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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들어 상과 음악을 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와 련이 있는 지가 심을 끌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드라마나 화 촬 을 한 세트장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자들은 문화 

콘텐츠를 통한 지에 한 심을 직  방문을 통해 체험하고자 한다. 지는 자들의 체험과 

지가 제공하는 체험 요소들이 모여 형성된 공동의 의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텔링에 

한 개념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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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to develop tourist destination storytelling strategy using popular culture 

contents. Place is the result of meaning construction process. Especially discour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al construction. Discourse generally consists of printed materials, 

auditory discourse, and visual discourse. For social construction of a tourist destination, 

discourse may be supplied by the media, or the tourist. In the tourist destination storytelling's 

view, strategies are composed of  extending of tourist destination mania, circulating nostalgia 

for tourist destination, developing experience circumstances of popular culture tourist 

destination, making tourism story networks, making tourism storytelling process, and 

cultivating tourism experts of popular culture. 

 ■ keyword :∣Popular Culture∣Contents∣Tourist Destination∣Storytelling∣

 

    

* 본 연구는 2007년 청운 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수번호 : #080813-011

수일자 : 2008년 08월 13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10일

교신 자 : 최인호, e-mail : enochoi@chungwoon.ac.kr

I. 서 론

인간은 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의 문화 콘텐

츠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기업들에게는 수익을, 그

리고 국가에는 경제 성장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들은 쉽게 

할 수 있고 수요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상의 일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 인간의 감성 인 측면에 

호소하는 특징이 있어, 콘텐츠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의식 으로 의 감수성이나, 취향, 소비양식에 

향을 미친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커뮤니 이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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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인해 문화 소비에 있어서 지구  시장

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들이 소비하는 문

화 콘텐츠를 통한 장소 표 은 직 으로 홍보와

는 련이 없지만, 특정 장소에 한 이미지, 기 , 신념 

등을 발생시킨다. 즉, 장소에 한 미디어의 표 을 

한 들에게는 상상 속의 장소와 정체성의 구조가 생

겨나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장소와 의미에 한 특

정 이미지, 기억, 연상, 정서  몰입, 애정 등의 향을 

받아 특정 장소를 방문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 

 화와 드라마 등 상은 일상의 여가 생활에서 

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콘텐츠로서 의 기호에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사회는 감각과 

감성을 특징으로 삼는 상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화

와 드라마의 비 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

에 한 심은 세계 인 상이며 한국에서도 활발

하게 진행 이다. 

최근 들어 지역  진흥에 있어 스토리텔링에 한 

심이 증 하고 있으며, 제한 이기는 하지만  스

토리텔링에 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인 것

이 문학 분야로서 서사를 근간으로 하여 축제나 공간에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 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유산해설 등과 련하

여 지, 시설, 로그램 등에 스토리를 부여

하여 자로 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으

로  스토리텔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개별 자의 체험에 근간을 두고 자, 

공 자, 지역주민이 지에 한 공동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서사의 용이나 스토리 부여만으

로 설명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많은 지에서 지역

의 설, 신화, 민담 등을 발굴하여 이를 흥미로운 이야

기 형식으로 구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나, 콘텐츠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한 논의는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간의 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모호한  스토리텔링에 한 개

념  정의와 더불어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한 탐색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Ⅱ. 대중문화 콘텐츠와 관광지 

지는 사회 으로 구성되어 가는 실체이다. 사리

넨(Saarinen, 2004)[1]은 지란 지역에 한 담론과 

개발된 담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리 ․상징  경

에 의해 구성된 실체라고 하 다[그림 1]. 지역에 한 

담론이란 지에 한 사회․문화  측면을 반 한 

것으로서 화, 드라마, TV쇼, 문학, 지도, 가이드북, 

고,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통해 생성된 장소에 한 상

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로 표되는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 내는 장소에 한 담론은 청각, 

시각 등의 감각을 통해 특정한 이미지로 고착되기 때문

에 요하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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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관광지의 변화과정 

2. 지역 만들기와 관광의 역할

 세계 으로 문화 콘텐츠와 에 한 논의

는 크게 상. 음악, 문학, 스, 스포츠 등에 집 되어 

왔다. 그 에서도 상과 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

는데, 상의 경제  효과, 상이 감정변화에 미치는 

향력, 상이 만들어내는 국가  지역의 이미지, 

상 속에 나타난 련 종사원의 이미지 등이 표

이다[5-10]. 음악의 경우 음악을 둘러싼 다양한 연

상 이미지가 자들에게 향을 주고 있다는 에 

심을 두고 있다. 최인호(2004)는 음악이 자에

게 다가서는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 다[11]. 

노래 제목에 특정 지역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화음

악으로 사용된 곡에 지역명이 포함된 경우, 가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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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유명해지면서 출신국가 는 지역에 한 심

이 높아지는 경우, 가수  연주자의 명칭이 국가명‧지

역명으로 된 경우, 특정 국가의 음악이 해당 국가

를 표하게 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과 연계된 한국 문화 콘텐츠도 역시 화와 

드라마로 표되는 상이 선도를 해왔다. 지난 2003년 

일본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맹 를 떨친 이후 아시아 

역에서 한국의 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촬

지 방문여행, 주연배우 련 콘서트  사인회, 한류

화제 등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물의 

집객력에 매료된 국의 지자체들은 막 한 투자비를 

들여 시 극을 심으로 한 촬 장 건립에 가속도를 붙

이기에 이른다. 그러나, 상당수의 촬 장들이 드라마나 

화 종  후 감하는 방문객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으며, 일부는 폐쇄 는 방치의 상태까지 이르

게 되었다. 더불어 아시아 팬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지들도 이제는 짧았던 화를 그리워하기에 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상 의 수명주기가 상보다 길지 않

음을 감안하면 촬 장 건립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

자체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에서는 아직도 매력 인 상임에는 틀림

없다. 한, 화나 드라마의 종  후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진정성이 담긴 매력을 제 로 꾸며 

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간 인 효과가 오히려 

더욱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

면 인기배우가 재의 인기를 빨리 잊고 새로운 작품을 

찾기 해 노력하는 것처럼 상 지도 끊임없는 변

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Ⅲ. 관광 스토리텔링

이야기(story)는 가치에 한 진술로서, 과학  진리

에 용되는 기 의 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

다. 이는 이야기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직  호소한

다는 을 강조한 것이며, 재의 시 가 감성, 이야기

와 화술, 그리고 모든 가치 들이 심으로 되어 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련하여, 덴마크의 미래학자 

센(Jensen, 2003)은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감성에 바탕을 둔, 꿈을 상

으로 하는 시장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보다  

더 커질 것이며, 감정을 상으로 하는 시장이 물리  

상품을 상으로 하는 시장을 능가할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이야기들은 말이나 의 형태 는 이미지를 통

해 화로도 해질 수 있으며, 우리 주 를 둘러싼 상

품들을 통해서도 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12].

본고의 서두에서 언 한 문학서사에 근거한 스토리

텔링 시 에서 보면 투어 가이드의 설명이 표 인 스

토리텔링 행 에 해당한다. 가이드의 설명은 의 사

회언어  본질과 한 계가 있으며, 그의 어휘력, 

목소리, 문법, 텍스트 등이 요하게 여겨진다(Dann, 

1996). 한, 하시모토(橋本, 1998)가 제시한 모노가타

리법(物語法)과 같이 지, 시설, 상품 등이 

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

이 스토리텔링이다[13]. 모노가타리법은 여러 개의 흥

미있는 상을 스토리로 엮어 이를 통해 자를 유인

하는 방법으로, 역사 인 무 를 시 에 따라 방문하는 

코스나 화가의 작품을 창작 연 에 따라 시해놓

은 미술  등이 표 인 사례이다. 

대중문화콘텐츠

관광지의미형성

대중문화 콘텐츠의 인기 획득 대중문화 콘텐츠에 몰입

(주인공, 상황, 배경, 음악 등) 

관련 장소에 대한 동경 발생

관련 장소에 대한 방문욕 발생

관련 장소 방문

장소에 대한 여론 형성

OSMU 확산

의도적자연발생적

장소담론 주도장소담론 수용

온�오프라인 구전

공급자 (관광지) 소비자 (관광자)

관련 장소에 대한 담론 형성

대중문화콘텐츠

관광지의미형성

대중문화 콘텐츠의 인기 획득 대중문화 콘텐츠에 몰입

(주인공, 상황, 배경, 음악 등) 

관련 장소에 대한 동경 발생

관련 장소에 대한 방문욕 발생

관련 장소 방문

장소에 대한 여론 형성

OSMU 확산

의도적자연발생적

장소담론 주도장소담론 수용

온�오프라인 구전

공급자 (관광지) 소비자 (관광자)

관련 장소에 대한 담론 형성

그림 2.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한 관광지 의미형성

지가 갖는 의미는 정해진 틀에 짜맞추듯이 평가

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의 의미는 자

들의 개별체험이 총체 으로 모인 것이며, 한 그러한 

것에 한 사회  담론이 더해져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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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지와 

자가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동 스토리

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의 

체험과정상 에 따라 스토리가 다르게 형성되고 그

러한 스토리들이 합쳐져 하나의 통합  스토리를 형성

해나간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자, 지,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공유된 지의 

스토리가 구성되어 간다는 이다. 결국, 문화 콘텐

츠를 매개로 한  스토리텔링이란 문화 콘텐츠

를 심으로 한 자들의 체험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무

는 문화 콘텐츠와 연 된 지, 배우는 자, 

본은 문화 콘텐츠이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하나의 큰 스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는 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한다. 

의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

며,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빈도가 높다. 마찬가지로 지도  소비

자들의 개성에 부합하는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자들이 지를 찾아 추구하는 것은 사 에 상

상 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특정한 스토리에 따라 자신들

은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역할놀이의 개

념으로 악할 수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가 시키지

도 않았는데 정해진 역할 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는 자가 지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무의식 으로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을 그 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체험환경을 조성해

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를 들자면, 일본에서 사회  상까지 일으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가 표 이다. 20

부작으로 구성된 드라마  특정 장면이 인기를 끌었는

데, 그러한 장면을 되풀이해서 시청함으로써 시청자들

(잠재 자)은 무의식 속에 ‘겨울연가’라고 하면 그 

장면을 기억한다. 이러한 시청자들이 한국의 ‘겨울연가’ 

촬 지를 방문하면, 해당 장면을 무의식 을 재 하는 

행 를 많이 하곤 한다. 춘천고등학교에서 담을 뛰어넘

으려는 행 , 라자 호텔 객실에서 뛰쳐나가는 행 , 

남이섬에서 팔을 벌리고 고목나무 를 걷는 행 , 외

도에서 을 감고 벽을 만지는 행  등이 표 이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지는 자들로 하여  

그러한 행 를 할 수 있는 보조 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표 인 것이 해당장면이 촬 되었던 곳이라는 

표시를 해주거나, 모조품을 설치하여 주는 것 등이 있

다[사진 1, 2].

사진 1. 촬영장소 표시 (대장금 테마파크)

사진 2. 모조품 설치 (‘겨울연가’ 촬영장소)

비슷하게 올드 팬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

는 화 ‘로마의 휴일’은 주인공 오드리 헵번의 행동들

이 여러 가지 모방의 신화를 남겼다.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스페인 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보며, 트 비 분수에 동 을 던지는 것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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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다. 그런데, 화가 세계 인 히트를 치면서 

화를 본 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상당

수가 오드리 헵번이 했던 행 들을 재 해보곤 한다. 

오드리라는 배우가 당시 여성들이나 지 의 여성들이

라면 한번 쯤은 꿈꾸어 본 역할모델이었음은 말할 나  

없으며, 지 로마를 방문하여 그녀를 흉내내어 본다

는 것은 잠시나마 오드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로마의 휴일’이나 ‘겨울연가’가 많은 자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은 단지 사각의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아름다운 배경은 얼마든지 만들

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면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인 의미가 요한 것이며, 장면이 보유하고 있는 지

역의 매력이 작품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가져다주는 감

흥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 지를 꿈꾸는 우리나라의 많

은 지들은 세트장 는 명장면의 장소에서 고조된 

감정을 지속 으로 확 시켜  수 있는 스토리를 

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장  촬 장과 같이 버

스를 타고 와서 촬 지만 주마간산식으로 보고 돌아가

는 방식으로 장 의 감흥이 지속되는 것을 기 하기

는 어렵다. 만약, 역사  배경을 가진 작품들을 가지고 

상품을 구성하려면 한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품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들의 마음을 잡기 수월하지만 사

극의 경우 옛것을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Ⅳ.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지 활성화

1. 매니아 확산

팬(fan)이 활동에 있어 요한 이유는 스타 

는 텍스트를 매개로 모인 팬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와 텍스트의 행 을 찾고 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등이 행 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체

험을 바탕으로 지에 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해

당 지에 한 특정한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기 때

문이다. 여행사의 패키지를 심으로 한 량  

성격이 강한 활동보다는 문화 콘텐츠와 련

된 소재를 자발 으로 찾는 매니아  성향이 강한 

개별 여행자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노스탤지어 순환 도모

문화 콘텐츠가 활동에 향을 미친 사례로 

한류가 표 이다. 한류에 한 심은 무의식 속에 

개인  향수(nostalgia)를 자극하여, 한국에 한 동경

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와 같은 향수의 감정은 한국방

문으로 이어져 직 으로 한류 콘텐츠와 련한 여행

체험으로 승화되었다. 여행을 통해 한류 콘텐츠  사

람, 음식, 언어 등과 같은 한국문화 반에 한 체험을 

함으로써 콘텐츠를 심으로 한국에 한 심으로 확

되었다. 이는 곧 한류 콘텐츠에 한 향수가 한국에 

한 향수로 이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노스탤지어 순환과정

구 분 후

성격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동경심 발생

대중문화콘텐츠에 대
한 노스탤지어 체험

대중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노스탤지어

관광자
대중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방문욕 발생

상상 속에 그리고 있
는 대중문화 콘텐츠
와 관련된 관광지 체
험

관광체험 담론 재
구성

관광지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제공

대중문화콘텐츠를 활
용한 각종 수용태세 
준비 및 서비스 제공

관광체험이 이어지
도록 후속 서비스 
제공

3. 대중문화 콘텐츠 관광 체험환경 구축

우선, 역할모델 심 정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역

할모델이란 자신이 닮고 싶어 하는 특정한 인물로서 

문화 콘텐츠 에 있어서는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

를 의미하며, 역할모델에 한 유를 실천할 수 있는 

분 기를 조성해야 한다. 즉, 자들이 문화 콘텐

츠에 빠져들어 요한 순간에 일시 으로 몰입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인 역할모델 유의 사례로는 스타들의 흔

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조성하는 것이다. 스타의 생

가나 박물 , 스타가 자주 들 던 장소, 스타가 촬 이

나 공연을 한 장소, 스타의 실물사진 패  등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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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사진 3]. 일례로 최인호(2006)의 연구에 의하면 배

용 을 좋아하는 일본 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시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패 을 배경으로 사진 는 

것을 매우 즐겼다[14]. 그 외에도 ‘주몽’, ‘ 장 ’, ‘슬

연가’ 등의 인기 드라마 촬 지에도 극  인물들의 패

을 설치하여 자들의 사진촬 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 3. 드라마‘주몽’세트장 실물크기 패널

다음으로, 문화 콘텐츠에 매료된 자들은 자

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실체를 확인

하고 싶어한다. 화나 드라마의 경우 상 속에 나온 

장면을 재 하거나 해당 장면을 배경으로 사진을 는 

행 가 표 이며, 상상과 실체의 비교를 통해 만족 

는 불만족을 느낀다[15][16].

사진 4. 드라마 ‘대장금’ 궁중의복 입기 체험

4. 관광 스토리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커뮤니 이션 채 의 발 이 문화 콘텐

츠 소재를 둘러싼 몰입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심으로 한 공동커뮤니 이션의 장

을 제공함으로써 자생 인 커뮤니 이션 활성화를 이

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 콘텐츠  스토리를 공동으

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문화 콘텐츠 

지의 스토리 창출은 주로 앙정부 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한 공 자 심 인 사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왔

다. 특히,  인기를 얻은 상을 활용한 매력 증진, 

촬 비 인 상을 유치함으로써 기 되는 매력 증

진 등에 주안 을 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의 주체는 문화 콘텐츠를 직 으로 

소비하는 자이며, 이들이 극 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 체험 에

서 극 인 의견 청취를 해야 할 것이며, 의견 청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은 소극  의미의 불편사항 수집이 

아닌 극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  소재의 발

 내용 취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대중문화 콘텐츠 관광 체험의 공유

5. 대중문화 콘텐츠 관광 스토리텔링 체계 마련

일반 으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화한

다는 것은 일정한 흐름에 의해 자의 감동을 유발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극의 개구조인 상황, 갈

등, 결말 등과 같은 롯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

는 곧 강조하고자 하는 자원을 자의 동선상 가

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순간에 배치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첫 단계는 스토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크게 지를 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장르

가 화, 음악, 문학, 스, 게임, 스포츠 등 어느 장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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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지를 구분하고 한 문화 콘텐츠 속에 포함

된 어떠한 상이 에게 어필하고 있는가를 악해

야 한다. 그러한 상의 표 인 사례로는 인물, 시설, 

이벤트 등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토리의 성격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즉, 문화 콘텐츠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 창작

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같은 경우가 표 인 사실  스토리이며, ‘겨울연가’나 

‘외출’같은 작품이 창작물에 속한다. 한, 사실과 창작

이 혼합된 경우로서는 ‘ 장 ’, ‘다빈치코드’같은 것들

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스토리텔링 채 을 체계화하는 것이

다. 스토리텔링 채 은 자가 문화 콘텐츠 

지를 방문했을 때 각종 정보매체를 하게 되는 을 

의미하는데, 크게 인쇄 매체, 청각 매체, 시각 매체, 인

쇄․시각 매체, 청각․시각 매체, 인쇄․청각․시각 매

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매체들은 통일성을 

유지하여 유기 으로 자에게 근하여야 한다. 

표 2.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스토리텔링 체계

구 분 내용 주요사례

스토리
규정

대중문화 콘텐츠 장르와 매
력 대상의 구분

영상, 음악, 문학, 게임, 스포츠 
등
인물, 시설, 이벤트 등

스토리
성격
세분화

대중문화 콘텐츠 스토리의 
성격을 사실형, 창작형, 혼
합형으로 구분

사실형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형 (겨울연가, 외출)
혼합형 (대장금, 다빈치코드)

스토리텔
링 채널
체계화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제공

안내지도, 안내표지, 웹사이트, 
안내소,  안내원, 해설자, 사진, 
엽서 등

주) 최인호(2005, 12월). 한류관광소재의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한류
관광세미나」. COEX, 서울시[17]. / Dann, G.(1996). The 

Language of Tourism, CAB International. 참조 재구성. 

6. 대중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제

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으로 지역 심  사고방식의 

극복이 필요하다. 지역의  담당자는 문화와 

련된 트 드에 항상 심을 기울어야 하며, 지역에 

한 애착보다는 시장에 한 면 한 분석을 해낼 수 있

어야 한다. 한, 주도의 지역개발 방식에 익숙한 

재의 지역  실을 극복하고 문화 콘텐츠를 활

용한 에 한 애정을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인력 발굴에 주력함으로써 자생 인 스토리

를 개발할 수 있다.

문화 콘텐츠  문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자원을 발굴한다. 지역의 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발굴하여 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마 을 개한다. 지

역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제안하며, 자들에 한 모니터링을 실

시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문화 콘텐츠에 

한 주민들의 이해와 애착심을 높여 지 활성화에 

극 인 동참을 유발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Ⅴ. 결론

지는 지에도 잘 맞고  자들이 가슴 속 

깊이 빠져드는 풍경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지의 스

토리는 별개인 듯 보이는 개별 인 스토리들이 하나의 

감성으로 엮인 모자이크와도 같다. 자들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들이 모여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

다. 즉, 지로 출발하기 부터 가졌던 지에 

한 상상, 지에서 직  겪는 체험, 실로 복귀하여 

회상하는 것 등이 종합 으로 어우러진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자들의 체험에 결정 인 도움을 주는 것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자들은 리 알려진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안에서 개인 인 연 성과 의미를 

끌어내고 싶어한다. 지가 성공 으로 이미지를 구

축하려면 지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속에 자들

을 끌어 들여, 자 스스로가 이야기꾼이 될 수 있는 

분 기를 제공해야 한다. 

어느 지나 지역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문화유산

에 얽힌 이야기들을 갖고 있다. 지는 스토리 체험 

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외부인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에 하여,  지역민들이 상 

문화유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감상하는 것과 같은 태도

를 자들 한 갖게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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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원, 지역 주민, 자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공동의 가치체험이 바로 지의 스토리텔링을 의미

하며, 지속가능한 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체계 이고 짜임새있는 스토리텔링 로그램은 

자들이 산과 해변의 멋진 풍경을 체험하는 것보다 

자 개개인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체험을 선사할 수 있

으며, 문화 콘텐츠와 련된지역의 자원을 발

시키고 리 알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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