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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콘텐츠는 지역이나 도시의 가장 핵심  자원의 

역할을 하며 이는 지역의 정체성과 련깊은 것이 일반

이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콘텐츠를 바탕으

로 한 상품과 축제가 생성되고 개최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동일 콘텐츠를 활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

역 모두에서 표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로서의 율곡 이이 선

생을 심으로 한 강릉과 주지역의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과 콘텐츠와의 계  콘텐츠활용의 발 과정

을 분석함으로서 이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를 하여 본 연구는 율곡 련 문화재과 문화행사  지

역축제, 정책, 정보의 분야로 세분하여 분석한다.

Tourism cont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urism 

resources in the regions and cities. also it is generally 

that is close with the regional identity. Currently our 

country case, it is true that tourism products and 

festival which consisted of same or similar ones are 

produced and held. But, we do not recognized that 

tourism contents applied same or similar ones are all 

representative tourism resources in the regions and 

cities. This paper thus analyzes the regional comparison 

between gangneung and paju using yul-gok as tourism 

contents and indicates their relation and a historical 

process of development for appling tourism contents in 

each region.

For the aim of this study, the comparative analytic 

method of this study is divided four parts-tangible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events and festival, tourism 

policy, tourism information.

I. 서 론
은 로컬(glocal) 시 의 가장 향력 있는 상 의 

하나인 동시에 지역화 지방화에 있어서도 요한 화두가 되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은 심화되어 각 

지자체별 고유한 특성을 살려 타지자체와의 차별화 략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은 바로 그 지 방의 독특한 

문화․역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의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1]이 된다. 특히 그 지역과 련한 유

명한 인물이나 사건은 그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2] 그것이 갖는 의미는 지역의 역사성

과 표성을 통해 지역에 한 차별  이미지 형성과 문화

의 토 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도구로 활용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 에서도 인물이 갖는 표성은 일상 생

활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국가의 표성을 나타내는 것 

 화폐의 문양으로 표 인 인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표 인 인물들도 화폐의 문양으로 사용되고 

있어 인물들의 연고지역민들의 자 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

다. 오천원 권의 율곡 이이도 우리나라의 표 인 성리학자이

자 정치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율곡을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사상  이론과 학문  성향, 퇴계와의 비교연구 

등 주로 정치, 경제, 사회학 측면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율

곡은 신사임당과 함께 강릉의 표  문화 자원인 오죽헌

의 련인물이며 주의 표  축제인 율곡문화제의 주인공

이다. 즉, 율곡은 그의  일생과 업 을 소재로 한 강릉과 

주지역의 표 인 문화 자원의 주요 콘텐츠이다.

본 연구는 강릉과 주의 표  문화 의 주된 테마로 

설정하고 있는 율곡 련 콘텐츠가 두 지역의 정체성과 연고성

에 바탕을 두고 복되는 사례를 통해 콘텐츠 활용에 

한 해당 지역간의 비교분석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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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연구
1. 관광콘텐츠와 지역정체성과의 관계
콘텐츠 용어가 집  거론되게 된 배경에는 콘텐츠 산업이 

가지는 창의성에 바탕을 둔 부가가치 창출력을 들 수 있는 그 

표 인 가 상산업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원소스 멀티유

스(One Source Multi Use)이다.[3] 이 개념은 ’하나의 소재

(소스)를 다양한 모습으로 재포장해서 상품화하는 것‘이다. 이

러한 개념을 콘텐츠에 용시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에 활용되는 각종의 소재로서 자원  매력물의 역할

을 하기 이 의 모든 내용물에서부터 재 자원과 매력물

의 역할을 하는 심  소재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역 정체성은 지리  공간으로서든 커뮤니티로서든 지역

(region)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나 문화 혹은 생활양식과 그것

을 근거로 한 극 인 정체성 형성과정이나 지역민들의 지역

에 한 주  인식 등과 련되어 있다.[4] 지역성은 정치  

측면에서는 민주 인 지방자치의 실 , 경제  측면에서는 지

역경제와 활성화, 사회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합의

의 창출,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는 지역문화의 승과 달인 

것이다.[5]

그러므로 지역정체성과 련된 콘텐츠의 집 개발과 활

용은 이를 소재로 한 지역의 정체성을 곤고히 하는 것과 이를 

통한 지역차별화  이미지 형성에 있어 불가분의 계를 형

성한다고 하겠다.

2. 율곡과 해당지역과의 관계
율곡 이이(李 珥, 1536-1584)는 조선 기( 종 31-선조 17)

의 표 인 학자이자 경세가로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

났다.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던 날 밤 꿈에 검은 용이 

바다에서 침실로 날아와 아이를 안겨주는 것을 보았다 하여 

어릴 때 이름을 룡이라고 하 다. 산실은 몽룡실이라 하여 

강릉 오죽헌의 보물 제 165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의 

생애와 련이 깊은 지역이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그가 태어

난 외가가 있었던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이고, 둘째는 처가가 

있었던 황해도 해주의 석담, 그리고 셋째는 덕수 이씨 가문의 

세거지이면서 그가 성장했던 주시 평면 율곡리이다.[6] 

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조 가옥인 오죽헌은 강릉 향 인 

최치운(崔致雲:1390∼1440)이 처음 지었고, 그의 아들인 최응

(崔應賢)은 다시 사 인 이사온(李思溫)에게 물려주었고, 이

사온은 다시 사 인 신명화(申命和:신사임당의 아버지이며, 율

곡의 외할아버지)에게, 신명화는  사 인 권화(權和)에게 물

려주었는데, 그 후손이 1975년 오죽헌정화사업이 시작될 때까

지 소유하 다.

이 정화사업으로 오죽헌 안에 있던 어제각(御製閣) 자리에 

문성사(文成祠)를 새로이 건축하 는데 율곡 이이의 정을 

안한 사당이며, 문성사라는 명칭은 율곡 이이의 시호인 문성

공(文成公)을 본 따지은 것이다.[7]

율곡과 련한 문화재로 강릉에는 오죽헌(보물156호), 송담

서원(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44호), 경포 (강원도유형문화재6

호), 해운정(보물183호), 율곡 유품 등이 있고 주에는 화석

정(경기도유형문화재61호), 자운서원(경기도기념물45호), 이

이선생묘(경기도기념물15호) 등이 있다. 

Ⅲ. 율곡 관련 콘텐츠 분석
연구의 목 을 수행하기 해 강릉과 주의 율곡 련한 콘

텐츠 분석을 유형문화재, 문화행사  지역축제, 정책, 

정보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유형문화재
율곡과 련한 자원은 해당 지자체 소재의 문화재를 

심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로 구분

하여 조사하 다.

[표 1] 강릉의 율곡관련 문화재현황
구분 강릉

국가

지정

오죽헌(보물156호)

해운정(보물183호)

이이수필격몽요결(보물602호)

도

지

정

경포 (유형문화재 6호)

이씨분재기(지방유형문화재 9호)

율곡유품(지방유형문화재 10호)

신사임당 충도병(지방유형문화재 11호)

매창매화도  옥산국화도첩(지방유형문화재 12호)

옥산서병(지방유형문화재 13호)

신사임당 충서병(지방유형문화재 41호)

송담서원(지방유형문화재 44호)

임경당(지방유형문화재 46호)

시지정

[표 2] 파주의 율곡관련 문화재현황
구분 주

국가

지정

도

지

정

화석정(경기도유형문화재61호)

자운서원묘정비(경기도유형문화재77호)

신사임당 묘(경기도기념물14호)

이이선생 묘(경기도기념물15호)

자운서원(경기도기념물45호)

시지정 이이선생 신도비(향토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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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강릉은 이이선생제를 매년 2007년 10월 25일 ～ 26일에 

개최한다. 강릉시와 율곡이이선생제 원회가 행사주

을 맡으며 오죽헌 경내에서 이루어진다. 율곡이이선생의 

학덕을 계승하고 추모하기 한 제례로 매년 오죽헌에서 행하

여진다. 박정희 통령이 1962년에 헌 이 되어 추모제례를 

처음 올렸고, 이듬해부터 강원도지사가 헌 이 되어 지 까

지 행하여 오고 있다. 행사의 내용은 첫날 녁 율곡선생의 후

손들이 참여하여 올리는 서제와 다음날 아침 행하는 본제를 

비롯하여, 율곡학술강연회․유품 시 등의 추모행사, 한시백

일장·휘호 회 등의 문 행사외에 경축행사가 개최된다.[8] 

매년 음력 2월 정일에는 강릉유도회 주 의 송담서원 다

례가 진행된다.

주는 율곡문화제를 제20회 율곡문화제 집행 원회와 

주문화원이 주 을 맡으며 자운서원과 시민회 에서 이루어

진다. 주요 로그램은 율곡선생의 얼을 기리는 추념 행사와 

경축 행사로 별되며, 추념행사로는 자운서원 추향제례, 율곡

사상학술 심포지엄, 유가행렬 재연, 장원 제 퀴즈 회, 주3

 유 답사 등이 있다. 한 국한시백일장, 율곡백일장, 사

생·휘호 회, 율곡서  등 문 행사가 펼쳐지며, 길놀이, 

산리민요보존회 정기공연, 한마음음악회, 임진강가요제, 향

토작가  등의 경축공연  시행사가 열리며, 각종 체험 

로그램들이 부 행사로 진행된다.[9] 

3. 관광정책비교
주시는 시민지원국 소속 문화 과를 운 하고 있으며 

문화담당, 술담당, 담당, 민북 담당으로 세분하고 있다.

강릉시는 문화복지국 소속 과와 문화 술과를 운

하고 있으며 과는 기획담당, 개발담당, 지도

담당, 마 담당으로 세분하고 있다. 문화 술과는 문화정책

담당, 술담당, 문화재 리담당, 향토문화담당, 강릉단오담당

으로 세분하고 있다.

4. 관광정보 비교
강릉과 주 두 지역에서의 율곡과 련한 정보에 한정

하여 살펴보았다. 각 시청사이트와 문화원 홈페이지, 한국

공사, 포탈사이트에서의 검색결과, 기타 율곡 련 사이트를 비

교한다.

Ⅴ. 결 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동일한 콘텐츠 활용의 지자체가 늘고 있

으나 이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

한 콘텐츠의 활용에 한 지역간 비교를 통해 상생과 차

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다. 이는 지역 연고성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간의 갈등 리와 

해결방안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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