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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문 적 능: 

여행 프로그램 <어  한  처 지?>를 심 로

함 
청운대학  상학과

A Study on the Cultural Function of Space and Place: 

Its Focus on Travel Program

Hyun Hahm

Dept. of Broadcasting & Film, Chungwoon University

  약  본논문은인간의다양한활동이펼쳐지고있는공간과장소의특징에따른유기 계의 상을살펴보는데목 을

갖고 있다. 그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경험의 확산과 상호구축망을 형성하는 공간과 장소의 상호작용은 개인 는 집단

경험의 확장성을 마련하는 계기를 조성한다.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공간과 장소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여행 로그램을 통해서 공간과 장소의 표 방식은 다양한 ‘경험의 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여행 로그램의 구성과 표 방식은 기존의 기행 스타일을 벗어나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체험의 장’ 문화의 형성을

통해공간과장소가단순한경험이아닌사유의 상으로변모되고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MBC 러스채 의 <어서

와한국은처음이지?> 여행 로그램을통해서표출되고있는공간과장소성이갖고있는체험을통해서표출되는사회문화

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스토리 개구성 분석결과는 공간과 장소의 체험은 음식과 커뮤니 이션의

삼 계에따른다양한문화 할인의경계가최소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한미이어소통구조의분석결과는주체와

상간의 공감상황, 공감주체, 공감도구, 공감내용을 통해서 리얼리티의 효과를 극 화하고, 문화 차이와 경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용자의 감성코드를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c rel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and place in which human activities are spreading. The diffusion of various human experiences 
and the interaction of space and place that form a mutual construction network create momentum for expanding 
individual or collective experiences. The space and place that lead to the interactions of human activities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Through the domestic travel program especially, the ways of expressing space and place are 
spreading as various "fields of experience." The composition and the expression system of a travel program is 
transformed into a subject of thought, not a mere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through the formation of a "field 
of experience" that can be thought out and thought of as an existing travel style.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BC Plus channel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expressed through the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characteristics expressed through a travel program. The result of an analysis of story development 
composition for this study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minimizes the boundaries of various cultural 
discounts according to their relationships to food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of a three-way 
communication structure show that the emotional code of the audience is maximized through the process of 
maximizing the effect of reality, and minimizing the gap between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boundaries through 
the empathic situation and the empathic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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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인간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유의 상과 가치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사유의 시작은 공간과 장소를 통

해서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행 를 이끌어내는 인간 활

동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 인한 공간과 장소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행 와 경험을 이끌어내는

요한 수단의역할을 한다. 그에 따른 인간의경험은 사

람이겪는일로부터배울수있는능력을 의미하고, 경험

은 주어진 것에따라 행동하고 그 주어진것으로부터 창

조하는 것을 의미한다[1]. 풀어서 말하자면, 인간은 공간

의 이동을통해서 장소의 경험을획득하고, 개인과 집단,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간의다양한문화의확장성을내포

하고 있다.

이에 해, 이-푸 투안의 공간개념의말을빌자면, 움

직임이여, 개방이며, 자유이며, 이라고 정의함과 동

시에 장소는 정지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

식처이며, 안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심이라

고 하면서 인간의 직·간 인 다양한 경험에 해 역설

하고 있다[2]. 이러한 주장은 공간과 장소에서 얻어지는

인간의 다양한 경험체계의상징성을내포하고 유기

계의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본 인 인간 경험의 시

작은 으로부터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서 출발한다. 인

간에게 있어서 보는 것은 선택 이고, 창조 인 과정이

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의 자극은 목 인 유기체

에 의미 있는 기호(sign)를 제공하는 유동 인 구조로조

직된다[3].

공간은 상징 인 재 을 통해서 공존 상태를 유지하

며 응집력을 강화한다[4]. 공간은 다양한 장소를 통해서

경험이 얻어지고, 인간은 그 장소를 통해서 일정한 계

망을 구축하는 상호작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다양한 공간과 장소의 경험은 개인의

이상과 실이 부합되고, 집단 결합으로 이어지는 확

장성을 갖고 있다. 그로인한 공간과 장소는 다양한 목

과 자원으로 활용되는 상징 의미를 구 하게 된다. 그

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장소는 다양한 문화 할

인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표 되는 공간과 장소를 소재로 한 TV 여행 로그램에

서 표출되는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 할인의 격차를 최

소화하고, 친숙한 소재로 일상성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여행 로그램이 다

루었던 인물과 체험 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리얼리티

포맷과 장 심의구성과 형식을강화하여,  따뜻한감

성과 느낌을 달하는친숙한포맷으로변화되는 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행 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공간과 장소의 경험에 따른 행 의 확장성에 따른 인간

과 공간, 그리고 장소에 해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구

의 분석 상은 MBC 러스 채 여행 로그램인 <어

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연구의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이를 해 공간과 장소의특징, 도시의 공간과 장

소의 경험 특징, 미디어로 확산되는 여행 로그램의

특성과공간과장소의경험을통해 얻어지는사회문화

상을 살펴보고, 이 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외

국인의 시 에서 한국의 행동 공간과 장소의 경험을 통

해서 나타나는 미디어 소통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론적 경

2.1 공간  개 과 특징

공간은 일정한 의미에서 ‘만들어졌고’, ‘생산된’ 것들

로 다양한역사성을내포하고있다[5]. 그로인한 공간은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의 장소로 발 된다. 한 일상

의 어느 공간은 인간장소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

해 메타모포시스가 형성된다. 즉 공간을 장소로 이어주

는 다리, 무의미한 공간이 의미의 공간 실, 즉 장소의

실재로 변모하는 차, 이변환의 운동력은 인간의 행동

이다[6].공간의 구조주의 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더

라도, ‘죽은, 고정된, 비변증법 인, 움직이지 않는’것으

로 간주한 푸코의 해석과 장소의 개념 정의의 다양성

을 살펴보면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처럼 각인되거나 이

동과 민첩성의 의미를 내포한 치와 련된 개념을 정

의하고 있다[7].

공간은 인간의 활동이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물리

실체이자 기반을 의미하며, 공간은 인간의 활동을

한 일방 인 환경으로서만 기능하지 않으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8].  공간은 형태가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도 없고

직 묘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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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으로 구성되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실천의

형식으로서, 인간이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공유되는 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9].

공간은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 ·사회 특성

을 띠게 되고 시간의 층은 지역 공간과 인간 행 에 의

미를 더하며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10]. 앙리르페

르의말을빌자면, 공간의삼 계에따른공간 실

천, 공간재 , 재 공간에 해논의하고 있다. 특히, 재

공간은 정열을 한 장소, 행동하기 한장소, 체험된

상황의 장소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

다[11]. 공간이 장소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들 가운데 인간이 무엇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다양한

습의 과정이 형성된다는 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공

간은 의 삼 계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행동을 이

끌어내는 ‘체험된’ 공간과 열린 공간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2.2  개 과 특징

장소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범 안에서 존재하는 가

치를 갖고 있다. 장소의 사 의미를 빌자면 ‘어떤 일

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다양한 련어휘를

내포하고 있다. 한 장소는 인간의 집합과 행 가 이루

어지거나 다양성이 공존하는 ‘장’의 문화로 발 된다. 이

러한인간의행 가펼쳐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활동과

‘장’의 문화를 형성하는 복합 구조 특성을 갖고 있

다. 

황의정, 윤 호에 의하면, 장소는 공간 개념에 비하여

구체 인 활동과 의미가 강조된다는개념 정의를내리

고 있다[12]. 풀어서 말하자면, 장소는 공간에 비해 구체

인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거나, 지속되거나하는

연속성의 지향 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이에 해서 김미경, 문정님은 장소의 개념에

해 인간의 체험을 통한 인지작용과 시·공간 상이

결합된 개념으로 인간본 의 념 이해를바탕으로 함

을 알 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13]. 분야에 있어서

도 장소성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연

구 동향과 최근에는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시각

이 형성되었다[14]는 산업연구 분야의 핵심 인 사

항이기도 하다.

루커만(Lukerman)은 장소의 개념을 6가지로 분류하

고 있다. 치개념을 시작으로 자연 , 문화 요소들의

통합, 순환구조의 일부, 국지 , 끊임없이 새로 나타나거

나 생성되는 것[15]장소는 공간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

특성을 갖고 있다. 공간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 ·사회 특성을 띠게 되고, 시간의 층은 지역공간

과 인간 행 에 의미를 더하며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

다[16]. 즉, 공간의 ‘장소성’의 형성은 공간의 ‘장소화’되

는 과정을 통해서 장소가 ‘소통’과 ‘ 합’을 이끌어가는

‘장소성’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2.3 도시  공간과  경험적 능

인간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의 활동이

장소로 이어진다. 공간과 장소의 통로는 일방 이기 보

다는 방향 인 소통의 창구역할이 요하다. 왜냐하면

공간과 장소는 인간의 유입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 요

소가 시작되거나, 합되고, 소통되는 창구의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도시를 형성하는 공간과 장소의 특징을 살

펴보면다양한인간의체험과행 의상호작용이 수반된

다. 한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사람들은 도시를 읽게

된다.

‘도시를 읽는다’는 말은 도시에 해 상당히 강한 인

상을받는다는뜻이다. 하지만 도시를좀 더세 히 들여

다 볼경우, 사람들은 해당 장소를직 방문해 이리 리

돌아다니면서 둘러본다. 도시를 읽는 방식은 사람들이

사지육신을 이끌고 실제로 돌아다닐 뿐아니라마음속으

로도 이리 리 돌아다닌다는 것이다[17].

도시의 공간과 장소의 통행로 역할은 자본주의의 시

장성이사람들을유입하고 소비를 이끌어내는역할을하

고 있다. 도시의 공간과 장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의

시작은계획 이고 의도 인 목 에 의해서 형성된 특징

이 있다. 그로 인한 인간의 행 를 이끌어내고, 경제

이윤과 사회 계망의 형성에 의한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 구성망에 의해서

형성된도시의공간과장소는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를 통해서 개인 만족감과 공공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

다. 특히, 도시의 장소는 캐빈 린치가 주장하는 다양한

랜드 마크의 상징 의미를 구축하고, 다양한 소비지출

의 경제 효과를 얻는 경제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로 인한, 도시의매력을 증진시키는효과 인수

단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민에게 쾌 한

삶을 실 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 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공간 조성시에도 용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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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공간과 장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의 시작

은 공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장소에 도달하는 다양한

변증법 인확장을통해서체험의장을 형성하는특징을

갖고 있다. 물리 환경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의 공간과

장소는 다양한 소비형태의인간 활동을 유도하기도하지

만, 벤야민이 지 한 만보객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한 도시의 공간과 장소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

미지를 소비하는 형태로 체험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하나

의 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도시의 공간과 장소는 사

람들로 하여 다양한 소비를 이끌어내는매력의장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

2.4 미 어로 산 는 공간과  경험: 

여행프로그램  산

미디어 상의 매체를 통해서 표 되거나 사용되는

공간과 장소의 특징은 수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간과

장소는 시·공간을 넘나들거나, 재를 기 으로 과거와

미래를 조우하는 다양한 구성과 형식으로 심의 상으

로 부각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되는 공간과 장

소의 확산은 다양한 체험의 장을 이끌어가고, 다방면의

인간 활동의 환경 조성으로 통해 체험의 장을 이끌어가

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더불어 공간은 사회 으로 구성

되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실천의 형식으로서, 인

간의상호 작용속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공유되는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19]. 그러므로 인간 활동의 주요 무

인 공간과 장소는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을 통해서 지

속 이거나, 반복 인 인간 활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공간과 장소의 형성

은 주로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다. 도시의

‘장소성’을 활용한 구체 실체의 모습과 공간의 다양성

을 통해서 상징화하고 구체화하는미디어의표 방식은

인간 활동의 물리 환경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도시의 실체 모습은 다양한 상매체에서다루고있는

장소성의 특징과도 같다. 

김소라, 이병인은 여행 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은

능 로그램으로 발 되어 기존 표 방식인 장소의 설명

을 벗어나, 장소의 경험이 강조되면서 경험의 진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장소를 상으로 한다는 에서

문화·역사 장소의 진정성을 요시하는 문화콘텐츠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20].

여행 로그램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공간과 장소

는 사회·문화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사회 상호작

용이 성립하기 한 요한 요소로서사람들이공간속에

서 만날 때의 가까움과의 거리이다[21]. 이러한 사회

공간의가까움의공간이확장되어 문화 상호작용을이

끌어내는 요한 사항은 여행 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친숙한 가까움의 거리의 결정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여행 로그램은 미디어 역에서사회문화 상에

따른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불어, 여행 로그램의 포맷과 구성형식의 변화에

따른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 신정아는 여행 로그램의

변화된 측면의 가장 부각되는 측면은 ‘리얼리티’를 강화

한 ‘ 능 포맷’의 인기몰이와 함께 연출된 화면보다는

출연자들이 장에서 만들어가는 상황과 인터뷰가 심

이 되고, 여행의 목 역시 그들 스스로찾아가면서 내러

티 가완결되는형태와더불어인 인 꾸 이나 연출

을 최소화하여 공감성을 높이기 한 소통의 도구와 방

법의 다양성이 부각되는 상을 논의하고 있다 [22]. 이

러한 상은 여행 로그램 출연진의 실제 인 경험의

장을 형성하고,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제작기법을 통해

수용자에게 진정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성과 느낌을

달하는 구성과 형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3. 사례분

3.1 스토리 전개  분

MBC 러스 채 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로그램은 난생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에비

친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획의도를 갖고

있다. 한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의 리얼한 ‘한국 여행

기’를 통해 ‘여행’ 그 로의 보는 즐거움과 문화 차이

에서 오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신개념 국내 여행’ 리얼

리티 로그램의 구성형식을 갖추고 있다[23]. 특히. 한

국에 거주하는외국인을방문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

방문기를 통해서 그들의 시선에 비춰진 한국의 공간과

장소에 한 심도는 사 학습에 의해서 흥미를 갖거

나 경험하고 싶은 상을 선정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기

행의 구성형식이 기존의 여행 로그램과 다른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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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다.

한국 방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장

소의방문을통해서일상성의 한국문화를즐기려는장소

의 경험을 통해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

운 여행문화의 장을 형성하고, 수용자의 진정성 있는 몰

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해 황희정·윤 호는 진정성

의 의미를 구성하는 역할에 시간이 되고, 객의

행 가 반복되면서새롭게만들어질수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이에 따른특징으로 반드시 옛 것, 통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재의 삶이 되고, 행 가

반복되는 것역시 새로운 진정성을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진정성을 형성하는 주체로 치한다고 역설하

고 있다 [24].

이 로그램의 요한 은 음식을 통해 앙리 르페

르가 지 한삼 계의형성을 살펴볼수있다. 음

식을 통해서 문화체험의 시작이 형성되고, 소통의 물질

도구로 활용된다는 이다. 공간과 장소의 소통구조

와 ‘체험의 장’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음식은 요한 역

할을 한다. 그로인한 커뮤니 이션 구조의 특징은 지각

되고 인지된 모든 것들이 체험의 장을 이끌어가는 삼

계의 성립이 된다는 이다. 음식과 커뮤니 이션

의 매개의 매 역할은 공간과 장소로 이어지는 의미작

용으로 이 로그램의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가는 특징으

로 갖고 있다. 그로 인한, 기존의 기행을 심으로 소개

되었던 여행 로그램에 비교하자면, 낯선 공간과 장소

에서 친숙함의 공감 작용을 이끌어 가는 한국의음식 문

화가 내 역과 외 역의 이항 립 는 양자 립

구조를 연결하거나, 합하는 내포 계를 형성한다.

3.2 공간과  계열체 분

유리 로트만(Yuri M. Lotmam)에 의하면, 문화를 기

술하는 공간 메타언어의 핵심 인 요소를 ‘경계’로 구

분하고 있다[25].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공간과 장소

의 경계를 합하는 가장 큰 향력을 끼치는것은 문화

할인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경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과 장소의

특징은 내부 역과외부 역의 경계에 한 찰자 시

이 용된다. 를 들어, 내 공간은 자국민들의 심

의 닫힌 공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외 공간은 외국인, 

즉 타자의 역에서의 열린 공간의 개념으로 규정할 때, 

내 역과 외 역의 집단 지속성이 유지되는 공

간제한의소통 창구역할을 하는 문화 경험의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이 로그램에서 공간과 장소를 통해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직 인 향력은 문화 할인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음식 문화’로 분석된다. 음식은문화체험의

시작이자 소통의 물질 도구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내

역과 외 역의 상인 공간과 장소의 ‘소통’과

‘ 합’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이다. 외국인들의 시선에

비춰진 한국의 내 역의 가장 큰 심의 상은 문화

에 한 시선과 그들의 주 에서 비롯된 공감

상황에 한 이해와 경험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충족 계를형성하기 해서는 음식의 계망을앙

리 르페 르가 지 한 삼 계가 용된다. 즉, 지각

된 것, 인지된것, 체험된것의 연결고리를 음식, 공간(장

소), 커뮤니 이션의 삼 계로 풀이할 수 있다. 음

식은 문화체험의 시작과 소통의 물질 도구로 공간과

장소의 경계를 허물고, 공감의 소통구조의 커뮤니 이션

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의 삼 계를 통해서 외국인의 시선에서 다양한 ‘공

감코드’를 통해 소통의 구조 인 부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3.3 여행 프로그램  미 어 통 조  공감

 분

이 로그램의 분석 상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

지?>의 여행 로그램이 갖고 있는 미디어 소통 구조에

한 분석의 틀은 신정아의 공감성 분석의 도구를 활용

하고자 한다. 미디어 소통구조에 한 공감상황, 공감주

체, 공감도구, 공감내용, 공감코드의 다섯 가지 항목에

한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26].  

3.3.1 공감상

여행 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의 가장 근본이 되는 포

맷은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여 역사, 문화, 풍습 등을 소

개하는 탐방 로그램 는 기행의목 을 갖고 있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여행 로그램의 구성과 포맷의 변화된

특징은 리얼리티를 강조하고, 찰자 시 에서 인물

심의 스토리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로그램의 특징은 기존의 여행 로그램과 차별

화된 구성과 형식으로시청자의공감 상황을유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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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한국에 하여 펼쳐지는 여행 로그램으로

한국의 여행을 통해 그들의 좌충우돌 겪고 있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체험과 습득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 한

국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에 해 외국 방문객이 공감하

고 느끼는 다양한 문화 할인의 격차를 여나가면서

펼쳐지는 스토리 구조는 한국 시청자의 공감 를형성하

기 해 연출을 최소화하고,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구성

과 형식에 따른 특징으로 분석된다. 

3.3.2 공감주체

이 로그램의 출연진 외국인들은 이탈리아, 멕시코, 

독일, 러시아, 인도, 핀란드, 랑스, 국, 스페인, 스

스, 라과이, 호주, 네팔, 미국, 터키 등 다양한 국가들

의 외국인 방문객이 한국을찾았다. 특히, 한국과외국인

방문 국가의 문화 할인의 격차가 다양한 외국인들의

에서 한국의 언어, 습, 음식, 문화 등이 그들에게

하나의 ‘매력의 장’을 형성하고, ‘공감’의 키워드를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생생한 느낌의 달이 공감의 주체로

작용한다.

비록 이 로그램의 주체의 상이 제작자임에도 불

구하고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성과

느낌을 달하는 주체의 주된 역할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다. 특히, 인물과 체험 심의 여행 로그램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해 사 방문계획을 비하고, 한국에 도착

해서는 그들이 갖고있는 내부 역과 외부 역이경계에

직면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감의

주체로 새로운 여행 로그램의 문화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

3.3.3 공감도

이 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삼 계의 형성

은 공간과 장소, 음식, 커뮤니 이션으로 분류된다. 이

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방문한 한국에서의 일정은 공

간의 이동과 장소의 방문을 통해서 한국 문화의 체험이

시작된다는 이다. 한 문화를 형성하는 메타언어의

핵심요소는 ‘경계’이다. ‘경계’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

거나 문화 할인의 격차를 이는 가장의 요한 핵심

인 사항이기도하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외부 역에

존재하는 그들의 은 열린 공간이다. 그러나 한국인

이 존재하는내부 역은 닫힌 공간으로 외국인과자국민

이 경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로그램에서는 개인

는 집단 코드가 지니는 속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외국인이한국의내부 역인 공간과 장소의 자유로운이

동과 체험을 통해 그들이 지각하고 인지한 모든 것들에

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수용자의 공감을 형

성하는 공감도구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음식’은 우리의 존재와 세계가 만나는 매개물이며, 

커뮤니 이션과 의미작용에 속한다[27]. 한 음식은 문

화체험의 요한시작임과 동시에 소통의 물질 도구로

활용되는 공감도구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 인

한 커뮤니 이션의 다양한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재

의공간으로체험의 장을 극 화하고있다. 한 음식

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장소의 도달성을 확립하고, 다

양한 반응과 피드백으로 귀결되는 커뮤니 이션의 상

을 야기함으로써 자국민의 집단 문화코드가 외국인의

개인 기억과 문화 코드의 향력을 행사하고, 다양

한 경험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분석된다. 결국, 공간과장

소, 음식과 커뮤니 이션의 삼 계를 통해서 주체

와 상의 공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4 공감내용

이 로그램의 분석에 한 공감내용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고국의 가족, 친

구, 지인등을제작진이해당국가에 방문하여 사 인터

뷰 그들의 심 상의 반 인 사항을 체크하고

비한다. 외국인 방문객이 한국에 되어, 공항에서부

터 숙소 심 상의 장소 등 제작진의 의견을 배제하

고,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한국을 탐방하는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다. 

사 인터뷰 계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찾은

한국의 모습은 낯선 공간의 이동과 다양한 장소에 이르

면서 안정화되고 친숙함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공개된

다. 이 로그램의 서사구조는 주체와 상의 계에서

방문객이 선택하고, 갈등하고, 립하고, 충동하는 과정

의 모습들이 외국인의인물 심으로펼쳐지는서사구조

가 수용자에게 감성 인 작용으로 몰입을 유도하고 있

다. 그로 인한, 본 로그램의 공감내용을 표출하는 가장

큰 목표는 기존의 정보 심의 달내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들의 장 심의체험과리얼리티를 부각하기

한 연출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용자 심의 공감반

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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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공감코드

이 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에 따른 포맷의 특징은

찰자 양식과 리얼리티를 부각하는 장 심으로 구성

된다. 한 근 촬 기법을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친

하고 감성 인 공감코드를 생산하고 있다. 한 외국인

들이한국을방문하여 좌충우돌 겪는 모습들이 다큐멘터

리의 찰 시 을 수용자에 제시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갖고있는 개인 이거나 집단 인문화 코드를친 한

계로 발 시켜나가는 감성 인 스토리 개 구성의 공

감코드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인물 심의 근 촬 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실제 상황의 모습은 그들이 직업 핸-헬드 카메라의 상시

녹화를 통해서 진정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

한 공감의 형성은 최근 일인 미디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물의 표 방식이 실제 상황의 모습으로 구 되어

리얼리티의 표 을 극 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문화 차이에따른 이항 립 인 상황에서외국인

객의 모습들이수용자에게 우리와 그들의 간극을 최

소화하고 경계를 허물거나, 합하는 문화 감성의 공

감코드로 작용하고 있다.

4. 결론

공간과 장소의 이동에 따른 인간의 생활 역은 진

으로확 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의 장’을 형성함으

로써 사유의 상으로 발 한다. 공간의 이동과정을 통

해서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장소에 도달하는 과

정에서는 외부 역과 내부 역의 간극이 최소화되거나, 

간극의 격차를 최소화는 과정에서문화 할인의격차를

여나가는 과정의 특징이 발견된다. 즉 인간의 다양한

이동경로를통해서얻어지는공간과장소의다양한경험

체의 형성은 인간 경험의 시작과 더불어 상호작용하는

상으로 발 되고 있다. 

이에 따른본 연구는공간과 장소의문화 기능을 살

펴보기 한 여행 로그램을 선정하여 공간과 장소의

이동에 따른 사회문화 상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 상인 MBC 러스채 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

이지?>를 통해서 음식, 공간과 장소, 커뮤 이션의 삼

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공감’의 미디어 소통구

조의 특징을 통해 여행 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소통구조에 해 살펴볼 수 있었다. 더불어, 본 로그램

의 구성과 특징에 따른 포맷의 변화는 리얼리티의 장

성을 강조하고 등장인물의 감성 인 모습을 담아냄으로

써, 진정성의 의미를 부각하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특

히, 문화 인 측면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의 공간과 장소

의 핵심요소인 ‘문화 차이’와 ‘경계’의 간극을 최소화

하려는다양한모습을통해 자국민들의일상생활의 내부

역에서 나타나는 지각되고, 인지되고, 체험된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그들’의 모습들이 연결되는 공

감 의형성은주체와 상의상호작용으로이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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