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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유형다변화에 따른 문화해설사양성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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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ltural Interpreters and Muti-phase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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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1세기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서구인들의 눈에 신비와 호기심의 대상이다. 

오천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반도는 어디를 가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서구
인에게 노출되면서, 단순히 눈의 즐거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도 관광객의 높아진 수준과 지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해설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수요를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유적지에서 해설사의 역할
과 관광지 언어전문가인 가이드의 관계를 Cohen의 가이드 역할틀을 중심으로 확장된 가이드 커뮤니케이션틀 (이승
재 2011)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외래관광객의 성향변화를 외래어 문화해설사 역할로 수렴하
여 이를 가이드 역할전문화의 일환으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해
설사 및 외국어 문화해설사의 전문적인 양성을 제언하면서, 이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을 외래어 문화해설사로 양성하여 한국문화의 전령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문화해설사, 문화유적지, 외국어문화해설사,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Abstract  This paper concerns the cultural tourism and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terpreters. Globalization has 
become a key word of 21st century, so the volume of tourists has been increasing. Furthermore, as the Korean 
wave has expanded to the world,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Korea and Korean culture, and we observed the 
obvious increase of tourists. International tourists visit Korea with a variety of purposes, and their travel types 
are also diversified. This paper analyzes tourists’ behavior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KNTO and briefly 
examines the cultural interpreters in 5 major organizations. Then considering the specific roles of the guides 
based on the Cohen (1985) and Lee (2011), I propo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more focus on the 
professional foreign language speaking interpreters for culture. As for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volunteering 
system for foreign languages, I strongly suggest multi-culture families or international students staying in Korea, 
for the wiser use of their abilities, their easy adaptation to the new world, and the peaceful coexistence. 

Key Words : cultural interpreters, foreign language speaking interpreters, multi-cultural families or international 
students stay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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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류가 존재했던 곳에는 흔 이 남게 마련이고 그것

은 역사와 유 이 되어 후세 가 찾게 된다. 원시의 자연 

자원과는 달리 유 지는 보는 것만으로는 내용의 달이 

충분하지 않으며, 당한 설명은 문화유산에 한 이해

와 방문지에 한 감성  교류를 유도한다. UNESCO 세

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특

 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매년 앙코르와트를 찾는 

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에 한 객의 

호기심도 증가하고 있다. 최첨단 정보화시 를 살아가는 

인들은 다양한 정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지  호기심이 강하며, 정보의 습

득에 길들여진 세 이다. 앙코르와트 세계문화유산을 찾

는 인들은 유 지가 제공하는 시각  자극 뿐 아니

라 유 지 문화에 한 지  자극을 기 하므로 유 지

와 문화유산에 한 정보와 설명을 필요로 한다. 

문화유 지는 에서 주요한 자원이다. 한국방

문의해 원회와 세계 기구(UNWTO)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제 객은 매년 평균 3.3% 증가, 연간 4,300만

명씩 늘어나 오는 2030년에는 18억명에 달할 것이라고 

망한다[1]. 문화체육 부가 발표한 '2012년도 방한 

외래 객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1월 21일에 사상 최

로 연간 외래 객 1,000만 명을 돌 한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여[2] 2011년 기  한국의 경쟁력 순

는 세계 133개국  32 이며, 외래 객 입국 규모에 

있어서 1,110만 명으로 세계 시장규모에 걸맞은 경

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00만 외래 

객 유치, 수입 3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

나 국민 친 도는 OECD 34개국  21 로 국민 환  

의식 개선이 필요한1) 실정이므로, 오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을 한 단계 업그 이드 시키고 

한국 의 질  성장   이미지를 높이기 해 주

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한국방문의해 위원회는 지난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 
기간에 추진돼온 [환대실천 캠페인]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며, 이외에도 '관광 서비스 개선' '고품격 
콘텐츠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외래관광객의 관광유형 

문화체육 부 2012 외래 객실태조사에 의하면, 

방한 외래 객은 총 12,021,000명이다. 그  여가‧ 락

‧휴가를 목 으로 방문한 외래 객이 5,274,000명 

43.9%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여행형태를 보면 개

별여행이 7,745,000명으로 64.4%에 해당되며, 단체여행이 

3,036,000명으로 25.3%, 그리고 Airtel의 형태가 1,241,000

명으로 10.3%에 해당된다. 외래 객의 국가별집계는 

일본 3,478,031명으로 35.5%, 국 2,608,113명으로 

26.6%, 미국 651,069명으로 6.6%, 만 536,877명으로 

5.5%, 홍콩 351,658명으로 3.6%순이다. 인 국인 일본과 

국이 외래 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래

객이 방한하고 있다. 여행자들의 연령층은 21-30세 

3,735,000명 31.1%, 31-40세 3,187명 26.5%, 41-50세 

2,325,000명 19.3% 다.   

1회 방한 외래 객이 58.2%이며, 2회 방문자 15.6%

인데 비해서 4회 이상 방문자가 17.7%를 차지하여 상

으로 한국을 자주 찾는 고정고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을 목 지로 선택한 이유로는 쇼핑 66.0% 음식‧미식

탐방 44.3%, 자연풍경 32.1%, 역사문화유  21.5%, 휴양‧

휴식 17.6%등으로 나타났다. 여행정보는 인터넷 59.7%, 

친지‧동료 51.2%이었으며, 체류기간은 평균 6.7일이다. 

방문지는 주로 서울권으로 82.5%를 차지했으며, 명동 

61.5%, 동 문시장 49.0%, 고궁 32.3%, 남 문시장 

31.8%, 인사동 26.2%, 박물 (기념 ) 22.4%이다. 지역별

로 표 인 방문지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이 종도‧공항

주변‧인천 교 50.7%, 경기지역 에버랜드 41.8%, 수원화

성 24.3%, 휴 선‧ 문  22.7%, 민속  21.3%, 강원도지

역 춘천‧남이섬 63.4%, 충청지역  53.6%, 라지역 

42.4%, 경상지역 부산 76.0%, 제주지역 성산일출  

63.2%, 제주민속  61.2%, 용두암 56.1%, 한라산 45.1%, 

문 단지‧서귀포 40.4%, 제주올 길 20.7%로 나타

났다. 

한국여행에서 가장 인상 인 곳으로는 명동> 동

문> 고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 만족도는 4.14

으로 체로 만족하는 수 이다. 방한외국인들에게 가

장 불편한 은 언어소통 3.64 여행경비 3.89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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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3.97로 언어가 가장 큰 불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 여행시 좋았던 으로 쇼핑이 최상 를 차

지하는 반면, 정보가 최하 를 차지하여 한국 에

서는 언어서비스가 여 히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3] 

2.2 관광시장의 다변화

객의 증가는 부속 으로 객 취향의 다양화, 

고 화, 그리고 기 수 의 상승을 동반하여 유형의 

다각화· 문화를 유도하면서[4], 한국 시장의 지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 로 한국을 찾는 외래 객

의 여행유형을 들 수 있다. 즉 개별 이 그룹 에 비

해 월등히 높으며, 방한 외래 객들은 1회성 호기심 

충족식의 방문이 아니라 4회 이상 내방하는 객이 

17.7%를 차지한다. 한 한국을 방문지로 결정한 외래 

객들이 다른 주변국과 별 상 없이 한국으로 목 지

를 정한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고정 고객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고정고

객의 만족도가 1회성 방문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것은 차

후 지속 으로 제고해야 할 부분이다. 즉 가까운 나라 일

본, 국, 만의 고정고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매력 인 지로 거듭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 개별여행객과 에어텔 여행객이 증가하고 그들의 

소비성향(개별여행객 US$213.1⟶US$240.3, Air-tel 여

행객 US$381.4 ⟶ US$428.4)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지속 으로 개별화, 세부화되고 있고 있으며, 

여행의 형태가 그룹투어에서 개별투어로 변화하고 소비

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객 성향

의 개별화‧다양화는 시장의 지평을 바꾸고 있으므

로, 이에 따라 마  략과 시장 구도에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한국의 시장은 고정고객

의 지속 인 심을 유도하기 해 변모해야하고 유

형의 문화·다양화를 극 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 속하는 객들이 선호하

는 유형은 쇼핑(일본 77.2% 국 85.7%, 만 

88.7%) 과 미식 (일본 61.7% 국 60.0% 만 63.6%)인 

반면에 유럽이나 미주, 캐나다 권에 속하는 객들은 

한국의 특이한 문화에 상당한 심을 두고 있다. 즉 미주 

유럽 객들의 선호활동으로 고궁과 유 지 방문이 상

으로 높은 데 비해 (호주 22.2%, 미국21.8% 캐나다 

30.1%, 국 19.2%, 독일 19.4%, 랑스 24.6%) 쇼핑 (호

주 39.1%, 미국 45.2% 캐나다 43.6%, 국 37.5%, 독일 

31.6%, 랑스 35.9%) 과 미식은 상 으로 낮은 편이

다 [3].

동서양권의 한 선호활동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는 지리 으로 근 하

고 문화가 유사하므로 방문의 횟수가 비교  많은 고정

방문형 외래 객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지리 으

로 멀고 문화차이가 상 으로 커서 재는 문화교류의 

빈도가 낮으나 문화호기심과 기 감으로 향후 잠정 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를 미래잠정  

외래 객으로 간주한다. 산업의 질  발 을 도모

하기 해서는 의 두 부류의 객의 선호도와 취향

에 맞추어 상품과 홍보 략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3 전문관광과 해설사 

의 문화‧세분화의 추세 속에서 Weiler & Ham 

[4]은 21세기 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해설사가 동

반되는 문 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심을 모으고 

있는 유 지  (heritage tours), 진정성  

(authentic tours), 특이  (indigenous tours), 생태  

(eco-tourism) 조류  (bird-watching) 등이 문

의 형태이다. 문 은 객이 목 지의 문화‧ ‧

자연 자원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것을 목 으로 문가의 

주도하에 상물 즉 자연, , 유 자원를 방문하

고 해설이 동반되는 문 을 의미한다.그 에 하나

로 유 지 과 유 지 문해설사를 심으로 고정방

문형 외래 객과 미래잠정  외래 객에 한 근

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문화체육 부 외래 객 실태조사에서도 보이듯

이 외국 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 지는 고궁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외래 객 요구를 반 하여 고궁의 

문화유 을 설명하는 상주 문화해설사를 고용하여 언어

별로 유 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문화해설사 양성에 많

은 심을 기울이고 계속 으로 증원하고 있다.

2.3.1 문화해설사와 해설

문화해설(Heritage Interpretation)은 역사, 자연, 문화

자원의 속성과 원천, 목  등에 해서 정보를 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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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사소통 상을 의미한다[5]. 보통의 경우 역사유

지, 박물 , 자연서식지  유 지 주최기 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설자에 따라 가이드, 큐 이터, 문화해설

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문화해설사는 국가

별, 기 별로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Freeman 

Tilden for the US National Park Service2) 에서는 문화

해설을 사실 인 정보 달이라기보다는 본체를 사용하

거나 직  경험과 가시 인 매체를 통해서 의미를 표출

하고 계를 형성하는 교육 인 행 로 정의하고 있으며,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pretation 에서는 자원 

고유의 의미와 청자의 심을 지  감성  고리로 엮어

주는 책임을 가진 커뮤니 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The Association for Heritage Interpretation 은 과거와 

재의 사람‧장소‧사건과 사물들에 해 감정을 개입하

여 경험을 확 시키고, 이해를 깊게 하므로 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Scottish 

Interpretation Network는 문화와 자연자원에 해서 이

야기를 통해 청자의 감을 자극하고 이해를 확 시키는 

과정, 즉 내용을 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7년간의 연구결과를 축 하여 문화유 지

의 해설을 규정하는 가장 포 이며 심도있는 정의를 

2008년에 공식 으로 발표하 다. Ename 헌장은 해석과 

표 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리라는  과정의 한 부분

으로 간주하고, 특정상황에 어울리는 해설과 표 이 근

거할 수 있는 7가지 원칙3)과 이에 근거한 목표를 수립하

2) 해설은 문화유적지의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
해 의도된 모든 잠정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문화해설과 관련
하여 Tilden은 "Interpreting Our Heritage"(2007)에서 문화해
설의 6가지 원칙을 제공하였다. 1. 해설은 청자의 경험과 연
관을 갖도록 해야한다. 2. 정보와 해설은 별개의 것으로 해
석은 정보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3. 해설은 예술이다. 그것
도 역사 과학 건축 등이 결합된 복합예술이다. 4. 해설의 목
적은 교육이 아니라 자극하는 것이다. 5. 해설은 부분이 아
니라 전체를 표현해야 한다. 6. 연령층에 따라 해설의 접근
방식을 달리 한다.  

3) 원칙(1) 접근과 이해 해석과 표현 프로그램은 대중들이 문화
유적지에 지적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적합하고 유지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원칙(2) 정보원천 해석과 표현은 현
존하는 문화전통 뿐 아니라 과학적 학술적 방식으로 축적된 
증거에 근거해야한다. 원칙(3) 문맥과 배경 문화유적지의 해
석과 표현은 포괄적인 사회, 문화, 역사, 자연과 맥락적 배경
적 관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원칙(4) 정통성 문화유적지의 
해석과 표현은 나라헌장(1994)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통성의 

다. Ename 헌장이 규정한 문화유 지 해설의 목표는 

1) 문화유 지의 이해와 감상을 용이하게 하고 보호와 

보존의 필요성에 한 의 경각심을 부양시키고, 2) 

유 지 요성에 해 철 히 이해하고, 존하는 문화

통과 과학 ‧학술  방법을 통해 문화유 지의 의미를 

달한다. 3) 자연 , 문화 , 사회  맥락에서 문화유

지의 가시 ‧비가시  가치를 보호한다. 4) 역사  맥락

과 문화  가치의 요성을 달하고, 역설 인 해설의 

악 향으로부터 보호하고 문화유 지의 권 를 존 한

다. 5) 지속 인 보존에 한 의 이해를 진시키고, 

장기  유지를 보증하며, 해설구조를 경신하여 문화유

지를 지속 으로 보존한다. 6) 해설 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서 이해당사자와 련기 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

고 문화유 지 해석에 개입할 것을 장려한다. 7) 기술, 연

구, 훈련을 포함하여 문화맥락에 합하고 지속 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문화해설과 표 의 기술 ‧ 문  기

을 개발한다. 

2.3.2 Cohen의 가이드역할틀과 문화해설사

장에서 기술하 듯이 문화해설사에 한 정의가 다

양하고 해설에 한 근방식과 이해 한 다양하지만, 

문화유 지에 한 의 심과 이해를 돕기 해 고

안된 언어서비스라는 은 공통 이다. 객과의 면 

언어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이드에 한 연구는 1970년 후

반을 기 으로 가이드역할을 심으로 본격 으로 진행

되었으며, Cohen [6]에서 제안된 가이드의 역할틀은 가

이드의 복합  역할을 요약 으로 표 하면서 가이드 연

구에 학술  기반을 제공하 다. Cohen이 제공한 가이드 

역할틀은 가이드의 복합 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합하

며 가이드는 4가지 기능, 즉 도구 , 사회 , 상호교류 , 

의사소통  역할을 수행한다. 도구  기능은 가이드의 

길잡이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호교류  기능은 지

역 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으로 단체를 이끌고 문

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기능은 가이드와 단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한다. 원칙(5) 지속가능성 문화유적지
의 해설은 자연적 문화적 환경에 민감하므로 사회적, 재정
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그 중심 목표로 두어야 한다. 원칙
(6) 포괄성 문화유적지 해석과 표현은 유적지 전문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사이에 유의미한 결과이어야 한다. 원칙(7) 
지속적인 연구, 훈련, 평가는 문화유적지 해석의 중요한 요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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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구성원사이의 계를 포 하는 부분으로 구성원들에

게 친구가 되어주고, 단체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 재  

기능은 주변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재하는 역할

을 하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7]

[Fig. 1] Guide Framework [7:18] 

Cohen의 가이드 역할분류틀 도표(1)은 이승재[7]에서 

가이드의 직능  자질을 고려하여 세분화‧ 문화되는 과

정을 명시하면서 가이드유형이 진화하는 과정을 가이드

커뮤니 이션 틀 도표(2)로 보여주었다. 

 [Fig. 2] Guide Communication Framework
[7:25] 

가이드 커뮤니 이션 틀 도표(2)는 Cohen의 가이드 

역할틀에서 가이드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육을 포함하

여 진화한 것으로, 가이드가 갖고 있는 본태  특성인 

산업에 종사하는 언어 문가라는 이 인 속성을 

악하기에 하며, 나아가 유형과 객 취향의 

문화와 다양화에 따라 분화하고 있는 각종 해설사를 

시각 으로 표 한다. 즉 자연자원, 문화자원, 유 지자

원 등 세분화된 목 지 지식을 갖고 객을 리드하는 

해설 심의 내부지향  가이드 유형과 길잡이로서 

객을 리드하는 도구  역할에 을 둔 외  체험형가

이드 사이의 분화를 가시 으로 포착할 수 있다. 즉 본고

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목 지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객과 교류하여 목 지에 한 이해와 

감응을 유도하는 인지 , 감성 , 사유  차원의[8] 담화

를 포함하는 내부지향  가이드이며, 이러한 유형의 가

이드, 즉 해설사는 문화·다양화되는 산업의 니치

마켓으로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이드의 역할 증가는 유형의 다양화와 련된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을 방문하는 객이 가장 많

이 찾는 곳이 고궁이며, 이러한 고궁을 찾는 객의 증

가는  유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이며, 한 문화

에 한 필요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재 한국의 5

 궁을 심으로 문 문화해설사와 자원 사 문화해설

자가 양 으로 확충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문화

의 수요에 비하여 문 인 지식을 갖춘 가이드 혹

은 문화해설사가 양성되고 실무에 투여되는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은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2013년 4월 재 문화해설사가 활동하

고 있는 기 의 계자(5 궁 문화해설사, 서울시 도보

, 한국문화의 집, 한국의 재발견, 서울 마 )와 

인터뷰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3.1 서울 5대궁 문화해설사 

외국인 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5 궁이다. 그

에서 경복궁과 창덕궁은 가장 표 이라고 할 수 있

다. 경복궁, 창덕궁을 시하여 종묘, 덕수궁, 창경궁에는 

2013년 4월 재 총 54명의 한국어, 외국어 문화해설사가 

상주하여 시간 별로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사

항은 고궁 해설사는 한국어 해설을 기본으로 하여, 각각 

한 개의 외국어 해설이 가능한 문화해설사라는 이다. 

즉 고궁 해설사는 실제로 외국어 해설사이며 부가 으로 

한국어 해설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외

국어 가능자가 고궁의 문화해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2 서울시 도보관광 

서울 도보 은 서울의 주요 명소를 6개 테마 즉 

[역사‧문화 심지역] [ 통문화 심지역] [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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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역] [생태복원지역] [ 통마켓 지역] [주말운  테마

코스]로 분류하여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북

한옥마을, 청계천, 남산성곽, 몽 토성, 성균  등 총 20

개 코스를 운 하고 있다. 도보 의 문화해설사는 총 

244명 ( 어 90, 국어 24명, 일어 90명 한국어 40명)으

로 구성되어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혹은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으로 화로 화하는데 어려움

이 없는 만 19세 이상을 상으로 휴 화를 이용하여 

언어지원을 하는 자원 사 BBB를 운 하고 있다. 2011

년 11월 재 18개 언어권 4천2백명의 사자가 BBB 회

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4) 간단한 유선상의 언어테스

트와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사를 시작하게 된다.  

3.3 한국의 재발견 

우리궁궐지킴이가 2013년 재 15기 활동자를 모집하

여 활동하고 있으며, 략 2만명 정도의 자원 사자가 

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와 사

회에 한 인식의 변화를 가시 으로 표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만명 이상이 우리 문화에 심을 갖고 아끼

고 사랑하며 지키고 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높은 심과 민도와는 달리 

이들의 심과 의욕을 체계화시키고 문 으로 운 하

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단 으로 문화해설사로서의 증명

서를 보유한 자격증을 갖춘 문화해설사의 50% 정도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분 비 리 목 으로 동

원되고 있다는 이다. 한 우리문화사랑방과 같은 문

화 련 교육 로그램도 비 리  자원 사 주로 운

되고 있다. 구성원은 교사와 역사가, 은퇴한 식자들로 구

성되어 연령 가 50세 이상으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한국문화의 집

문화재 보호재단 산하 한국문화의 집에서는 한국의 

통 술을 교육  공연하고 있으며, 년 10회에 걸쳐 답

4) 영어1,773명 러시아어106명 스웨덴어6명 일어953명 독어79
명 태국어30명 중국어803명 포루투칼어21명 베트남어30명 
불어71명 아랍어38명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47명 스페
인어123명 폴란드   어8명 이탈리아어49명 터키어16명 몽골
어20명

사를 한다. 답사의 문화해설사로는 해당분야의 명인사

나 문가가 섭외되며, 여타의 다른 문화해설사와는 달

리 강사료 형식으로 소정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즉 타 

기 의 문화해설사가 자원 사의 형식으로 운 되어 활

동비 명목으로 소액이 지불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 한국문화의 집에서는 연간 1,000명이 답사에 참가하

는데 그  10명 정도가 외국인 참가자라고 한다. 이것은 

한국문화에 한 국민  의식이 상 으로 높은데 비해 

해외에서의 한국문화의 인지도와 심도가 상 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4. 문화해설사 운영현황분석  

4.1 서울시 문화해설사 운영현황

3장에서 제시한 문화해설사의 수 과 활동 황을 보

면 서울지역 의 경우 서울시청에 인증된 자격을 갖

춘 문화해설사는 244명으로, 서울도보 의 20개 코스

에 해 인터넷 약으로 수요가 있을시 1일 1코스 단

로 매칭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다. 실제로 활동하는 문

화해설사는 50% 정도이며 활동비 명목으로 일일 30,000

원이 지불된다. 이들은 주로 50  이상 70 의 노년층

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간 으로 여유있으며 해당분야

에 한 방 한 지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국어해설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련

기 에서도 외국어 해설사 활용의 활성화에 해 미온

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한 인증교육과

정에서 제공한 엄격한 교육기 에 비해 운 에서는 본래

의 목표인 문화와 해설의 표 화가 이루어지는데 미약

했으며, 운 자체가 자원 사 심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해설사에 한 평가 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객 2,000만명을 목표로 국으로 도약하

고자 하는 시 에서, 그리고 2장에서 언 한 외래

객 실태조사에서 보이듯이 한국을 찾는 고정 객이 늘

어나고 객의 취향이 세분화되고 있는 실에서, 그

리고 외래 객의 최  불편으로 언어문제가 지속 으

로 제시되는  시 에서 외래 객에 한 언어지원서

비스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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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화해설사에 한 객수요가 조하므로 외래어 

문화해설사 양성과 교육을 차후로 미루는 미온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발상을 환시켜 다양화되는 외래 객

의 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극 인 문화

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외래어 문화해설사를 

극 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을 쇼핑과 미식 주에서 

진일보하여 한 차원 발 된 지 체험 주의 수  높은 

으로 발 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만명 이상의 자원 사 문화유산 해설

사를 보유하고 있다(한국의 재발견). 그리고 이러한 숫자

는 앞으로도 지속 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속 으로 늘

어나는 한국문화에 한 심은 고궁과 유 지를 찾는 

내국인의 방문횟수로 변되며, 상 으로 많은 자원

사자의 수는 문화에 한 국민  자부심과 참여도를 상

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 주의 한국어 문화해설을 심으로 운

되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외래 객의 참여와 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외국어 문화해설로 확 하여 용되어

야 한다.

4.2 문화해설사의 질적평가

Cohen의 가이드 역할 에 유 지 해설은 문가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행 의 일환이다. 따라서 문화해설사

의 문지식과 스토리텔링기법은 객의 지 이해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 인상에도 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에 의해서 이미 지 인상은 지 재방문

의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9][10]. 

지 인상에 요한 향을 미치는 문화해설을 자원

사자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수  높은 선진 을 추구

하는 정책에서 보았을 때 미온 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해설사의 지속 인 교육과 리, 그리

고 자체평가를 도입하여 해설의 질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속 인 보수 리로 문화해설사의 수 을 표 화

시키고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한 재 한국어 문화해

설 주로 진행되는 문화해설에 서울시내 5  고궁에서 

행해지는 외국어 문화해설의 선례를 차 으로 확 하

여 용함으로써 외래 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

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 문화해설사 양성을 위한 제언 

재 외래 객에 한 문화해설 담당은 몇몇의 특

수 기 을 제외하고는 가이드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실에서 

가이드의 다 인 역할을 반추하고 이를 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외래 객의 수요가 으므로 외래

어 문화해설사 양성을 미루기 보다는 비된 인력을 양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재 

통역사로서 언어 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이드

의 역할 즉 도표 (3)의 우측하단을 외래어 문화해설사로 

치한다면 충분한 목 지 문지식과 언어소통 능력으

로 해설사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Fig. 3] Cultural Interpreter[7]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가이드 커뮤니 이션 틀 

표(3)의 우측하단 삼각형구도를 구성하는 외국어 문화해

설사(구 통역사)는 좌측상단의 가이드에게 부가된 

안내자 역할보다 한국의 역사‧문화‧콘텐츠에 한 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외국어의 자연스러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 으로 보았을 때 문화해설사

는 자원 사자로 주로 운 되며 연령구성이 높으므로 문

화에 한 이해와 지식에 비해 언어구사력이 상 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외국어의 자연스러운 습득과 한

국문화에 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의 인

자원을 외국어 문화해설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러한 다문화가정에 한 배려와 조는 일본과 국 주

로 치 된 한국의 시장의 지각을 다변화시키고, 수

요를 확 하여 시장의 외수기반을 탄탄하게 할 것이

며,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건 하게 응하는 사회  모델

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화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한 늘어나는 외국인 유

학생을 한국문화해설사로 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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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수  높은 외국어 문화해설사가 우리의 문화를 세

계에 하는 령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들에 한 극 인 한국문화교육과 한국에 한 

정 인 이미지메이킹은 향후 주요한 자산으로 한국 문

화의 세계화와 국으로 발 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

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문화유산과 련된 유 지 문화해설

사를 한국의 통문화 해외마 에서 략 으로 사용

할 것을 목 으로 외래 객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외래

객의 성향을 악하 다. 즉 일본과 국을 심으

로 하는 고정방문형 외래 객과 미국유럽을 심으로 

한 미래잠정  외래 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 두 

부류는 문화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한국문화에 한 체

감도와 기 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식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즉 고정방문형 외래 객에게는 친숙하면

서도 다양하고 세분화된 근을 해야 하며, 미래잠정  

외래 객에게는 특이문화에 한 이해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근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 객을 형성하는 

두 부류는 모두 일상 인 으로는 포 하지 못하는 

부분을 포함하므로 이들은 문 의 형태로 발 되어

야 한다. 를 들어 일본‧ 국의 고정방문형 외래 객

에게는 한국음식을 함께 만드는 체험형 문 을, 그

리고 한국의 특수한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유럽의 

잠정  외래 객에게는 특이한 한국문화를 해설하거

나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등 문 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 에서는 외래 객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기 한 언어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하

므로, 외래어 문화해설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외

래어 문화해설사 양성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극 인 

조와 유학생인력을 극 활용할 것을 안으로 제언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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