boorstin, 1964; MacCannell, 

1973; Judd, 2003). 이후 학자들은 이런 형태의 관광으로부터 벗어날 필요

성을 주장하면서 지역의 문화·사회·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현지와 더 진정한 

접촉을 추구하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을 내세웠다(Skayannis, 

1999; Lumsdon & McGrath, 2011). 이에 현지인들의 실제 삶에 관심을 

두고 이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문화를 더욱 깊게 배우고 경험하

는 탈근대관광이 등장하고 있으나(Maitland, 2013), 이런 관광에 대해 오늘

날 소비자들의 취향이 일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지선진, 2013), 관광

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대중관광의 키치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오늘날 관광은 다양성·유연성·해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탈근대적 조

건 하에 진정성과 비진정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

중관광과 차이를 보인다. 탈근대관광의 주요 특징은 시뮬라크르(simulacre)

에 대한 선호로, 관광객들은 단 하나의 진정한 관광대상은 없다는 것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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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이를 괘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Urry & Larsen, 2011; 지

선진, 2013). 더욱이 인터넷, 디지털기기, 가상현실 구현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직접 바다에 발을 담그지 않고 디지털 미디어로 표현된 바다의 시뮬라시옹

(simulation) 자체를 즐기거나 테마파크와 같은 놀이시설이 가짜인 것을 알

면서도 기꺼이 호응하며 유희를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Ritzer & 

Liska, 1997; Urry, 2002; 김사헌, 2006). 이처럼 탈근대관광은 관광대상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호와 이미지로서 경험한다

는 측면에서 키치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관광은 대중관광 형태가 탈근대적 현상과 더불어서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키치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이러한 형

태의 관광에 대한 개념이나 특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김사헌

(2006)도 탈근대관광의 조류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학자들마다 개념화에 혼선

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테면, Feifer(1985)와 Urry(2002)는 

TV, 비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한 안방식 관광과 가상관광을 탈근

대관광 현상으로 설명하고 이를 대안적 관광과 동일시하였다. Shaw & 

Williams(2002)와 Mowforth & Munt(2015)도 문화‧유산관광, 생태관광 등

의 대안적 관광과 주제공원에서의 쾌락적 체험과 같은 서로 다른 성격의 관

광을 모두 통틀어 탈근대의 새로운 관광형태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관광에서 대안적 관광과 대조되는 성격의 관광을 

새로 유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런 관광 형태에 내포되어 있는 키치적 

속성에 주목하여 ‘키치적 관광(kitsch tourism)’의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

다. 키치적 관광이란, 관광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지닌 본래의 가치 이외에 다른 덧붙여진 상징적 가치나 미학적‧이국

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태도로, 장소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경험보다는 가벼

운 시각적 유희나 흥미를 추구하는 관광 형태를 말한다. 키치적 관광은 관

광이라는 큰 울타리에 속한 하나의 유형임과 동시에 대안적 관광과 대비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

에서 키치적 관광과 대안적 관광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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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오늘날 관광에서 나타나는 

키치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키치의 속성과 관련된 특징에 주목

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주로 권력 집단이나 전문가, 대중매체 등을 관광의 

생산주체로 바라보고 이들에 의해 관광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규명

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관광객들은 소비주체로 간주하고 관광의 생산 메커

니즘에서 제외하였다(양선아, 1999; 심승희, 2000; 이병훈, 2011; 추명희, 

2003; 박은경·송재호·최병길, 2013).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관광객은 더 이상 

단순 관람자 또는 수용자로 존재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담론 형성 주체이자 

장소의 의미 구성 주체로 역할한다(황희정·윤현호, 2016: 66). 오늘날에는 

디지털 환경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지식을 생산 및 전파시킬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관광객의 선행적 경험담

이 이후의 관광객에게 중요한 정보로 이용되고 있다(김가영·이우진, 2017; 

Xiang & Gretzel, 2010). 이에 소셜미디어가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이

나 선호도, 관광동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

고 있다(오성수·김성후, 2012; 전인순, 2014; 이용일, 2018; 임현숙·심우석, 

2019; 민소라, 2020; Burgess et al., 2009; Harrigan et al., 2017). 이런 

선행연구들은 소셜미디어가 정보원으로서 관광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을 검증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가 잠재관광객의 장소 인식이나 경험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

히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담은 관광지에

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결정하거나 기념사진을 촬영할 장소를 제시

하고 음식 소비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소셜미디

어를 단순한 관광 정보원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넘어서 관광 담론의 생산 매

체로 접근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셜미디어는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디어상

에 공유되는 개인의 장소 경험은 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시각적인 표현이 극

대화된다(이슬기, 2015). 즉, 소셜미디어의 사진 이미지는 중립적이지 않으

며 특정 장소에 대한 시각적인 해석을 조정하는 담론을 형성한다(R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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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미학적인 사진 이미지는 장소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관광 

매력물로 기호화됨으로써 관광지에서의 잠재관광객의 시선을 구축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Bartram, 2010).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장소

는 탈근대적 사고에 의해 기존의 장소 기호를 다른 맥락에서 다른 기호와 

결합시킴으로써 시뮬라시옹을 창출하기도 한다(박명진 역, 2012). 이를테면, 

부산의 전형적인 산비탈 피난민촌의 지형적 특징에 해외 관광 명소의 이미

지를 투영시켜 ‘부산의 산토리니’, ‘한국의 마추픽추’ 등으로 라벨링

(labelling)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상적․상상적 이미지는 근대적 

사고를 완전하게 탈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주체적으로 기호

를 차용하여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감성과 즉흥성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듯 

장소의 판타지(fantasy)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담론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추구하고, 

장소의 본질보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장소에 대한 환상성을 만들어내기에 

시각적 유희와 흥미를 추구하는 키치적 관광과 영합할 가능성을 갖는다. 소

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기존의 규범적·전통적 기준에서 보

면 무가치해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들의 짧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언어

들이 대중에게 더 인기를 끌고 전문성을 겸비한 지식인들이 쓰는 무게 있는 

언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박명진 역, 2012). 이에 오늘날 

키치적 관광이 발생하고 확산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물리적 

공간을 개발하는 지자체뿐 아니라 장소를 표상화하고 관광 방식을 담론화하

는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리학계와 관광학계에서는 상품으로서 장소가 생산되고 소비되

는 과정에서 발전한 키치를 저급한 문화 혹은 비진정한 태도로 비판적으로 

정의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탈근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구분은 단지 권력 

및 전문가 집단의 편견과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에 본 연구는 기존의 키치에 대한 부정적 논의들을 대신하여 오늘날 관광 

영역에서 나타나는 키치의 속성을 확인하고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

광’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지자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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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미디어, 관광객이 지닌 역할과 수행 방식을 분석하여 이런 사회·문화적 

현상이 유발 및 확산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

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자체의 관광개발 정책 및 사업에 의해 장소는 어떻게 키치화되는

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키치적 관광의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는가?

둘째, 소셜미디어는 장소를 어떻게 표상화하고 관광 방식을 규정화하는

가? 이런 담론은 어떤 측면에서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셋째, 관광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관광 담론을 어떻게 실천하는

가? 관광객이 수행한 관광의 형태는 어떤 측면에서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특

징을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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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1. 연구지역 선정

본 연구는 오늘날 관광 영역에서 장소가 상품으로서 키치화되고, 관광객

들이 장소를 키치적으로 소비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의 세 가지 조건을 토대로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거

주 및 생활 공간이 대중적 가치에 의해 키치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광시설이 아닌, 마을 관광지를 연구대상지로 하였다. 주민들의 생활 공간

이 관광지화 된 곳에서는 이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본질주의

적 장소성과 소비자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한 대중

적 장소성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관광소비 측면에서 매력적인 장소성이 더 

부각된다(이무용, 2005; 백선혜, 2004). 테마파크, 민속촌, 드라마 촬영지 

등에서도 키치적 관광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이런 시설은 오로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하나의 인공시설에 불과해 키치화에 의해 장소성이 

이중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생산주체의 어떠한 논리에 

따라 장소가 키치화되는지를 고찰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광시설은 연구대상

지 후보군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국내 관광에서 키치적 속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국적 키치

가 나타나는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Relph(1976)에 의하면, 장소

의 키치화 유형은 크게 디즈니화, 박물관화, 미래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

기에는 이국적 키치, 향토적 키치, 초현실적 키치 등 여러 형태의 키치가 

동원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산물을 이용하여 관광 가치

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향토적 키치가 동원되고 있으며, 거주 및 생활 공간

을 박물관화하거나 초가지붕, 한옥, 물레방아 등과 같이 과거에 대한 노스

탤지어를 자극하는 경관을 상품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이병훈, 

2011; 김민호·정성환, 2013; 김영주·이소영, 2009). 이런 키치는 지역의 향

토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속마을, 전통테마마을 등과 같이 향토적 키치화

가 이루어진 곳을 연구대상지로 할 경우 자칫 장소의 키치성 여부를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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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장소가 키치

적인가, 키치적이지 않은가를 규명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장소가 키치

화되는지 그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키치의 탈맥락적 속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국적 키치가 나타나는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하였

다.

셋째, 키치적 관광을 유발하는 기제는 물리적 공간 생성과 사회적 담론 

차원에서 작동하는데, 본 연구는 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소셜

미디어 간의 주도성 차이에 따라 복수의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여 키치화가 

전개되는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장소의 키치화는 지

자체의 관광개발 목적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공급주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소셜미디어가 이를 유도하기도 하며, 이들의 주도성과 수

용성 차이에 따라 키치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

의 키치화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역들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선정한 연구대상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

한 독일마을,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장림포구(일명 ‘부네치아’), 부산 영도구

에 위치한 흰여울문화마을이며 각각의 위치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사례지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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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연구대상지인 남해 독일마을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독

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되었던 교포들이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남해

군이 2001년에 조성한 마을이다. 독일마을은 여타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처

럼 자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아니라 관광개발 목적이 포함된 지자체의 사

업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지자체는 마을 조성 시 건축 설계 및 

시공 지침을 통해 독일 양식의 주택을 조성하여 경관을 상품화하고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유사한 형식의 맥주축제를 개최하는 등 이국적 키치를 다양

하게 동원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연구대상지인 장림동은 장림천 하구의 배후에 형성된 마을로, 

1980년대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2012년에 

사하구는 오염된 장림포구 주변을 생태적 여가공간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어

구보관창고에 색을 입혔는데, 지자체의 의도와 달리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포

구 전경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부라노섬’과 닮은 풍경으로 이미지화되어 

‘부네치아(’부산의 베네치아‘의 약칭)’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소셜미디어를 통

해 표상화 된 이국적인 이미지가 지역의 관광 수요를 창출시키자 사하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부네치아’를 새로운 장소성을 제도화하고 각종 물리적 

개발에 이국적 키치를 동원하여 포구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대상지인 흰여울문화마을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한 마을로 오랫동안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2011년에 영도구의 

지역재생사업에 의해 문화예술마을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영도구는 예

술가 입주, 영화기록관 설립, 벽화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마을의 미관 개선 및 관광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토리

니’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이용하여 이국적 키치의 효과를 발휘시키고자 하였

다. 이런 사업을 통해 마을 경관이 전체적으로 흰색, 파란색, 회색 등으로 채

색되면서 키치화가 이뤄졌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산토리니’라는 장소 

이미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세 사례지역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개발 과정에서 이국

적 키치를 동원하면서 키치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주도하는 주체의 역

할, 키치화의 정도, 전개 양상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 비교하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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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키치, 관광의 진정성/비진

정성, 장소성/무장소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장소의 키치화’와 ‘키

치적 관광’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관광 담론의 속성을 파악하여 담론에 대한 해석의 틀을 설정하였

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지인 남해 독일마을, 부산 장림포구(부네치아), 부산 흰여

울문화마을에 대해 사례지역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시행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례지역에 대한 예비조사는 2018년 2월

에서 9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주민과 상인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현황을 확인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와 관찰 조사를 실

시하여 관광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지역에서 관광 개발 사업이 진행

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구청 공무원과 관련 기관 담당자, 마을공동체 대

표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마을은 문화관광과 공무원과 마

을창설자(마을운영회장)를, 장림포구는 경제진흥과 공무원 2인을, 흰여울문

화마을은 문화관광과 공무원, 영도문화원 운영팀장, 흰여울문화마을공동체 

회장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시행된 관광 개발 사업

의 내용과 추진 목적, 사업의 진행 과정, 마을 현황과 상업적 변화 등을 파

악하였다. 

셋째,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블로그의 텍스

트데이터에 대해 통계적인 방법의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해석적인 

측면의 질적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사진 이미지

의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Python 언어를 이용하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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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심성 분석, 연관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Gephi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키워드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명사키워드의 상대빈도 

분석과 사진 이미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장소 재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선택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각 지역에서 상징화 된 

장소 기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일종의 양적내용분석으로 글의 맥락과 화자의 논조를 파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블로그에 대해 질적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질

적내용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의 연

관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해석의 틀로 이용하였으며 핵심 키워드

와 연관어들이 사용된 문장의 맥락을 확인하면서 장소적 기능, 경관 이미

지, 주체의 감정이 묘사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들을 통해 

블로그에서 어떻게 장소의 이미지가 표상화되고 관광 방식이 규정화되는지

를 해석하고, 이런 담론이 잠재관광객의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시킬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블로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수행절차는 제2장 4절에 서술하였다.

넷째, 관광 담론의 생산주체로서 블로거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블로거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적내용분석에 사용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한 블로

거 모두에게 이메일과 쪽지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13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2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시행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발발로 인해 전화 또

는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평

균 35분 내외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블로그의 운영 계기 및 목적, 운영기간, 

포스트의 내용 구성 및 서술 방식, 사진 이미지의 선택 과정, 관광 성향, 관

광지 방문 목적 및 관광 과정, 관광지의 상징적 기호와 장소성에 대한 인

식, 방문 만족도, 불만족 요인 등에 대해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

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블로거의 포스팅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심리와 

욕구를 파악하고 블로그에서 장소가 관광․문화적 차원에서 표상화되는 방식

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사례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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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된 관광 담론이 관광객의 장소 인식 및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이들이 수행한 관광에서 드러나는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특징을 분석

하였다. 인터뷰는 각 사례지역에서 직접 실시하였으며 2020년 10월과 11월

에 걸쳐 총 32명을 인터뷰하였고 인터뷰 시간은 평균 20분 내외 소요되었

다. 인터뷰는 관광지 방문 전 정보 검색 과정, 관광목적지 선정 과정, 관광 

동선 및 계획, 관광지에 대한 기대이미지, 관광지에서의 장소 경험 과정, 관

광지의 상징적 기호와 장소성에 대한 인식, 방문 만족도, 불만족 요인 등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블로거와 관광객 인터뷰 모두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

시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고 텍스트화하

였다(IRB No. 2011/002-002). 블로거의 인터뷰 채록은 관광 담론 생산주

체로서의 속성과 담론의 구성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관광객의 인터뷰 채록은 문헌연구를 통해 설정한 키

치적 관광의 분석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블로거와 관광객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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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조사대상 ID 인터뷰 시기 연령 성별 거주지
1

독일마을

관광객

T1 2020.11 20대 여 광주
2 T2 2020.11 30대 남 진주
3 T3 2020.11 30대 남 대전
4 T4 2020.10 30대 여 아산
5 T5 2020.10 30대 남 서울
6 T6 2020.10 30대 여 창원
7 T7 2020.11 40대 남 서울
8 T8 2020.11 40대 남 서울
9 T9 2020.10 40대 남 의정부
10 T10 2020.10 40대 남 대전
11 T11 2020.11 40대 여 서울
12 T12 2020.11 50대 남 부산
13

블로거

B1 2020.12 30대 여 서울
14 B2 2020.12 30대 남 성남
15 B3 2020.12 40대 여 부산
16 B4 2020.12 40대 여 안양
17

장림포구
부네치아

관광객

T13 2020.10 20대 여 부산
18 T14 2020.11 20대 여 인천
19 T15 2020.10 20대 남 부산
20 T16 2020.11 20대 남 창원

T17 2020.11 30대 여 대구21
22 T18 2020.11 40대 남 서울
23 T19 2020.10 40대 여 고양
24 T20 2020.10 40대 여 대전
25 T21 2020.10 50대 여 고양
26 T22 2020.11 50대 여 하남
27

블로거

B5 2020.12 20대 여 창원
28 B6 2020.12 30대 여 부산
29 B7 2020.12 50대 여 부산
30 B8 2020.12 50대 남 대전
31

흰여울
문화마을

관광객

T23 2020.11 20대 여 부천
32 T24 2020.11 20대 여 화성
33 T25 2020.11 20대 여 대구
34 T26 2020.10 20대 남 대전
35 T27 2020.10 20대 여 인천
36 T28 2020.11 30대 여 용인
37 T29 2020.11 30대 여 서울
38 T30 2020.11 30대 남 부산
39 T31 2020.10 40대 여 부산
40 T32 2020.11 40대 남 서울
41

블로거

B9 2020.12 20대 여 용인
42 B10 2020.12 20대 여 창원
43 B11 2020.12 30대 여 군위
44 B12 2020.11 50대 여 서울
45 B13 2020.11 50대 여 부천

<표 1-1> 블로거 및 관광객 인터뷰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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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와 이론적 검토

를 통해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분석틀을 도

출한다. 1절에서는 ‘키치’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지리학에서의 키

치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여 ‘장소의 키치화’ 현상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

한다. 2절에서는 근대관광에서 탈근대관광으로의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 과

정을 살펴보고 ‘키치적 관광’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한다. 3절에서는 소셜미

디어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소셜미디어와 관광 간의 관계를 파악한 후, 

관광 담론의 생산매체로서 블로그의 속성을 설명한다. 4절에서는 이러한 이

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분석틀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한

다.

3장에서는 각 사례지역에서 시행된 관광개발 사업과 현황을 분석하여 키

치적 관광의 물리적 환경이 마련된 배경을 살펴본다. 세 지역의 키치화 과

정을 장소성의 이중화, 이상화된 대상의 모방, 경제적 효용성 창조 측면에

서 고찰하고 지역 간의 전개 양상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4장에서는 블로그에서 각 사례지역에 대한 관광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담론의 생산주체로서 블로거의 속성을 파악하고, 블로그에서 상징

화 된 각 지역의 장소 기호들을 고찰하며, 장소의 경험 및 소비 방식이 규

정화되는 방식을 규명한다. 그리고 이런 관광 담론이 잠재관광객의 키치적 

관광 수행을 유도 혹은 촉진시킬 가능성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관광 담론의 실천주체인 관광객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

광 행태에서 드러나는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특징을 확인한다. 키치적 관광

의 속성은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 구별짓기, 대

리만족적 경험 측면에서 규명한다. 

6장에서는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형

성 과정에서 지자체, 소셜미디어, 관광객의 역할과 수행 방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며, 연구의 결론과 의의, 한계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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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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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키치의 개념과 장소의 키치화

1. 키치의 개념 및 발달배경

키치(kitsch)는 비교적 현대적인 기원을 지닌 용어로, 19세기의 사회·경제

적 발전과 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키치의 사전적 정

의는 ‘감상적이며 겉치레뿐인 저급한 취향으로 규정되는 예술이나 예술 작품’

을 말하며, ‘모조품’ 내지는 ‘진짜가 아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한국

미술연구소 역, 2002: 949). 키치의 어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그럼

에도 이 단어가 1870년대 초에 독일 뮌헨의 예술시장에서 값싸고 잘 팔릴 

수 있는 그림들이나 조각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는 부분에서

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키치는 독일을 여행한 영국계 미국인들이 본국

으로 돌아갈 때 기념품으로 사간 저가의 저급한 그림들을 말하는 ‘스케치

(sketch)’를 독일인들이 잘못 발음한 데서 연유했거나, 메클렌부르크 방언에서 

‘싸게 만들다’ 또는 ‘은밀히 불량품을 속여 팔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베르

키첸(verkitschen)’이 축약된 것으로 보고 있다(양미정, 2001; 김효일, 2009). 

키치의 발달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가져온 대량생산과 현대 소비사

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전까지 예술의 향유는 귀족, 교

회, 정부와 같은 상류 고객층들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산업화에 의한 경제적 

발전과 여가생활 확대로 시민계층의 예술적, 문화적 욕구가 점차 증대되었

다(김가영·진정훈·김개천, 2016). 부를 축적한 시민 계층이 상류층의 부와 

지위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예술에 관심을 갖자, 공장들은 이런 중산층의 문

화 욕구를 겨냥해 상류층의 고급문화와 엘리트적인 생활양식을 복제하여 기

계로 대량생산하였다. 기계 생산의 기술력은 키치 발생의 주요 기제가 되어 

예술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문화를 형성하였고, 키치

의 확산은 예술의 대중화 혹은 민주화를 가능케 하였다(정미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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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제도권 내에서 키치는 진정한 예술을 저해하는 모방적 문화 산물

로 강하게 비판받았다. 미국의 미술비평가인 Clement Greenberg(1961)는 

『Art and culture』의 ‘아방가르드와 키치(Avant-Garde and Kitsch)’라는 

글에서 키치란 순수예술과 같은 고급문화와 반대되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미술과 문학으로, “진정한 문화의 가치에는 무감각하면서도 특정 문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오락이나 기분전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대용

문화(Ersatz Culture)”라고 설명하였다. 헝가리 미술학자 Arnold 

Hauser(1978)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에서 통속예술에 대한 논의 중에 “키치가 내세우는 요구들이 아

무리 고상한 것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키치는 사이비 예술이며, 달콤하고 

감동적인 싸구려 형식을 갖춘 예술이고, 위조되고 기만적인 현실 묘사에 불

과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키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이

러한 논쟁의 중심에서 키치는 전통적 예술과 구분 짓는 개념으로 사용되었

으며, 미적인 가치 측면에서는 예술품과 대조되는 하찮고 천박하고 조악한 

미완성품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가치가 없는 값싼 상품으로, 윤리적 차

원에서는 모조, 위조, 거짓말 등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취급되었다(정재원, 

1998: 6). 

키치는 미술학계에서의 혐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소비사회의 

등장과 함께 더욱 확대되었고, 미술 영역을 넘어서 건축, 패션, 인테리어, 

심지어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 문학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전 영역과 관계

를 맺으며 하나의 문화로 고도화되었다(송석현, 2011). 키치가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자 Hermann Broch는 키치로 명명되는 대상보다는 키치

를 소비하는 인간의 태도에 주목하여 『Einige Bemerkungen zum Problem 

des Kitsches(1955)』에서 ‘나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키치 인간

(Kitsch-Ma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Dorfles & McHale, 1969: 15). 

키치 인간은 “실제 삶에서 대상의 본래적 가치 이외에 다른 덧붙여진 가치

들을 소비하려는 존재”로(오창섭, 1997: 63), “키치가 아닌 작품들이나 상

황들조차 키치로 경험하려 하고, 무의식적으로 미적 반응의 패러디(parody)

를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Calinescu, 1987: 259). 그는 이처럼 키치를 수

용하고 호응하며 심지어 그것에 가치를 인식하여 비용을 지불하려는 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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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키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임병희, 

2012). 

Abraham Moles(1971)는 키치를 사물의 속성으로 간주하던 종래의 시각

을 뒤집어 자본주의 체제 속에 존재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 방식으로 바라

보았다. 그는 키치란 “일종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이며 “그 사회적 기능이 

사물 그 자체의 사용 기능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엄광현 역, 

1995; 27), 이는 본래의 것에 부가된 화려한 장식이나 세련된 디자인이 지

닌 사회적 기능을 발견함으로써 키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키치는 소비사회를 근간으로 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소비사회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형

하거나 기능을 추가하여 새 상품을 생산하고 유행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사

회적 환경이 인간의 소유와 과시 욕망을 자극하여 키치가 더 견고해지는 기

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엄광현 역, 1995; 정새해·이현진, 2019). 우나미 

아끼라(宇波彰, 1991)도 현대 사회에서 어떤 대상이 존재가치를 얻기 위해

서는 본래의 것에 부가적인 가치를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키치의 사

회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자동차에 부착된 장식물이나 내비게이션 

장치와 같이 이미 교통수단으로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물에 여러 

요소가 중층적으로 쌓임으로써 키치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런 중

층적 구조가 키치의 존재 방식이며 장식적인 것, 여분의 것을 다양하게 부

가하여 하락한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매우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

다.

키치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키치는 크게 두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먼저 좁은 범위에서 키치는 대상으로서의 키치를 말하며, 이는 키치의 

속성이 사물이나 이미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산물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소위 ‘이발소 그림’이라 칭하는 그림처럼 감상자의 눈길을 사로잡아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소비하게 하는 대상들이 바로 키치가 된다. 사물로 

구현된 키치는 진품적 가치나 효과를 모방하려는 상업적 의도에 의해 키치

적 속성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며, 실제 성격을 감추고자 화려한 색상과 장

식, 외관의 복제 등을 이용한다(박정란·이홍규·동정근, 2007: 15). 이처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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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나름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Moles(1971)는 키치의 조

형 원리를 부적합성, 축적, 공감각, 중용, 쾌적함으로 설명하였다(<표 2-1> 

참고). 산물로서의 키치는 각각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몇 개의 원리들이 서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은 어떤 관련성을 가

지고 결합하였다기보다 축적을 통해 효과 그 자체로 발휘된다. 이처럼 키치

는 부적합한 내용들이 응집되어 시선을 유도하고 정서를 자극하는 효과를 

추구한다(오창섭, 2012). 

부적합성 사물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형태, 크기, 형식적 내용 등이 부적절하게 결합되는 것

축적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가능한 많은 것을 채우려는 것으로, 형식, 
내용, 기능 등의 밀집을 통해 스스로를 눈에 띄게 하는 것

공감각 다양한 감각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

중용
미적인 영역, 기능의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는 이질
적인 것들을 혼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간적 
위치에 자리시키는 것

쾌적함 ‘편안하게 살자’는 사고방식으로 큰 노력 없이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표준적인 생활의 영위만을 추구하는 것

<표 2-1> 키치의 조형 원리 

 주: 엄광현 역(1995), 오창섭(199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산물로서 키치는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키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체계로 키치를 유형화하기 쉽지 않다. 이

에 학자들마다 키치의 유형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체로 키치의 속성

이 표출된 효과에 따라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Hans Egon Holthusen

은 『Über den sauren Kitsch(1954)』에서 ‘달콤한(sweet) 키치’와 ‘시큼한

(sour) 키치’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전자는 인생을 달콤하고 아름답게 그

리려는 낙관적 키치를, 후자는 그와 반대로 삶을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그리

려는 비관적 키치를 말한다(김소연, 1994: 47). Calinescu(1987)은 키치를 



- 20 -

선전을 위해 생산된 키치와 오락을 위해 생산된 키치로 구분하였으며, 전자

는 정치적 키치, 종교적 키치 등을, 후자는 연애소설, 돈벌이용 예술작품, 

고급잡지 등을 가리킨다. Moles(1971)는 키치를 종교적/세속적, 관능적/가

정적, 향토적/이국적, 미래지향/전통지향, 시큼함/달콤함 등의 대립 개념을 

이용하여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후 연구들은 <표 2-2>와 같이 정치적, 종

교적, 관능적, 향토적, 이국적 키치로 유형화하고 있다. 

정치적 키치 정치적 혹은 모종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미적 대상. 
예) 전쟁기념화, 승리하는 전쟁 그림 등

종교적 키치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로부터 위안과 보상을 구하
려는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 
예) 종교화, 부적, 달마도 등

관능적 키치 포르노그래피로 대표되는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사진, 문
학, 드로잉, 영화, 광고에 이르는 문화산업 전반에서 나타남.

향토적 키치

사람들의 옛 시절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것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적인 역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함.
예) 초가지붕, 한옥, 시골 풍경 등의 그림, 고향이나 농촌을 소
재로 한 문학작품 등

이국적 키치
이국취향의 도피적 정서로 현실보다 환상을, 진실보다 허위를 
선호하는 것.
예) 호텔에 설치한 베네치아의 곤돌라, 테마파크 등

<표 2-2> 키치의 유형 

  주: 강미정(2014), 정현주(1999), 김학중(2014)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키치는 동일한 대상이더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 시각, 판단 등에 따라 키

치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키치는 태도로서의 키치

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이는 단순히 사물의 속성이 아닌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방식의 측면에서 키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의 순수한 관계를 거부

하고 사물의 실제적 가치에 덧붙여진 다른 중층적 가치를 소비하려는 태도

를 가리킨다(김경숙·배지훈, 2003: 37). 즉, 사물을 소비함으로써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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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려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한다. Moles(1971)는 인

간이 키치를 소비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성공의 보장, 자

기긍정, 본질적 가치로서의 소유물, 편안함, 생활양식의 의식성으로 구분하

였으며, 우나미 아끼라(1991)는 과시, 동일성과 차이성의 획득, 대중성에 소

속, 모방으로 인한 대리만족, 쾌락 등으로 설명하였다. 오창섭(1997, 2002)

은 키치의 소비에 내재된 욕구 및 심리를 향수, 과시, 대리만족, 놀이, 성적 

유희, 풍자, 소속 확인으로 구분하면서, 키치는 인간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심리적 차원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하였다(<표 2-3> 참고).

향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과거
와 전원적 삶에 대한 그리움

과시 타인의 부러움의 시선을 통해 존재가치를 획득하려는 심리

대리만족 모조품을 소비하여 결핍의 정서를 채우려는 심리

놀이 현실의 억압과 무게로부터 벗어나려는 도피 심리

성적 유희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기인한 성을 자극하거나 성적인 매력
을 표현하는 사물을 소비하며 가볍게 유희하는 행위

풍자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소외와 부의 불균형을 풍자적 사물
의 소비를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

소속 확인
특정 집단 혹은 계급에 자신이 속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물을 소비하는 행태

<표 2-3> 키치에 내재한 욕구 및 심리

  주: 오창섭(1997, 2002)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함.

이와 같이 오늘날 키치는 단순한 소비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본

질적인 욕구 및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현대적 삶의 일부로 자리하

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키치는 <그림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키치적 

사물’과 ‘키치적 태도’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복합적으로 표출된 형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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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소비사회에서 상징적 가치를 창출시키는 조형원리에 의해 

키치적 사물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대상을 키치적으로 소비함으로써 과시, 

대리만족, 쾌락, 소속확인 등의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이런 인간의 키치적 

태도는 또 다시 사물의 형태로 양식화되고, 키치적 사물은 인간이 그 관계

방식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면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된다. 이에 오늘날 사

회·문화적 현상 속에 존재하는 키치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이나 

이미지로 생산된 ‘산물로서 키치’와 인간이 사물을 키치적으로 소비함으로써 

형성되는 상호 간의 관계 방식인 ‘태도로서 키치’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키치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소비문화와 공존

하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바라보고, 장소를 상품으로서 생산하고 소비

하는 관광 영역에서 나타나는 키치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 장소가 키치화되는 과정과 장소를 키치적으로 소비

함으로써 사회적 심리와 욕구를 해소하는 관광객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그림 2-1> 키치의 개념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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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치의 속성에 대한 분석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키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뤄

지고 있는데, 특히 소비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광고 영역과 키치의 

속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축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표 2-4>에 정리한 바와 같이, 키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분석 틀을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Moles(1971)가 제

시한 키치의 조형 원리, 소비 심리, 표출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

행연구들은 키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Moles의 분석 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범주가 상호배타적이지 않아 한 

요소가 다른 연구에서는 상위 또는 하위 요소로 포함되거나 동일한 요소를 

연구목적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김민수(1995)는 부적절/부적합, 축적/과잉, 쾌적함, 과장/광란, 유희를 분석

범주로 하여 광고의 키치적 특징을 파악하고 광고 이미지와 인간이 관계하

는 방식을 설명한 반면, 양미정(2001)은 부적절/부적합, 과잉/과장, 쾌적함, 

유희, 상징성/현실도피 측면에서 TV광고에 나타난 키치적 요소를 분석하였

다. 여기서 김민수(1995)는 과잉과 과장 요소를 분리하였지만, 양미정

(2001)은 과장/과잉을 하나의 속성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경관 및 공간의 키치적 속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홍

형순·이유경·김도경(2002)은 전통조경시설물이 키치적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부적절/부적합, 축적/과잉, 과장, 쾌적함/향수, 유희, 모자이

크 문화로 키치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과잉’과 ‘과장’ 요소는 분리한 

반면, ‘쾌적함’과 ‘향수’를 하나의 속성으로 구분하고 ‘중용’을 ‘모자이크 문

화’로 설정하여 키치를 분석하였다. 김성태(2003)는 포스트모던 상업건축물

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키치의 속성을 고찰하였는데, 그는 키치형 상업건

축물이 놀이, 풍자, 대리만족, 과시 등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김가영·진정

훈·김개천(2016)은 감성적·심리적 차원에서 공간의 키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적절성, 과장성, 유희성, 자기기만성(대리만족), 현실도피성을 분석범

주로 이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는 키치적 속성의 분석 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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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연구 관점에 따라 분석범주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범주는 

대체로 미시적 차원에서 특정한 속성을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들로부터 공통된 하나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키치에 대한 관점을 보다 거시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산물로서 장소의 키치적 속성을 장소성의 이중화, 이상

화된 대상의 모방, 경제적 효용성 창조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런 속성을 파

악하는 미시적인 요소로 부적합, 축적/과잉. 증충성, 쾌적함 등을 활용하고

자 하였다. 또한 소비주체들의 태도로서의 키치는 관광 행위의 특성을 고려

하여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 구별짓기, 대리만

족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키치적 속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각 속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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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자(연도)

조형 원리 소비 심리 표출 형태

부적합 축적/
과잉 중층성 중용 쾌적함 공감각 과시

대리 
만족/
모방

현실
도피/
놀이

풍자 유희 향수 소속
확인 관능적 향토적 이국적 초현실적

광고,
영상

김민수(1995) ■ ■ ■ ■

양미정(2001) ■ ■ ■ ■ ■

김경숙·배지훈 
(2003) ■ ■ ■ ■ ■ ■ ■ ■ ■

김효일(2009) ■ ■ ■ ■ ■

이현석(2013) ■ ■ ■ ■ ■ ■ ■

조경 홍형순·이유경·
김도경(2002) ■ ■ ■ ■ ■ ■

건축

박정란·이홍규·
동정근(2007). ■ ■ ■ ■ ■ ■ ■ ■ ■ ■ ■ ■

김성태(2003) ■ ■ ■ ■

공간
배성희(2006) ■ ■ ■ ■ ■

김가영·진정훈·
김개천(2016) ■ ■ ■ ■ ■

<표 2-4> 키치의 속성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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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에 의한 장소의 키치화

지리학에서 키치(kitsch) 개념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의 의미에 주목

한 인간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논의

의 출발은 장소에 대한 본질주의적(essentialist)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소를 본래 존재하는 곳에 뿌리내리는 것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에서 지속하면서 형성된 장소의 고유성이 지닌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박배균, 2010). 대표적인 인간주의 지리학자인 Relph(1976)는 

『Place and Placelessness』를 통해 이런 본질주의적 장소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장소를 존재의 진리가 구현되는 현장으로 바라본 Heidegger의 진정성

(authenticity) 개념에 기반하여 인간과 장소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장소는 인간이 내부에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장

소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존재론적 안정감을 얻어 장소에 의미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일상 속에서 장소와 깊은 관계를 형성함으로

써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장소의 본질적 속성을 ‘장소성(sense of place 또는 

placeness)’이라고 칭하였다. 

Relph(1976)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술이 우선시되고 대중적 가치

(mass values)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확산됨에 따라 장소의 고유한 정체

성이 희석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처럼 장소에 뿌리내린 가치와 정

체성이 사라짐으로써 인간이 점차 장소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무장소성

(placelessness)’으로 개념화하고, 대중매체, 중앙권력, 대기업, 경제체제 등이 

무장소성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무장소성의 확산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장소에 대한 비진정한 태도가 깔려 있는데, Relph는 

이를 ‘키치’로 설명하였다. 즉, 장소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개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장하는 키치로 인해 장소의 원초적인 의미와 속성들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경관으로 비슷하게 변화하면서 본질주의적 장소성을 상

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Lefebvre와 Harvey는 장소의 현상학적 이해를 넘어 장소를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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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과정과 공간의 생산양식 변화 속에서 사회·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들의 논의를 통해 무장소성이 촉진된 사회적 배경을 이해

할 수 있다. Lefebvre(1974)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현으로 자본과 권

력은 공간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간적 틀을 만들어내었고, 이로 인해 일

상을 영위하는 장소들이 자본의 가치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즉, 자본-권력이 인위적이고 거대한 생산조직과 제도적 사회 체계

를 형성하여 공간이 지식과 기술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직됨에 따라 일상세

계에 존재하였던 인본주의적 의미에서의 장소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다. Harvey(1989)는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체계공간의 작동 원리가 생활공

간을 침투함으로써 장소의 사용가치보다 이윤 추구를 위한 교환가치가 우선

시되어 공간 자체가 상품화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최병두(2002)는 이러한 

Harvey의 논의를 개진하여 경제·정치적 체계공간에 의한 생활공간이 식민

화되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장소기반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무장소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Relph(1976)는 이처럼 장소가 오직 대중의 소비를 위해 창조되고 생산되

는 사회·경제적 체제에 의해 장소가 상품처럼 키치화된다고 설명하면서 관

광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장소가 키치화된다는 것은 장소의 성격이나 성질이 타자지향적

(other-directed)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소가 그곳에서 살

아가는 거주주체가 아닌 외부인, 소비자, 관광객 등의 취향과 욕구를 지향

하여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경관이 발전하는 것을 말한

다. 이를테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명소의 이미지나 이름을 무차별적으로 

이식함으로써 장소를 휴가지나 소비지로 선전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소는 고유한 정체성보다 미학적 유행에 따라 동질

화되고 비용, 색깔, 모양 같은 외적인 특성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이로써 장

소는 대중의 소비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기 위해 감각적인 이미지와 스타

일, 스펙터클이 동원되는데(이무용, 2005), 여기에는 시각적 유희성, 장식 과

잉, 부적절한 조합, 관능성 등과 같은 키치의 원리가 주요하게 적용된다.

장소의 상품화 과정에서 키치는 다양한 형태로 동원된다. 키치는 모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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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에서 일련의 형태와 사물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정원의 작은 요정에

서부터 인공 플라스틱 선인장으로 꾸민 폰데로사 레스토랑, 과도하게 치장

된 바로크 장식, 도로변의 판타지 랜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

으로 구현된다. 그림, 장식물, 조형물 등의 사물로 구체화된 키치는 인테리

어, 조경, 건축물의 국지적인 소규모 공간으로 확장되었다가 이후 관광 소

비문화와 결합하면서 거대한 오락공원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Relph(1976)는 관광에 의한 장소의 키치화를 ‘디즈니화’, ‘박물관화’, ‘미

래화’의 세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디즈니화는 실제 지리적 환경과 관련 없

는 역사·신화·환상이 초현실적으로 결합된 인공적인 장소를 의미하며, 용어 

자체에서 드러나듯 디즈니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디즈

니랜드는 동화 속의 이국적인 건축물, 프랑스식 카페 앞에 메뉴판을 들고 

있는 우스꽝스런 돼지 모형, 석고로 만든 요정과 난쟁이 등의 키치로 가득 

찬 집합적 총체로, 자연과 역사에 대한 대중적, 상상적 표현을 통해 흥분, 

환상, 오락 등을 제공한다.

박물관화는 공간의 테마를 과거에 두고 역사를 보존하거나 이상적인 형

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과거를 모조리 재창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Relph, 1976). 박물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장소를 특정한 시점으로 인위적으로 퇴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런 프로세스는 개척촌, 복원된 성, 재건된 요새 등에서 잘 드러난다. 장소의 

박물관화는 과거를 완벽하게 복제 혹은 복원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대중

의 기호에 맞춰 과거에 대한 향수와 낭만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있다. 

미래화는 공간의 테마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혁신적으로 앞선 시대를 장대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엑

스포(EXPO)나 국제박람회에서 주로 발견된다. Relph(1976)의 설명에 의하

면, 미래화가 디즈니화보다 더 진지하고 의도적이며, 새로운 스타일과 테크

닉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시간을 앞서 나가 진보와 테크놀로지적인 유토피

아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화와 달리, 미래화는 재현의 대

상이나 틀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이 동원되며, 세계의 모

든 국가를 선도할 기술에 기초하여 미래적 설계로 환경을 만들어내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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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면서 무장소적인 성격을 갖는다.

장소의 디즈니화, 박물관화, 미래화에는 이국적 키치, 향토적 키치, 초현

실적 키치 등의 다양한 키치가 동원되는데 이들은 관광 및 상업 시설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이용된다. 이국적 키치와 향토적 키치는 디즈니랜

드, 민속촌 등과 같은 관광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 공간에까지 침투하

여 지역민들의 거주 공간을 관광 상품화하는 데에도 자주 동원되고 있다. 

이국적 키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것은 관광객이 선호하는 이국 

취향과 낭만주의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차이에 의한 신기성과 현실도피성을 

통해 환상을 경험케 하는 역할을 한다(허서라, 2002). 대표적인 예로, 미국 

서부의 덴마크 마을인 솔뱅(Solvang), 독일마을인 레벤워쓰(Leavenworth) 

등을 들 수 있다. 관광객들이 이런 장소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살

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대조되는 지역의 문화적·환경적 특징을 낙원의 속성

으로 이상화하기 때문이다(Shaw & Williams, 2004). 

향토적 키치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관광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여 

관광 가치를 창출시키는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오창섭(2012)은 이런 

향토적 키치는 과거로부터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자리한 것이지만 본래의 

기능이나 의미를 갖지 않으며, 설사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해도 왜곡되고 과

장한 형태로 존재하기에 본질적으로 키치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소비주체의 감수성이나 정서를 자극하는 

효과를 위해 창출된 그 지점에 키치의 속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향토적 키치를 이용한 지역관광 개발은 소비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통제하여 ‘살아있는 화석

(live fossil)’처럼 박물관화 하거나 낭만적인 이미지에 맞춰 고안된 개발이라

는 점에서 키치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haw & Williams, 2004; 

Relph, 1976). 

국내에서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의 본질주의적 장소관은 세계화 속에서 지

역 본래의 문화·역사적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와 차별화시킴으로써 지

역 발전을 도모하는 ‘장소 만들기(place making)’, ‘장소마케팅(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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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등의 대안적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김현호, 2003; 권미리, 

2004; 장혜진, 2015; 안덕초·신현정·김용근, 2010; 김동찬·최우영, 2013). 

여기에는 지역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 향토적 키치가 동원된다. 예를 들어, 이병훈(2011)은 농촌관광

마을의 장소성 확보 전략으로 농촌의 정취를 고취시킬 수 있는 옛 건축물을 

복원하고 관광편의시설을 주변 경관과 유사하게 건축하여 향토성을 배가시

키는 방안과 지역에 전래된 지형이나 지물을 상징화하는 경관 조성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소비주체의 향수와 노스탤지어를 자극하기 위해 개발되는 이

러한 경관은 향토적 키치에 해당된다. 또한 김민호·정성환(2013)은 역사문

화도시의 장소성을 드러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성곽과 

오방색 등을 이용한 광장 조성 방법을 제시하고, 김영주·이소영(2009)은 한

옥마을의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옥의 구들장과 대청마루, 전통가구 등의 

미적·형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킬 전통 

숙박시설로 상품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성곽이나 한옥의 스타일과 

양식을 이용하여 관광가치를 창조하는 향토적 키치는 장소가 지닌 문화·역

사적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국내의 지역관광 개발에서는 이국적 키치보다는 주로 향

토적 키치가 동원되고 있는데, 전술하였듯이 사실 이 둘은 그 표출 형태와 

강도만 다를 뿐 장소의 판촉과 상품화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개발한 것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에는 차이가 없다. 즉, 지역의 역사나 전통, 

문화를 활용한 향토적 키치는 장소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로 인해 자칫 키치

가 아닌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목

적으로 사람들의 노스탤지어와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게 지역의 향토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장식하여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키치적 속성을 동

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최병두, 2002; 박배균, 2010). 이처럼 장소의 

키치화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날 키치로부터 자유로운 장소는 없

으며 자본주의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장소의 키치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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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Relph는 『장소의 장소상실(2005)』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오늘날에는 정

부나 기업이 지역을 상품화하는 데 역사문화와 전통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키치를 파악하기 더 난해해졌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탈근대화, 세계화, 정보

화의 영향으로 지리적 경계가 희미해져 거의 모든 곳의 정체성과 문화 경관

이 세계 어느 곳에든 이식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이국적 키치

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모국 문화

와 전통을 상품화하는 현상을 지적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거주주체 없

이 이국적인 경관을 이용한 장소의 키치화 또한 나타나고 있다. 김준우

(2005)는 싱가포르의 관광산업화 과정을 분석하여 지역적 맥락과 관계없는 

경관을 이용한 이국적 키치화 사례를 설명하였는데, 적도에 위치한 싱가포

르의 중심가 오차드 거리(Orchard Street)에 영국 런던의 리젠트/옥스포드

(Regent/ Oxford Street) 거리의 크리스마스 전등장식을 본 딴 크리스마스 

정취가 만들어지거나, 파리의 세느 강(River Seine)을 모방한 싱가포르 강

(Singaore River)의 강변, 홍콩예술축제(Hong Kong Arts Festival)와 에딘

버러축제(Edinburgh Festival)와 유사한 형식으로 개최되는 싱가포르예술축

제(Festival of Arts) 등이 그 예이다. 

정리하면, 오늘날 지역의 관광 상품화 과정에서 향토적 키치는 분명하게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향토적 키

치가 나타나는 장소를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자칫 이 장소가 키치적인가 키

치적이지 않은가를 규명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장소의 키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있지 않고, 장소가 키치화되는 과정

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소의 키치화 현상을 보다 명

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국적 키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광에 의해 장소가 키치화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의하였다. 장소의 키치화란, ‘장소의 

소비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상화된 대상이나 이미지를 모방함으로써 장소 

본래의 특성과 성질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이중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장소는 관광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 경제적 효용성을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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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소비주체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변화하면서 키치화의 계기를 마련

하며, 이상화된 대상이나 이미지를 모방하여 키치의 효과를 발휘시키고, 그 

결과 본질주의적 장소성과 대중적 장소성이 이중적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갖

게 된다. 장소의 키치화는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에 의해 복합적인 양태로 

이뤄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소의 키치화 과정을 장소성의 이중화, 이상화

된 대상의 모방, 경제적 효용성 창조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각 속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장소성의 이중화로, 이는 지역관광 개발을 위해 동원된 키치가 

기존의 장소성과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우나미 아끼

라(1991)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대상은 존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본질

적 속성을 변형시키거나 별도의 것을 부가시킴으로써 가치를 회복 혹은 유

지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중층적인 구조가 키치의 존재 양식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장소의 키치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가치를 창출하기 위

해 장소의 본질주의적 장소성을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장소성을 도입시켜 관

광 매력성을 증진시킬 대중적 장소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본래 모습이나 현실적인 상황보다는 관광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장소 요소

들을 중심으로 장소성이 구성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내부적인 장소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된 외부

적인 장소 정체성이 이중화된다. 때로는 지역에 복수의 장소성이 도입되기

도 하는데 이런 경우 다양한 정체성이 혼재하는 ‘헤테로토피아(혼재향)’의 

형태를 띠게 된다(마루타 하지메(丸田一), 2008). 

두 번째로,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모방은 키치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

식으로서 선망대상의 외관을 복제하거나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속성은 모방 대상이 지닌 가치나 효과를 얻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모

사하였는가와 관련되어 있는데, 대체로 키치는 완전히 같은 형태로 복사되

기보다는 유사하게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복제된다(박경윤, 2010). 특

정 대상을 모방하는 행위는 실재가 아닌 환상을 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실재가 지닌 한계성으로 인해 이상적 세계를 갈망하는 욕구가 함축되

어 있다(오창섭, 2012). 이런 측면에서 장소의 키치화는 선망하는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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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비슷한 공간이 되길 추구하면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경

향을 지닌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세계화로 인한 이동성의 증가로 거의 모든 

곳의 문화나 관습, 경관 등이 세계 어디라도 재배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

어져, 해외 유명 지역이나 도시의 장소적 정체성을 이식시키는 이국적 키치

의 개발이 종종 시도되고 있다(Cresswell, 2004; 김덕현, 2008). 이러한 관

광 개발에서는 건축 양식이나 색감 등에 대한 경관 모방이나 음식과 같은 

문화 모방이 이뤄진다.

세 번째로, 경제적 효용성 창조는 장소의 키치화에 내포된 목적이나 의도

와 관련된 것이다. 장소의 키치화는 소비주체를 지향하여 그들의 욕구와 기

호에 맞게 변화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 소비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자

체는 지역이 지닌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의 선호와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설정하여 장소를 양식화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시화

하는 장치와 스펙터클을 생산한다. 스펙터클은 상품화하려는 장소 이미지의 

상징성과 명료성을 부각시켜 소비주체로 하여금 장소적 특성을 분명히 인식

하게 하며, 시각적 유희성을 형성하여 소비욕구를 자극시키게 된다(송석현, 

2011: 230). 스펙터클 생산은 지역에 창출된 관광수요로 수익을 얻으려는 

민간기업, 관광개발자, 소상인들에 의해 더 확대된다. 이들은 경관의 독특성

과 미학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소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비실재적이거나 탈

현재적인 표현을 통해 새로움과 신기성을 만들어내며(배성희, 2006), 그 결

과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 경관은 인간적 스케일과 지리적 질서를 벗어나 더 

다채롭게 변화하게 된다(Relph, 1976). 이런 경관은 과장, 축적, 쾌적성 등 

키치의 조형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를테면, 크기의 대비, 색상의 대비, 

조형의 대비 등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일으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

상의 세계를 창조한다(송석현, 2011; 최순섭·오준걸, 2013). 이처럼 장소를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디자인함에 따라 지역에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지역경제에서 관광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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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키치적 관광과 사회문화적 형성

1. 탈근대관광으로의 전환과 진정성의 해체

관광학에서는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광 패러다임

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관광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

한 관점은 근대(modernism) 관광으로 대변되는 대중관광(mass tourism)에

서 탈근대(post-modernism) 관광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관광형태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광범위한 전환을 말한다(Urry, 1995; Mowforth & Munt, 

2015; Mustonen, 2006). 근대사회에서 관광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위해 

공급방식을 조직화한 포드주의와 함께 발전하면서 대중화되었다(Ritzer & 

Liska, 1997). 관광산업은 공급의 표준화를 지향하여 대규모 관광객을 대상

으로 대량적으로 관광상품을 생산하였고, 이런 관광의 생산체계가 합리적으

로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대중관광·대량관광이 근대관광의 주류를 이루었다

(오순환, 2020). 대중관광은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생산의 경직성으로 인

해 고도로 구조화되었으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최적화를 위해 설계된 패키

지(package) 형태의 관광 상품을 출현시켰다(Shaw & Williams, 2004; 김

미경·김지은, 2018).

관광학자들은 모험과 도전을 수반한 과거의 여행과 대비되는 대중관광의 

형태에 비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논쟁은 진정성(authenticity) 개념에 

화두를 던졌다. Boorstin(1964)은 대중관광을 행하는 관광객은 스스로도 진

정한 관광 동기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관광하는 대상 또한 

모두 문화의 상품화를 위해 연출된 가짜사건(pseudo-event) 뿐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후에 MacCannell(1973)은 관광을 사회적 소외와 결핍을 해소하

기 위한 행위로 보고 관광 동기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Boorstin의 비판을 반박하는 한편, 관광지의 비진정성에 대한 주장은 원용하

여 ‘무대화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 개념으로 논의를 개진시켰다. 그는 

Goffman(1959)의 전면부-후면부 이론(front-back theory)을 도입하여 관광

은 마치 무대처럼 시연된 진정성을 경험하는 전면부(front stage)에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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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뿐이며, 진정한 지역문화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후면부(back 

stage)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관광의 진정성 문제는 수요주체인 관광객의 태도가 아닌 관광을 제도화하는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았다. 

객관주의(objectivism) 관점에 기반한 관광 대상의 진정성에 관한 논의는 

이후에 어느 정도의 원형을 지키고 있어야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

것의 진정성을 판단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Cohen(1988), 

Bruner(1994) 등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 관점에서 이러한 진정성 문제

에 접근함으로써 진정성은 원래 대상에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변화가능한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정성이란 사회적 관점

과 권력, 정치에 의해 조정되는 이데올로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 

측면에서도 관광객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진정성을 추구하는 방

향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석금경·김남조, 2010). 또한 관광의 상업적 

속성이 반드시 진정성의 파괴를 몰고 오는 것은 아니며 인위적으로 조작된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역사적으로 진정한 대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계의 소멸을 특징으로 하는 탈근대 사회의 도래로 가짜와 진짜의 기준

이 모호해지고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진정성의 설명력

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관광 공간의 비진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Boorstin(1964)와 MacCannell(1973, 1976)과 반대로, 탈근대주의자들은 비

진정성을 전혀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디즈니랜드의 경우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현실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

가 가짜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자와 탈근

대주의자 모두 진정성의 위기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주의자들은 진정성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진정성의 개념을 

이어가려 하였다면, 탈근대주의자들은 진정성 개념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

심하며 진정성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다(이진형·최석호 역, 

2004). 

탈근대로의 사회·경제적 체제의 변화는 관광의 공급과 수요에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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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는데, 탈근대관광에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그림 2-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대량적·제도적인 관광 형태에서 개별적·개성적인 형태로의 전환, 

관광의 사회·문화적 부작용에 대한 반발과 대응, 진정성의 해체와 의미 축

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사헌, 2006; 지선진, 2013). 탈근대성의 본질

은 다양성(diversity)과 유연성(flexibility)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산

방식을 표방한 탈근대관광은 변화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특화된 관광상품으

로 시장이 재편되고 소비자의 선호와 기호를 맞춰 보다 다원화되었다(Lash 

& Urry, 1996).

탈근대 관광객들은 기존의 대량관광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신의 소비 활동

을 차별화하려 하였는데, 이런 태도는 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중류

층 이상의 계층에게서 나타났다(Munt, 1994). 이들은 관광과 같은 소비활

동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자본을 획득하려 하였으며, 이에 현

지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소규모의 체험관광

(experience tourism)이나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배우고 경험하는 문화/

유산관광(culture/heritage tourism)을 추구하였다(Munt, 1994; Richards, 

1996; Menor-Campos et al., 2020). 이와 함께 기존의 대량관광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거부하며 지역 사회·문화·환경을 보호하고 진정한 여행의 의미

를 찾아 나서는 대안적 관광(alternative tourism)의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생태관광(ecotourism), 윤리관광(ethical tourism), 책임관광(responsible 

tourism)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Orams, 1995; Goodwin & Francis, 2003; 

Butcher & Smith, 2010). 

한편,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탈근대성의 영향으로 진정성이 해체됨에 따

라 대안적 관광 형태와 대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움을 효

과적으로 누리는 여가생활에 수렴된 관광 형태가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났다

(Williams, 2002; 김희영·김사헌, 2006). 이를테면, 테마파크, 쇼핑센터, 몰,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과 같이 환상으로 가득 찬 놀이와 오락 중심지에서 

소비활동을 행하는 관광이 이뤄지고 있으며, 초실재 혹은 파생실재 속에서 

스펙터클을 경험하거나 VR(virtual reality)/AR(augmented reality)기기, 디

지털 미디어를 통한 가상관광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지선진, 2013; 석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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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조, 2010). 이처럼 탈근대 사회에서는 Baudrillard(1981)가 제시한 시뮬

라크럼(simulacrum)이 관광 영역에도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인위적으로 가공된 시뮬라크럼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이미지의 환상성을 추

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탈근대 관광객들은 가상현실 게임이나 디

즈니랜드 등의 놀이시설이 시나리오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체를 즐기고자 하며, 잘 꾸며진 ‘진짜 같은 가짜(genuine fakes)’가 오

히려 더 인기를 끌기도 한다(김사헌, 2006: 245-246).

<그림 2-2> 탈근대관광으로의 전환과 주요 특성

이러한 탈근대 사회에서의 관광 소비문화의 변화에 맞춰 학계에서는 진

정성 개념을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이는 진정성의 스펙트럼

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석금경·김남조, 2010). Wang(1999a)은 탈근대 사

회에서 진정성의 의미를 찾기 위해 관광대상과 상관없이 관광객의 경험에 

의해서 촉발되는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에 주목하였다. 실존

적 진정성은 개인의 내적(intra-personal) 진정성과 간개인적(inter-personal) 

진정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휴식, 기분전환, 오락, 

자극적 즐거움, 흥분 등의 관광을 통해 분출되는 모든 육체적 경험과 자아

형성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하며 후자는 관광을 통한 가족, 친구, 연인 등의 

동행인과 진정한 함께하기(togetherness)를 실천하거나 진정한 우리관계

(we-relationship)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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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1999a)은 관광대상의 진정성으로부터 관광경험의 진정성을 구분하

기 위해 진정성 개념을 진품으로서의 ‘객관적 진정성(objective 

authenticity)’, 사회적 구성의 결과로서의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 관광객 개인의 내적 진정성과 간개인적 진정성을 의미하는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의 세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표 

2-5> 참고). 그리고 이 가운데 객관적 진정성과 구성적 진정성 개념을 부

정하면서, 관광객은 관광대상의 진정성에 관계없이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자기표현을 하며 실존적 상태에 몰두함으로써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 분
관광대상의 진정성 관광경험의 진정성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의미 원본 복원(복제) 자아실현

방법 감상을 통한 
정적 활동

감상을 통한 
의미 파악

동적 활동을 
통한 실존 

가치 보존 재현, 상징 감정, 경험

연관이론 객관주의 구성주의, 구조주의 인간주의, 존재론

<표 2-5> 관광의 진정성 차원

 주: Wang(1999a), 김소라·이병민(2017)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사회적 전환은 

관광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나 오늘날의 관광이 모두 탈근대관광의 형태

로 대체된 것은 아니며 근대관광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근대관광과 탈근대관광은 이분화되지 

않고 근대관광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

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탈근대를 후기 근대(late modernity), 성찰적 

근대(reflexive modernity), 제2차 근대성 등으로 설명하였다(Beck, et al., 

1994; Spode, 2004; Uriely, 2005). 이처럼 현 시대에서 대중관광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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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며 탈근대관광의 하부구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관광의 

형태를 배제한 채 오늘날의 관광현상을 해석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후석·오정준, 2004; Sharpley, 2018). 따라서 근대관광과 탈근대관광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관광의 형태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키치적 관광의 개념 및 특징

탈근대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진정성에 대한 관점 변화는 관광에 대한 

접근이 일상과 관광, 진정성과 비진정성의 이분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경

험의 진정성 추구와 대상의 진정성 부재를 동시에 즐기는 차원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yan, 2002; Urry, 2002). 근대관광의 진

정성 결여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던 학자들은 보다 바람직한 관광방식으로 

문화/유산관광, 윤리관광, 책임관광 등의 대안적 관광을 제시하였으나, 현 

사회에서 이런 관광에 대한 소비자 취향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지선진, 2013). 오늘날의 관광은 장소에 대한 이해나 성찰을 요구하는 

가치지향적·교육적 관광보다는 유희와 감성을 자극하는 쾌락적·위락적 관광

이 관광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Rojek, 2000). 일례로, 강준수(2021)

는 일본 마츠리를 사례로 하여 전통적 문화 축제가 점차 재미나 놀이 이벤

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관광에서 대중성, 오락

성, 유희성이 중시되는 경향을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석(2021) 

또한 ‘좀비 랜드 사가’로 큰 성공을 거둔 일본의 사가현을 사례로 들면서, 

지역 고유의 역사나 문화가 아닌 언어유희에서 촉발된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의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

하였다.

한편, 앞서 Wang(1999a), Urry(2002), 김사헌(2006) 등의 논의에서 살펴

봤듯이, 탈근대로의 전환으로 진정성이 해체됨에 따라 오늘날 관광객들은 

장소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의미를 추구하는 장소지향적 관광보다는 시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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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럼일지라도 기꺼이 호응하는 장소이탈적인 소비성향을 지니며, 관광대상

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이 지닌 진정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성향의 관광객들은 위험과 도전을 추구하기보다 친숙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관광을 행하고자 하며 각종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장소를 경험하려 한다. 이에 오늘날 관광은 

외형적 기호와 이미지를 통해 장소를 직관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대중관광

의 소비성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광객들의 태도는 근대관광과 탈근대관광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내

포하고 있어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그 특징이 키치적 소비의 본질

적 속성과 매우 유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키치를 통해 개념화를 시도하고

자 한다. 키치 개념은 관광 소비문화에 내재한 인간의 사회적 심리에 접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광 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태도로서의 키치’는 과시, 대리

만족, 놀이, 소속확인 등에 대한 심리와 욕구에서 파생된다. 즉, 키치적인 

소비 태도는 상징적 기호를 소비하여 타인으로부터 구별짓는 욕구, 환상을 

통해 대리만족적으로 욕망을 해소하려는 욕구, 대상에 덧붙여진 미적 이미

지로부터 시각적인 유희나 심미적 감성을 충족하려는 욕구 등에서 비롯되는

데(오창섭, 2012; 배성희, 2006), 이런 태도는 관광대상으로 장소를 소비하

는 태도를 고찰하는 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키치의 속성이 드러나는 관광을 ‘키치적 관광

(kitsch tourism)’으로 명명하고, 이를 ‘관광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지닌 본래의 가치 이외에 다른 덧붙여진 상징적 

가치나 미학적·이국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키치적 

소비는 심리적인 차원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작동하며, 인간의 사회적 욕구

나 욕망을 자극하면서 현 사회에서 키치가 지속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키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된다(Moles, 1971). 이런 점에서 키

치적 관광은 사회‧심리적 효과에 의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 구별짓기, 대리만족적 

경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키치적 관광은 실제 관광에서 대안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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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형태와 완전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키치적 

관광에서도 윤리, 책임, 공정 등을 추구하는 대안적 관광의 성질이 부분적

으로 공존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오늘날 관광

의 키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키치의 속성과 관련된 특징에 주목하여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림 2-3> 키치적 관광의 주요 속성

주: Krippendorf(1982), Wang(1999b), Mowforth & Munt(2015), 김희영·김사헌(2006)에 
연구자의 견해를 추가하여 재구성함. 

키치적 관광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키치적 관광은 장소

의 본질보다는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관광에서는 대상의 객관적 진정성보다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미지

를 중시하며 교묘하게 연출된 인공물이더라고 그것이 지닌 상징적 가치를 

소비하는 것을 추구한다. 즉, 키치적 관광에서 진정성은 자기준거적 체계의 

초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상황 조작을 통한 시뮬라크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그 자체를 즐긴다(박창호, 2008). 이를테면, 관광객들이 스위스를 주

제로 한 테마파크(<그림 2-4> 참고)에서 국기, 시계탑 건축물, 치즈, 양, 근

위병 등과 같이 스위스를 상징하는 기호들을 통해 장소의 이국적인 상징성

을 소비하거나, <그림 2-5>와 같이 옷을 적시며 바다에 실제 들어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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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디지털 전시공간에서 파도의 물성과 소리로 연출된 가상환경을 통해 자

연의 환상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성향을 말한다. 석금경·김남조(2010)는 시

뮬라크럼의 경험에서 얻는 진정성은 객관적․구성적 진정성의 영역에서 차별

성과 특이성 차원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런 맥락에서 대

상의 본질적 속성에 개의치 않는 키치적 관광은 관광대상의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이 차별성을 가질 때 의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키

치적 관광은 장소의 진정성이 아닌 기호와 이미지가 지닌 독특성과 신기성

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관광경험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4> 가평 스위스테마마을
출처: https://blog.naver.com/kwleslie/
222194998960 (접속일:2021.08.09.)

   <그림 2-5> 디지털뮤지엄의 
‘바다’ 공간

출처: http://artemuseum.com/

둘째, 키치적 관광은 장소의 미학성을 중시하고 심미주의적 감정 소비를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장소에 대한 이해와 탐구보다 시각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면서 특화된 쾌락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슬기(2015)는 ‘러버덕’1)을 사례로 하여 키치적 공간 소비를 설명

하였는데, 호수에 설치된 고무오리라는 오브제가 스펙터클로서 공간적 판타

1) ‘러버덕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인 플로렌타인 호프만(Florentijn
Hofman)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작업으로, 2007년 프랑스 생나자르를 시작으로 하
여 브라질, 벨기에, 일본, 호주, 중국, 대만, 미국, 아제르바이젠, 베트남 등 16개국
을 이동하며 전시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도착하여 서울 석촌호수에 설
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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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형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은 ‘석촌호수’의 본질적 기능과 무관하게 ‘러버

덕’의 미학성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미지를 소비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키

치적 관광은 사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오늘날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와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 카메라를 통해 장소를 바라보

고 관광 중에 시선을 사로잡은 볼거리들을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고 저장하

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한선, 2006). 이에 관광객들은 어떤 공간을 

소비할 때 사진을 찍을 만한 요소를 찾고 그곳의 미학적 이미지와 감성적 

분위기에 소비가치를 부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조윤설·조택연, 2019). 

이런 태도는 장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기능과 상관없이 그것에 덧붙여진 

미학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키치적 속성을 지닌다.

셋째, 키치적 관광은 장소의 소비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자본

을 드러내어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는 특징을 갖는다. Bourdieu(1987)는 개

인의 문화적 취향과 소비의 근간이 되는 성향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계급 위상에 따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였

다. 그는 이런 사회·문화적 자본이 특정 계급을 구별짓는 지표로 기능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관광에도 사회적 지위와 집단정체성을 구획하는 상징적 

기호를 소비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이황재, 2020). 사회 내에서 구별짓기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행위는 그 자체로 키치적이며(오창섭, 2002), 이런 측면

에서 유행과 트렌드 중심의 장소를 방문하고, 타인으로부터 부러움의 시선

을 받기 위해 과시적으로 행하는 관광은 키치적 관광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통해 자신의 관광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에게 이상

적인 모습을 노출시키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채완·오정민·이상호, 

2020). 이런 관광 사진에는 문화적 상징 자본과 생활양식의 과시를 통해 타

집단과 자신을 구별지으려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고 볼 수 있다(이정훈·정희

선, 2014: 126). 이로 인해 관광객의 장소경험은 장소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곳의 이미지, 나아가서는 자기만족을 기대하는 데에서 나오는 과시의 형

태를 보이게 된다. 이를테면,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상족암군립공원에서

는 <그림 2-6>과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는 관광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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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그림 2-7>처럼 이곳의 경관 이미지를 이용

하여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는 사진을 

찍는다. 이들에게 상족암은 지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대상이라기보

다 자기표현을 위한 이미지 소비의 대상이 되며, 이때 장소는 Haldrup & 

Larsen(2010)이 설명한 것처럼 ‘무대’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이 희망

하는 이상적인 자아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장소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보다

도 미학적인 이미지의 소비가 우선시되는 관광은 키치적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 사진촬영을 위해 줄을 선 
상족암 관광객들

출처: https://blog.naver.com/bow_land/2
21944815836 (접속일:2021.08.09.)

    

<그림 2-7> 상족암에서 
찍은 관광객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a
rrm212/222353703054 (접속일:
2021.08.09.) 

 

넷째로 키치적 관광은 모조를 소비하는 대리만족적 행위를 특징으로 한

다. 인간은 현실이 어떤 욕망을 방해할 때 다른 수단을 통해 그 욕망을 해

소하려고 하며 관광에서는 이런 욕망을 대리만족 시켜주는 모조 공간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를테면, 관광객들은 일본식 료칸 호텔(<그림 2-8> 참고), 

유럽풍 카페(<그림 2-9> 참고) 등과 같이 모의적 공간에서 이국문화의 이

색성과 신기성을 대리적으로 경험한다. 이런 모조 공간에서의 대리만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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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비록 상상에 의존하는 것일지라도, 환상을 이용하여 현실을 망각하

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거운 경험이 된다(오창섭, 2012). 환상을 추구

하는 키치적 소비에는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일상공간에서 느끼지 못한 재미

와 즐거움을 통해 일탈을 경험하려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배성희, 2006). 

이런 측면에서 키치적 관광은 장소적 진정성보다는 일탈적 장소감과 같은 

보다 원초적인 관광 욕구에 중요성을 두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키치

적 관광은 제도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억눌렸던 자아를 되찾고 

존재론적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의미와 가

치를 가질 수 있다(정미경, 2014; 조중걸, 2007). 

<그림 2-8> 양평의 일본식 
료칸 호텔

출처: https://blog.naver.com/
sunhye_jo/222426118649
(접속일:2021.08.09.)

    

<그림 2-9> 부산의 유럽풍 카페 
출처: https://blog.naver.com/neung8/2224
88896981 (접속일: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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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 소비문화의 형성 과정: 관광객의 시선 구성

관광은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 부여된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소비하

는 행위로, 관광 소비는 재현된 장소의 이미지와 신화, 관광 담론, 기호의 

상징체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Shields, 1991; Salazar, 2012). 이런 

점에서 관광은 개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행위라기보다 상징적 기호와 

문화적 담론에 의해 정해진 틀 안에서 조직화된 소비 활동이라고 볼 수 있

다(박은경·송재호·최병길, 2013). Urry(1990)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시선

(tourist gaze)은 기호(sign)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기호를 

통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유산 관광지와 테

마파크는 서로 다른 성격의 관광지로 간주되지만 어떤 형태의 관광지든지 

관광은 기본적으로 기호의 상징적 소비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문화의 관광 

상품화는 기호가치의 생산에서 시작되며 관광객은 잘 정의된 기호를 중심으

로 장소를 식별하고 경험한다(Shaw & Williams, 2004). 테마파크 또한 기

호를 통해 상상적 쾌락을 만들어내고 관광객이 기호와 끊임없이 만나게 함

으로써 유희적 소비의 욕구를 만족시킨다(Davis, 1996; Williams, 2002). 

이처럼 관광은 여타의 소비문화와 마찬가지로 공급주체가 지역의 특성과 

사건들을 약호화(encoding)하고, 소비주체가 이런 기호의 집합체를 해독

(decoding)하는 시각적 기호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작동한다(Lash & Urry, 

1996; Bartram, 2010). 이러한 기호학적 해석은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분

석의 틀로 자주 활용되는데, 기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장소의 신화와 환상

이 구성되는 방식과 관광 소비문화와 실천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Urry, 1990; Shields, 1991; 오창섭, 2012). 기호(sign)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결합체로 여기서 기표는 단어, 이미지의 

선, 사진 이미지, 소리 등과 같은 물질적인 측면을 말하며 기의는 기표에 

의해 지칭되는 정신적 개념을 의미한다(Cobley, 2014). <그림 2-10>과 같

이 기의와 기표가 결합된 1차적 기호가 2차적 체계의 기표로 작용하며 여

기에 새로운 기의가 첨가되면서 신화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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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신화의 기호학적 체계
주: 오창섭(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오늘날의 소비는 이러한 신화구조를 통해 구체화된 의미를 소비하는 방

식으로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키치적 소비이다(오창섭, 

2012). 즉, 키치는 대상의 본래적 기능이 아닌 대상에 부여된 신화적 의미

를 소비하는 것으로, 관광지에서 관광객은 이처럼 신화화된 기호를 찾아 장

소를 경험하며 소비하게 된다. 이처럼 키치적 관광은 장소 본래의 진정성과

는 무관한 인위적으로 연출된 키치를 소비하거나, 키치적으로 장소를 경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관광지에서 향토적 키치의 소비구조를 살펴보

면, ‘한옥의 외형과 건축 양식’은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기의와 결합하여 하

나의 기표로 기능하는데, 이 기표는 ‘향수’와 ‘낭만’의 기의가 결합되어 ‘천

진난만하고 순수하였던 과거’라는 신화적 의미를 생산한다. 이런 향토적 키

치를 소비하는 것은 건축물로서의 한옥의 기능인 아닌 향수와 낭만으로 덧

붙여진 상징적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때 한옥 내부를 현대적으로 변형

시켜 진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할지라도 소비 과정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으

며, 한옥의 특징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한옥이 지닌 상징적 소비는 그

대로 작동한다. 관광객은 시각적 기호가 주는 한옥의 이미지를 소비하기 때

문에 한옥이 지닌 향토적 키치를 통해 순수하고 정겨운 정서를 자극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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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족하며, 이런 정서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키치의 존재 방식이 된다

(오창섭, 2012).

Urry(1990)에 의하면, 관광객은 관광을 통해 일상과 노동으로부터의 해

방을 얻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비일상성을 극대화하

는 독특한(unique) 기호에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 즉, 관광객에게는 자신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과의 ‘차이(differences)’가 관광지의 독특한 특성이 되며, 

이 차이는 기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관광객들은 기호를 통해 장소를 

인지하고 기호들의 총체가 자아내는 이국적·이색적인 장소 분위기를 즐긴다. 

이러한 관광의 성질은 독특한 것에 대한 새로운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기호

가 지닌 차별성이 강화될수록 그 장소는 관광목적지로 상품화될 만한 가치

를 갖게 된다(Cohen, 1988; Liasidou, 2018). Urry(1990)는 관광객의 시선

이 관광지로 떠나기 이전에 구축된다고 설명하면서, 관광지의 안내책자나 

브로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TV, 영화, 음악, 문학 등의 대중매체가 장소에 

대한 기대 이미지를 창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관광은 그런 기대와 예상에 

의해 실천된다고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객의 인식과 행동은 이러한 매

체에 존재하는 담론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결과로 만들어진 

일종의 코드라고 볼 수 있다(박은경·송재호·최병길, 2013). 즉, 관광 대상을 

보는 관광객의 시선은 문화로서 공유된 의미(shared meaning)에 의해 길들

여진 조작적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Urry, 2002; Wang, 1999b). 

Herbert(1996)는 Johnson(1986)의 문화순환 이론을 관광지의 발달 과정

에 적용하여 문화매체에 의해 특정 공간과 장소가 이미지화되고 관광대상으

로서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그림 2-11>참고). 그는 관광 소

비문화의 형성 과정을 ‘생산(production)’, ‘텍스트(text)’, ‘해석(readings)’, 

‘영향(impact)’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생산 단계에서

는 관광지의 매력을 관리하는 이해집단에 의해 관광지 이미지의 개발과 판

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텍스트 단계에서 이러한 결정이 장소에 재현 

및 구현되고, 해석 단계에서는 방문객이 지역을 경험하고 생산된 메시지에 

반응하며, 영향 단계에서는 방문객의 관광 행위가 특정한 문화 현상, 문화

유산, 보전 등의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와 가치에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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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는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장소 이미지와 신화를 구성하는 한편, 그 문화적 영향은 관광시장으

로 이어져 관광지가 투영된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변화하는 강한 사회경제적 

압력을 만들어낸다(Williams, 2002).    

<그림 2-11> 문화순환 프로세스

주: Johnson(1986); Herbert(1996)를 재정리함.

장소가 관광 공간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

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정부나 대중매체, 전문가 집단 등을 생산자로 바

라보고 이들이 지역의 특정한 이미지를 강화 또는 변형시켜 장소를 재구성

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김희경(2017)은 중앙정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에 따라 지역이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 및 규정되는 맥락을 고찰하였고, 진

종헌·신성희(2006)과 한지은(2008)은 도시정부와 관련 권력 집단들이 장소

기억을 선택적으로 복원하거나 심미화하여 장소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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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심승희(2000)와 이은숙·정희선·장은미(2007)는 

문학작품에 주목하였는데, 이들은 문학이라는 매체가 관광객의 장소인식에

서 나아가 장소성의 재창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박은경·송

재호·최병길(2013)은 대중매체에 의해 관광지의 의미와 가치는 담론화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관광객은 이를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소비주

체라고 설명하였다. 조아라(2007)의 연구는 장소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

정에 관광객을 포함시켜 이들의 시선이 장소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는 점에서 앞의 연구들과 구분되지만, 관광객이 관광지의 사회적 구성 과정

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관광객을 사회·문화적 권력 집단에 의해 담론화된 방식으로 

장소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으나, 문화의 생산 관점에서 

관광을 보면 관광객은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공유한다

는 측면에서 장소를 단순히 소비하는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Horton & Kraftl, 2013; Choi, 2016). Jenkins(2003)는 관광지의 기호가 

생산되는 과정에 관광객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미지의 재현 및 순환 과정을 

설명하였다. 관광객이 마케터와 같은 생산 주체에 의해 기호화된 이미지를 

사진으로 포착함으로써 재현의 순환을 지속시키는 한편, 개개인의 관광객은 

관광 사진을 통해 마케터와 함께 관광지의 판촉자로서 문화의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바라보았다. Chronis(2005)도 마케터와 관광객이 관

광의 공동 생산주체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관광객이 Johnson 

(1986)의 문화순환 이론이 제시한 것처럼 마케터에 의해 구성된 관광지의 

역사적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하지 않고,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

하면서 공백을 채우고, 절충하고, 또 상상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관광을 

행한다고 설명하였다. 관광지의 역사적 사실은 관광객의 관광 행위를 통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며, 이런 점에서 관광지의 의미와 문화는 관광객과 

마케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그림 2-12> 참고). 

이러한 연구들은 관광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광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어떻게 기존의 관광 생산주체와 상호구성적 관계를 이루면서 관

광 소비문화를 생산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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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문화의 상호구성 모델
출처: Chronis(2005),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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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광담론 생산매체로서 소셜미디어의 속성

1. 소셜미디어의 개념 및 정보적 특성

오늘날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 확대

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등장한 소셜미디어(social media)는 정보 생산 및 공유에 있어서 사용자 참

여를 용이하게 하였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소셜미디어란 용어는 

가이드와이어 그룹(Guidewire Group)의 창업자인 Chris Shipley가 2004년 

한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이하나, 2020), 이

후에 <표 2-6>과 같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시도되었다. 이러

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소셜미디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를 자유롭게 창조하고 그 창작물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웹 2.0 기반의 응용 집합체를 의미한다. 

구 분 정 의

Kaplan & 
Haenlein

(2010)

웹 2.0 상에서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 User-Generated 
Content)를 창조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
넷 기반 어플리케이션

Dewing
(2010)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온라인상
의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 인터넷 서비스

Ellison & Boyd 
(2013)

사용자들 간에 형성된 관계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연결된 
사람이나 다른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를 소비, 생산, 상
호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Margetts et al.
(2015)

사용자가 직접 관여한 콘텐츠의 생산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이나 웹을 통한 인터넷 기반 플랫폼

<표 2-6> 소셜미디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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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관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철학은 웹 2.0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웹 2.0 패러다임의 특징은 개방·참여·공유로 설명된다(김미경 

외, 2012). 즉, 웹 2.0은 온라인 플랫폼 개방을 통해 정보 공유와 참여를 이

끌어내 정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웹 1.0

에서는 포털 사이트가 웹메일 서비스와 정보검색 서비스 이용을 촉발시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웹 2.0은 사용자가 인터넷 환경에서 능동적

으로 참여하며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누구나 콘텐츠 생산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하였다(장윤희, 2012; 이석용·정이상, 2010). 

소셜미디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 Social 

Network Sites)와 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격히 구분하면 소셜미

디어는 SNS 외에도 블로그, 위키, 공유 사이트,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포함

하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다(이성희, 2018; 이정권·최영, 2015). 소셜미디

어는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셜미디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 유형을 일반화하기 쉽지 않지만, 대표

적인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표 2-7>과 같이 블

로그, 마이크로블로그, SNS, 위키, UGC, 소셜북마킹, 가상세계, 팟캐스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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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기 능 대표 서비스

블로그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견해나 전문성이 있는 정보를 게시

블로그(Blog),
텀블러(Tumblr)

마이크로
블로그

짧은 단문형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

트위터(Twitter),
웨이보(Weibo)

SNS 정보공유와 관계형성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Wikis
공동창작, 정보공유, 협업에 의한 
지식 창조

위키피디아(Wikipedia),
공유사이트(Sharing sites)

UGC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상에 업로드

유튜브(Youtube),
핀터레스트(Pinterest),
인스타그램(Instagram)

소셜북마킹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저장 및 
공유하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음

레딧(Reddit), 디그(Digg),
스텀블어폰(StumbleUpon)

가상세계
가상세계에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

팟캐스팅, 
비디오캐스팅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음원 등의 
콘텐츠를 다운받아 모바일 기기로 
감상

팟캐스트(podcast),
비디오캐스트(video-cast)

<표 2-7> 소셜미디어의 분류와 대표 서비스 

 

  주: 이수진·전유나(2015), 이성희(2018)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국내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

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2)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는 ‘페이스북’(60.9%)이고, 다음

으로 ‘인스타그램’(52.2%), ‘카카오스토리’(31.4%), ‘네이버밴드’(30.6%), ‘블

로그’(17.4%) 등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3> 참

고). 소셜미디어의 이용 목적은 ‘친교/교제를 위해서’(75.5%)가 가장 높고, 

2) 이 조사는 2020년 8월∼9월에 전국 25,000가구 및 가구 내 만 3세 이상의 가구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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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50.9%), ‘취미/여가활

동 등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46.7%),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위

해서’(4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친교 및 소통의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이런 디지털 채널이 오늘날의 커뮤

니케이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주이용 소셜미디어
주: 3개 항목 응답, 만6세 이상 소셜미디어 이용자 기준, 단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39

성별에 따른 소셜미디어별 이용률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에 따라서는 소셜미디어별 이용률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의 이

용률이 높은 반면,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밴드’는 4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블로그’와 ‘카페’의 이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대적으

로 고르게 나타났다(<그림 2-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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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성·연령별 주이용 소셜미디어
주: 3개 항목 응답, 만6세 이상 소셜미디어 이용자 기준, 단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39

정보 탐색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사 결과(<그림 2-15> 

참고)에서는 포털사이트의 이용률이 76.3%로 전년 대비 8.1%p 감소한 반

면,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12.3%p 증가하여 50.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카카

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한 정보 검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여

전히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가 주요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

기는 하나, 인터넷 정보 이용자들이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단순하고 직관적

인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한 정보 

탐색 채널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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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정보 검색 시 주이용 사이트/앱 추이
주: 1+2순위, 단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5

소셜미디어는 용어 그 자체에서도 드러나듯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개인 또는 조직의 사회성을 증대시켜 주는 미디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은 인간이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시·공

간적으로 확장시켰다(이성희, 2018).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환

경이 가져온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정보를 생성 또는 전파하는 주체가 사회

적 권력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표 2-8>에 비교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인 매스미디어는 주로 전문가 집단, 이를테면 

학자, 지식인, 정치가, 기자, 방송 프로듀서 등이 정보를 생산하는 통로로 

이용된 반면, 소셜미디어는 정보 생산의 경계를 허물어 사회 각계각층의 누

구나 메시지를 유통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형

태의 정보가 생산되었다. 또한 매스미디어는 일정한 주기로 정보를 생산하

고 정보의 수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셜미디어는 즉각적인 생산과 피드

백(feedback)이 가능하고 정보의 수정이 용이하여 보다 유동적으로 변화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미경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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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콘텐츠 특성 미디어의 콘텐츠 콘텐츠의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

수용자의 특성 대중 또는 정보 소비자 정보의 생산 소비자
(프로슈머)

생산주체 소수 전문가 사용자의 집단 지성

생산주기 일정한 주기로 생산 즉각적 생산 및 피드백

정보 흐름의 방향 1:N 일방향 1:1, 1:N 양방향

정보의 가변성 수정이 어려움 수정이 용이함

대표 사례 TV, 신문, 라디오 등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

<표 2-8>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정보 생산방식 비교 

 주: FKⅡ(2009), 김미경 외(2012), 허은석(2019)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국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주요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정보 형태를 살펴보면, 각각 특화된 기능과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하는 정보의 속성과 유통 방식이 차이를 보인다(<표 2-9> 참

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정보

를 생산하는 반면, 유튜브는 동영상, 인스타그램은 사진 이미지나 짧은 영

상을 중심으로 시각적인 형태의 정보를 생산한다. 인스타그램도 텍스트 정

보를 생산하지만 블로그에 비해 텍스트의 분량이 적으며 즉흥적·직관적인 

감정 표현이 두드러져 감성분석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엄혜란, 

2018). 한편, 정보의 유통 측면에서 블로그와 유튜브는 온라인상에서 친구

(혹은 이웃) 관계가 아닐지라도 게시된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

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블로그의 운영 목적은 개인마다 각기 다르

지만 대체로 콘텐츠 생산과 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유

튜브는 사용자 간의 네트워킹보다는 대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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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고 블로그와의 연동에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조영민, 2018). 이

에 반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초점

이 맞춰져 있어 친구신청과 수락으로부터 정보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페이스북의 경우 친구, 친구의 친구 등 단계에 따라서 보다 세부적으로 정

보 공개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친구관

계를 맺지 않더라도 ‘둘러보기’ 기능을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추

천하는 이미지와 영상들을 볼 수 있는 반면, 페이스북은 ‘타임라인’에 친구

나 팔로우 네트워크에 속한 대상들의 게시물과 활동만 보여주기 때문에 정

보의 유통 환경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은 페이스북

과 연계하여 동시에 공유가 가능하여 두 소셜미디어는 연동성이 강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구 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보 형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짧은 영상

정보 특징
복잡함, 
전문적

단순함, 
일부 전문적

단순함, 
개인적

단순함, 
개인적

접속 수단 웹, 모바일 주로 모바일 주로 모바일 주로 모바일

친구 맺기
일방(이웃), 

쌍방(서로 이웃) 
모두 가능

일방적(구독) 쌍방적 일방적

정보 개방성 대체로 공개적 공개적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의 공개 여부 

설정 가능

주로 계정의 
공개 여부를 

설정

<표 2-9> 주요 소셜미디어별 정보의 특징 비교

 주: 황혜정(2009)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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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

관광은 무형의 경험재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되거나 조절되지 않으며 

관광객들은 이러한 관광 소비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관광과 관련된 정보들을 탐색한다(Werthner & Klein, 1999; 

Kim, Lehto & Morrison, 2007). 전통적인 관광 정보의 원천은 가이드북, 

브로셔, 관광지도, 여행기 등과 같이 서사적 미디어가 주를 이루었다가

(Wang, 1999b), 웹1.0에서는 포털사이트나 여행 및 숙박 전문 사이트, 공

공기관, 관광서 등과 같이 공급자가 제공하는 관광 정보가 보다 다양해졌

고, 웹2.0에 들어서서는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가 새로운 관광 정보원으로 부상하고 있다(Kim & Tussyadiah, 2013).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언어적 기능으로 정형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존의 

관광 정보원과 달리 솔직한 대화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정보 제공자

와 수용자 간에 친밀성과 동질성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관광 정보로서 차

별성을 지닌다(Cho & Jang, 2008). 또한 소셜미디어는 직접적인 경험을 바

탕으로 불만족스러운 점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서술하기 때문에 정보의 신

뢰성과 유용성을 가진다(김가영·이우진, 2017; 허경석·변정우, 2012). 한편,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되는 관광 정보는 실용성뿐 아니라 미적인 반응이나 즐

거움과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체험적 이익을 제공하여 정보 그 자체로 유희

성을 지니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정병옥, 2016). 이러한 소셜미디어 정보의 

사용가치 때문에 최근 관광객들은 정부/지자체, 기관, 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관광 정보보다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전인순, 2014; Xiang & Gretzel, 2010).

소셜미디어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활용의 폭이 크게 확대되어 관광 

전뿐만 아니라 관광 중에도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자 관광학에서는 그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Burgess et al.(2009), 

Harrigan et al.(2017), Liu et al.(2019)은 소셜미디어 정보가 관광동기를 

유발 혹은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혔고, McCarthy et al.(2010), Tussyad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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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1)은 관광객이 관광 중에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려는 경우나 후

속 일정에 대한 계획, 대안 모색, 구매 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셜미디

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행위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도 소셜미디어의 정보 속성이 관광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국내 관광에서는 블로그가 

관광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셜미디어 정

보가 지닌 유용성, 생생함, 신속성, 사실성, 교류성, 동의성, 신뢰성 등의 속

성이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이나 선호도, 행동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들은 소셜미디어 정보가 관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새로운 관광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나머지, 정보의 특

정한 속성이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상업시설 이

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단지 정보원으로서 역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메시지를 통

해 간접적이고 비의도적인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론의 생산 매체로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Wood & Quinn, 2003). 

담론(discourse)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모든 형태의 언

어적(또는 언어적 의미를 갖는 비언어적) 행위를 의미하는데(임태섭·김광수, 

1993), 일반적으로 담론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일상적 언어의 영역으로, 여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대화, 글 등의 기초자료가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권력을 매개로 

한 언술 행위로, 담론은 권력체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식을 

생산, 재생산하고 해체하는 수단이 된다(장덕현, 2001). 기존에는 교육기관, 

주요 미디어 조직/기업, 핵심적인 정치기구들이 담론 생산에 독과점적인 영

향력을 행사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 광범하게 현존하

면서 집단지식과 집합의식을 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론이 나타나고 있으

며, 관광 영역에서도 이런 담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제이․성종성, 

2015; 최승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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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소셜미디어별 
이용률(%)

정보의 속성
(독립변수)

관광 결정 및 의도
(종속변수)

오성수·김성후
(2012)

블로그(58.08),
페이스북(17.69),
트위터(14.62),
커뮤니티(8.08),
UCC(1.15),
기타(0.38)

동의성, 생생함, 
상호작용, 편리성, 

지각된 평판
관광지 선택

전인순
(2014)

네이버블로그(26.7),
페이스북(20.9),
트위터(16.6),
커뮤니티(15.8),
카카오스토리(11.7),
기타(8.3)

유용성, 생생함, 
교류성, 동의성, 
콘텐츠, 신뢰성, 

확산성

관광지 선호도,
방문 및 구전 의도

이용일
(2018)

네이버블로그(28.6), 
페이스북(19.0), 
온라인카페(16.7), 
밴드(14.9), 
카카오톡(13.1), 
트위터(4.7), 
기타(3.0)

유용성, 사실성, 
교류성, 동의성, 
용이성, 신뢰성, 

확산성

관광지 선호도,
관광지 선택 

행동의도

임현숙·심우석
(2019)

페이스북(53.2),
인스타그램(21.5),
블로그(19.9),
트위터(3.9),
동호회(0.9),
기타(0.6)

신속성, 정확성,
상호작용성,
접근편리성

관광동기,
관광지 선택

민소라
(2020)

블로그(88.8), 
유튜브(50.7), 
온라인 카페(47.6), 
페이스북(31.0), 
인스타그램(18.0), 
트위터(5.8), 
기타(0.7)

유용성, 용이성

관광목적지의 
가치,

SNS의 지속적 
사용의도

<표 2-10> 관광과 소셜미디어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Wang(1999b)은 대중매체나 마케터뿐 아니라 개개인의 언어적 소통 과정

에 의해 관광이 담론화되며, 관광지의 문화나 풍습, 사람 등에 대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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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체험에 대한 설명, 매력물에 대한 생생한 표현, 숙박시설이나 교통, 여

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관광과 관련된 담론에 속한다고 설명하

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관광지를 묘사하거나 정의하고 어떤 형태의 관광

을 권하는 언어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잠재관광객의 동기와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익명의 매료자와 설득자로 기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러한 관광과 관련된 특수한 종류의 담론을 관광 담론(tourism discourse)으

로 명명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관광 담론의 속성과 영향 방식을 분

석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그동안 매스미디어나 전문가, 권력 집단에 의해 주

도되었던 관광 담론의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존연구에서는 관광객을 사회·문화적 권력 집단에 의해 담론화된 

방식으로 장소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으나, 디지털 환경

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관광객 또한 관광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고 이들이 소셜미디어와 같은 사회적 매체에서 장소를 어떻게 재현하

는가가 관광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인재·최인호, 2009). 최인

호(2005)는 관광객이 생산하는 체험담에 주목하여 관광 담론의 순환 구조를 

<그림 2-16>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관광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경험

을 공유하고 관광지를 재현함으로써 사회적 담론 구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

며, 이런 담론이 기존의 담론을 강화 혹은 변형시켜 대중들의 실재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해체하거나 재구성하게 된다(최승연, 2020). 

관광객이 개인적인 장소 경험을 사회적 공간에 외부화하고 자신이 발견

한 장소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문화적으로 표상화함에 따라 대중들은 

보다 다양한 장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박선희·김연금(2011)은 

선유도 공원이 지리적 조건 등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근린공원의 형태가 아니었으나, 소셜미디어에 의한 담론 생산과 같은 문화 

작용으로 인해 ‘한번 가보고 싶은 베스트 출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설

명하였다. 이처럼 특정 장소가 관광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은 장소의 객관

적·물리적 측면의 변화가 아닌, 장소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담론에 변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심승희, 2000). 또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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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미디어는 시각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있어 장소는 개인이 포착한 

사진 이미지를 통해 표상화되며 이런 이미지는 특정 장소에 대한 총체적인 

심상을 형성한다(이정훈·정희선, 2014; 정희선·김희순, 2011).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몇몇의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장소의 기호나 상징으로 표현되

며, 특정 경관이 미학적으로 재현되어 장소를 대표하는 관광매력물이 되기

도 한다(Rose, 2016; 한선, 2006; 서자유, 2020). 이에 매스미디어에 노출

되지 않는 신생관광지, 소규모 관광지, 평범한 일상적 장소 등은 소셜미디

어에 의해 이미지가 형성되고 잠재관광객들의 시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림 2-16> 미디어를 통한 관광 담론의 구성 과정

 출처: 최인호(2005), p.498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인식과 해석에 따라 

장소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문화 기호학의 규칙이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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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2016: 222). Baudrillard(1983)는 이런 현상을 ‘시뮬레이션의 초현

실성(hyperrealism of simulation)’이라고 일컬으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의 증가로 특정 집단만이 생산 가능하였던 기호와 이미지를 개인 또한 창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논의를 관광으로 확장시켜보면, 개인

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새로운 장소에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관광 생산주체들이 표상화한 장소의 이미지는 

비록 실재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더라도 장소의 역사나 전통, 문화적 기원에 

기반하였으나(Meethan, 2001), 소셜미디어에서의 장소 재현은 그러한 장소

의 근원성이나 진정성은 중요시되지 않으며 이런 사진 이미지는 시뮬라크럼

에 가깝다(Hunter, 2016). 소셜미디어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개인의 지리적 

상상이 발휘되며 특정 장소에 다른 장소의 이미지를 이식시키거나 기호들을 

결합하여 이를테면 ‘한국의 산토리니’, ‘부산의 마추픽추’ 등과 같은 시뮬라

크럼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박명진 역(2012)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온

라인 담론의 성격을 설명하였는데, 소셜미디어가 생성하는 담론의 가장 특

징적인 점은 전문가 및 권력 집단에 의해 생산된 기성 담론에 비해 감성적

이고 개성적이며, 놀이적이고 오락적인 것을 예찬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

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서 보면 이런 담론은 다소 무가치해보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즉흥적이고 가벼운 글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이미지가 기성 담론

에 비해 더 큰 호응을 얻으며 사회적 영향이나 반향을 유발하기에 이런 담

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전문가 집

단이 장소를 제도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감각, 느낌, 감정 등의 감

성적 영역에서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며, 장난스러운 말이나 놀이

처럼 생성된 담론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향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이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하는 역할과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에서 데

이터를 수집할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폭넓게 이용되어 관광 

정보원으로서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관광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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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매체여야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국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소셜미디어 정보원은 블로그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다 최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국민여행조

사’ 보고서3)를 살펴본 결과(<그림 2-17> 참고), 국내 관광시 이용하는 정

보원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가 62.6%로 이용률이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여행 관련 블로그(네이버, 다음 블로그 제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는 새로운 소셜미디어의 계속적인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대표적인 정보 공유의 매체이자 정보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블로그는 매체의 특성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성자가 분량에 대한 제약이 적어 풍부한 사진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론 분석에 더 적합한 데

이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블로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광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17> 관광 시 참고한 인터넷 정보원

주: 국내관광 시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참고한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1순위
로 사용하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임, 단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국민여행조사」, p.9

3) 이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5세 이상의 여행경험자 총 48,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한 해(1월∼12월)동안의 국내여행 경험을 파악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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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서의 경험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place blogging)은 자신과 

장소와의 관계를 편집하여 재해석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자리하고 있으며(Lindgren, 2009), 블로그를 통해 관광객의 장소 인식이나 

관광 행태를 파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박선희·김연금, 

2011; 조은이·김도경, 2012; 장민지·최정민, 2014; 김승범, 2015; 

Alrawadieh, et al., 2018). 한편, 블로그가 장소 이미지를 생산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이미지의 구성 과정 및 방식을 고찰하는 연구(유욱종, 2010; 이정

훈·정희선, 2014; Li & Wang, 2011; Mak, 2017; Marine-Roig & 

Ferrer-Rosell, 2018)나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미시 담론을 분석한 연구(이

제이·성종성, 2015)가 진행되었지만, 블로그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어떻게 담

론을 형성하여 관광의 실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프로세스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더욱이 지리학에서는 주로 지표상에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지리학적 연

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오늘날에는 실재 공간과 온라인 공간 간의 경

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온라인 공간이 일상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으로 지리학적 접근을 더욱 확장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블로그 관광담론의 재현성과 수행성

블로그(blog)는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일지를 뜻하는 로그(log)를 

합친 웹 로그(web log)의 축약어이다. 1997년에 John Barger가 처음 ‘웹 

로그’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Evan Williams가 블로그를 ‘일기처럼 정기적으

로 업데이트되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진 웹 페이지’ 라고 정의하였다(Blood, 

2000).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블로거(blogger)’라고 일컬으며, 블로그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하나의 글(이미지 포함)을 ‘포스트(post)’, 하나의 포스

트를 올리는 행위를 ‘포스팅(posting)’이라고 부른다. 블로그는 국내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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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을 당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언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언론으로서 주목을 받

았다(Lasica, 2003; Wall, 2005). 블로거 가운데 관심 분야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해당 분야

에 의견과 견해를 피력하며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네이버

는 이들을 ‘파워블로거’로 지정하였으며(김미경 외, 2012), 2020년부터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선정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별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누구나 사회적 담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최인호, 2005). 

블로그는 개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동시에 서로 정보 공유를 통

해 또 업데이트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식을 구성하는 담론 형성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준영, 2017). 블로그 가운데 여행과 관광을 전문 영역으

로 하는 블로그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주제를 지정하지 않고 개인의 일상에 

관한 자유로운 글을 게재하는 블로그에서도 관광지나 관광 경험에 대한 포

스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이정훈·정희선, 2014).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정보는 자신이 관광을 한 후 새롭게 얻은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재공유하는 등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객관

적 사실뿐 아니라 실질적 경험에 의한 관광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

가의 메시지를 포함한다(Yoo & Gretzel, 2011; Kim & Tussyadiad, 

2013).  

블로그에 게시된 특정 장소에 대한 경험담은 과거의 오프라인 여행기와 

유사하며 블로그는 이런 기록 활동이 온라인상으로 옮겨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상에 대해 기록한 일지와 같이 블로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장소를 경험함으로써 장소에 대해 지식을 선점하고 

그들의 인식과 표현방식에 따라 장소를 구성하여 사회 전반에 순환시킨다

(옥한석, 2010). Urry(1990)는 이를 지식-권력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그는 

어떤 대상에 대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일순간일지라도 그 대상에 

대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블로그는 예측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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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는 잠재관광객의 관광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관

광객들은 그들의 담론에 무의식적으로 설득 혹은 유혹을 당함으로써 관광지

를 방문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Harrigan et al., 2017; Liu et al., 

2019; 임현숙·심우석, 2019). 

Austin(1962)이 제시한 언어의 분류 방식4)을 적용해보면, 관광 담론은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이나 경관 이미지를 서술하는 ‘진술적(constative) 언

어’와 잠재관광객의 새로운 행동과 상황을 생성하는 ‘수행적(performative) 

언어’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Butler(1990)는 Austin의 수행성 이론을 발

전시켜 개인은 담론 수행을 통해 젠더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젠더 정체성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일상적 언어 사용, 행동양식, 스타일 등의 

반복된 수행에 따른 의미화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박명진 역, 

2012, 51-52). 이런 논의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행위를 언어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다. 이는 언어가 지닌 수행적 효과에 의해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고 

어떠한 행위는 항상 수행문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조

주영, 2014).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관광 행위는 언어적 담론이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 관광객은 담론에 의해 특정한 형태의 관

광을 기대하거나 수행함으로써 특정한 유형의 관광객으로 사회화된다고 이

해할 수 있다.

이에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장소의 이미지를 표상화하는 

재현의 담론과 관광객의 관광 방식을 규정화화는 수행의 담론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블로그의 재현 속성을 살펴보면, 블로그에서의 

장소 재현은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기보다 관광 공간으로서 주관적으로 

4) 영국의 철학자인 존 오스틴(John Langshaw Austin)은 1962년에 『말로 행위하
는 방법(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진술적(constative) 언어’ 혹은
‘사실 확인적 언어’와 ‘수행적(performative) 언어’를 구분했다. 진실적 언어는 “하
늘이 파랗다” 같은 사실적 묘사나 “입지가 좋다” 같이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증언하는 기능을 뜻한다. 반면, 결혼식에서 “이로써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 상황을 새롭게 바꾸는 실천적
행위가 되는 말이다. 이런 수행적 언어는 세상을 기술하는 힘이 아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행동이나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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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화한 추론적 재현에 가깝다(서자유, 2020). 블로거는 관광객으로서 장소

를 경험하므로 블로그에서 장소는 관광·문화적 차원에서 표상화된다. 

Wang(1999b)은 관광객이 장소를 ‘보는 방식(ways of seeing)’이 몰역사적, 

몰정치적, 탈맥락적, 낭만적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관광객들은 짧은 시간 동

안 관광지에 머무르면서 장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현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

해가 어려우며, 실제 장소의 정치나 사회적 맥락보다는 관광지 풍경과 매력

물에 관심을 갖고 낭만적인 시각으로 장소를 바라보게 된다. 이에 블로그에

서 장소는 역사적 형성 과정이나 장소성이 심층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단편

적인 이미지를 통해 재현되는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이

유는 이런 재현 방식이 블로거가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이들이 행한 관광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들의 포스팅 목적은 장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아닌 단순한 일상 기록과 유희적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

기 때문이다(이정훈·정희선, 2014).

블로그에서 장소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재현되므로 재현의 주체가 누

구냐에 따라 동원되는 장소 요소와 그 의미가 달라지며, 개인이 소구하는 

내용과 표현방식의 차이에 따라서도 각기 다르게 묘사된다(한선, 2006). 블

로거는 장소에 무질서하게 펼쳐진 다양한 특성들을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정

렬하여 재해석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의 장소 재현은 선택과 배제를 통한 

왜곡을 수반한다. 여기서 왜곡(bias)이란 어떤 것에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

인 경향과 성질을 말하는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를 떠나 본질적으로 

왜곡은 실재에 대해 편견과 편향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utt, 2000). 블로거들은 독자에게 장소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전달하기 위

해 개인의 감성과 정서가 내포된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장

소를 실제보다 미화시키고 낭만화하며, 스펙터클하고 환상적인 풍경으로 구

성하기도 한다(이인재·최인호, 2009). 즉, 블로그에서의 장소 재현은 실재에 

대한 심리적 표상으로, 객관적인 존재와 인간의 감정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환경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나카무라 요시오(中村良夫), 2007). 이

처럼 블로그에서의 장소 재현은 비록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한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허구적인 이미지가 얹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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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허상의 이미지 조합이 그 자체로 장소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고 이것

이 훨씬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영

민, 2006: 3). 

블로그의 관광 담론은 관광지의 자연·문화적 환경을 묘사하고 장소 이미

지를 재현하기도 하지만, 잠재관광객들에게 익명의 설득자 혹은 교육자로 

역할한다는 측면에서 수행성을 지닌다(이예진·한진성·윤지환, 2017; Wang, 

1990b; Munar & Jacobsen, 2014; Christou & Chatzigeorgiou, 2020).  

블로그에서 관광지의 방문을 추천하거나 소비가치를 증언하는 언어는 잠재

관광객으로 하여금 유인력을 생성하며, 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어떤 

행위를 만류하는 언어는 그들의 관광 의지를 포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블로

그는 관광지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며, 어떤 음식을 먹을

지 등과 같은 관광 방식을 가르쳐줌으로써 관광객들의 행위에 깊숙이 개입

하게 된다. Wang(1999b)은 언뜻 보면 관광객이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따

라 특정 패턴의 여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취향은 담론의 영향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관광객들은 유행의 대명

사나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대상을 소비하고 이런 경험을 주변에 공

유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관광대상에 대한 선택은 관광취향을 구체

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취향은 부분적으로 담론에 노출된 결

과로 나타난다.

블로그는 전통적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기호의 상징성을 강화시키는 재

현의 담론을 재생산하기도 하지만, 이를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담론을 생성

함으로써 유연하게 변화한다. 박명진 역(2012)은 특정한 행위가 담론의 수

행성에 의해 이뤄진다면, 역으로 전통적 담론과 대치되거나 변화시키는 행

위를 반복함으로써 기존의 담론을 해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논리성과 이념, 가치 등을 다루는 현상적 텍스트 요소가 강한 전통적인 전

문가 집단의 담론과 달리, 블로그는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생성적 요소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공유되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는다고 설

명하였다. Haldrup & Larsen(2010)은 재현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관광의 

변화를 수행적 전환(performance turn)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관광객들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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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지를 방문하여 가이드북이나 그림엽서와 같은 매체에 의해 구성된 장소이

미지를 소비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일시적으로라도 기존 장소를 변형시킨다

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미시적이고 순간적일지라도 집단적 공유와 다수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기존의 담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가능

성을 갖게 된다. 

관광의 수행적 전환에 관한 논의는 블로거가 수동적 소비자에 그치지 않

고 보다 능동적인 생산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은 관광 사

진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석촌호수의 ‘러버덕 프로

젝트’를 사례로 관광 사진을 분석한 오정준(2015a)은 관광객들이 언론 매체

를 통해 담론화 된 방식으로 대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시킴으로써 재

현의 순환을 따르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새로운 사진 

수행 방식을 고안해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블로그에 공유된 관광 사진

은 대체로 자연경관이나 건축경관만을 담은 사진과 이를 배경으로 친구나 

가족의 모습을 찍은 인물사진으로 구성된다. 경관 사진은 장소를 재현하는 

반면, 인물 사진은 사진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 모두의 자발적인 퍼포

먼스를 동반하며 이들의 신체는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취하

며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한다(Robinson, & Picard, 2009; Haldrup & 

Larsen, 2006). Larsen(2005)은 관광객의 사진 수행을 신체로 표현하는 배

우의 연극적 행위로 설명하면서 관광지에서 촬영하는 가족사진은 행복함, 

고상함, 친밀함 등을 나타내는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표식과 같으며, 이 때 

장소는 사회적 관계를 연출하는 퍼포먼스에 의해 사적 무대의 장소로 변형

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광지에서의 사진 촬영은 놀이(play)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때 사

진은 새로운 장소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관광 소비문화를 생산하는 수단이 

된다(Stylianou-Lambert, 2012). 예를 들어, 기울어진 피사탑을 떠받치는 

듯한 포즈를 취하거나 에펠탑이 누군가의 머리 위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스냅 사진의 의례적인 포즈로서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스

럽고, 놀이적인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이현민 역, 2014: 32-33). 이처럼 

관광객이 장소를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놀이적 실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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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새로운 장소 경험 방식을 고안해냄에 따라 장소의 의미나 이미지가 유동

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오정준(2015b)은 이를 시뮬라크르의 놀이라고 표현

하였는데, 관광객이 원형성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만의 놀이에 집중함으로써 

무한한 방식으로 차이를 전개시키면서 이미지를 복제해나간다. 관광객이 자

신의 레퍼토리와 내러티브를 덧붙인 사진 이미지는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을 

유영하면서 무한대로 증강함으로써 장소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오늘날 블로거를 통해 공유하는 여행담이나 사진은 관광적 생

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Ponting & McDonald, 2013; Robinson, 

& Picard, 2009).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생산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것을 즐

겨하는 블로거의 성향은 호모 나랜스(homo narrans)5)로 설명할 수 있다. 

호모 나랜스는 자신이 획득한 정보와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

의 스토리를 생산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자신의 스토

리를 차별화시키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의도

하는 바에 맞춰 상상력과 재미, 감동 등의 요소들을 더해 스토리를 구성한

다는 것이다. 이슬기(2015)는 이처럼 블로거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보다 매

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간의 재구성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

로 인해 키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들의 스토리텔링

에서 장소의 본질은 물러나고 사실보다는 감성이나 판타지가 보편적인 것으

로 표현됨으로써 모든 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측

면에서 블로거는 장소의 본질적 의미나 속성과 관계없이 특정 경관을 화려

한 볼거리로 복원시키거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장소를 키치적으로 소비하

는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블로거들이 자신의 관광 경험을 사적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소셜미디

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온라인상에서 스토리와 이미지를 보다 매

5)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John D. Niles이 1999년 출간한 <호모 나랜스 Homo Narrans>라는 책에서 비롯
된 신조어이다. 존 닐은 이 책에서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호모 나랜스’라는 용어는 주로 인터넷 등 디지
털 공간에서의 스토리텔러 즉, ‘디지털 호모 나랜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케팅 분야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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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있게 포장하는 이유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이상화된 정체성을 창출하려

는 욕구가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Lee, Reid & Kim, 2014).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체성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광 행위는 온라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

기도 한다(정남호·한희정, 2012;  Lo et al., 2011). 이에 블로거들은 감탄할

만한 장소의 사진 이미지를 선별하여 블로그에 공유하거나 자신의 관광 경

험을 의미 있게 정제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송신의, 2016). 또한 블로

거들은 일명 ‘핫플레이스(hot place)’6)로 불리는 장소나 문화적 트렌드를 이

끄는 장소를 방문하여 블로그에 전시하고 과시적으로 노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문화 자본과 생활양식을 드러내 사회적 계층성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명지, 2021; 안현우, 2021; 이정훈·정희선, 2014). 

이처럼 블로그는 전통적 미디어와 달리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쾌락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블로그에 관광 경험담을 공유하

는 행위는 관광지뿐 아니라 그곳에서 관광을 행한 관광객 자신을 증언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로그의 매체적 특성, 관광객으로서의 

블로거의 속성, 블로거의 자아 표현 및 과시의 욕구, 블로거와 독자의 이해

관계 등의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구성된 관광 담론은 감성적이고도 놀이적

인 성격을 지녀, 진지성과 이성적‧합리적 설득을 표방하는 기성 담론과 구별

되는 특징을 보인다(박명진 역, 2012). 블로그의 관광 담론이 지닌 이런 속

성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키치의 소비를 유혹하고 

키치적 관광의 소비 취향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셜미디어는 그동안 근대적 사고에서 무시되거나 소외되었던 요소들에 가

치를 부여하고, 담론을 통해 장소와 관광객을 연결시킴으로써 키치적 관광

을 유도하거나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블로

그에서 관광지가 어떻게 재현되고 관광 방식이 규정화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관광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관광객의 욕망과 심리를 자극하여 키치적 

관광을 수행케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6) ‘핫플레이스(hot place)’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일명 ‘뜨는 장소’나 ‘인기 장소’를 일
컫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는 차별화되는 독특
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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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분석틀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개념적 틀과 분석범주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연구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오늘날 관광 영역에서 나타

나는 키치적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광의 물적 토대가 되는 장소가 키치적

으로 변용되는 과정과 장소를 키치적으로 소비하는 관광객의 태도를 통합적

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소셜미디어와 

같은 매체가 사회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하여 소셜미디어가 

키치적 관광과 어떻게 영합하면서 이를 유도 혹은 촉진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 공간을 생성하는 지자체, 관광 담론을 형

성하는 소셜미디어, 관광 담론을 실천하는 관광객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

는 방식을 분석하여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

자 한다.

먼저 관광의 물리적 공간이 구축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가 장소

를 키치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다. 장소의 키치화에 대한 분석은 지자체가 지

역의 소비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상화된 대상이나 이미지를 모방함으로써 

본질주의적 장소성과 대중적 장소성이 이중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장소성

의 이중화, 이상화된 대상의 모방, 경제적 효용성 창조 측면에서 고찰한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장소를 관광·문화적 차원에서 재현하고 관광 방식

을 규정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런 담론이 어떤 측면에서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거나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한다. 구

체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장소의 이국적, 미학적, 환상적 이미지를 구성하

는 요소들이 관광 매력물로 기호화되고, 이런 기호들을 중심으로 장소를 경

험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규정화되는 방식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블로그를 관광 정보원으로 이용하여 관광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분석

하고, 이들의 관광 형태에서 나타나는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특징을 확인한

다. 키치적 관광의 특성은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심미주의적 감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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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구별짓기, 대리만족적 경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2-18>과 같다.

<그림 2-18> 연구분석틀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관광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분석방법을 선정하였다. 최근 관광 영역에서 미디어

를 통해 형성된 담론을 분석하는 여러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체로 

매스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셜미디어는 소비주체로서 관광객이 

인식한 관광지의 이미지나 그들의 관광 행태를 고찰하는 분석이 이루어졌

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의 담론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생산한 관광 담론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포함하여 분

석방법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표 2-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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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연구 지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담론 분석에 전형화 된 하

나의 보편적인 방법론이 없으며, 연구의 주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서로 다

른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박명진 외, 2012). 이에 미디어의 담론 분석에

서도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텍스트 데이터에 대

한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 그리고 이들을 조합시킨 혼합연구방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의 양적연구방법으로는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7)이 가장 대표적이다. 선행연구 가운데 심영석(2016)은 텍스트마이

닝을 통해 관광지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도출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

가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관광지 이미지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였다. Choi et al.(2007)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

출한 후 대응분석을 실시하여 채널별로 마카오 관광지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Mak(2017)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

출하여 대만의 관광지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성지영·김성균(2017)은 

혼합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덕수궁 돌담길에 관한 텍스트데이터로부터 

담론의 문화적 영역을 범주화한 후,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내용을 정성적

으로 해석하여 담론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김민

철·양승훈(2009)과 송신의(2016)는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텍스트데이터를 코

딩하여 범주화하고 주제를 도출하여 담론을 해석하였으며, 김준영(2017)과 

이제이·성종상(2015)은 연구자가 직접 텍스트데이터를 해석하여 담론의 변

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Mak(2017), Choi et al.(2007), Samad 

et al.(2018)은 사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는데 주로 사진 이미지

의 등장 빈도를 측정하거나 사진의 구성요소, 구도, 스케일, 앵글 등을 분석

하여 관광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담론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관광 담론을 구성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관광지의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과 같은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질적연구방

7) 텍스트마이닝은 Feldman & Dagan(1995)에 의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지
식발견(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언급되
었으며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텍스트 기반 데이터베이스부터 자동적으로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패턴과 지식을 발견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otho, Nurnberger & Pa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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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텍스트데이터에 대한 양적연구는 대용량 자료

를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담론 분석에 흔히 제기되는 일반화, 대표성, 신뢰

도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텍스트마이닝 분

석을 통해 도출된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질

적연구방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Weber, 1985; 박명진 역, 2012).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데이터에 대해 통계적인 방법의 양적내용분석과 

해석적인 측면의 질적내용분석을 혼합하여 블로그의 관광 담론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블로그에서는 장소에 담긴 총체적인 문화·역사의 다면성을 보여

주기보다는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게 되는데(김혁조, 2013), 텍스트마이닝은 

블로그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를 파악하여 장소 재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선택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블로그의 사

진 이미지를 통해 주요 포착 대상을 파악하여 블로그에서 어떤 장소 요소들

이 기호로서 상징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한편, 블로그는 기존의 매스미디

어와 달리 개인의 주관과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내용분석을 통

해 텍스트에 내포된 단어표현의 뉘앙스, 행간에 숨은 의미, 화자의 의도 등

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내용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마

이닝 결과를 분석의 틀로 이용하였으며, 텍스트마이닝 분석에서 도출한 핵

심 키워드를 토대로 해당 키워드들이 사용된 문장의 맥락을 확인하면서 장

소가 관광·문화적 차원에서 표상화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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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연구주제 분석자료 분석방법

성지영·김성균 
(2017)

뉴스기사를 통해 덕수궁 돌담길
을 재현하는 장소 담론 해석

뉴스기사
(2,838건)

• 혼합연구방법
• 빅데이터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담론의 문화

적 영역을 범주화(걷고 싶은 거리, 문화와 예술의 거
리, 기억의 거리) 한 후, 관련 연관어가 등장하는 실
제 보도 내용의 맥락을 정성적으로 해석

김민철·양승훈
(2009)

뉴스기사를 통해 볼런투어리즘
(voluntourism) 담론 형성 과정 
분석 

뉴스기사
(54건)

• 질적연구방법
•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실시한 

후 담론의 형성 과정 설명

Samad et al. 
(2018) 

인도네시아의 공식 여행 웹사이
트의 관광 담론 분석

인도네시아의 공식 관광 
웹사이트

• 질적연구방법
• 텍스트의 묘사어(Descriptive words)와 평서문

(Declarative sentence), 사진의 구성 양식 및 특징
을 분석하여 관광 담론 해석

Mak(2017)

관광객 생성 콘텐츠(TGC)와 관광
조직(NTO) 콘텐츠의 텍스트와 사
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지 이
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대만 공식 홈페이지,
여행 블로그

• 혼합연구방법
• 텍스트에 대해 빈도 분석과 지각도 분석(perceptual 

mapping analysis)을, 사진에 대해 시각적 내용분석
(visual content analysis)과 미장센 분석(mise-en-
scene analysis) 실시

송신의(2016)

관광 매체 담론과 인터넷 후기 
담론을 통해 뉴욕과 상해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관광 방식과 시선
이 구성되는 과정 분석

전문 담론(뉴스기사/광고 
:54건, 가이드북:3건), 
비전문 담론(여행 및 문화 
커뮤니티, 블로그, 여행 
웹사이트:221건)

• 질적연구방법
•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관광 방

식과 시선을 구성하는 문구를 패턴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담론 분석

<표 2-11> 미디어의 관광담론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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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07) 마카오 관광지의 이미지 분석

마카오 공식 관광 웹사
이트, 여행사 웹사이트, 
온라인 여행 잡지, 여행 
커뮤니티, 여행 블로그 
등(61건)

• 혼합연구방법
• 사진 이미지의 빈도 분석 시행
•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하여 키워드의 빈도 분석을 시

행한 후, 결과 데이터로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마카오의 관광지 
이미지 요인 도출

김준영(2017) 
블로그 내 미시담론 분석을 통해 
광장의 성격 및 의미의 변화 과정 
분석

네이버 블로그 
(150건)

• 질적연구방법
• 연도별로 블로그에서 의미단위를 이루는 키워드 추

출하여 장소의 의미 변화 과정 파악
• ‘개인적(128건)’, ‘역사적(69건)’, ‘정치적(35건)’, 사‘회

적(60건)’, ‘경제적(33건)’, ‘문화적(20건)’의 키워드로 
블로그를 재검색하여 광장에서의 개인적 경험, 사회
적 행사, 전주시의 도시정체성 등 파악

이제이·성종상
(2015)

블로그에 나타난 도시공원의 미시
담론 변화 과정 분석

네이버 블로그
(240건)

• 질적연구방법
• 조성 초기(사회·정치적 관점의 담론), 형성기(여타 공

원과의 비교 및 평가 담론), 전개기(이용 후기 담론), 
성숙기(장소의 역할 정의 담론)

심영석(2016) 소셜미디어에 의한 관광지 이미지 
결정 요인 분석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Tripadvisor) 리뷰

(7,188건)

• 양적연구방법
•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여 관광지 이미지의 구성요인

을 도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분
산분석, 판별분석 등을 통해 관광지 유형별 이미지 
차이 검증 및 결정요인 규명

•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관광지의 인지적·정서적 
이미지와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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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석방법의 구체적인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구대상지

에 대해 기술한 블로그의 텍스트데이터에 대해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통해 각 사례지역에서 강조되는 장소 요소

들을 파악하고,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장소 요소들이 어떤 단

어와 어휘로 재현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데이터를 수집하

여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비정형 정보 수집, 정보 처리, 정보 추출 및 정보 

분석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정보 수집 단계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검색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웹사이트(www.naver.com)에서 

연구대상지의 지명을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창으로부터 블로그의 URL주소

를 수집한 후, 블로그 포스팅의 텍스트를 크롤링(Crawling)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발발하여 텍스트 데이터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

에 편향되지 않도록 시간적 범위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20개월)로 설정하여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모두 포함

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블로그 가운데 네이버 외에 다른 웹 서비스

(Daum, Tistory, Brunch, Egloos 등)에서 작성된 블로그, 상업적 홍보를 목

적으로 하는 블로그, 연구대상지 방문과 무관한 블로그를 제외함으로써 분

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를 필터링하였다. 블로그 텍스트의 크롤

링 작업은 Python 3.7 패키지를, 필터링 작업은 Excel을 사용하였다.

남해 독일마을에 대한 블로그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 네이버 웹사이트

에서 2019월 1월∼2020년 8월로 기간을 설정한 후 ‘남해 독일마을’로 검색

된 블로그를 모두 추출하였다. 추출된 블로그는 총 10,952건으로 여기에는 

포스트 본문에 ‘남해 독일마을’이 단순 언급된 블로그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독일마을 방문과 무관한 블로그를 제외하기 위해 블로그 포스트 

제목에 ‘남해 독일마을’이 포함되지 않은 블로그는 1차적으로 필터링하였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제목에서 다른 관광지명이나 지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블로그를 제외시키고,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대상이 다수여

서 연구대상지에 대한 서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블로그를 2차적으로 

필터링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마을이 아닌 다른 장소의 상업시설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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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를 작성한 블로그, 광고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 등을 제외시

키기 위해 정제 과정에서 <표 2-12>와 같이 필터 키워드를 목록화하고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를 모두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총 

2,455개의 블로그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  분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 상가, 전원주택, 토지, 부지, 매매, 경매, 임대

숙박시설 펜션/팬션, 풀빌라, 호텔, 아○티 

음식점
멸치, 쌈밥, 게장, 장어, 해물, 물회, 횟집, 갈치, 전복, 불낙, 국밥, 
전골, 고기/고깃집, 암소, 돼지, 불고기, 밥상, 중화(요리), 박○숙
(카페), ○가, ○조, 풍○정, ○천,  ○○하우스, ○촌, ○○그집

기타
귀촌, 레저, 갯벌, 해수욕장, 시공, 수리, 방역, 설치, 기관, 미술관, 
교실, 미용실

<표 2-12> 독일마을 블로그의 필터 키워드 

장림포구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는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장림포구’로 검

색된 3,060건의 블로그로부터 추출하였다. 현재 장림포구는 ‘부네치아’를 공

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장림포구’로 검색하

였을 때 보다 많은 블로그가 도출되어 최대한 많은 분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장림포구’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장림포구는 소규모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인근의 관광지를 연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장림포구에 대해서만 서술한 블로그로 분석 대상을 제한할 경우 텍스

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포스트 제목에 장

림포구 외의 장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자가 포스트 본문에서 장림포

구 관련 내용의 비중을 직접 확인하여 필터링하였다. 그리고 장림포구 인근

의 식당을 이용한 후기를 작성한 블로그, 광고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 등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블로그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944개

의 블로그를 분석에 사용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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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문화마을은 블로거들이 ‘흰여울마을’, ‘흰여울길’, ‘흰여울문화길’, 

‘흰여울길 문화마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칭하기 때문에 ‘흰여울문화마을’로

만 검색하여 블로그를 수집할 경우 텍스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누락된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흰여울’을 검색어로 하여 블로그를 전부 

수집한 후, 블로그 포스트 제목에 ‘흰여울마을’, ‘흰여울문화마을’, ‘흰여울

길’, ‘흰여울문화길’, ‘흰여울해안터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를 재추출

하였다. 그리고 포스트 제목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

는 블로그(<표 2-13> 참고), 광고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 블로

그 포스트에 여러 개의 관광목적지를 함께 서술하여 흰여울문화마을 관련 

텍스트의 비중이 적은 블로그는 제외시켰다. 그 결과, 단순 검색된 13,736

건의 블로그 가운데 총 3,558개의 블로그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구  분 키워드

부동산 매매, 임대, 구역, 원룸

숙박시설 호텔, 호스텔, 펜션

관광지/
지명

철길, 케이블카, 해운대, 동백섬, 을숙도, 태종대, 깡깡, 깡통, 자
갈치, 다대포, 장림, 감천, 광안리, 서면, 보수동, 남포동, 흰여울
갈맷길

음식점
밀면, 짬뽕, 횟집, 조개, 고기, 보쌈, 감자탕, 치킨, 만두, 밥집, 레
스토랑

기타 꽃집, 미용, 베이킹, 페인트, 설치, 리모델링, 이벤트, 팸투어

<표 2-13> 흰여울문화마을 블로그의 필터 키워드 

다음으로, 정보 처리 단계에서는 자연어로 구성된 비정형 데이터를 컴퓨

터가 쉽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제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텍스트 

8) 어부○○횟집, ○○순대돼지국밥, ○짜장 등 장림포구 부근의 식당을 이용한 후기
를 작성한 블로그, 포스트 제목에 ‘디톡스’, '도자기만들기’, '교회', '렌트카', ‘제
작’ '설치'가 포함된 블로그, ‘부네치아 어린이 미술대회’에 대한 홍보 블로그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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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자연어이기 때문

에 수치 데이터처럼 바로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우며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전처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텍스트 데이터의 불필요한 요소

들을 제거하기 위해 문장부호, 특수문자, 공백 등을 삭제하고 문맥상 의미

를 전달하지 못하는 불용어(Stopwords)를 제거하였으며 사용자사전을 구축

하여 고유명사, 외래어, 신조어, 은어, 미등록어 등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동

의어, 유의어 등의 유사한 단어들을 통일시키고, 비표준어는 국립국어원 표

준어 사전을 참고하여 표준어로 변환하였으며, 고유명사와 복합명사는 띄어

쓰기 공백을 제거하여 형태소 분석 시 동일한 단어로 인식하도록 처리하였

다(<부록 1> 참고). 이러한 자연어 전처리는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

속 눈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검토하면서 반복 시행하였다. 

정제 작업을 거친 텍스트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문자열 단위로 문장을 

쪼개는 토큰화(Tokeninzing)를 시행한 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쪼개

진 토큰에 품사를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기 가운데 

Komoran을 이용하였는데 Komoran9)은 여러 어절을 하나의 품사로 분석이 

가능하여 형태소 분석기의 적용 도메인에 따라 공백이 포함된 고유명사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송민, 2017). 또한 Komoran은 

사용자 사전을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품사를 태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고 있어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구어, 은어, 신조어 등 새로운 단어들을 사전

에 추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분석의 정확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추출 및 분석 단계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구체적

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키워드의 빈도 분석과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

고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먼저 명사 키워드에 대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여 각 사례지역을 재현하는 데 사용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보

았다. 명사 키워드 빈도분석은 분석 과정에서 모든 문서에서 흔하게 나타나

는 단어를 걸러낼 수 있도록 TF-IDF10)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블

9) Komoran(KOrean MORphological ANalyzer)은 SHINEWARE에서 제작한 오픈
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이며 Java로 구현되어 있다.

10) TF(Term Frequency)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출현한 빈도를,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단어가 출현한 문서의 수의 역수를 의미하며, 특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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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가 주요 장소 요소들을 중심으로 관광 방식을 규정화하는 방식을 파악

하기 위해 동사와 형용사 키워드를 추출하였는데,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가 

다중적이어서 단순 빈도수로는 문맥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를테면, ‘가다’의 경우 어디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좋다’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명사, 동사, 형용

사 키워드를 함께 추출하여 동시출현 기반의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

시출현 기반의 연관어 분석은 같은 문맥 내에서 대상어와 다른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연관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일정한 임계값 이상의 

동시출현 횟수가 넘는 대상어와 단어 간의 페어를 추출하는 것이다(서대호, 

2019). 두 단어의 동시출현 빈도수를 계산한 후, 주요 단어 페어 간의 네트

워크는 Gephi 0.9.2버전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이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노드는 단어가 되고, 노드 간의 선과 굵기는 두 단어의 동시 출현 빈도와 

서로 간의 연결 강도(Degree)11)를 의미한다. 노드의 크기는 고유벡터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12)에 따라 크기가 커지도록 하여 개별 노드의 상대

적 중요성을 나타내고 모듈성(Modularity)13)을 통해 구분한 커뮤니티는 노

내에서 단어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체 문서들 중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TF-IDF 값이 높아진다. IDF의 로그 함수값은 항상 1 이상이므로, IDF
값과 TF-IDF값은 항상 0 이상이 된다.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들이 많을수록
로그 함수 안의 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 경우 IDF값과 TF-IDF값은 0에
가까워지게 된다. TF값에 DF의 역수인 IDF값을 곱한 값이 크면 해당 단어가 중
요한 단어라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인 TF-IDF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F-IDF=(a term count in a Doc./total term count in a Doc.) × log(total Doc.
count/N Doc.(the term appears)) (출처: 송민, 2017, p.89)

11) 연결정도(Degree)는 현재 노드가 얼마나 많이 다른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12)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노드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연결 중심성(De
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
or Centrality), 페이지랭크(PageRank)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고
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중요한 노드에 연결된 노드일수록 그
중요도가 높다는 전제로 수립된 중심성 지수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
까울수록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다(출처: 서대호, 2019, pp.126-128).

13)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밀도가 높은 집단끼리 서로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커뮤니
티 탐지(Community Detection)라고 하며 여기서 커뮤니티는 다른 집단보다 더
밀집하여 모듈성(Modularity)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즉, 모듈성은 특정 노드가
일정 커뮤니티와는 가깝고 타 커뮤니티와는 거리가 먼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1
∼1 사이의 값을 갖는다(출처: 김용학·김영진, 2016, pp.146-147).



- 86 -

드의 색으로 시각화하였다.

둘째, 블로그에서 상징화되는 장소 기호를 파악하기 위해 사진의 피사체

가 된 장소 요소들을 유형화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상의 사진 

이미지를 유형화하여 빈도수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사진 이미지가 아닌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심상 이미지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이태숙･김철원･안덕수, 2017; O’Leary & 

Deegan, 2005; Dwivedi, 2009; Dickinger et al., 2011; Jeong et al., 

2012; Kladou & Mavragani, 2015). 일부 연구가 온라인상의 사진 이미지

를 이용하여 관광지 이미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Mak(2017)는 관공서의 관

광 웹사이트와 여행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를 인지적 차원(Cognitive 

Dimensions)과 정서적 차원(Affective Dimensions)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

다. 인지적 차원은 자연환경, 사회기반시설, 문화와 예술, 특정한 체험, 음식

과 음료, 동물과 식생, 사람, 교통, 정보, 숙박, 관광 명소를 포함하였으며, 

정서적 차원에는 기쁜, 편한, 자극적인, 신나는, 불쾌한, 우울한, 졸리운, 고

통스러운 등의 감성을 포함하였다. Choi et al.(2007)은 역사적 건축물, 문

화시설 및 이벤트, 공원, 쇼핑, 관광시설, 엔터테인먼트 및 오락시설, 풍경, 

음식, 레크레이션 및 축제, 사람으로 유형화하여 사진 이미지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Hunter(2016)는 ‘수로와 도시의 표현’, ‘미디어 표현’, ‘전통적

인 관광 명소의 표현’, ‘도시 여행 경험’으로 분류하여 온라인상에서 사진으

로 표현되는 관광지의 이미지와 가이드북에서 표현되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진 이미지 분석은 각 연구대상지에서 장소 기호로 상징화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물적 대상별로 사진의 유형을 보다 세

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에서 사진에 포착되는 장소 요소의 

특성이 서로 상이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사진 이미지의 분류 체계를 인

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조사와 텍스트마이닝 결

과를 참고하여 각 연구대상지의 주요 경관, 건축물, 관광편의시설, 상품 등

을 파악하고 블로그 사진 이미지의 피사체가 어떤 장소 요소에 해당되는지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사진에 두 개의 장소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



- 87 -

우는 별도로 빈도수를 측정하였으며, 사진에 두 개의 장소 요소가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세 개 이상의 장소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전경’으로 분류하였다. 사진의 피사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설명 글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인물 사진은 

‘selfies’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는 관광객이 사진 촬영을 하는 장소에 주목

하기 위해 사진의 배경이 된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블로거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시한 지도, 표지판, 

간판 등의 사진은 ‘안내판’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블로그의 텍스트데이터에 대한 질적내용분석을 실시하여 키치적 관

광을 유도하는 담론을 고찰하였다. 질적내용분석의 핵심은 텍스트의 양적내

용분석이 지닌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존하면서 질적-해석적 분석단계로 발전

시키는 것으로, 단어를 통해 드러난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 대한 분석도 포함

한다(Mayring, 2000).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각 사례지역에서 

상징화 된 장소 요소들을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장소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

현되고 장소를 경험 및 소비하는 방식이 규정되는지를 고찰하여 키치적 관

광을 유발시키는 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질적내용분석을 위한 텍스트데이

터의 코딩과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바탕으로 

블로그에서 재현하고 있는 주요 장소 요소들을 파악하여 요소별로 텍스트를 

분류한다. 다음으로, 텍스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줄단위 분석법인 개방코딩을 실시한다. 이 개방코딩은 

텍스트를 해체하여 자료로부터 어떠한 개념을 발견해나가는 분석 과정을 말

하며 개념의 속성과 차원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동성‧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각 블로그의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장소를 관광‧문화

적 차원에서 표상화하는 주요 개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장소 

요소에 대한 묘사어들 간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유사한 것을 묶

어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에서 연구대상지가 장소적 

기능, 경관 이미지, 주체의 감정 측면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분석하여 각 사례지역에 대한 관광 담론을 종합적으로 해

석하였다. 블로그 텍스트데이터에 대한 코딩 결과는 요약하여 <부록>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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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질적내용분석은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연구대상지의 지명으로 검색된 블

로그(검색일: 2020년 11월 22일) 가운데 가장 상위에 노출된 블로그부터 

분석 대상으로 적합한 50건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담론 

분석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블로그가 장소를 재현하고 관광 방식을 

규정화하는 담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풍부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야 하며, 

둘째로, 관광 담론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여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웹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블로그 포

스트의 콘텐츠를 평가 및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블로그를 상위에 노출시킨다. 블로그의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정확도 순

으로 노출되는데 뒤로 갈수록 연구대상지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지명이 단순 

언급된 블로그나 콘텐츠가 부실한 블로그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위 50개의 

블로그로 분석 대상을 한정시켰다. 블로그 필터링 과정에서는 글에서 다루

고 있는 주제나 대상이 다수여서 연구대상지에 대한 서술이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는 경우나 음식점, 카페, 펜션, 호텔 등 특정 상업시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작성한 경우,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

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블로그를 통한 관광 담론의 생산 방식과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블로그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내면적인 

의도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블로거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

였다.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는 개인의 주관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인터뷰

를 통해 블로거의 관광 성향과 연구대상지에 대한 장소성 인식과 장소 경험 

과정을 파악하여 블로그에서 장소가 재현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블로그 운

영 목적, 해당 관광지를 포스팅 한 이유, 포스트의 내용 구성 방식, 사진 이

미지의 선택 기준 등 블로그 포스팅 과정을 확인하여 담론 생산 행위에 내

포되어 있는 심리와 욕구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질적내용분석에 

사용된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한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독일마

을에 대해 포스팅한 블로거 4명, 장림포구 블로거 4명, 흰여울마을 블로거 

5명으로 총 13명의 블로거를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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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지역의 키치화 과정

제 1 절 남해 독일마을: 계획적 키치화

1. 장소성의 이중화: 남해와 독일

남해군은 2000년부터 6년에 걸쳐 남해군 상동면 물건리 일대에 독일마

을을 조성하였다. 당시는 지자체마다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내세우는 

관광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기였기에 남해의 장소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독일’마을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지역관광 개발전략과 대비되는 새

로운 시도였다(김정렬, 2010). 국내에서 이국 문화를 이용한 관광 개발은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외국인 밀집 거주지를 활용하거나 특정 국가

의 이국성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외

국 문화를 습득한 사람을 직접 이주시켜 이국적인 장소성을 생산하는 방식

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창의적인 사업이었다.

남해군이 이런 독일마을 조성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에 

김두관 남해군수가 재임 당시 ‘남해스포츠파크’를 개발하기 위해 독일산 잔

디를 수입하고자 독일 북부 도시인 노드프리슬란트(Nordfriesland)와 자매결

연을 한 것이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독일교포들은 남해군과 노드프

리슬란트 간의 교류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였는데, 남해군은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던 교포들이 퇴직 후 조

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착마을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김정렬, 2010). 독일교포들은 독일에서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이질감과 조국

에 대한 향수 때문에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으나, 독일에 거주한지 

30여 년이 지나 독일의 환경과 문화에도 많이 적응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일교포들은 한국에 귀국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함께 하나의 

마을을 이뤄 살길 바라였고, 그동안 체득한 독일의 생활문화 양식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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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함으로써 문화적 교류에 기여하며 살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하

진홍, 2017). 

친형이 파독 광부였던 김 군수는 이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침 당시 남해군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기였

기 때문에 이런 교포들의 바람을 지역에 현실화시킨다면 이들의 정착 지원

과 더불어 이국적인 독일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특색 있는 관광지가 조성되

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하진홍, 2017). 하

지만 이 사업은 남해의 역사․문화적 장소 자산이 아닌 독일의 장소성을 도

입시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정당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남해군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타지로 떠나 고된 노동을 했던 광부와 간호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필요성

을 강조하고 남해에도 그런 파독 근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연계시켜 마을 

조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런 사실은 당시 언론 기사14)와 독일마

을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드러나며(<그림 3-1> 참고), 마을에 파독 근로자들

의 노고를 치하하는 기념비를 세우거나(<그림 3-2> 참고) 파독전시관을 건

립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 참고). 남해군은 파독전

시관 내부에 파독광부들이 탄광생활에서 사용한 착암기, 막장램프, 광부복, 

헬멧 등과 간호사들의 의료 기구를 전시하여 파독근로자들의 고되었던 생활

상을 보여주고. ‘청춘, 독일 아리랑이 되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상영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한 바를 강조하고 있다. 

14) 당시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파독 근로자들의 한국 송금이 한때 우리나라
의 GDP 2%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의 국가경제 재건 기여도는 높았으나 이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고 이들의 존재 자체도 역사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며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파독 근로자가 많았던 남해가 이들을 위한 노
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업을 벌이게 된 동기"라
고 설명하였다. (출처: 뉴시스, 2003.11.21., 남해 독일마을, 독일 유력지에 대대적
인 소개, 접속일: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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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독일마을 공식 
웹사이트의 소개글

   <그림 3-2> 독일마을 기념비

<그림 3-3> 파독전시관 내 설명판 및 전시물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당시 김 군수는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200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독일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입주 및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그림 3-4> 참고). 2001년에 남해군은 독일마을

특별팀을 구성하고 총 1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림 3-5>과 같이 물건

리 일대에 90,080㎡(약 27,249평)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그림 3-6>, <그림 3-7> 참고). 남

해의 수려한 절경과 청정한 기후는 독일 교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

켜 택지 분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이영석·박재홍, 2006; 김서령, 

2007). 남해군은 독일교포 정착마을로서의 장소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

해 독일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독일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과 독일 국적

동포만 마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제한하였고, 2004년에 총 53

명이 78필지(33,710㎡)에 대해 분양을 체결하였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수가 계속 재조정되었

고 이 가운데 23가구가 2006년에 주택 건축을 완료하였다. 마을 입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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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는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해제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외부인의 유

입으로 2020년 현재 독일교포 주민은 전체 43가구 가운데 18가구에 불과하

다. 초기 입주민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독일로 돌아갔고 <표 3-1>과 같이 최근 새로 유입된 독일교포 주민은 전무

한 실정이다. 또한 독일교포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대부분이 고령자

이기 때문에 향후 교포 주민의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독일마을 투자유치 
설명회 

   <그림 3-5> 독일마을 조성 
부지(2001년)

<그림 3-6> 독일마을 조성공사 
기공식

   <그림 3-7> 독일마을 
기반시설공사 현장(2001년)

 출처: 남해군, 파독전시관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대수 1 5 13 4 0 4 2 0 4 1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세대수 0 1 0 1 0 0 0 0 1

<표 3-1> 독일교포 신규 전입 가구수 변화 추이

 출처: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93 -

이러한 남해 독일마을의 조성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 마을은 관광과 연

계한 지역개발 사업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외

국인 밀집 거주지와 구분된다. 서울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반포동 프랑스인

마을(서래마을), 이태원동 무슬림타운 등과 같이 외국인 이주민들은 대체로 

이민국에서의 소외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리적, 사회

적, 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입지하며, 이들의 공동체적 네트워크가 

이후의 이주자들을 유입시키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용하여 특정 공간을 집

단적으로 점유하게 된다. 이와 달리, 남해 독일마을은 독일인이 아닌 독일

교포들의 고국 정착지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아니라 군이 주도하여 

독일교포들이 거주할 장소를 물색하고 이들의 정주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

들을 구축한 독일식 마을이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는 이주민들이 지닌 모국

의 생활문화 양식에 의해 이국적인 장소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남해 독일마

을은 군에서 독일교포 정착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국스

러운 경관을 조성한 것이다. 즉, 독일마을은 관광개발 목적이 포함된 지자

체의 사업에 의해 계획적·인위적으로 개발된 독일풍의 마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키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남해군은 독일 교포들을 직접 이주시키고 독일의 건축양식을 차용하여 

마을 내 주택의 건축 설계를 규제함으로써 독일의 마을과 같은 분위기를 연

출하였다. 이에 남해의 장소적 맥락을 벗어난 독일의 문화, 양식, 경관 등이 

재현되었으며 이런 키치의 복제적 특징은 궁극적으로 남해 어촌마을의 본질

주의적 장소성을 해외의 이국적인 장소성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독일마을은 남해라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국적인 장소성으로 완전하게 대체되지는 않았으며, 본래 남해의 장소성과 

독일마을의 장소성이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독일마을은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으며, 광장 입구에 설치한 건물

번호판(<그림 3-8> 참고)은 남해군의 로고와 독일마을의 지명이 함께 기재

되어 있어 남해와 독일의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다. 독일마을의 상점들은 대부분 독일 맥주, 소시지,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는 <그림 3-9>와 같이 유자빵, 마늘빵 등 남해의 지역 특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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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판매하기도 하며, <그림 3-10>처럼 남해 유자의 홍보판에 독일국

기의 색채가 사용되는 등 서로 이질적인 코드가 결합되기도 한다. 독일마을

의 한 식당은 <그림 3-11>과 같이 마늘, 시금치 등 남해의 특산물을 이용

한 음식과 독일의 전통음식인 슈바인학센을 함께 판매하여 두 지역의 대표

적인 음식을 함께 상품화하고 있다. 

<그림 3-8> 독일마을의 건물번호판    <그림 3-9> 독일마을 내 남해유자빵 
판매점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그림 3-10> 독일풍의 남해유자 
홍보판

출처: 연구자 촬영(2018.02)

   
<그림 3-11> 독일과 남해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메뉴판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지역 축제는 관광객에게 특정한 장소이미지를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지역

에서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는 장소성을 판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독일

마을은 매년 10월에 ‘맥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독일의 크

리스마스 마켓과 유사한 형식으로 ‘남쪽빛 반짝 마켓(남해 독일마을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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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마켓)’을 개최하였는데, 축제에서 남해의 장소성과 독일마을의 장소성

을 함께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맥주 축제에서는 독일의 

맥주, 소시지와 남해 유자나 한우 등을 함께 판매하고(<그림 3-12> 참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마시멜로, 글루바인, 뱅쇼 등과 같은 독일의 크리스

마스 먹거리와 더불어 멸치, 유자, 황칠나무 등의 남해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림 3-13> 참고) 등 남해와 독일 각각의 지역적 특징을 상징하는 상품

들을 동시에 판촉하였다. 이처럼 독일마을은 남해에 독일의 장소성이 이식

됨에 따라 남해의 장소성과 독일마을의 장소성이 이중적인 구조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본래 서로 이질적이었던 남해와 독일의 장소성이 장

소의 상품화 과정에서 결합되어 각각이 지닌 기존의 고유성이 해체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2> 맥주축제 행사장 내 
남해유자빵 판매부스

출처: https://blog.naver.com/namhaest
orys/220507166260 (접속일:2021.08.22.)

   

<그림 3-13> ‘남쪽빛 반짝 마켓’ 
행사장 내 남해특산품 판매부스 

출처: https://blog.naver.com/witchmino/
221859992804 (접속일:2021.08.22.)

2. 이상화된 대상의 모방: 독일에 대한 정교한 모방

남해군은 독일마을을 조성할 때 독일마을로서의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

러내기 위해 독일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여 시각적인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군은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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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도록 하였지만 기본적인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제시하여 독일마

을의 특성이 드러나는 통일된 건축 경관을 조성하려 하였다. 남해군은 독일 

건축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여 독일 지역별로 전통적인 주택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주택규모는 2층 이하, 바닥면적은 30.25평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지붕은 경사지붕에 적색계통의 기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경기개발연구원, 

2008). 이로써 마을 내 모든 주택이 <그림 3-14>와 같이 일정한 규격 하에 

동일한 색채로 건축되었고 독일교포 주민들은 직접 독일의 건축 자재를 수

입하여 주택 건립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건축 경관은 주변의 어촌마을

과 대조되어 경관의 이국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3-14> 독일마을 전경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남해군은 독일마을의 주요 관광시설 역시 독일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여 

설계함으로써 ‘독일스러움’을 자아내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군은 독일문화체험센터(광장)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설계를 공모하였는데 건

축물과 외부 조경에 독일풍의 디자인을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을 선정하였

다.15) ‘도이처플라츠’로 명명된 이 광장은 독일의 시계탑, 아치형 문, 전통 

15) 당시 남해군은 독일문화체험센터의 기본안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오씨에스 도시
건축사무소의 ‘바이데르게벤’을 최종 선정하였다. ‘바이데르게벤’은 독일어로 ‘묘사
하다’ ‘재현하다’라는 뜻으로 독일 전통마을의 풍경을 연출하는 스토리텔링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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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식인 파흐베르크(Fachwerk), 중세의 대표적인 필사체인 블랙레터

(Blackletter) 등 독일을 상징하는 기호들의 집합체로(<그림 3-15> 참고), 

독일 중세도시라고 불리는 로텐부르크(Rothenburg)와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그림 3-16> 참고). 상업경관을 비교해보면, <그림 3-17>, <그림 

3-18>과 같이 광장의 레스토랑은 건물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벽 밖으로 노

출되는 특징을 지닌 파흐베르크의 건축 양식을 모방하였으며, 간판은 중세

부터 독일에서 널리 이용된 서체인 블랙레터의 텍스투러(Textura)로 제작하

였다. 이처럼 남해군은 독일의 건축과 문화 양식을 정교하게 모방하여 독일

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관광객이 유럽의 독일과 유사한 장소성을 대

리적으로 체험하는 키치적 관광의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전형

적인 기호를 모방한 산물들은 관광객의 시선을 포획하여 관광객이 남해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는 테마에 더 몰입하

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3-15> 독일문화체험센터(광장) 
전경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그림 3-16> 독일의 로텐부르크

출처: https://kr.best-wallpaper.net/Ger
many-Rothenburg-street-tower-city_wa
llpapers.html (접속일:2021.08.22.)

아 외부공간은 물론 마감재료 및 디테일 등 모든 요소에 독일풍의 디자인을 반영
하여 심시위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출처: 경향신문, 2012.04.03., 남해
독일마을에 독일문화 체험센터 건립, 접속일: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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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독일마을 광장 
레스토랑의 블랙레터 간판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그림 3-18> 독일 레스토랑의 
블랙레터 간판 

출처: https://maps.app.goo.gl/dyMSn2L
vPszEm5QL6 (접속일:2021.08.22.)

독일마을은 2010년부터 '맥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독일맥주를 주제

로 한 이 축제는 국내 관광객에게 이색적으로 다가가 첫해부터 성황을 이루

었다.16) 맥주축제는 독일 뮌헨에서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열리는 '옥

토버페스트'를 모태로 하여 동일한 기간에 개최하고 있다. 축제에서 마을 주

민들은 독일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독일 음식과 맥주를 판매하며, ‘빅텐트’의 

긴 테이블에 축제 참가자들이 둘러 앉아 ‘프로스트(Prost, ‘건배’의 독일말)’

를 외치면서 맥주잔을 부딪치며 독일 맥주를 즐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어 옥토버페스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3-19>, <그림 

3-20> 참고). 또한 축제에서는 오크통으로 치장한 마차와 악단, 독일 민속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행진하는 독일식 퍼레이드를 펼치고, 독일민요와 요

들송 공연, 옥토버 가면 댄스파티 등이 열렸다.

16) 당시 축제를 준비하였던 마을운영위는 방문객을 1,000명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1
만여 명이 몰려 일찍이 맥주와 소시지가 모두 동이 났었다고 설명한다. (출처: 국
제신문, 2013.09.11, “부울경 지구마을 리포트<2>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마을,
역사적 애환 담긴 한국속 독일… 맥주축제 열며 관광지 재조명”, 접속
일:2021-09-20)



- 99 -

<그림 3-19> 독일마을 맥주축제
츨처: https://blog.daum.net/pdi134/161
22137 (접속일:2021.08.22.)

   

<그림 3-20>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
er?docId=2044030&cid=42836&category
Id=42836 (접속일:2021.08.22.)

지자체가 독일의 건축 양식을 모사하여 마을 경관을 계획하고 독일과 동

일한 형식의 축제를 개최하여 독일마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면, 

마을 내 상업시설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단으로서 독일을 재현하고 모방하였

다. 남해군은 독일마을을 조성할 당시, 독일교포 주민들이 마을 광장에서만 

상업행위를 하도록 제한시켰지만, 독일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자 

<그림 3-21>과 같이 마을 경계점을 시작으로 대형 카페와 식당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마을 내 상업시설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3-22> 참고), 

2014년에 마을 광장에 두 개의 음식점이 개점하였고 이후에는 상업행위의 

규제 범위 밖에 외지인들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들이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서서히 상권을 장악함에 따라 길을 따라 

독일마을의 상업 구역이 점차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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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독일마을 상업시설 현황도

주: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 내부자료(2021년 2월 기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그림 3-22> 독일마을 상업시설 증가 추이
출처: 남해군보건소 위생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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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의 상업시설은 대부분 외지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남해의 음식보다도 

독일음식의 특징을 모방하여 상품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업시설들

은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비롯한 슈바이네학센, 슈니첼, 굴라쉬 등의 다양

한 독일음식을 판매하여 저마다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그림 3-23>, <그림 

3-24> 참고). 상인들에 의하면, 독일식 소시지, 디저트 등의 독일식품(<그

림 3-25> 참고)은 대부분 외부업체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며 독일음식 또한 

인터넷에서 조리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 모방이 용이하다. 이처럼 상인

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비록 독일교포가 만든 독일 전통식 음식이 아니더라

도 독일의 상징성을 정확하게 모방하고 관광객의 소비취향을 반영함으로써 

관광객이 거부감 없이 상품을 소비하고 즐기게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상업

시설들은 독일음식을 보다 전문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다른 식당과의 차별화

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음식점에 수제맥주 양조장을 설치하거나(<그

림 3-26> 참고), 소시지 마이스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가 만든 소시

지를 판매하는(<그림 3-27> 참고) 등 독일음식을 더욱 정교하게 모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인들은 파독 광부를 연상케 하는 검은 색채

의 상징성을 음식에 적용하여 ‘광부의 노래(흑맥주)’, ‘남해 광부 도시락(오

징어 먹물 볶음밥)’, ‘석탄 치킨(<그림 3-28> 참고)’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마을은 지자체와 더불어 상업시설들이 독일문화를 모방하여 관

광객의 소비를 이끌 차별화된 상품들을 고안해내고 있으며, 이런 상품은 관

광객이 남해에서 독일을 대리만족적으로 경험하는 키치적 관광을 유발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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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상업구역 식당의 메뉴     <그림 3-24> 상업구역 식당에서 
판매하는 슈니첼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그림 3-25> 상업구역 식당에 진열된 
독일제품

출처: 연구자 촬영(2019.11)
    

<그림 3-26> 상업구역 식당의 
양조장

출처: https://www.marieclairekorea.co
m/lifestyle/2020/06/brewery-namhae/ 
(접속일:2021.08.22.)

<그림 3-27> 상업구역 식당에 걸린
마이스터 교육 이수증

    <그림 3-28> 석탄 치킨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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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효용성 창조: 독일의 상품화

남해군이 독일교포를 지역으로 이주시켜 ‘독일마을’을 새롭게 조성한 이

유는 이런 장소성이 지역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독일마을 조성 당시 지구단위계

획을 수립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로 지정하고 독일과 유사한 건축양식으로 

독일문화체험센터(광장)를 조성하였으며 독일교포 주민들에게 주택의 건축 

및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독일풍의 건축경관을 상품화하였다. 또한 독일교포

들이 체득한 독일문화를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였는데, 군은 2005년과 2006

년에 경성대와 협업하여 국내의 독일어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독일

어 캠프’를 개최하였고, 독일마을에서 독일교포 및 독일인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문화를 체험하는 홈스테이를 진행하였다. 

초기에 홈스테이는 전국 각지의 독일어 전공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

으나 독일어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다. 한편, 초기에 

독일마을주민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였던 독일마을의 맥주축제는 지속적인 

인기를 얻으며 규모가 점차 커져 5회째를 맞이한 2014년에 경상남도 축제

로 승격되었고 현재는 군이 주관하여 운영하면서 남해의 대표 축제로 입지

를 굳혔다.

남해군은 독일교포 주민들이 마을에 주택을 조성하면서 민박을 함께 운

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으며, 주민들은 거주 공간을 숙박시

설로 상품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집집마다 ‘베를린성’, 

‘하이델베르크’, ‘뮌헨하우스’ 등 독일 지명을 이용하여 상호를 붙이는 한편 

<그림 3-29>처럼 마치 성과 같은 저택을 건축하기도 하였다. 독일교포 주

민들은 주택 내부를 유럽풍 가구와 소품으로 장식하고 <그림 3-30>과 같이 

독일과 관련된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투숙객에게 독일음식을 제공하는 등 독

일의 문화를 상품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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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베를린성’ 전경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그림 3-30> 주택 내 진열 상품
출처: 연구자 촬영(2018.02) 

남해군이 마을 조성 시 독일교민으로 제한하였던 마을 입주자격에 대한 

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현재 독일마을은 귀촌 또는 펜션 운영을 목적으로 하

는 일반 외지인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또한 독일식 소품을 이

용하여 실내를 꾸미고 고풍스러운 가구를 배치하여 독일 가정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그림 3-31> 참고) 바흐, 베토벤 등 독일 음악가의 연주

곡을 틀어놓는(<그림 3-32> 참고) 등 독일교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독일의 

상징성을 상품화하고 있어 독일교포가 운영하는 숙박과 거의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림 3-31> 펜션 내부의 독일풍 가구
출처: 연구자 촬영(2018.02)

 

   
<그림 3-32> 베토벤 연주곡을 

이용한 독일분위기 연출
출처: 연구자 촬영(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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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포 주민들은 숙박시설 운영 이외의 마을공동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독일마을 행복공동체 영농종합법인’을 설립하였다. 마을공동체는 2014년에 

마을기업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광장에서 도이처임비스(독일식간이음식

점),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소시지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독일마을을 주거전용 지역으로 지정하여 마

을 내에서의 상업행위를 금지하였으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자 주민들은 

<그림 3-33>과 같이 차고나 옥외 주차장 등과 같은 자투리 공간에서 소규

모의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주로 독일 캔맥주나 소시지, 

아이스크림, 빵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조리한 독일음식을 

판매하여 벌금·과태료를 지불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독일교포 주민

들은 남해군에 외지인이 운영하는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였

고 마을 내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

였다. 남해군은 결국 2021년부터 이들의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

였고, 이로써 향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수익 활동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3> 독일마을 내 간이점포와 판매상품
출처: 연구자 촬영(2019.11, 2021.08) 

   

한편, 마을 경계 밖의 상업시설물들은 상행위에 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점

포와는 대조적으로 대규모의 건축 공간과 화려한 장식을 이용하여 스펙터클

을 생산하였다. 상업 건축물은 <그림 3-34>와 같이 파흐베르크의 독일 건

축양식을 차용하거나 소시지를 든 돼지 모형, 헨젤과 그레텔, 병정 등 독일

과 관련된 조형물을 이용하여 외관을 장식하였다. 그리고 독일국기,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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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독일의 상징물을 결합시켜 시각적 효과를 야기하거나(<그림 3-35> 참

고), 독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색적·이국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풍

차, 곰, 흑기사 등으로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

고 있다(<그림 3-36> 참고). 이와 같이 독일마을의 상업 경관은 부적합성, 

과장/과잉, 상투적 쾌적함 등 키치의 조형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펙

터클을 형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마을은 남해군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해의 지

역문화가 아닌 ‘독일’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장소성을 구성하고 독일스러움

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 양식으로 통일된 경관을 구축하여 장소를 키치화하

였으며, 이와 더불어서 외지 상인들이 스펙터클을 생산하고 독일문화를 상

품화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남해에서 독일의 이국성을 유희하는 키치적 관광

의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림 3-34> 독일 관련 장식을 이용한 상업시설
출처: 연구자 촬영(2021.08) 

  

 

<그림 3-35> 독일의 상징 
기호들을 결합시킨 장식물 

   <그림 3-36> 스펙터클을 형성한 
상업 경관

 

  출처: 연구자 촬영(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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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산 장림포구: 우발적 키치화

1. 장소성의 이중화: 장림항과 부네치아

부산 사하구 장림동은 봉화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장림천 

하구에 형성된 마을이다. 1930년에 제작된 낙동강 하구의 해도(그림 3-37)

를 보면, 하단과 다대포 사이에 잘록하게 들어간 곳에 장림만이 형성되어 

있고 장림만 주변에 검은 점으로 가옥들이 표기되어 있어 이곳이 장림포의 

배후에 형성된 전형적인 바닷가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림만은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기수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갈대를 비롯한 

수초들이 왕성하게 자라 각종 물고기들의 먹이 활동과 산란장으로 유명하였

다. 장림(長林)이라는 지명은 숲이 우거지고 지형적으로 길게 늘어선 동네

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1960년대 지도(그림 3-38)를 통해 장림동이 

내장림(內長林), 외장림(外長林), 보덕포(補德浦)의 세 마을이 모여 형성된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내장림은 주로 어업을, 외장림은 농업

을 주업으로 하던 반농반어의 취락형태를 이루었다. 

<그림 3-37> 1930년대 낙동강 하구
출처: 장림포구 기록관

  <그림 3-38> 1960년대 장림포 일대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부산권 물류의 중심이었던 하단포구가 한때 크게 번성했던 것과는 달

리 장림포구는 가덕도로 이어지는 연안 어장을 중심으로 어민들이 멸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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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한적하고 조용한 포구였다. 그러나 부

산이 개항되면서 이곳에도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들이 건너와 김 양식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올리게 되었고 곧바로 주민들

에게 김 양식이 전파되어 1960년대까지 이곳 주민들의 주요 생업으로 이어

졌다. 기수에서 생산된 ‘장림김’은 그 맛이 독특하여 지역의 특산물로 각광

을 받았으며, 이후 장림은 부산의 대표적인 김 생산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

졌다.

1970년대에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장림지역에는 본격적인 변화의 물

결이 밀어닥쳤다. 신평과 장림의 일부 저습지를 매립하여 주거와 공업단지

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1972년에 이곳은 준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1980년대 지도(그림 3-39)를 보면, 장림포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의 배후공업단지로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신평·장림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공장들에 의해 장림포구의 상류 하천인 

장림천이 크게 오염되어 김 양식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주택단지 개발과 

도로망 개편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토지 값이 오르고 인구

도 급증하여 교통망이 더욱 확충되었으며(<그림 3-40> 참고), 1983년에는 

인구가 약 3만 명에 도달해 장림1·2동으로 분동(分洞)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3-39> 1980년대 신평·장림공업단지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3-40> 1990년대 장림동 일대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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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포구는 사하구에 남아있는 4개 포구(장림포, 하단포, 보덕포, 홍티포) 

가운데 가장 크지만 인근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포구로서의 기능이 급격히 

쇠퇴했다. 현재 장림포구의 길이는 약 650m, 폭은 약 100m로 장림교 아래

로 간간이 어선들이 드나들긴 하나, 1톤 미만의 소형 선박들의 계류장에 머

물러 있는 실정이다. 장림포구 주변은 피혁, 도금, 염색 단지로 둘러싸여 어

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장림어촌계의 어선은 71척, 소속 어민은 163명

(2018년 기준)에 달한다.  

장림포구 상단부에 위치한 장림유수지는 집중강우 시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1984년에 설치됐으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생활

하수 등으로 인해 악취 및 해충 발생지로 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

게 저해하였다. 2006년에는 신평·장림피혁 폐수처리장 주변이 부산지역 최

초의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장림 유수지 주변은 부산지역 환경오염

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이에 사하구는 2011년에 장림유수지의 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류에는 생태유수지로의 기능 회복을, 하류에는 장림

포구의 기능 복원과 관광인프라 건설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사하구는 2012년에 ‘장림항 활성화 사업’을 통해 어촌이 보유한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

은 크게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안전시설 보강 사업,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 3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주요 골자가 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은 장림포구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살려 포구를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하구는 먼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수

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포구에 쌓인 퇴적물을 정리하는 준설 공사를 

시행하고(<그림 3-41> 참고) 2015년에 어민공동작업장, 어구보관창고, 해양

보호구역홍보관 등을 건립하였다. 해양보호구역홍보관(<그림 3-42> 참고)은 

2013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하구 소재의 남형제섬과 나무섬 해역

의 보호가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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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장림포구 준설공사 
현장(2014년)

출처: https://blog.naver.com/sambosj/2
20012117890 (접속일:2021.05.25.)

   

<그림 3-42> 해양보호구역홍보관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2016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관광시설들이 구축되었다. 장림포구

는 <그림 3-43>과 같이 크게 맛술촌, 놀이촌, 문화촌의 세 구역으로 공간

을 구성되었는데 ‘맛술촌’은 먹거리 및 체험 공간으로, ‘문화촌’은 휴게 공간

으로, ‘놀이촌’은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맛

술촌과 어구창고는 알록달록한 색채로 외관을 정비하고 문화촌과 놀이촌에

는 시계탑 건축물과 풍차 모양의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당시 사하구는 장림

포구를 특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 전략을 모색하였는데, 이를테면 

낙동강과 다대포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내세워 ‘아우

라지(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데 모이는 물목)’로 맛술촌을 명명하고 ‘장림항 

아우라지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또한 관광객이 항에서 

직접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해산물을 구매하여 맛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계획하였다. 이처럼 관광개발 계획단계에서 사하구는 장림포

구의 본질주의적 장소성을 살려 관광 상품화하는 기획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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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관광 및 편의 시설 위치

한편, 알록달록한 색채로 외관을 정비한 어구보관창고와 맛술촌이 포구를 

찾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은 포구의 모습을 이탈리아 베네

치아의 '부라노섬'과 닮은 풍경으로 포착하였다(<그림 3-44> 참고). 관광객

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장림포구를 ‘부네치아(‘부산의 베네치아’의 약칭)’로 라

벨링하면서 포구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켰고 그 모습을 확인하려

는 사람들이 점차 포구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관광편의시설이 제대로 갖

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의 방문이 계속 늘자 사하구는 포구를 ‘관광 

미항’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을 서둘러 진행하고 맛술촌 상점의 입점 시기를 

앞당겨 <표 3-2>와 같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림 3-44> 장림포구 전경
출처: 연구자 촬영(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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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종 업체 수

식음시설
어묵 판매점 2
카페 1

체험시설

공방 4
드론체험 1
악기체험 1
타로 1

유통판매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점 2
총계 12

<표 3-2> 맛술촌 입점업체 현황

    주: 2020년 11월 기준

또한 사하구는 새로운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구성된 

‘부네치아’라는 장소성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구현시켜 부네치아로서 장림포

구를 상품화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곳의 명칭은 ‘장림항’이지만 사하구가 

‘부네치아’를 관광지명으로 공식화하면서 현재 두 개의 지명이 사용되고 있

다. <그림 3-45>와 같이 장림포구와 포구 주변에는 각 지명을 사용한 간판

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장림포구의 위치를 안내하는 유도간판에는 

‘부네치아’의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장림포구’ 간판에는 물고기와 어구창고

가, ‘부네치아’ 간판에는 어구창고와 일몰을 형상화한 로고가 새겨져있는데, 

두 간판은 각각 포구로서의 장소성과 부네치아로서의 장소성을 대표하는 상

징물을 표상화하는 동시에 공통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각된 알록달록

한 색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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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장림포구와 부네치아 간판 

출처: 연구자 촬영(2019.12, 2021.07)

사하구는 2019년에 관광편의시설인 해양수산복합공간(일명 ‘부네치아 선

셋 전망대’)을 조성하였는데, 전망대 내 홍보관에서 장림포구와 부네치아의 

장소성을 함께 판촉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그림 3-46>과 같이 장림항의 

역사적 모습과 포구로서의 기능을 전시하고 있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그림 3-47>처럼 부네치아의 어구창고를 표상화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

다. 이와 같이 장림포구는 사하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부네치아’라

는 장소성을 수용하여 관광 상품화함에 따라 포구로서의 본질주의적 장소성

과 부네치아로서의 대중적 장소성이 이중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그림 3-46> 장림항 변천사 기록관 
   

<그림 3-47> 부네치아 기념품

출처: 연구자 촬영(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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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화된 대상의 모방: 유럽의 이국적 기호들의 결합

현재 장림포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유사한 모조 공간으로서 ‘부네치

아’의 장소성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공급주체가 처음부터 계획하여 개발

된 것이 아니라 소비주체의 즉흥적·상상적인 장소 해석에 의해 창출된 것이

다. 사하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알록달록한 색채의 어구창고는 사하구의 유

명 관광지인 ‘감천 문화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외관을 정비한 것이며 계획 

단계에서 ‘베네치아’라는 테마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의 개

발 의도와 무관하게 관광객들이 알록달록한 어구창고와 포구의 모습을 베네

치아스러운 풍경으로 해석하면서 ‘부네치아’로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즉, 

포구를 본질주의적 장소성이 아닌 이미지로서 소비하고 장소의 환상적 분위

기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태도에 의해 실제 장소의 키치화가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장소를 상징하는 몇몇의 시각적인 기호로 장소성을 

인식하는데 이를테면, ‘알록달록한 건물’, ‘운하에 정박한 배’ 등과 같은 물

리적 차원의 기표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부라노섬의 장소성이라는 기의가 

결합되면 이들은 부라노라는 장소를 상징하는 기호로 작용한다. 장림포구 

관광객들은 ‘알록달록한 어구창고’와 ‘포구에 정박한 배’라는 부라노의 기호

를 포착하여 이곳을 ‘마치 부라노 같은 곳’으로 인식하고, 상상적 이미지를 

장소에 투사하여 부네치아와 유사한 모조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소비하려 하

였다.

이러한 장소 상상은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셜미

디어를 통해 공적 공간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부라노의 기호를 인용한 이미

지 모방은 잠재관광객의 장소 인식의 틀로 작용하였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장소 이미지는 이후의 관광객들이 현실 너머의 부네치아라는 

상상적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관념적·즉

흥적인 장소 해석은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결합하면서 실제 현장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하구 관계자에 의하면, 장림포구가 ‘부네치아’로 유

명세를 얻은 이후 포구에 들어서는 모든 시설물들에 색을 입히고 풍차 모양

의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건축하였으며 모든 물리적 개발이 ‘부네치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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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에 맞게 이뤄졌다. 또한 2020년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사진을 배경

으로 한 포토존(그림 3-48)을 설치하고, 베네치아의 상징물인 리알토 다리

(Ponte di Rialto)를 본 딴 야외공연장(그림 3-49)을 조성하여 보다 직접적

인 모방을 통한 장소의 키치화가 나타나고 있다. 

“위직판장을 건설하면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 건데요. 그것도 풍차 모양으
로 유럽풍으로 할 계획이고.. 최근에 이쪽에 어민들이 수산물을 임시 보관
할 수 있는 창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건 그냥 어업시설물인데 창고라서 샌
드위치 판넬로 만들면 끝날 것을 갖다가 색을 다 입혔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부네치아 컨셉에 맞게 만
들어질 겁니다.”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관계자-

<그림 3-48> 베네치아 사진 
이미지를 이용한 포토존 

    <그림 3-49> 리알토 다리를 
형상화한 야외공연장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장림포구는 비록 사하구의 의도와 다르게 소비주체에 의해 베네치아와 

유사한 장소로 이미지가 형성되었지만, 사하구 역시도 2017년에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할 당시, 시계탑(그림 3-50), 풍차(그림 3-51) 등 유럽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세워 관광객의 이국적인 정서를 자극하려 하였었다. 

이런 건축 경관은 유럽의 특정 국가나 도시를 정교하게 모방하여 진품의 아

우라를 복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유럽을 상징하는 기호들을 무작위로 결합

하여 이국적 키치의 효과를 발휘시키려는 것이었다. 장소의 본질적인 속성

과 관계없이 단지 이국적인 분위기 연출을 위해 사용된 시각적 장식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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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키치의 조형원리에 해당되며, 아류의 성질을 숨기지 않고 전면에 내

세움으로써 소비주체의 시각적 유희와 감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모방성 측면에서 장림포구는 독일마을처럼 단일 대상을 정밀하게 

모방하지 않고, 유럽을 대표하는 여러 건축물의 특징적인 외관을 차용하여 

이국적인 정취를 만들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테면, 베네치아의 알

록달록한 건축물, 네덜란드의 풍차, 유럽의 시계탑과 같이 보편적인 스테레

오타입에 기반 한 장소 기호들의 외관을 모방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고 있다. 이런 경관은 주변의 지리적 환경과 대비를 이룸으로써 관광객의 

시선을 이끄는 시각적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장림포구의 경관은 

지역의 역사·문화·지리적 맥락으로부터 형성되지 않고 관광가치를 창출시킬 

유럽의 이국적인 기호들로 장식이 덧붙여지면서 키치화되고 있다.

<그림 3-50> 시계탑 건축물     <그림 3-51> 풍차모양의 
건축물(공중화장실)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3. 경제적 효용성 창조: 부네치아의 상품화

사하구는 장림포구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표 3-3> 참고), 관광 공간 조성의 주요 골자가 된 사업은 2017년에 시행

한 ‘조선기자재 협업화 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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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광부가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하구는 장림포구에 맛술촌, 문화촌, 놀이촌으로 구성된 테마거리

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는 각 공간의 테마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기 위해 <그림 3-52>, <그림 3-53>과 같이 배, 조개 등 어항의 특징을 나

타내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관광편의시설의 외관은 시계탑, 풍차 

등의 이국적 건축 양식으로 장식하여 스펙터클을 형성하였다. 키치의 조형

원리는 사물의 본래의 특징을 벗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장림포구의 

경우 관광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그 기능과 전혀 관계없는 풍

차의 외형과 결합시키거나 휴게공간에 유럽풍 시계탑을 설치하는 형태로 나

타났다. 이런 경관은 실제적 기능의 향상보다는 시각적 유희를 제공하여 장

소의 소비가치의 증진시키는 데 있으며, 포구의 주변 환경과 병치시킴으로

써 관광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52> 배를 형상화한 놀이터
 

   <그림 3-53> 조개와 배 모양으로 
장식한 벤치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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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내  용

장림포구 명소화

• 기간: 2012-2016
• 사업비: 67억원 
• 내용: 포구 준설, 어구보관창고 정비, 어민공동

작업장 및 해양보호구역홍보관 조성

조선기자재협업화단지내 
테마거리 조성

• 기간: 2017
• 사업비: 20억원
• 내용: 도시숲 조성, 맛술촌(상업시설)·놀이촌(놀

이시설, 공공미술)·문화촌(시계탑, 조형물) 조성, 
어구창고 및 펌프장 외관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해양수산복합공간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 

조성

• 기간: 2016~2019
• 사업비: 19억원
• 내용: 지역특산물 및 어묵 판매장, 장림항 변

천사 및 어촌문화 홍보관, 커피판매점, 옥상 
전망대 조성

수산물 위·직판장 조성
• 기간: 2018~2019
• 사업비: 3억원
• 내용: 어업인 수산물 판매장 및 횟집 조성

장림포구 부네치아 
테마거리 조성

• 기간: 2020
• 사업비: 8억원
• 내용: 야외 공연장 설치, 부네치아 전망대 루프

탑 카페 및 포토존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표 3-3> 주요 사업별 개요 

개발 초기에 사하구는 장림포구에 어업인들의 작업 공간을 정비하고 어

두운 포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어구창고를 알록달록한 색채로 칠하였

으나, 부네치아로의 장소성이 부여된 이후 이런 화려한 색채는 장림포구의 

시각적 기호이자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장림포구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포구 본래의 장소성보다는 부네치아의 

장소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시설투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장림

포구에 새로 설치한 어업 시설물들은 채색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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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와 같이 색을 입히고 어구창고와 같은 건축물 그림을 그려 넣어 부네

치아로서의 경관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장림포구 부네

치아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선셋전망대에 알록달록한 색의 

‘BUNEZIA’ 글자 포토존(그림 3-55)을 설치하고 루프탑 카페를 조성하였으

며 건축물의 야간경관을 조성하였다. 사하구는 이런 사업의 목적을 “선셋 

인생샷의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신규 관광객 유치”와 “낙조 외에 이국적인 

풍경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의 연장 및 재방문 증가”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사하구는 관광객의 시선을 포획하고 그들의 사진에 포착될 미학적인 

경관 이미지를 조성하여 부네치아로서의 장소성에 대한 관광객의 흥미와 관

심을 이끌고 포구의 관광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3-54> 벽화를 칠한 도색작업장
   

<그림 3-55> ‘BUNEZIA’ 글자 포토존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장림포구의 경우, 지자체가 장림어촌계와 지역민들이 포구에서 상업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을 조성하여 공간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개별 상

인들에 의한 경관의 스펙터클 생산은 다른 사례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

타나지 않았다. 사하구는 2019년에 지상 2층 규모의 해양수산복합공간을 

건립하여 1층에는 장림어촌계와 부산어묵선략사업단이 운영하는 수산식품판

매장을, 2층에는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커피판매점을 조성하였

다. 카페 내부에는 알록달록한 색책의 ‘BUNEZIA’ 글자 조형물(그림 3-56)

과 ‘인생사진’ 네온사인 장식물(그림 3-57)을 설치하여 사진 명소로서 부네

치아를 상품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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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카페 내 ‘BUNEZIA’ 
글자 조형물

   <그림 3-57> 카페 내 ‘인생사진’ 
네온사인 장식물

출처: 연구자 촬영(2020.10)

2019년에 사하구는 장림항의 어업인들이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관광객에

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위·직판장을 개설하고 횟집을 조성하였으며 주민들은  

이곳에서 수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림포구는 수산물 판매장

보다 맛술촌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상권이 형성되어있다. 맛술촌의 입점업체

로 구성된 부네치아협의회는 2019년에 직접 ‘할로윈 축제’를 기획 및 개최

하는 등 장림포구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상인들 또한 장림항의 본질주의적인 장소성보다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기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국성을 관광 콘텐츠로 내세워 포구를 상품화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사하구는 장림포구의 관광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부네치아’의 장소성을 도입하여 제도화하였다. 이에 

포구의 본질주의적 장소성과 무관하게 이국적인 경관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장소가 키치화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포구로서의 장소성이 아닌 장소에 

덧붙여진 이국적 경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유희하는 키치적 관광이 이뤄

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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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부분적 키치화

1. 장소성의 이중화: 피난민촌과 문화예술마을

부산의 흰여울문화마을(이하 ‘흰여울마을’)은 봉래산과 남해 바다 사이에 

자리한 마을로, 흰여울마을이 속한 영선 2동은 영도에서 제일 먼저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초기에 마을 주변은 대부분 밭과 무덤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자갈밭에 가옥들이 무작위로 들어서 계획적인 개발은커녕 제대로 된 건물조

차 없었다. 1950년대에 한국전쟁 이후 영도에 수용된 피난민과 이향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월남민부터 제주도민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온 많은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그림 

3-58> 참고). 피난민들은 일본인들이 무덤에 썼던 비석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고 그 무덤 위에 집을 지었으며, 돌로 담을 쌓아 만든 돌담집이나 박스

로 벽을 만들어 그 위에 슬레이트를 올린 ‘하꼬방(일본식 단칸방)’을 지어 

살았다(<그림 3-59>, <그림 3-60> 참고). 이후에 이 하꼬방을 집으로 개조

하였는데, 마을이 산비탈에 위치하여 집을 지을 수 없는 지형이기에 당국에

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불법적으로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살

았으며 그 모양이 꼬막을 닮았다 해서 ‘꼬막집’이라 불리었다(영도문화원, 

2014; 김희재 외, 2019).

<그림 3-58> 1952년 봉래산과 영도 일대
출처: 영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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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흰여울문화마을 내 
묘지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2016), p.236

   
<그림 3-60> 흰여울문화마을의 

돌담집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2016), p.235 

1962년에 경제개발 5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원도심인 중구, 남구, 서구, 

영도구 등에 주택 공급과 아파트단지 개발이 이루어졌고 흰여울마을에도 

1969년에 영선아파트가 세워졌다. 1971년에 제작된 지도(<그림 3-61>)를 

살펴보면, 옛 도로로 사용되었던 흰여울길 위쪽으로 삼거리의 절영로가 개

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 폭이 확장된 이후 주민들이 도로변에 구

멍가게, 문방구, 쌀집 등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상권이 형성되었

다. 1975년에 영선2동 3번지(29,947㎟)가 새마을사업 도시재개발지구에 포

함되면서 슬레이트집과 시멘트 블록집이 지어지고 마을이 부분적으로 재개

발되었으나, 주택의 80% 정도가 무허가 건물이라 더 이상의 개발은 이뤄지

지 못하였다(부산광역시 영도구, 2016; 권태일, 2020). 이후 마을 주변에 

냉동 공장과 통조림 공장, 조선소가 들어오고 각종 편의시설과 학교가 지어

지면서 서서히 오늘날 마을의 모습이 갖춰졌다(<그림 3-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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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1971년 영선동4가 
일대

출처: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그림 3-62> 1980년대 영선동4가 일대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에서 일을 하거나 배에 페인트칠하는 도장공이 많

았으며 주민들의 삶은 대부분 도시 하층노동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마을 가까이에 바다가 있어 일부 주민들은 수산업을 생계로 삼기도 했지만 

근처에 배가 정박할 시설이 없어 해녀일 정도가 고작이었으며 어업에 종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후 일자리와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젊은 세대

가 마을을 떠나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오늘날에도 주민의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3-4> 참고).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거나 수입원의 63%가 정부의 보조금

일 정도로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다(영도문화원, 2014).

연 령 10대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총 계

인구수 26 60 146 192 424
(남성:223, 여성:201)

<표 3-4> 흰여울문화마을 인구 현황
(단위: 명)

  출처: 영도구청(2020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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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마을은 무허가 건물,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유권 문제, 높은 주택 

밀도, 고도 제한 등 행정적·법적 차원의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아무

런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

다 보니 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마을의 폐·공가

가 그대로 방치되어 이곳은 주민들조차 떠나고 싶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2011년에 영도구가 노후화된 주거단지의 거주여건을 개선하

는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정비하면서 마을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부산 또한 도

시재생의 바람이 불었고, 2014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영도 봉래산

이 추가권역으로 확정되자 마을에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

으로 시행되었다(김희재 외, 2019). 

이전까지 이 마을은 바다 건너 맞은편에 송도가 있고 소나무가 많아 ‘제

2송도(이송도)’라고 불렸으나,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마을’로 정체성

을 부여되면서 ‘흰여울문화마을17)’로 명명되었다(부산광역시 영도구, 2016). 

흰여울마을의 공간적 범위는 <그림 3-63>과 같으며, 마을 위쪽의 왕복 2개 

차로인 절영로와 마을 경사지에 편복도 형식의 수평 길인 흰여울길이 주요 

도로가 되어 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을 아래쪽에는 바다를 따라 해안산책로

가 조성되어 <그림 3-64>와 같이 마을의 상부, 중부, 하부의 세 도로가 중

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17) ‘흰여울’은 봉래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바다에 굽이쳐 내릴 때 하얗게 물거품이
이는 모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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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흰여울문화마을의 공간적 범위

<그림 3-64> 흰여울문화마을 전경
출처: 영도구청

영도구는 ‘흰여울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공·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예술가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이들의 예술 활동을 마을 변

화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도자기, 닥종이, 목공예, 서양화, 사진 영상 분야의 

작가 5명이 마을에 입주하였으며 이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좌를 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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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을협의체와 문화예술인을 필두로 하는 흰여울문화마을 공동체가 만들

어졌다(김희재 외, 2019). 흰여울마을은 2015년부터 매년 ‘골목예술제’를 개

최하여 문화예술마을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 초기에 

‘골목예술제’는 마을 입주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주민의 문화예술체험을 중심

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와 프리마켓, 공연 

등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축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표 3-5> 참고).

연 도 부 제 주요 프로그램

2015년
봄빛 한마당, 

반짝반짝 
흰여울 

- 공연: 인디밴드 공연
- 전시: 입주작가 공동전/목공예 개인전
- 체험: 주민체험 문화예술프로그램,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2016년 -
- 공연: 골목콘서트 등
- 전시: 기획전시, 입주작가 단체전
- 체험: 주민문화예술체험, 골목스토리투어, 골목시장

2017년
흰여울길을 
따라 문화와 

놀다 

- 공연: 골목콘서트, 버블버스킹, 석고마임
- 전시: 입주작가 개인전 및 단체전
- 체험: 주민문화예술체험,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흰여울 문화체험, 흰여울 소망등 달기, 역사 또각
또각 골목투어

- 부대행사: 골목푸드마켓(국밥나눔), 골목프리마켓 등

2018년
이송도 
cinema 
골목잔치

- 공연: 골목달빛 영화전, 골목 버스킹, 골목퍼포먼스
- 전시: 입주작가 개인전 및 단체전
- 체험: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주민작가 오픈스튜디

오, 흰여울 골목시장, 골목놀이터
- 부대행사: 흰여울 국밥 Day, 주민 노래자랑, 일러

스트 공모전“영화촬영지 이송도 그리기”

2019년 힐링 흰여울! 
필링 골목길!

- 공연: 로드쑈, 버스킹, 4개구 교류공연, 골목 인형극, 
청춘마이크 등

- 전시: 흰여울마을기록전/주민작가전
- 체험: 포토존 사진찍기, 흰여울 골목마켓, 느린우

체통 체험 등
- 부대행사: LOVE IN 흰여울 프로포즈 이벤트, 흰여

울 글잔치, 토크콘서트, 국밥데이, 주민 노래자랑

<표 3-5> 연도별 ‘골목예술제’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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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가 문화예술마을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수단은 ‘영화’였다. 작은 주택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는 마을의 모습은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수많은 영화의 배경지가 되었다. 마을에서

는 첫사랑사수궐기대회(2003), 태풍(2005), 사생결단(2006), 카운트다운

(2011), 범죄와의 전쟁(2012), 변호인(2013), 암수살인(2018) 등 다수의 영

화가 촬영되었는데 특히, ‘변호인’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하면

서 변호인의 촬영지로 마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영도구는 영화 촬영지

의 담벼락에 <그림 3-65>와 같이 이곳에서 촬영된 영화의 장면과 대사를 

전시하고 마을안내소로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하였다. 또한 2018년에 ‘골목

예술제’의 주제를 ‘이송도 cinema 골목잔치’로 설정하여 영화 촬영지로서 

마을을 판촉하고, 2019년에 마을 입구에 영화기록관을 조성하였다. 영화기

록관에는 <그림 3-66>과 같이 내·외부에 영화 ‘변호인’의 대형 포스터와 

‘영화 찍기 좋은 우리 마을’ 홍보판을 설치하여 영화촬영지로서 문화예술마

을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흰여울마을은 오늘날에도 원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로서 장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지자체가 문화예술마을로서의 장소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판촉하고 관광 상품화함에 따라 피난민촌으로서의 본질주의적 

장소성과 문화예술마을로서의 대중적 장소성이 이중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5> 영화 ‘변호인’ 촬영소 
출처: 연구자 촬영(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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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흰여울문화마을 영화기록관의 내·외관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2. 이상화된 대상의 모방: 산토리니 등의 경관 이미지 모방

흰여울마을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주택과 시멘트로 뒤덮인 좁고 가파

른 골목길이 오랜 시간동안 노후화되어 어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영도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마을의 미관 개선

과 문화 상품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2015년에 국토교통

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의 급경사로 계단을 정비

하고 테마형 담장과 친환경 골목길을 조성하였다. 2017년에는 흰여울마을의 

경관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구청장은 마을 경관이 통일성을 

이뤄 ‘한국의 산토리니’가 될 수 있도록 경관 계획을 구상하길 제안하였고, 

관계자들은 마을과 지형적으로 유사한 그리스 산토리니를 비롯하여 크로아

티아 로비니,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 등을 벤치마킹하여 야간 경관 조성

과 마을 미관의 정비 방향을 설정하였다. 

영도구는 통일감 있는 마을 경관을 구축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

록 하나의 색채로 건축물을 도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전체적인 마을 경

관과 어울릴 수 있는 흰색, 파란색, 회색 등으로 마을의 색채를 구성하였다. 

이에 흰색으로 주택, 공용화장실, 담장 등을 정비한 후 <그림 3-67>과 같

이 파란 타일로 장식하거나 <그림 3-68>처럼 건물 벽면을 파란색으로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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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일된 색채로 마을 경관이 조성되었다. 흰여울마을은 산토리니를 모

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마을 벽화를 조성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유사한 지형적 특성에 흰색과 파란색이 지닌 색채의 상징성이 부각되어 산

토리니와 흡사한 분위기가 연출됨에 따라 ‘부산의 산토리니’로 이미지가 확

산되고 있다. 영도구는 <그림 3-69>와 같이 마을 안내판에 이런 별칭이 붙

은 사실을 게시하여 산토리니와 유사한 이미지의 장소로 마을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그림 3-67> 파란 타일로 
장식한 테마형 담장

 

 
<그림 3-68>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간이식당 

 
<그림 3-69> 마을 

안내판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상업시설 또한 <그림 3-70>과 같이 흰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외관을 

채색함에 따라 마을 벽화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고, 채도 높은 파란색으로 

건물 전체를 채색하는 등 시각적 효과가 보다 강조되어 색채가 갖는 상징성

이 강화되었다. 일부 상업시설들은 산토리니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공간을 

상품화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 사진관은 ‘영도의 산토리니’라는 테마를 설

정하여 <그림 3-71>처럼 흰색과 파란색으로 스튜디오를 꾸미고 기념사진을 

촬영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상업시설들은 산토리니에 국한하

지 않고 공간을 차별화시킬 다양한 이국적인 요소를 차용하고 있는데 <그

림 3-72>와 같이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라탄 소재의 파라솔, 야자수, 드림캐

처 등을 이용하여 내부를 장식함으로써 이국풍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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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흰색과 파란색으로 채색한 상업시설들
  

<그림 3-71> 산토리니 
테마의 사진관 

<그림 3-72> 상업시설의 이국적 장식요소 
출처: 연구자 촬영(2021.07)

또한 흰여울마을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부산의 산토리니’로 비유되면서 

산토리니와 유사한 장소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언론매체에서 흰여울마을

에 대해 ‘산토리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를 살펴본 결과(<표 3-6> 참

고), 2013년에 이런 수식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관광 개발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흰여울마을은 독일마을과 다

르게 지자체가 마을을 산토리니를 테마로 하여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벤치

마킹을 통해 벽화 채색방식을 모방함에 따라 산토리니와 유사한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상업시설과 언론매체에 의해 그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산토리니를 벤치마킹한 것은 대상에 대한 모방이 장소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키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사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암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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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빈도수 게재일(언론사)

2013 2 2013.06.29.(부산일보), 2013.09.12.(부산일보)

2014 6
2014.01.07.(노컷뉴스), 2014.01.11.(부산일보), 
2014.01.17.(국제신문), 2014.03.11.(이데일리), 
2014.03.21.(아시아투데이), 2014.03.21.(연합뉴스)

2015 3 2015.04.02.(레이디경향), 2015.07.09.(국민일보), 
2015.09.22.(부산일보), 

2016 3 2016.06.02.(정책브리핑), 2016.12.15.(OSEN), 
2016.12.28.(정책브리핑)

2017 12

2017.04.11.(한국일보), 2017.04.12.(스포츠월드), 
2017.04.17.(아주경제), 2017.04.19.(스포츠서울), 
2017.05.11.(국제신문), 2017.05.25.(한국경제), 
2017.08.14.(부산일보), 2017.08.14.(부산일보),
2017.10.11.(국제신문), 2017.10.21.(오마이뉴스), 
2017.10.29.(부산일보), 2017.12.06.(국제신문),

2018 14

2018.02.08.(국제신문), 2018.02.26.(국제신문),
2018.03.14.(국제신문), 2018.03.28.(부산일보),
2018.04.12.(세계일보), 2018.06.14.(국제뉴스),
2018.07.14.(미디어스), 2018.07.14.(오마이뉴스),
2018.08.10.(조선일보), 2018.08.28.(국제신문),
2018.08.28.(시선뉴스), 2018.09.20.(부산일보), 
2018.11.17.(헤럴드경제), 2018.12.27.(국제신문),

2019 21

2019.03.08.(뉴스엔), 2019.03.10.(헤럴드경제),
2019.03.10.(마이데일리), 2019.03.10.(TV리포트),
2019.03.10.(싱글리스트), 2019.03.21.(내외경제tv), 
2019.03.22.(내외경제tv), 2019.03.25.(내외경제tv), 
2019.03.26.(서울경제), 2019.03.26.(공감신문), 
2019.03.27.(부산일보), 2019.03.27.(내외경제tv),
2019.03.28.(공감신문), 2019.03.30.(서울경제),
2019.04.09.(내외경제tv), 2019.04.27.(동아일보), 
2019.05.22.(부산일보), 2019.08.06.(오피니언타임스), 
2019.09.19.(부산일보), 2019.10.27.(시빅뉴스), 
2019.12.13.(한국일보)

<표 3-6> 연도별 ‘산토리니’ 표현어의 등장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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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효용성 창조: 벽화 확대 및 관광 자원화

흰여울마을이 ‘문화예술마을’로 지정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외관이다. 최초의 벽화 사업은 2012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당시 벽화 사업을 주관한 영도문화원은 주민

들을 직접 참여시켜 마을 곳곳에 벽화를 그렸다. 이 벽화 사업의 목적은 주

민 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 운영에 대한 관심 고취에 초점이 맞춰 있었으며 

주민들이 서로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공유하고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벽

화에 그려 넣을 그림을 결정하였다(부산광역시, 2015). 벽화는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거나 일부 건축물에 부분

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그림 3-73> 참고). 이런 측면에

서 초기 벽화사업은 주민들이 거주 공간이 지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마을만들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영도구의 흰여울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크게 ‘주거환경정비사업’,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진행되었는

데 이 가운데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시행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 주요 골자가 되었다. 이 사업은 <표 3-7>에 정리한 바와 같이 크게 마

을 정비 및 문화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영도구는 마을의 경관 정비를 위

해 벽화 설계 및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담장, 골목길, 계단 등 마을 전체로 

범위를 넓혀 벽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 벽화사업은 마을의 미관 개선과 

함께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그림 3-74>처럼 보다 화려한 

색채로 가시성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낙후된 마을 외관은 다채로운 그

림과 색채 장식으로 포장되었고 여기에는 과장과 과잉, 부적절한 조화 등 

키치의 조형원리가 적용되었다. 즉, 장식적인 요소들을 통해 마을의 현실적

인 모습을 가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대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

는 키치의 효과가 발휘시켰다. 더불어 영도구는 이 사업을 통해 마을 곳곳

에 전망대와 조망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경관을 상품화하고, 거점안내센터 

등 관광 기반시설들을 구축하여 마을의 관광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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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벽화 

프로젝트
출처: 영도문화원

   

<그림 3-7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벽화작업 결과

출처: 영도구청 도시재생과

구 분 내 용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을 
정비 및 

문화 
상품화

친환경 골목길 조성 ■ ■ ■

테마형 담장 조성 ■ ■ ■

급경사로 계단 정비 ■ ■ ■

거점센터 조성 ■ ■ ■ ■

전망쉼터 리모델링 ■

마을
공동체 
활성화

폐·공가 활용 마을쉼터 조성 ■ ■ ■

커뮤니티 문화광장 조성 ■

마을학교 운영 ■ ■ ■ ■ ■

<표 3-7>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흰여울마을은 2020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

업’을 통해 벽화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은 절영로에 있

는 건축물에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의 동선을 흰여울길에서 절영로로 

분산 및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었다. 영도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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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구성하여 <그림 3-75>와 같이 주택 및 상가 건축물 21동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흰여울마을은 마을의 주요 경로인 흰여울길

과 절영로에 모두 벽화 작업이 이뤄져 마을이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의 시선

과 흥미를 이끌 스펙터클로 가득 채워졌다. 

<그림 3-75> 공공미술프로젝트 `흰여울 ART ROAD` 위치도

  출처: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한편, 영도구가 시행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생활문화공

동체 형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들은 마을학교의 형태로 실

시되었다. 주민들은 커피만들기 수업, 선진지 탐방 등 생활문화공동체 프로

그램에 참여하면서 관광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객을 대상으

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민들은 생활협동조합을 설

립하여 ‘흰여울 민박’, ‘흰여울 점빵’ 등을 개점하였는데 ‘흰여울 점빵’에서

는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커피, 음료 등 마실 거

리를 만들고 수제비누, 향초 등의 수공예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현재 이 상

점은 주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라면, 우동, 국수 등 메뉴를 추가하고 

바다를 조망하면서 음식을 먹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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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변호인’ 촬영소(구 흰여울안내소)에 상주하면서 방

문객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해설사로 활동하였다. 이곳은 2020년에 12

월에 무상사용 기한이 종료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한때 이곳에

서 바다를 배경으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것이 유행하면서 마을해설사들

은 관광객의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그림 3-76> 참고). 

<그림 3-76> 관광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마을해설사

출처: 영도문화원 홈페이지

기존에 마을안내소 기능을 하였던 ‘변호인’ 촬영소가 폐쇄되면서 현재 주

민들은 흰여울거점센터(흰여울안내센터 및 영화기록관)에서 ‘여울지기’로 활

동하면서 방문객에게 마을에서 촬영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포토존과 체험 시

설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도구가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

는 거점센터 내 카페와 영도문화원이 운영하는 문화다방에 종사하면서 관광

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

기 때문에 흰여울마을의 상권은 주로 외지인의 상업시설에 의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흰여울마을이 ‘문화예술마을’로 변화를 꾀하면서, <표 3-8>과 같이 2018

년부터 관광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업시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

다. 기존에는 절영로를 따라 주민들의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의 작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관광객의 주요 경로인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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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길을 따라 카페, 소품샵, 공방 등이 입점하고 있다. 이 상업시설들은 대

부분 준공 20년 이상인 무허가 건축물을 개조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대부

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에 현장 조사를 통해 상업

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카페 및 베이커리는 25개, 공방, 갤러리 등은 11

개, 간이음식점은 5개로, 카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77> 참고). 

연도 2016 2017 2018 2019

방문객 수 275,000 308,000 675,000 828,000

<표 3-8> 흰여울문화마을 방문객 수 추이 
(단위: 명)

  출처: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그림 3-77> 흰여울문화마을 상업시설 현황도
주: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통계자료 부재로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함.
    (2021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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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마을의 상업경관은 키치의 조형원리인 과잉과 과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시설들은 <그림 3-78>과 같이 주변 환경과 크게 대비

되는 노란색, 연두색, 파랑색, 분홍색 등의 화려한 색상으로 외관을 장식하

고 있는데, 이런 색채의 과장은 시각적 유희 중심의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카페들은 관광객의 관심을 사로잡을 이국

적인 소품과 장식물로 내·외부를 꾸미고, 그림 등을 이용하여 포토존을 설

치하거나 북카페를 운영하여 저마다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공방 및 갤러

리도 외부에 작품을 진열하거나 벽에 캘리그래피를 그려 공간의 성격을 시

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관광객들이 이러한 상업 경관을 포착하여 소셜미

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최근 마을은 개성 있는 카페들이 모여 있는 영도의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림 3-78> 흰여울문화마을의 상업경관
출처: 연구자 촬영(2020.11, 2021.08)

정리하면, 흰여울마을은 초기에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를 위해 시행되었던 벽화 조성 사업에 관광 자원화 목적이 포함되어 벽화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됨으로써 키치화의 계기가 점진적으로 마련되

었다. 이 과정에서 산토리니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한 외관이 형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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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또한 이런 이국적 키치를 이용하여 상업공간을 조성함에 따라 피난

민촌으로서의 마을의 장소성이 감춰지고 이국성과 미학성이 시각적으로 부

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흰여울마을은 관광객들이 장소의 본질적 속성보다

는 이곳에 덧붙여진 미학적·이국적인 경관 이미지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식적인 요소들을 통해 장소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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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자체가 시행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개발 사업에 의

해 세 사례지역이 키치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지역들은 장소 본래

의 속성보다는 이국성, 미학성 등을 부각시켜 관광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시

각적으로 두드러진 경관과 이미지를 유희하는 흥미 중심의 키치적 관광이 

이뤄질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지역은 지자

체의 각기 다른 논리에 따라 키치화가 이뤄져 그 전개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장소성의 이중화,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모방, 경제

적 효용성 창조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9>참고). 

첫째, 세 사례지역은 지역의 본질주의적 장소성이 아닌 새로운 장소성을 

인위적으로 도입하여 장소를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두 장소성이 이중적인 구

조로 공존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에서 새로운 장소성이 

생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독일마을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

적으로 남해의 장소적 맥락과 무관하게 ‘독일’을 테마로 하여 독일교포의 

고국정착촌이라는 새로운 장소성을 창조하였다. 반면, 장림포구는 지자체의 

의도와 달리 소셜미디어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베네치아’와 유사한 풍경의 

장소로 관념적·상상적 이미지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지자체가 이런 장소 이

미지를 적극 수용하여 현장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킴으로써 ‘부네치아’라는 장

소성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흰여울마을은 지자체의 노후지역 재생사업에 의

해 ‘문화예술마을’이라는 새로운 장소성이 도입되었으며, 벽화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을 외관이 변화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산토리니’와 유사한 장소로 이

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흰여울마을은 장림포구와 달리 지자체가 이러한 상

징적·은유적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흰여울마을을 대표하는 장

소성으로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각 사례지역에서 키치화가 이루어진 배경과 맥락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독일마을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파독 광부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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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의 생애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키치화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장림

포구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창출된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장소를 

키치화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흰여울마을은 마을의 미관 개선 및 관광 상

품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키치화가 

제기되었다. 

지자체는 지역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관광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장소성을 구성하고 판촉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역의 공적 개발자이

기 때문에 지역이 지닌 본질주의적 장소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활용가치

를 창출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도입된 장소성이 기존의 

장소성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공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일마을은 주로 ‘독일’을 내세워 장소를 판촉하고 있지만, 마을축제

에서 남해의 특산물을 함께 광고함으로써 상호 홍보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

다. 장림포구 또한 ‘부네치아’를 관광지명으로 공식화하고 관련 관광시설물

을 조성하여 부네치아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지역 어

업인들의 수산물 위·직판장을 설치하여 포구로서의 장소성을 관광 콘텐츠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흰여울마을도 예술작가 입주, 벽화 조성, 영화기

록관 설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마을로서의 장소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있

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역량과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체성을 환기시키

는 공공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세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과 보존의 

양립을 시도함에 따라 기존의 장소성이 새로 도입된 장소성에 의해 소멸되

지 않고 내·외부적으로 병치된 상태로 지역의 실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둘째, 세 사례지역의 키치화 양상은 지자체가 이상화된 대상을 모방하려

는 의도성과 모방 방식의 정교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측면에

서 키치화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독일마을이 가장 두드러지고, 흰여울마을

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독일마

을은 지자체가 계획적·의도적으로 독일의 건축 양식과 문화적 특징을 모방

하여 독일과 유사한 장소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남해군은 마을 조성 계획

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세워 경관 이미지를 관리 및 

통제함으로써 모방의 정교성을 높이려 하였으며, 독일 건축물과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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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설물을 건립하고 옥토버페스트 등 독일의 대표적인 축제를 관광 콘

텐츠화하였다. 반면, 장림포구는 시계탑, 풍차 등과 같이 관광객의 소비 욕

구를 자극할 수 있는 이국적인 장소 기호들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유럽풍 이

미지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키치화가 이뤄졌다. 장림포구는 지자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치아를 닮은 풍경으로 포착된 우발적 사건

에 의해 ‘부네치아’라는 장소성이 형성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장소성을 강

화시키기 위해 베네치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모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

나 모방의 정교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테면 베네치아의 사진 이

미지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존을 설치하거나 리알토 다리를 형상화한 모형을 

이용하여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의 단순 모방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흰여울마을은 마을의 경관 개선을 위해 선진 사례로서 산토리니를 벤치마킹

하여 건축물을 채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다른 두 사례지역에 비

해 모방의 의도성과 정교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자

체가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한 것은 산토리니와의 외적인 유사성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효과를 인지하고 부분적·선택적인 모방을 시도하려는 암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세 사례지역은 공통적으로 장소의 경제적 효용성을 창조하기 위해  

소비주체의 수요에 맞춰 변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Moles(1971)와 우나미 아끼라(1991)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모든 대상은 

존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본래의 속성에 부가적인 것을 덧붙이면서 키치화

되고, 키치는 소비주체의 욕구와 정서를 자극시키면서 발전하고 더 견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장소 또한 존재가치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소비가치를 창출해야하는데, 세 사례지역은 소비주체의 관심

과 흥미를 유발할 장소의 이국성과 미학성을 강조하고 장식적인 요소들을 

덧붙임으로써 키치적 관광이 이뤄질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

한 물리적 변화는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에 창출된 관광수요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상인들과 함께 맞물려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경관이 다

양한 키치의 조형원리가 동원된 스펙터클로 채워지고 있다.

세 지역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림포구의 경우 관광가치를 창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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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하구는 ‘부네치아’에 대

한 새로운 관광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포구 자체의 본질주의적 장소

성보다는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경관과 관광시설물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부네치아’의 이미지에 맞게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색을 

입히고, 베네치아 사진 배경의 포토존, 리알토 다리 모형의 야외 공연장, 풍

차 모양의 화장실 등 이국풍의 관광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루프탑 카페와 야

간 경관 등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사하구가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데 

다양한 시설투자를 이어나감으로써 장소의 이국성과 미학성을 유희하는 키

치적 관광을 활성화할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마을은 남해군이 지역에 파독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이색적인 관광지로 차별화를 꾀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

고자 하였다. 군은 독일의 건축적 특징들을 차용하여 관광시설물을 조성하

고 독일교포 주민들이 독일식으로 주택을 건축하도록 설계 지침을 제시함으

로써 이국적인 경관을 상품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마을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주택 외관이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고 주

민들의 상행위를 금지하였다. 한편, 마을의 경계 밖에 외지인들이 독일과 

관련된 장식물을 이용하여 상업 경관을 형성하고 독일음식을 상품화함에 따

라 기호 소비를 통해 독일의 이국성을 유희하는 키치적 관광이 촉진될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흰여울마을은 초기에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

행되었던 벽화 사업이 점차 문화 상품화 및 관광 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지면

서 벽화의 규모가 마을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화려한 색채와 조형물로 경관

의 스펙터클이 보다 강화되었다. 흰여울마을도 외지인들이 운영하는 상업시

설들이 이국적인 장식물로 실내·외를 꾸미거나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건축

물을 채색함으로써 관광객의 시선을 포획할 시각적 장치들이 보다 다양해지

고 있다. 이처럼 흰여울마을은 피난민촌으로서의 본질주의적 장소성보다는 

경관의 미학성이 부각되어 이런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각적 유희 중심의 키

치적 관광이 이뤄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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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독일마을 장림포구 흰여울문화마을

유형 계획적 키치화 우발적 키치화 부분적 키치화

방식 관주도로 독일교포 유입을 통해 
독일풍 마을 조성

소셜미디어에서 구성된 
베네치아스러운 장소 이미지 수용

벤치마킹 기법을 통해 해외 유명 
관광지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모방

장소성의 
이중화

본질주의적 
장소성 남해 어촌마을 장림 포구 피난민 집단거주지

도입된 
장소성

파독 광부·간호사의
고국 정착지

부네치아
(부산의 베네치아) 문화예술마을

이상화된
대상의
모방

대상 독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그리스 산토리니 등

방법

  독일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관광 
시설 건립
  독일식 주택 설계 규정화
  옥토버페스트, 크리스마스마켓 개최
  상업시설의 독일풍 경관 조성 및 

독일음식 재현

  모든 건축물에 벽화작업 시행
  시계탑, 풍차 등 다양한 이국성 장치 

설치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Ponte di 

Rialto)를 본 딴 야외공연장 조성
  베네치아 사진 배경의 포토존 설치

  흰색, 파란색 등을 이용하여 건물 전
체를 채색하는 방식의 벽화작업 시행
  이국풍의 상업건축물 증가

경제적 
효용성
창조

관광 
상업시설

형성

  도이처플라츠 광장(독일문화체험
센터) 조성
  ‘독일어 캠프’ 개최
  카페 및 식당 증가

  맛술촌, 문화촌, 놀이촌 등 관광
공간 조성
  해양수산복합공간(부네치아 선셋 

전망대) 건립
  부네치아 테마거리 조성

  벽화의 범위 확대
  거점안내센터 및 영화기록관 조성
  전망대 설치
  카페 증가

주민의 
관광 

의존도

  민박 및 소규모 점포 운영
  2021년 상반기부터 독일마을 

내 영업행위 부분적 허용
  수산물 위·직판장 및 식당 운영

  마을생활협동조합에서 간이식당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개인이 운영 
  거점센터 내 카페 운영
  마을해설사 및 여울지기로 활동

<표 3-9> 연구대상지의 키치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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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블로그의 관광 담론 형성 

제 1 절 관광담론 생산주체로서 블로거의 속성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담론은 일상적 차원에서 작동하지만, 동시에 블

로그는 관광의 정보원으로 기능함으로써 잠재관광객에게 특정한 이데올로기

를 전달하고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관광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앞

서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봤듯이, 블로거들은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보

여주지 않고 자신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변형시켜 사회적 공간에 외부화한

다.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구성된 관광 담론은 잠재관광객에게 미지

의 장소인 관광지에 대해 특정한 시각을 구성하여 이들의 인식과 관광 활동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블로그에서 장소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론을 생산

하는 주체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블로거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과 블로그 포스팅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욕구나 심리를 파악한다면, 블

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을 이해하는 데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가능

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례지역을 포스팅 한 블로거와 인터뷰를 시행하였

으며 인터뷰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표 4-1>과 같다. 인터뷰대상

자의 속성이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연령과 성별을 다양하게 구성하

고자 하였으나, 분석대상 블로그의 운영자 성별이 여성의 비율이 높아 인터

뷰대상자 또한 여성 블로거가 상대적으로 많게 선정되었다. 그리고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이들이 블로그를 통해 관광 정보를 습득할 때 

‘인플루언서’인 블로거가 제공하는 정보와 일반 블로거의 정보 간에 차별성

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인플루언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뷰를 요청

하였는데, 인터뷰참여자 가운데 B13은 인플루언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블

로거들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블로그를 휴면상태로 두기도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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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실질적인 블로그 운영 기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로그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5년 이상의 장기 

운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ID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블로그 
운영기간

독일마을

B1 30대 여 서울 주부·프리랜서 10년

B2 30대 남 성남 무직 7년

B3 40대 여 부산 사무·관리직 5년

B4 40대 여 안양 주부·프리랜서 15년

장림포구
부네치아

B5 20대 여 창원 사무·관리직 7년

B6 30대 여 부산 사무·관리직 1년

B7 50대 여 부산 주부·프리랜서 10년

B8 50대 남 대전 공무원 6년

흰여울
문화마을

B9 20대 여 용인 사무·관리직 9개월

B10 20대 여 창원 사무·관리직 5개월

B11 30대 여 군위 무직 12년

B12 50대 여 서울 전문직 10년

B13 50대 여 부천 자영업 13년

<표 4-1> 블로거 인터뷰대상자의 기본 정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일상과 여행에 대한 기록과 정보 공유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런 목적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여행 경험을 블로그를 통

해 정보화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관광을 곧 블로그 콘텐츠의 생산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즉, 블로그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기록이 정보로서 이용될 것을 예측하면서 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40~50대 여성 블로거 중에는 임신과 육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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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아정체성

을 찾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는데, 최초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독자와의 관계 형성과 인지도 상승에 의

해 점차 정보 제공의 목적이 강해지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블로거들은 블

로그에 자신의 여행 과정을 서술하면서 위치, 주차장 및 편의시설, 동선 등

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보들, 이를테면 아

이를 데리고 갈 때 필요한 정보라던가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

법이나 기념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와 촬영 노하우 등을 알려줌으로써 독자

가 관광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거들은 포스팅 할 장소를 선정할 때에도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기가 많은 장소를 방문하거나 유행

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를테면 블로거 B5가 ‘요즘 핫플레이스니까 

나도 가봤다 그런 생각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하여, 블로거들의 포스팅 행

위에는 이런 장소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문화적 자

본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는 온라

인상에 자신이 방문한 핫플레이스에 대한 글이 ‘아직 많이 없어서 블로그에 

남기면 좋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블로거들은 새로운 인기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로거 B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유명 관광지는 대중의 관심이 높고 장소 정보에 대한 수요 또한 많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 대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게시물의 조회 수와 방문 

횟수를 늘려 블로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에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블로그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이상화된 정체성을 구현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정남호·한

희정, 2012; Lo et al., 2011; Lee, Reid & Kim,  2014), 관광지의 사회적 

명성과 인기를 그 수단으로 동원함으로써 대중에서 유행을 전파 또는 확산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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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네치아는 아직 글이 많이 없어서 블로그에 남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어서 쓴 거였어요. 그리고 요즘 핫플이니까 ‘나도 가봤다’ 그런 생각
으로 쓴 것도 있고요.” (B5, 20대, 여)

“사실 독일마을은 개인 사진이 많아서 올릴까 말까 그랬었는데 제가 정보
를 좀 주고 방문자를 늘게 하려고 올린 거였어요, 남해 여행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곳을 찾아 볼 테니까요.” (B1, 30대 여)

블로거들은 시각적으로 미학성이 두드러진 장소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

고, 블로그에 게시할 만한 사진 이미지들을 확보한 관광지를 포스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블로거 B9는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블로그에 

올리기 좋겠다’는 생각으로 관광지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블로거의 관광행위는 블로그 운영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관광

지의 미학성이 목적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블로그거가 자신의 관광 경험을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로 삼을 수 

있는 풍부한 사진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 미학적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장소는 포스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블로거는 대중이 기대하는 것을 내면화하여 블로그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그에서 보고 사진 찍기 좋겠다 그런 생각에 간 거였어요. 여기는 예
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블로그에 올리기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간 것도 있어요.” (B9, 20대 여)

블로거들의 포스트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포스트를 작성하는 데 걸

린 시간은 하루 이상을 소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약 

1~2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로거들은 관광지를 방문한 날

로부터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블로그에 포스팅 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4-2> 참고). 이처럼 블로거들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

정 시간이 지난 후에 관광지에 대해 포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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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에 따라 기억을 인출하면서 이야기를 서술하며, 이에 포스트는 관광

지에서의 물리적 이동과 장소의 경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블로거들은 B9의 진술과 같이 포스트의 내용을 크게 방

문 계기 및 관광지 소개, 관광지에서의 자신의 관광활동, 방문 소감 및 추

천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광지에서 겪은 경험을 서술

한 내용이 포스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관광지의 

경관 이미지에 대한 해석과 관광지에서 행한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

낀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다. 그리고 포스트에 자신의 방문 소감을 덧

붙이면서 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만족도를 서술하고 독자에게 추천 

여부와 이유를 밝힌다. 블로거 B1의 진술문에서 드러나듯, 블로거들은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지가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판단하여 관광 측면에서 장소의 성격을 규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블로거들은 관광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길 추천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 음식을 드셔보길 추천합니다” 

등의 권유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잠재관광객의 관광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반에는 위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동선 순서대로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 밑에 그것에 대한 정보나 제 느낌을 쓰고 마지막에는 이런 점 때문에 
추천한다고 정리해서 쓰는 형식으로 올려요.” (B9, 20대 여)

“전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한다’ 이런 거는 좀 강조를 해주고, 정
보가 될 만한 부분이랑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이런 분들이 가면 좀 
실망하고 이런 분들이 가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걸 강조해주는 편이예
요.” (B1, 3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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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ID 포스팅 소요시간 포스팅 시점

독일마을

B1 4시간 6개월
B2 2시간 3일
B3 30분 3개월
B4 3시간 4일

장림포구
부네치아

B5 30분 3일
B6 1시간 1년 6개월
B7 4일 1년 5개월
B8 1시간 1개월

흰여울
문화마을

B9 30분 1주일
B10 3시간 3주
B11 1시간 3주
B12 2시간 1개월
B13 2시간 5개월

<표 4-2> 블로거의 포스팅 소요시간 및 시점 

블로거가 장소를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블로그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관광 경험을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의 수많

은 장소 경험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어 선택과 배제 과정을 거쳐 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거 B10의 진술문에서 드러나듯, 블로거들은 

독자에게 관광지의 장소적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경

관 이미지를 통해 장소를 재현하고, 관광지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중심

으로 개인적인 느낌과 감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1의 진술처

럼 내용을 구성할 때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블로그 매체가 지닌 구조적 특성과 독자와

의 이해관계 속에서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곳의 느낌이 전달만 될 수 있으면 올려요. 
(…) 먼저 올릴만한 괜찮은 사진들을 편집해놓고 그 밑에 제가 느꼈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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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코멘트 달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요.” (B10, 20대 여)

“네이버 블로그에서 좋아하는 사진 수랑 기본 글자 수가 있어요. 사진은 
20장에서 50장 사이, 글은 500자 이상은 쓰라고 하거든요. 뭐 꼭 답이 있
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글이 너무 길면 보는 사람이 좀 지치잖아요. 그러
니까 좀 특징적인 것들이랑 인상 깊은 것 위주로 쓰죠.” (B1, 30대 여)

또한 블로거들은 포스트를 작성할 때 관광지의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 장

소적 정체성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관광지로서 매력이 돋보이는 시각적 요소

들에 주목하여 미학성이 두드러진 경관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블로거 B11과 B4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블로거들은 관광지

에서 다양한 사진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미학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그 가운

데 가장 미적으로 우수한 사진을 선정한 후, 일련의 편집 과정을 거쳐 블로

그에 포스팅한다. 즉, 블로거들은 장소를 현실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미관

을 해치는 요소는 제외시키거나 보다 미학적으로 장소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구도와 앵글, 색감 등을 조정하여 편향된 방식으로 표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는 블로거의 시선에 따라 연

출과 가공이 가미된 모종의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블로그에는 

장소의 미학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최고’의 장면이 공유되는데, 이런 

사진은 관광의 구성요인으로서 시각 문화의 기호와 이미지로 작용할 수 있

다.

“제가 봤을 때 예쁜 사진, 예쁜 풍경 그런 것들 위주로 올린 것 같아요. 보
여주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예뻤던 모습이기도 한 마음에 
드는 곳의 사진들을 올렸어요.” (B11, 30대 여)

“사실 저도 다른 블로그를 봤을 때 사진이 예쁜 걸 보고 싶거든요. 대충 
찍은 사진들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편집도 좀 하고 
예쁘게 찍힌 거나 ‘아 여기선 이런 사진 찍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좀 올려요.” (B4, 4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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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이 포스팅 할 장소의 미학적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블로

그를 통해 자신의 관광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의 내면에 과시의 욕구가 내포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거들은 B7의 진술과 같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관광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고 설명

하였으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혹은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 이

미지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블로거 B4는 ‘다른 블로

거와 비교해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찍어보겠다는 도전 정신이 생긴다’고 

설명하여 이들의 포스팅 행위에 경쟁 심리도 일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런 점에서 블로그는 자신을 표현하고 남과 다른 차별성을 드러

내는 전시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블로거가 타인에게 보여질 콘텐츠의 이미

지,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함으로써 블로그에서의 장소 재현은 

관광지가 지닌 정체성이나 장소적 의미보다는 경관의 미학성이 더욱 강조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그 하면서 확실히 사진을 더 열심히 찍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포스팅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엄청 찍거든요. (…) 찍은 것 중에 
‘아 이거 작품이다’ 싶은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올려요. (…) 그런 사진이 있
으면 더 포스팅 하고 싶어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사진이 별로 안 
나오면 포스팅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B7, 50대 여)

“아무래도 제가 블로거다 보니 사진 찍을 때 내가 이 장소를 다른 블로거
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찍어보겠다는 약간의 도전 정신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B4, 40대 여) 

블로그에서 장소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는 대체로 긍정적인 감성의 어휘

로 구성되고 만족스러운 경험들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블로거들은 만족스러운 관광 경험에 대해서는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포스트 내용이 더 풍부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블로거들은 관광 행위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기에 관광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없다고 진술하거나, 블로그는 개인의 추억과 좋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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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기록하는 공간이므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장소는 포스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부 블로거들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솔직하게 서술한다고 설명하였지만, 블로거 B7이 

진술한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을 크게 부각시키기 않거나 한두 문장으로 간

략하게 기술하여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블로거 B8은 아래 진술문과 같이 의도적으로 관광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블로그 포스팅이 지역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블로거들

은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이 관광 영역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하

여 현장에서 겪은 장소 경험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측면

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가 느꼈던 감정 위주로 쓰니까 솔직하게 쓰려고 하고 안 좋은 부분
들은 어딘가에 티 안 나게 살짝 써요.” (B7, 50대 여)

“전 제가 간 장소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하거든요. 불만족스러운 건 
살짝만 언급하고, 그것도 나쁘게 말하진 않고 좀 아쉬웠다 그렇게 쓰죠. 왜
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야지 거기가 더 활성화되고 할 테니까요.” 
(B8, 50대 남)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장소에 대한 재현의 담론

과 행위에 대한 수행의 담론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재현의 담론은 장

소의 이미지를 실제보다 미화시켜 잠재관광객의 기대와 관심을 유발하고, 

미학성이 두드러진 특정 경관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대표적인 기호로 상징화

하게 된다. 수행의 담론은 블로거가 자신의 경험지식을 이용하여 잠재관광

객들이 관광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장소를 경험해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지를 가르쳐줌으로써 관광의 교육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블로거들은 명

성과 유행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장소 경험을 행하고, 블로그

를 통해 이를 과시함으로써 잠재관광객이 유행에 참여하는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Liu, et al., 2019). 이처럼 블로그는 장소가 지닌 정체성이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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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독특성과 미학성을 지닌 경관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표상화하고 장소

의 소비 방식을 흥미 중심으로 구성함에 따라 블로그를 통해 관광 정보를 

습득하는 잠재관광객의 키치적 관광 수행을 유도하거나 촉진시킬 가능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절에서 블로그 분석을 통해 각 사례지역

에 대한 관광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담론

이 어떻게 키치적 관광과 영합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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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남해 독일마을: 이국적인 독일 테마관광지

1. 장소의 기호 생산: 독일식 음식과 주택

블로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사진 이미지는 장소의 특정 부

분을 강조하며, 이런 강조는 장소를 상징하는 기호로 발전하게 된다. 블로

그에서 남해 독일마을이 어떤 장소 요소들을 중심으로 재현되며 무엇이 기

호로서 상징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여 주요 명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명사 키워드에 대해 TF-IDF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위 

50개 키워드의 상대빈도를 측정한 결과(<표 4-3> 참고), ‘카페’, ‘맛집’, ‘메

뉴’, ‘주문’, ‘음식’, ‘식당’, ‘식사’ 등과 같이 주로 먹는 행위와 관련된 키워

드들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일마을에서는 주로 독일을 대표하는 음식

인 ‘맥주’, ‘소시지’, ‘슈니첼’, ‘슈바인학센’을 비롯하여 ‘커피’, ‘피자’ 등이 

소비되고 있으며, ‘크란츠러’, ‘완벽한인생’, ‘쿤스트라운지’, ‘부어스트라덴’ 

등의 음식점에 대한 서술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파독전시관’, 

‘광부’, ‘간호사’, ‘파독’ 등과 같이 독일마을의 조성 배경을 나타내는 키워드

와 ‘사진’, ‘바다’, ‘풍경’, ‘분위기’, ‘느낌’, ‘구경’, ‘건물’ 등 마을 경관과 관

련된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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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상대빈도 No. 키워드 상대빈도
1 남해 326.38 26 분위기 58.30
2 독일마을 293.41 27 시간 58.24
3 맥주 225.53 28 주차장 53.29
4 독일 222.70 29 커피 53.21
5 카페 164.40 30 방문 49.57
6 소시지 134.35 31 구경 49.37
7 여행 113.68 32 물건리 47.57
8 맛집 111.94 33 파독전시관 46.98
9 크란츠러 106.35 34 광부 45.39
10 완벽한인생 97.58 35 피자 45.01
11 마을 89.41 36 부어스트라덴 44.88
12 사진 88.48 37 풍경 44.74
13 쿤스트라운지 88.12 38 주차 44.26
14 메뉴 77.45 39 건물 42.49
15 남해군 74.02 40 펜션 42.36
16 바다 72.89 41 추천 42.21
17 주문 72.48 42 테라스 41.22
18 음식 71.33 43 날씨 41.02
19 사람 68.90 44 간호사 40.89
20 삼동면 67.02 45 브런치 39.72
21 슈니첼 64.91 46 식당 39.33
22 축제 63.19 47 가족 36.79
23 느낌 60.95 48 멸치 36.04
24 경상남도 58.71 49 파독 35.98
25 학센 58.40 50 식사 35.68

<표 4-3> 독일마을의 상위 50개 명사 키워드의 상대빈도

앞서 살펴봤듯이, 블로거들은 독일마을에서 접한 모든 장면을 블로그에 

공유하지 않으며 특징적으로 인식한 경관들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게시하

는데, 블로그에서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사진 이미지는 장소의 특정한 속성

을 부각시켜 상징성을 만들어낸다. 이에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의 빈

도 분석을 실시하여 독일마을을 대표하는 장소 요소들을 파악한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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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참고), ‘광장’과 관련된 사진 이미지가 221개로 가장 많았다.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는 ‘광장’을 언급하는 빈도가 낮았지만 블로거들은 광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 이미지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광장’ 

이미지의 등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광장에 위치해 있는 파독전시관, 

독일식 식당, 기념품 판매점 등 다양한 관광편의시설이 ‘광장’의 범주에 포

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로거들은 광장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서술은 하

지 않더라도 <그림 4-1>과 같이 광장의 전경을 다각도에서 촬영한 여러 사

진을 이용하여 독일마을의 관광시설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광

장은 주차장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블로거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그림 

4-2>와 같이 광장의 아치형 문을 배경으로 방문을 기념하는 인물사진을 촬

영하고 이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4-3>, 

<그림 4-4>처럼 광장의 조형물이나 포토존을 이용하여 촬영한 인물사진을 

공유하였는데, 오크통과 같이 독일을 연상시키는 조형물들은 독일마을의 독

특한 기호로서 포착되고 관광의 기념 대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처럼 광장은 독일마을에 방문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 이용되어 마을의 정문 또는 입구로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림 4-1> 독일마을 광장 전경
출처: https://blog.naver.com/babelkim
/221947153856 (접속일:2021.08.26.)

    
<그림 4-2> 광장 입구

출처: https://blog.naver.com
/valuable777/222109404920 
(접속일: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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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오크통 마차 조형물
출처: https://blog.naver.com/zaawoo/
222035930830 (접속일:2021.08.26.)

    
<그림 4-4> 포토존 판넬

출처: https://blog.naver.com/c0_0c/2221
30027428 (접속일:2021.08.26.)

다음으로, 텍스트마이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독일마을은 식당이나 카

페를 이용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식당 및 카페’ 사진의 게시 

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블로거들은 주로 상업시설의 외관, 내부 

시설, 실내 장식, 음식 등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수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상업시설의 세련된 인테리어나 시선을 사로잡는 

장식물이 주요 포착 대상이 되었으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독일 캔맥주나 

소시지, 베이커리 등의 상품을 소개하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블로그

에 게시된 사진 가운데 ‘식음료’ 사진도 110개로 나타나 이들을 합하면 사

실상 먹는 행위와 관련된 사진 이미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음료 사진은 ‘맥주’와 ‘소시지’를 비롯한 독일 음식들이 대다수

였는데, 블로거들은 자연스러운 식사 장면을 촬영하기보다 식사 전 음식을 

피사체로 세팅하여 구도와 각도를 조절하면서 정돈된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그림 4-5>처럼 맥주잔을 부딪치는 듯 연출된 사진을 게시하

기도 하였다. 또한 블로거들은 <그림 4-6>과 같이 독일마을의 이국성이 드

러나는 경관을 배경으로 식음료를 배치하여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장소와 음

식의 관계성과 상징성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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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독일마을 맥주
출처: https://blog.naver.com/hp0210/
222004073620 (접속일:2021.08.26.)

    
<그림 4-6> 광장 전경과 독일음식

출처: https://blog.naver.com/bb00dd/2
22015146669 (접속일:2021.08.26.)

‘독일식 주택’을 찍은 사진은 156개로 세 번째로 게시 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블로거들은 붉은 지붕의 독일식 주택을 독일마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경관으로 바라보고 <그림 4-7>과 같이 

주택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에 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로

거들은 정원이 있는 주택의 모습을 독일식 주택의 특징으로 인식하여 <그

림 4-8>처럼 집집마다 꾸며놓은 정원을 인상 깊은 장소 요소로 공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의 보편적인 주거공간과 대비되는 특징들이 독

일마을의 이국적이고도 이색적인 경관으로 포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7> 독일마을의 주택 경관
출처: https://blog.naver.com/00sweetlove/
221955190589 (접속일:2021.08.26.)

    
<그림 4-8> 정원 경관

출처: https://blog.naver.c
om/aprilsong19/22160035
7403 (접속일: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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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은 지대가 높아 마을에서 물건방조어부림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바다’를 찍은 사진이 93개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선호도가 높

은 자연 경관이기 때문에 마을 길, 전망대, 카페 등 여러 장소에서 포착되

어 블로그에 공유되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독일마을 전경과 바다 풍경을 

촬영한 사진은 85개로 나타났는데, 이곳에서 동일한 구도로 마을 경관을 포

착한 사진들이 블로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이를 ‘독일식 주택’ 혹은 ‘바

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망대’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블로거

들은 이 전망대에서 관찰자적 시점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bird's-eye view)

할 수 있고 이국성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삼각 지붕이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프레임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경을 담은 사진을 독일마을의 상징적 

경관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림 4-9>와 같이 이 경관

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물사진을 다수 게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각종 안내지도 및 안내판 사진은 61개로, 블로거들은 

이런 사진을 게시하면서 독일마을 내 주요 시설의 위치, 독일마을의 조성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독일마을 기념비 및 표시석 사진은 34

개로 나타났는데, <그림 4-10>과 같이 이곳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표지석이 마을의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전망대에서 촬영한 
관광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bow_land
/221948311881 (접속일:2021.05.22.) 

    

<그림 4-10> 마을기념비를 이용한 
관광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ldv1004/22
2146436189 (접속일: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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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항목 빈  도

광장

광장 전경 119

221

오크통 마차 조형물 22
바이로이트(음식점) 21
파독전시관 18
독일식간이음식점 14
독일마을 포토존 판넬 10
경로당 7
추모공원 6
독일공방 4

식당 및 카페

상업가 전경 27

179

크란츠러 25
쿤스트라운지 20
완벽한인생 19
쿤스트베이커리 19
부어스트라덴 15
비스트로점포 14
펠리스 13
옥토버하우스 10
당케슈니첼 6
램스하우스 5
버디베어 4
부어스트퀴세 2

독일식주택
주택가 전경 93

156독일주택 60
독일주택 정원 3

식음료18)

맥주 18

110
소시지 13
맥주와 소시지 10
슈니첼 6
기타 63

바다
주택과 바다 57

93논과 바다 21
바다 전경 15

전망대 독일마을 전경 85

안내판
안내지도 33

61안내판 18
푯말 10

기념비 및 표시석 - 34
숙박시설 - 34

<표 4-4>  독일마을의 주요 사진이미지(빈도수 30이상)

18) 블로그에 5회 이상 게시된 사진만 표기하였으며, 그 외의 사진은 ‘기타’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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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살

펴보면, 사진 이미지는 식당/카페, 광장, 독일식 주택, 바다, 전망대 등의 사

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그림 4-11>참고), 텍스트는 음식명, 식당 및 

카페의 상호, 주택 경관, 파독전시관, 주차 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뤘

다. 특히, 독일마을에서는 음식 관광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위 

50개의 명사 키워드 가운데 음식, 식당 상호, 먹는 행위와 관련된 키워드가 

18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음료를 포함한 식당 및 카페의 

사진 이미지가 블로그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블로그에서 독일마을이 음식을 소비하는 장소로 재현되고 있고 독일

음식이 지닌 대표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11> 독일마을을 대표하는 장소 기호의 위치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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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마을을 상징하는 장소 요소들을 선별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독일스럽지 않거나 이국적인 분위기를 저해하는 마을의 현실적인 모

습, 이를테면 관광객들, 편의점, 한국식 간판, 남해 특산품 등은 배제하고 

독일음식, 독일식 주택, 광장, 전망대 등을 중심으로 마을을 재현함으로써 

이들을 독일마을의 상징물로 기호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블로거는 독

자에게 보여줄 만한, 혹은 현장에서 볼만한 대상을 선택적으로 포착하는데, 

독일마을은 이국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관광적 표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한 블로거들은 미시적 차원에서도 독일국기, 병정, 맥주통 등과 같이 독일

의 정형화된 이미지와 일치하는 기호를 포착하여 마을의 독일스러움을 부각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4-12>, <그림 4-13> 참고). 한편, 블로거들

은 독일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더라도 독일마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거

나, 독일마을에 방문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호들을 포착하는 모습

을 보였는데, 이를테면 독일마을의 표지석, 주소판, 심지어 독일마을이라고 

쓰여진 하수구 뚜껑 등과 같은 장소 기호들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블로그에 

공유하였다(<그림 4-14> 참고). 한편, 텍스트마이닝과 사진 빈도분석 결과

에서 독일교포의 거주공간으로서 마을의 장소성을 재현하는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블로거들은 이곳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지로 조성되었다는 마을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뿐, 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마을을 해석하는 텍스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관광지로서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4-12> 독일국기 
장식물

출처: https://blog.naver.com
/bl85219/221944579641
(접속일:2021.08.26.)

 

<그림 4-13> 병정 장식물

출처: https://blog.naver.com
/bl85219/221944579641
(접속일:2021.08.26.)

 

<그림 4-14> 독일마을 
하수구 뚜껑

출처: https://blog.naver.com
/valuable777/222109404920
(접속일: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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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블로거들의 장소 재현 방식을 살펴본 결과, 블로거들은  

블로그에서 자신이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거나 느낀 바와 다르게 독일스러

운 장소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거 B2는 인터뷰에서 

독일마을에서 ‘독일’ 마을로서의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설명했지만, 

블로그에는 자신이 독일을 여행하였을 때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남해 독

일마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묘사하였다. 또한 이 블로거는 독일마을이 ‘인

위적으로 꾸며진 놀이동산의 느낌이 들어 실망스러웠다’고 진술하였는데, 블

로그에는 ‘곳곳이 포토존 같이 느껴져 놀이동산에 온 느낌이 들었다’고 기

술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표 4-5> 참고). 이는 독자

의 흥미를 끌기 위해 블로그에서 장소를 현실 그대로 서술하지 않고 재미와 

상상의 요소를 가미하여 보다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이 블로거는 독일마을에서 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 “거기서 먹은 

소시지가 맛있었던 게 제일 만족스러웠고 전망대에서 본 뷰가 두 번째로 만

족스러운 점이었다”고 진술하여, 비록 독일마을의 인위성에 실망감을 느끼

더라도 음식의 맛이나 경관의 신기성을 유희하는 측면에서는 만족감을 표하

였다. 또한 독일마을은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방문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블로그에서 독일마을은 블로거와 독자 

간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마을의 명성과 이색성에 관광가치를 인식하는 블로

거의 성향에 의해 실제보다 매력성과 환상성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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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소 경험에 대한 인터뷰 블로그 내러티브

독일스러움
강조

양평 펜션이나 미사리에 있는 
카페들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그냥 외관을 봤을 때 전체적으
로 지붕이 붉은 것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 좀 특이하지만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을 못 느
꼈어요. 

(실제 독일에서 찍은 사진과 비
교하며)신기하게도 지붕 컬러가 
비슷해 보입니다. 또 가고 싶네
요..ㅎㅎ 독일마을도.. 진짜 독
일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 있
을 것 같은데요?ㅎㅎ

완곡어법
사용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좀 
많이 인위적으로 꾸며진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 거기가 실
제로 독일 자재들을 가져와서 
지은 거라고 하는데 제 느낌에
는 좀 인위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인지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느낌은 있
었습니다. 그냥 건물들이지만 
곳곳이 포토존이었어요. 뭔가 
놀이동산 온 느낌도 들었고요.

<표 4-5>  실제 장소 경험과 블로그 내러티브의 차이 비교

2. 관광 방식의 규정화: 독일음식을 소비하는 이국적 장소

블로그에서 독일마을의 대표적인 장소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광 

방식이 규정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추출

된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질적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먼

저 텍스트 데이터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출하여 단어 페어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측정하고, 빈도수가 50번 이상인 단어 페어들을 등장순서에 따

른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네트워크에서 고유벡터 중심성

이 높은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표 4-6> 참고), ‘먹다’, ‘맥주’, 

‘맛있다’, ‘소시지’, ‘메뉴’, ‘카페’, ‘주문’, ‘음식’, ‘맛집’, ‘슈니첼’ 등이 도출

되었다. 이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모듈 방식으로 분석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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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한 결과는 <그림 4-15>와 같으며, 키워드들은 총 23개의 모듈로 분류

되었고 모듈성 값은 0.4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상위 다섯 개의 모듈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

시하였다. 

No. 키워드 고유벡터 
중심성 No. 키워드 고유벡터 

중심성
1 남해 1 11 많다 0.474816
2 독일마을 0.937521 12 카페 0.378439
3 독일 0.864922 13 완벽한인생 0.355566
4 먹다 0.82372 14 주문 0.350856
5 좋다 0.75636 15 사람 0.33909
6 맥주 0.720395 16 여행 0.323585
7 보다 0.599054 17 음식 0.318356
8 맛있다 0.508615 18 맛집 0.308664
9 소시지 0.506039 19 마을 0.298545
10 메뉴 0.477549 20 슈니첼 0.29116

<표 4-6> 독일마을의 상위 20개 키워드의 고유벡터중심성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비중(21.66%)을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모듈(보라

색)은 ‘남해’, ‘독일마을’과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페’, 

‘맛집’, ‘전망대’, ‘축제’, ‘추천’, ‘드라이브’, ‘숙박’, ‘숙소’ 등의 단어와 독일

마을 내 유명 식당의 상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카페’와 

‘맛집’은 ‘추천’과, ‘축제’는 ‘열리다’, ‘즐기다’와, ‘전망대’는 ‘보다’와 연결되

었다. 즉, 블로거들은 독자에게 ‘완벽한인생’, ‘쿤스트라운지’, ‘크란츠러’ 등

의 특정 카페와 식당 방문을 추천하고, 전망대에서 경관을 감상한 관광행위

들을 주로 서술하며, 독일마을의 맥주 축제를 즐긴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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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독일마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앞서 사진 분석에서 블로거들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의 사진 이

미지를 다수 공유하면서 상징적 경관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듯이, 

첫 번째 모듈에서도 ‘전망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에 전망대에 대해 서

술한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전망대를 ‘인생샷 찍는 

장소(D5)’, ‘포토 핫스팟(D47)’ 등으로 소개하면서 ‘예쁘고’,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의 소비가치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표 

4-7>과 같이 붉은 지붕의 주택 경관이 잘 드러나는 구도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사진을 건져서 좋았다/다행이다’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묘사하고 있다.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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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블로그에서 이 경관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묘

사되었으며, 독일마을 방문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을 한 블로거조차도 이 

경관에 대해서는 ‘예쁘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런 태도는 관광

대상의 진정성보다는 일상과의 차이에서 사고되는 ‘비일상성’이 관광의 중요

한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 Urry(199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전망대에서 

접한 빼어난 마을 경관은 독일마을의 진정성 여부나 상업성 문제와 관계없

이 비일상성을 추구하는 관광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

런 풍경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에 블로그에서 마을의 실제적 상황이나 장소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비일상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국적·미학적인 이미지의 소비가치가 강조됨으로써 

잠재관광객으로 하여금 경관 이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유발하고, 

이런 경관을 시각적으로 유희하는 키치적 관광을 유도할 가능성을 갖는다.

전망대에서는 이렇게 마을이 한 눈
에 내려다보인답니다! 멀리 푸른 바
다와 주황색의 지붕들이 옹기종기 
너무 예쁘죠?? 전망대에서 독일마을 
건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봤어
요 분위기 있죠??ㅋㅋㅋㅋ 남해여행
와서 인생샷 하나 건져서 너무 좋았
네요 ㅋㅋㅋ (D5) 출처: https://blog.naver.com/babelkim

/221947153856 (접속일:2021.11.12.)

주황주황 지붕이 포인트인 남해 독
일마을! 인스타등 SNS가 인기를 끌
면서 이곳 또한 인스타 포토 핫스팟
이 된 곳이죠! 도망다니던 율장군을 
겨우 잡아 누나와 독일마을을 배경
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 한장 건졌으니 다행이네요 (D47) 출처: https://blog.naver.com/ejin3j/22

1675467855 (접속일:2021.11.12.)

<표 4-7> 전망대 관련 내러티브와 사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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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모듈에 포함된 ‘숙소’, ‘숙박’ 키워드와 관련된 텍스트를 살

펴본 결과, 블로거들은 D25와 같이 ‘독일식 주택’에 대해 숙박을 해보고 싶

다고 표현하면서 독일과 관련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을 ‘독일에 간 

듯한’ 느낌을 주는 이국풍의 숙박시설로 소개하였다. 또한 블로거들은 D19

와 같이 숙박을 통해 이런 마을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블로그에서 독일식 주택은 

독일교포들이 정착한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 숙박시설로서 관광가치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 독일마을 숙소로 알려진 곳이라 이름만으로도 독일에 간 듯합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사진에 담는 것만으로 좋았지만, 언제 다시 가서 남해 독
일마을 슈니첼도 맛보고 남해 독일마을 숙박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
니다. (D25)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 까지 들더라고
요. 아기자기한 이 마을에서 살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저는 남해에 
작은집에 있어 그곳에 머물었지만, 다음에는 집이 아닌 남해독일마을에서 
숙박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네요. (D19)

전체 네트워크에서 17.33%를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로 모듈(초록색)은 

‘독일’을 중심으로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들이다. 이 그룹은 ‘광부’, ‘간호사’, 

‘교포’, ‘산업역군’, ‘파견’, ‘고국’, ‘경제’, ‘발전’, ‘기여’, ‘은퇴’, ‘귀국’, ‘터

전’, ‘파독전시관’ 등 독일마을의 조성 배경을 설명하는 키워드와 ‘이국’, ‘문

화’, ‘분위기’, ‘느낌’ 등과 같이 독일마을에 경관 이미지를 묘사하는 키워드

를 포함하고 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사용된 문장들을 확인한 결과, D6과 같이 독일마을의 공식 홈페이지나 남

해 관광 안내지 등에서 발췌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 대체로 유사한 단어

와 정제된 문장으로 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블로거들은 마을을 이

국적인 풍경지로 설명함과 동시에 ‘아픈 역사가 있는 곳(D40)’, ‘그리움의 

종착역(D42)’ 등과 같은 감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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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경제발전에 헌신한 독일 교포들의 정착촌으로서 마을의 모
든 주택이 독일식으로 지어져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으며, 남해의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다. (D6)

영화에서도 몇번 소재가 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
경을 가진 독일마을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D40)

코리아 엔젤, 파독간호사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이들이 돌아와 둥지
를 튼 그리움의 종착역이에요. (D42)

다음으로, 블로거들은 주로 ‘이국적’이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을의 경관 이미지를 미학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독일

마을 경관의 이국성을 ‘독일에 온 듯한’, ‘유럽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등으로 

묘사하고, 경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예쁜’, ‘멋진’, ‘인상적인’ 등의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블로거들은 경관 이미지를 묘사할 때 D9와 

같이 풍부한 감성어휘들을 사용하며 장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문학적인 

내러티브로 표현함으로써 경관의 미학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D49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마을이 해외여행

에 대한 대리만족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하면서 기호와 이미지를 통해 독일을 

대리체험하는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렌지빛 지붕의 건물의) 하얀색과 오랜지색의 조화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지? 그날 그 순간 그렇게 이뻐 보일 줄은... 초록빛 숲길 덕분에 눈과 
마음에 힐링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런 힐링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담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언제든 다시 또 다른 계절에 와보고 싶다는 생
각을 해봅니다. (D9)

정말 다른 나라 왔다 생각하고 댕기면 잼있음ㅋㅋ 비록 독일말은 못하지
만.. 해외를 못가니까 ㅎㅎ 독일 여행 가고픈 분들은 남해로 오이소 (D49)

한편, 블로그에 대한 질적내용분석 결과, 독일마을의 경관에 대해 긍정적

인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였지만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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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D33에서 

독일마을은 이국적이고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는 의미의 단어들로 표현되었

지만, 이 문장에는 풍경 감상 외에 할 거리가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밖에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독일마을이 상업적이고(D23), 혼잡하며, 할 

것/볼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표현은 대체

로 우회적·암시적으로 서술되고,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적어 텍스

트마이닝 분석에서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국적인 풍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는 점 때문에 유명해지기는 하였지만, 남해 독일마을 자체에서 구경할만한 
것들은 생각보다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랍니다. (D33)

남해독일마을을 5-6년만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상업화가 되어 있어
서 깜짝 놀랐다. 상점들도 있고 여행지 느낌도 좀 살려주면 좋을텐데 적당
히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상점들만... (D23)

전체 키워드의 16.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 번째 모듈(파랑색)은 

‘맥주’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로, 독일마을의 또 다른 대표 먹

거리인 ‘소시지’와 가장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맥주의 종류(에일, 

골든, 파울라너 등)나 맥주와 곁들이는 음식(안주, 피자, 버거, 학센 등) 키

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맥주는 ‘부드럽다’, ‘맛있다’, 

‘비싸다’ 등의 형용사 키워드와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키워

드와 관련된 문장들을 살펴본 결과, 블로거들은 D21처럼 독일마을을 맥주, 

소시지, 슈바인학센 등의 독일식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추천하고 독

일음식의 소비지로서 마을의 장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상업구역에서 독일음식을 소비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런 상징적 음식을 먹

음으로써 마치 독일여행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하거나(D2),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독일마을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D19) 음식 관광을 유도하고 독일마을에서의 관광 방식으로 규정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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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통 소세지를 먹어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웠답니
다! 남해여행에선 독일마을 가시면 슈바이네학센 두 번 드세요ㅠㅠ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D21) 

운전자들 빼고 독일맥주까지 마시니 이곳이 남해인지 독일인지 구분이 가
지 않을 정도였고요. 독일독일한 풍경에 더해 독일음식들까지 즐기고 나니 
국내에서 가성비 좋게 즐기는 해외여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D2)

남해 독일마을에서 즐겨야 할것 중 하나가 이곳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맥주
먹기 입니다. 소시지와 함께 드셔보세요. 여행의 재미 중 하나가 그 지역의 
맛있는 것 먹기 아닐까요? (D19)

전체 네트워크에서 13.72%를 차지하고 있는 네 번째 모듈(노랑색)은 ‘좋

다’라는 동사 키워드와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 그룹이다. 이 그룹은 ‘경치’, 

‘전망’, ‘풍경’, ‘바다’, ‘보다’, ‘예쁘다’, ‘아름답다’ 등의 마을 경관 관련 키

워드나, ‘사진’, ‘동영상’, ‘촬영’, ‘찍다’, ‘남기다’, ‘담다’ 등의 사진 촬영에 

관한 키워드와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키워드가 사용된 문장

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D2와 같이 아름다운 마을 풍경을 감상하고 사

진을 촬영하면서 장소를 경험한 행위를 긍정적인 내러티브로 서술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블로거들은 D11, D20과 같이 카페와 식당에서 바라 본 

바다 풍경을 ‘보기만 해도 시원한’, ‘행복한’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장소 요소로 묘사하면서 시각적 유희 대상으로서 독일마을의 풍경이 지닌 

매력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매랄드빛 바다와 주황색 독일식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언
제봐도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 걷다보면 곳곳에 사진이 예쁘게 나오
는 포토존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움은 두 배가 되는데요. (D2)

2층 야외 라운지라 바람도 불고 양옆 삼면이 뚫려 있어 좋더라구요.. 남해 
바다뷰를 보니 명당이 2층 야외라운지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오션뷰입니다 (D11)

썬베드에 누워 예쁜 마을과 제가 사랑하는 바다를 보며 딸과 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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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 보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D20) 

이 밖에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작지만, ‘여행’, ‘코스’, 

‘기족’, ‘필수’ 등의 키워드가 사용된 문장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독일

마을을 남해의 유명한 대표 관광지로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1, 

D12와 같이 남해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곳으로 독일마을

의 명성에 소비 가치를 부여하여 암묵적으로 독자 또한 이곳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문장이 확인되었다.

남해 독일마을은 유명한 핫스팟으로 여행길에 필수로 들리는 코스인데요. 
(D1)

남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남해 여행 필수 코스인 독일마을 꼭 넣으
시고요~ (D12)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독일마을은 <그림 4-16>과 같이 블로그에

서 ‘식당/카페’, ‘광장’, ‘독일식 주택’, ‘전망대’가 장소 기호로서 상징화되고, 

‘남해여행의 필수 코스’, ‘독일풍의 관광지’, ‘독일음식의 소비지’, ‘이국적이

고 예쁜 사진 명소’로 재현되면서 풍경 감상, 음식 소비, 사진 촬영 등이 이

곳의 관광 방식으로 담론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로거들은 남

해군이 부여한 파독 광부나 간호사의 고국정착지로서의 장소적 의미보다는 

이국적·미적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독일마을에 소비가치를 부여하

고 있다. Urry(2002)는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특정 경관의 이미지가 장소의 

기호로 작용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구축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블로그에서 독

일마을은 독일식 주택이 ‘이국적인’, ‘예쁜’, ‘독특한’, ‘개성있는’ 이미지로 

표상화되어 마을의 특징적인 기호로 상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

호는 잠재관광객의 시선을 구축하고 그들의 눈이나 카메라를 통해 경험되고 

소비된다(오정준, 2015a: 219). 또한 독일식 주택은 독일교포의 거주 공간

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기보다 이국적이고 이색적인 경관 이미지에 의해 기호

화되고, 독일풍의 볼거리이자 숙박시설로 소비 방식이 규정화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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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블로거들이 마을의 이국적·이색적인 경관 이미지에 관광가치를 부여하

고 이런 풍경을 소비하는 관광을 즐거운 경험으로 묘사함으로써 잠재관광객

으로 하여금 이국성과 미학성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하게 하고, 마을에서 이

런 경관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시각적으로 유희하는 키치적 관광을 수행하도

록 유도할 가능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블로그는 독일식 주택 경관뿐 아니라 독일음식 또한 관광 매력

물로 기호화하면서 이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상업시설 이용을 추천하는 내러티브는 대체로 마을 경계 밖

의 상업구역에 위치한 유명 식당과 카페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블로거들은 맥주잔을 부딪치며 독일음식을 즐기는 모습의 사진이나 독일

마을의 특징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음식 사진을 게시하면서 음식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블로그에서 독일음식의 정통성을 판단하거나 평가

하는 내러티브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블로거들은 독일마을에서 음식 소비를 

통해 독일에 대한 대리만족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블로거들은 ‘광장’과 ‘전망대’를 독일마을에서의 ‘인증샷’ 촬

영 장소로 기호화하고 있고 있다. 이들은 광장의 아치형 문, 오크통 마차 

조형물 등과 같이 독일을 연상시키거나 시각적으로 독특한 경관물을 배경으

로 촬영한 인물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독일마을의 방문을 기념하는 방식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망대에서 붉은 삼각 지붕의 독일식 주택들이 돋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예쁘고’,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으

로 표상화하여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의 대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미학적

인 경관 이미지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진을 독일마을의 ‘인증샷’으로 규정

화하고 있다. 이런 ‘인증샷’은 독일마을을 방문한 증거이자 이 장소를 소비

하고 경험한 문화적 자본을 드러내는 구별짓기의 수단으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폰의 보급 확

대로 관광지의 기념품보다도 이러한 사진이 중요한 가시적 증거로 상징성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블로거가 가르쳐주는 사진 촬영 방식과 노하우

들은 잠재관광객에게 유용한 관광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블로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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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관광지의 장소적 의미나 맥락과 관계없이 마치 사진 스튜디오처럼 

경관의 이국적·미학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유도할 가능성을 

갖는다.

<그림 4-16> 독일마을의 상징적 기호와 관광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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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산 장림포구: 이색적 사진 명소

1. 장소의 기호 생산: 알록달록한 어구창고

블로그에서 장림포구의 어떤 장소 요소가 기호로서 상징화되는지를 분석

하기 위해 등장 빈도가 높은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먼저 텍

스트마이닝을 통해 추출한 명사 키워드에 TF-IDF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위 

50개 키워드의 상대빈도는 도출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장림포구의 경

우, 지명을 제외하고는 ‘사진’이 가장 상위의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드론’, ‘촬영’, ‘배경’, ‘인생샷’, ‘영상’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포진

되어 있어 사진 촬영이 매우 중요한 관광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림포

구의 새로운 명칭을 의미하는 ‘부네치아’, ‘베네치아’ 등의 키워드와, 부네치

아라는 별칭이 붙은 계기를 마련한 어구창고와 관련된 ‘건물’, ‘색감’, ‘창

고’, ‘색깔’ 등의 키워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대포’ 해수욕장과 신평·

장림공단과 관련된 ‘공장’ 등의 키워드는 장림포구의 주변 환경을 의미하는 

키워드이며, 장림포구의 자연 환경과 관련된 ‘바다’ ‘풍경’, ‘하늘’ 등의 키워

드도 도출되었다. 이 밖에 장림포구의 먹거리인 ‘어묵’, ‘커피’와 방문시간을 

의미하는 ‘일몰’, ‘시간’ 등의 키워드가 확인되었으며, ‘산책’, ‘구경’, ‘체험’ 

등과 같이 관광 활동과 관련된 여러 키워드들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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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상대빈도 No. 키워드 상대빈도
1 부산 123.53 26 구경 18.02
2 장림포구 119.99 27 가게 17.61
3 사진 99.83 28 주차장 17.54
4 부네치아 70.82 29 배경 17.16
5 어묵 50.14 30 추천 16.85
6 베네치아 42.42 31 장림동 16.81
7 여행 39.75 32 코스 16.74
8 사하구 37.29 33 반대편 16.61
9 장림 35.78 34 하늘 16.39
10 건물 33.61 35 드론네이처 15.80
11 포구 33.01 36 인생샷 15.76
12 사람 30.62 37 맛술촌 15.76
13 다대포 28.63 38 커피 15.51
14 시간 27.00 39 다리 15.40
15 드론 25.39 40 색감 14.80
16 카페 24.95 41 기대 14.74
17 느낌 23.98 42 장소 14.53
18 전망대 23.71 43 영상 14.40
19 날씨 23.31 44 바람 14.28
20 주차 21.61 45 창고 14.14
21 풍경 20.54 46 체험 14.01
22 바다 19.94 47 공장 14.00
23 촬영 19.53 48 버스 13.59
24 산책 19.20 49 주변 13.50
25 일몰 18.30 50 색깔 13.40

<표 4-8> 장림포구의 상위 50개 명사 키워드의 상대빈도

장림포구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9> 참고), 알록달록한 색채의 ‘어구창고’ 사진이 326개

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7> 참고). 

블로거들은 원거리에서 어구창고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거나 어구창고의 색

감이 부각시켜 근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장림포구는 주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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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키워드로도 드러났듯이, 알록달록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

을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있어 인물사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블로거들은 어구창고와 포구가 어우러진 모습을 베네치아에 비유하기

도 하는데 이 ‘포구 전경’ 사진은 219개로 두 번째로 게시 빈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그림 4-18> 참고), 일부 블로거들은 자신이 과거에 여행

한 이탈리아 부라노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4-17> 어구보관창고 
출처: https://blog.naver.com/kakoi77/
221934125059 (접속일:2021.08.26.)

    
<그림 4-18> 장림포구 전경

출처: https://blog.naver.com/djkkll123
3/222022006419 (접속일:2021.08.26.)

‘시계탑’ 사진은 117개로 나타났는데, 이 건축물은 풍차 모양의 화장실과 

함께 장림포구의 이국성을 드러내는 장소 기호로 포착되고 있으며 관광객들

은 이런 건축물을 배경으로 인물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시계탑의 경우 

<그림 4-19>와 같이 건축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있도록 포구의 

반대편에서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 주를 이룬 반면, 풍차 모양의 화장실

은 <그림 4-20>처럼 건축물 아래의 공터에서 풍차 경관을 배경으로 인물사

진을 촬영한 사진이 많았다. 이런 사진들은 모두 건축물의 특징적인 경관이 

카메라의 프레이밍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하게 담아내거나 중앙에 위

치하게 함으로써 이국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특징을 보인다. 장림포구의 

상업시설인 ‘맛술촌’ 사진은 93개로 나타났으며(<그림 4-21> 참고) 여기에

는 어묵, 떡볶이, 커피 등 장림포구의 먹거리를 소개하기 위한 정보성 사진

과 자신이 먹은 식음료를 인증하는 사진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관광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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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망대 내 카페에서 구매한 식음료를 촬영하거나, <그림 4-22>와 같이 

포구를 배경으로 식음료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식음료의 이

미지를 연출하는 모습이 나타나, 이러한 사진을 ‘맛술촌’ 사진으로 범주화하

지 않고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측정하였으며, 관련 사진은 총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시계탑 건축물
출처: https://blog.naver.com/hloveh01/2220
69976565 (접속일:2021.08.26.)

    

<그림 4-20> 풍차 모양의 
공중화장실 

출처: https://blog.naver.com/
bomsworld_/222085391034 
(접속일:2021.08.26.)

 
<그림 4-21> 맛술촌 전경

출처:  https://blog.naver.com/rhksgn
/221994822934 (접속일:2021.08.26.)

    
<그림 4-22> 식음료 인증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wlsgml8
50/221909209316 (접속일: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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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포구의 위치 및 시설 정보가 담긴 ‘안내판’ 사진은 총 68개로, 블로

그에 정보성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림포구 곳곳에 

설치한 조형물(<그림 4-23> 참고) 사진은 50개로 나타났는데 이런 조형물

은 평범하고 밋밋한 경관에 시각적 자극을 가미하는 장치로 작용하여 블로

거의 카메라에 포착되고 블로그에 공유되면서 장림포구의 이미지를 특징짓

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도구는 ‘부네치아’의 장소성을 가시적으로 구

현하기 위해 어구창고 뿐 아니라 상업시설 건축물도 다양한 색채로 칠하였

는데, 블로거들은 이처럼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건축경관 사진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으며 관련 사진은 총 47개로 나타났다(<그림 4-24> 참고). 

블로거들은 장림포구의 산책로(29개), 놀이터(19개), 길가에 피어있는 꽃

(12개) 등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관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대중매

체와 달리 블로그는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사소한 경관이더라도 개인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경관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사진은 화려한 스펙터클을 지닌 어구창고나 시계탑에 

비해 게시 빈도가 낮아 장림포구를 상징하는 기호로 대표성은 지니지 못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23> 공공미술 조형물
출처: https://blog.naver.com/soya1901
/222087948909 (접속일:2021.08.26.)

    
<그림 4-24> 부네치아 식당

출처: https://blog.naver.com/wlsgml85
0/221909209316 (접속일:2021.05.22.)



- 180 -

구  분 세부항목 빈  도

어구창고
맛술촌과 어구창고 166

326어구창고 133
분할컷 27

포구전경 - 219

시계탑 건축물
시계탑 16

117시계탑과 창고(벽화건물) 49
창고(벽화건물) 52

맛술촌 - 93

안내판

길안내 푯말 31

68
안내지도 27
장림포구 간판 8
기타 2

조형물
조형물 45

50
시계탑과 조형물 5

전망대 - 49

상가건물 - 47

풍차모양의
공중화장실

풍차화장실 14
44

풍차화장실과 창고(벽화건물) 30

산책로 - 29

벽화 - 23

어묵
어묵 12

22
어묵상점 10

식음료 - 21
놀이터 - 19
바다 - 16

전망대 카페 - 15
이탈리아 부라노 - 12

꽃 - 12
도색작업장 - 11

<표 4-9> 장림포구의 주요 사진이미지(빈도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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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어구창고의 사진 이미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계탑 건축물, 

조형물, 전망대, 상가건물, 풍차 모양의 공중화장실의 게시 빈도가 높았다. 

텍스트는 주로 어구창고와 관련된 사진, 건물, 배경, 인생샷, 색감 등의 키

워드가 도출되었고, 관광객의 주요 이용시설인 맛술촌, 전망대, 카페 등의 

키워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블로그에서 어묵, 공장 등의 사진 이미지

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텍스트의 등장 빈도가 높았고, 반대로 시계탑 및 

풍차 건축물은 주로 사진으로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이처럼 블로그에서 텍

스트로 강조되는 장소 요소와 사진 이미지로 부각되는 장소 요소가 다소 상

이하지만 이들을 종합하면, 가장 대표성이 두드러지는 어구창고와 맛술촌을 

중심으로 시계탑 건축물, 전망대, 카페, 풍차 화장실, 공공미술 조형물, 상가

건물이 장림포구의 장소 기호로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5>참고).

<그림 4-25> 장림포구를 대표하는 장소 기호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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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포구로서의 특징을 묘사하는 텍스트와 사진 이미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포구에서 작업하는 어민이나 어선을 피사체로 

하는 사진보다는 알록달록한 어구창고의 외관을 포착하는 사진이 다수를 차

지하였다. 또한 사하구가 설립한 ‘해양보호구역 홍보관’을 담은 사진 이미지

는 단지 5건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블로그에서는 포구의 현실적인 모습이나 

장소적 의미보다는 미학적인 장면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재현의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려한 외관의 어구창고가 장림포구를 상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블로거 인터뷰에서도 이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장림포구

의 실재를 블로그에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거 B8은 

인터뷰에서 장림포구 방문의 불만족 요인으로 온라인상의 사진 이미지와 실

제 모습이 상이한 것, SNS에서 접한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 것, 장림포구의 

풍경을 즐기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등의 여러 요인을 

꼽았는데 블로그에서는 “규모가 작아서인지 좀 실망스러웠다”, “밋밋한 여

행이 되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그런지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았다”로 

부정적인 부분을 축소시켜 표현하였다. 그리고 아래 발췌문과 같이 장림포

구의 이미지를 ‘예쁜’, ‘정겨운’, ‘멋진’, ‘산뜻한’, ‘위트 넘치는’ 등의 긍정적

인 감성의 어휘로 묘사함으로써 실제의 장소 경험과 다르게 장소를 미화시

키고 보다 매력 있게 표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이 있는 방향에도 예쁘게 채색된 건물들이 있었는데요. 건물들이 낮
고 작아서인지 건물앞에 세워진 차들이 마치 소인국에 세워진 자동차들처
럼 커보이더라고요. (…) 부네치아에 오는 목적인 sns용 사진찍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밋밋한 여행이 되긴 했지만 흔하디흔한 작고 오래된 포구를 
싼뜻한 색과 위트 넘치는 이름으로 변신시켰다는 점이 부산의 매력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어구창고가 장림포구의 장소 기호로 상징화된 이유는 이 경관을 이용하여 

포구를 이국적인 장소로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보다 드라마틱한 인물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터뷰를 실시한 블로

거들은 모두 장림포구에서 사진 촬영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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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형형색색의 어구창고와 포구의 이국적인 경관 이미지가 인물사진을 

촬영하는 데 이상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거들은 

블로그에 게시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림 4-26>과 같이 일행들과 미리 의상을 준비해 오거나 B42에 서술된 것

처럼 사진을 촬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하는 이미지를 획득할 때까

지 반복적으로 촬영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어구창고 앞에서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구사하며 자아를 표출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과

의 관계를 표현하려 하였다. 블로거들이 이런 사진을 블로그에 전시하는 행

위에는 자신의 생활양식을 과시하고 소속 집단의 문화적 성향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내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장소 그 자체가 지닌 본질적 

속성이나 의미보다는 미학적인 이미지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26> 일행과의 기념사진 촬영

출처: https://blog.naver.com/sese1779/222147372419
 (접속일:2021.05.22.)

이날 진짜 무지 더웠어요...폭염 문자 계속오고 ㅋㅋㅋ 근데 또 사진 욕심있
어서 문앞에서 색깔별로 다 찍어야한다며 ...ㅋㅋㅋ 물론... 저요... ㅋㅋ 커
플 사진도 남기고 싶어서, 챙겨온 셀카봉으로 몇 장 건졌어요~!ㅎㅎ (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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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 방식의 규정화: ‘인생샷’ 촬영소

블로그에서 장림포구를 대표하는 장소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광 

방식이 규정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블로그 텍스트데이터에서 명사, 동사, 형

용사를 추출하여 출현 빈도수가 20번 이상인 단어 페어로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고유벡터 중심성 값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표 

4-10> 참고). 이후 장림포구에 대한 관광 담론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키워드 간의 네트워

크를 모듈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키워드들은 <그림 4-27>과 같

이 총 22개의 모듈로 분류되었고 모듈성 값은 0.47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상위 세 개의 모듈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No. 키워드 고유벡터 
중심성 No. 키워드 고유벡터 

중심성
1 장림포구 1 11 많다 0.322330

2 부산 0.943358 12 없다 0.322283

3 사진 0.740542 13 느낌 0.297008

4 보다 0.550913 14 건물 0.265317

5 찍다 0.549869 15 어묵 0.265017

6 부네치아 0.506112 16 나오다 0.257403

7 좋다 0.486058 17 드론 0.252571

8 예쁘다 0.423340 18 전망대 0.242579

9 오다 0.357445 19 베네치아 0.226669

10 사람 0.332818 20 여행 0.216594

<표 4-10> 장림포구의 상위 20개 키워드의 고유벡터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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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장림포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비중(28.57%)을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모듈(파랑

색)은 ‘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키워드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진’은 ‘인생샷’, ‘인증샷’ 등의 명사 키워드와 ‘찍다’, ‘좋다’, ‘보다’, 

‘예쁘다’, ‘건지다’, ‘멋지다’ 등의 동사 및 형용사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어 

장림포구에서의 관광 활동은 주로 사진 촬영에 집중되어 있고, 블로그에서 

이곳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재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그룹은 

‘건물’, ‘컨테이너’, ‘형형색색’, ‘색감’, ‘풍차’, ‘화장실’ 등과 같이 건축 경관

에 대한 키워드도 포함하고 있으며,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건물과 풍차 모양

의 화장실은 ‘예쁘다’는 형용사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어 블로거들이 이런 

경관을 긍정적인 감성 단어로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림포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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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형형색색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9개의 사진을 찍어 콜라주하는 것이 유

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9컷’이라는 키워드도 도출되었다. 

블로그 텍스트 가운데 ‘사진’과 관련된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

과, 블로거들은 장림포구를 ‘인물사진을 찍기 좋은 곳’, ‘인생샷 장소’, ‘스냅 

사진 명소’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진 촬영지로 이곳의 장소적 기능을 규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어구창고가 인물사진의 주 촬영 장소로 기호화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듯이, 이 건축물은 ‘장림포구의 하이라이트’, ‘포인트 

장소’, ‘시그니처 포토스팟’, ‘가장 유명한 곳’ 등으로 묘사되어 상징성이 강

조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화려한 색채로 강렬한 인상과 시각적 존재감을 드

러내는 어구창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포구 경관의 미학성을 부각시키고  

B8처럼 이런 건축물과 어우러진 포구의 전경을 ‘마치 해외 관광지를 방문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면서 이국적인 풍경으로 재

현하고 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을 배경으로 찍는 한 컷의 사진은 마치 해외 관광지에 
방문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고, 오랫동안 여행을 하지 못한 저
는 이곳을 꼭 방문해보고 싶었어요. (B8)

장림포구에 조성된 식당 건축물은 어구창고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색채로 

칠해져 있어 블로거들이 식당의 실질적인 기능보다 외관에 주목하고 있으

며, 실제로 식당을 이용한 후기를 담은 포스팅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

다. 이처럼 블로거들은 B11의 발췌문에서 드러나듯이 알록달록한 색채의 건

축물이 사진을 촬영하기에 얼마나 미적으로 뛰어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에 초점을 두고 인물사진을 찍기 위한 무대로 장소에 소비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B43과 같이 이런 건축 경관을 이용하여 인증샷을 찍어야 ‘장림

포구를 잘 즐겼다’고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남는 건 사진 뿐’이라고 강조

하면서 잠재관광객들도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할 것을 권유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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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텔톤 가득한 컬러로 작은 가게들이 만들어져 있어 어디에서도 멋진 사
진 남기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 그리고 위쪽 가게들이 있는 산책
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부산 장림포구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멋
진 배경을 만날수가 있어요. (B11) 

바로 부산 장림포구 포인트는 요 형형색색 문짝(?)인데요! 가지각색의 문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사진을 한장으로 모아줘야 장림포구를 잘 즐겼다
고 할 수 있습니다 ㅋㅋㅋ(는 내생각) (…) 여러분도 부산 장림포구 가면 꼭 
요 배경 앞에서 사진 팡팡 찍으세요- 남는건 사진 뿐 !!! (B43) 

일반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블로거 역시도 장림포구를 방문하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 촬영 방법을 학습하며 현장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포스팅함으로써 관광 담론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즉, 블로거 또한 사전에 구축된 시선으로 장소를 경험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인증하고, 이 인증을 블로그에 공유하여 다시 다른 관광객들의 장

소 경험 방식을 담론화하는 순환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장림포구에서 이

른바 ‘인증샷’을 촬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림 

4-28>과 같이 어구창고의 건너편에서 알록달록한 창고와 포구 전경을 배경

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베네치아를 닮은 아

름다운 모습으로 담론화된 풍경이다. 이 풍경이 장림포구를 대표하는 이미

지로 상징화됨에 따라 블로거들은 B27과 같이 이곳을 ‘메인 포토존’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찍은 만족스러운 사진 결과물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있

다. 이들은 B2처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을 

피하는 방법이나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게 찍는 방법과 같은 촬영 노하우

를 알려주면서 개인의 관점에서 더욱 만족스럽게 장소의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보니 이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구요! “장림포구 메인 포토
존” 여기가 바로 메인포토존인데요(?) 구도 잘 맞추면 포토존에서 사진을 
이쁘게 찍을수 있어요. 저는 이 배경에서 사진 많이 찍었는데 만족스럽게 
잘나와서 좋았어요 ♡ (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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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네치아에서 가장 이쁜 거리인 장림포구 맛술촌. 오전이라 햇볕 방향이 
역광인지라 사진이 어둡게 나오지만 건물 자체는 여기가 젤 이뻐요 오후에 
가면 이곳에 빛이 들어서 사진찍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B2)

<그림 4-28> 장림포구의 포토스폿
출처: https://blog.naver.com/bomsworld_/222085391
034 (접속일:2021.05.22.)

그러나 Haldrup & Larsen(2010)이 지적하였듯이, 블로거들은 기존에 코

드화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지 않으며 식상함과 진부함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진 수행 방식을 고안해 내기도 한다. 최근 블로거들은 다양한 색

으로 칠해진 어구창고의 벽을 배경으로 9장의 사진을 찍어서 하나로 콜라주

하는 것을 ‘9분할컷’이라고 칭하면서 새로운 장소 경험 방식으로 담론화하

였다. 이를테면, B4와 같이 블로거들은 장림포구를 ‘9컷 셀카’를 찍는 곳으

로 규정하면서 사진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블로거들

은 B2와 같이 이러한 사진 수행을 재밌는 놀이로 표현하거나 동행인과 추

억을 만드는 즐겁고도 행복한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9분할컷 찍기’는 단순한 장소 기호를 수집하는 행위라기보다 놀이의 성격

을 지닌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진 수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개인의 미학적 감각이나 기술적 능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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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되며 감정적 관여도와 사진에 부여되는 의미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알록달록한 공간이 많아 곳곳에서 인생 샷을 남길 수 있음에도 장림포구의 
시그니처는 '9컷 셀카'다. 파란색, 분홍색, 민트, 핫핑크, 노란색 등의 건물
을 배경으로 9장의 사진을 찍어 한데 합하면 색다른 느낌의 사진이 탄생된
다. 화려한 색에 맞춰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 여행을 한층 더 생생하게 기
억할 수 있다. (B4)

일단 부네치아 왔으면 색색이 다른 배경으로 9컷 사진은 찍어봐야지요 딸
이랑 다양한 색깔문을 찾아서 독사진 찍어주기. 빨간문 노란문 찾아다니는
거 넘 재밌더라구요. 부네치아에선 9컷 사진은 꼭 찍으세요 (B2)

그 동안 관광 연구들은 대체로 TV 프로그램, 영화, 서적 등의 대중매체

에 의해 특정 장소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주목하였지

만, 오늘날에는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소의 의미와 가치가 형

성되고 이후에 대중매체가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29>와 같이 ‘9분할컷’ 사진이 TV 방송, 뉴스 기사 등을 통

해 대중에게 전파됨에 따라 장림포구는 이색적인 사진 명소라는 관광 담론

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진 수행은 장림포구의 경관을 소비하는 또 다

른 방식으로 규정화되고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 매력물이자 방문의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써 관광지의 장소적 맥락과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화려

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를 통해 장소를 경험하는 키치적 관광의 문화적 생산

과 소비 프로세스의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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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KBS2 ‘배틀트립’에 방송된 
‘9분할컷’

출처: 한국경제, 2019.08.09., “‘배틀트립’ NCT 
재민-제노, ‘팬심 저격’ 남친짤 대 방출 예고” 
(접속일:2021.05.22.)

블로거들이 장림포구에서 ‘인증샷’ 장소로 기호화하는 공간의 특징을 살

펴본 결과, 지자체가 포토존으로 제작한 조형물, 벽화(<그림 4-30> 참고) 

등은 인증샷 장소로 이용하지 않고 그들이 새롭게 창조한 방식으로 사진 수

행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블로거들은 장림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존 조형물들을 블로그에 소개하였지만 그곳에서 직접 찍

은 인물사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어구창고에서 열정적으로 사

진을 촬영하는 모습과 대비되는데 그 이유는 B10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자

체가 개발한 포토존이 특별하지 않아 그들의 자아를 표현하는 무대의 장소

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블로거들은 디지털 스펙터클을 생

산할 수 없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형태의 포토존에 호응하지 않으며 그들만

의 방식으로 장소를 연출하여 미학성을 발굴해내고 있다. 장림포구의 인증

샷은 초기에 ‘부네치아샷’으로 잠재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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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분할컷’이 새롭게 호응을 얻고 있다. 블로그에서 이런 사진은 남들과 

다르게 장소를 경험한 자신의 개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동시

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4-30> 날개 벽화 포토존
출처: https://blog.naver.com/rhksgn/221994822
934 (접속일:2021.08.31.)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의 포토존(?)ㅋㅋㅋ 이건 뭐랄까... 너무 투박하자
나!!! 천사 날개 언제적...ㅠㅠ 좀 더 유니크한 포토존을 만들면 어떨까 싶
어요. 많은 사람들이 찍고 싶게 만드는 그런 벽을요! (B10) 

한편, 첫 번째 모듈에서 ‘사진’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도출된 ‘풍차’

에 대해 서술한 문장들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풍차, 시계탑 등의 건축

물을 장림포구의 특징적인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 블로그에서 풍차 건축물을 ‘예쁜’, ‘멋있는’, ‘네덜란드에 온 듯한(B18)’, 

‘동화나라 마냥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장소로 설명하였고, 시계탑에 대해

서는 ‘이국적인(B16)’, ‘유럽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곳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런 표현들은 장소의 이국적인 정취를 고취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풍차 건축물은 공중화장실이지만 이색적인 외관으로 스펙

터클을 형성함으로써 블로거의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블로그에서 감성적인 

표현으로 묘사되면서 실제 기능과 무관하게 낭만적인 이미지로 표상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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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장소 기호들은 베네치아라는 테마와 관련이 없지만 블로거들은 

이를 의문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경관이 지닌 이색성에 매력을 부여하면서 

장림포구의 또 다른 시각적 유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오른쪽에서 풍차를 볼수 있는데 이거슨 마치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지요 (B18) 

유럽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형식의 시계탑은 이국적으로 느껴
진다. 요즘 해외여행은 꿈도 못꾸는게 이곳에서 기분이라도 느껴본다 ^^ 
(B16) 

다음으로, 두 번째 모듈(보라색)은 네트워크상에서 25.71%를 차지하며 

‘부산’, ‘장림포구’를 중심으로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명소’, ‘핫플레이스’, ‘당일치기’, ‘드라이브’, ‘데이트’, ‘코스’, ‘추

천’, ‘들리다’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 블로그에서 장림포구가 핫플레

이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당일치기 여행이나 잠시 들러가는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로그에서 부네치아를 소개하는 문장들을 확인

한 결과, 블로거들은 주로 ‘핫플레이스(핫플)’, ‘핫한’, ‘유명한’, ‘최신의’ 등

의 단어를 사용하여 장소를 소개하여 새로운 장소, 유명한 장소, 인기 많은 

장소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림포구는 핫플레이스를 

창조하는 혁신자들과 초기 수용자들에 의해 ‘부네치아’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유행되었다. 블로거들은 B3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유명 장소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유행에 기꺼이 동조

함으로써 최신 유행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B7

처럼 ‘핫한’ 장소를 방문한 경험을 자신의 블로그에 콘텐츠화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이들 또한 유행에 합류하도록 심리적 기제를 만들어내

고 있다.

인스타에서 핫한 포토스팟!!!! 저도 한번 다녀와봤습니다 (B3)

요즘 핫하디 핫하다는 부산 장림포구, 일명 부네치아 이야기를 들려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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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 부산여행 오면 사진 찍으러 오기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B7)

두 번째 그룹의 키워드로 도출되었듯이, 블로거들은 장림포구를 ‘사진 찍

기 좋은 곳’이라는 표현 외에도 ‘드라이브 코스’, ‘데이트 장소’, ‘산책하기 

좋은 곳’ 등으로도 소개하고 있으며 이런 텍스트는 이곳이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여 어떤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지 장소의 기능을 규정화한다. 블로거

들은 구체적으로 방문 요일과 시간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평일

에 방문객이 적어 사진 찍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D28

처럼 해질 무렵의 장림포구의 방문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블로거들은 

특정한 방문 시점을 제시하고 이때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내러티

브를 구성함으로써 잠재관광객의 행동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블로거들은 

장림포구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을 드라

이브 코스로 잠시 들러가는 곳으로 계획하거나, B4처럼 주변의 관광지와 연

계하여 방문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의 형태로 경험 지식을 

전파하여 잠재관광객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석양이 물드는 시간 때를 맞춰 기다렸다가 짙어진 포구까지 보고 마지막으
로 아름다운 야경까지 보아야 낭만 가득한 부네치아의 매력을 다 품어 보
는 것이다. (D28)

부네치아는 인근 관광지와 함께 둘러보면 좋다. 노을이 아름답고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아미산 전망대, 다대포의 꿈의 낙조 분수 
등과 연계해 부산 여행 코스로 다니는 것도 좋다. (B4) 

이 키워드 그룹에는 ‘부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부라노’, ‘별명’, 

‘부르다’, ‘닮다’ 등의 키워드가 포진하고 있어 블로거들이 장림포구에 대한 

장소 경험을 서술할 때, ‘부네치아’의 지명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네치아의 지명에 관해 서술한 문장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부네치아’가 ‘부산의 베네치아’의 약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탈리아 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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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와 비교하며 포구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림포구를 

베네치아에 비교하는 문장은 긍정적, 부정적 내러티브가 모두 확인되었는데 

이를테면, B22와 같이 장림포구의 풍경이 베네치아와 유사하다고 묘사하거

나 이곳에서 베네치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반대로 B35처럼 이곳에서 베네치아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없으며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지 말라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블로거는 B10과 같

이 부네치아의 키치적인 속성을 지적하면서 장림포구를 베네치아와 직접적

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내러티브를 드러냈다. 이처럼 블로거들은 기존의 

장소에 대한 재현의 담론을 강화시키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실질적

인 경험담을 바탕으로 기존 담론에 대항함으로써 부네치아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환상성을 조정하고 잠재관광객의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쨔잔~~ 여기가 베네치아인지 부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완전 넘나 멋져 부러
요ㅎㅎ (…)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외국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은 아쉬운 
대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스름한 (가보진 않았지만ㅋㅋ) 이곳 부산 장림포
구 어떠세요? (B22)

사실 실제로 베네치아를 안가봐서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 그리고 솔직한 
후기는 이게?? 에게? 약간 요런 느낌 너무 기대하고 가지 말자. (B35)

(베네치아 사진과 비교하며) 이렇게 보니까 그럴싸한데? ㅎㅎㅎ (…) 좀 투
박한 인상이지만, 이것이 부네치아만의 매력! 베네치아랑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여긴 대한민국 부산 장림포구고... (B10)

마지막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13.81%를 차지하고 있는 세 번째 모듈(노

랑색)은 ‘어묵’과 연결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그룹에는 ‘영진’, 

‘범표’, ‘삼진’, ‘새로미’, ‘고래사’ 등의 어묵 브랜드와 ‘먹다’, ‘팔다’, ‘맛있

다’ 등의 동사 및 형용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장림포구는 부산의 대표

적인 어묵공장 밀집단지에 위치해 있어 맛술촌에 어묵 업체들이 입점해있는

데 블로거들은 B43과 같이 상점의 입지적 특성을 설명하며 어묵을 이곳의 

먹거리로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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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산 장림포구 근처에 어묵공장(?)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산 
어묵 브랜드 상점들도 꽤 많았어요 저는 그 중 영진어묵에서 핫바 사먹으
면서 집에 가져갈 어묵팩도 하나 구매했어요 ㅎㅎ (B43)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장림포구는 ‘어구창고’를 중심으로 ‘시계탑’, 

‘풍차화장실’이 기호로 상징화되고 있으며, ‘이색적인 사진 명소’, ‘이국적인 

풍경의 장소’로 재현되면서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관광가치가 부여되고 있

다(<그림 4-31> 참고). 이처럼 블로그에서 장림포구는 포구로서의 본질주의

적 장소성이 아닌 ‘부네치아’의 장소성이 강조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알록달

록한 색채의 어구창고가 지닌 시각적 스펙터클을 부각시켜 이 건축물을 포

구를 대표하는 장소 기호로 상징화하고 있다. 또한 시계탑 건축물과 풍차 

모양의 화장실을 ‘예쁜’, ‘멋진’, ‘이국적인’,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표상화하

면서 장림포구에서 볼만한 혹은 구경할만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

럼 블로거들이 장림포구를 이국적인 풍경으로 재현해 잠재관광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베네치아스러운 이미지로 연출하여 대리만족적인 경험이 

가능한 곳으로 묘사함에 따라 장소의 본질적 속성과 관계없이 경관의 이미

지를 유희하는 관광에 매력성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장소에 덧붙여진 이

국적·미학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유도할 하나의 요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장림포구에서의 관광 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블로

거들은 알록달록한 색감의 어구창고를 단순히 시각적 유희의 대상으로 재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경관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을 

양식화하고 있다. 사진 촬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어구창고와 포구가 자

아내는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찍는 ‘부네치아샷’과 어구창고의 가지각색

의 벽을 배경으로 포즈를 변경하면서 촬영한 9개의 사진을 하나의 사진으로 

콜라주하는 ‘9분할컷’이다. 또한 블로거들은 평일에 방문하여야 사람이 적어 

어구창고에서 사진을 찍기가 수월하고 오후에 촬영하는 것이 역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면서 사진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요일과 시간 또

한 제시하고 있다. 장림포구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벽화, 조형물 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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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토존이 존재하지만, 블로거들은 공급주체가 포토존으로 규정한 장소에

서 수동적으로 이미지를 소비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험을 차별화시킬 수 있

는 다양한 방식을 고안해내어 이를 ‘인증샷’으로 규정화하고 있다. 블로거들

은 가장 스펙터클한 ‘인증샷’ 결과물을 블로그에 전시하여 잠재관광객의 시

선을 이끌고 장림포구를 이런 사진 촬영이 유행하는 ‘핫플레이스’로 칭함으

로써 잠재관광객으로 하여금 유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로써 이들이 

구별짓기를 목적으로 장소의 상징적 가치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행하게 

할 잠재적인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31> 장림포구의 상징적 기호와 관광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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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미학적 풍경의 장소

1. 장소의 기호 생산: 카페, ‘변호인’촬영소, 해안터널

블로그에서 흰여울마을의 어떤 장소 요소들이 기호로서 상징화되고 관광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추출한 명사 키워드

에 TF-IDF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위 50개 키워드의 상대빈도는 도출하였다

(<표 4-11> 참고). 그 결과, 흰여울마을의 핵심적인 장소 요소는 ‘카페’, 

‘바다’, ‘흰여울길’, ‘계단’, ‘절영해안산책로’, ‘변호인 촬영지’, ‘흰여울해안터

널’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사 키워드 가운데 특히 ‘카페’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는데 ‘에테르’, ‘손목서가’, ‘신기여울’, ‘흰여울비치’, ‘흰여울점

빵’ 등의 상호와 ‘커피’, ‘주문’, ‘메뉴’, ‘음료’ 등 다양한 단어가 추출되어 

전체 키워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흰여울점빵’은 바다를 

바라보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유명세를 얻어 ‘라면’이라는 키워드

가 상위 12위에 나타났다. 또한 ‘해안’, ‘산책로’, ‘산책’, ‘터널’, ‘흰여울해안

터널’ 등 절영해안산책로와 관련된 키워드와 ‘계단’, ‘골목’ 등의 흰여울길 

관련 키워드가 도출되어 이 두 개의 길이 마을의 주요 관광 경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진’, ‘포토존’ 키워드는 블로그에서 마을이 사

진 찍기 좋은 곳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영화’, ‘변호인’, ‘촬영지’ 등의 

키워드는 ‘변호인’ 영화 촬영지로서 장소적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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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상대빈도 No. 키워드 상대빈도
1 흰여울문화마을 315.83 26 구경 77.15
2 카페 306.04 27 흰여울 77.03
3 부산 293.14 28 주문 76.64
4 영도 280.44 29 포토존 73.45
5 바다 222.44 30 해안 73.40
6 사진 206.33 31 산책 73.03
7 흰여울길 168.97 32 영선동 72.45
8 계단 136.67 33 터널 70.83
9 여행 131.67 34 추천 70.11
10 사람 122.17 35 신기여울 69.83
11 마을 115.91 36 촬영지 68.83
12 라면 99.16 37 풍경 68.36
13 에테르 97.28 38 흰여울비치 65.51
14 영도구 96.79 39 주차장 65.09
15 손목서가 95.49 40 친구 64.62
16 커피 94.14 41 흰여울점빵 64.23
17 시간 88.49 42 공간 64.02
18 절영해안산책로 88.15 43 버스 63.76
19 영화 84.73 44 맛집 62.73
20 부산광역시 84.02 45 바다뷰 62.12
21 느낌 82.32 46 고양이 59.78
22 주차 81.10 47 메뉴 57.86
23 변호인 80.36 48 음료 56.47
24 날씨 80.32 49 흰여울해안터널 56.46
25 산책로 79.51 50 골목 56.18

<표 4-11> 흰여울마을의 상위 50개 명사 키워드의 상대빈도

다음으로, 흰여울마을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12> 참고), ‘바다’ 사진이 218개로 가장 

게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2> 참고). 흰여울마을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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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로 접하고 있어 마을 어디에서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

그에 게시된 대부분의 사진에 바다 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

는 사진 프레임 안에 바다 경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다’ 사진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사진은 사진에서 더 초점이 맞춰져있는 피사체를 기준으

로 사진을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게시 빈도가 높은 장소 요소는 ‘흰여울길’

로 총 164개로 나타났는데, 블로거들은 <그림 4-33>과 같이 흰여울길의 전

경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이 길에서 마주한 주택 및 상업시설의 건축 경관

과 타일 장식을 한 담벼락을 주로 피사체로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

페’ 사진은 134개로 세 번째로 많았는데, 흰여울길에 들어서 있는 카페들은 

옛 주택을 개조하여 독특한 공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 특

징과 내·외부의 장식을 포착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테면, <그림 4-34>와 같은 카페의 외관 사진부터 <그림 4-35>처럼 내부 

인테리어나 소품, 벽그림, 액자 등의 장식물을 촬영한 사진에 이르기까지 

카페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포함되었다. 

<그림 4-32> 흰여울문화마을의 
바다 경관

출처: https://blog.naver.com/ever6486/2220
81756732　(접속일:2021.08.31.)

   

<그림 4-33> 흰여울길 전경
출처:　https://blog.naver.com/kht2423/
222071118101　(접속일: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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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북카페 외관

출처: https://blog.naver.com/ju
heeo9o2/222071337072 (접속일 
:2021.08.31.)

     

<그림 4-35> 카페 내부 
장식

출처: https://blog.naver.com/
djkkl l1233/222070037415　
(접속일:2021.08.31.)

흰여울마을의 지도와 안내판, 푯말 등의 사진은 115개로 네 번째로 빈도

가 높았다. 흰여울마을은 마을 상부의 ‘절영로’와 중부의 ‘흰여울길’ 사이에 

세로로 수많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로 보면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

다. 이에 관광객들은 마을의 입구를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기도 하는데 블

로거들은 이런 경험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그림 4-36>과 같이 마을 지도를 

게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정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관광객들은 <그

림 4-37>처럼 ‘무지개 계단’, ‘꼬막 계단’, ‘맏머리 계단’ 등의 계단이름이 

적힌 푯말 사진(28건)을 공유하여 마을 내에 계단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간

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정숙관광’, ‘관광 에티켓’ 등과 같이 마을에 붙여 있

는 푯말들을 찍은 사진(8건)을 게시하여 마을이 주민들의 거주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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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마을 지도

출처: https://blog.naver.com/onhsj123/2
22134988963　(접속일:2021.08.31.)

     
<그림 4-37> 계단 푯말

출처: https://blog.naver.co
m/hdsj1017/221984101593　
(접속일:2021.11.15.) 

다음으로, 마을 아래의 ‘해안산책로’와 산책로 끝에 위치한 ‘흰여울해안터

널’ 사진은 각각 87개와 89개로 나타났다. 흰여울해안터널은 해안암벽을 뚫

어 인조암을 시공한 터널인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곳에서 찍는 ‘동굴

샷(<그림 4-38> 참고)’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블로그에는 동굴 전경

에 대한 사진보다는 인물사진이 주를 차지하였다. 흰여울마을은 가파른 경

사의 해안절벽에 위치하여 마을에 여러 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계단’ 사진은 총 72개로 나타났다. 이 중 ‘하트계단’은 계단 한 가운데 하

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관광객의 기념사진 촬영 장소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흰여울마을은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 이름을 알려져 블

로거들은 영화의 촬영 장소를 포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 사진

은 총 65개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흰여울해안터널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배경으로 커다란 창문에 앉아 ‘액자샷(<그림 4-39> 참고)’을 찍는 것이 유

행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촬영한 인물사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가운데 흰여울길에 위치한 ‘공방’ 사진은 48개, 

‘상점’ 사진은 44개로 나타났으며, 이런 건축물은 대부분 화려한 색채로 칠

해져 있어 블로거들이 건물의 외관이나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진을 블

로그에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0> 참고). 일부 블로거들은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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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래피(<그림 4-41> 참고), 주민 얼굴 등 특정 벽화의 사진을 공유하였

는데 이 사진은 총 34개로 나타났다. 한편, 블로거들은 마을에서 마주한 고

양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런 사진은 

흰여울마을에 많은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양이

를 애호하는 잠재관광객들의 시선과 관심을 이끌기도 한다.

  

<그림 4-38> 해안터널의 ‘동굴샷’
출처: https://blog.naver.com/princessri
n/222088554529　(접속일:2021.08.31.)

   <그림 4-39> 변호인 촬영지의 ‘액자샷’
출처: https://blog.naver.com/chic-amy/22
2075336479　(접속일:2021.08.31.)

<그림 4-40> 공방의 외관과 진열 상품
출처: https://blog.naver.com/hloveh01/22
1860971362　(접속일:2021.08.31.)

   
<그림 4-41> 캘리그래피 벽화

출처: https://blog.naver.com/ilyfttend
/221973052169　(접속일: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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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항목 빈  도

바다 바다 213 218마을과 바다 5

흰여울길 흰여울길 95 164흰여울길과 바다 69

카페

손목서가 38

134

여울책장 18
에테르 15
더레이지캣 15
신기여울 10
흰여울비치 9
캔버스다락 8
고미 7
구름에 5
카페길 4
카페여울 2
카페와 바다 3

안내판

안내판 51

115안내지도 28
계단안내판 28
안내푯말 8

흰여울해안터널 - 89

절영해안산책로
해안산책로 54

87해안산책로와 바다 24
해안산책로 노점상 9

계단

계단 23

72

피아노계단 13
하트계단 12
맏머리계단 8
계단과 바다 8
무지개계단 7
꼬막계단 1

‘변호인’ 촬영지 - 65

공방 및 소품샵
공방 40

48소품샵 6
독립서점 2

상점

흰여울점빵 21

44

흰여울핫도그 12
흰여울쉽터 4
간이점포 3
절영로 상점 3
언니네집 1

벽화

벽화 16

34
글귀 벽화 6
사진 벽화 5
흰여울길 벽화 4
주민얼굴 벽화 3

고양이 - 32

<표 4-12> 흰여울문화마을의 주요 사진이미지(빈도수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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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여울마을의 블로그에서 핵심 키워드와 이미지를 도출하여 마을을 대표

하는 장소 요소들을 파악한 결과, 에테르, 손목서가, 흰여울점빵, 신기여울, 

흰여울비치, 더레이지캣, 여울책장 등의 ‘카페’와 ‘바다’, ‘흰여울해안터널’, 

‘영화 변호인 촬영지’가 기호로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

에 화려한 색채로 채색된 공방이나 계단, 벽화 등을 포착한 사진 이미지의 

게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흰여울마을을 상징하는 이러한 장소 기

호들을 지도화하면 <그림 4-42>와 같으며, 벽화와 계단은 사진 이미지의 

게시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림 4-42> 흰여울문화마을을 대표하는 장소 기호의 위치도 

인터뷰를 실시한 블로거들 또한 바다, 흰여울해안터널, ‘변호인’ 촬영지, 

벽화계단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소 요소들을 마을을 대표하

는 장소 기호로 꼽았다. 한편, 이들의 개인적인 인식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



- 205 -

의 상징적 풍경은 이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블로거들은 자갈 해안, 해

질녘에 빛이 들어오는 점포들,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골목길처럼 자

신이 장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을 마을의 상징적인 이미

지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포착한 마을의 대표적인 상징 기호

들은 모두 블로그에 게시한 반면에, 사적인 의미를 부여한 장소의 사진 이

미지는 자기 의사에 따라 게시하지 않아 개인의 경험 속에 자리한 상징적 

공간들은 블로그에서 기호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블로거 B10은 인터뷰에서 마을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갈 해안이 가

장 인상 깊었던 장소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는 블로그에서 아래 발췌문과 같

이 이곳을 다양한 감성적 어휘로 묘사하면서 풍경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블로그 포스트에 “(부산영도/영도가볼만한곳/부산여행추

천) 인생사진은 여기서! 영도 흰여울길”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자갈 해안의 

사진을 30여장 게시하면서 독자 또한 이곳을 경험해보길 추천하였다. 이처

럼 블로거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소에 대해 강력한 내러티브를 형성하

여 독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고 실제 장소로 유인하면 이곳은 새로운 장

소 기호로 발전하게 되며 이 때 블로그는 새로운 장소 소비를 창출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처럼 블로그에서는 인물사진을 촬영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진 장소가 장소 기호로 상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블로그에서 이미지가 활발하게 공유되는 장소 요소는 이곳이 얼마나 역

사적․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이곳의 경

관을 통해 자신을 얼마나 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흰 무지개다리에서 내려가서 유명한 터널? 에서 사진찍고 올려고 앞에서 
사진만 찍고 후다닥 무지개다리 내려갈려고 가는데 길을 잘못들어서 ㅋㅋ
ㅋㅋㅋ엥? 이상한 바다가 나오는거에요 ???? 아니 근데 너무 멋지잖아 .... 
길 잘못 들어서 왔는데 안왔으면 큰일 날 뻔 한 곳. (…) 행복해. 파도가 강
하게 쳐서 무섭지만 너무 멋있어. 절경이구요 장관이네요 장관이구 절경이
네요. 솔직히 발로 찍어도 잘 나오는 수준. 배경이 다했잖아요 (그래도 여
러분 각도중시, 포즈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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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블로그에서의 장소 재현은 장소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무엇이 더 

매력적인 볼거리인지를 알려주는 관광의 표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시각적인 특성이 독특하거나 비일상적인 경관일수록 블로거의 카메라에 쉽

게 포착되고 블로그에 공유되며 이미지가 강조된다. 흰여울마을은 과거 피

난민의 집단거주지로 형성된 마을이지만 블로거들은 외부적 관찰자의 시선

으로 마을을 바라봄으로써 마을의 정체성이나 장소적 의미는 축소시키는 한

편, 독특하고 이색적인 경관에 관광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블로그에

서 피난민들의 정착촌으로서의 실제는 감춰지고 시각적으로 미학성이 두드

러진 특징들을 중심으로 장소의 이미지가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장소 재현

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블로그는 개인의 관광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블로그에서 나타나는 왜곡은 어떤 의도성

을 갖기보다 블로거가 관광지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스스로 추억하고 독자에

게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2. 관광 방식의 규정화: ‘카페맛집’과 사진명소

블로그에서 흰여울마을을 대표하는 장소 요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광 

담론을 구성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추

출된 키워드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질적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흰여울마을에 대한 블로그 텍스트데이터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추

출하여 출현 빈도가 70번 이상인 단어 페어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고유벡터 중심성 값을 이용하여 흰여울마을 블로그를 구성하는 상위 20

개의 키워드를 도출하였다(<표 4-13> 참고).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모듈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총 18개의 모듈로 분류되었으며 모

듈성 값은 0.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6% 이상인 상위 다섯 개의 모듈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그

림 4-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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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고유벡터 
중심성 No. 키워드 고유벡터 

중심성
1 흰여울문화마을 1 11 보이다 0.494546
2 카페 0.881201 12 많다 0.483131
3 부산 0.782306 13 흰여울길 0.480982
4 좋다 0.779879 14 없다 0.42136
5 영도 0.773217 15 사람 0.379342
6 보다 0.770039 16 걷다 0.365783
7 바다 0.768787 17 먹다 0.352839
8 사진 0.613604 18 마을 0.292972
9 예쁘다 0.514569 19 생각 0.291409
10 찍다 0.514228 20 계단 0.272932

<표 4-13> 흰여울마을의 상위 20개 키워드의 고유벡터중심성

<그림 4-43> 흰여울문화마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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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비중(30.15%)을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모듈(보라

색)에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흰여울문화마을’, ‘부산’, ‘영도’, ‘카페’, 

‘흰여울길’이며, 특히 카페의 상호가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카페’는 흰여울마을의 상징적인 장소 기호로 작용하고 있는데 카페와 

관련된 문장들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H27과 같이 흰여울마을을 ‘예쁜’ 

카페들이 밀집해있는 장소로 소개하면서 마을을 ‘카페 맛집’이라고 표현하였

다. 그리고 카페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의 맛보다는 내·외관의 장식적인 요소

나 감성적 분위기, 아름다운 풍경을 강조하고 있으며, H46처럼 이런 경관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카페 공간의 소비가치를 설명하

면서 마을에서의 카페 방문을 권유하고 있다. 

여기가 바로 #카페맛집 이더라고요. 바다를 끼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색감
있는 집들과 함께 예쁜 카페들이 즐비해 있어요. (H27) 

바로 옆에 인스타 핫플 카페인 ‘손목서가’ 카페도 있으니 인생샷 남기고 풍
경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최고의 코스♥ (H46)

블로거들이 카페의 공간적 특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H24와 같

이 ‘다락방 같이 안락한 느낌’이 드는 ‘감성에 젖는 곳’으로 묘사하거나 ‘동

화 속에 내려다놓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등 풍부한 감성적 어휘를 사용하

여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카페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관에 대해 ‘마음이 탁 트이는’ 풍경을 ‘내 땅인 느낌’처럼 오롯이 소

유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서술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킨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다. 블로거들은 H7처럼 카페 내부의 다락을 어린 시절의 로망

이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블로그에서는 카페 공간에 대해 문학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특징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데, 이런 표현들은 독자들의 감성과 정서를 자극하여 카페 방문

을 유도하게 된다.

넓은 창으로 바다 한켠을 보여줘서 마음이 탁! 트이는데, 정작 카페 공간 
자체는 다락방같이 안락해서 마치 배 안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ㅎㅎ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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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다가 온통 내 땅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 여긴 2층에 앉아서 
창으로 바다구경하고, 감성에 젖어 마음속으로 시 한편 짓고 오는 곳이다. 
(…) 어쨌든 사람을 동화속에 내려다놓는 공간같은 것은 확실!! (H24)

근처 카페를 찾다 발견한 카페길 무슨 이끌림인지 몰라도 들어가자마자 다
락으로 올라가기~ 어렸을 때 그런 로망 있지 않았나요?? 다락방의 나의 
공간... (H7)

한편, 첫 번째 모듈에는 ‘핫플레이스’, ‘명소’, ‘데이트’, ‘코스’, ‘추천’ 등

과 같이 관광지로서 흰여울마을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리스’, ‘산토

리니’와 같이 마을의 별칭과 관련된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문장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흰여울마을을 H23처럼 ‘핫플레이스’로 소개하거나 

‘최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장소’, ‘부산의 대표 관광지’, ‘부산에서 가

볼만한 곳’ 등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블로거들은 H24와 같

이 ‘만족스러운 관광지’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런 내러티브는 장소의 명성

과 인기를 드러내고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잠재관광객을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에 부산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뜨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부산 영
도 흰여울마을입니다. (…) 요즘 핫한 카페들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들어서
면서 북적북적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고 하네요! (H23) 

부산 여행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영도였고 무조건 
#흰여울마을 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H24) 

텍스트마이닝 결과에서 나타나듯 흰여울마을은 블로그에서 ‘부산의 산토

리니’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이국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흰여울마을에 칠해진 흰색과 파란색의 벽화 색채를 통해 산토리니의 이미지

를 투영시켜 이국적인 풍경의 장소로 표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흰여울마을

은 산토리니를 테마로 개발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독일마을이나 장림포구

처럼 비유 대상이 한 장소에 집중되지 않고 ‘이탈리아 친퀘테레(H3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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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 아말피(H16)’, ‘스페인 구엘공원’ 등 다양한 장소의 이미지로 재현되

고 있다. 또한 블로그에서 흰여울마을의 경관 이미지는 ‘예쁜’, ‘이국적인’,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평화로운’, ‘잘 꾸며놓은’, ‘그림 같은’ 등의 표현으

로 묘사되어 장소에 대해 감성적인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런 내러티브는 사진 이미지와 함께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일으

켜 한 편의 그림 같은 미적체험을 유도한다. 관광객들이 이곳에 머무르고 싶

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러한 장소 재현의 가장 핵심적인 매혹이라

고 할 수 있다. 

#흰여울문화마을 은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닮았다고 하여 ‘한국의 산토리
니’  ‘부산의 친퀘테레’로 불리기도 합니다. (H33) 

해안가에 흰색벽과 바다색 옹기종기 집들의 조화가 넘 예쁘고 이국적입니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 아말피 느낌이 이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H16) 

다음으로, 두 번째 모듈(초록색)은 전체 네트워크의 15.65%를 차지하며 

‘바다’를 중심으로 ‘좋다’, ‘보다’, ‘예쁘다’와 연결된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

어 블로그에서 마을의 바다 풍경이 긍정적인 감성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다와 관련된 문장들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마을을 

부산의 대표적인 벽화마을인 감천문화마을과 비교하면서 ‘바다’가 흰여울마

을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흰여울길, 흰여울

해안산책로, 카페 등에서 마주한 바다 풍경을 풍부한 감성적 어휘로 묘사하

였다. 이를테면, 블로거들은 ‘예쁜’, ‘멋진’, ‘탄성이 절로 나오는 뷰(H46)’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행의 감흥을 고취시키는 풍경이 지닌 매력성을 부각시

키거나, 바다를 본 자신의 감정을 ‘힐링이 되는(H17)’, ‘마음이 편안한’, ‘해

방된’ 느낌으로 설명함으로써 비일상적인 장소감을 강조하였다.

쭉쭉 내려가면 탄성이 절로 나오는 뷰가 펼쳐집니당  알록달록 가정집들 
사이로 보이는 바다 .. ♥ 너무 매력있는 흰여울문화마을 (…) 길을 걷다가 
옆을 돌아보면 드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 최고최고 여행 온 기분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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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어요 (H46) 

마을 담장을 따라 파도 소리를 벗 삼아 걷는 것만으로도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H17) 

또한 블로거들은 바다를 조망하며 식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감성적인 행

위로 해석하고 비일상적 맥락에서 특별한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행위를 여행의 감흥을 

고취시킨 경험으로 묘사하거나 <그림 4-44>와 같이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

이 마신 음료를 촬영하여 그러한 감정적 경험의 순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

였다. 흰여울길에 위치한 한 상점은 <그림 4-45>와 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라면을 먹는 로망을 실현시켜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블로

거들은 이곳을 이른바 ‘뷰맛집(H10)’이라고 칭하고 있다. 라면은 매우 일상

적인 음식이지만 바다를 보면서 먹는 행위는 감성을 더욱 자극하여 블로그

에서 ‘갬성라면’, ‘인생라면’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4-44>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음료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chic-am
y/222075336479 (접속일:2021.05.22.)

<그림 4-45> 라면가게 전경

출처: https://blog.naver.com/s
iwol_/221673763745 (접속일:2
021.05.22.)  

진정한 뷰 맛집! 흰여울 점빵 가보았어용. 워낙 인기 있는 곳이라 요즘에도 
웨이팅 기본이라고 하더라구요~ (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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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모듈(파랑색)은 전체 네트워크의 9.54%를 차지하며 ‘계단’을 중

심으로 연결된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계단’은 ‘맏머리’, ‘꼬

막’, ‘무지개’, ‘피아노’ 등 계단의 이름과 ‘예쁘다’, ‘걷다’, ‘올라가다’, ‘내려

가다’, ‘가파르다’, ‘높다’ 등의 동사 및 형용사로 주로 묘사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블로그에서 계단에 대해 서술한 문장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그림 4-46>과 같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을을 관광할 때 이동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그림 4-47>처럼 하트 그림이 그려진 계단은 

‘포토존’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림 4-46> 맏머리 계단
출처: https://blog.naver.com/ily
fttend/221973052169　 (접속일:
2021.08.31.) 

     
<그림 4-47> 하트 계단

출처: https://blog.naver.com/
djkkl l1233/222070037415　
(접속일:2021.08.31.) 

이 그룹에는 ‘골목길’과 ‘좁다’ 등의 키워드도 포함되었는데 관련 문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블로거들은 좁고 비탈진 길이 노스탤지어와 향수를 자극

하는 한편 주민들의 어려운 삶이 느껴진다고 묘사하면서 피난민촌으로서의 

마을의 정체성을 함께 드러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피난민촌으

로서의 본질주의적인 장소성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상상함으로써 유토피아적인 장소로 재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마을을 ‘시간이 멈춘 곳(H17)’으로 낭만화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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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자기하고 정겨운(H1)’, ‘사랑스러운(H10)’ 이미지로 표상화하면서 ‘걷

기 좋은 길(H10)’로 관광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100년 전 영도의 모습이 담긴 골목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H17) 

걷는 길은 아기자기하고 정겹다. 바다가 보이는 곳 옥상에 널린 빨래도 그
림 같은 느낌이었다. (H1)

골목골목으로 다니기 참 좋은 곳이에요. 그쵸? 좁은 골목길들이 너무 사랑
스러워요. (H10) 

네 번째 모듈(노란색)은 세 번째 모듈과 마찬가지로 전체 네트워크의 

9.54%를 차지하는데, ‘사람’, ‘자리’, ‘주차’, ‘인기’ 등의 명사 키워드가 ‘많

다’, ‘없다’, ‘앉다’ 등의 동사 및 형용사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다. 관련 문장

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들은 흰여울마을이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고(H23) 카

페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우며(H46)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H7) 설명하면

서 관광지로서의 마을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런 묘사는 마을이 관

광지로 변화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뭔가 6년전과는 확 바뀐 흰여울길은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도 많
고 북적북적 거리더라구요. (H23) 

사실 영도 손목서가 카페 너무 기대했는데, 이미 유명해진 탓에 창가에 앉
을 자리가 없었음 ㅠㅠ (H46)

한번씩 방문할때마다 새로 생기는 카페덕분에 더 사람은 많아지지만 주차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니 뚜벅이 여행자에게는 제격인 여행코스에요 
(H7)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듈(주황색)은 전체 네트워크의 6.87%를 차지하

며 ‘사진’, ‘찍다’ 등과 연결된 키워드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 그룹에 포함되

어 있는 ‘포토존’, ‘인증샷’, ‘인생샷’, ‘인스타그램’, ‘건지다’, ‘남기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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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다리다’ 등의 키워드를 통해 블로그에서 흰여울마을은 사진 찍기 좋

은 장소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문장을 확인할 결과, 블

로거들은 아래 발췌문과 같이 알록달록하게 칠한 건축물이나 벽화와 같이 

스펙터클을 만들어내는 경관 요소들을 마을의 포토 스폿으로 소개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흰여울 문화마을 날씨만 좋으면 진짜 인생샷을 많이 얻어 갈 수 있는 듯! 
(…) 중간 포인트쯤에서 셀카로 사진을 짝꿍과 찍어 봄. 벽들이 여기저기 예
쁘게 칠해놓아서 사진찍는 포인트가 많이 있다. (H29)

또한, 블로거들은 영화 변호인 촬영지와 흰여울해안터널을 마을의 대표적

인 ‘인증샷’ 장소로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촬영지는 2020년까

지 마을의 안내소로 이용되었는데 블로그에서 이곳은 영화 촬영장소로서의 

의미와 마을의 안내 기능은 축소되고 이른바 ‘액자샷’을 찍는 곳으로 장소

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그림 4-48>처럼 이곳의 벽에 전시

되어 있는 변호인의 영화장면을 사진의 배경으로 하지 않고, 건축물 구조와 

바다 풍경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을 고안하여 인증샷으로 유행화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사진을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H47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건축물의 

창틀에 걸터앉아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연출기법을 이용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그림 4-39> 참고). 이러한 사진 

수행은 마치 놀이와 같아 사진 촬영 방식이 계속 변화하며, 블로거는 ‘최근

의 대세는 밖에 나가서 찍는 것’이라고 사진 수행 방식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롭게 양식화하고 있다. 또한 사진을 찍고 나서는 사진의 프레임에서 빠르

게 벗어나 주는 것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알려주

면서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영도 흰여울길 인생샷 스팟! 창문 프레임 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완전 그림같쥬? 작년에 방문했을 땐 요 안에서 창틀에 걸터
앉아서 찍었는데, 최근 대세는 밖에 나가서 찍는 것이더라구요 ㅋㅋㅋ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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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자처럼요 ! 사진찍으려면 요 액자 프레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
들 눈치껏 빠르게 이동해주셔요 (H47) 
 

마을의 또 다른 사진 명소인 흰여울해안터널은 이른바 ‘동굴샷’, ‘실루엣

샷’ 등을 찍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지자체는 해안터널을 조성하면서 내

부에 <그림 4-49>와 같이 포토존을 설치하였는데, 블로거들은 이곳에서 사

진을 촬영하지 않고 ‘동굴샷’과 같은 사진 촬영 방식을 창조하여 유행화하

고 있다. ‘동굴샷’은 해안터널 입구에서 서서 터널 밖의 바다를 배경으로 하

여 사진을 찍음으로써 동굴과 같은 지형적 특징을 액자의 프레임처럼 활용

하는 것이다(<그림 4-38 참고). 블로거들은 H21과 같이 해안터널을 ‘유명

한 포토존’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기를 강조하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

에 방문하면 만족스러운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팁을 공유하면서 잠

재관광객 또한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흰여울해안터널은 평범한 터널이지만?! 흰여울문화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존이 있어요 바로 이 포토존!!! 터널입구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다와 함
께 이쁜 사진을 찍을수있다는 저는 평일 아침10시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완전 편하게 사진찍음 여유롭게 사진을 찍다보니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질
수있었어요 ❣ (H21) 

<그림 4-48> 변호인 촬영지에서 
‘액자샷’ 찍는 모습 

  
<그림 4-49> 흰여울해안터널 내 

포토존

출처: 연구자 촬영(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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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블로그에서 흰여울마을은 <그림 4-50>과 

같이 ‘카페’, ‘바다’, ‘영화 변호인 촬영지’, ‘흰여울해안터널’이 마을을 대표

하는 기호로서 상징화되고 있다. 또한 마을 곳곳에 위치한 계단 가운데 벽

화를 그린 계단은 블로거의 이목을 끌어 카메라에 포착되고 블로그에서 미

학적으로 표상화됨으로써 일반 계단들과 달리 관광대상으로 상징성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블로그에서 마을은 경관이 지닌 이미지를 중심으로 

‘미적 풍경의 장소’로 재현되거나 이국적인 이미지를 투영하여 ‘부산의 산토

리니’로 묘사되고 있다. 일부 블로그에서 마을을 피난민촌으로 재현하는 내

러티브가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옛 모습을 간직한 노스탤지어의 장소로 낭

만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주택을 개조한 카페들은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이자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마을은 ‘낭만 카페의 성지’처

럼 이미지가 표상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블로그는 피난민촌으로서의 장소

성이나 역사적 의미보다는 미학적·이국적인 경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잠재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을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유희하고 심미적인 

감성을 소비하는 관광을 즐거운 경험으로 묘사함으로써 잠재관광객의 비이

성적 요인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키치적 관광을 유도할 가능성을 지닌다.

한편, 흰여울마을에서는 ‘영화 변호인 촬영지’와 ‘흰여울해안터널’이 이른

바 ‘인증샷’ 혹은 ‘인생샷’을 찍는 장소로 기호화되고 있다. 이 두 곳은 장소

가 가진 실제적 기능보다 인물사진을 찍는 일종의 스튜디오로 소비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블로거들은 장림포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설

치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증샷 장소’를 

새롭게 구성하여 어디를 배경으로 어떤 구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지 구

체적인 사진 수행 방식을 제시하였다. ‘변호인 촬영지’는 건축물의 창문틀을 

사진의 액자처럼 프레이밍 하여 ‘액자샷’을 찍는 장소로, ‘흰여울해안터널’은 

동굴의 지형적 구조를 액자와 같이 연출하여 ‘동굴샷’을 찍는 장소로 규정

화하고 있다. 블로그에 공유된 드라마틱한 인물사진은 잠재관광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이들의 과시 욕망을 자극하여 잠재관광객으로 하여금 이런 사진 

촬영의 유행에 합류하게 하고 타인과 구별짓기 위한 수단으로 장소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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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블로그는 흰여울마을을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핫플레이스’로 칭하여 잠재관광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

하고, 장소 본래의 성격이나 기능과 무관하게 장소에 덧붙여진 미학적 경관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면서 즐거운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시각적 유희와 놀이 중심의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시킬 요인들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50> 흰여울문화마을의 상징적 기호와 관광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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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이 장에서는 관광 담론의 생산주체로서 블로거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들

이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는 경험지식의 담론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지역에 대한 블로그 분석을 통해 장소가 관광·문화적 차원으로 표상

화 되고 관광 방식이 양식화되는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관광 담론이 

키치적 관광을 유도 또는 촉진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장소의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를 구

성하는 재현의 담론과 장소 경험 및 소비 방식을 특정하게 규정화하는 수행

의 담론을 포함한다. 재현의 담론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블로그에

서 장소는 현실 그대로 재현되지 않으며 편향성과 환상성을 동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블로거들은 관광을 통해 장소를 단편적으로 경험하고 외부자

적 시선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장소는 실재와 다르게 왜곡을 수

반하며 재현된다. 또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자신의 관광 경험에 

재미와 상상의 요소를 가미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장소를 미학적·이국적으

로 표상화함으로써 일종의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블

로거들은 블로그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장소를 함축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독특하거나 특징적인 요소들을 포착한 사진을 중심으로 장소 이

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 장소 재현

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진을 통해 부각된 장소 요소들은 그 곳의 기호로 

상징화되어 잠재관광객의 시선을 구축하거나 어떠한 기대와 예상을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블로그는 대중매체와 달리 개인의 감

성적·정서적 표현을 포함하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블로그에서 장소는 본

질적 속성이나 문화역사적 가치보다 그 장소에 대한 ‘느낌’이 강조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관에 대한 해석 또한 객관적인 특징보다는 즉각적인 심리

적 반응을 중심으로 묘사되며, 이에 다양한 미사여구와 풍부한 감성적 어휘

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블로그는 장소를 실제보다 미화하고 환

상을 만들어냄으로써 잠재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광지로 이끌 유인

력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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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장소의 재현을 넘어서 관

광지에서 장소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규정화하는 수행의 담론을 생성

한다. 블로거들은 관광지에서 즐거웠던 경험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면

서 추천 혹은 권유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익명의 매료자와 설득자로 역할하

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로그는 Urry(2002)의 주장처럼 관광객의 

시선을 구축하는 데에서 나아가 관광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도 친밀한 방식

으로 규정화하고 있다. 블로거들은 관광지에서 무엇이 볼만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어느 식당에 방문해야 하는지 음식 소

비에 대한 결정뿐 아니라 어느 요일이나 시간에 방문해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 방문시간의 적합성 또한 제시한다. 이처럼 블로거들은 잠재관광객에

게 관광의 기술을 상세하게 가르쳐줌으로써 특정하게 조직화된 틀에서 장소

를 경험하게 할 잠재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한편, 명성과 유행을 추구하는 블로거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관광을 

행하고 이를 블로그를 통해 과시함으로써 잠재관광객이 유행에 참여할 동기

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블로거들은 미학성이 두드러지는 

장소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부러움의 

시선을 얻는 동시에 이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잠재

관광객들이 유행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이러한 사진 수

행은 ‘인증샷’으로 일컬으면서 관광객들이 장소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의례로 규정화되고 있으며, ‘인증샷 장소’가 관광지를 대표하는 기호로 상징

화되고 있다. 이런 ‘인증샷 장소’는 특정 장소에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

고 심미적·감성적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진화한다. 이처럼 블로거는 유희와 

놀이의 관점에서 장소를 관찰하고 관광 매력성을 탐구하여 관광 공간을 새

롭게 발굴하는 동시에, 그곳을 경험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일정한 형태로 양

식화하며 유행을 전파하고 있다.

정리하면,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시각중심적인 매체의 특

징, 블로거의 독자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의식, 감성적·문학적 서술 방식, 

과시 욕구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이런 블로그의 

관광 담론은 장소 자체보다는 기호, 이성보다는 감성, 본질보다는 외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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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다는 환상을 강조함으로써 장소의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심미주

의적 감성 소비, 구별짓기, 대리만족적 경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키치적 관

광을 유도하거나 촉진시킬 가능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블로그는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학성이 두드러진 경관이 기호화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미학적 이미지는 잠재관광객들의 시선을 

이끌어 현장에서 기호를 확인하면서 시각적으로 유희하고 심미주의적 감성

을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수행케 할 잠재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또한 블

로거들은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기 위해 김성적·문학적 표현을 사용하

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국적·환상적인 이미지로 장소를 표상화하는데, 이러

한 담론은 잠재관광객에게 기대이미지를 형성하고 비이성적 요인에 대한 욕

망을 자극함으로써 장소의 환상을 통한 대리체험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블로그 매체의 구조적인 특성과 블로거와 독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키

치적 관광을 유발할 담론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이런 담론에는 블로거의 키

치적 관광 성향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블로그 분석에

서 블로거들은 장소의 정체성이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탐구하려하기 보

다 장소 이미지가 지닌 미학성과 환상성을 유희하는 관광을 즐거운 경험으

로 묘사하는 내러티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경관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촬영한 자신의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놀이와 같이 키치적 관광을 유행화하

려는 태도가 확인되었다. 이에 블로그는 장소의 본질주의적 장소성이나 역

사·문화적 가치보다는 장소에 덧붙여진 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놀이적·

오락적인 관광의 즐거움을 강조함으로써 감성, 상상, 유희 등에 대한 잠재

관광객 욕구를 자극하여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거나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

다. 

이런 측면에서 사례지역에 대한 블로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블로그에

서 형성된 관광 담론이 잠재관광객의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시킬 가

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마을은 남해군이 ‘독일마을’이라는 새로

운 장소성을 도입하여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지로서 의미를 부여

하였는데, 블로그에서는 이런 장소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보다는 독일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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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경관을 통해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이국성과 이색성을 강조되어 독일의 

테마성에 관광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장림포구 또한 포구로서의 장소성보다

는 알록달록한 색채의 어구창고가 자아내는 이국적·환상적 경관 이미지를 

통해 ‘부네치아’로서의 장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흰여울마을도 영도구가 ‘문

화예술마을’로 새로운 장소성을 도입하면서 벽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블로

그에서는 이런 마을 벽화와 바다 경관을 중심으로 미적 풍경을 지닌 유토피

아적 장소로 표상화되고 있으며 피난민촌으로서의 장소성을 재현하는 내러

티브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처럼 블로그에서는 지역의 장소적 의미나 

정체성보다는 관광 대상으로서 경관 이미지가 지닌 매력성이 강조되고 이런 

경관 요소들을 기호화함으로써 시각적 유희와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를 유도

할 가능성을 갖는다. 

한편, 블로그는 독일마을의 독일식 주택 경관과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독일음식을 통해 독일을 대리만족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를 형성

하고 있다. 장림포구는 어구창고와 포구 전경을 베네치아스러운 이미지로 

연출하여 베네치아에 있는 듯한 느낌의 대리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흰여울마을은 산토리니 등과 같은 해외 유명 관광지의 이미지를 투

영시켜 그와 유사한 장소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

한 블로거들은 마을의 미학적·이국적인 경관 이미지를 통해 드라마틱한 인

물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인증샷’ 장소로 정하고 잠재관광객의 과

시 욕망을 자극하면서 구별짓기의 수단으로 장소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내

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마을은 전망대, 장림포구는 어구창고, 흰여울

마을은 변호인 촬영소와 흰여울해안터널이 인증샷 장소로 기호화되고 있으

며, 이런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은 ‘9분할컷’, ‘액자샷’, ‘동굴샷’ 등

으로 양식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블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마을의 정체성, 역사성, 

장소적 의미보다는 경관의 이국성, 미학성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경관 이미

지를 소비하는 방식들을 양식화함으로써 시각적 유희나 놀이를 통해 장소를 

경험하고 장소의 환상성을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과 영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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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관광객의 키치적 관광 수행과 사회문화 형성

제 1 절 관광담론 실천주체로서 관광객의 속성

본 연구는 관광 담론의 실천주체로서 관광객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수행한 관광에서 드러나는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특징들을 확인하였다. 먼저 

각 사례지역에서 실시한 인터뷰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표 

5-1> 참고), 독일마을은 30~40대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반면, 장림포구와 

흰여울마을은 20대 관광객의 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독일마을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장림포구는 연인과 방문한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흰여울마을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동행인의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장림

포구와 흰여울마을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첫 방문인 관광객이 대부분이

었으나, 독일마을은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2회 이상 방문객이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원은 ‘네이버 

블로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T5가 진술한 바와 같이, 블로그는 네이

버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가장 먼저 노출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사이트를 통해 접근이 용이하여 관광 정보원으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관광 정보를 수집할 때, 40~50대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단독적으

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블로그가 ‘정보를 얻기 가장 간편

하고’, ‘인스타그램이 친숙한 플랫폼이 아니라서’ 블로그만을 관광 정보원으

로 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20대~30대 관광객들은 ‘인스타그램’도 함

께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가운데 인스타그램을 주 정보원으로 사용하

는 관광객은 6명,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은 5명으로 나타났다. 

20대 관광객들은 또래 집단의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

로 사용하고 있어 서로의 게시물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23 -

구분 ID 연령 성별 거주지 동행인 방문
횟수 주 정보원

독일마을

T1 20대 여 광주 연인 1회 블로그
T2 30대 남 진주 친구 5회 블로그
T3 30대 남 대전 연인 1회 블로그
T4 30대 여 아산 가족 1회 블로그
T5 30대 남 서울 연인 2회 블로그
T6 30대 여 창원 연인 1회 블로그
T7 40대 남 서울 가족 2회 블로그
T8 40대 남 서울 배우자 1회 블로그
T9 40대 남 의정부 가족 2회 블로그
T10 40대 남 대전 가족 1회 블로그
T11 40대 여 서울 배우자 1회 블로그
T12 50대 남 부산 가족 2회 블로그

장림포구
부네치아

T13 20대 여 부산 연인 1회 인스타그램
T14 20대 여 인천 친구 1회 블로그
T15 20대 남 부산 연인 1회 인스타그램
T16 20대 남 창원 연인 1회 인스타그램
T17 30대 여 대구 연인 1회 블로그
T18 40대 남 서울 연인 1회 블로그
T19 40대 여 고양 가족 1회 블로그
T20 40대 여 대전 친구 1회 블로그
T21 50대 여 고양 가족 1회 블로그
T22 50대 여 하남 가족 1회 블로그

흰여울
문화마을

T23 20대 여 부천 가족 1회 블로그
T24 20대 여 화성 연인 1회 블로그
T25 20대 여 대구 연인 2회 인스타그램
T26 20대 남 대전 연인 1회 인스타그램
T27 20대 여 인천 친구 1회 블로그
T28 30대 여 용인 없음 1회 블로그
T29 30대 여 서울 가족 1회 인스타그램
T30 30대 남 부산 친구 1회 블로그
T31 40대 여 부산 친구 1회 블로그
T32 40대 남 서울 배우자 1회 블로그

<표 5-1> 관광객 인터뷰대상자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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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디를 가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블로그니까.. 어디를 가든 그 곳에 대해 먼저 접할 수 있는 가이드는 블
로그가 되는 것 같아요.” (T5, 30대 남)

블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을 관광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관광객들은 네이

버에서 ‘○○ 가볼만한 곳’, ‘○○명소’, ‘○○여행’ 등을 검색하여 유명한 혹

은 인기 있는 관광지들을 파악한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곳의 이미지를 확

인하거나, 반대로 인스타그램에서 지명이나 ‘○○여행’, ‘○○데이트’, ‘○○

감성’ 등의 해시태그로 관광지를 검색하여 미학성이 뛰어난 곳들을 선정한 

후,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패턴을 보

였다. 이들은 관광객 T25의 진술처럼, 인스타그램의 이미지가 단편적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장소의 특징을 재확인하고 관광지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스타에서 사진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블로그에서 좀 구체적으로 
봐요. 인스타 사진은 단편적으로 한 모습만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싶
을 때는 블로그로 다시 검색해서 살펴보고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그런 
것도 좀 봐요.” (T25, 20대 여)

블로그를 단독적인 관광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관광객들 또한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를 통해 관광 대상으로서 장소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확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블로그는 다수의 사진을 제공하여 장소의 총체적인 이미지

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사진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장소에 대한 이

해를 도와 관광 정보로서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관

광객들은 인스타그램의 사진 이미지는 관광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고(T19)’,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우며(T32)’, ‘개인사진 중심이기 때문에

(T12)’ 블로그를 단독적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관광객들은 광고

성 블로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블로그 정보를 숙지하거나, 자체적

으로 광고성 포스트를 선별하며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모습을 보였

다. 정리하면,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관광객들이 장소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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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사진 이미지가 관광객의 눈길과 발길을 유도하는 

포획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블로그는 인스타그램의 이미지가 지닌 과장이

나 왜곡을 검열하고 실질적인 관광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관

광객의 관광 행위에 보다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스타는 사진 위주로만 되어있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장
소에 대한 정보 얻을 때는 블로그로 검색을 해요.” (T19, 40대 여)

“전 블로그만 보고 인스타로는 검색 안 해요. 인스타 자체가 사진이 너무 
보정이 많이 되어있고, 글이랑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사진들만 
나오기 때문에 흐름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T32, 40대 남)

“인스타를 잘 안하게 되는 게 그게 특정 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마을보다는 자기 사진 밖에 없고 한데 블로그를 보다 보면 좀 적나라
하게 써놓으니까요.” (T12, 50대 남)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통해 관광 정보를 수집할 때 평균적으로 3~4개의 

블로그를 이용하며, 검색된 블로그 가운데 포스트 제목에 원하는 정보의 키

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블로그를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광객들은 T3이 진술한 것처럼 ‘제일 먼저 뜨는 블로그’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네이버가 상위에 노출시키는 블로그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

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블로그 콘텐츠의 게

시 날짜를 확인하여 가능한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려 하였다. 관광객들은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반 블로그와 차별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 오히려 관광객들은 T26이 진술한 것과 같이 검색 결과에서 미리보기 

형태로 제공되는 섬네일(thumbnail)의 미학성에 주목하여 이 이미지가 감성

을 자극하거나 이목을 끄는 블로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관광 정보를 수집할 블로그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진 이미지의 미

학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학적인 장소 이미지는 관광 동기

와 방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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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일 먼저 뜨는 블로그들을 봐요. 제가 원하는 정보가 제목에 써있
는지 보고 선택하는 편이고 사진 위주로 좀 봐요.” (T3, 30대 남)

“블로그들 옆에 조금하게 사진이 같이 뜨잖아요. 그 사진이 제가 찾는 감
성의 사진인 블로그를 선택하는 편이예요. 만약에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별
로면 또 다른 블로그 보고 그래요.” (T26, 20대 남)

관광객들은 블로그가 관광지에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

이라는 점에서 정보로서 사실성과 신뢰성을 지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관광객 T4는 블로그 정보가 ‘자기 주관적’이더라도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이용하여 관광을 결정한다고 설명하

였다. 또한 아래 진술문처럼 ‘그 사람이 장소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들었는

지’, ‘그곳에서 기대치에 만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드러나 블로거의 

소감이나 만족도, 관광지에 대한 평가가 관광객들의 관광동기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들은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의 감정과 느낌에 기반 하더라도, 이를 솔직하고 생생한 정보로 간주하

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관광은 낯선 장소에 대한 무형의 경험

재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행적으로 경험한 블로거의 진술이 잠재관광객의 장

소 인식에 영향을 주며, 이에 블로거는 익명의 매료자 혹은 설득자로 역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는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 쓴 거잖아요. 자기 주관적이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느낌이 들었다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죠.” (T4, 
30대 여)

“블로그의 역할이 먼저 가본 사람의 소감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기대치에 만족을 했는지 그런 것 위주로 봐요. 가볼만하다고 하
는지..” (T21, 50대 여)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이용하여 관광목적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교통편, 

식당 또는 카페, 주변에 가볼만한 곳 등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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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들을 종합하여 

관광행위들을 결정하며 그 결과로 관광지에서의 동선이나 관광 방식이 구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들은 블로거들이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

는 관광지를 어느 관광지와 연계시켰는지를 참고하거나, 관광객 T19가 진

술한 것과 같이 블로그에서 시간별 혹은 테마별로 추천하는 관광목적지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광 일정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광 정보를 수

집할 때 관광객 T27의 진술처럼 ‘○○ 1박2일’로 검색하거나 ‘○○ 혼자 여

행’, ‘○○ 뚜벅이 여행’ 등을 검색어로 이용하여 자신의 상황이나 관광 목

적이 유사한 블로거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관광 코스를 따라 

관광을 실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관광객들은 자신의 관광 활동에 최

적화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관광 소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

고 보다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광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블로그

는 잠재관광객에게 특정 목적에 적합한 관광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관광목적지 선정뿐 아니라 미래행동을 유도하면서 관광 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그에는 여기를 먼저 와본 사람들의 경험, 일정, 동선 이런 게 시간별로 
테마별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정보를 좀 얻어요.” (T19, 40대 여)

“전 보통 여행을 갈 때 1박2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디 1박2일’이라고 
쳐보고 저랑 인원수도 비슷하고 분위기랑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 보이는 사
람들 것을 들어가서 보거든요. ‘1일차’, ‘2일차’ 코스도 다 나오니까요“ 
(T27, 2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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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광객의 키치적 관광 수행

1.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통해 관광목적지의 장소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

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강조되는 특정한 경관이나 장소 요소가 기호로 상징

화되고 몇몇 장의 사진 이미지를 지역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관광객들은 블로거들의 선행적 관광 행위들을 참고하거나 그들이 권유 

혹은 추천하는 언어에 기반하여 관광을 계획함으로써 블로그에 제시된 특정

한 방식으로 장소를 경험할 가능성을 지닌다. 인터뷰 결과, 관광객들은 블

로그에서 강조하는 장소 요소를 상징적인 기호로 인식하고, 블로그에서 추

천하는 상업시설을 방문하거나 특정 음식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나, 블로

그에 의해 이들의 관광 방식이 조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들은 대체

로 블로그를 통해 관광지에 구경‘할 만한’ 볼거리가 있는지, 혹은 이용‘할 

만한’ 식당이나 카페가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재방문한 관광객 역시 블로그

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재확인하면서 이전과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 

개점한 상업시설들을 파악하여 관광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블로

그는 관광객이 최신의 관광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이미 경험한 

장소에서의 관광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블로그에서 상징화 된 장소 기호들을 찾아다니며, 

지역의 장소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려하기보다 시각적인 경관 이미지를 소비

하는 태도를 보였다. 각 사례지역을 살펴보면, 독일마을 관광객들은 블로그

에서 접한 사진 이미지를 통해 ‘독일식 주택’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

를 마을의 상징적인 장소 기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택 

경관을 인상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관광객의 T9의 진술문에서 드러나듯, 

‘예뻐서’, ‘보통 우리가 사는 집과 달라서’, ‘독특하고 이색적이여서’ 등이었

다. 이러한 모습은 관광객이 자신의 거주공간과의 차이성이 시각적으로 부

각된 경관을 기호로 인식하여 이것에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는 Urry(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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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관광객들은 미학성, 심미성, 신기성 등이 두

드러진 경관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일상성을 경험하고, 이를 관광지의 독

특한 특성으로 인식하여 카메라로 포착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앞서 블로그 분석에서 독일마을을 독일식 음식의 소비지로 재현하는 내

러티브가 확인되었듯이, 관광객들은 여행 중에 식사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마을을 방문하거나, 마을에서 블로거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상업시설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T6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은 주로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맥주, 소시지, 슈바이학센 등의 음식을 소비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독일음식은 이곳의 유희 수단이자 방문을 기념하는 

장소 기호로 작용하였다.

”블로그에서 봤을 때 예쁜 집이 제일 기대가 컸죠.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이
랑 다르니까 여기 집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어요. (…) 주택들 사진을 주
로 찍고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주택을 많이 찍었어요.” (T9, 40대 남)

“블로그에서 여기 오면 슈바인학센 먹어보라고 해서 그거 먹어보려고 왔어
요.” (T6, 30대 여)

장림포구의 경우, 관광객들은 포구를 방문할 때 블로그에서 부각된 ‘부네

치아’의 장소성을 기대하고, 블로거가 부여한 장소적 기능과 소비가치에 따

라 이곳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블로그를 통해 

관광객들의 포구에 대한 기대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들은 현장에서 장소의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를 확인하려 하였다. 관광객들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색채로 스펙터클을 형성하고 있는 ‘어구창고’의 이미지에 시선이 포획되어 

장림포구로의 방문을 결정하고 이 건축물을 포구의 기호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 T21은 블로그에서 어구창고의 사진 이미지를 자주 접하

였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장림포구의 대표적인 장소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

는데, 이는 블로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관 이미지가 관광객에게 장

소를 상징하는 기호로 각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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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봤을 때 건물 밑에 분홍색, 노랑색 파스텔 톤 사진만 많이 올
렸더라고요. 거기가 대표적인 장소인 것 같아요.” (T21, 50대 여)

관광객들에게 어구창고는 흥미로운 시각적 경험의 대상물로서 의미를 지

녀 이곳의 실질적 기능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

객 T20의 진술에서 드러나듯이, 어구창고는 장소 기호로서 상징성을 지니

지만 이러한 인식은 건축물의 외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상업건축물로

서의 실제 용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들은 

T19의 진술문에서 나타나듯, 장림포구를 방문할 때 블로그에서 본 사진 이

미지처럼 어구창고의 미학적 경관을 배경으로 본인 또는 동행인과 기념이 

되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즉, 

블로그에서 장림포구가 사진을 찍기 좋은 곳으로 표상화됨에 따라 관광객들

은 사진 촬영을 이곳의 방문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저 알록달록한 건물이 포인트 장소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저게 식당
인 줄 모르고….” (T20, 40대 여) 

“알록달록한 건물, 이 색감 때문에 사진 찍었을 때 색깔이 예쁠 것 같아 
보여서 왔어요. (…) 아이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 가족 기념할 수 있는 사진
들 좀 찍으려고요.” (T19, 40대 여)

관광지를 대표하는 상징적 기호가 특정한 장소 요소에 집중된 다른 사례

지역과 달리, 흰여울마을은 관광객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장소 기호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관광객들은 마을의 바다 경관, 흰여울해안터널, 변호인 

촬영지 등을 상징적인 장소 요소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앞서 블로그 분석에

서 확인한 흰여울마을의 기호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블로그에 

의해 형성된 사전 이미지와 기대 요인에 따라 장소 기호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카페에서 바다 경관을 감상하려 한 관광객 T23

은 바다 풍경을,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 T27은 사진의 배경이 되

는 흰여울해안터널을,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로서 흰여울마을의 존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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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된 관광객 T32는 영화 촬영지를 장소 기호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관광객들은 블로그에서 상징화된 장소 기호 중에서도 자신의 관광 목적이나 

관심사에 부합하는 대상을 가장 대표적인 기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 카페 앉아서 풍경보고 그럴 생각으로 왔거든요. (…) 이렇게 탁 트여 있
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이 제일 좋았고, 이게 마을에서 제일 인상 
깊은 모습인 것 같아요.” (T23, 20대 여)

“전 여기 터널에서 인생샷 찍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 찍으러 왔거든요. (…) 
저한테는 저 터널이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T27, 20대 여)

“저는 여기가 변호인 촬영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흰여
울문화마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 변호인 촬영지가 제일 대표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진도 많이 찍더라고요.” (T32, 40대 남)

다음으로, 관광객들은 장소의 본질적인 속성보다는 블로그에서 시각적으

로 강조된 경관의 이미지에 주목하면서 시각적 유희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먼저 독일마을의 경우 이곳은 독일교포의 고국 정착지로 조성된 마

을이지만, 관광객들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마을이 

지닌 장소적 의미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의 이국적·이색적인 이미지

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독일마을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정착촌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

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 T1은 마을에서 숙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40대 관광객도 마을에 방

문하여 이곳이 파독 근로자들의 실제 거주공간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였다. 관광객 T11은 그러한 사실로 인해 장소가 ‘달리 보이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면서 마을 경관의 미학성에 더 

관심을 표하였다. 이처럼 블로그에서도 독일마을은 독일교포의 고국 정착지

로서의 의미보다는 시각적인 경관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지만, 관광객 스스

로도 장소가 지닌 속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이성적인 탐구보다는 미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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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유희를 추구하는 키치적 관광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독 광부랑 간호사가 살던 곳이라는 걸 저는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근
데 그걸 알고 여기가 달리 보이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아 여기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경치도 너무 좋고 바다도 
예쁘고 해서….” (T11, 40대 여) 

독일마을의 조성 배경을 인지하고 있는 30~50대 관광객도 역사적 사실

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관광 측면에서는 그런 장소적 특성에 연연해하기보

다 독일마을의 테마성이나 풍경의 미학성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관광객 T2와 T8은 이런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들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거주 공간이라는 사실이 관광의 매력성을 크게 증진시키지 

않으며, 마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구경하고’, ‘카페를 방문하는’ 것에 관광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 T8은 교육 목적의 관광일 

경우에나 파독 근로자들의 삶의 역사와 고국 정착 과정을 배우는 관광활동

들이 의미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장소의 역사와 문화를 이

해하고 경험하는 관광과, 풍경이나 경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유희하는 키

치적 관광을 구분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관광객들은 독일마을

을 ‘풍경을 즐기면서 커피 마시기에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으며, 블로그는 

이런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시설을 추천함으로써 키치적 관광 

소비활동과 영합하게 된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살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 보러 독일마을 가는 
건 아니니까요. 여긴 이국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구경하고 카페 가고 그
러기에 좋은 것 같아요.” (T2, 30대 남)

“여기가 독일교포 마을이 아니라 그냥 ‘쁘띠프랑스’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고 그러기에 좋은 곳 같아요. 파독광부, 간호사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막 이곳이 관광할 매리트가 더 커지고 그럴 것도 아니
고..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발전상의 시초로 보여줄 수는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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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지 거기에 막 의미부
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T8, 40대 남)

관광객들은 독일마을을 ‘쁘띠프랑스’, ‘스위스마을’, ‘파주 영어마을’ 등에 

비유하였는데, 이런 설명은 관광객들이 마을을 일종의 테마파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독일마을을 독일교포의 거주공간이 아닌 ‘독

일’을 테마로 한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인위성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보다 모조 공간으로서의 키치적 속성을 수용하고 소비하려는 태도

를 보였다. 이를테면, 관광객 T7은 마을에서 자녀들에게 독일문화를 체험시

키기보다 예쁘게 꾸며진 테마공간이 아이들의 흥미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관광객 T11은 테마파크처럼 

연출된 마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마을 관광객들은 독일에 대한 문화적 경험보다는 한국의 보

편적인 경관과 대조되는 독특하고 이색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유희를 

즐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애들한테 뭐 독일 문화를 체험시켜준다기보다 그냥 예쁘고 쁘띠프랑스 같
은 그런 곳이라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데려온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T7, 40대 남) 

“테마파크처럼 꾸며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 
스위스마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 제가 사진 찍
는 걸 좋아해서 여기가 이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니까 예쁜 사진도 좀 많
이 찍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T11, 40대 여)

한편, 관광객들은 이곳에서의 관광 활동이 경관 감상과 먹거리 소비에 한

정되어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였으며 독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관

광객들이 기대하는 체험은 주로 파독 광부·간호사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

보다는 독일문화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런 체험 또한 독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보다 진정한 경험이 아닌, 여타의 테마파크 시설에서 제공하는 즐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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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같은 키치적인 장소 경험을 의미하였다. 즉,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에서 

기대하는 체험 요소는 독일의 테마성을 즐길 수 있는 맥주의 제조과정 관람

이나 소시지 만들기 체험, 거리의 악사 공연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림포구의 경우, 블로그에서 부각된 포구의 화려한 경관 이미지가 잠재

관광객의 일상 탈출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유인력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

다. 관광객 T21과 T15의 진술처럼, 관광객들은 블로그에서 본 장림포구의 

이미지가 평범하고 보편적인 장소 경관들과 달리 ‘이색적이여서’ 관광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문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알록달록한 어구창고

의 경관 이미지가 일상공간에서 볼 수 없는 스펙터클을 형성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다른 포구와 구별되는 차별화된 매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적 스펙터클은 포구의 본질주의적인 장소성에 대한 

경험보다 관광의 유희를 즉각적·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광객들

은 이곳을 방문하여 키치적 관광을 즐기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좀 이색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하
면 그 장소에서 특별한 체험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더라도 찾아가볼만 
한 것 같아요.” (T21, 50대 여)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색적이여서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 평소에 
가던 데 말고 좀 색다른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데를 찾는 것 같아요.” 
(T15, 20대 남)

장림포구 관광객들도 독일마을 사례와 마찬가지로 포구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경관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인 유희를 즐기는 경험을 추구

하고, 포구의 본질적 속성이나 의미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

다. 관광객 T19와 T20의 진술에서 나타나듯, 관광객들은 장림포구를 이 장

소가 지닌 역사성을 이해하는 관광보다 베네치아스러운 이색적인 경관 이미

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관광객들은 지역의 문화·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관광지와 경관의 

미학성과 이국성을 유희하는 관광지를 구별지으며, 장림포구는 후자에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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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드러지는 키치적 관광에 적절한 관광지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 장소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는 건 그럴만한 장소로 가면 되니까 굳이 
여기에서 장소에 대해 의미를 찾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T19, 40대 
여)

“옛 포구 느낌을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부네치아의 느낌이랑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항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T20, 
40대 여)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정적인 관광 활동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은 장림포

구 방문에 대해 만족스러움을 드러내었으며, 이곳이 경관 감상, 카페 방문 

등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은 장소라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동적인 관광 활동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그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불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인 불만족 요인은 장림포구에서 장소적 진정성이나 전통성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욱 다채로운 유희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었다. 관광객들은 

관광을 위해 이동, 시간의 소비, 재정적 투자 등 일종의 비용을 지불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투자된 비용에 상응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하지만 장림포구는 아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접근성이 떨

어지는데다가 사진 촬영 외에 즐길 거리 또한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실망감

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림포구는 관광 소비활동을 행하기에 효율

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향후 장림포구가 

관광지로서 더 활성화되어 다양한 유희 활동이 가능한 경우 재방문할 의향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 먹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할거리가 많아지면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좀 외곽에 
있어서 오기도 힘든데.. 버스를 타고 오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것 치곤 
가성비가 없지 않나 싶어요. (…) 좀 더 할거리가 생기고 활성화된다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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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와보고 싶어요.” (T13, 20대 여)

마지막으로, 흰여울마을 관광객들은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를 통해 전반적인 마을의 모습을 확인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느

낌과 벽화마을 같은 이미지를 때문에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블로그를 통해 흰여울마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에 유명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부산 여행 중에 방문할 카페를 

검색하다가 마을의 존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흰여울마을 

관광객들은 카페 방문이나 경관 감상, 사진 촬영 등의 관광 활동을 목적으

로 방문하는 한편, 피난민의 집단거주지로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

는 관광은 목적에 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흰여울마을에 대한 블

로그 분석에서 피난민의 집단거주지로서의 장소성은 오랜 세월을 간직한 마

을로 낭만화되어 묘사될 뿐, 마을이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적 상황을 재현하

는 내러티브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대∼30대의 관광객은 아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블로그를 통해 마을의 문화·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

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피난민들의 집단거주지라는 장소

적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마을의 미학적인 경관 이미지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여기가 피난민들의 거주지였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답: 아니요.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는데... (…) 제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것, 예쁜 것 좋
아해서 약간 벽화마을 같은 느낌이 들고 분위기가 좋아보여서 왔어요.” 
(T27, 20대 여)

흰여울마을 관광객도 다른 사례지역과 마찬가지로, 마을을 여타의 문화·

역사적 관광지와 다른 성격의 장소로 구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테면, 

관광객 T26은 역사를 배우거나 이해하는 관광활동은 흰여울마을과 ‘맞지 

않으며’, 이곳은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경험하는 관광에 ‘맞다’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흰여울마을은 마을의 역사나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

보다는 마을의 미학적인 풍경을 시각적으로 유희하는 키치적 관광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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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광지로서 흰여울마을의 

매력 속성은 내부에 존재하는 본질적 특성보다 감성적 분위기를 유발하는 

마을 경관의 시각적 향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피난민들의 거주지로서의 흔적과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답: 이곳의 역사요? 글쎄요. 그런 건 여기랑 좀 안 맞
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는 좀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그
런 장소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T26, 20대 남)

한편, 일부 관광객들은 아래 T24의 진술문과 같이 흰여울마을이 피난민

들의 집단 거주지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곳에 대해 의미가 다르게 다가

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마을의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이 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기는 해도, 그것이 관광수요를 창출할 핵심적인 관광자원으

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학습적 관광활동보다는 유희적 관광활동에 상대적으

로 더 매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 B13은 피난민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다른 관광지에 비해 흰여울마을은 그러한 장소적 특

성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이 관광의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으

며, 마을이 ‘재미있게 걷기 좋아서’ 만족스러웠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

광객들의 진술은 모든 관광지가 본질주의적인 장소성을 내세운다고 해서 반

드시 성공적으로 소비된다거나, 문화·역사적 자산이 항상 매력성으로 직결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모습으로는 저희처럼 이곳이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곳이라는 것을 모
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런걸 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전 좋
을 것 같아요. 원래는 뷰만 보러 왔다가 그런걸 알게 되면 여기가 좀 달리 
보이게 될 것 같아요. (…) 근데 온 김에 가보는 거지 여긴 이런 뷰나 아기
자기한 느낌이 전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T24, 20대 여)

이처럼 세 사례지역의 관광객들은 장소에 대한 진지한 이해나 경험보다

는 가벼운 시각적 유희를 즐기는 흥미 중심의 관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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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들은 블로그에서 제시된 방식대로 관광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키치적 관광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장소에 대한 깊은 사고나 

성찰을 요구하는 관광보다 장소의 경관 이미지가 유발하는 정서와 감성을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블로그를 통해 생

산된 관광 담론이 키치적 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행위로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소의 전통적·문화적 가치를 중시한 엘리트주

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키치적 관광은 저급한 취향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노

동을 담보로 하는 현 사회에서는 현실적인 삶으로부터 거리를 둘 공간이 필

요하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은 큰 노력 없이 즉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키치적 

관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성향은 다음으로 살펴 볼 심

미주의적 감성 소비의 태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

관광객들은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가 장소를 편향적으로 재현할지라도 이

는 실제를 포착한 재현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통해 사전에 관광지의 

모습을 확인하려 한다. 사례지역에서 관광객들은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를 

통해 관광 대상으로서 장소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의 관광객들은 모두 블로그에서 접한 장소 이미지가 

‘예뻐서’ 혹은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해당 지

역을 관광목적지로 선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블로그에서 재

현된 장소의 미학적 이미지는 강력한 유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아래 관광객 T32와 B13이 진술한 바와 같이, 관광지가 어떤 문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온라인상에서 미학적인 이미지로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방문목적지의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이와 같이,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지닌 소셜미디어가 

오늘날 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시각중심의 미적 체험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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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에서 딱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안 느껴지면 그 여행지 자체를 가질 
않으니까.. 사진에서 한번 볼만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느껴지면 가려고 정
보를 더 찾아보고 사진에서 애초에 느낌이 안 들면 그냥 패스해요.” (T32, 
40대 남)

“요즘에 사진 찍을 예쁜 장소들을 좀 찾아다니잖아요. (…) 인스타나 블로그
에서 이미지 보고 이게 어디일까 하고 찾다가 여기래 이렇게 해서 가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막 알아보면서 그렇게 깊이 알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B13, 50대 여)

각 사례지역에서 관광객이 미학성을 느낀 장소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독

일마을은 독일식 주택과 바다 풍경, 장림포구는 알록달록한 어구창고, 흰여

울마을은 마을 벽화와 바다 경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은 일상적 경

관과 대비되는 독특한 구조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건축 경관이나 여행의 감

흥을 자극하는 바다 풍경으로부터 미학성을 감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장림포구의 어구창고는 관광객에게 시각적 유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인

물사진의 배경으로도 소비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T13은 ‘예

쁜 것을 봤을 때 임펙트가 있고 오래 생각나고’ 그런 곳에서는 ‘예쁜 사진

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림포구의 방문 이유를 밝혔으며, 화려한 

색감의 포구 경관이 주는 시각적 자극과 심미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관광객 T18은 장림포구가 사진을 촬영하기에 ‘유니크한’ 곳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어구창고의 화려한 색감을 통해 생산된 경관의 스펙터

클이 다른 포구와 차별화된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희소가치를 만들어낸

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역 경관에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덧붙이는 키치

화가 다른 관광지와 구별되는 차별성을 불러일으키고, 관광객들은 시각적 

유희를 충만하게 해줄 경관의 독특성과 신기성에 관광가치를 부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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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하게 이런 느낌을 내는 곳이 또 없거든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
요. 사실 제가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여긴 유니크한 거죠.” (T18, 40대 남)

독일마을과 흰여울마을은 마을에서 바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데, 관광

객들은 아래 진술문처럼 바다와 어우러진 마을의 미학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힐링’의 감정을 유발시켜 이런 풍경 감상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관광객에게 바다 풍경은 일상 공간을 벗어난 일탈적인 

장소감을 만들어내고 휴식, 기분전환, 재충전 등과 같은 심리적 역할을 한

다는 측면에서 관광 대상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흰

여울마을을 방문한 관광객 T28은 일상 공간과 다른 ‘아기자기하고 여유로

운 곳’에서 바다를 보며 ‘힐링’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이 문화·역사 관광지의 성격을 가진 곳이라면 관

광목적지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관광객들은 장소

의 본질적 속성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일상공간과 대비되는 경관이 불

러일으키는 감성을 경험하는 심미주의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다가 보이고 예쁜 집들이 있어서.. 뷰 좋은 곳에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막 뭔가를 한다기보다 가만히 좀 쉬면서 경
치보고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T5:독일마을, 30대 남)

”제가 원했던 게 아기자기하고 좀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책 읽고 바다 
보면서 힐링하려고 온 거라서 그런 관광지(피난민촌의 문화·역사를 경험하
는 관광지)였으면 굳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T28:흰여울마을, 30대 여)

관광객들은 블로그의 미학적인 사진 이미지를 통해 장소에 대한 기대 이

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직접 시각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관광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들의 방문 만족도는 실제 관광지의 경관 이미지가 사전 기대수준

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마을과 흰여

울마을 관광객들은 마을의 풍경이 사전기대 대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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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림포구는 실제 모습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장림포구

는 알록달록한 어구창고가 인터넷상에서 강력한 디지털 스펙터클을 형성함

으로써 관광객의 장소에 대한 환상성을 증폭시켜 실상을 마주하였을 때 불

만족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블로그상의 시각적 이미지가 

지닌 미학성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방문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실제에 대한 과도한 과장과 왜곡을 동반할 경우 장소 이미

지를 악화시킬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관광객 T26이 진술한 바와 같이, 비록 실제 관광지의 모습

이 사전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 결과물이 만

족스러운 경우에는 실망감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키치적 관광에서 추

구하는 심미주의적 소비가 현실세계에 대한 미적 경험보다도 가상공간에서 

미학성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디지털 환경이 더 발전할수록 관광은 현실과 무관

하게 온라인상에서 미학적 이미지가 돋보일 수 있는 장소 이미지를 소비하

는 것을 중시하는 시각중심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까 여기 아래 있는 터널에서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블
로그 사진이 잘 나온거구나’ 싶었는데, 근데 또 막상 직접 찍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웠어요.” (T26, 20대 남)

이와 같이 사례 지역에서는 장소가 지닌 문화역사적 의미보다는 시각적 

유희를 충만하게 하는 화려한 색채나 독특한 구조의 건축 경관과 비일상적

인 풍경에 관광가치가 부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 형태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보다는 감성과 정서를 자극하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의 특징

이 된다. 아래 발췌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관광객들은 장소의 미학성과 

심미성을 소비하는 관광을 오늘날의 관광 소비문화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 관광객 T30은 장소를 ‘그대로 보존해놓기만 하면 관광지가 아니

다’고 진술하면서 ‘예쁜 곳’, 즉 미학성이 두드러진 관광지가 소비자의 호응

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 관광에서 관광지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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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장소가 지닌 의미나 진정성보다는 미적 경험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례 지역에서는 이런 키치적 관광의 경향

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예쁘게 칠해놓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왔겠죠. 사실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놓기만 하면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트렌드
가 무조건 예쁜 곳, 카페 있는 곳 그런 곳이니까 이런 곳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T30, 30대 남)

3. 구별짓기

관광은 단순히 장소에 대한 실질적 경험에 그치지 않으며 문화와 여가 

향유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

들을 포함한다(이황재, 2020). 과거에는 관광의 향유 여부가 사회경제적 위

치의 지표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허물어져 어떤 관

광을 하느냐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수단이자 타자와 자신을 구별짓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이형문, 2012). 더욱이, 오늘날 관광객들은 모바일 인

터넷 환경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해 관광 사진을 온라인

상에 공유하면서 자신의 관광 경험들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본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광이 장소에 대한 경험 자체보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

하고 표현하는 데 집중되는데, 이처럼 구별짓기를 목적으로 장소를 소비하

는 관광은 키치적 관광의 주요한 속성이 된다.

이러한 키치적 관광의 구별짓기 속성은 관광지가 지닌 사회적 명성에 대

한 소비와 사진 수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과시적 관광의 형태로 나타난

다. 먼저, 키치적 관광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 관광지나 트렌디

한 장소를 관광목적지로 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그곳의 명성과 상징적 

가치를 소비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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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지역의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통해 장소의 명성이나 인기도를 확인

하고 방문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 관광지가 지닌 명성은 

그 자체로 소비가치를 지녀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독일마을의 경우, 관광객들은 이곳을 남해를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

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도 명성 있는 장소를 직접 경험함으로

써 ‘그곳에 가봤다’는 상징적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림포구와 흰여울마을은 앞서 블로그 분석에서 드러났

듯이 최근 ‘핫플레이스’로 불리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T20의 진술에서 드러나듯, 이들은 

낯선 지역을 관광할 때 ‘핫플레이스’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는 장소

를 목적지로 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핫플레이스’를 새롭게 유행하는 최

신의 장소로 인식하여, 이런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과거의 것, 기존의 것과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축적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날에 유명했던 데 말고 새롭게 뜨는 곳, 요즘 젊은 애들한테 핫플레이
스로 뜨는 곳이 어디인가 좀 찾아보고 온 거죠. (…) 그쪽에 사람들이 간다
고 하니까, 요즘에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보는 거죠.” (T20, 40대 여)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낼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진술문과 같이 블로그에서 ‘유명’

하다거나, ‘핫한’ 장소, ‘뜨는’ 곳으로 소개되는 관광지는 관광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고 관광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관광객들

은 소셜미디어가 유행과 트렌드를 빠르게 전달 혹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블로그에서 이렇게 지칭되는 장소를 소비하여 

유행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핫플레이스’와 같이 사회적·상징적 가치가 형성된 장소를 소비하

는 행위는 새롭고 이색적인 장소 경험에 대한 갈망에서 나아가, 이곳에 대

한 관광 경험을 통해 자신을 사회 내에서 일정한 위치에 소속시키고 다른 

관광객과 구별지으려는 심리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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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사람들이 여길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 블로그에서 요즘 여
기가 유명하다더라, 핫하다더라 하면 저도 가보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블로그가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T32, 40대 남)

“요즘에 여기가 뜨고 있다 하면 찾아가는 편이예요. 더 알려지기 전에 먼
저 가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유명하다니까 사람들 가본 곳은 나도 가보고 
싶어서요.” (T13, 20대 여)

다음으로,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그곳을 방문한 사실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기과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사례지역

에서 특히, 20대 젊은 층과 여성 관광객들은 다른 관광 활동보다도 사진 촬

영을 우선시하면서 사진 수행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대 관광객

들이 이처럼 사진에 강한 집념을 보이는 이유는 대체로 소셜미디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T26은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어서 인증샷

에 집착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소셜미디어가 이들의 사진 수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셜미디어를 온라인 정체성

의 형성 공간으로 해석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정남호·한희정, 2012;  

Lo et al., 2011), 사례지역 관광객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사회·문화적 

자본을 드러내는 과시의 공간이자 타인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될 이미

지를 선별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

광지에서 사진 촬영에 더욱 열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전 인스타를 하고 있어서 인스타에 올려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인증샷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 와봤다 자랑하려고.. 친구들이 다 
인스타를 하니까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좀 더 잘나오게 열심히 찍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T26, 20대 남)

이처럼 젊은 세대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를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이용하기 때문에 블로거와 마찬가지로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관광가치를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학적으로 뛰어난 장소 경관은 일종의 ‘무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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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진 수행에 내포된 자기표현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테면, 관광객 T25는 ‘이 장소에 있는 내 모습이 예쁜 게 좋아서’ 

사진 촬영에 더욱 몰두하며, ‘인생샷 같은 걸 찍게 되면 만족도가 더 높아

진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 관광

객들은 T24의 진술처럼, 관광지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공유‘할 만한’ 

사진을 얻을 때까지 사진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흡족한 사진 결과

물을 획득하였을 때 관광지에 대해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소에 있는 내 모습이 예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 남자친구가 
사진 예쁘게 찍어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인생샷 같은 걸 찍게 되면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T25, 20대 여)

“어디를 가도 사진을 남기려는 게 크기 때문에 예쁜 사진이 찍히면 만족도
가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 아까도 저기서 남자친구한테 인스타감성 나
와야된다고 하면서 여기서만 한 30장 찍었어요.” (T24, 20대 여)

한편, 30대 이상의 관광객들은 ‘인증샷’을 찍는 것을 목적으로 ‘핫플레이

스’를 찾아가지는 않지만, ‘핫플레이스’라는 표현이 유인력을 형성하여 장소

방문을 이끌고, 이곳의 방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샷’ 사진 촬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 T20은 일행들과 함께 ‘인증샷을 다 남겼

다’고 하면서 ‘잘 나온 사진은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하

여, 이들 또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처럼 개인의 관광 경험은 디지털 공간에서 단 몇 장의 사진으로 공유

되기 때문에 관광 사진이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보다 감각적이고 

미학적인 사진으로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의해 관광객들은 보여지는 것들

을 더 의식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의식은 사진 수행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태도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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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은 장소의 본질과 관계없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키치

적 관광을 행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핫플레이스 다니면서 인증샷들은 다 남겼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 왔었다 
하는 건 남겨야 하니까.. (…) 다들 요즘 사람들이 저기 좋다고 많이들 가니
까 우리도 가보자 해서 간 김에 인증샷을 찍는 거지 막 인증샷을 찍으려고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쁜 사진을 찍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진 
잘 나온 게 있으면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쓰기도 하고..” (T20, 40대 여)

블로그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세 사례지역에는 모두 ‘인증샷’을 찍는 장

소가 존재하는데, 이런 장소는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깃든 장소라기보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스펙터클을 생산하기에 유리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장

소이다. 빼어난 자연 풍경이나 문화 경관을 본 것을 기념하여 이를 배경으

로 사진을 촬영한 기존의 관광 사진과 달리, 최근 유행하는 ‘인증샷’은 사진 

촬영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된다. 이를테면, 기존의 문화·역사 관광에서는 

그곳의 장소자원과 본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기념사진을 촬영하였

다면, ‘인증샷’은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장소 경관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거나 얼굴을 내보이지 않은 채 연출된 

모습을 담기도 한다(<그림 5-1>,  <그림 5-2> 참고). 세 사례지역의 인증

샷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이나 미학적인 이미지를 사진의 배경으로 이용하여 

마치 액자나 스튜디오 배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 조작을 활용함으로

써 장소 자체보다는 자아이미지 표현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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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장림포구에서의 인증샷 
출처: https://blog.naver.com/ddubabi/222
099713147 (접속일:2021.11.18.) 

   

<그림 5-2> 영화 변호인 
촬영지에서의 인증샷

출처: https://blog.naver.com/chic-am
y/222075336479 (접속일:2021.05.22.)

장림포구와 흰여울마을의 경우, 지자체가 조형물, 판넬, 조명 등을 이용

하여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해 놓았지만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하

지 않고, 블로그를 통해 규정된 인증샷 장소에서 <그림 5-3>과 같이 줄지

어 서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광객 T19의 진술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통해 관광지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

는지를 학습하고 해당 장소를 찾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블

로그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거듭 시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 T18과 같이 블로그를 통해 보다 완벽한 사진

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으로 드러나, 블로그가 관광객의 사

진 수행에 교육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장림포구와 

흰여울마을 관광객 중에는 ‘9분할컷을 찍기 위해’ 혹은 ‘동굴샷을 찍으려고’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인증샷을 찍는 것이 관광지를 방문하

는 유일한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사진 촬영 그 자

체가 중요한 관광활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진 수행의 결과물이 블로그 

사진과 같은 미학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끼는 모습

을 보였다. 이와 같이, 블로그의 사진 이미지는 관광객의 사진 수행 성과의 

준거가 되고, 블로그는 관광지에서의 사진 수행을 대중문화적으로 인정받은 

시각으로 양식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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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좀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구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블로그에서 
보이는 것처럼 찍으려면 이 건물이 배경이 되어야 되고 피사체가 거리도 
있어야 되고.. 반대편에서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T19, 40대 여)

“전 블로그 중에 좀 사진 촬영을 잘하는 블로거들 것 위주로 좀 봐요. 제
가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블로그를 봐야지 내가 여기에선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거든요.” (T18, 40대 남)

<그림 5-3> 흰여울해안터널에 줄서있는 관광객들

출처: https://blog.naver.com/ddubabi/222095473542
(접속일:2021.05.22.)

관광객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구도를 잡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

는 행위들은 일종의 놀이로 작용하며, Haldrup & Larsen(2006)이 사진 수

행을 연극에 비유한 것과 같이 촬영 장소는 ‘무대’가 되고 관광객은 ‘배우’

가 되어 관광이 일종의 연극적 성향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T27

은 이른바 ‘인생샷’ 사진을 찍기 위해 장소와 어울릴 수 있는 파란색 의상

을 준비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마치 무대의상을 입고 무대 위에서 다

양한 행위를 연출하는 연극배우와 같이 관광을 수행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광객들은 카메라 앞에서 서로를 껴안거나 다정한 포즈를 취하

면서 ‘친밀’하고 ‘행복’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의 퍼포먼스에 의해 관

광지는 사적 무대로 탈바꿈하게 된다. 관광객 T15와 T26의 진술문에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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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듯, 이러한 인증샷은 연인과 함께 하는 행위라는 점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촬영할 때 장소의 시각적 표상을 활용

하기 때문에 이곳이 사회적 권위자나 전문가 집단이 인정하는 장소적 진정

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개의치 않으며, 동행인과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사

회적 상호작용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누구랑 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소인 것이랑
은 상관없이 여자친구랑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게 제일 중요
했던 것 같아요. 인증샷도 사실 여자친구랑 기념할 수 있는 사진을 남겼다
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T15, 20대 남)

“사실 어디 갈 때 장소가 어떤 곳인지 보다는 같이 간 사람이랑 시간을 보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아래 있는 터널에
서 여자친구랑 사진 찍고 싶어서 온 거라서 우리가 간 장소가 어떤 곳이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T26, 20대 남)

이로써 장소의 정체성이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경관의 미학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에서는 장소가 지닌 본질과 의미가 무색해지고 가족, 

연인, 친구 등 동반인과 함께 하는 경험에 가치가 더해지며, 이들의 사진 

수행은 상호 교류와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퍼포먼스로서 기능한다. 

관광지에서 행복한 순간을 기록한 사진은 일상으로 돌아와 추억과 이야기가 

되고 그 때의 감정을 다시금 상기시켜 또다시 현실을 살아갈 힘을 북돋는 

촉매제가 되기에 사진 수행은 사적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장소의 경관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몰두하는 

관광 행태는 진정성이 결여된 행위라기보다 관광의 의미가 대상의 진정성에

서 경험의 진정성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아표현과 

사회적 관계형성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키치적 관광에

서는 Wang(1999a)이 주장한 것처럼 관광대상과 관계없이 자아정체성의 표

출이나 동행인과의 ‘함께하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경험

에 의해 촉발되는 진정성이 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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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만족적 경험

키치적 관광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광 행태는 대중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를 해당 관광지에서 눈

으로 확인하고 수집하는 근대관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관광객들은 자신의 인식 속에 자리한 기호를 그 이미지가 정형화된 본래의 

장소에서 확인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미지를 

그대로 투영시켜 ‘마치 그와 같은 곳’으로 지리적 상상을 통해 대리만족적 

경험을 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은 특정 국가의 

경관과 이국 문화를 모방한 모사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비진정성이나 인위성

을 냉철한 시선으로 평가하기보다 공간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가볍게 즐기려 

한다. 사례지역을 살펴보면, 독일마을 관광객들은 독일식 주택과 독일 음식

이라는 기호를 통해 독일을 대리만족적으로 경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관

광객 T11은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독일마을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평소 유럽과 독일로의 여행을 원하

였던 관광객 T5는 독일마을의 이국적인 경관 이미지를 통해 마치 독일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설명하였다. 

“여기가 이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니까 예쁜 사진도 좀 많이 찍고 와야겠
다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 요즘 해외여행도 못가니까 약간 대리만족으
로 분위기 좀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T11, 40대 여)

“제가 독일을 안 가봐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유럽 마을의 예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봤어서 그런 걸 한 번 직접 봐보고 싶었거든요. (…) 독일마을
의 뷰가 제일 기대됐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서 넓진 
않지만 독일에 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T5, 30대 남)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에서 기대하는 대리만족적 경험은 독일문화에 대한 

체험이 아닌 마을 경관이 지닌 이국성을 감성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었다. 독

일마을이 ‘독일’을 테마로 한 모사 공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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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독일스러운 분위기를 경험하

길 기대하기보다 테마성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독일마을에서 국내의 지리적 환경과 대비되는 경관의 이색성

과 신기성을 느끼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이들은 독일마을을 마치 테마

파크와 같이 인식하고 있어 대상의 진정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리 높지 않

았으며, 단지 모사 공간의 이색적인 이미지가 주는 재미와 오락성을 경험하

고 그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마을은 남해군이 ‘독일’의 전형적이고 관념화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함에 따라 블로거들이 이런 기호를 포착하여 독일과 유사한 이국적인 

장소로 재현한 반면, 장림포구는 사하구의 의도와 다르게 관광객들이 알록

달록한 어구창고와 포구의 풍경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이미지를 투영시켜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치아스러운 장소로 모조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블

로거들은 이런 모조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유행처럼 

키치적 관광의 소비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장림포구의 

베네치아스러운 이미지를 접한 관광객들은 포구에 대해 이탈리아 베네치아

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베네치아와 비교하면서 장소적 환상을 경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관광객 T15는 실제 포구에서 ‘외국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관광객들은 관광대상의 장소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부

산에서 외국을 상상하며 환상성 그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부네치아라고 해서 분위기가 좀 이국적이라서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요. (…) 사진 상으로는 부분적인 것만 보이는데 와서 전체적인 느낌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외국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T15, 20대 남)

장림포구 관광객들 역시 독일마을과 마찬가지로 이곳이 실제 베네치아와 

같을 수 없는 모사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기

대는 베네치아와 얼마나 유사할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광

객들은 장림포구에서 베네치아와 완전히 일치하는 장소성을 경험하려하기 

보다 그와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국성과 이색성을 소비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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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한편, 앞서 블로그 분석에서 블로거들은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베네

치아스러운 이미지의 과장성을 교정하려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텍

스트를 통해 장소의 실상을 현실적인 내러티브로 전달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장소에 대한 환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 T22는 

블로그에서 접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너무 그럴싸하여’ 장소에 대한 호기심

이 생겼으나,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텍스트에 의해 기대감이 다소 완화되

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관광객은 실제 마주한 장소에 대해 예상보다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블로그에서 장소가 어떤 

내러티브와 이미지로 재현되는가는 관광객의 사전 기대이미지와 사후 만족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베네치아라고 하면서 사진이 너무 그럴싸하니까 베네치아 느낌이 
날지 궁금하더라고요. (…) 블로그에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써있었는데, 
근데 앉아 있으면서 자꾸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 
베네치아보다 나은 것 같아요” (T22, 50대 여)

흰여울문화마을의 경우, 블로그에서 그리스 산토리니와 유사한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으나 장림포구와 달리 산토리니가 마을의 관광 테마로 개발되지 

않았고, 블로그에서 재현된 산토리니의 이미지 또한 단순한 은유적 표현에 

머물러 있어 관광객들에게 스테레오타입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장림포구는 ‘부네치아’의 장소성이 대중적 장소성으로 제도화되면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관광객들의 장소 인식의 척도로서 선입견을 형성한 반

면, 흰여울마을은 관광객들이 산토리니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개인의 관점에

서 자유롭게 장소를 해석하고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테면, 관광객 

T24는 흰여울마을에서 건축물의 색채적 기호보다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분위기’를 통해 산토리니와 유사한 느낌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관광

객 T28은 블로그에서 ‘산토리니’라는 표현을 접하였지만 이국적인 느낌을 

기대하기보다는 마을의 바다 풍경이 자아내는 여유롭고 한적한 분위기 자체

를 만끽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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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다가 ‘부산의 산토리니’라는 걸 봤거든요. 산토리니를 실제로 가보
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건물도 높지 않고 건물들 사
이로 계속 바다가 조금씩 보이고 좀 조용한 분위기라서요.” (T24, 20대 여)

”여기를 검색할 때 연관 검색어로 산토리니가 나오더라고요. 저기 길안내
에도 써있고.. (…) 전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기자기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풍경이 선사하는 힐링되는 느낌이 좋았어
요.“ (T28, 30대 여)

한편, 블로그에서 마을을 ‘부산의 산토리니’로 재현하는 내러티브는 관광

객의 관심을 이끌어 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 

B12는 ‘산토리니’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은 기대이미지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처

럼 흰여울마을 관광객들은 산토리니 이미지를 실제 마을에 투영시켜 모조 

공간으로서 장소를 소비하려기보다 가벼운 호기심을 해소하면서 얕은 수준

의 대리만족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쁜 마을이고 블로그에서는 ‘산토리니’ 같다는 표현을 읽고 갔었어요. (…) 
산토리니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았지만 그런 말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
는 것은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그럴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
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런 식의 단어들인 것 같아요.” (B12, 5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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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이 장에서는 관광객이 블로그를 관광 정보원으로 이용하여 관광을 결정

하고 관광활동을 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관광 담론을 실천하면서 

수행한 관광 행태에서 드러나는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속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유용한 관광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관광을 계

획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블로그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진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들은 블로그

에 게시된 사진을 이용하여 관광지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고 이곳을 선

행적으로 경험한 블로거의 소감이나 만족도를 확인하면서 관광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블로거가 추천하는 식당이나 카페, 주변에 가볼만

한 곳, 교통편, 동선 등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광을 계

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rry(1990)는 미지의 세상을 먼저 경험하여 지식

을 얻는 것은 일시적일지라도 그곳에 대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

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블로거는 관광객에게 낯선 장소인 관광지에 대해 지

식-권력을 가지며 블로그를 통해 전달되는 경험지식은 이들에게 관광 담론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이 블로그를 통해 형성된 관광 담론을 실천하면서 수행한 관광에

서 드러나는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

광객들은 블로그에서 상징화된 기호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장소를 인식하

고, 장소의 본질적 속성과 무관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국성과 미학성

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광객들은 블로그 검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경관이나 장소 요소를 기호로 인식하고, 블로그에 게시된 사

진을 통해 기대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례지역의 관광객 

인식하는 장소 기호를 살펴보면, 독일마을은 독일식 주택과 독일음식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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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포구는 어구창고가, 흰여울마을은 바다 경관, 흰여울해안터널, 변호인촬영

지 등을 기호로 인식하였는데, 이들은 블로그 분석에서 확인된 장소 기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광객들은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방식대

로 장소 기호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교적 최근에 관광개발이 

이뤄진 장림포구와 흰여울마을에서 블로그 담론의 영향력이 더 크게 발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일마을의 경우, 블로그 담론이 주로 음식 소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독일식 음식의 소비지로 추천하는 언

어에 따라 독일마을을 여행 중 식사를 해결할 장소로 선정하거나, 블로거가 

권하는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림포구 관광객들은 포구를 

이색적인 사진 촬영지로 재현하는 블로그 담론에 따라 사진 촬영을 방문 목

적으로 삼고, 알록달록한 색채의 어구창고를 이용하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길 기대하면서 블로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흰여울마을 관광객들은 블로그에서 바다 풍경을 즐기기 좋은 곳으

로 추천하는 마을 내 카페를 이용하거나, 이른바 ‘인생샷’ 명소로 소개하는 

흰여울해안터널과 변호인촬영지를 찾아가 블로그에 제시된 방식대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블로그에서 부각된 장소의 미학성은 관광객의 관광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관광지에서 경관의 미학적인 

이미지를 통해 심미주의적인 감성을 소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세 지역의 

관광객들은 모두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이미지가 ‘예뻐서’ 혹은 ‘예쁜’ 사진

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광목적지로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여 미학적인 

사진 이미지가 강력한 유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이 

장소 경관의 미학성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이미지가 일상적 공간에

서 경험하지 못한 감성과 정서를 자극하여 시각적 유희를 제공하고, 인물사

진의 배경으로 소비가치를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객

들은 관광지에서 미학적인 경관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처

럼 인물사진을 촬영하면서 이미지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관광객

들은 실제 장소가 블로그에서 접한 이미지보다 미학성이 떨어지더라도, 이

곳에서 블로그 사진과 같은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획득한 경우 실망감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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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은 장소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관 이미지의 미학성과 환상성을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관광객들은 블로그에서 사회적 명성이나 인기가 확인된 관광지를 

방문하여 사회·문화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곳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면서 구

별짓기를 목적으로 장소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의 특성을 보였다. 인증샷 

촬영은 블로그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9분할컷’, ‘동굴샷’, ‘액자샷’ 등과 같이 

특정한 방식으로 양식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장소 본래의 

속성과 관계없이 이곳의 경관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상화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였다. 이런 태도는 20대 관광객과 여성 관광객에게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지만, 30대 이상의 관광객 또한 연인, 친구, 가족 등동행인

과의 사진 촬영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광객들은 사진 촬영을 수행

할 때 장소의 본질적 속성이나 정체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동행인과 공간

과 시간을 공유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이런 측면에서 장소의 본질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향

유하는 키치적 관광은 진정성이 결여된 행위라기보다 Wang (1999a)의 주

장처럼 관광의 의미가 관광 대상보다 경험에 의해 촉발되는 진정성으로 초

점이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관광객들은 관광지의 본질주의적 장소성이나 진정성과 관계없이 그

곳의 경관 이미지를 통해 이국성을 대리만족적으로 경험하려는 모습을 보였

다. 독일마을의 경우, 남해군이 독일과 유사하게 마을 경관을 조성함에 따

라 관광객들은 붉은 삼각 지붕의 주택을 통해 독일을 연상하거나 독일에 있

는 듯한 느낌을 즐기려 하였다.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에 대해 기대하는 대리

만족적 경험은 독일문화 체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관이 불러일으키는 이

국성과 이색성을 시각적으로 유희함으로써 비일상성을 느끼는 것이었다. 장

림포구와 흰여울마을은 지자체의 의도와 달리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의해 이국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는데, 관광객들은 블로그에서 접한 이국적 

풍경에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림포구는 

‘부네치아’로서의 장소성이 강화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베네치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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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서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흰여울마을은 산토리니의 이미지가 스테레오타입화되지 않아 이국적

인 장소 이미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에서 

가벼운 호기심을 해소하는 얕은 수준의 대리만족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처럼 세 지역의 관광객들은 지역의 장소성이나 문화·역사적 맥락을 이

해하고 경험하려하기보다 장소의 미학성과 이국성을 시각적 유희와 놀이를 

통해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의 특성을 보였다. 일부 관광객들은 블로그를 통

해 마을의 문화·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이곳의 장소적 정

체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들은 설사 그런 정보를 얻었

다 할지라도 마을의 장소적 의미보다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국적·미학적

인 경관 이미지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그들 스스로도 키치적 

관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은 유행

의 흐름처럼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는 블로그 담론을 실천하면서 그러한 조

류에 합류하기도 하지만, 이는 키치적 관광이 개인의 소비 취향과 선호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동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블로그 담론이 관광객

이 본래 지니고 있는 키치적 관광 성향과 영합하여 행위로 발현됨으로써 이

런 형태의 관광이 유발 및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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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종합토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늘날 관광 영역에서 키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관광의 물리적 환경이 되는 장소가 키치적으로 변용되는 과정과 장소를 키

치적으로 소비하는 관광객의 태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관광 담론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소셜미디어에 주목하

여 이 담론이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을 살펴보았다. 이에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

석범주를 설정하여 사례지역들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소비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장소를 키치화하는 지자체와, 관광·문화적 차원에서 장소를 표상화하고 

관광 방식을 담론화하는 블로그, 이런 담론과 영합하면서 키치적 관광을 수

행하는 관광객이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키치적 관광을 유발하는 서로의 조

건이자 동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

광의 핵심 속성은 장소가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장소 본

래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과 무관하게 새로 덧붙여진 이미지의 가

치가 강화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드러난 세 주체의 역할과 

수행 방식을 논하고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 향후 키치적 관광 개발 시 고려해야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주체가 지닌 역할을 살펴보면(<표 6-1> 참고), 먼저 지자체는 물

리적 공간의 공적 개발 주체로, 지역의 관광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 소비주

체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장소를 변화시키면서 키치화한다. 지자체가 경제

적 효용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장소를 개발함에 따라 내부중심성을 향

하였던 장소성이 관광수요에 맞춰 변화하거나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지리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본질주의적 장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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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광가치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이미지화되는 대중적 장소성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 그 결과 지역의 장소성이 이중적인 구조를 형성하면서 키

치적 관광의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진다. 즉, 지자체가 장소를 상품화하기 

위해 장소 본래의 속성보다는 이국성, 미학성 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관

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스펙터클을 형성함에 따라 이렇게 덧붙여진 미학

적·이국적 이미지로 장소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하지만 오로지 지자체의 공간 개발에 의해서 키치적 관광이 유발

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소의 이국성과 미학성을 부

각시키면서 이미지를 표상화하는 블로그와 이런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유희

를 즐기는 관광객의 소비 취향이 서로 부합하면서 이뤄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블로거들은 관광을 블로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면서 자신의 관광 경험을 공적 공간에 정보의 형태로 외부화하며, 이런 경

험지식들은 사회적 공간에 축적되어 관광 담론을 형성한다. 블로거는 블로

그를 통해 잠재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역관광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차체와 같이 지역의 관광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사회적 권위자나 전문가 집단이 관광 상품화한 

대상에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선호와 성향에 

따라 관광가치를 다르게 구현시키기도 한다. 지자체는 공적인 지역 개발자

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관광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행정적 논리

에 따라 관광 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장소를 키

치화하지만, 블로거들은 지역의 본질주의적 장소성이나 권력 및 전문가 집

단이 부여한 장소적 의미에 연연해하지 않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광 매력

성을 탐구한다. 즉, 블로거들은 장소의 정체성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해석

하기보다 관광객의 시선에서 장소를 관찰하면서 독특한 것, 감성적인 것, 

놀이적인 것, 오락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담론을 형성한다. 이처럼 블

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장소 자체보다는 기호, 본질보다는 외

관, 이성보다는 감성, 현실보다는 환상을 예찬하는 담론의 형태를 지님으로

써 진지한 장소 경험보다는 가벼운 유희를 추구하는 키치적 관광과 영합하

게 된다. 



- 260 -

블로그는 온라인상에서 관광 매력물로서 장소의 상징적 기호와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소비하는 방식을 규정화하여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

하는 담론을 형성한다. 블로그는 시각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진정성보다는 외적으로 미학성과 독

특성이 두드러진 장소 요소가 기호로 상징화되고, 이런 기호는 최종적으로 

관광객에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또한 블로거들

은 정보의 소비주체인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시각적 연출과 편집을 통해 장소를 실제보다 미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장소

의 기호가 지닌 상징적 이미지를 이식 혹은 투영시켜 ‘○○의 산토리니’, 

‘○○의 베네치아’ 등과 같이 장소의 환상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처럼 

블로그는 시각적 조작 및 연출을 통해 장소에 대한 관광객의 시선을 구축하

는데 이것이 키치적 관광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블

로그를 통해 생산되는 기호의 또 다른 특징은 블로거의 과시 욕구에 의해 

‘인증샷’ 장소가 기호로서 상징성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런 기호는 어떠한 

문화·역사적 의미가 깃는 장소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강력한 디지털 스펙

터클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들이다. 블로거들은 드라마틱하게 연출된 자신

의 ‘인증샷’을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이 사

진을 촬영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놀이처럼 유행화한다. 이와 

같이 블로그는 장소의 본질적 속성이나 의미는 축소하고 시각적 유희와 놀

이를 통해 장소의 미학적·이국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관광을 예찬하면서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하게 된다.  

관광객은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관광 담론을 실천하면서 공간을 소비하

는 동시에 키치적 관광의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의 생산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관광을 수행하기에 앞서 블로그를 통해 낯선 장소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여 관광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계획적 소비자의 특징을 가지

며, 블로거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블로그에서 제시

된 방식을 수용하여 관광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학습된 소비자의 성격을 

지닌다. 관광객들은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통해 기대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지를 방문하여 이런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블로거가 추천하는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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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하거나 블로그에서 알려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수행하면서 장

소의 이미지를 소비하기도 한다. 블로거가 관광지의 본질주의적 장소성보다 

경관의 이국적·미학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사진 촬영 등과 같은 놀이를 통해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담론화함으로써 관광객의 키치적 관광 수행을 유

도하기도 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이런 관광 방식이 개인의 소비 취향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블로그의 관광 담론이 

관광객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 키치적 관광 성향과 영합하면서 행위로 발현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이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담론과 영합하면서 육체적 행위로 실

천한 관광의 행태는 키치적 관광으로서의 특징을 보였는데, 그 특징은 크게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 구별짓기, 대리만족적 

경험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특징을 풀어 설명하면 첫째, 장소에 깃든 문

화·역사적 의미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 이성적인 경험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흥미와 유희 중심의 관광 경험을 즐긴

다. 둘째, 장소를 형태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장소의 미학성에 소비가치

를 부여하며 경관 이미지의 심미성을 감성적으로 소비한다. 셋째, ‘핫플레이

스’와 같은 관광지의 인기나 명성에 방문가치를 두고 그곳에서 ‘인증샷’을 

촬영하여 유행에 합류하면서 구별짓기를 목적으로 장소를 소비한다. 넷째, 

관광 대상의 진정성과 무관하게 장소적 환상과 상상을 즐기며 ‘마치 그와 

같은 곳’으로 연출된 이미지들을 소비하면서 장소를 대리만족적으로 경험한

다.

정리하면 키치적 관광은, 지역의 소비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중적 장소

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장소를 키치화하는 지자체

와, 지역의 장소성이나 역사·문화적 의미보다는 장소가 지닌 미학성과 이국

성에 관광가치를 부여하고 소비 방식을 규정화하는 블로그, 장소의 이미지

를 시각적으로 유희하고 놀이와 흥미 중심의 관광에 호응하는 관광객의 상

호복합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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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자체 블로거 관광객

역할 물리적 공간의 
공적 개발 주체

관광 담론 
생산 주체

관광 담론 
실천 주체

특징 지역의 관광 가치 
및 자원 개발

관광 대상으로서 장소 
관찰 및 재현

수용한 관광 방식으로
장소 경험 및 소비

목적/
욕구

공공·행정적 논리에 
따라 사업 수행,

지역 자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활용가치 평가

블로그의 영향력 구축,
관광 정보 제공,

디지털 호모나랜스 
(스토리텔러),

과시욕구

계획적 소비 추구,
타인의 경험지식 

습득 및 학습,
유행 참여

수행
방식

- 장소성의 이중화
- 이상화된 대상의 
  모방
- 경제적 효용성 창조

- 장소를 관광·문화적 
차원에서 표상화

- 관광 매력물의 기호화
- 장소 경험 및 소비 

방식 규정화

- 기호와 이미지를 통한 
유희

- 심미주의적 감성 소비
- 구별짓기
- 대리만족적 경험

키치적
속성

지역의 소비가치를 창
출할 대중적 장소성을 
구성하고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관광 활성화

지역의 장소성이나 진
정성보다 이국성과 미
학성에 관광가치 부여,
이미지의 소비 방식을 
담론화

지역의 장소성이나 진
정성과 관계없이 경관 
이미지 소비, 놀이·흥
미 중심의 관광 수행

<표 6-1> 주체별 역할 및 수행 방식

각 주체의 역할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에서 나타난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

적 관광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마을은 지자

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남해의 본질주의적인 장소

성과 관계없는 ‘독일’마을을 새롭게 개발하여 장소를 키치화하였다. 남해군

은 마을 조성 시 건축 규제와 상행위 통제를 통해 독일교포 정착촌으로서 

장소성을 구성하는 한편, 독일식 주택 건축물을 통해 독일스러움을 가시적

으로 드러내어 경관을 상품화였다. 남해군은 키치적 관광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파독 광부와 간호사였던 독일교포들의 정착촌이라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의미보다 독일의 테

마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독일식 주택과 독일음식을 관광 매력물로서 기



- 263 -

호화하고 이국적 풍경의 장소와 독일음식 소비지로 표상화함으로써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하는 담론을 형성하였다. 관광객 또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지로서의 장소성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관광을 수행하기

보다, 소셜미디어에서 부각된 이국적·미학적 이미지를 확인하고 그들이 추천

하는 상업시설에서 독일음식을 소비하면서 독일의 테마성을 즐기는 키치적 

관광을 수행하고 있다. 정리하면, 독일마을은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적 효과

를 위해 남해의 어촌에 ‘독일’마을이라는 장소성을 도입시켜 이중화함으로써 

장소의 키치적 속성이 획득되었고, 마을의 장소성보다 경관이 지닌 이국성

과 이색성을 부각시켜 ‘독일’ 테마 관광지로 재현하는 소셜미디어와, 경관을 

통한 시각적 유희와 흥미 중심의 관광에 호응하는 관광객이 영합하면서 장

소가 키치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써 독일마을은 남해의 독일교포 정

착촌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국적·미학적인 이미지의 관광가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림 6-1> 독일마을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 형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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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포구는 사하구가 포구의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알록달록한 색채로 

어구창고의 외관을 정비하였는데, 소셜미디어가 지자체의 의도와 다르게 이

를 ‘베네치아스러운’ 풍경으로 포착하였고, ‘부네치아’라는 이미지가 구성되

었다. 이런 장소 이미지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자 사하구는 ‘부네치

아’라는 장소성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면서 장소를 키치화하였다. 사

하구는 포구의 모든 건축물에 색을 입히고 풍차 모양의 공중화장실이나 리

알토 다리를 형성화 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물리적 개발을 통

해 경관을 상품화하였다. 소셜미디어는 포구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

고 화려한 색채의 어구창고를 장소 기호로 상징화하여 이색적인 사진 촬영 

장소로 표상화함으로써 키치적 관광을 유도 혹은 촉진시키는 담론을 형성하

였다. 관광객 또한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포구를 방문하고, ‘부네치아샷’, ‘9

분할컷’ 등과 같이 소셜미디어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수행하면

서 경관의 이국적·미학적인 이미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수행하고 있

다. 정리하면, 장림포구는 지자체가 포구의 관광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

네치아(부산의 베네치아)’라는 장소성을 도입하여 장소성을 이중화함으로써 

장소의 키치적 속성이 획득되었고, 포구로서의 장소성보다는 가시적으로 드

러나는 경관의 스펙터클을 통해 포구를 사진 명소로 표상화하는 소셜미디어

와, 이런 장소의 소비방식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관광객이 영합하면서 장소

가 키치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써 장림포구는 포구 자체로서의 장소

성과 관계없이 장소에 덧붙여진 이국적·이색적 경관 이미지의 관광가치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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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장림포구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의 형성 프로세스

흰여울마을은 영도구가 피난민촌에 예술작가를 입주시켜 ‘문화예술마을’

로서 새로운 장소성을 도입하였으며 지역의 관광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 벽

화 조성, 영화기록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소성이 이중화되었

다. 이 과정에서 산토리니 등을 벤치마킹하여 건축물의 채색 방식을 도입해 

마을 경관을 조성하면서 장림포구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산의 

산토리니’로 이미지화되었으나, 영도구는 이런 이미지로 장소를 테마화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키치화가 이뤄졌다. 한편, 소셜미디어는 흰여울마을을 부산

의 산토리니로 재현할 뿐 아니라 미적 풍경의 장소, 낭만카페의 성지, 변호

인 촬영지, 인생샷 명소 등으로 표상화하고 있으며 ‘변호인 촬영장소’, ‘흰여

울해안터널’ 등을 ‘인증샷’ 장소로 새롭게 기호화하여 ‘액자샷’, ‘동굴샷’ 등

의 사진 촬영 장소로 규정하는 담론을 형성하였다. 관광객 또한 마을의 장

소성을 이해하고 경험하기보다 소셜미디어에서 추천한 카페를 방문하여 미

학적·이국적인 풍경을 시각적으로 유희하거나 ‘인증샷’ 장소에서 사진을 촬



- 266 -

영하면서 경관 이미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을 수행하고 있다. 정리하면, 

영도구가 ‘문화예술마을’이라는 장소성을 도입하고 마을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 미관을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산토리니의 이미지를 모방함으로써 키치적 

속성이 획득되었고, 피난민촌으로서의 장소성과 무관하게 미학적·이국적 풍

경으로 표상화하고 사진 명소로 규정화하는 소셜미디어와, 이런 경관 이미

지를 시각적으로 유희하고 사진 촬영과 같은 놀이를 통해 소비하는 관광객

이 영합하면서 장소가 키치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로써 흰여울마을은 

피난민촌으로서의 장소성보다 장소에 덧붙여진 미학적·이국적인 경관 이미

지의 관광가치가 더 확장되고 있다.

<그림 6-3> 흰여울문화마을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 형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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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키치적 관광 개발을 지

역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할 시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가 키치화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스펙터클은 시각적인 신기성으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광지로의 방문을 이끌 수 있지만, 경관 개발

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장림포구 사례처럼 관광 활동이 주로 사진 촬영

에 집중되어 다양한 유희 활동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 흰여울문화마을의 경우, 관광객들의 방문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아기자기한 마을 경관,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해

안터널,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등 다양한 관광 경험을 가능케 하

는 장소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흰여울문화마을 사

례는 반드시 지역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광객이 비일

상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장소에 소비가치를 부여한다

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한 관광 매력물들이 균형 있게 개발될 필요성을 시사

한다.

둘째, 소셜미디어에서 이국적 풍경으로 표상화 된 장소 이미지를 관광개

발 전략에 활용할 경우, 이러한 이미지로 장소 전체를 테마화하여 대표적인 

장소성으로 강화시키기보다 관광객의 자유로운 해석과 상상이 이뤄질 수 있

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례지역을 보면, 장림포구는 지자체

가 다양한 물리적 개발을 통해 ‘부네치아’의 장소성을 제도화함에 따라 베

네치아가 장소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상징화되었다. 반면, 흰여울마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산토리니의 이미지를 마을 홍보를 위한 은유적 묘사

로 사용할 뿐 장소를 산토리니라는 테마에 고정시키지 않아 장소의 이미지

가 보다 다원화되고 있다. 그 결과, 장림포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관광

객들의 장소 인식의 척도로 작용하여 장소에 대해 선입견이 만들어진 반면, 

흰여울마을은 관광객들이 산토리니의 이미지를 넘어서 개방적으로 장소를 

해석하고 경험함으로써 장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소의 이국성을 관광 테마로 개발할 경우, 지역의 새

로운 장소성으로 고정시키기보다 장소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과 다층적인 해

석이 이뤄질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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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겠다.

셋째, 사례지역 분석 결과, 키치적 관광을 주도하는 소비주체는 주로 20

∼30대 여성과 연인 관광객으로, 중년층 이상의 남성 관광객은 이런 형태의 

관광에 크게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림포구와 흰여울문

화마을은 최근 부산의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40대∼50대 여성과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독일마을은 현재 연령

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의 관광객이 찾는 남해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

다. 이에 키치적 관광 개발 시, 처음부터 모든 연령의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기보다 20∼30대 여성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그들

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함으로써 명성을 쌓아올려 관광 수요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소의 키치화는 외부 자본의 진입을 촉진시켜 상업구역의 확장을 

야기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이들이 지역에서 소외되는 문

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독일마을과 흰여울문화마을 주민들은 관

광객 유입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들은 관광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독일마을 주민들은 남해군에 마을 내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군은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흰여울문화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수익 활동을 펼

쳤다. 그럼에도 마을의 상권은 외지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키치화로 인한 지역

의 경제적 효과가 주민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정

책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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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약 및 결론

그동안 학계에서는 ‘키치’가 지닌 속성을 비판하고 키치의 사회적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를 억제 혹은 규제하길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오늘날 키치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일상에 보다 깊숙이 스며들어 공간뿐 아니라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키치화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의 키치에 대한 부정적 논의들을 대신하여 오늘날 관광 영역에서 나타나는 

키치의 속성을 고찰하고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을 개념화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지자체, 소셜미디어, 관광객이 지닌 역할과 수행 

방식을 파악하여 이런 사회문화적 현상이 유발 및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의 키치화는 지자체가 지역의 관광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공․행정적 논리에 따라 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이뤄진다. 지자체는 장소

를 상품화하기 위해 관광객의 요구에 맞게 지역을 매력적으로 개발하면서 

기존의 장소성을 변형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새로운 장소성을 구성하여 장소

를 키치화한다. 이들은 공적 개발자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 효과로 정당

성을 확보하면서 장소를 키치화하는데, 세 사례지역은 이런 개발이 제기되

고 도입된 배경과 맥락이 서로 상이하여 그 전개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

났다. 독일마을은 남해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개발 전략 차원에서 독

일과 유사한 마을을 조성하여 계획적․의도적으로 장소를 키치화하였지만, 장

림포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닮은 풍경으로 포착된 우

발적 사건에 의해 키치화가 이뤄졌다. 독일마을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

해 헌신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지로 장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

써 키치화의 정당성을 확보한 반면, 장림포구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창출된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키치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장림포구는 최

초에 지자체가 계획하였던 개발 방향과 무관하게 소셜미디어에 의해 베네치

아스러운 장소로 이미지화되었지만, 사하구가 장림포구의 미관 개선을 위해 

채색한 어구창고의 화려한 스펙터클이 관광객의 시선에 포착되어 이국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하구가 키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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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공간적 생성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흰여울

마을은 영도구가 마을경관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토리니를 벤치

마킹의 대상으로 이용하면서 산토리니와 유사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영도

구는 독일마을처럼 대상을 정교하게 모방하지 않았지만, 산토리니를 벤치마

킹한 행위는 외형적 유사성이 장소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키치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분적·선택적 모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선진국이나 해외 유명 관광지의 명성과 매력성을 빌려 그곳의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은 모방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키는 키치의 작동 방식

을 그대로 실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소가 키치화되는 과정

에서 본질주의적 장소성보다는 이국적이고 미학적인 경관이 가시적으로 부

각됨에 따라 장소에 덧붙여진 경관 이미지를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이 이뤄

질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둘째, 소셜미디어는 지역의 장소성보다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국적·미

학적 이미지로 장소를 표상화하고, 시각적 유희나 놀이 중심의 관광 방식을 

규정화함으로써 키치적 관광을 유발 혹은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기존의 관광연구에서는 대중매체에 의해 관광 담론이 생산되고 장소 

기호가 구축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는데, 이런 담론은 역사․문화적 산물의 지

배적 가치나 장소성을 강화하는 규범적 틀 안에서 구성되었다. 반면,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인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기존의 전문가나 

권위자가 인정하는 장소적 의미와 가치에 연연해하지 않고 감성과 정서, 개

성과 독특성을 예찬하고, 놀이적이거나 오락적인 것에 소비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소셜미디어는 장소가 지닌 본질

적 속성과 역사·문화적 의미보다는 장소의 미학성, 이국성, 환상성을 소비하

는 키치적 관광과 영합하게 된다. 이를테면, 독일마을은 남해군이 독일교포 

들을 입주시켜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정착촌으로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였지

만,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의미는 배제된 채, ‘독일’ 테마의 관광지로 재현되

어 경관의 이국성과 이색성을 유희하는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는 내러티브가 

확인되었다. 한편, 장림포구와 흰여울마을은 본질주의적 장소성과 관계없이 

이국적·미학적 풍경의 장소로 표상화되고 있으며 특정 경관의 이미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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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색적인 사진 명소’, 혹은 ‘인생샷 명소’로 장소적 기능이 규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는 장소 본래의 속성이나 의미에 가치를 두기

보다 인물사진을 촬영하기에 이미지가 뛰어난 경관에 관광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부각시킴으로써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장소 기호의 특징적인 점은 이른바 ‘인증샷’ 

장소가 관광지를 대표하는 기호로 상징화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과 커

뮤니케이션 채널의 발달로 인해 관광지에서 촬영하는 ‘인증샷’ 사진이 관광

지 방문의 증표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소

셜미디어에서 ‘인증샷’ 촬영 장소의 상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증샷’ 장소

는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깃든 장소도, 공급주체가 제공하는 포토 스팟도 

아닌, 소비주체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장소를 해석하고 미학성을 발굴하여 

새롭게 의미와 가치를 창출시킨 장소이다. 이에 소셜미디어에서 상징화되는 

장소 기호는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어떤 장소에 감성적․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사례지역을 보면, 

장림포구는 ‘부네치아샷’에서 어구창고의 ‘9분할컷’으로, 흰여울마을은 변호

인 촬영지의 ‘액자샷’에서 흰여울해안터널의 ‘동굴샷’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처럼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의 경험적, 유희적, 심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장소

의 의미와 가치가 형성됨으로써 대중에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장림

포구와 흰여울마을은 ‘핫플레이스’와 같은 트렌디한 장소로 부상하기도 하였

다. 

셋째, 근대적 조건하에서 장소의 기호와 이미지를 생산하였던 대중매체와 

달리,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기호-대상이 지닌 상징적 이미지를 다른 장소에 

투영시켜 모조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장소의 환상을 소비하는 키치적 관

광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대관광은 장소의 문화․역사적 특징에 

기반하여 기호화 된 대상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키치

적 관광은 기호가 본래의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그곳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일종의 판타지를 소비하는 특징을 지닌다. 사례지역을 보면, 독일마을은 남

해에 위치해있지만, 독일식 주택과 독일 음식을 통해 독일을 대리체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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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소로 표상화되고 있다. 장림포구는 부산의 공업단지에 위치해 있으

나, 소셜미디어가 ‘알록달록한 어구창고’와 ‘포구에 정박한 배’라는 기호를 

통해 ‘베네치아스러운’ 장소로 모의적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베네치아의 분위

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재현되고 있다. 흰여울마을 또한 부산 피난민촌

의 지형적 특성에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의 기호를 결합하여 ‘부산의 산토리

니’로 표상화함으로써 관광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고 기대이미지를 만들

어내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는 장소의 본질적 속성을 의식하지 않

은 채 장소가 재현되는데, 이는 오정준(2005b)이 설명한 일종의 시뮬라크르

의 놀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소셜미디어에서 장소 재현은 장소의 원형성

과 관계없이 환상의 이미지가 무한대로 복제됨에 따라 탈맥락적인 지리적 

상상을 즐기는 키치적 관광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장림포구

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환상적인 이미지가 단지 관광객들의 시

뮬라크르의 놀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자본력을 형성하면서 실제 장소의 

정체성으로 정착하여, 소셜미디어 담론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넷째,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장소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그곳을 경험하는 방식을 특정한 형태로 양식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은 낯선 장소에 대한 경험재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선행적 경험자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

하여 관광을 결정하고 수행함에 따라 특정하게 조직된 방식대로 장소를 경

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Urry(2002)가 제시한 것처럼 관

광객의 시선을 구축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그들의 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도 

친밀하게 규정화한다. 이를테면, ‘눈’이나 ‘카메라’를 통해 포착할 대상을 가

르쳐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촬

영 방법을 알려주며, 어떤 식당이나 카페를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음

식 소비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어느 요일이나 시간에 방문해야 만족감을 얻

을 수 있는지 시간의 적합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사례지역을 예로 들면, 독

일마을은 특정 상업시설을 ‘맛집’ 혹은 ‘핫플 카페’로 칭하면서 이곳을 방문

하여 특정한 음식을 소비하길 권유하고 있으며, 장림포구와 흰여울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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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 촬영 방식은 ‘9분할컷’, ‘액자샷’, ‘동굴샷’ 등으로 양식화되고, ‘노을 

명소’로서 해질 무렵에 방문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대중관광처럼 키치적 관광은 사회적 담론에 의해 정해진 틀 속에서 장소

를 피상적․수동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들

의 행위는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닌 육체적 실천을 수반함으로써 이전 관

광과 다른 행위주체성을 지닌다. 이를테면, 관광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규

정된 ‘인증샷’ 장소에서 학습된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도를 잡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을 표현한다. 이는 Stylianou-Lambert(2012)가 제시한 

놀이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관광객들은 표면적으로 동일한 경관과 

구조물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카메라 앵글, 

노출, 채광조건, 피사체로부터의 거리, 사진가의 위치, 쵤영대상자의 포즈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사진에 부여되는 의미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관광객에게 사진 수행은 자아를 표출하거나 가족, 

연인, 친구 등 동행인과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사회적 퍼포먼스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장소를 이미지로서 경험하고 소비하는 키치적 관광은 진

정성이 결여된 행위라기보다 관광객이 장소를 이해하고 장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관광의 의미가 대상의 진정성

에서 경험의 진정성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관광

객에게 장소의 정체성이나 문화·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배우는 관광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장소가 지닌 이미지를 놀이적 실천을 통해 소비함

으로써 일상에서 억눌렸던 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으로 행복과 

감성, 상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Edensor(2001)의 관광에 

대한 연극적 분석 관점을 빌려 설명하면, 키치적 관광에서 장소는 ‘무대

(stage)’가 되고, 소셜미디어는 ‘대본(script)’이 되며, 관광객은 ‘배우(actor)’

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장소는 무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속성

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며, 관광객은 무대의 주인공인 ‘나’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 의미에 집중한다. 관광객은 소셜미디어에서 구성된 대본을 따라서 



- 274 -

장소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만의 이야기로 무대를 또 꾸며

나간다. 이에 관광객과 소셜미디어는 열린 결말의 이야기를 통해 무대를 함

께 만들어나가는 공동생산자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관광객에게 장소가 권력 

및 전문 집단이 구성한 대로 인식되거나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오정준(2015a, 2015b)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물론 권력 집단이 장소에 미치

는 영향력이 보다 직접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으나, 장림포구의 사례처럼 소

셜미디어의 담론을 통해 ‘부네치아’라는 새로운 장소성이 창출된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관광 상품

으로서 장소를 생산하고 소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키치적 속성에 주목하여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개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발달함에 따라 장소의 본질적 속성보다

는 장소에 덧붙여진 이미지를 소비하는 관광 행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런 

현상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였었다. 본 연구는 키치적 소비에 내재한 

심리적 요소들을 관광 행위에 적용하여 이를 ‘키치적 관광’으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관광객을 소비주체로 간주하던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 바라보고 

소셜미디어 담론이 지닌 특징을 고찰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관광 담론은 장소의 본질적 속성보다는 장소의 미학적·이국적 이미지를 강

조하고 놀이와 오락 중심의 관광을 예찬함으로써 키치적 관광과 영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감성적·심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장소의 매력성을 발굴하여 새로운 소비가치를 창출해내기도 하는

데, 그와 동시에 장소를 경험하는 방식은 특정한 형태로 양식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가 관광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키치적 관광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이러한 역

할을 밝힌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키치적 관광과 같은 관광행태를 비진정하고 무의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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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판하였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접근

하고자 하였다. 키치적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장소중심적인 관점에

서 관광을 바라봄으로써 행위 주체들의 문화적 실천의 차원을 배제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험중심적으로 변화한 관광의 형태를 해

석하는 데 현실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연

구를 통해 키치적 관광 행위에 내포된 욕구나 심리를 파악함으로써 관광의 

의미가 관광 대상보다는 경험에 의해 촉발되는 진정성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는 것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관광 

개발은 대체로 지역의 문화·역사적 산물을 보존하여 가치 생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인 장소관에 기반하여 본질주의적 장소성을 복원시켜 

장소를 상품화하는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공급자적 시각에서 장소

자원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지역의 문화역사적 자원이 성공적으로 소비될 

것이라는 안일한 예측과 기대를 가지고 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관광

객의 유치 실패와 예산 낭비, 사후 유지 및 관리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다. 이에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전통을 지키는 것을 절대적으

로 고수하기보다 소비자의 수요와 성향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게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관광의 키치적 속성을 분석

하고 관광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관광 수

요에 부합하는 지역관광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키치적 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 개발이 모든 측

면에서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지역관광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장

소자산이 부족하거나 빈약한 경우에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는 장소에 대한 재현뿐 아니라 관광 소비가치에 대한 지

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는 변화하

는 관광 소비문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에 관광개

발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인증샷’ 장소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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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의 트렌드와 관광객의 소비성향을 파악

한다면 관광지에서 어떤 장소 요소들이 매력물로 소비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나 기호 체계

를 미리 가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광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지역관광 

활성화가 주민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으

로 유입되는 자본을 지역공동체의 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지닌다. 첫째, ‘키치’는 상품으로서 

장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유용하지만 오늘날 키치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개념이 매우 광범

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장소의 키치화’와 ‘키치적 관광’을 보다 명확하게 개

념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장소의 키치화 과정을 보다 분

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국적 키치에 주목하여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으

나, 오늘날 키치적이지 않은 장소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키치화가 확산되

고 있기 때문에 키치화의 정도와 특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전개 양상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개념을 더욱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블로그에서 생산되는 관광 담론의 특징과 블로그를 관광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의 관광 행태를 분석하여 소셜미디어와 키치적 

관광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연구과정에서 관광객 스스로도 키치적 관

광 성향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광객의 키치적 관광 

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관광성향과 블로그의 영향력 가운데 어느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관광 담론의 생산 주체로서 블로그의 역할을 주목하여 이런 담

론이 특정한 형태의 관광을 유도 및 촉진시키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

였으나, 향후 블로그 담론에 의한 지역의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 변화를 파

악함으로써 블로그가 지닌 영향력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관광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매체인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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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 인스타그램도 새로운 관광 정보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록 인스타그램의 주이용자는 20대의 젊은 세대 관광객이

지만 관광 영역에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키치적 관

광의 형성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악한다면 구조주의적 차원으로 키치적 관광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소의 키치화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주민, 상인 

등 보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장소의 키치화

는 급속한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의 상업성이 높아지는 문제와 연

결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키치화로 인한 지역 변화를 연

구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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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cademia has raised considerable concerns and criticisms

about the spread of kitsch, it is cleverly penetrating our daily spheres

and developing as its own cultur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and conceptualize the properties of kitsch appearing in

today's tourism.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study notes the role of social media as producing discourse and

explains how this discourse fits with kitsch tour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kitschization of places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kitsch tourism by analyzing the ways in which

each party performs their respective roles – local governments as

creating tourism space, social media as forming a tourism discourse,



- 301 -

and tourists as practicing such discourse.

In this study, ‘kitschization of place' refers to the dualization of

placeness (sense of place) that occurs as a place imitates an idealized

other to produce consumption value and gradually becomes separated

from its original characteristics. While ‘kitsch tourism' signifies the

attitude of consuming symbolic value and aesthetic and exotic images

added to a place, regardless of the essentiality or authenticity of the

place. In order to more clearly distinguish kitsch attributes within

South Korean tour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exotic aspects of

kitsch and selects three research sites – Namhae German Village,

Busan Janglim Port, and Huinnyeoul Culture Village –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initiative by local governments and by social media.

This study analyzes tourism discourse by collecting data from blogs

which are widely used as tourism information sources in South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 three research sites were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kitschized by local governments' who operated project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tourism. In the case of the German village,

independent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Namhae, Namhae-gun

planned and intentionally turned the place into kitsch by creating a

new place as a settlement for Korean migrant returnees from

German. Janglim Port was converted into kitsch as ‘Bunezia (Venezia

of Busan)’ by Saha-gu, who institutionalized the port’s new placeness

after it became popularized in social media as resembling Venezia.

While Namhae-gun legitimized its kitschization by endowing the place

with significance of homeland settlement for Korean miners and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the 1960s and 1970s, Saha-gu’s kitschization of Janglim

Port was a response to new tourism demand created by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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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innyeoul Culture Village originally formed as a settlement for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was transformed as a Culture and

Arts Village by Yeongdo-gu's project for regenera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Kitschization of the village took place in the form of

benchmarking Santorini and others to improve the village landscape

by coloring buildings. The reason for Yeongdo-gu’s benchmarking

and this partial and selective imitation can be interpreted as the

municipal government recognizing that external similarity to Santorini

brings about a kitsch effect that makes the place appear attractive.

Second, bloggers represent places online by highlighting visibly

aesthetic and exotic images rather than placeness, and form

discourses that routinize tourism activities centered on visual

enjoyment or play. Bloggers took aesthetically significant aspects of a

landscape creating symbols out of them, and generated fantasy of

places by projecting symbolic images of other places such as ‘Venezia

of ○○’ and ‘Santorini of ○○.’ In addition, ‘proof-shot’ spots have

become signs representing tourist destinations in blogs. ‘Proof-shots’

are photos visitors take to prove to others, especially through social

media, that they have been to a particular location. Therefore,

proof-shot spots are not places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but places where bloggers discover aesthetics and create

new meanings and values. The bloggers shared their proof-shots in

their blogs, drawing attention and interest from potential tourists,

instructing them in detail that there is a certain manner of taking

these photos that is fashionable, thus making this whole process into

a popularized play. As such, these blogs form a discourse that

induces or promotes kitsch tourism while lauding the tourism method

that consumes aesthetic and exotic images through visual enjoyment

and play rather than appreciating plac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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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ourists put into practice the tourism discourse produced

through blogs and form a culture as they perform kitsch tourism.

Most of the tourists referred to blogs to plan their travels, and their

behavior practicing the discourse represented in these blogs make up

the characteristics of kitsch tourism. Its characteristics can broadly be

summarized as play-oriented tourism through signs and images,

aesthetic emotional consumption, distinction, and vicarious satisfaction.

Kitsch tourism may seem meaningless in that one experiences a place

superficially and manually through signs and images of places like

mass tourism, but their actions and practices are different from

previous tourism, because it entails agency rather than a passive

visual experience. For example, tourists may take pictures at a place,

performing the ‘proof-shot’ method as instructed in social media, but

in this process, they actively move their body to obtain the image

they want and express themselves. When taking pictures, tourist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essential attributes of the places, but gave

more meaning to the social interaction in which they share space and

time with their companions. In this respect, kitsch tourism, which

makes use of visibly revealed images of a landscape, is not behavior

lacking authenticity. Rather, it is a shift in the meaning of tourism –

from being objects of tourism to experiencing authenticity triggered

by the tourism experience.

This study has recast the negative perspective of kitsch and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kitsch 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conceptualizing ‘kitsch tourism' as a type of tourism that implies

tourists’ desires and psychological needs. In addition, this study has

moved beyond the framing of tourists as consumers considering them

to be producers of tourism discourse through social media such as

blogs and investigated the ways in which these discourses co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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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itsch tourism. As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on tourism

gradually expand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nvironment, kitsch tourism is also likely to spread. Some areas of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include analyses of various social media

such as Instagram as well as blogs and physic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a region due to the tourism discourse of

social media.

keywords: Kitsch, Kitschization of Place, Kitsch Tourism, Social

Media, Tourism Discourse, Consumption Culture i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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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부록 1. 블로그 텍스트데이터의 자연어 처리

구  분 처리어 자연어

동의어,
유의어

바다 바닷가

예쁘다 이쁘다

분홍 핑크

맥주 흑맥주, 생맥주, 수제맥주, 
독일맥주

비표준어

맛있다 맛나다

비주얼 비쥬얼

그럭저럭 쏘쏘

감성 갬성

스폿 스팟

패스 패쓰

어묵 오뎅

소시지 소세지, 쏘세지, 쏘시지 

인스타그램 인스타

핫플레이스 핫플

복합어,
공유명사

파독전시관, 방조어부림, 원예
예술촌, 환상의커플, 철수네집, 
완벽한인생, 쿤스트라운지

파독 전시관, 방조 어부림, 원
예 예술촌, 환상의 커플, 철수
네 집, 완벽한 인생, 쿤스트 
라운지

장림포구, 감천문화마을, 드론
네이처

장림 포구, 감천 문화마을, 드
론 네이처

흰여울문화마을, 흰여울길, 흰
여울해안터널, 절영해안산책로, 
손목서가, 흰여울비치, 범죄와
의전쟁,

흰여울 문화 마을, 흰여울 길, 
흰여울 해안 터널, 절영 해안 
산책로, 손목 서가, 흰여울 비치, 
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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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남해 독일마을 질적내용분석 대상 블로그(접속일: 2020년11월22일)  

ID 날짜 제목 URL

D1 20200629 남해 독일마을 구석구석 산책하듯~ https://blog.naver.com/jbm993/222016094292

D2 20200618 남해 독일마을 다시 가도 국내에서 해외여행 느낌으로 https://blog.naver.com/hp0210/222004073620

D3 20200629 남해 독일마을 1박 하고 왔어요! https://blog.naver.com/bb00dd/222015146669

D4 20201108 남해 독일마을관람(2020.11.7.토요일) https://blog.naver.com/ilo999/222138472519

D5 20200505 남해 독일마을 여행 쿤스트 베이커리  카페 https://blog.naver.com/babelkim/221947153856

D6 20201007 아이와 남해 독일마을 직접 가보니 솔직히... https://blog.naver.com/valuable777/222109404920

D7 20201105 남해 독일마을 가벼운 산책 후 비스트로36에서 목 축이기 https://blog.naver.com/nale129/222136596967

D8 20200601 남해 독일마을 : 숙박하고 아침에 만나는 산책 https://blog.naver.com/bl85219/221944579641

D9 20201030 남해 독일마을에 첫 느낌은 날씨만큼 좋았던 그 날~ https://blog.naver.com/nexuss0226/222131052678

D10 20200310 국내 1박2일 여행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hnmh2332/221846590086

D11 20200918 남해 독일마을 드라이브 (feat.쿤스트라운지) https://blog.naver.com/cjdthfrhfvm/222093073314

D12 20200813 남해 여행 필수 코스 ::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roynmin/222059295466

D13 20201008 남해 독일마을, 국내여행, 애견동반여행 셋째 날!! https://blog.naver.com/dog6420/222109797601

D14 20201012 경남 여행지 남해 독일마을 멋진 가볼만한곳 답사기 https://blog.naver.com/wwwon2/222110479485

D15 20201029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c0_0c/222130027428

D16 20200922 힐링 관광지 명소 추천 가볼만한 곳:남해 독일마을 방문기! https://blog.naver.com/epark1124/222095978383

D17 20200720 남해 독일마을 파독전시관 둘러보기 https://blog.naver.com/zaawoo/2220359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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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20201013 경상도 여행 ● 남해 독일 마을의 풍경 ● https://blog.naver.com/cho00731/222114817549

D19 20200510 드디어 가본 남해 독일마을 쁘띠유럽여행 https://blog.naver.com/00sweetlove/221955190589

D20 20200927 [남해] 독일마을 그리고 쿤스트라운지(Kunst Lounge) https://blog.naver.com/yessoap/222100817677

D21 20200917 남해여행 가볼만한곳 남해독일마을 다녀왔어요! https://blog.naver.com/leehyoju87/222092127022

D22 20201118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clsrn6251/222147441921

D23 20200827 남해가볼만한곳::남해여행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godbig1004/222072476566

D24 20201005 남해)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foruser1/222107730206

D25 20200717 남해 독일마을 맥주 남해가볼만한곳 경남여행 소세지 https://blog.naver.com/sajapyung/222032879858

D26 20201019 이국적인 풍경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zztm5222/222119532029

D27 20200807 경남 남해군 삼동면 -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yar1026/222053428559

D28 20200517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naleo11/221966727340

D29 20200722 남해 독일마을 / 독일가정식 ‘부어스트퀴세’에서 먹은 점심 https://blog.naver.com/phr1211/222038382765

D30 20200506 남해 독일마을 한 번은 가보세요~ https://blog.naver.com/bow_land/221948311881

D31 20190724 남해 독일마을, 이국적인 국내 여름휴가지 추천 https://blog.naver.com/qhdhr7835/221593833452

D32 20200527 ▷남해 독일마을◁ 3년만에 재방문 https://blog.naver.com/xpfj890807/221980626608

D33 20200418 국내 1박2일 여행 - 가장 먼저 남해 독일마을 부터~ https://blog.naver.com/overroad89/221914884616

D34 20200522 남해 독일마을 즐기기에 좋은곳들 https://blog.naver.com/00sweetlove/221974460652

D35 20200319 [경남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witchmino/221861601708

D36 20200419 [20.04.18~20.04.19] 남해 독일마을 https://blog.naver.com/306_1203/221917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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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 20200707 남해 독일마을 전망대 이국적인 뷰가 담긴 기념품 마그넷 
쇼핑 https://blog.naver.com/king89win/222024156570

D38 20200707 남해 독일마을 넘 예쁘다~ https://blog.naver.com/clleye/222024243987

D39 20200621 [여수&남해 신혼여행] 남해 독일마을 둘러보기 https://blog.naver.com/zzzzzangg/222001349112

D40 20200430 남해 독일마을 이국적인 풍경과 아픈 역사가 있는 가볼만
한 곳 https://blog.naver.com/rkdfurgkrp/221937393748

D41 20201114 남해 독일마을 다녀왔다.. https://blog.naver.com/nayu0355/222143779135

D42 20191026 남해독일마을   (2019.10.13) https://blog.naver.com/khcho21d/221689279327

D43 20200205 남해 독일마을에서 소세지와 슈니첼을 먹다 https://blog.naver.com/lovely_fat/221797020050

D44 20191208 남해 독일마을 다녀온 솔직 후기 https://blog.naver.com/peanut_s_/221730515742

D45 20200109 남해 독일마을 매년  여름에 오는 곳 https://blog.naver.com/sesjaebum/221765658140

D46 20201117 남해독일마을/가을여행/경상남도 남해군 https://blog.naver.com/ldv1004/222146436189

D47 20191012 남해 독일마을 주황주황 한폭의 그림같은 곳 https://blog.naver.com/ejin3j/221675467855

D48 20200506 남해 독일마을 환상의 커플 찾아가는 여행 https://blog.naver.com/tnwlsdl702/221948883598

D49 20201119 남해독일마을 다녀왔습니다 소시지는 먹지 못해 아쉽네요
ㅠㅠ https://blog.naver.com/hyemin4308/222149140391

D50 20190730 남해 독일마을 굳이?! https://blog.naver.com/aprilsong19/22160035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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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부산 장림포구(부네치아) 질적내용분석 대상 블로그(접속일: 2020년11월22일)   

ID 날짜 제목 URL

B1 20200416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기대 없이 둘러보기 https://blog.naver.com/wlsgml850/221909209316

B2 20200929 부산 사진찍기 좋은곳 / 부네치아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you1620/222102656396

B3 20201112 부산 가볼만한곳 / 사진찍기좋은곳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byunhj213/222142741228

B4 20200825 부산 여행, 알록달록 장림포구 부네치아 코스~ https://blog.naver.com/hloveh01/222069976565

B5 20200828 부산여행 장림포구 부네치아 앗지롤? https://blog.naver.com/hangilchi/222072889188

B6 20201026 두번째로 찾은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candy761013/222127130055

B7 20200825 부산 여행 날씨만큼 예뻤던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hp0210/222069784074

B8 20200925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갈지 말지 망설인다면 https://blog.naver.com/ddubabi/222099713147

B9 20201011 강아지랑 부산 다대포여행 :: 장림포구 부네치아-고니 나루쉼
터... https://blog.naver.com/goldilockss/222112581515

B10 20200609 부산 부네치아 장림포구  부산의 베네치아?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 https://blog.naver.com/rhksgn/221994822934

B11 20200806 부산 드라이브 코스 알록달록 부네치아 느낌의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uni7741/222038061164

B12 20200705 부산 핫플 장림포구 그 곳! 부네치아 가봤니? https://blog.naver.com/djkkll1233/222022006419

B13 20200626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moonksm10004/222012953462

B14 20200913 부산 컬러플 플레이스... 부네치아,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soya1901/222087948909

B15 20200814 부산 장림포구 SNS핫플 부네치아 알록달록 이쁜사진... https://blog.naver.com/0118346818/222060687884

B16 20200710 부산 드라이브 코스 장림포구 부네치아 하늘에서 무지개가... https://blog.naver.com/bada3347/22202723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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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7 20200119 장림포구/부네치아(부산의 베네치아) https://blog.naver.com/wjjudo2/221776464115

B18 20200910 [부산여행] 한국의 베네치아 핫한 장림포구 a.k.a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bomsworld_/222085391034

B19 20191011 장림포구 부네치아 기대보다는 괜찮았다요 https://blog.naver.com/aqyuan/221674029096

B20 20200905 부산 사하구│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gooodvin/222079098204

B21 20201015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 부산+베네치아 느낌은 나네 https://blog.naver.com/happy_8820/222116809900

B22 20200111 부산 핫플레이스 명소 :: 풍경이 예쁜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051002hsb/221767710378

B23 20200428 부산 가볼만한곳, 사진찍기 좋은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kakoi77/221934125059

B24 20201020 부산 여행 12 - 장림포구(부네치아), 한국의 베네치아 https://blog.naver.com/kht2423/222121341153

B25 20190603 부산 부네치아 여행...(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elion68/221552997237

B26 20200417 베네치아 말고 부산 부네치아, 아 ~ 부라노 말고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miliyam/221913517421

B27 20200902 [부산여행] 부산 사진찍기 좋은곳! 알록달록한 부네치아 장림
포구 https://blog.naver.com/princessrin/222078679672

B28 20201118 부네치아(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khlovems/222147213557

B29 20200416 부산의 부네치아, 사진찍기 좋은곳, 장림포구 베네치아♬ https://blog.naver.com/line7770/221911124586

B30 20200702 장림포구 여기가 부산의 베네치아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wed1204/222018749234

B31 20200824 부산 나들이, 장림포구. 부산의 베네치아,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festival222/222069313405

B32 20200905 비 내리는 날 부산 장림포구(부네치아)에서~ https://blog.naver.com/aquaman73/222081193655

B33 20191101 부산여행 부산가볼만한곳 장림포구 :) https://blog.naver.com/dksgpwls262/221694134708

B34 20200927 부산 관광명소 장림포구 부네치아에 가봤어요^^ https://blog.naver.com/candy761013/222101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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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 20200717 부산의 베네치아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aimezyou/222033553910

B36 20201030 부네치아 장림포구에 다녀오다~ https://blog.naver.com/kjinsook2004/222130543192

B37 20200817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부산 베네치아 알록달록 사진찍기좋
은곳 https://blog.naver.com/lovely_227/222062514120

B38 20200316 보키일상  부산 장림포구 , 뿌링클홀릭 https://blog.naver.com/kyeong0727/221856700350

B39 20200823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wys1993/222068321850

B40 20201105 부산이색관광지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photo4782/222135992503

B41 20200129 [부산여행]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hongsan56/221729296659

B42 20200824 8월 부산 여행 3박 4일: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qkqhtud/222069310701

B43 20190717 부산 장림포구 부네치아 알록달록 이쁜 곳 ♥ https://blog.naver.com/jinmichu/221587689036

B44 20191122 부산투어 * 부네치아 {알록달록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mju0508/221715558479

B45 20200607 부산가볼만한곳::친구들이랑 부산여행 부네치아 '장림포구' https://blog.naver.com/godbig1004/221992723908

B46 20200709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포구 둘러보기, 부산당일치기여행 https://blog.naver.com/katarina7777/222026093514

B47 20200214 부네치아 ; 장림포구 솔직히..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https://blog.naver.com/mina01400/221808150150

B48 20200325 부산 장림포구 '부산 부네치아' 인생사진 찍기 https://blog.naver.com/raonfam/221872076317

B49 20190804 부산 가볼만한곳 /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about_lsj/221605587572

B50 20191128 부산 가볼만한곳/ 장림포구 부네치아 https://blog.naver.com/cheroki77/22172085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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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질적내용분석 대상 블로그(접속일: 2020년11월22일)  

ID 날짜 제목 URL

H1 20200825 부산 여행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골목골목 걷기 좋은 길 https://blog.naver.com/djkkll1233/222070037415

H2 20200624 부산여행2박3일코스 태종대 수국&흰여울길 찾아봤죠~ https://blog.naver.com/bada3347/222011343470

H3 20201118 영도 노을을 보러 흰여울마을 산책코스 아이랑 https://blog.naver.com/monnani58/222147564217

H4 20200521 부산 영도 흰여울길, 너무 아름다운 문화마을(+주차, 코스) https://blog.naver.com/ilyfttend/221973052169

H5 20201121 부산 송도근처에 있는 멋진 흰여울 마을 다녀 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snsprofessor/222147033976

H6 20201022 부산여행코스 가볼만한 곳 추천 영도 흰여울길 https://blog.naver.com/snscometome/222122822806

H7 20200906 부산여행코스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빠질 수 없지 https://blog.naver.com/ever6486/222081756732

H8 20200809 부산여행 : 영도 흰여울마을, 손목서가 https://blog.naver.com/tjsdud8068/222055851445

H9 20201013 광복동 롯데백화점에서 영도전차종점 흰여울마을... https://blog.naver.com/kisangma/222114681322

H10 20200829 그림같은 부산 영도 흰여울마을~ https://blog.naver.com/myapangt/222074201257

H11 20200915 부산여행코스로 추천하는 영도 흰여울마을 니콘 미러리스... https://blog.naver.com/ohyob8888/222089837591

H12 20200411 영도 흰여울길 아름다운 바다 산책로 https://blog.naver.com/hongrunrun/221902361545

H13 20200910 딸과 함께 영도 흰여울마을 - 2020.06.13 https://blog.naver.com/idbaik103/222085585290

H14 20201107 부산여행 가볼만한곳 부산영도흰여울길~추천 https://blog.naver.com/jiwonruk/222137628162

H15 20200710 부산 여행 - 부산관광지. 영도 흰여울길 절영해안산책로 . https://blog.naver.com/artraving/222025907878

H16 20201010 절영해안산책로 흰여울 문화마을 코스 주차장 부산 https://blog.naver.com/anna_skin/222111869050

H17 20201121 흰여울길(흰여울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gamrae007/2221446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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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8 20201015 영도 흰여울길-가을 데이트장소(+산책)/강추 https://blog.naver.com/realkim88/222116654118

H19 20201119 #흰여울산책길, #절영해안산책로, #20201115, #부산트래
킹... https://blog.naver.com/oneway54/222148402555

H20 20201005 흰여울길 걷기 / 부산 영도 가볼만한곳 https://blog.naver.com/you1620/222107664875

H21 20200913 [부산 영도 여행] 흰여울문화마을-흰여울해안터널에서 사진 
찍기! 영도 카페 카린영도플레이스 https://blog.naver.com/princessrin/222088554529

H22 20200830 영도 흰여울문화마을 (흰여울점빵, 신기여울) https://blog.naver.com/chic-amy/222075336479

H23 20200804 부산 영도 흰여울마을(흰여울길) 시원한 바다; 주차팁 https://blog.naver.com/dmz1548/222051376990

H24 20200902 [여행/혼행] 이국적인 부산 속 세계여행, 영도 흰여울마을... https://blog.naver.com/moon9536/222078613873

H25 20200702 부산 영도 흰여울 마을 https://blog.naver.com/uvgotme/222019159731

H26 20200803 부산명소 흰여울문화마을 흰여울길 https://blog.naver.com/blumoonlight/222049012549

H27 20200915 부산여행 흰여울 문화마을 카페 추천(에테르, 손목서가, 여울
책장, 흰여울비치) https://blog.naver.com/hasooyon/222090394610

H28 20201002 가파른 절벽 끝, 흰여울마을 (2020.10.2. 금) https://blog.naver.com/min_dhan/222105288494

H29 20200902 부산 흰여울 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akjehj/222078113094

H30 20201103 흰여울 길 소소한 할로윈축제 https://blog.naver.com/go2260/222134315058

H31 20200826 2020 부산 _ 흰여울 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juheeo9o2/222071337072

H32 20200819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공영주차장 포토존 흰여울해안터널 후
기 https://blog.naver.com/yookjihye/222065018008

H33 20200703 부산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skin5738/222020352521

H34 20201112 11/8 흰여울 https://blog.naver.com/a700si/22214199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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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5 20201117 [영도 절영산책로/ 흰여울 해안터널]오랜만에 가족들과 탁트
인... https://blog.naver.com/wtgost/222146860248

H36 20200826 부산 여행 10-'변호사' 촬영지 흰여울 문화마을, 절영해안산
책로 https://blog.naver.com/kht2423/222071118101

H37 20200604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110321sy/221990378267

H38 20201017 부산나들이, 흰여울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bohwajung/222116593060

H39 20201006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hicola9104/222108594729

H40 20200909 [부산여행] 지금, 여기, 우리, 흰여울마을 https://blog.naver.com/happy_today2/222084361780

H41 20200520 [부산 영도 가볼만한 곳]2020 흰여울길 https://blog.naver.com/byungsuk1/221972224982

H42 20201120 부산 흰여울 문화마을 후기/부산 영도/변호인 촬영지/부산 
인생샷 https://blog.naver.com/jimine10/222149171229

H43 20201104 (부산영도/영도가볼만한곳/부산여행추천) 인생사진은 여기서! 
영도 흰여울길 https://blog.naver.com/onhsj123/222134988963

H44 20200608 시원한 바닷바람 불어와 좋은 영도 흰여울길~~ https://blog.naver.com/lucky0520/221994248235

H45 20201018 부산 영도 절영해안산책로/흰여울해안터널 https://blog.naver.com/happyclo/222119260791

H46 20190708 부산 영도 흰여울길 인생샷 남기기 ♥ https://blog.naver.com/jinmichu/221580712396

H47 20200530 과거와 현재의 공간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흰여울길 https://blog.naver.com/hdsj1017/221984101593

H48 20200606 부산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https://blog.naver.com/hyekyohoony/221991635501

H49 20191108 부산 .. 영도다리와 흰여울길 https://blog.naver.com/ykrblue/221701545077

H50 20200320 부산 영도 흰여울문화마을(흰여울 하트계단 포토존 위치)~ https://blog.naver.com/hloveh01/22186097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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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남해 독일마을 블로그 질적내용분석 결과

대상 범주 묘사어 근거(중복표현 제외)

마을 전체

장소적 기능

유명한 곳,
남해의 대표 관광지, 
남해 여행의 필수 코스

남해 관광지로 유명한 곳,
남해에서 가볼만한 곳,
남해 독일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남해여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났던 곳,
남해의 랜드마크가 된 곳,
남해여행의 시그니처 여행지,
남해여행에 필수로 들리는 코스,
남해 제1의 관광지

독일을 테마로 한 관광지
유럽의 독일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국적인 풍경을 주제로 하고 있는 관광지,
식당과 카페가 많은 독일 느낌의 거리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이들이 돌아와 둥지를 튼 그리움의 종착역

상업화된 곳
펜션촌,
카페과 식당이 주를 이룬 곳

할거리, 볼거리 부족
볼거리가 많지 않음,
특별한 할거리가 없음

경관 이미지

이국적인,
예쁜,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인상적인,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곳,
독일을 연상시키는 곳,
예쁜 풍경의 마을,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
동화 속에 나올 듯한 모습,



- 316 -

깔끔한

아기자기한 마을,
마을 풍경이 멋진 곳,
인상적인 풍경을 간직 한 곳,
깨끗한 마을

주체의 감정

독일에 온 듯한,
힐링 되는,
마음이 편안한,
행복한,
즐거운

독일/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
독일을 다녀 온 기분을 낼 수 있었던 여행이라서 더욱 의미 있고 행복했음,
예쁜 풍경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힐링됨,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함,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느린 여행이 가능한 곳,
기대에 못 미쳤지만 바람 쐰 것만으로도 즐거웠음,
예쁜 사진을 찍으며 나를 찾는 시간을 가짐

독일주택

장소적 기능 숙박하기 좋은 곳
예쁘고 깔끔해서 숙박하면 좋을 곳,
숙박을 하면서 여유롭게 마을을 즐겨보고 싶음,
외국 게스트하우스의 느낌이 남

경관 이미지

이국적인, 
예쁜, 
독특한,
개성 있는

독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이국적인 주택,
주황색 지붕이 예쁨,
동화 속에서 볼 법한 모습,
독일식의 건축 구조가 독특함,
주택과 정원이 각기 개성이 있음,

주체의 감정
살아보고 싶은,
독일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듦,
독일 여행을 했을 때 기억이 되살아남,
실제 독일의 모습도 이와 같을지 궁금증을 자아냄

전망대 장소적 기능 기념사진 찍는 곳, 인증샷/인생샷 찍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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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 곳
멋진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곳,
독일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경관 이미지
예쁜,
이국적,
아름다운

내려다보이는 마을 풍경이 예쁨,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독일/유럽에 온 듯한 느낌이 듦,
마을 전경과 바다의 조화가 아름다움

광장

장소적 기능
관광편의시설,
사진 찍기 좋은 곳

파독전시관, 레스토랑, 기념품 판매점 등 관광편의시설이 있는 곳,
사진 찍기 좋은 곳(아치형 입구, 마차 등)

경관 이미지
이국적, 
멋진,
깔끔한

독일 느낌이 강하게 듦,
유럽풍 건축양식이 설렘을 유발함,
경관이 멋있음,
깔끔함,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듦

식당 및 
카페

장소적 기능
독일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곳,
휴식 취하는 곳

맥주와 소시지를 맛볼 수 있는 곳,
마을 풍경과 바다 경치를 볼 수 있는 곳,
여행 중에 잠시 쉬기 좋은 곳

경관 이미지
예쁜,
분위기 좋은

내‧외부가 예쁨,
분위기가 좋음

주체의 감정
힐링 되는,
독일에 온 듯한

멋진 경치를 보며 앉아있으니 힐링이 됨,
독일 음식을 먹으니 독일에 온 듯한 느낌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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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부산 장림포구 블로그 질적내용분석 결과

대상 범주 묘사어 근거(중복표현 제외)

포구전체 장소적 기능

새로운,
유명한,
핫플레이스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
요즘 부산에서 핫한 곳,
최근 부산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
SNS에서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진 명소

사진 명소

사진 명소로 유명한 곳,
핫한 포토 스팟,
사진 맛집으로 인기를 끄는 곳,
인생샷 찍을 수 있는 곳,
인물 사진 찍기 좋은 곳,
포토 플레이스,
이색적인 촬영지,
스냅 사진 명소

드라이브,
산책,
데이트

부산 드라이브 코스,
산책하기 좋은 곳,
데이트하기 좋은 곳

노을 명소
석양이 아름다운 곳,
해질녘 풍경이 낭만적인 곳,
예쁜 일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볼거리, 즐길거리 부족
볼거리 없음,
즐길거리가 부족함,
부대시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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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들러가는 곳,
다대포 해수욕장(인근 관광지)과 함께 가면 좋을 곳

경관 이미지

알록달록한,
예쁜,
독특한,
작은,
낭만적인,
한적한,
깔끔한

형형색색의 건물과 포구의 조화가 예쁜 곳,
알록달록한 건물과 포구라는 독특한 풍경을 선보이는 곳,
우리나라 포구에서 보기 어려운 깔끔하고 예쁜 경치가 인상적인 곳, 
동화 속 풍경처럼 아기자기한 느낌,
규모가 작음,
아담한 곳,
소소한 풍경,
포구 특유의 잔잔한 감성이 드는 곳,
낭만 포구,
배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음,
포구와 작은 배들이 정겹고 멋스러움,
모든 것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 한산함,
산만하지 않은 단아한 매력이 있는 곳,
깔끔하게 탈바꿈한 곳

조촐한,
썰렁한

생각보다 조촐한 모습,
썰렁한 느낌

베네치아와의 비교

바다와 컨테이너를 배경으로 베네치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
베네치아인지 부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풍경이 멋진 곳,
베네치아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곳,
나름 베네치아의 느낌이 나는 곳,
베네치아와 흡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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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휴양지에 방문한 것 같은 모습

베네치아 느낌을 느낄 수 없는 곳,
베네치아와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는 곳

주체의 감정
여유로운,
마음이 편안한,
즐거운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했던 곳,
한적하고 여유로운 포구,
그림 같은 풍경에 힐링됨,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흥겨움,
사진 찍으며 즐거움을 느낌

어구창고

장소적 기능
장림포구를 대표하는,
사진 명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인생샷 건질 수 있는 곳,
장림포구의 하이라이트,
시그니처 포토스팟,
장림포구에서 가장 유명한 곳,
SNS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
이 건물 때문에 장림포구가 유명해짐,
9분할컷 찍는 곳

경관 이미지
알록달록한,
예쁜,
아기자기한

알록달록하게 칠한 건물이 예쁜 곳,
인형 집 같이 예쁜 곳,
컬러풀한 건물,
아기자기한 건물들

주체의 감정 설레는 컬러감이 마음을 설레게 함

시계탑 장소적 기능 사진 찍는 곳 사진 찍기 좋은 곳



- 321 -

경관 이미지
멋진
이국적인,
아기자기한

멋진,
유럽 느낌을 물씬 풍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영화 속 한 장면 같음,
테마파크의 느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음

풍차화장실

장소적 기능 화장실 알고 보니 화장실이었음(의외성)

경관 이미지

예쁜,
멋진,
아기자기한,
이국적인

예쁜 풍차,
멋있음,
동화나라 마냥 사랑스러움,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음,
네덜란드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킴

전망대
장소적 기능 전망 좋은

바다 풍경이 멋있는 곳,
노을 구경하기 좋은 곳,
특별한 볼거리가 없음

주체의 감정 마음이 풀리는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듦,
확 트인 전망을 바라보니 좋음

상가건물

장소적 기능 식당가 횟집과 식당이 있는 곳

경관 이미지

예쁜,
작은,
귀여운,
알록달록한

예쁘게 채색된 건물,
낮고 작은 건물들,
귀여운 모습,
알록달록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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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벽화

장소적 기능 사진 찍는 곳
사진 찍을 곳이 많음,
포토존, 포토스팟이 많이 있음

경관 이미지
아기자기한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음

식상한 특별할 것 없는 날개 벽화와 라라랜드 그림

어묵 판매점,
어묵

장소적 기능 기념하는
부산의 대표 어묵을 살 수 있는 곳,
특산품 혹은 선물을 살 수 있는 곳

주체의 감정
부산 여행이 실감나는,
맛있는

부산에 와있다는 것이 실감남,
맛있게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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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블로그 질적내용분석 결과

대상 범주 묘사어 근거(중복표현 제외)

마을 전체 장소적 기능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핫플레이스

부산의 대표 관광지,
요즘 뜨고 있는,
최근 부산 가볼만한 곳 핫 키워드,
부산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곳,
관광지로 탈바꿈한 곳,
주말되면 사람들로 붐비는 곳,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길

사진 찍기 좋은 곳,
볼거리 많은 곳,
걷기 좋은 길

사진 찍기 좋은 풍경,
사진 찍는 포인트가 많음,
마을을 예쁘게 꾸며놔서 어디서나 사진이 잘 나옴,
바다를 배경으로 예쁜 프레임을 많이 찾을 수 있음,
인생샷 많이 얻어갈 수 있음,
구석구석 구경하기 좋음,
좋은 스팟이 많음,
먹거리와 볼거리가 다양함, 
걷는 재미가 쏠쏠함,
골목골목 다니기 좋음

피난민들이 살던 옛 동네

피난민들이 살던 곳,
피난민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마을,
피난민들의 삶의 공간과 어린 시절 골목길이 연상되는 곳,
정감 가는 곳,
마을 자체가 하나의 갤러리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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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
추억을 부르는 관광지,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시간이 멈춘 듯한 곳,
마을 주민들의 소담스런 일상을 마주하게 되는 곳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히 걸어야 함

노을이 아름다운 곳

노을과 석양이 환상적인 곳,
일몰 보러 많이 가는 곳,
해질 녘에 금빛으로 물드는 마을,
석양이 질 때 더욱 아름다운 곳

고양이를 볼 수 있는 곳
고양이가 많은 곳,
귀여운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곳

경관 이미지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예쁜,
평화로운,
예스러운,
이국적인,
산토리니를 닮은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길,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마을 자체가 아름다운 곳,
잘 꾸며놓은 마을,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예쁜 길,
그림 같은 마을,
사랑스러운 골목길,
예전과 다르게 활기찬 느낌,
여유와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풍경,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마을,
도시답지 않은 한적함이 느껴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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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인 곳,
담장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이국적임,
흰 벽과 파란 집들의 조화가 이국적임,
그리스 산토리니에 비교되는 명소,
한국의 산토리니,
부산의 친퀘테레,
이탈리아 아말피 느낌의 장소,
스페인 구엘공원 느낌이 남

주체의 감정

죄송스러운 거주 공간을 구경하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듦

만족스러운,
기분 좋은,
들뜬

부산 여행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곳,
너무 좋았던 곳,
바다가 있어 해양도시에 놀러 온 느낌이 남,
호기심으로 들뜨게 함,
자연과 소소한 것들에 대해 느끼는 소중함이 커짐,
살고 싶은 마음이 듦

바다

경관 이미지

예쁜,
멋진,
시원한,
몽환적인

반짝이는 바다가 예쁨,
멋진 풍광,
탁 트인 푸른 바다가 시원시원함,
탄성이 절로 나오는 뷰,
절경이고 장관임,
분위기 좋음,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몽환적임

주체의 감정
기분 좋은,
평온한,
마음이 편안한

힐링되는 기분, 
마음이 평온함,
편안하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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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포근해짐,
피곤을 잊게 해주는 묘약 같음,
봐도 또 봐도 좋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듦,
해방된 기분이 듦,
설렘,
여행 온 기분이 강하게 듦

카페

장소적 기능
전망 좋은 곳,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휴식 취하기 좋은 곳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오션뷰를 자랑하는 예쁜 카페들,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핫한 카페들이 많은 곳

경관 이미지
예쁜,
멋진,
이색적인

아름다운 카페,
예쁜 카페가 즐비한 곳,
분위기 좋은,
멋스러운 카페들,
이색적인 카페들이 많음,

주체의 감정
힐링 되는,
감성적인

힐링 됨,
여행 온 것이 실감남,
감성에 젖게 만드는 곳

계단 장소적 기능 (하트계단)사진 찍기 좋은 곳
(하트계단)포토 스팟,
(하트계단)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
(하트계단)인증샷 찍는 곳



- 327 -

경관 이미지
예쁜, 
가파른

예쁘게 꾸며 놓은 계단,
감탄이 절로 나오는 돌 장식,
가파른 계단,
경사가 높은,
오르기 힘든 계단

변호인 촬영지
(구 흰여울안내소)

장소적 기능
영화 ‘변호인’ 촬영소,
사진 명소

영화 ‘변호인’ 촬영지,
포토존이 있는 곳,
부산 바다를 액자삼아 인생샷 남길 수 있는 곳,
그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꼭 들려야 하는 인생샷 스팟,
줄서서 사진 찍는 곳,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마을에서 유명한 장소

흰여울
해안터널

장소적 기능 사진 명소

유명한 포토존,
핫 포토존,
동굴샷 찍는 곳,
실루엣샷 찍는 곳,
인증샷 찍는 곳,
인생사진 남기면 좋을 포인트,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추억 남길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줄 서서 사진 찍는 곳,

경관 이미지 예쁜 내부를 예쁘게 꾸며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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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감정
만족스러운,
아쉬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져서 만족스러움,
인생샷을 남기지 못해 아쉬움

절영
해안산책로

장소적 기능 걷기 좋은 곳
바다 풍경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곳,
바다를 가까이서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
산책하기 좋은 곳

경관 이미지
아름다운,
바다와 조화로운

하얀색과 푸른색의 조화가 아름다움,
푸른 빛깔이 시원한 느낌을 줌,
파란 색으로 꾸며져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줌

주체의 감정 기분 좋은
바다를 따라 걸으니 힐링됨,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걸으니 기분이 좋아짐,
걷기 싫어하는 사람도 걷게 만드는 길

흰여울점빵 장소적 기능
유명한,
라면 가게

바다를 바라보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
진정한 뷰 맛집,
갬성라면집,
인생라면집,
유명한 라면집,
꽤 알려진 식당,
SNS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라면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곳

공방, 갤러리

장소적 기능
예술품과 소품을 파는 곳,
사진 찍기 예쁜 곳

그림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곳,
감성 글씨를 새겨주는 곳(갤러리),
사진 찍는 재미가 있는 곳,

경관 이미지 예쁜
분위기가 예쁜 곳,
예쁘게 꾸며져 있는 곳,
파란 페인트로 예쁘게 단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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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

장소적 기능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글귀벽화)마음을 다잡게 함,
(글귀벽화)방문객을 위로하는 글,
(글귀벽화)과거를 돌아보게 함

경관 이미지
예쁜,
귀여운,
조화로운

예쁜 벽화들,
아름다운 벽화,
멋진 벽화들,
특이하고 귀여운 벽화,
강아지 그림이 귀여움,
웃음 짓게 만드는 깜찍한 벽화,
바다와 잘 어울리는 그림,
노랑과 파랑의 조합이 예쁨

주체의 감정
유쾌한,
공감 되는

기분 좋은,
(글귀벽화)마음에 와 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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