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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리장의 대표적 문화자원인 〈인상리장〉이 장소브랜드와 글로컬 헤리티지로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력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로컬 헤리티지의 변화와 영향력을 장소브랜딩의 주요 요소

로 인식하고, 〈인상리장〉콘텐츠가 장소브랜딩 전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현지 관찰 조사를 바탕으로 리장시 웹사이트 및 〈인상리장〉 관련 언론보도를 포함한 기타 인터넷 자료와 유투

브 동영상을 활용하였다. 〈인상리장〉의 흥행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리장의 장소 아이덴티티의 매력을 높였다. 리장고

성과 〈인상리장〉이 보존 및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민과 글로벌 관광객 간의 끊임없는 문화적 교

류는 리장의 장소브랜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유산을 장소브랜딩에 활용하면서, 리장의 지역적 가치는 나시족 

문화를 계승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보존하며 교류하는 장소로 그 가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상리장>, 문화유산, 장소브랜딩, 글로컬 헤리티지, 스토리텔링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the impact of <Impression Lijiang> on regional development as a 
place brand and glocal heritage. Based on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and influences of local heritages 
in the globalization era as a key component of place branding, this study explores how <Impression Liji-
ang> is used to develop a place branding strategy for Lijiang. The research methods are both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research related to Lijiang and its culture. Also, the resources from news, internet, and 
YouTube a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Impression Lijiang>. The performance has been attracting 
tourists from both Chineses and foreigners and contributed to increase the economic profits of local tour-
ism industry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identities of Lijiang. Also, in the process of preservation and re-
creation of cultural heritages of Lijiang such as <Impression Lijia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on-going interactions between the residents and global tourists highly influence on a transition from 
place marketing to place branding. By applying local cultural heritages to place branding strategi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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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각 지역은 지역의 정

체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발전하고 

있다. 의식주, 전통문화, 문화재 등의 지역문화유

산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보존의 대상

만이 아니라 글로벌과 로컬 단위를 교차하며 공유

와 재창조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

션과 지역 정체성의 관계가 부각되면서 지역의 관

광산업과 지역 브랜드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

유한 중국은 관광정책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향상

시키며 세계화와 현대화에 대응하였다. 중국정부

는 민족의 평등과 중국문화의 발전을 위한 소수 민

족들의 기여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박소영, 2011). 
중국 운남성의 리장은 중국의 관광산업의 중심지

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건축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장고성은 자연적, 사회적, 문화산업적 관광자원

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나시족, 이족(彝族), 백

족(白族), 티벳족, 한족 등 각 소수민족문화와 같

은 무형관광자원의 보존으로도 유명하다. 리장시

는 리장고성, 옥룡설산 외에도 나시족의 문화를 소

재로 한 지역적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글로벌 관

광객의 방문을 유도한다. 리장문화의 중심인 나시

족과 자연환경의 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한 〈인

상리장〉 공연은 리장을 대표하는 로컬 헤리티지이

다. 리장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은 중국

의 기타 지역에도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리장 관련 연구는 2000년 중반에 관광학을 중심

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후 연구가 급격히 감

소하였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나시족의 의복문화

와 음악에 대한 연구와 소수민족문화사를 다루며 

나시족 문화의 발현지로서의 리장에 주목하고 있

다. 리장시를 사례로 한 중국의 관광산업 관련 연

구는 유산관광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비판 및 세

계문화유산으로서의 리장고성의 건축적 구조가 

가진 특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Zhu, 

2012; Brown & Luo, 2013; Su & Huang, 2013; 
Yamanura, Zhang & Fujiki, 2006).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 정체성의 관계가 부

각되면서 지역의 관광산업과 장소브랜드의 중요

성이 증가하였다. 문화유산자원은 보존만이 아닌 

창조적 활용의 대상이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나

타내며 지역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도출할 수 있

기 때문에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장소브랜딩의 

원천적 자원이다(권갑하·김영만·김용범, 2014; 
장호수, 2015). 중국은 비교적 늦게 장소마케팅을 

시작하였지만, 중국 전통적 자원인 소수민족지역

의 발전과 민족화합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

해 소수민족문화를 활용한 장소마케팅을 적극적

으로 실행하며 장소브랜딩으로 발전하였다. 

〈인상리장〉은 중국의 국가브랜딩 요소인 〈인상 

시리즈〉의 한 종류로 중국의 문화관광정책의 지원

에 힘입어 지역의 장소자산과 문화유산의 스토리

텔링을 통한 성공적인 장소브랜딩의 사례이다.1) 

〈인상리장〉은 중국문화의 글로벌 콘텐츠화와 리

장문화를 재창조하는 글로컬 콘텐츠화가 동시적

으로 이루어진다(권갑하·김영만·김용범, 2014). 
장소브랜딩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둔 지

역의 상품화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regional values of Lijiang strengthen its place identity from a place of preserving a minority’s heritage to 
that of flourishing cultural exchanges and hybridization from the world.

Key Words :  <Impression Lijiang>, Cultural Heritage, Place Branding, Glocal Heritage, 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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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재생 전략이

다. 〈인상리장〉은 리장의 세계문화유산적 요소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리장에 대한 인

식, 감정,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브랜딩 요

소이다. 본 공연은 지역민족, 전통문화, 자연(옥룡

설산) 등 관광객이 리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요

소를 제공하며,2) 문화유산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

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형성을 강조한다. 

〈인상리장〉을 사례로 한 국내 선행연구는 송희

영(2012)의 학술논문인 〈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 기획 사례 연구〉와 한령(2014)의 박사

학위논문인 〈글로컬 시대 중국 문화코드와 국가브

랜딩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국외에서는 

대표적으로 Zhu(2012)의 학술논문인 〈When the 
Global Meets the Local in Tourism〉이 있다. 이들 

연구는 〈인상리장〉을 포함한 중국의 대형산수실

경공연인 〈인상 시리즈〉가 중국의 역사, 지리, 문

화적 특징을 강조한 소프트파워 콘텐츠로서 중국 

관광산업이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사례

로 분석하였다. Zhu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개념

을 중심으로 리장의 문화콘텐츠를 분석하였다. 한

령의 연구는 〈인상리장〉보다 인상시리즈 중 〈인상 

류우싼제〉와 〈인상 하이난따오〉을 분석하였고, 송

희영은 〈인상리장〉의 성공을 한국 공연문화산업

이 고려해야 할 제작 및 관리 모델로 보았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은 〈인상리장〉과 같은 문화관광콘

텐츠가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

키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브랜딩 요

소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인상리장〉을 사례로 지역의 문화유

산이 장소브랜딩 과정을 통해 글로컬 헤리티지로

서 변화하며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하

였다. 즉, 다른 선행연구에서 주로 〈인상리장〉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하였

다면, 본 연구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

이션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인상리장〉의 장

소브랜드로서의 영향력과 글로컬 헤리티지로서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에 따른 로컬 헤리티지의 변화와 영향력을 장소브

랜딩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인상리장〉콘텐츠

가 장소브랜딩 전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글로컬 헤리티지의 

개념을 제시하고, 〈인상리장〉의 요인을 장소브랜

딩 과정에 따라 분석하여 글로컬 헤리티지로서의 

〈인상리장〉의 장소브랜딩의 가치 및 지역경쟁력 

분석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 관

찰 조사를 바탕으로 리장시 웹사이트 및 〈인상리

장〉 관련 언론보도를 포함한 기타 인터넷 자료 등

을 활용하였다.

리장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와 문화관광

상품인 〈인상리장〉의 성공사례는 한국의 관광산

업 발전을 위해 제시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을 시

작으로 관광산업의 확대에 따른 상업화와 전통문

화의 훼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의 관광산업은 

리장시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동과 

공주, 부여, 경주 등지에서 〈인상 시리즈〉를 참조

한 공연이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인상리장〉을 사

례로 한 문화유산과 장소브랜딩에 대한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유산관광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인상리장〉을 

사례로 한 글로컬 헤리티지에 대한 논의는 기존 연

구의 장소브랜딩콘텐츠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을 확장하고, 탈산업화시대 지역화의 자산인 문화

유산의 창조적 개발방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권갑하·김영만·김용범, 2014; 장호수, 2015).

2. 지역 문화유산의 브랜드화와 

장소브랜딩

글로벌 시대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국가의 자산을 활용하여 국가브랜딩

에 힘쓰고 있다. 안홀트에 의하면, 브랜딩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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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티를 디자인, 기획,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으

로 평판을 형성 및 관리하기 위함이다. 국가브랜딩

의 주요 요소는 관광, 브랜드, 사람, 정책, 문화 그

리고 투자로, 관광브랜딩은 국가브랜딩의 하위 개

념이다(Anholt, 2008; Song, 2010). 관광산업은 

국가의 매력도의 척도이자 경제, 문화산업의 주요 

요인으로서, 문화 및 관광자원을 수단으로 경험의 

기회를 상품화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각국의 관광

브랜딩 전략은 관광지의 장소적 요인과 문화적 특

징을 부각하여 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향상을 목표

로 한다. 한 국가의 문화유산은 관광브랜딩과 장소

브랜딩의 대표적 자원으로, 문화유산은 장소의 역

사, 가치, 그리고 인간 행위에 따른 정체성을 대변

하며 스토리 형성에 근원이 된다. 문화유산은 지역

의 상업화와 ‘지역 재생,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및 

문화참여’ 등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

할 수도 있다(장호수, 2015, p.86).

1) 문화유산과 장소브랜딩

문화유산이란 역사를 비롯하여 과거로부터 전

해오는 귀중한 문화재나 정신적, 물질적, 지적인 

문화양식으로서,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

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승계의 대상이다(Copeland 
and Delmaire, 2004; 장호수, 2015). 우리가 살

고 있는 지역공간에 존재하는 지역 헤리티지(Re-
gional Heritage)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네스코 

유산(Unesco Heritage)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현 경험

경제시대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을 통해 창

조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재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헤리티지는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헤

리티지를 세계유산(World Heritage, 자연·문화·

복합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세계기록유산(Memory of World) 3대 

유형 범주로 나누어 등재 보호하고 있으며, 지역 

헤리티지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자연

유산 4대 유형 범주로 나뉜다.

문화유산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

로 구분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협의의 문

화유산의 개념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

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

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의 유·무형 

상징물, 언어와 예술 및 문화상품이다. 문화유산

의 광의적 개념은 과거로부터 전승되는 문화재 및 

물질적, 정신적 문화양식으로, “문화유산은 역사

적, 문화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부여된 모든 

산물”이다3). 

〈그림 1〉은 협의적, 광의적 문화유산의 의미를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협의의 문화유산은 지역

의 유·무형 상징물, 언어와 예술 및 문화상품 등이

다. 이를 포함한 광의적 문화유산의 의미는 삶의 

공동체, 소속감, 역사로 확대되어 지역민의 의식

주 및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 의식, 지역의 사회문

화적 가치, 전설적 설화 또는 스토리, 그리고 지역

의 문화재 및 역사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공동

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등 인간 삶에서 공유되고 

상호작용하는 물질적, 정신적, 지적, 행동적 산물

로서 보존뿐 만 아니라 개발의 대상이다. 경험경제

의 시대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지역의 창조

력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이다. 문화유산은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 및 향상시

키는 등 간접적으로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

다(B. Graham, G.H. Ashworth & J.E. Tunbridge, 
2004, p.176-177; 장호수, 2015, 재인용).

그림 1. 문화유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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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특성에 따라 지역단위의 정체성

과 문화유산으로서의 헤리티지(의식주, 전통문화, 

문화재, 예술 및 놀이문화 등)는 글로벌 시대에 다

양성으로 확산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헤리티지는 

지역성에 따라 지역이 세계로, 다시 세계는 지역으

로 이어지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현상이 나타난

다. 로컬라이제이션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획일

화를 수용하는 또는 종속화에 저항하는 현상이 아

니라 혼종적 과정에서 “이종적인 담론들의 상호연

결” 이다(송준, 2013, p.226). 지역의 특성, 문화, 

정체성은 글로벌 영향력과 함께 병치되고 이동하

며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을 

넘어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한다. ‘혼종적 

문화수용 과정을 통해 지역성이 나타나는 문화콘

텐츠가 창조되고, 이는 글로컬 시대에서 지역의 사

회적 삶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전 지구적인 글로벌 문화와 접하며 새로운 문

화적 현상 및 양식을 창조하는 순환적 구조’를 형

성할 수 있다(이병민, 2011, p.13). 이는 글로벌 사

회에서 지역 간의 문화적 보편성과 차이를 교류하

며, 문화유산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장소브

랜딩의 개념과 연관된다.

2) 장소브랜딩의 발전과정

영미권의 장소마케팅 전략은 도시재생과 밀접

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구산업 도시에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지역의 문화유산들의 

긍정적 요소를 활성화한다(정수희, 이병민, 2014). 
장소성은 장소의 헤리티지, 랜드마크, 장소 내의 

인간 행위의 결과물 등으로 이루어진 장소의 정체

성이자 장소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이미

지이다(백선혜, 2004; 정수희, 이병민, 2014, 재인

용). 장소마케팅은 장소성을 관광뿐만 아니라 문

화적 공간과 주거지로의 의미와 매력도를 강조하

며 장소의 상품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 

세계화로 인한 영역의 붕괴와 전 지구적 자본의 

이동성이 늘면서, 도시와 지역들은 장소마케팅을 

활용해 ‘장소성을 유·무형의 전통자원과 고유한 

특성에 대한 향수와 동경으로 특징’지으며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역을 홍보하였다(박배

균, 2010, p.509). 도시개발과 도시이벤트를 위한 

장소마케팅의 상품성은 높지만, 오히려 해당 지역

의 ‘도시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향과 지역주민의 

배제와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되기도 한다(이정훈, 

2008, p.887-888). 
장소마케팅으로 인해 관광자원이 증가하면서, 

해당 관광지는 장소생산자(도시정부(지자체), 공

영기업, 사영기업, 문화활동가 집단, 주민)와 장

소방문자 간의 접촉이 증가하였다(이정훈, 2008 
p.879). 이로 인해, 장소 및 도시의 구성원의 방문

자의 경험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장소의 유·무형

자원 외에도 장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

요시되었다. 장소방문자들의 인식은 장소의 인지

도, 만족도(감정 및 태도), 의지 및 행동을 결정지

으며 이를 통해 장소의 가치와 이미지를 형성한다. 

장소 및 도시의 구성원과 방문자들의 참여와 상호

작용은 장소의 가치를 높이며, 장소의 상품성 중심

의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장소브랜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이

소영·이정훈, 2010). 
Kavaratiz(2004)에 의하면, 장소브랜딩은 도시

의 외형적 요소와 내적 요소의 상호작용이 도시

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

생하는 일을 관리하며 각 요소 간의 소통을 촉진

한다. 즉 장소브랜딩은 판촉형식의 장소마케팅의 

일방적 홍보를 장소생산자와 장소방문자 간의 쌍

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한 것으로(이정훈, 

2008), 도시의 브랜드 요소의 조화로 브랜드 영향

력을 향상시킨다. 즉 장소브랜딩은 ‘도시상품화 사

업들이 전체적인 도시이미지와 정체성에 긴밀하

게 연관’되도록 하며 장소성을 다양화한다(이정훈, 

2008 p.887). 따라서 도시상품화를 중심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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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의 특징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판매를 목표

로 하는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은 차이가 있다. 

쌍방향 소통형식의 장소브랜딩의 과정에서 지

역주민을 포함한 장소생산자와 장소방문자는 함

께 문화적, 상징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소통과정에서 발현되는 다양성과 창조성

은 장소자산의 스토리텔링과 One Source Multi 
Use(OSMU)화를 통해 확산된다. 이러한 장소브

랜딩 과정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지

역의 유·무형자원을 재창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글

로벌 관광객과 소통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지역의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

에 글로벌적인 요소를 가미될 때, 글로벌 단위에서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게끔 지역의 헤리티지 자산

이 혼종화와 재창조화가 선순환되는 글로컬라이

제이션 과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이소영·이

정훈, 2010; 이병민, 2011). 
〈그림 2〉는 이경화·김주연(2013)의 ‘장소브랜

딩 구축 과정’을 재인용한 것으로, 이경화·김주

연(2013)은 아커(2003), 이정훈(2006), 오윤균

(2012), 파커슨과 사운더(2005), 한킨슨(2004), 안
홀트(2007) 연구자들이 정의한 브랜딩 구축 과정

을 정리하였다. 브랜딩은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이미지의 3단계를 기반으로 형

성되며 브랜드 정체성은 포지셔닝 단계에서 이미

지화 된다. 장소브랜딩의 경우, 지역의 유,무형적 

자산은 공통되는 정체성 요소에 지역구성원과 방

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의해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상징적, 차별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

다. 브랜드 이용자, 즉 방문자는 자신의 이용경험

을 다른 이용자 및 브랜드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브

랜드의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브랜드 이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를 형성하고 브랜드를 소비하면

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 브랜드 이미지는 브

랜드 이용자가 구축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태도로서, 브랜드 이용자는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

속하는 주체이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새로 형

성할 수 있는 주체이다.

이와 같이, 장소브랜딩은 지역과 방문객 간의 지

속적인 소통과정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의 

구성원들은 갈등, 조율, 이해,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또

한 장소브랜딩은 지역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홍

보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동반성장할 때 비로소 브랜

딩 효과가 실현될 수 있는 ‘종합적 지역재생 전략’

이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충

그림 2. ‘장소브랜딩 구축 과정’ (이경화·김주연, 2013,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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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이해가 요구되며 지역의 문화거버넌스 체계

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지

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목표의 달성(지역의 

자긍심 부각,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이병민·이원호·김동윤, 2013, p.169).
최근 장소브랜딩은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범주

로 확대되고 있다. 장소만들기의 특징은 장소브랜

딩에 비해 장소의 구성원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역할과 참여가 증가된 것이다. 창조적 장소만들

기 개념은 영미권에서 다양하고 급속한 도시변화

와 경기불황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대두되었다. 지역경제의 부활과 일자리 창

출을 위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

가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은 사회 기반 시

설을 활성화하며 지역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들

의 삶의 터전을 재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 한다(Ann Markusen, 2010). 특히 지역민들

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지역주체로

서의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을 위

한 실천이 향상된 것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강

화하여 경제와 문화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3. 문화상품〈인상리장〉을 활용한 

리장의 장소브랜딩 전략

관광은 다양한 문화의 상호연결, 상호의존의 과

정으로, 지역의 의미, 이미지, 그리고 지역적 삶에

서 문화적 교차가 이루어진다. 중국은 글로벌라이

제이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문화외

교와 국가브랜딩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관광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각 지역은 장소

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지역의 장소성은 역사, 사람, 자연환경, 생활환

경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빚어낸 특징으로, 

장소성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

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명으로서 표현할 때 지명

은 브랜드가 된다. ‘예를 들어 리장이라는 브랜드

가 리장의 장소성을 반영할 때 리장의 독특한 브랜

드 자산’이 만들어진다(주성재, 2014, p.434).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인상리장〉는 리장

의 브랜딩 자산이자 지역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 

상품화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 리장: 유산관광의 명소화

중국은 1990년대 개방정책을 펼치며 국제사회

에서 자국의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관광산업을 육

성하였다. 중국의 관광산업 정책은 소수민족정책

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1년 12월 중국

은 WTO에 가입하였고, 이후 중국경제의 세계화 

전략과 함께 관광정책 및 소수민족 정책도 성장하

였다. 중국의 관광정책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경

제적 효과 외에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

역성과 소수민족의 풍부한 문화유산적 자원을 강

조하며 민족관광, 자연관광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지원하였다. 

『리장시려유관리판법』(2016년 3월 1일부터 시

행)은 리장시의 관광 산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그리고 관광객

과 관광산업 종사자를 유효적인 호보를 위해서 설

립되었다. 리장시, 현(県), 구 정부는 관광 산업 발

전을 국가경제, 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다른 주

변 지역의 관광 자연과 연동 시켜야 한다.5) 

리장고성은 중국 4대 고성 중의 하나로, 1997년 

유네스코에 의해 리장고성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으로 선정되었다. 2001년 ‘리장고성 관리위원회’

가 문화유적 보존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

기 위해 설립되었고, 중국 정부는 800여년 전 고성

의 옛 모습을 복원하였다. 이로써 리장은 문화유산

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산업의 주요 요소를 모두 갖

춘 유산관광의 성공적 사례가 되었다.6)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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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6년 리장고성의 문화유산 관리방식과 관광

산업 발전사례를 ‘리장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세계

문화유산 관리와 관광산업 발전의 모범사례로 제

시했다.

리장은 중국 유일의 나시족 자치현으로 리장고

성 일대에 나시족이 몰려 살고 있으며, 나시족 25
만명, 이족 21만명, 리쑤족 11만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리장은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시전통문화와 이미지를 리장

시 홍보 전면에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나시전

통문화를 나시건축, 언어, 관습, 페스티발, 공예, 

음악, 무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콘텐츠

들은 관광안내서, 캐릭터 상품, 장식품 또는 페스

티벌과 공연 등의 문화상품으로 재생산되면서 관

광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Zhu, 2012). 리
장은 ‘우수거주환경도시’,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

아하는 중국 관광도시’, ‘국가관광명암’ 등의 칭호

를 받고 있으며 시안(西安)에서 열린 2009년 세계

문화관광포럼에서 ‘세계유명문화관광 도시’로 선

정됐다(송희영, 2012, p.214).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리장시를 방문한 내·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은 10배 이상 상승하

였다. 내국인 관광객은 2005년에 385.95만명에서 

2015년에는 3055.98만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18.28 만명에서 114.5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관광수입은 2005년 36.05억원에서 2015년 453.95
억원으로, 관광외환수입은 2005년 4931.88만 달

러에서 2015년 47853.36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리

장 정부의 재정수입의 50%는 관광산업을 통해 얻

고 있다. 수입적 면을 보면, 〈윈난성 리장 고대마

을보호조례〉 따라 윈난성(운남성) 정부의 허락을 

받아 리장 시민, 가이드 등을 제외한 관광이나 다

른 사유 인해 리장 고대마을, 옥룡 나시족 자치현

에 진입한 모든 사람에게 입장료를 1인당 80위안

씩 징수한다. 모두 수입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방 재정 부서에서 예산과 분배를 한다.7)

매년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동반상승하였나,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내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였다. 서구의 관광객과 다르게 중국의 젊은 

세대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는 있지

만, 이들 역시 중국의 소수민족문화와 자연유산의 

보고인 리장에 대해 신비감을 느낀다. 중국의 젊은 

세대 관광객에겐 리장의 상업화로 인해 생성된 ‘로

맨틱하고 신비로운 지역의 이미지’가 세계문화유

산의 가치만큼이나 매력적이다(Zhu, 2012, p.311-
312).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내국인 관광객 수와 

소비력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리장의 장소성과 브랜드 가치

(1) 리장의 장소성

리장고성(Old Town of Lijiang)과 〈인상리장〉 은 

글로벌 시대에 리장시의 지역화 전략으로, 리장의 

장소적 가치 및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자산을 활

용하여 독자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한 사례이다. 

리장고성과 〈인상리장〉이 보존 및 활용되는 과정

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글로벌 관광객과의 끊임

없는 문화적 교류는 리장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상리장〉은 중국 소수민족지역의 장소브랜딩 

요소인 〈인상 시리즈〉 중 하나로, 리장문화의 차

별화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가치를 창

출한다. 또한 대형산수실경공연의 모범적 사례로, 

리장은 중국의 기타 도시 및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글로컬 문화콘텐츠이다. 〈인상리장〉은 각국 소비

자들의 기호와 문화흐름, 스토리텔링을 읽어내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글로컬적 시각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소수민족지역 중에서 

리장을 차별화한다.

장소브랜딩은 차별화된 장소 아이덴티티를 형

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리

장의 대표적 장소 아이덴티티는 자연유산과 소수

민족으로, 리장고성, 옥룡설산, 나시족이다. 또

한 세계적 명성의 감독인 장예무어의 〈인상리장〉

은 리장의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상품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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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브랜딩 요소이다. 〈그림 3〉은 장소브랜딩의 

주요 구성요소인 역사, 가치, 사람, 스토리 요인

에 따라 리장시의 문화유산자원을 분류하며 관광

도시로서의 리장의 장소적 가치를 분석한 것이다

(이정훈, 2008; 김유경, 2009; 유승철, 2012; 권갑

하·김영만·김용범, 2014). 장소브랜딩의 4대 핵

심요소인 역사, 가치, 사람, 스토리 요인은 장소

브랜딩 관련 연구의 장소자산과 장소성의 개념을 

Aaker(1991)의 브랜드 자산 평가항목에 따라 재정

리한 것이다(박배균, 2010; 이병민·이원호·김동

윤, 2013; 주성재, 2014).
첫째, 한 장소의 역사는 장소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역사의 흐름은 장소의 시공간적 

의미와 변화를 나타내며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

시한다. 명말 청초에 이르러서 리장은 운난 서북부

의 핵심도시로 성장했고, 소수민족인 나시족의 역

사와 문화를 대변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 운남성의 관광산업은 주로 소

수민족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 및 예술을 소재

로 한 전시, 축제, 공연, 및 공예품의 산업화 등을 

적극 개발하였다. 운남성 국가관광국은 2004년에

서 2010년까지 관광산업발전을 목표로 〈운남 관광 

개발 총체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운남성의 생태환

경, 역사 및 민족문화,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문화

관광과 온천관광을 활성화하였다(박소영, 2011). 
운남성 리장시 루구후는 소수민족 중 하나인 나시

족의 대표적 거주지로서, 나시문화의 이미지는 전

통의 새로운 형식으로 해석되었고, 문화적 공연, 

민속제, 음악 및 공연에 의해 재현되었다. 

두 번째로 ‘가치’적 요소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장소를 차별화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특징 및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리장은 중국의 10대 명승풍경지역으로, 소수민족 

문화를 보존과 창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재, 중국 제 2의 역사도시, 그리고 〈인상리장〉 공

연이 리장의 장소적 가치를 상승시킨다. 〈인상리

장〉은 세계적 영화감독인 장예무어(張艺谋) 감독, 

판위에(樊跃)와 왕차오꺼(王潮歌)가 공동 연출한 

인상 시리즈 중의 하나로, 장예무어 감독의 명성은 

그 자체로서 브랜드 효과를 나타낸다. 즉 장예무어 

감독의 업적과 세계적 명성으로 인해 〈인상리장〉

이 쉽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은 리장의 지역주민과 이들과 상

호작용하는 관광객을 포함한다. 리장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와 정부, 민간단체, 지

역주민들은 리장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인상리

장〉과 같은 문화상품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보존 

및 개발하는데 참여한다. 나시족은 동파문화를 갖

그림 3. 장소브랜딩의 4대 핵심요소와 리장시의 장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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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유목민족 특유의 복식문화

가 보존되고 있다. 2003년 동파문자와 동파경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리장은 다

른 관광지보다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로서의 명성

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소수의 나시족만

이 동파문자를 쓸 수 있으며, 동파문자는 주로 문

화상품의 상징물로 활용되고 있다. 리장의 역사를 

이어온 구성원인 나시족 이외에도 이족, 리쑤족 등

의 소수민족이 거주하여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

성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일부 소수민족의 관광

산업 참여도는 매우 높다. 리장 고전 마을에 거주

한 소수 민족 원주민들은 관광 산업에 참여하면서 

현지 소수 민족 문화를 관광객에게 소개 및 전달하

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로 〈인상리장〉은 

현지의 가장 대표적인 실경 산수 공연이며, 출연진

은 16개의 마을, 10개의 소수 민족 원주민로 구성

되어 있다(Du Lili, 2014). 나시족과 기타 소수민

족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공동체가 리장시를 브랜

딩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전달한다면, 리장

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로컬 문화를 소비한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는 장소의 역사, 가치, 사람 

외에도 장소가 보유한 문화자원과 이를 표현할 다

양한 기법 그리고 보편적 공감대를 포함한다. 리장

이 장소브랜딩을 위해 강조할 스토리는 소수민족

의 문화 자부심, 동바제의식, 〈인상리장〉에 나타

나는 소수민족 농민의 이야기이다. 〈인상리장〉은 

민족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인 ‘사랑’

과 ‘삶’을 스토리텔링한 문화상품이다. 

(2) 〈인상리장〉의 브랜드 가치 

브랜드는 브랜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커뮤니케

이션 과정과 브랜드 소비자의 인식에 의해 그 가

치가 형성된다. 브랜드 소비자의 다양한 경험과 

이에 대한 감정적 태도 및 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장소브랜드 역시 장소생산자들과 장소방문자 간

의 상호작용은 장소 브랜드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다.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 자산에 대한 평가에 의

해 결정되며, 브랜드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객관

적 기능 외에도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주관적

인 감정과 태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리장

시의 장소브랜드인 〈인상리장〉의 브랜드 가치를 

Aaker(1991)의 브랜드 자산 개념에 도입하여 분석

해보면 〈표 1〉과 같다.

첫째, 브랜드 자산은 타 브랜드와 구분될 수 있

는 요소 또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군에서 가장 먼

저 인지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이다. 〈인상리

장〉은 리장의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예무어의 〈인상 시리즈〉에 전략적으로 지명을 

포함된 것이다. 리장은 중국에서도 유네스코 문화

유산 선정지역이자 소수민족문화(동파문자, 음악, 

결혼문화 등)의 가치로 인해 중국 국내외에서 인지

도가 매우 높은 도시이다. 리장의 자연유산, 문화

유산, 리장의 지명 및 역사도시로서의 인지도, 그

리고 관광지로서 리장의 가치는 〈인상리장〉의 인

지도를 높이는 요소이다. 

둘째,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은 소비자의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나 선호도를 바탕으로 

브랜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뜻한다(주성재, 

표 1. 〈인상리장〉의 브랜드 요소

브랜드 자산 평가항목  브랜드 요소

〈인상리장〉브랜드 자산 리장시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리장시 지명 및 역사도시로서의 인지도, 관광지로서 리장의 가치

〈인상리장〉브랜드의 지각된 품질 스토리(나시족 및 소수민족 이야기), 대형산수실경공연, 옥룡설산, 감해자람월곡극장

〈인상리장〉브랜드의 연상이미지 리장, 소수민족, 옥룡설산, 광대함, 장예무어

〈인상리장〉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의 참여

주: 아커(Aaker, 1991)의 ‘브랜드 자산 개념’(주성재, 2014)에 따라 〈인상리장〉의 브랜드 요소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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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상리장〉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은 〈인상

리장〉의 구성요소이자 리장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적, 물리적 공간인 스토리, 대형산수실경공연, 옥

룡설산, 감해자람월곡극장이며, 특히 자연환경적, 

물리적 공간은 기타 〈인상 시리즈〉와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인상리장〉은 감해자람월곡극장(甘海

子藍月谷劇場)에서 실연되는데, 감해자람월곡극

장은 해발 5560m의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이다

(Wang, Cheng and Tang, Guangguo, 2014). 이는 

리장의 장소자산을 최대한 부각한 것으로, 대형산

수실경공연인 전체 〈인상 시리즈〉 중에서도 〈인상

리장〉의 가치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

다. 또한 〈인상리장〉은 조명 및 첨단기술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은 낮에만 실연되며 가

장 원초적이면서도 진정성있게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인상리장〉의 스토리는 ①차마고도(고도마방: 

古道馬帮), ②대주설산(對酒雪山), ③천상인간(天

上人間), ④타도조가(打跳組歌), ⑤고무제천(鼓舞

그림 6. 리장의 소수민족 전통의상

자료: 필자가 직접 촬영(2016.1.5)

그림 5. 나시족 동파문자(상형문자)

그림 4. 세계문화유산 ‘리장고성’ 자료: 필자가 직접 촬영(201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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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天), ⑥기복의식(祈福儀式)” 등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마고도를 생명줄로 생각하며 살

던 나시족과 소수민족의 기상, 자부심, 삶을 나타

내고 있으며, 옥룡설산 의 꼭대기에서 사랑을 맹세

하는 한 커플이 자살하는 러브스토리가 주된 내용

이다. 공연에는 가수, 무용수, 아크로배츠가 출연

하며 화려한 대규모의 무대를 연출한다. 나시문화

의 전통에서 사랑을 맹세하며 자살을 하는 행위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으며, 나시족 고전 시에

서도 묘사되어 있다. 이 이미지는 리장 관광 홍보

의 내용에서 선전되고 있으며, 〈인상리장〉 공연에

서 관객들에게 슬프고 로맨틱한 사랑이야기를 제

공하며 진실한 사랑에 대한 노스텔리지아를 자극

한다(Zhu, 2012). 〈인상리장〉의 공동연출가 중 한 

명인 왕조가는 ‘〈인상 시리즈〉에서 소수민족의 삶

과 이야기를 진실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며 일반 문

화공연과 차별화했다(안창현, 2010, p.100). 공연

의 음악은 서양악기와 운남 소수민족의 음악과 언

어 등이 혼합되어 경쾌함과 웅장함을 표현하였다. 

특히 〈인상리장〉의 참여배우는 모두 현지의 소

수민족 출신인 500여명의 농민들로,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적 소재들을 직접 표현하며 진정성을 높

인다. 배우들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몰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극의 중간에 관객석까지 동선

을 확대한다. 이는 공연의 리얼리티와 감동을 배가

시키며 관객이 공연의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한다. 

셋째, 브랜드 연상이미지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통해 연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로, 이미지가 구

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브랜드 효과가 크다(주성재, 

2014). 〈인상리장〉의 연상이미지는 ‘소수민족’, ‘옥

룡설산’, ‘광대함’, ‘장예무어’ 등이다. TripAdvisor 
사이트에 소개된 리장 관광객들의 〈인상리장〉 감

상평을 살펴보면, 〈인상리장〉에 대한 애착은 리장

고성과 옥룡설산에 대한 감탄과 장예무어 감독, 옥

룡설산을 배경으로 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배우들

에 의해 형성된다.8) 〈인상리장〉에 나타나는 소수

민족의 삶, 음악, 사랑이야기, 독특한 관습 및 의상

들도 매력적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한 감해자람월곡극장에서 대형산수실경

공연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적 요소가 관람객

들의 친숙도를 높인다.

리장과 〈인상리장〉의 배경이 되는 옥룡설산에 

대한 경험과 우수성은 중국인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에게 이국적인 동시에 자연의 웅장함과 고상함

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공연장은 관

광객들에게 도심에서 스트레스에 지친 일상생활

에서 탈출하는 감정을 선사하며 관광객들이 맘껏 

자유와 신비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관객의 공연에 대한 몰입도

와 만족도를 높인다. 〈인상리장〉의 관객들은 공연

을 통해 ‘리장에서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요소’

를 경험하며 리장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문화유산

에 대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충성도는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의 애착의 정도로, 〈인상리장〉의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관람객의 피드백

을 바탕으로 보다 관광객의 이해와 선호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디테일을 보완하여 관람객의 만족

도는 95% 이상이다.9) 중국 국내외의 〈인상리장〉 

관람객들은 공연을 통해 리장에 대해 집합적인 해

그림 7.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한 감해자람월곡극장

자료: 필자가 직접 촬영(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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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관람객들은 타인의 관점

에서 단순하고 행복한 꿈을 바탕으로 한 로맨스와 

향수에 대한 감정을 공유한다(Zhu, 2012, p.312). 
관객들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단순한 스토

리라인과 출연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무대 앞의 스

크린에 소개되는 짧은 설명(영어)을 통해 〈인상리

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적 장벽이 낮다

는 점도 관람객들의 몰입도와 공연 및 리장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공연 관람자들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SNS 또는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자신의 경험과 감상평

을 공유한다. 리장을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은 리

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상리장〉을 통해 이

국적이며 신비롭고 대자연의 광활함과 순수함을 

느낀다. 소수민족의 이야기이지만 전통에 대한 존

경의식, 농민의 삶과 젊은 남녀의 사랑과 같은 보

편적 주제는 전 세계 관객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몰입할 수 있게끔 한다. 

이와 같이, 〈인상리장〉은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

들에게 중국문화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와 이국적

인 특색을 가진 리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어필한다. 

나시족 농민의 삶과 원시적 생명력은 서구의 관광

객이 열광하는 면으로, 그들 간의 문화적 차이는 

서구인들에게 감동적이다. 〈인상리장〉은 ‘브로드

웨이쇼와는 다르게 중국의 비근대적인 민족의 삶

의 재현을 관람하고 민족에 대한 정형적인 이미

지’들을 고유화할 수 있게 한다(Zhu, 2012, p.310-
313).

3)  리장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장소브랜딩 

전략 -〈인상리장〉

세계적 영화감독 장예무어의 〈인상 시리즈〉는 

〈인상 류우싼제〉(2003), 〈인상 시후〉(2007), 〈인

상 리장〉(2008), 〈인상 하이난따오〉(2009), 〈인상 

따홍파오〉(2010), 〈인상푸투어〉(2010), 〈인상 우

룽〉(2011)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관광산업 정책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인상 시리즈〉는 중국 예술의 

정치적, 역사적 색채를 표현하거나 고유성만을 강

조하지 않고 문화적 보편성을 추구한다(장혜원, 

2014; Zhu, 2012). 
〈인상 시리즈〉는 ‘정부투자와 민영 문화기업의 

결합 구조’를 도입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제작구조

를 새로이 형성한 사례이다.(안창현, 2010, p.104) 
〈인상 시리즈〉는 “티켓수익 → 관광산업진흥 → 부

동산활성화 → 산업무역서비스 → 고용창출 → 브

랜드효과 → 투자유치 → 주식가치상승” 등으로 지

역의 경제적 수익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

다(장혜원, 2014, p.371; Brown, Keith and Luo, 
Tian, 2013).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금투자와 

장예무어가 소속되어 있는 ‘북경 임프레션 공사’

(정식명칭: 북경 인상창신예술발전유한공사(北

京印象创新艺术发展有限公司)가 두 축을 이루어 

〈인상 시리즈〉를 제작하며, 장예무어는 지역의 지

리적 특성과 문화적 상징을 고려하여 공연 제작 여

부를 결정한다. 장소 선정을 위해서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자연공간, 지역의 관광객 수 그리고 지역

의 민간전설이나 문화상징과 같은 스토리텔링 소

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인상 시리즈〉

는 지역주민을 출연배우나 스태프로 고용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

화에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는 효과를 일으켰다(장

혜원, 2014; 송희영, 2010). 이 중에서 소수민족 문

화를 배경으로 한 〈인상 류우싼제〉와 〈인상 리장〉

은 현재 소수민족 지역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꾸

준하게 호평받고 있다(한령, 2014; Xi, Lin, 2014). 
특히 현 중국인들에게 ‘민족 간 통합의 문제는 중

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소수민족문화를 다

루는 〈인상 류우싼제〉와 〈인상 리장〉의 가치가 높

다(한령, p.100).
장예무어는 장소신화(Place-myth)전략을 활용

해 리장에 거주하는 나시족을 비롯한 55개 소수민

족들의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한 〈인상리장〉을 제

작하였다. 장소신화 전략은 “의도적으로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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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기획하고 판매”하

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의 풍경과 문

화적 특징을 스토리텔링하여 공연과 같은 문화상

품을 만드는 것이다(안창현, 2010, p.92). 출연하

는 비전문배우들은 지역의 농민들로서, 공연장소

의 실재성과 함께 공연의 진정성을 높인다. 극 중

에서, 그들이 실연하는 힘찬 노래와 함성, 그리고 

전통 춤은 현지 주민들의 삶의 일부분이자 동시에 

생동감있고 차별화된 공연의 소재이며 주제이다. 

〈인상리장〉의 성공은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의 발

전을 이루면서, 스토리텔링과 공연을 통해 세계문

화유산의 보존가치를 높이는 성공적인 장소브랜

딩의 사례이다. 소수민족인 나시족의 정체성과 리

장의 자연환경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비해 오랫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인상리장〉으로 인해 

글로벌 관광객의 나시족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송희영, 2010). 
〈인상리장〉은 리장의 문화자원이자 장소브랜드

로서 리장의 인지도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인상리장〉은 ‘2.5억 위안(한화 약 

410억) 을 투자하여 제작’되었으며, 2007년 이후, 

날씨에 따라, 매일 1-2회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장혜원, 2014, p.371). 2014년까지 〈인상리장〉의 

관람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899
회 공연되었으며 총 관객수가 20.8백만이고 37.44
백만 달러(234백만 위엔)의 수입을 올렸다. 2014
년에는 987회 공연되었으며 총 관객 수는 23.5백
만이고 대략 250백만 위엔의 총 수입을 달성하였

다.10) 본 공연의 흥행이 지속되면서 이에 참여한 

비전문배우인 현지 주민들의 월평균소득은 몇 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상승하였다(안창현, p.107). 

경제적 효과 외에도, 리장의 헤리티지들이 상업화

에 의해 변질됨에 비해 〈인상리장〉은 공연을 통해 

나시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

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리장에 대한 소속감과 애

착을 갖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장소브랜딩 수단으로서 〈인

상 시리즈〉의 효과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인상 시리

즈 중 대표적 성공사례는 공연의 규모나 완성도 면

에서 〈인상 류우싼제〉라 할 수 있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인상 류우싼제〉도 거대한 규모와 시각적 

효과에 의존하여 10년 이상 공연 내용을 수정하거

나 표현력 및 질(quality)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장소 브랜드로서의 지속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인상리장〉은 소수민족문화를 상업화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근 소수민족문화를 장

려하며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 지역에

서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 시리즈〉를 모방한 공연이 증가하고 있다. 현

재 인상 시리즈와 유사한 공연이 급증하면서 각 해

당 지역의 장소브랜딩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기존 인상 시리즈의 

장소브랜딩의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한령, 2014, p.107-109). 
또한 리장의 문화관광콘텐츠 중 하나인 〈나시

고전음악〉은 관광객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엔터

테인먼트적 요소를 부각하면서 고유성을 잃은 사

례이다(Zhu, 2012, p.308-310). 공연의 경제적 수

익이 급증하면서 다수의 지역주민이 상업적 공연

의 실연자가 되길 원하지만, 점차 고유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문화관광콘텐

츠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

통, originality 등의 고유성과 독특성만을 부각하

며 서구의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홍보하는 경향

이 높다. 이에 비해, 〈인상리장〉은 민족문화적 특

성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인 ‘사랑’과 ‘삶의 이야

기’를 통해 문화적 보편성과 차이를 글로벌 관광객

과 교류한다. 〈인상리장〉의 글로컬 헤리테지적 가

치는 관광객과의 교류를 통해 리장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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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컬 헤리테지로서의 〈인상리장〉의 

영향력

세계화에 대응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

을 유지하고 세계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지역문

화 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경쟁력을 높인다. 

〈인상리장〉과 같이,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

어 역사, 사람, 가치, 스토리 등의 특색을 상징화할 

수 있는 활용전략은 지역브랜딩의 적극적 실천이

라 할 수 있다(이정훈, 2008, p.880; 권갑하·김영

만·김용범, 2014, p.118).
〈인상리장〉은 로컬의 자산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장소브랜드이자, 지역과 리장의 관광객들 간의 공

감대 및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화한 지역의 문화유산(공연예술)이다. 〈인상리장〉

의 글로벌적 요소는 세계적 명성의 장예무어 감독

과 연출자 그리고 전 세계 지역에서 중국과 리장에 

대한 인지도이다. 중국의 현대화, 소프트파워, 미

디어, 그리고 중국의 세계문화유산 보유력도 리장

의 관광산업뿐 만 아니라 〈인상리장〉의 글로벌 영

향력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인상리장〉의 로컬

적 요소는 나시문화의 전통과 특색, 인공적으로 모

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자연환경 및 나시족의 유

대관계, 중국 중앙정부 및 리장의 소수민족정책과 

관광산업정책 등이다. 로컬 헤리티지의 글로벌적 

및 로컬적 요소는 장소생산자(미디어, 지자체, 문

화/관광산업, 지역주민, 관광객)에 의해 전달 및 

확산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인상리장〉을 포함한 〈인상 

시리즈〉는 지자체, 기업, 전문가가 장소신화전략

을 활용하여 티켓수익뿐 만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기획한 지역의 문화

관광상품이다(안창현, 2010). 로컬 헤리티지를 상

품화한 문화상품은 장소브랜딩의 4가지 요소인 역

사, 가치, 스토리, 사람에 의해 장소브랜드가 되

며, 로컬의 역사와 함께 하는 소수민족의 삶의 이

야기는 〈인상리장〉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졌다. 

리장지역이 상업화에 의해 변질됨에 비해서, 〈인

상리장〉은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소수민족의 문화

적 특징을 상징화하고 보존한다. 〈인상리장〉은 관

람객에게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적 특색을 ‘판매’하

기도 하지만, 지역거주민을 공연에 참여시켜 진정

성을 최대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담은 스토리를 전

달한다. 

나시족 및 기타 소수민족은 〈인상리장〉에 참여

하면서 장소브랜딩과 장소메이킹의 주체가 되고, 

장소브랜딩에서 지역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

준다. 지역주민은 고유의 문화적 코드를 관광객이 

재해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화적 특징을 분석하

고 관광객의 의견을 수용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지

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화상품을 제작할 경우, 이는 관광객의 관심과 참

여를 받지 못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공연에 출연

하는 지역주민 외에도, 리장의 지역주민들은 〈인

상리장〉을 통해 중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새로

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

다. 또한 상업화 아래서 더 이상 소수민족의 삶을 

다룬 이야기가 오락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

록 지켜나가고 있다. 〈인상리장〉은 장소마케팅 수

단으로 기획되었으나 고유성과 예술성을 강조하

는 ‘판촉’ 외에 소수민족의 ‘삶의 방식’과 보편적 가

치를 지켜나가려는 주민들의 참여로 장소브랜딩

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소브랜드를 결정짓는 〈인상리장〉의 

관람객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관광지에서, 글로벌 

관광객 역시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

는다. 관광객은 장소의 역사, 가치, 사람, 그리고 

스토리에 자신의 문화적 역량에 따라 반응하고 공

간을 해석하면서 장소 및 도시의 구성원(주민)들

과 직접,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경

험은 장소에 대한 만족도(감정적 태도)를 일으키

고 이후의 의지 및 행동을 결정하여 총체적 이미지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인상리장〉의 관람

객들은 리장고성을 시작으로 옥룡설산과 〈인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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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람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이에 대한 인식과 

감정들을 자신들의 SNS를 수단으로 리장을 글로

벌 관광객들에게 연결한다. 

관광객의 해석적 관점은 관광산업에 반영되는

데, 문화적 공연에 나타나는 기호적 집합체를 통해 

관광객은 해당지역주민과 사회적, 구조적 차이점

을 완화한다. 각 지역의 관광산업은 물질적이고 기

호적인 자원들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해석과 평가

에 맞추어 변화하게 된다. 문화유산과 문화상품, 

장소브랜딩, 관광지에서의 지방주민과 관광객 간

의 상호작용의 흐름은 지방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혼종성으로 인식되었다(Urry 1990; Zhu, 

2012 재인용, p.304-305; 류정아, 2012, p.99; 박
배균, 2010).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소

프트파워를 위한 문화자본이자 고유성이 부각되

는 리장의 정형화된 이미지에 다양성이 부여된다. 

〈그림 8〉은 〈인상리장〉이 문화관광 브랜드 상품

화되는 과정과 리장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의 반

응에 따른 변화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인상리장〉의 브랜드 파워, 문화상

품화 등의 글로벌적 요소는 로컬적 요소를 접하면

서 고유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지역문화의 주체

와 글로벌 관광객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균형을 이 

룬다. 

〈인상 류우싼제〉와 〈인상 리장〉이 성공한 후, 중

국 각 지역에서 〈인상 시리즈〉를 도입하였지만 기

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상업화만 부추기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상 

시리즈〉 중 성공사례인 〈인상리장〉도 장소의 고유

성 및 소수민족문화의 특징만을 부각하고 경제적 

이익추구를 우선시하는 장소마케팅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상리장〉을 사례로 장소마

케팅을 넘은 장소브랜딩의 개념을 논의하고 장소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다. 〈인상리

장〉은 상징화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공연예술의 형

식을 통해 리장의 시공간적 혼종성, 지역성의 재창

조, 중국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문화적 요소를 

재현한다. 마지막으로, 로컬 헤리티지 중 유·무형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헤리티지가 장소브랜드로서 

변환되는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9〉와 같다. 

로컬 헤리티지는 지역의 관광산업, 문화산업 정

책에 의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화되

며 지역의 투자유치에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은 브

랜드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리장의 

헤리티지는 글로벌 단위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명

성을 상징하는 장소브랜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쟁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리장이라는 장

소브랜드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

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작 및 관리한다. 리장의 헤

리티지를 상품화 하는 관광문화상품은 장소브랜

딩의 4가지 요소인 역사, 가치, 스토리, 사람에 의

해 〈인상리장〉이 된다. 이와 같이 장소의 차별성을 

강조한 관광문화상품은 글로벌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한다. 리장고성과 〈인상리장〉이 보존 및 활용

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민과 글로

벌 관광객 간의 끊임없는 문화적 교류는 리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로컬 헤리티지는 브랜드화되면

그림 8. 문화관광 브랜드 상품 〈인상리장〉의 영향력



205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장소브랜딩: 중국 운남의 〈인상리장〉을 사례로

서 로컬에서 글로벌 단위로 지역의 문화를 전파하

고 이를 접한 글로벌 관광객들은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즉 리장의 지역적 가치는 

나시족 문화를 계승하는 공간뿐 만 아니라 세계인

이 함께 보존하고 공유하며 교류하는 장소로 그 가

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로컬 헤리티지는 보존과 변화의 반복

적 구조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글

로컬 헤리티지로서 성향을 지니며, 지역의 창조성

과 스토리텔링 및 경쟁력을 강조하는 장소브랜딩

의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로컬 헤리티지가 장소

브랜딩을 통해 글로컬 헤리티지로 거듭나는 과정

에서 스토리텔링은 글로벌과 로컬을 연결하는 중

요한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문화적 유사성과 차

별성을 바탕으로, 각국 소비자들의 기호와 문화

적 공감대를 인지하여 로컬 헤리티지를 스토리텔

링화할 수 있을 때, 글로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

한 로컬 헤리티지의 장소브랜딩이 실천될 수 있

다. 스토리텔링은 원천적인 이야기 소재에 향유자

의 상상력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는 “참여중심, 체험중심, 과

정중심의 향유적 담화양식”이다(박기수 외, 2010, 
p.14). 스토리텔링은 story(이야기 소재), tell(이야

기 방식, 서사구조), ing(이야기하기, 매체 특성을 

반영한 전략)와 같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로컬 헤리티지는 story(이야기 소재)이고, 이것이 

보존과 변화의 반복적 구조를 통해 문화상품으로 

재창조될 때 문화상품은 tell(이야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브랜드화하여 글로벌 단위의 수용자

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은 ing(이야기하

기)일 것이다(송정은, 2014).

4.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시대에 문화유산과 장소브랜

딩 개념을 바탕으로, 리장이 장소적 가치 및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한 

〈인상리장〉사례를 분석하였다. 〈인상리장〉의 흥

행은 지역에 경제적 수입 외에도 리장의 장소 아이

덴티티의 매력을 높였다. 리장고성과 〈인상리장〉

이 보존 및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민과 글로벌 관광객 간의 끊임없는 문화적 교

류는 리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리장

의 지역적 가치는 나시족 문화를 계승하는 공간뿐 

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보존하고 공유하며 교류

하는 장소로 그 가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변화는 리장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국의 한 지

역의 전통문화로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의 각 지역

에서 수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글로컬 문화로 확대

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인 리장 방문객의 증가는 지나친 상

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리장의 문화적 고유성

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리장시 정

부는 보존정책을 선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자, 관

리인, 규제집행자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유산관

광의 효율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문화상품의 대량

생산화, 문화상품가격의 상승, 상업화로 인한 지

역주민 구성의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요인

으로 인한 나시족 문화의 쇠퇴를 리장의 정체성의 

그림 9. 문화유산과 장소브랜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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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 리장의 상업화는 리장

에 흥미를 잃은 서구의 관광객의 수가 줄어드는 원

인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여파 속에서 〈인상리장〉 사례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아이덴티티

의 강화와 문화유산보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그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장소브랜딩의 발전

방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상리장〉이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장소브

랜딩 전략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수

민족의 문화를 보존하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관광

객들이 리장을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리장의 장소성이 전통과 나시족의 공간에

서 확대되어 장소를 구성하는 내적/외적 요인들이 

함께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험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장소자산과 연관되어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경험적 요소가 보완된다면, 리장의 장

소성은 영역화 되어가기 보다는 장소구성원들이 

창조하는 생동감있는 장소로서의 가치가 지속적

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상리장〉공연

에 출연하지 않는 지역민들도 스토리텔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현대의 소수민

족 청년층의 스토리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형산수실경공연의 형식과 보편

적인 스토리의 구성은 세계 각 지역의 문화코드에 

맞게 혼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리장〉은 글로

컬 헤리티지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인상 시리즈〉를 벤치마킹한 대형산수실경공연의 

제작이 늘어가고 있다. 향후 한국의 대형산수실경

공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를 비롯

하여 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한

다. 즉, 유·무형의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

원 개발, 문화 관광 개발 전략,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 정책, 세계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및 문화콘

텐츠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가치 및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 등의 한계로 인하여 문헌조사와 현지 

관찰조사에 주로 의존하고, 리장사례에만 집중하

여, 보다 폭넓은 비교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문화유산과 장소브

랜딩의 개념 하에, 다양한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글로컬 헤리티지 비교연구가 지속되어 

한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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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iang/2015-02/05/content_19501132.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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