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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벽화마을’의 문제점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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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벽화마을 3곳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

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현재의 벽화마을은 지리적·문화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갖

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브랜드화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미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벽화마을은 페인팅벽화 위주로 되어 있다. 도자 벽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셋째, 관광연계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관광객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벽화의 위치와 주변의 볼거

리, 먹거리, 숙박, 편의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벽화마을은 이제 내외국인의 

탐방 주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벽화마을을 찾는다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벽

화마을에 사는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다.

▸Keywords :벽화마을, 디지털 콘텐츠, 정체성, 브랜드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three mural villages and how to make use of 

digital contents have been sought.  Three ways of solutions were searched for the problems.  Firstly,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advantages of the villages were not in practical use, so in long term, making 

proper brands of the villages is recommended.  Secondly, most of the paintings are wall paintings.  So in 

the aspects of esthetics, more  wall paintings are encouraged to be made with ceramic works.  Lastly, 

there should be various festivals in connection with the villages.  Various smart phone applic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easier use of digital contents such as sights, foods, and accommodation,  Mural villages 

have become one of attractions for both local and foreign tourists.  More tourists should feel free to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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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ral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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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의 벽화마을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공

공미술사업’에 그뿌리를두고오늘에이르고있다. 마을가꾸

기사업의일환으로기획된벽화마을프로젝트는도시화과정

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 자아 사이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서 시작되었다[1]. 무엇보다 벽화마을 조성사업의 취

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알게함과동시에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을주는

데 있었다. 벽화마을이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생겨났다면 최

근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벽

화마을 조성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쉽게볼수있는벽화마을은여러문

제점을 안고 있다. 마을과 무관한 유명한 캐릭터를 그리거나

비슷한 이미지의 그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방송

을 통해 ‘날개’ 이미지가 유명해지자 벽화마을 곳곳에서 유사

한이미지가생성된것이다[2].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지않

는다면벽화마을은애초의취지를살리지못하고소외된지역

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

제는벽화마을도초기단계를벗어나중장기적인전략에따라

조성을 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각 지역의 벽화마을은 그 마을에 걸맞은 문화전략을 수립

하여 차별화된 브랜드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

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역사성을

살린문화전략을수립해야한다. 예컨대 그 마을과관련된신

화·전설·유례에 얽힌 스토리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장소성

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시·농촌·어촌의 특성을 살

린문화전략을세워야한다. 셋째, 벽화마을은 지역성에근거

한 세계화 전략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한다. 그 지역의 고

유성이 빠진 세계화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넷째, 벽화마을은

작가의개성과지역의정서가잘조화되어야한다. 벽화는 단

순한그림이아니라작가의개성의산물이기때문에창작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벽화마을은이제문화관광의콘텐츠로급부상하고있는숨

어있는블루오션(blue ocean)이다. 따라서이에대한면밀한

분석과대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본논문에서는벽화마을

이대중과정서적공감대를형성하고소통할수있어야한다는

취지하에벽화마을의문제점을지적하고이에대한대안을마

련하고자한다. 무엇보다현재벽화마을은지역주민의입장뿐

만 아니라 관광객(외부인)의 입장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의 마을재생프로젝트에서한단계더발전한비전이제

시되어야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벽화마을의롤모델이될수

있는대표적인벽화마을인전주자만벽화마을, 부산감천문화

마을, 통영동피랑벽화마을의사례를분석하기위하여문헌연

구와현지답사를병행하였다. 또한관광객입장에서벽화마을

에관한정보를손쉽게접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모바일앱

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관광객이디지털콘텐츠활용방안인

모바일앱을이용한다면, 벽화마을은미래의관광산업활성화

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관련 연구와 연구 배경

1. 관련 연구의 문제점

문화관광자원으로서활용될수있는방안을연구한논문들

[1,3,4]은 벽화를관광자원화할수있는국내외사례를조사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의 국내 사례는 디자

인, 지역문화행사에 초점을 맞추거나[1], 특정 지역과 타 지

역을 일대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3].

마을박물관화(villageum)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문[4]은 관광자원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벽화마을이

참고하기에 좋은 논문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언급에 따른 소

개이기에 이에 적합한 벽화마을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과관광자원화는사례제시에그치지말

고대안을제시하지못했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대전대동

마을과프랑스리옹벽화마을과비교한논문[3]의 경우프랑

스리용벽화마을을어떻게벤치마킹해서발전시켜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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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지가 분명하지 않다. 마을박물관화(villageum)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문[4]의 경우 동피랑 벽화마

을의이미지개선을위한한방법으로스마트폰앱활용방안

이라든지 미적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

는다.

다음으로벽화마을의정체성을구현한논문[2, 5]가 있다.

벽화마을 사례를 통해 벽화마을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법을

모색한 논문[2]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와 공간 커뮤니케

이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손일권의 저서에 나온 개

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인 브랜드네

임(Brand name), 로고(Logo), 심벌(Symbol), 슬로건

(Slogan), 징글(Jingle), 브랜드 컬러(Brand color) 등을

이용하였으며, 공간 커뮤니케이션 요소로는 조화

(Ensemble), 절제/최소화(Minimum), 맥락성(Context),

융합(Convergence) 같은 개념으로 벽화마을의 문제점을 지

적한 것은 앞으로 벽화마을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였

다. 다만 벽화마을의정체성을갖게하는것못지않게중요한

미적 표현력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를 어떻게 문화관광자원으

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주로국내외대도시소재도시벽화를중심으로도시벽화의

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한논문[5]의 경우, 도시경관의이

미지, 도시경관의 색채, 통일성 있는 도시벽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시벽화가 갖는 여러 문제점을 제시한 논문이다.

문화전략, 정체성, 지역성, 관광 연계성에 따른 벽화마을의

정체성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벽화마을의 축제를 연구한 논문[6]은 서울 서남권 마을을

연구한 것으로, 벽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한 공공

디자인의개선을위해서는축제가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기술하

였기에 벽화마을에 실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벽화마

을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 상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2. 연구 배경

2.1 정체성이 부재한 벽화마을

도시나마을들은그고유의정체성을가지고있다. 한국의

벽화마을은 1970년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같

은 공공주택이 개발되어, 도시의 거주 구조는 공동주택이 밀

접한지역과개별주택지역으로양분되었다. 그리고행정지구

와산업지구는이런공동주택밀접지역으로발달하였으며, 개

별주택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낙후화가 가속되었다. 이에 구

도심지의공동화를해결하고극복하기위한또다른도시재생

전략이필요했고, 이에적합한사업이벽화마을프로젝트였다

[3]. 그러나 초기의 벽화마을 조성 사업은 ‘Art in City

2006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이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주민들과 작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하고 이벤트성이 강한 일시적인 사업으로 종결되었

다. 그 결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4]. 이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한 2009, 2010년 ‘생활공간

공공미술로가꾸기사업-마을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역사·지리·문화·생태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지닌 지역

을 선정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가 아닌 주

민들의적극적인참여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주민들의공

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2.2 미적 표현력이 단순한 벽화마을

한국의 도시벽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료 사용이 다양하

게이뤄지지못하고주로재료비가저렴한수성, 유성페인트

로대부분의작업이진행되었다[5]. 따라서그지역의정체성

을 살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벽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다

양한소재의벽화들이만들어져야한다. 이에몇가지를소개

하면 첫째, 도자 벽화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평면형 도자

벽화는여러가지색상의흙, 돌, 유리조각, 도판등을사용하

여 이것을 평면에 늘어놓고 모르타르나 석회, 시멘트 등으로

접착하여 무늬나 그림 모양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또한

부조형 도자 벽화는 평평한 벽면에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

라지게 새기는 것을 말한다. 둘째, 슈퍼그래픽 같은 벽화가

보다 많이 그려져야 한다. 슈퍼그래픽 벽화는 공간적인 제한

을 벗어난 거대한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길

거리예술의상징인그래피티벽화들이벽화의재료로활용되

어야 한다. 그래피티는 스프레이를 이용해 거리의 벽면이나,

지하철, 공원 등 공공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

다. 이 외에도 페인팅벽화를 활용한 벽화를 들 수 있다.

2.3 관광 연계성이 시급한 벽화마을

대한민국은현재어느도시든벽화가없는곳이드물정도

로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한국의 벽화마을은 이제

관광의필수코스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이제대학생은내

일로패스를구매하면전국어디나철도로여행할수있고성

인들은 하나로 패스만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든 철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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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관광을할 수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도시들은추억

과낭만을살릴수있는문화관광콘텐츠를개발하기위해다

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숙박시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벽화마을은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벽화마을은 이러한 관광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그 지

역의 실정에 걸맞은 벽화 스토리가 부재하다. 이야기가 있는

벽화마을은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소

재 발굴이 있어야 한다. 둘째, 벽화마을을 알리기 위한 축제

가 부족하다. 축제는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준다

[6]. 그뿐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마당이있어야관광객을모을수있다. 따라서 오락적

요소가가미된지역축제는장기적으로볼때필요하다. 셋째,

벽화마을을 알릴수있는다양한미디어가부족하다. 현재 벽

화마을은포털사이트검색이나블로그를통해알려지고있다.

이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벽화마을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현대는 소통의 시대이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벽화마을이

조성되었다면 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벽화마을은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관광객의발길을끌지못하고있다. 이에 대중과의정

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개발해야 한

다.[7]

Ⅲ. 벽화마을에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

방향

1.1 전주 자만벽화마을

자만벽화마을은전주에서도손꼽히는달동네다. 그러나이

곳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5

대조인 목조(穆祖) 이안사(李安社)가 이 마을에서 출생하고

살았던곳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역사를갖고있는자

만벽화마을은그옛날의흔적을찾을수가없다. 최근 관광지

로부상하여관광객의발길이늘었지만, 자만마을의정체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다행히 전주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

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는 하였지

만 자만벽화마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벽화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이곳을 찾는 발길이 드물어질 것이다.

몇가지대응방안을찾자면먼저자만벽화마을은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벽화로 바뀌어야 한다. 아래의

그림 1에서알수있듯이자만벽화마을은오랜역사와마을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벽화마을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그림 2에나타나듯이이곳의벽화는전국어디서나볼

수 있는 꽃그림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자만벽화마을 곳곳에

서볼수있는그림 3과그림 4와같은특색없는동화이미지

나 만화 캐릭터는 예쁜 그림벽화를 알릴 수는 있으나 자만벽

화마을의특색을살리기에는역부족이다. 조선의역사와관련

된 인물이나 스토리가 벽화로 그려질 때 전주 한옥마을과는

다른느낌으로관광객의시선을사로잡을수있을것이다. 조

선건국의역사와문화를보존하는자만벽화마을이미지는다

른 어느 지역과 비교할 때 차별화의 전략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1. 자만마을표지판 그림 2. 자만마을골목풍경
Fig. 1. Directional Sign Fig. 2. Scenery the Alley

그림 3. 동화벽화 그림 4. 만화캐릭터벽화
Fig. 3. Fairy Tale Fig. 4. Cartoon Character

두번째로재료적측면에서볼때자만벽화마을은미적표

현력이단조롭다. 그림 1, 2, 3, 4에서볼수있듯이자만마을

에서볼수있는대부분의벽화들은페인팅벽화작업으로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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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있다. 산동네에위치한지역적특성을감안한다면슈퍼그래

픽보다는재질의다양성을살릴수있는도자벽화들이많이만

들어져따스한질감을살려야한다. 또한전주의역사성을살

릴수있으면서도한국의미를잘표현할수있는전통재질의

도자벽화들이설치된다면, 가난한달동네이미지를바꿔세련

된이미지를갖춘벽화마을이될것이다. 무엇보다 도예자체

가갖는환경친화적이미지를잘살릴수만있다면, 관광객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자만벽화마을로 각인될 것이다.

세 번째로 관광연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만벽화마을은

주변에 한옥마을, 오목대, 이목대 등과 함께 문화재 탐방 코

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자만벽화마을은 도란도란 시나

브로길과 천사의 길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중

에 있고, 한옥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관

광인프라를구축하는중이다. 이러한 지리적이점을잘활용

한다면 자만벽화마을은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된 벽화마을로

자리매김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본벽화이미지로는자만

벽화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문제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 이를 위해서는보다많은

예산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이제벽화마을관광은기존

의볼거리중심에서벗어나다양한문화를체험할수있는공

간으로탈바꿈하고있다. 자만벽화마을은이러한시대적요구

에잘 부응할수 있는지리적장점을 잘갖춘마을이다. 따라

서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과 교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만마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미디

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전략이필요하다. 특히스마트폰의하드웨어가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해진 현실을 감안하여 자만

벽화마을을알릴수있는앱을개발해야한다. 예컨대모바일

앱을통해자만벽화마을의지도및벽화사진들의위치, 주변

관광지 및교통 정보, 숙박 및맛집등에관한정보를손쉽게

접할수있다면, 자만마을은지금보다더많은관광객이머무

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1.2 부산 감천문화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감천문화마을은 태극마을 혹

은 레고마을이라고도 불리어진다. 부산의 벽화마을로 세인에

많이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은 50년대 중·후반 피난민 이주정

책으로 인해 태극도를 믿던 많은 도인들이 이곳에 단체로 정

착하면서 태극마을로 알려져 왔다. 감천문화마을이 레고마을

로 불리는 것은 가옥들이 오밀조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감천문화마을만의 공간적 특징은 도시에 거주하는 관광

객들의마음을사로잡기에부족함이없다. 그런가하면감천문

화마을이 부산의 마추픽추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잉카제국

의집들이산동네에옹기종기붙어있는데서 유래한듯하다.

그러나이곳은부산의대표적인소외지역으로도유명하다. 따

라서 감천문화마을은 현대사의 비극을 보존한 몇 안 되는 역

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벽화마을의 정체성

을 살리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5. 우물벽화 그림 6. 어린왕자벽화
Fig. 5. Wall Pictures of Wells Fig. 6. The Little Prince

자만벽화마을이 인접한 전주 한옥마을과 대비되어 정체성

을살리지못한아쉬움이있다면, 감천문화마을은 50년대중·

후반 피난민이 정착한 곳으로 한국 근대사를 잘 보존하고 있

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지금은

보기 힘든 과거의 역사를 벽화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6은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그림

으로통일성이결여된느낌을준다. 마을의역사와관련없는

해외 캐릭터를 가져와 벽화마을을 장식한다면 굳이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벽화는 감천문화마

을의정체성을떨어뜨린다. 그마을과 관계없는벽화이미지

는 또 다른 시각적 공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

객이 감천문화마을을 찾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 아이

덴티티의중심이되는것으로마을의생성유래와문화, 장소

의특성, 공공의목적등이벽화에있어야한다[8]. 감천문화

마을은 그림 6과 같은 몇 곳을 제외하고 비교적 지역의 특성

을 잘 살린 벽화마을로 볼 수 있다.

감천문화마을은 재료적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재질을 이

용하여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였다. 마을 입구에 있는 슈

퍼그래픽뿐만아니라도자벽화들이다양하게꾸며져있는것

이다. 그림 7은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나무로 된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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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벽화이다. 감천문화마을은미로와같은골목으로유명하

다. 따라서 물고기 도자 벽화는 안내 표지판 구실도 하는 셈

이다. 그림 8은 정지용의 시 ‘향수’를 시각화한 도자 벽화이

다. 시에형태 변화를 주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미래

를 보여 준다.

그림 7. 물고기도자벽화 그림 8. 정지용의시도자벽화
Fig. 7. Fish-shaped Ceramic Wall Picture

Fig. 8. Ceramic Wall Picture of a Poem by Jeong Ji-Yong

세번째, 감천문화마을은관광연계성의측면에서볼때보

는관광에서체험하는관광, 지나쳐가는도시가아닌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마을의 역사와 관광객이 체험할

수있는스토리는하나의브랜드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예

컨대 낙서 갤러리를 만들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직접 도

자 벽화를 만든다든지 도자기 그림 체험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수있다. 또한감천문화마을은가까이부산해운대를두고

있고, 자갈치시장과국제시장을끼고있어볼거리와먹거리

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관광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게

다가 부산 영화제와불꽃축제와같은행사와축제가있어연

중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숙박 시설 또한 잘 갖추

고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왕래도 빈번하다. 감

천문화마을이이러한지리적이점을잘활용하고정체성을잘

살린다면 이곳은 최고의 벽화마을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감천문화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벽화마을이 되

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체성이확고해야한다. 한국 전쟁당

시의 피난민의 삶을 재현하는 벽화들이 곳곳에 더 많이 전시

되고설치되어야하는것이다. 또한모바일앱을통해이러한

벽화들을 손쉽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에서볼수있는감천문화마을사이트는비교적벽화들

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부산은 국제적인 관광도시이기

때문에외국인의입장에서감천문화마을을볼수있도록영어

로된인터넷웹사이트가있어야한다. 지형적으로항구도시

이고,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곳

감천문화마을은자연과문화가잘결합된도시로이러한공간

적이점을잘살릴수있는홍보전략을세워야한다. 또한다

른지역과차별화된국제적인벽화마을의성격을갖추어야한

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감천문화마을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에더많이알려진다면, 머지않아이곳은아시아에서가장아

름다운마을을뛰어넘어꼭가보고싶은세계적인벽화마을로

알려질 것이다.

1.3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동피랑 벽화마을은 KBS 수목드라

마‘착한남자’의 촬영장소가 되었던 곳이자 다수의 영화촬영지

로많이 알려진 곳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곳 동피랑 벽화

마을은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항

구가한눈에내려다보여전망이좋다. 또한역사적으로볼때,

이곳은 이순신 장군과 연관된 기념비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동피랑벽화마을은이를잘부각시킬수있는벽화들이좀더

많이 나와야 정체성을 살린 벽화마을의 이미지가 굳어진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원래 철거 대상이었는데 ‘푸른통영21’

이라는 시민단체가주축이되어 ‘동피랑색칠하기-전국벽화공

모전’을열게되고, 이에 전국 미술대학 재학생과 개인등 18

개 팀이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되었다. 동양의나폴리라는이름에걸맞게아름다운자

연경관을자랑하는이곳동피랑벽화마을은 ‘작가주의’라는독

특한정체성을구축하면서다른지역의벽화마을과차이가난

다. 이곳은 벽화를 그리고 싶은 작가들이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특이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림 9. 천사의날개벽화 그림 10. 새와장미벽화
Fig. 9. Wings of angel Fig. 10. Birds and 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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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동피랑벽화마을은벽화들이제각각이기때문에정체

성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벽화와 달리 ‘작가

주의’라는독특한 스토리를구축하여정체성을만들어가는벽

화마을이 이곳 동피랑 벽화마을만의 특징이다. 한 마디로 정

체성이 없는듯하면서도 정체성을 새롭게 창조해가고 있는 것

이다. 예컨대 과거의 명성에 기대기보다는 늘 새로움을 추구

하는작가주의로예술벽화의정체성을만들어가고있는것이

다. 예컨대통영동피랑벽화마을을유명하게만든그림 9 천

사의 날개만 보아도 관광객의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림 10도

장미를 품은새의이미지를통해초현실주의를느낄 수있다.

이런 그림들은 다른 벽화마을에서 쉽게 볼 수 없기에 동피랑

은작가주의벽화마을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고있는셈이다.

동피랑 벽화들에서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없는 이

유는이곳통영이다른지역과다른독특한문화를갖고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빛낸 인물들과 연관

성이깊은도시이다. 소설가박경리, 음악가윤이상의고향이

기도 하며 화가 이중섭의 ‘소’ 그림 연작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백석 시인의 연인 란이 이곳 통영 출신이

다. 그런 연고로 통영은 문화예술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다.

따라서동피랑의벽화들은이러한지역분위기를잘반영했기

에 자유분방하다. 따라서 이곳 동피랑 벽화마을은 ‘작가주의’

를 표방하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재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피랑 벽화마을은 보완해야

할요소가많다. 케빈린치가말했듯이도시환경의이미지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특징성(identity)’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피랑 벽화마을은 감천문화마을과 달리

페인팅 벽화 위주로 되어 있다[9]. 그림 9, 10, 11, 12에서

알 수 있듯이 동피랑 벽화마을은 페인팅 벽화로 구성된 전주

자만벽화마을과흡사하다. 이에대한보완으로동피랑벽화마

을은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 벽화라

든지 부조와 같은 다양한 벽화들을 전시해야 한다. ‘구조성

(structure)’의 관점에서보았을때, 동피랑은정상에이순신

장군이 설치했던 통제영의 동포루(東砲樓)를 복원하였으며,

전망이좋은곳에는카페가위치하여관광객에게휴식을제공

하고있다. ‘의미성(meaning)’의측면에서도그림 11에서알

수 있듯이 바닷가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관광연계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피랑 벽화마을은 통영

주변의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로 오는 관광객은 통영의 볼거리인 거제도로 갈 수

있으며, 충무김밥과 꿀빵과 같은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벽화마을과 달리 동피랑 벽화마을은 시민단

체들의노력과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문화와관광이

결합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 지역은

운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태

도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동피랑벽화마을은다른벽화마을과마찬가지로문

제점을 안고 있다. 이곳이 거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못지않게 동피랑

벽화마을을찾아온관광객이즐길수있는다채로운체험공간

이 더 많아야 한다. 또한 현재 동피랑 벽화마을은 2년에 한

번씩 공모전을 개최하여 그림을 전면 교체한다. 다양한 볼거

리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는좋지만재료비가싼페인팅벽화

위주로 그림을 그린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적

표현이약화될수밖에없는구조를안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개성과 동피랑의 정체성을 다 살릴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기존의 문제점과 제안 논문 비교

한국의벽화마을은그지역의정체성을잘나타낼수있어

야한다. 손쉽게만화캐릭터를따온다든지그지역의이미지

와 관련성이 부족한 그림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도 못할

뿐더러 벽화마을 브랜드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벽화마을의 발전 방향은 그 지역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이미지를살리는데서시작된다. 그지역의문화와역사

를 소재로 한 이미지라든지, 어촌과 산촌의 이미지라든지 그

지역 문인의 문학작품, 예컨대 동화나 소설에서 유래한 캐릭

터와 스토리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

분의지역에서볼수있는벽화마을은이런요소들에대한인
그림 11 동피랑벽화들

Fig. 11. Wall Pictures of Dongp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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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 있는 벽화마을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벽화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드러낼수있는브랜드화가추진되어야한다. 성영아·변민

주의 논문[2]에서 지적했듯이 벽화마을은 이제 투자를 통해

다른 지역의 벽화마을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한다. 본 논문

은 첫째 단계로 시군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벽화마을의 토대

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벽화마을의 기획단

계에서부터 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

역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볼때지속가능한발전을기대할수있게되고생기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역사와 문화 전통이 강

한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이를 벽화로 응

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항구도시라면관광객의눈높이에맞

게다양한볼거리와체험할수있는축제와행사가있어야한

다. 그래야만 그 지역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

다. 예컨대 미술관, 박물관, 공연, 축제, 이벤트, 조각하기,

그림그리기와같은다채로운체험공간을갖추어야하는것이

다. 이러한시설이구비된벽화마을이라면방문객은지나가기

보다는 머물게 된다.

벽화마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해

야 한다. 박문규의 논문[3]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벽화마을

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리옹(Lyon)과 같은 벽화마을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매체의 활용이 시급하다. 현

재 벽화마을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알수있다. 그러나 본논문에서는이러한매체활용만으로는

벽화마을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스마트

폰에설치된앱을통해자신이현재있는곳에서다양한벽화

를찾을수있는기능들이보완되어야한다. 현재스마트폰에

있는벽화마을앱은 3곳정도를알수있고그나마운영이중

단된 상태이다. 스마트폰앱이개발된다면자신이가고싶은

벽화마을에 대한 정보, 벽화의 위치, 벽화에 대한 설명, 주변

의 관광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스마트폰에 깔린 벽

화마을 앱을통해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카페, 전시회, 기념

품가게, 교통수단, 다녀간 사람들의 방문 소감 등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벽화마을을 가게 되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는자신이보고싶은벽화들의위치를파악할수있는방법이

없다. 마을 사람들이나지나가는사람에게물어야만한다. 이

러한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는스마트폰앱을제작하는것

이 필요하다.

벽화마을은이제공공디자인의대중화를통해지역의인재

를 육성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발전해야 한다. 송효진의 논문

[4]에서 지적했듯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 지역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문화자원

이다. 벽화마을초기단계에서는마을가꾸기의일환으로시작

되었다면, 이제는문화자원과관광자원과연계되어그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

는 벽화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본다. 그 지역의 인재및예술가를발굴해서지원하는

사업이있어야한다. 또한그지역의주민들이소외되지않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예컨

대관광객이많이올수록그지역을상징하는캐릭터상품및

스토리 창작으로 이어지면서 주민에게 많은 소득이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벽화마을에대한이미지향상을통해그지역에

사는주민에게도시변두리가아닌아름다운마을이라는자긍

심을심어주어야한다. 이렇게된다면도시로가지않고도많

은 지역 주민들이 벽화마을에 머무를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

화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가 벽화마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벽화마

을의문제점과발전방향을모색하고, 디지털콘텐츠활용방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벽화마을 3곳을 중

심으로살펴보았다. 벽화마을은처음에는낙후되고노후된지

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벽화마을이

조성되어야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많은관광객을유치할수있다는점에서많은과제를안고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벽화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

저현재추진중인벽화마을가운데비교적잘알려진 3곳(전

주 자만벽화마을, 부산감천문화마을, 통영 동피랑벽화마을)

을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논의는크게세가지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그 지역의 공간적특성을감안하여정체성

을 살렸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재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벽화마을의 미적 특성을 살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관광연계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는 표 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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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

마을
정체성 미적표현 관광연계성

전주

자만

벽화마을

자만벽화마을만

의 정체성을 살

리지 못한 상태

임. 브랜드명, 로

고, 심벌, 슬로

건, 스토리와 같

은 요소들 발굴

할필요가있음.

자만벽화마을은

단조로운 페인팅

벽화로 구성되어

있음. 도자벽화와

같은 재료를 사

용하여 다변화해

야함.

한옥마을과 연계

된 관광 인프라

가 잘 구축되어

있음. 포털사이

트 외에도 자만

마을을 잘 알릴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해

야함.

부산

감천

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은

항구도시라는 지

리적 이점과 한

국전쟁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벽화마을임. 로

고, 심벌,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할

필요가있음.

비교적 다양한

벽화들이 잘 장

식되어 있음. 환

경 도자와 다양

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의 발길을 끌어

야함.

부산과 인접한

곳으로 많은 외

국인이 이곳을

찾고 있음. 세계

적인 벽화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스마

트 앱을 개발해

야함.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동피랑 벽화마을

은 작가주의를

표방하면서 정체

성을 만들어가고

있음. 브랜드 로

고와 심벌, 스토

리를 적극 개발

할필요가있음.

2년에 한 번씩

공모전을 통한

벽화만들기는 비

용이 저렴한 페

인팅 벽화 위주

로 벽화를 장식

하는 단점이 있

음. 세계적인 작

가를 초빙할 필

요있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

체 의식을 함양

하고, 지역에 대

한 정체성을 알

려주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음.

머물 수 있는 콘

텐츠 개발이 필

요함.

표 1. 벽화마을비교분석
Table 1. Comparison and Analysis of Mural Villages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관광

객의입장에서보았을때, 벽화마을은 보다다양한디지털콘

텐츠화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만으로는 벽화마을

을알리는데한계가있다. 각종포털사이트에나타난홈페이

지나블로그를통해알릴수있지만막상그곳을방문한관광

객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10] 예컨

대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서 보았던 벽화들의 위치를 파악하

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폰 앱에는

벽화마을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숙박 및

각종 체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의 벽화마을을 한 눈에 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많은 내외국인이 아름다운 벽화를 보

기 위해 벽화마을을 찾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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