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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울산 역시 울주군이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해 지

역의 이야기 자원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경 색채계획에 한 제언이다. 어음하리마을 특성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울산에서는 처음이며, 어음하리 마을의 자원에다가 지역의 이야기를 부여해 스토리텔링 거

리로 탈바꿈시키고자 구체 인 사업계획을 진행 이다. 울주군은 이들 마을을 정비해 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지역 마 이 최근 지

역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경 색채계획의 새로운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음하리마을의 풍토색을 토 로 이야기 자원에서 랜드스토리를 추출하고 이

를 색채계획에 용하여 마을 단 의 개성 인 색채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자 하 다. 이는 재 지자체

별로 시행하고 있는 규모 정비에 의한 색채계획에서 탈피하여 색채가 지역 아이덴티티 확립과 더불어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 중심어 :∣스토리텔링∣경관색채∣환경색채∣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story telling-based scenery color plan that uses local story resource in 

order to raise possibility of success in making characterized town implemented by Ulju-gun, 

Ulsan Metropolitan City. Characterized town making project of Eoeumhari Town is the first in 

Ulsan, and detailed project planning is going underway to transform it into story telling street 

by providing local story to the resource of Eoeumhari Town. Ulju-gun expects big help in luring 

tourists and activating local economy by maintaining these towns. As in this way, local 

marketing that uses story telling is recently being taken as a desirable way of overcoming the 

limit of local development, and it suggest new possibility of scenery color plan. Therefore, I 

attempted to extract Brand Story from story resources based on climatic color of Eoeumhari 

Town and apply them to the color plan in order to unique color identity with a town as a unit. 

It is significant to study as it suggests a direction to discover values of color which can be used 

for establishing local identity and activating local community breaking from current color plan 

by large-scale maintenance implemented by each local government.

■ keyword :∣Landscape Color Plan∣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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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경 은 기본 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도시를 표하는 이미지이자 삶의 수

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시마다 경쟁력을 높이기 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이미지 

정체성 개발을 한 이미지 요소  색채는 그 도시의 

문화 , 사회 , 경제  배경을 암시하고, 나아가 도시

의 지역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1960년 부터 개된 미국의 도시환경디자인에 한 

지방자치제의 조례나 1980년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일본의 경 정비 가이드라인과 각종 조례 등 

선진국은 도시환경에 한 정책들이 일반화 되어 있다

[1]. 특히 경 색채와 련한 지역의 조례 만들기와 가

이드라인, 개성  거리 만들기 기 안 등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 색채정비는 무분별한 개발과 산

발 인 정비로 인해 흐트러진 도심의 질 이고 미 인 

정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진국의 정책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

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경  규제 법안들이 제정되

고 있으며[2],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2009년 부

산 역시, 2011년 울산 역시 등 각 지자체별로 경 색

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색채는 도시경 의 성격과 분 기를 창조하

는데 있어 가장 핵심 인 디자인 도구이며, 색채가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다. 지역마다 지형과 기후조건, 청명일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가 다르며 바다와 해있는

지, 사막지역인지와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 지역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기본 으로 의 건축물은 지

역에서 생산된 건축재를 사용해 만들어져 색채는 지역 

자연계의 기조가 되는 흙과 돌, 모래와 수목, 나무껍질

과 거의 일치해 있었다. 그것은 그 토지의 기후, 풍토에

서 길러진 것들이었다. 그러나 경제의 발 과 산업화로 

인해 건축재료가 자유로이 유통되고 지역의 건축 기법

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도시는 어수선해지고 매력이 얕

아져 갔다. 거리의 통일감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의식

하지 않고 각자의 색깔로 자기 주장만 하기에 하

다. 이러한 배경 속에 경 색채에 한 인식이 생겨나

게 되었고 많은 도시들이 경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용하고 있다. 덕분에 흐트러진 도심의 질 이고 미 인 

정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정비에 의한 색채계획은 도시의 개성을 만들기 보다는 

획일화된 도시정비의 도구로 사용되어 버리는 폐해가 

이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듯 색채를 둘러싼 환

경의 변화와 함께 지 까지 진행된 경 색채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 부분이 지역의 개성보다는 색채의 연속

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풍토를 반 한 자연색

을 추출하여 주조색으로 설정하고 그와 조화를 이루도

록 과도한 색상을 제한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색채계획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색채

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의 풍토만으로는 개

성 인 지역이미지를 만들기가 어려우며, 우리나라 풍

토의 특성상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개성 인 지역(마을) 단 의 아

이덴티티를 구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하여 타 

도시와 구별되는 창의  경 색채 계획을 어떠한 방법

으로 시각화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역의 고유

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 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 구별되는 개성  이미지 형성으

로 어음하리마을 만의 고유한 색채 아이덴티티를 구축

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 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울주군 언양읍의 어음하리

마을로 한정하 다. 그 이유로는 울산 역시 울주군이 

KTX 역세권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로 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 하고 2015년 특성화마을 사

업 상지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추진 에 있으며, 울

산으로 진입 시 KTX 울산역과 가장 가까이 치하면

서 미나리 산지로 유명하고 그와 련된 기록과 이야기

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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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범 로는 스토리텔링의 방법  측면에 그 

을 두었다. 아울러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경 색채  스토리텔링

과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계획의 차별  방향

을 정리한다. 둘째, 자연색과 인공색을 조사, 분석하여 

황  문제 을 도출하고 기조색을 추출한다. 셋째, 

상지의 역사와 문화, 지형  특성 등을 종합하여 스

토리텔링의 요소를 추출한다. 넷째, 스토리텔링 요소들

을 종합하여 랜드스토리화 한다. 다섯째, 랜드스토

리를 토 로 배색샘 을 제작하고 주민  방문객들에

게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여 색채계획의 객 성을 담보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건을 고려한 어음하리마을

의 색채계획을 진행하고 시사 을 도출한다. 

3. 선행연구의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 고찰은 크게 경 색채계

획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지역마 으로 구분하고 

살펴보았다. 

논문명
자명/
연도

연구방법  내용

이미지 정체성을 위한 
지역색에 관한 연구

송지연/
2004

부산 100경 중 대표 지역을 선정한 후 
대표형용사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색상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아이덴티
티를 제시

지역별 경관색채와 환
경요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05

지역별 환경 인자에 따라 지역의 색채
가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고 시감측색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색채에 대해 연구

지역의 아이덴티티 강
화를 위한 색채이미지 
활용에 관한 연구

류학철/
2008

전국 5개 지역의 지역별 상징체계와 이
미지 색채를 분석하고 지역별 색채 비
교를 통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

표 1. 선행연구 고찰(경관색채계획)

논문명
자명/
연도

연구방법  내용

농촌관광마을의 스
토리텔링 구현을 통
한 장소성 확보

이병훈/
2010

농촌마을이라는 물리적 장소성 확보
를 위한 방법과 대상지의 스토리와 
관광객의 장소성 인식을 위한 스토리
텔링 구현 방법의 도출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지역
자원 활성화 연구

김지현, 
정창무/
2011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한 후 스토리를 추출하고 자원간
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창의적 도시경관 디
자인을 위한 지역문
화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황요순, 
임채현/
2012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기초로 도시브
랜드화에 따른 지역 문화 스토리텔링
을 반영한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표 2. 선행연구 고찰(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지역마케팅)

먼  풍토색을 근거로 한 색채계획의 표  사례로

는 미국 로리다 북부의 씨사이드는 맥시코만 앞에 펼

쳐지는 하늘과 푸른 바다의 랑과 모래가 아닌 산호가

루 모래사장의 하양으로부터 얻어진 스텔톤의 풍토

 지역색을 갖는다. 지역의 디자인 코드에서도 이러한 

풍토색을 반 하여, 흰색과 랑을 주조색이며, pale톤

의 조화로운 색채경 을 형성하고 있다. 주 한옥마을

은 700여 채의 통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회색의 

기와지붕이 주조색이 되고 목재, 돌 등의 자연소재가 

보조색이 되어 수수하면서도 밝은 이미지를 다. 이를 

통해 차분하고 유서 깊은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역마  사례로서는 수원의 팔달문 재래시장을 

살리기 해 화성 행궁과 시장을 이어서 '왕이 만든 시

장'이라는 랜드스토리를 만든 를 들 수 있다. 화성 

행궁은 정조가 행차할 때 머물었던 임시 거처 으며 팔

달문 시장을 정조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왕이 만든 시장'이라 명명하고, 행궁을 

방문한 사람들이 시장을 함께 둘러보는 행사를 하고 축

제를 마련하는 등 홍보를 한 결과 1년 만에 시장의 매

출이 30%가 오르는 등 시장이 살아났고 왕이 만든 시

장은 재 한국 공사가 추천하는 100  명소 

 하나가 되었다.

 다른 로 이탈리아의 베로나시에서는 로미오와 

리엣의 시  배경에 해당하는 12, 3세기경에 지어

진 오래된 건물을 찾아내고 ' 리엣의 집'이라는 팻말

을 붙여 놓았다. 그러자 세계 각지의 연인들이 이 집으

로 몰려오게 되었고 이 게 은 연인들이 모이자 근처

에는 멋진 카페 이 형성되었다. 리엣이 살지 않는 

리엣의 집은 베로나시의 수입원이자, 지역 랜

드가 되었다.

시사 으로는 경 색채계획과 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분 지역의 자연풍토를 기반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지형  

특성을 근거로 한 상징이미지가 기본 모티 로 활용되

고 있다. 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지역마 과 련

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스토리텔링이 지역의 홍보와 

마 에 유용한 수단이며 천편일률 인 지역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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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활성화 방

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에서의 선행연구

를 목하여 지역의 개성 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한 경 색채계획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진

행되었으며 타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을 표하는 이야기 자원(스토리텔링)을 경 색채 

계획의 기본요소로 채택하 다. 둘째, 객 이고 정량

화된 방법을 용하여 무형의 이야기 자원을 시각  연

상이미지와 색채로 정량화 하 다. 셋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경 색채 계획의 제시는 지역성을 고려한 색채 가

이드라인을 통하여 지역경 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자 하는 시발 이 될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아이덴티티
도시마다 고유한 이미지 략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 정체성 개발을 한 이미지 요소  환경색채는 

그 도시의 문화 , 사회 , 경제  배경을 암시하고, 나

아가 도시의 지역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방

안으로서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3]. 도시환경색채 정

립은 각 도시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되는 도시이미지 연

출을 한 략 이고 체계 인 기본계획 수립이 뒷받

침 되어야 한다. 빈 린치(Kevin Lynch)는 환경을 명

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생동감이 있고, 

주의력을 끌어들이고, 다른 치들과 구별하게 하는 것

을 아이덴티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개

념 하에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는 것은 변화하

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 이를 목

에 맞게 계획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캐빈 

린치는 환경에 한 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모양, 색, 배치 등이라고 말하 다. 이 듯 그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표 인 것으로는 부

분 인 요소들의 연속  집합체인 건축물이며 제각기 

다른 건축의 형태를 통합  이미지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색채라고 할 수 있다[2]. 이처럼 도시 아

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색채는 다른 도시와는 차별

화된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강한 이미지의 도시라

고 표 할 수 있다. 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도시 아이덴티티를 한 1차원 인 수단이기

도 하다. 공간은 색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색채

는 공간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향을 끼친다. 이 에

서 색채는 공간구성 요소로 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구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요소이다.

2. 스토리텔링과 경관색채
스토리를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야기’ 이다. 문학 으

로 정의를 내리자면 ‘인물, 사건, 배경을 조합하여 만들

어 낸 한 덩어리의 말하기’이다. 한 스토리텔링은 일

종의 의사소통 행 로서 하고자 하는 상의 사실에 

한 단순 달보다는 본래의 의미에 추가로 부연하여 

하는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개방 이고 유동 이며 

상호작용 인 스토리텔링의 기본 인 성격은 실제 콘

텐츠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번져 간다. 원래

의 콘텐츠들끼리 필요에 의해 서로 합치기도 하고 닮은

꼴로 생되기도 하거나 완 히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고나 기업마 , 게임

콘텐츠 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

내에서는 그 용분야가 확 되어 스토리텔링을 제품 

홍보를 한 수단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공간 홍보를 

한 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한 지역에 스토리

를 창조해 내는 이른바 ‘지역스토리텔링’은 외부 방문객

들의 흥미와 심을 유발시켜 마음의 유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지역문화의 존속  계

승, 지역 구성원간의 동질감  동성을 부여하고 지

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자 심을 갖게 해 주는 매우 정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어 상품을 

매하거나 랜드를 알리는 활동을 '스토리텔링 마 '

이라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

할 수 있는 지역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랜드로 발

될 수가 있으며 고유의 물리  환경과 체험활동,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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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연계하여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구

방법을 용함으로서 마을의 활성화는 물론 아이덴

티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토리텔링 기법이  마 에 용될 경

우 지역에 산재한 자원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 소개함으

로써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에 도움을 주리라 보여 

지며 이때 색채 한 개성 인 공간 창조와 이미지 형

성에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은 색채를 떠나

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색채는 공간의 이미지 형성에 많

은 향을 끼치며, 경 의 지각에 있어서 자극의 강도

가 가장 강한 요소로 그 지역의 분 기나 이미지를 좌

우하기 때문에 지역이미지에 있어 큰 비 을 차지한다

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 따라서 지역의 스토리텔링

을 기반으로 한 특성을 경 색채 계획에 반 하는 것은 

타 지역과 구별되는 개성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것이며, 도시 어메니티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Ⅲ. 현황분석 및 색채계획

1. 어음하리마을 연혁 및 현황
어음리는 조선시 (언양 )와 구한말( 한제국)을 

거쳐 일정 기까지(언양군) 옛 상북면(上北面)에 속하

다. 18세기 반인 조선 숙종37년(1711)「경상도언양

(신묘식)호 장」에 의하면, 당시 언양 의 상북면

은  언양읍의 송 리 이남의 남부지역으로 송북(松

北)·읍내(邑內)·마흘(馬屹)·천소(泉所)의 4개리로 구성

되어 있었다. 그 후 60여년 후인 18세기 후반의 정조 1

년(1777)에 나온「경상도언양 (정유식)호 장」에

는 마흘(馬屹)·어음(於音)·반송(盤松)으로 삼분(三分)되

어 반송리가 독립되고 나머지가 마흘과 어음리이며, 마

흘은 재의 어음상리이고 어음이 어음하리에 해당하

는 것이다. 이 마흘과 어음 두 마을은 정조 13년(1789)

에 발간된 국단 의「호구총수(戶口總數)」란 책에

서 오늘날과 같이 어음(於音)으로 통합된다. 이후 조선

말기 고종 32년(1895) 언양 이 언양군(彦陽郡)으로 승

격될 때도 변동 없이 어음이란 이름으로 역시 상북면에 

속했다가, 한일합방(1910)을 거쳐 1911년 어음동(於音

洞)이라 하 다. 다시 일정 기인 1914년 3월 1일 행정

구역의 개편에 따라 종래의 상북면과 북면(中北面)이 

합쳐 언양면(彦陽面)이 될 때 남면(中南面) 평리(平

里)의 일부를 합하여 어음리(於音里)가 되어 14개 법정

리(法定里)의 하나가 되었다. 이 날을 기해 언양군이 울

산군(蔚山郡)에 병합(倂合)되어 울산군 언양면 어음리

로 시작,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 후 어음리는 일정시

를 거쳐 복 후인 1947년경 옛 요도(蓼島)의 심지역

을 경계로 상하로 나 어서 북쪽(읍내쪽)을 어음상리

(於音上里), 동남쪽(고무재쪽)을 어음하리(於音下里)로 

한 2개의 행정리(行政里)로 나 어 각각 이장(里長)을 

두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1980년도 고속도로 

주변 정비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불량주택이 헐리고 

취락구조 개선으로 어음리로 이 하여 한 마을을 이루

었다. 어음리는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력

이 해온다. 

어음리는 화장산(花藏山)을 배경으로 하여 남쪽은 남

천내(南川)가, 북쪽은고헌산 아래에서 발원(發源)한 감

천(坎川)이 동리(洞里)를 둘러싸고 흘러 최하단부에서 

양수(兩水)가 합류되는 삼각주(三角洲) 지형이며, 이를 

요도(蓼島)라 하는데, 흡사 배가 떠가는 형국(行舟形)이

라 한다. 이 요도는 1374년 고려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

왕이 즉 한 후 총신(寵臣) 김흥경(金 慶)이 유배되고, 

뒤이어 포은 정몽주가, 조선조 숙종 때 남곡(南谷) 권해

가 각각 이곳으로 유배(流配)되었다. 특히 유배  정몽

주가 지은 칠언율시(七 律詩) <반구 >는 언양 사림

이 즐겨 읊는 시이다.  

지 은 숲과 둔덕은 없어지고 학교 건물과 인가(人

家)가 즐비하게 있으며, 마을 가운데 여신(女神)을 모신 

동제당(洞祭 )과 수령 300여년이나 되었다는 당사목

( 祀木)이 있다. 내륙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문으

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IC와 KTX울산역이 인근에 있

어 울산 방향의 시작 이라 할 수 있으며 637세 가 거

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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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채현황 조사 및 분석
2.1 색채조사
어음하리마을은 [그림 1]과 같이 울산 시내로 진입하

는 입구로서 태화강의 지류와 고속도로 사이에 둘러싸

인 독특한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하고 객

인 경 색채 조사·분석을 하여 3개의 조망 에서 

색채조사를 실시하 다.

그림 1. 대상지의 위치

① 색채조사의 기   방법

- 측정시기 : 2015. 6. 3 ～ 6. 5(3일), 일출 3시간 후 

부터 일몰 3시간  사이

- 시감측색 : 한국표 색표집을 이용한 육안측색

- 사진측색 : 디지털카메라(Canon 5D / 24-70mm)로 

촬 하고 색채조사 용 로그램(KSCA, 한국표

색색채분석)을 사용하여 컬러모자이크 화상과 컬

러팔 트 작성 후 먼셀값으로 표기하 다.

② 자연환경 색채 조사

자연환경색채는 3곳의 조망 에서 원경, 경, 근경

으로 구분하여 촬 하고 색채분석 로그램을 이용하

여 색채의 출  빈도나 면 이 많은 역의 특성을 

악하 다. 경 의 주조가 되는 마을의 미나리꽝과 논, 

돌담길 등은 배후의 화장산과 어우러져 GY, Y, YR, PB 

계열의 분포가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다. 한 원경

보다 근경에서 색상 분포가 넓게 나타나며 명도 9, 채도 

10 이하의 색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자연환경 조사표

③ 인공환경 색채 조사

주변경 에서 유목성이 높아 돌출색이 되는 건축물 

의 지붕  외벽 색상에 해서는 복색상을 배제하고 

한국표 색표집을 이용한 육안측색법으로 조사/분석하

다.

그림 3. 인공환경 조사표

연구 상지는 화장산과 태화강 지류에 둘러싸여 

반 으로 자연녹지와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

으나 일부 주택들의 지붕들과 각기 다른 외벽 마감재, 

색상 등이 자연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환경을 해하는 

요소로 두드러지고 있다. 체 으로 R, YR 계열과 B, 

PB 계열의 색상으로 양분되며 채도 10 이상의 고채도 

색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지붕색  외벽색들은 색채

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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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의식조사
① 설문조사

- 주민 상 : 24문항, 80부(유효설문지 : 68부)

- 방문객 상 : 15문항, 50부(유효설문지 : 42부)

- 설문조사 기간 : 2015년 6월 17일 ∼ 6월 19일

- 설문조사 내용 : 일반사항, 마을의 인상과 경 에 

한 인식  평가, 마을의 이미지와 표 경 자

원, 경 색채에 한 인식 등

② 인터뷰 조사

조사 내용 : 어음하리마을의 특성, 이야기거리, 자랑

거리, 재의 마을이미지, 색채에 한 인지도나 의식정

도 등

2.3 현황분석 종합
색채 황조사와 주민의식조사를 종합한 결과로 어음

하리마을의 기조색은 마을 체에 가장 많은 면 을 차

지하고 있는 색채를 심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

는 고명도, 채도의 난색계열의 GY, G, YR계열 명도 

8이상/채도 1이하 는 한색계열의 PB 계열 명도 8이

상/채도 2이하의 색채범 를 선정하 다.

구분 분 석 결 과 특  징

자연
환경
색채

GY, Y, YR 계열의 명도
2~8, 채도1∼10의 영역
PB 계열의 명도2∼9, 채
도1~2의 영역

- 채도 6이상 배경색이 안됨
- 주조색 범위선정
  (GY, Y, YR 계열 명도 8이상/채도 
1이하 또는 PB 계열 명도 8이상/채
도 2이하)

인공
환경
색채

R, YR, B, PB 계열의 명
도 4~8, 채도 6∼12의 
비중이 높음,

- 건축물의 주조색은 채도 4이하 범위
- 건축물의 보조색은 채도 6이하 범위
- 강조색은 채도 6이상

주민
의식

어음하리마을의 현재와 
미래의 색채이미지, 상징
이미지, 상징색 등 추출

- 수수하고 전원적인 농촌마을의 이미
지를 기대

- 청록색을 대표상징색으로 선정

표 3. 현황분석종합

3. 스토리텔링 요소 및 색채기본계획
3.1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추출하기 해서는 먼  어음

하리마을의 자원 보유 황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음하리마을

이 보유한 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악하기 하여 자원

조사를 수행하 다. 어음하리마을이 보유한 자원조사

를 한 항목은 한국 공사에서 제시한 ‘ 자원 유

형분류’와 ‘어메니티 자원조사 항목’(윤성수,김지  외, 

2006)을 활용하여 작성하 으며, 해당 기 에 따라 지

역이 보유한 자원의 수를 악하 다.

자원조사 결과 어음하리마을은 지형, 식물, 통, 특

산, 경 , 공동체, 체험, 이야기자원 등 총 8개 항목, 26

개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스토

리텔링 기법을 용한 경 색채계획 설계 시 기본 자원

으로 활용하 다.

구분 내   용
지형자원 화장산, 남천내, 고무재, 감내거랑, 요도
식물자원 미나리, 회나무, 느티나무
전통자원 요도신사, 보통원, 동제당, 당사목, 영모재
특산자원 미나리, 우시장
경관자원 장대조산, 용당수, 살대배기, 조산배기, 불선바위
공동체자원 당신제, 윷놀이, 달집태우기, 품앗이, 두레
체험자원 미나리꽝
이야기자원 요도로 유배 온 정몽주, 청근

표 4. 자원조사항목

어음리(於音里)에 련된 자원  표 인 구  스

토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  지명과 련

된 이야기이다. 어음리를 신라 때는 요도(蓼島)라 하

다. 이 요도에 한 기록은 구 언양읍지(1916) 도서조

(島嶼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도는 고을 동쪽 1리

인  어음리 보통원 아래에 있으며, 밭 가운데 두두룩한 

둔덕을 말함이니 곧 두 거랑(川) 사이에 삼각주 형태로 

있어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라 하 다. 요도에서 요

(蓼)는 “여 ”라는 식물인데 습지나 물가에 산다. 따라

서 요도란 여 가 무성할 수 있는 환경의 습지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1919년에 발간된 

언양읍지의 토산조에 '언양 미나리는 고을 동쪽마을 

밭 길 앞에서 나는데, 질 펄 에 나는 그 미나리는 

랗고 보기도 좋다’ 라고 있다. 이를 보아 언양미나

리는 오래 부터 특산품이었으며, 문헌상 유명세를 타

기 시작한 것은 100여년 남짓해 보인다. 언양미나리는 

연하고 독특한 향기가 풍부하여 어느 곳의 미나리보다

도 으뜸으로 꼽고 있는데 원래 모래와 잔자갈이 조 씩 

섞인 땅에서 자라기 때문이며 이 곳 어음리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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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물에 

련된 이야기이다. 한국사에서 충 을 상징하는 포은(圃

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이 성균 사성(成均大司成)으

로 있을 때 배명친원(拜命親元)의 외교정책을 반 하다 

이곳 언양(彦陽) 요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풀려났

다. 포은은 유배생활  이 고을 유생(儒生)들을 많이 훈

화(訓化)하여 후일(조선 숙종 때) 지방 사림(士林)이 구

강서원과 반고서원을 창건하는 등 새로운 서원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열었다. 특히 그가 지은 칠언율시

(七 律詩) <반구 >는 언양 사림이 즐겨 읊은 시이다

[3].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스토리 자원으로 해석

하여 보면 언양의 지형  특성을 표 으로 간직한 습

지 ‘요도’, 이로 인한 질 좋은 특산품 ‘청근’, 충 의 아이

콘 ‘정몽주의 유배지’ 등을 종합하면 어음하리마을은 

국 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언양미나리의 종가이면서 

충 의 향이 베인 마을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충 의 

향이 베인 어음리 미나리 마을’이라는 랜드스토리로 

특성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브랜드스토리 구성

3.2 색채계획
① 설문  반응조사

- 1차(키워드 추출  상징색 조사)

  기간 : 2015년 10월 14일 ∼ 10월 18일(5일간)

  상 : 주민(42명), 방문객(31명), 문가(5명)

- 2차(배색샘  반응조사)

  기간 : 2015년 11월 27일 ∼ 11월 29일(3일간)

  상 : 주민(20명), 방문객(27명), 문가(5명)

② 키워드 추출  상징색 선정

- 어음하리마을에 한 문헌, 구 , 자원조사를 통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근거로 랜드스토리를 설정하

고 이를 토 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 으며, 각각

의 키워드에 하여 다수의 이미지를 상으로 이

미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지 합도가 높은키워

드 연상이미지를 최종 으로 추출하 다.

그림 5. 스토리텔링 키워드 추출

그림 6. 키워드 연상이미지 추출

구분 내   용

미나리

뻘

정몽주

표 5. 키워드 이미지의 상징색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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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색샘  반응조사

- 자연환경색채조사 분석 데이터를 기본으로 주조색

과 보조색을 동일하게 용한 후에 강조색을 표

상징색을 배색가이드로 용하여 3가지의 샘 을 

제작하 다.

- 주조색 : GY, Y, YR 계열의 고명도, 채도의 톤

- 보조색 : GY, Y, YR 계열의 명도, 채도의 톤

- 강조색 : Y, GY, G 계열의 연상이미지에 따른 상징

색을 키워드에 따라 분포도를 달리하여 구성

그림 7. 상징색을 적용한 배색샘플

④ 조사결과

- 어음하리마을의 랜드스토리를 함축 으로 상징

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주민, 방문객, 문가를 

종합하여 미나리 33명(42.3%), 뻘 19명(24.4%), 정

몽주 18명(23%), 기타 8명(10.3%)의 순으로 응답

하여 이를 근거로 연상이미지를 조사하 다.

- 연상이미지를 근거로 상징색을 조사하고 이를 배

색샘 로 제작하여 반응 조사한 결과 주민, 방문객, 

문가를 종합하여 A안 26명(39%), C안 23명

(34%), B안 18명(27%) 순으로 응답하여 이를 토

로 색채팔 트를 구성하 다.

- 결론 으로 스토리텔링 요소를 근거로 한 랜드

스토리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키워드 추출은 색채

계획의 가장 차별화되고 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상이미지와 상징색 추출, 배색샘  제작

을 통해 색채계획의 구체 이고 가시 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배색의 기본 원칙은 

자연의 풍토색을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용하고 

강조색을 상징색으로 용하여 어음하리 마을의 

고유한 스토리텔링 자원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

다. 한 강조색의 색상 수를 확 하고 배색을 다

양화하여 지나치게 마을의 색상체계가 획일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⑤ 색채팔 트 제시

- 어음하리마을의 기조색을 심으로 주조색, 보조

색, 강조색, 지붕색 등이 조화 있는 색채의 질서감

과 통일감을 연출하도록 계획하 다.

- 주조색은 채도 2이하, 보조색은 채도 4 이하를 넘지 

않도록 하 다.

- 강조색은 명도 4이상/채도 8이하로 제시하 으며, 

스토리텔링의 핵심키워드에 따른 상징색을 분포도

를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팔 트를 

제시하 다. 

- 지붕색 역시 강조색의 색채범 에서 명도 3이하/채

도 4이하로 구성하여 개성  이미지 연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 색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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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색채팔레트

그림 10. 어음하리마을 현재

그림 11. 어음하리마을 색채개선(적용)

Ⅳ. 결론 및 과제 

기업이미지에서 일상화된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이 이

제는 지역단 , 국가단 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지고 있

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차별화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

어가기 한 노력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개되어 지고 

있다. 지역의 이미지는 역사와 문화, 자연, 건축, 사람들

의 삶이 만들어내는 작은 일상풍경의 집 이며 그 속에

는 한 마다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지역

의 시간과 공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일종의 역사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까지 진행된 경 색채의 연구를 살펴보

면 그 부분이 인 연구방법 즉, 그 지역에 분포하

는 표 인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축  요소의 색

채를 취합하여 경향색을 산출하는 일반  방법으로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체 도시

이미지 구성을 한 체계  경 을 조성하지 못하고 단

편  경 을 조성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립을 해 스토리텔

링을 통한 방법론 탐구에 기 하 으며 경 색채계획

을 수립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

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 자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지역의 삶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은 방문객들에게 

흥미와 심을 유발시키고 지역문화의 존속  계승, 

지역 구성원간의 동질감  동성을 부여하며, 지역사

회 공동체로서의 자 심을 갖게 해 주는 매우 정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 마을은 지

역의 환경에서 생된 소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유

의 물리  환경과 체험활동, 인지 등을 유기 으로  연

계하여 타 농 마을과의 차별화를 두고 상지의 심

이야기와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구 방

법을 용함으로서 마을의 활성화는 물론 아이덴티티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지역의 아이덴티

티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성 인 색채계획의 방

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경 색채의 발 단계에서 4

단계[9]에 해당하는 ‘지역의 개성을 반 하고 색채를 지

역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색채계획에 시사 을 제

공할 것으로 기 하며 연구의 미래지향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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