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북아 문화관광 국제학술회의, 안동
2020 Northeast Asian Culture and Tourism International Conference,
Andong

주제: 안동 문화와 글로벌 문화의 관광전략

Theme: Andong Culture and Global Culture Tourism Strategy
【The 12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by TINA】
【The 15th IFNAT, International Forum of Northeast Asia Conference Tourism】

◆ 장소 : 안동시 그랜드호텔
Place

Andong City

Grand Hotel

◆ 주최 : 동북아관광학회(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한국농어촌관광학회(The Korean Rural Tourism Association), 동아시아고대학회(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Ancient Studies), 한국물학회(The Korean Water Society),
한국복지상담학회(Korea Welfare Counseling Association), 영남문학예술인협회(Yeong-Nam Literary &
Artist Association), 대구광역시걷기협회(Daegu Metropolitan City Walking Association)
◆ 후원 :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연구재단, 대구대학교, 안동대학교
Gyeongsangbuk-do, Andong-si, Korea Tourism Organizati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Daegu Univ.,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20 동북아 문화관광 국제학술회의 일정표
날짜
장소
시간

11월 6일(금)
회의실
1

회의실
2

회의실
3

08:30~09:00
09:00~10:00

10:00~12:30

안동시 그랜드호텔
회의실 회의실
4
1

회의실
2

회의실
3

회의실
4

안동
투어

동아시아
고대학회

한국농어촌
관광학회

한국

힐링
걷기
코스
1부

조 식
등록 및 접수

동북아
관광
포럼

영남문학
예술인
협회

12:30~14:00

14:00~15:00

11월
8일(일)

11월 7일(토)

TINA

TINA

TINA

/

/

/

국제
대학생
대회

농어촌
관광
분과

동북아
관광학회

중 식

물학회

중 식

점 심

힐링
걷기
코스
2부

발표회

김종흥명인

15:00~16:00

퍼포먼스

16:00~17:00

만찬회

17:00~18:00

- 개회사: 이응진 회장(TINA)
- 축사:이철우(경상북도지사)
고지마 다카시 회장
(IFNAT)
나라시 소개 동영상
나카가와 켄(나라시장)
- 강연: 고지마 다카시
(IFNAT 회장)
- 이지현
현대창작 춤

(온라인)

한국

K-POP

복지

대회

상담

예선

학회

/

- 중국: 변검

자유

- 일본: 전통춤

일정

- 몽골: 전통춤
18:00~19:00

-이지현과 ZUMBA Dance
석 식

19:00~21:00

K-pop 댄스 ＆ 트로트 경연대회

석식

(온라인, 오프라인)

동북아문화관광 발전방안 토론회

(시상식 및 공연)
21:00

해산

취침 및 자유시간

□ Conference Room 1: IFNAT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1 】
Time

Speaker

Announcement Topic

오카야마 젠이치로 (일본조선학회
신라와 일본과의 문화교류

상임간사)

10:40
～
11:00

곽구영 (라오스문화원 원장)

아시아 관광경제에서 역사적 연계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Historical Linkage
in Tourism Economy of Asia)

11:00
～
11:20

정기윤 (하나투어 홍보이사)

코로나이후의 안동의 지역 관광활성화

11:20
～
11:30
11:30
～
11:50

COFFEE BREAK

오용수(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

지역관광 정책과 성공사례

11:50
～
12:10

정기은(분홍빛으로 병원 행정원장)

대구 의료관광의 현재와 미래

12:10
～
12:30

김광근(TINA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관광의 멋

12:30
～
14:00
14:00
～
14:20

14:20
～
14:50

14:50
～
15:20

Host

개회사: 정순천
(IFNAT 한국위원장)
축 사: 고지마 다카시
(IFNAT회장)

10:00
～
10:20

10:20
～
10:40

11월 06일

Luncheon

鈴木 勝

(Masaru SUZUKI:
大阪観光大学)

鈴木 徹
(TETSU SUZUKI: 明海大学)

三橋郁雄

Int’l Tourism and the COVID-19
Pandemic
- The Impact and RevitalizingHow to expedite the recovery of
International Tourism and the
ways of promotion under Covid-19
pandemic situation

(Mitsuhashi Ikuo:Northeast Asia

Tokyo Olympic is possible? Necessity

Transportation Corridor Promotion

of cooperation from Korea and China

Network)

사회
이성현
【엔콘연구소】
좌장
배만규
【안동대】

Time

Speaker

15:20
～
15:30

Announcement Topic
COFFEE BREAK

다케우치 유지

15:30
～
15:50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수)

15:50
～
16:10

홍상욱(영남대 교수)
남승미(대구가톨릭대학교 조교수)

16:10
～
16:30

16:30
～
16:50

Host

Da Zhigang
【Harbin Academy of Social
Sciences 동북아연구소장】

Wei Minfang
【헤이룽장성 관광산업발전추진협회장】

16:50
～
17:10

【헤롱장성 빙설산업연구소장】

17:10
～
17:30

V.Selyukov 【Vice-Minister of
culture,Khabarovsky Territory】

Zhang Guihai

Sightseeing town develop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 Case of Guryongpo, Pohang City,
South Korea ―
한국 경제활동 연령층의 여가활동과
심리적 안녕감
-Leisur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age
groupNew Thoughts on Restarting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under the Epidemic and
Post-epidemic Trend
Thoughts o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ourism in the Postepidemic Era: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ve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of
Harbin
Volga
Manor
Analysis and Forecast of Northeast
Asia Ice and Snow Tourism under
the Epidemic

Cross border Amur River cruises

사회
김미정
【동의대】
좌장
박 재동
【경북농업
농촌발전
연구원】

□ Conference Room 2: 영남문학예술인학회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2 】
프로그램

11월 06일

시간

내용

▣ 발표문 제목
'이육사와 안동지역 문화관광’

(

'Lee Yuk-sa and Cultural Tourism in Andong Region')

▣ 발제자

문학
세미나 1

10:00~12:30

손병희 교수 Professor Son Byung-hee
(안동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이육사문학관 관장)
▣ 토론자
김원중 시인(포스텍 명예교수),
김원길 시인(지례예술촌장),
이위발 시인(이육사문학관 사무국장)

중식 12:30~14:00
▣ 발표문 제목
안동의 문학과 관광
('Literature and Tourism in Andong')

관광문화
세미나 2

▣ 발제자
14:00~15:30

김원길 시인 Poet Kim Won-gil

(지례예술촌장)

▣ 토론자
한명수 문학평론가(흑구문학연구소장)
박병래 시인(안동문인협회장)
장사현 문학평론가(영남대학교 문학예술과정 주강)
▣ 시상식
수상자 12명, 시상자(이응진 동북아관광학회장 외)

경북관광
문학공모전

15:30~16:00

시상식

▣ 수상소감 발표
수상자
▣ 축사
참석내빈
▣ 주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노래하다
▣ 진행
한은정 수필가(낭송가)

낭송콘서트

16:00~17:00

▣ 출연진
심정숙 시인, 조선미 시인, 정연실 시인, 임서은 시인,
노경희 시인, 최수련 시인, 박치명 시인, 한은정 수필가,
권경미 시인, 김경숙 시인, 이현정 낭송가, 배정행 낭송가,
이정하 시인

□ Conference Room 3-1: TINA(International Students)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3-1 】(회의룸 입장필요없음)

Time
10:00
～
10:20

Speaker
Kim Du-na
• Lee, Min-Gyeong
• Kim, Su-Yeon
【Dongeui Univ】

10:20
～
10:40

Han, Ka-Yoen
⦁ Joe, Hyun- Jin

10:40
～
11:00

Park Gi Wan • 전원석

11:00
～
11:20

【Kimpo Univ.】

김유진 • 서린

Announcement Topic

Host

Providing
and
Activating
Andong
Tourism
Information with '노는동안' App Combining Big
Data and IOT
The Memories of Andong Culture and
Beginning for the leap of global culture

the

Andong Tourism's Response to Corona Situation

【Kangwon National Univ.】

NANAHO
KIKUCHI •
MIZUKI
MARUYAMA •
HINA
TOYAMA •
GISEONG PARK
【Meio Univ】

11:20
～
11:30

Regional revitalization and
through content tourism
-A case of LUCKY STAR
TOWN,SAITAMA PREFECTURE

sustainability
in

WASHIYAMA

COFFEE BREAK

11:30
～
11:50

Choi, Ji-Young • Kim, su

11:50
～
12:10

Kim, Min-Ji • KIM
Jin-Hee • Choi, In-Ji

-Yeon • Jang, Yu-Seong
【Dongeui Univ.】

【Kyunghee Univ】

A change in tourism caused by covid19

Andong, the hub city of
protects with K-quarantine.

cultural

resources,

Si-Hyeon • Yoon, Ye-Ji •
Park, Jang-Hyun
【Kangwon National

(a crisis as an opportunity)
not hocance?

How about gocance,

Univ.】
12:30
～
14:00
14:00
～
14:20

Luncheon
Cho, Geon-Hee
【Kyunghee Univ.】

A Study on the Promotion of Andong Tourism in
Post-Corona Era

Yoon, Seo-won • Lee,
14:20
～
14:40

Ka-Eun • Jo, Hyu-Ho •
Han, Na-Hee

Andong Culture for the Response of Corona
Virus and Global Tourism Culture Strategy

【Kyunghee Univ.】
14:40
～
15:00

Sakihara Riku
【Meio Univ.】

Interpreter/
Host

Kim,
Lan-Jeong
【Osaka Seikei
Univ.】
⦁
Lee
Shin-Jung
【Uiduk
Univ.】
Host

Park, Ju-Ran • Kim,
12:10
～
12:30

11월 06일

Value of negative Legancy as a peace resource
and tourism
~Analysis of the practice’s guides to overseas
students in henoko base

Kim, Eun-Ae
【Daegu
Univ.】

Time
15:00
～
15:20

Speaker
Park, Mi-Hee • Park,
A-Rim • Lim, Ju-Sun
• Jung, Su-Hyeon
【Sangji Univ.】

15:20
～
15:30
15:30
～
15:50

15:50
～
16:10

Announcement Topic

Host

Andong tour strategy to chance the crisis
caused by Covid-19 into opportunitty

Interpreter/
Host

COFFEE BREAK
JO, Sung-Gyun •
NAM, Yu- Hye
【Seoul Theological
Univ.】

Miyu Kora
【Meio Univ.】

Crisis in Tourism came with Corona 19

持続可能な観光を実現可能にする地域おこし協力隊の役
割―鹿児島県南薩地域を事例に

Kim,
Lan-Jeong
【Osaka Seikei
Univ.】
⦁
Lee
Shin-Jung
【Uiduk
Univ.】
Host

Kim, Eun-Ae
【Daegu
Univ.】

□ Conference Room 3-2: TINA(International Students)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3-2 】
Time
10:00
～
10:20

10:20
～
10:40
10:40
～
11:00
11:00
～
11:20

Speaker
신수연 • 이지혜 • 조유정
• 박수연 • 안종혁
【Cheongju Univ.】
Park, Kun-Woo
• Kim, Gyu-Cheor
• Jung, Yoon-Hwan
【Daegu Univ.】
Bae, Gukh-Wan
• Jeon, Moon-Hwan
【Uiduk Univ.】
Ko, Jae-young
• Heo, ji-in
【Uiduk Univ.】

11:20
～
11:30
11:30
～
11:50

11:50
～
12:10

12:10
～
12:30

Announcement Topic

Lee, Su-Seong
• 고태훈 • 강민창
• 김 건 • 손민정
【Daegu Univ.】
Lee, Chae-Eun
• Kim, Min-Jeong
• Lee, Do-Hyeon
• Jung, Yeon-Hee
【Dongeui Univ.】
Lee, Hey-Lim
• Lee, Sang-Won
• Ko, Yu-Jeong
• Choi, Min-Woo
【Dongeui Univ.】

On the Excavation of Tourism Resources in the
Post Corona Andong City

안동 도산서원 권역의 치유관광 관점의 방문객 증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crease of Visitors in the
Healing Tourism View of Dosan Seowon Area in
Andong
Restart 안동: 기존 자원을 활용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여행
Restart Andong: with existing resources, travels
through the era of With Corona.

Moon, Hak-Su • 김재성
• 이진규
【Kangwon National
Univ.】

14:20
～
14:40

Ryu, Kyoung-Min •
Jang, Do-Young • Kim,
Ye-Kyong • Jeon, Min-Ji
【Sangji Univ.】
UEHARA KONOMI •
OSHIRO MAI •
SASAKI SENA •
TAROU MIYAHARA •
YAMASHIRO MAHIRO
【Meio Univ.】

Interpreter/
Host

Lim,
Sun-Rok
【Busan
Univ.】
⦁
Kim
Sang-Won
【Seoul
Theological
Univ.】

안동 ! , 희망의 열쇠
안동 ! , key of hope

Luncheon

14:00
～
14:20

Host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의 성공요인 분석

COFFEE BREAK

12:30
～
14:00

14:40
～
15:00

11월 06일

관광으로 함께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Let's overcome together by sightseeing. COVID
19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안동문화와 글로벌 문화의
관광전략
Tourism Strategy of Andong Culture and Global
Culture for Coronavirus Response

日本の若者を対象とした韓国旅行の実態と今後の可能性
Status and future possibilities of traveling to
Korea : Focused on young Japanese people

Host

Min,
Ji-Young
【DaeguHaany
Univ.】

□ Conference Room 3: TINA(Andong Tourim Spport Group)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3】

11월 06일

Time

Speaker

Announcement Topic

14:00
～
14:15

Brian (Daegu Univ.)
Maissou (Chung-Ang Univ.)

현장투어 발표

14:15
～
14:30

문학수, 김재성, 이진규, 가혜연
(강원대)

현장투어 발표

14:30
～
14:45

김성준, 손상현, 심태웅, 김정환 (전주대)

현장투어 발표

14:45
～
15:00

동의대

현장투어 발표

Host

사회

15:00
～
15:15

이성현
【엔콘
연구소】
좌장

COFFEE BREAK

15:15
～
11:30

청주대

현장투어 발표

15:30
～
15:45

김포대

현장투어 발표

15:45
～
16:00

김초원(대구대)·손주희(경남정보대)·
신다예(동의대)·정다은(동의대)

현장투어 발표

이경숙
【김포대】

□ Conference Room 4: TINA(Rural Tourism)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4 】
Time

Speaker

10:00
～
10:20

(의성군 만경촌)

10:20
～
10:40
10:40
～
11:00

Announcement Topic

윤 서연

11:30
～
11:50
11:50
～
12:10

Host

만경촌의 오감만족 체험관광

김 선영

밀익는 맹개마을, 명품힐링농업을 꿈꾸다

(안동시 밀과노닐다)
황 영진

저녁노을 농부

(포항시)

11:00
～
11:10
11:10
～
11:30

11월 06일

COFFEE BREAK

밀키하우스의 첫 번째 이야기

배 규미
(경산시 밀키하우스)
이 준남

고지바위 장군마을의 체험활동

(군위군 장군마을)
박 광훈

사회
김세룡
【대구대】

피끝마을 농촌체험관광

(영주시 피끝 녹색농촌체험마을)

12:10
～
12:20

개회사

좌장

12:20
～
12:30

동북아농촌관광인상시상식 및 수상소감

강 선철
【대구대】

12:30
～
14:00

Luncheon

14:00
～
15:00

발제자: 임 충규(경북대)

경북농촌관광의 발전방안

토론자: 이동근(한일친선교류협회장)/강영구(변호사)
15:00
～
15:20

황 대용(농촌진흥청)

15:20
～
15:40

안 지현(농업진흥청)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에 따른 농업과
농촌관광의 변화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에 대하여

□ Conference Room 1: TINA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1 】
Time
10:00
～
10:20
10:20
～
10:40
10:40
～
11:00
11:00
～
11:20

11월 7일

Speaker
Keynote Speech 1:
Kurt A. Stahura
(Niagara Univ.)
Keynote Speech 2:
Choi, Youngsoo

Announcement Topic
Bi-national tourism
COVID-19 pandemic

(Hanyang Univ.)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Development in Andong

사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안동의 글로벌
관광전략에 관한 연구

여수경
【한빛문화재
연구원】

장병주(상지대 교수)

11:20
～
11:30

amid

글로벌 문화관광의 시점

(미국 뉴욕 나이아가라 대학장

(Niagara Univ.)
Keynote Speech 3:
Kim, Namjo

trends

Host

COFFEE BREAK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Tourism Hub City of Andong, a
cultural city

11:30
～
11:50

박구원(청주대 교수)

11:50
～
12:10

허종욱(강원대 교수)

대마를 이용한 문화관광 방향

12:10
～
12:30

곤도유지(오사카상업대 교수)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ourist souvenirs

12:30
～
14:00

좌장
이경숙
【김포대】

Luncheon

『한·일 패널토론 테마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テーマ
14:00
～
15:30

한국: 류형동(안양대), 박구원(청주대), 허종욱(강원대)
일본 : 히로오카 유우이치(교토외국어대), 곤도유지(오사카상업대),
다케우치 유우지(시모노세키시립대)

15:30
～
15:50

COFFEE BREAK

사회
임순록
【부산대】
좌장

15:50
～
16:10

량슌샹(전 일본 도요대학 교수)

16:10
～
16:30

조록환(농진청)

국제관광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일본
농촌관광에 관하여

치유관광개발을 위한 농촌치유마을 방문
객 스트레스 분석

유형숙
【동의대】

Time

Speaker

16:30
～
16:50

김성애(대구대 교수)

16:50
～
17:10

난바 토시미츠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수)

17:10
～
17:30

강민희(대구한의대 교수)

17:30
～
17:50

이응진 (대구대 교수)/김은애(대구대 교수)·

Announcement Topic

Host

지역 농촌의 농업치유관광 운영방안과
(특수)교육적 시사에 관한 담론

ourism and community design by local
residents point of view ― case study of
Tamatsukuri Onsen―

지역문화 고찰을 위한 관광스토리 텔링의 전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포스트섹
션

□ 2020년 동북아관광학회 국제연합회 한・일 패널 디스커션
【안동 그랜드호텔 3회의실】
Time

11월 06일
content

좌장 겸

좌장

통역(パネリスト兼通訳 : 韓国 )：동의대 교수 유형숙

『패널토론 테마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テーマ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글로벌 문화관광전략:
ポストコロナウイルスのグロバル文化観光の戦略
⚫한일양국 문화관광진단: 日韓両国文化観光診断

14:00
～

한국・일본 토론자 : 韓国・日本のパネリスト韓・日パネリスト

15:30
1. 【한국 안양대학교 교수(韓国 安養大学校 教授 ), 류호출】
2. 【한국 강원대학교 교수(韓国 安養大学校 教授),

허종욱】

3. 【한국 청주대학교 교수(韓国 淸州大学校 教授),

박구원】

4. 【일본 교토외국어대학 교수(日本 淸州大学校 教授), 히로오카 유우이치】
5. 【일본 오사카상업대학 특임교수(日本 大阪商業大学 特任教授), 곤도 유지】
6.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대학 교수(日本 下關市立大学 教授), 다케우치 유우지】

유형숙

【동의대】

□ Conference Room 2: 동아시아고대학회
【안동그랜드호텔회의실 2】
Time
10:00
～
10:20

10:20
～
10:40

10:40
～
11:00

11:00
～
11:20

Speaker

11:50
～
12:10

12:10
～
12:30

Announcement Topic

Host

안동 지역 문화재 관광 활용과 경계 허물기
- Utilizing local cultural heritages in
Ryu, Ho-Cheol(ANYANG UNIV)
Andong as tourism resources by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경상북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악관광
이웅규 (백석대 교수)
활성화 방안
・박영민(대진대 교수)
- A Plan for Promoting Mountain
Lee, Woong-Kyu(Baekseok
to Strengthen the
Univ)・Park, Young-Min (DAEJIN Tourism
Competitiveness
of North Gyeongsang
UNIV)
Province안동지역 독립운동과 관광학적 의의 탐색
고남식(대진대 교수)
-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ndong
Ko, Nam-Sik(DAEJIN UNIV) and the Search for the Meaning of
Tourism
일본의가면가장콘텐츠와지방도시의지역정체성
신근영 (고려대 연구교수)
Mask
Contents and Regional Identity of
Shin Keun-Young(Korea univ)
Local Cities in Japan류호철 (안양대 교수)

11:20
～
11:30

11:30
～
11:50

11월 7일

COFFEE BREAK

좌장

송완범
안동 유교 문화의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 【고려대】
로의 가치
- The Value of Andong Confucian
Culture as Experience-type Culture and
Tourism Content

이명현(중앙대 교수)
・윤은정(중앙대 석사과정)
Lee, Myeoung- Hyun
(ChungAng univ)・
Yun, Eun-jeong(ChungAng univ)
박인서(중앙대 석사과정)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콘텐츠로서의 가치
- The Value as Content of Andong
Hahoe Byulsingut Talnori-

강명주(남서울대 강사)
Kang, Myung-Ju
(NAMSEOUL UNIV)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문화의 발굴과
확산 – ‘원이 엄마의 편지’를 중심으로
- Explore and Spread Local Culture Using
Storytelling-Based on Won's Mother's
Letter-

유형동 (전남대 BK4 학술연구교수)
・

Yoo, Hyoung-Dong(CHONNAM NATIONAL
UNIV)・Park, In-Seo(ChungAng univ)

12:30
～
14:00

Luncheon

14:00
～
15:00

토론회

□ Conference Room 3-1: 한국농어촌관광학회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3 】
Time

Speaker

14:00
～
14:20

오승옥 외래교수(전주대)
Oh, Seung-ouk

14:20
～
14:40

손진동 대표(미륵산교육농장)
Son, Jin-dong

14:40
～
15:00
15:00
～
15:05
15:05
~
15:10
15:10
~
15:15
15:15
~
15:20
15:25
~
15:30
15:30
~
15:35

15:35
~
16:00

11월 7일
Announcement Topic

박상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PARK, Sang-Hyeon

Host

코로나 19시대, 지속가능 관광:
생태관광사례를 중심으로
-COVID 19, Sustainable Tourism:
Focusing on Ecotourism Cases안동시 치유농업 발전전략
Development Strategies for Healing
Agriculture in Andong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안관광을 위한
농어촌 마을휴게소 구상
-The suggestion for the village rest
area for alternative tourism in the
With-COVID-19 era-

토론

박석근교수(건국대)

토론

강순화교수(우석대)

토론

최우성교수(경기대)

토론

유상오박사(서울주택도시공사)

토론

홍정화교수(동서대)

토론

김윤우교수(예원예술대)

종합토론
좌장:송광인교수(한국농어촌관광학회장) 및 토론자 전원

좌장
송광인
【한국
농어촌
관광학
회장】

□ Conference Room 3-2: 한국복지상담학회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3 】
Time
14:00
～
15:00
15:00
～
15:20

11월 7일

Speaker

Announcement Topic

등록 및 접수
개회식
사 회 : 형 남출 (창녕성상초등교장)
개회사 : 홍 상욱 (한국복지상담학회장)

15:20
～
15:50

최경화박사(영남대겸임교수)
홍상욱 교수(영남대)

스토리텔링으로 본 종부의 삶의 문화적
해석

16:00
~
16:30

임홍경
(영남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템플스테이 체험요인의
활용과 심리적 복지

16:40
~
17:10

양동주 박사
(좋은터생활연구원 원장)

노송정과 퇴계 태실의 문화관광적 고찰
과 생활복지

17:20
~
17:50

이동업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활성을 위한 축제의 심적 체험
요소 고찰

18:00
~
18:30

Host

종합토론
주제:문화관광자원개발의 상담복지적실천 접근
좌장 : 신종우 교수(계명 문화대)

문화관광자원의
좌장
신종우
【계명
문화대】

□ Conference Room 4: 한국물학회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 4 】
Time

Speaker

Announcement Topic

10:00
~
10:20

11:30
~
12:00

사회
박민영
【연세대】
김효진
【세종대】

개회식

1. 수소힐링관광과 건강(Health and

이규재(연세대학교)

Hydrogen healing tour)
2. 수소와 노인건강(Hydrogen and

정은숙(연세대학교)

senile disease)
3. 우리의 건강한 삶은 이어주는

김동영(강원대학교)

‘수소’(Healthy material in life,

Luncheon

13:00
~
14:00

건광관련 수소제품 전시회

수소힐링센터 소개 및 사례발표

김수근대표(바이오수소나라)

15:00
~
15:20

Hydrogen healing center

좌장
김동영
【강원대】

COFFEE BREAK

15:20
~
15:50

이규재(연세대학교)

치유농업 Care farm

15:50
~
16:20

박경일(박달산수소마을)

수소마을 Hydrogen village

16:20
~
17:00

정윤주(연세대학교)

17:00

좌장
전형탁
【바이오세라】

Hydrogen)

12:00
~
13:00

14:00
~
15:00

Host

접수

10:20
~
10:30

10:30
~
11:00
11:00
~
11:30

11월 7일

수소힐링관광과 미용 Beauty and
Hydrogen healing tour
폐회

좌장
박경일
【박달산
수소마을】
좌장
김효진
【세종대】
좌장
나중선
【연세대】

안동의 역사와 문화

∙ 일시 : 2020. 11. 7.(토) 10:00~15:00
∙ 장소 : 안동 그랜드호텔 회의실2

주최
동아시아고대학회, 동북아관광학회

후원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연구재단,
대구대학교, 안동대학교

동아시아고대학회 제79회 학술대회 일정
Time
10:00
～
10:20

10:20
～
10:40

10:40
～
11:00

11:00
～
11:20

Speaker

11:50
～
12:10

12:10
～
12:30

Host

안동 지역 문화재 관광 활용과 경계 허물기
- Utilizing local cultural heritages in
Ryu, Ho-Cheol(ANYANG UNIV)
Andong as tourism resources by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경상북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악관광
이웅규 (백석대 교수)
활성화 방안
・박영민(대진대 교수)
- A Plan for Promoting Mountain
Lee, Woong-Kyu(Baekseok
to Strengthen the
Univ)・Park, Young-Min (DAEJIN Tourism
Competitiveness
of North Gyeongsang
UNIV)
Province안동지역 독립운동과 관광학적 의의 탐색
고남식(대진대 교수)
-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ndong
Ko, Nam-Sik(DAEJIN UNIV) and the Search for the Meaning of
Tourism
일본의가면가장콘텐츠와지방도시의지역정체성
신근영 (고려대 연구교수)
Mask
Contents and Regional Identity of
Shin Keun-Young(Korea univ)
Local Cities in Japan류호철 (안양대 교수)

11:20
～
11:30

11:30
～
11:50

Announcement Topic

COFFEE BREAK

좌장

송완범
안동 유교 문화의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 【고려대】
로의 가치
- The Value of Andong Confucian
Culture as Experience-type Culture and
Tourism Content

이명현(중앙대 교수)
・윤은정(중앙대 석사과정)
Lee, Myeoung- Hyun
(ChungAng univ)・
Yun, Eun-jeong(ChungAng univ)
박인서(중앙대 석사과정)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콘텐츠로서의 가치
- The Value as Content of Andong
Hahoe Byulsingut Talnori-

강명주(남서울대 강사)
Kang, Myung-Ju
(NAMSEOUL UNIV)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문화의 발굴과
확산 – ‘원이 엄마의 편지’를 중심으로
- Explore and Spread Local Culture Using
Storytelling-Based on Won's Mother's
Letter-

유형동 (전남대 BK4 학술연구교수)
・

Yoo, Hyoung-Dong(CHONNAM NATIONAL
UNIV)・Park, In-Seo(ChungAng univ)

12:30
～
14:00

Luncheon

14:00
～
15:00

토론회

안동 지역 문화재
관광 활용과 경계 허물기

류호철(안양대)

안동 지역 문화재 관광 활용과 경계 허물기

류호철(안양대 교수, 문화재 활용 및 교육 전공)

1. 문화재 활용과 문화관광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형태의 산물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통틀
어 문화재(文化財)라고 한다. 사회적․문화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재들 중에서
도 특히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관리․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만큼 그 가치가 크
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指定)하거나 등록(登錄)한다. 그러므로 지정문
화재와 등록문화재는 문화재 중에서도 지정․등록되지 않는 것들에 비해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 것들이다.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등록하여 공공자원을 투입해가면서 유지해온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서 누리고 나누는 것을 문화재 활용(活用)이라고 한다.1) 문화재
를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 문화재 활용이다. 보존(保存) 또는 보전
(保全)과 활용을 나누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보존 또는 보전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풀어서 확산시키고 현실화하는 일, 그래서 그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게 하는 일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 활용은 문
화재의 가치를 누림으로써 우리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함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증진(增進)하여 보전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점
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동안 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여러 주체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화재청은 ‘수문장 교대의식’을 시작
으로 ‘경복궁 경회루 연향’, ‘창덕궁 달빛기행’ 등 조선 궁궐을 중심으로 문화재 활용을
점차 활성화한 후, 2008년에는 지역문화재 활용을 지원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을,
2014년에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2016년에는 ‘문화재 야행(夜行)’을, 그리
고 2017년에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2) 여기에 2020년에
는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을 시작했다.3) 이렇게 해서 2020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
1) 그동안 문화재 활용의 개념에 관한 몇몇 연구가 있었다. 심승구 외(2006: 31)는 ‘문화재를 단
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무형문화재의 경우)을 잘 살
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라고 했고, 류호철(2014: 10)은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
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을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넓게 정의하였다.
2)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2018년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夜行)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277선
선정｣ 보도자료,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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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386건이, 2021년에는 400건이 선정되었다. 문화재
여러 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활용 대상 문화재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정책적으로 문화재 활용 지원을 본격화해온 것
이다. 이에 발맞추어 지역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재 활용을 현장에서 실행하
며 그 역량을 키워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함께 활용 예산을 분담하는 등 현장
활용을 지원해왔다.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면 대체로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한다. 관
광 활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관광이 곧 ‘문화재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 활용은 단순히 문화재와 그것을 둘러싼 역사문화 환경이 자아내는 고풍스런 분
위기나 정취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화재가 문화재인 것은 역사와 문화를 담
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문화재 활용은 이러한 인문적 가치를 누리고 나누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1차적으로는 문화재에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갖게 해야 하므로 풍경이
나 정취 등을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도 문화재의 가치를 누리는 좋은 방법이나, 한 단
계 나아가 문화재를 문화재이게 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할 때 의미 중심 활용, 가
치 중심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누림으로써 문화재를 보존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시민 참여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문화재 활
용은 그 자체로 보존 방법이기도 하다.4)
이런 시각에서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재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
와 가치에 중점을 둔 것이어야 그것이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다. 무작정 많은 사람들
을 끌어들이고 일시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관광객들이 누리는 ‘문화관광’이 될 때 문화재 관광 활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에 중점을 두는 관광,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광이 문화재 관광 활용이다.
안동에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99건과 시․도지정문화재 229건 등 지정․등록문
화재 328건이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경주와 함께 가장 많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이다. 관광 관점에서는 활용 자원이 풍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재로서의 의미
와 가치를 살리며 안동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것이다. 풍경과 분위기, 풍정(風情)을 즐기는 관광과 함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누리는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안동
문화재와 같은 지역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역 문화재 관광 활
용이 갖는 한계를 분석한 후 안동 문화재 관광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3)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2020년도 고택 · 종갓집 활용사업 공모 계획(안)｣, 2019.08.
4) 이상 류호철,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재 해설 개선 방안」, 『관광연구저널』
제34권 제8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20, 39-53쪽.
- 2 -

2. 활용 자원으로서 지역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

문화재가 문화재인 것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보이며, 같은 지역이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변화를 겪는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미시적으로는 다양성을 갖는 것
이 문화다. 그리고 문화재는 이러한 문화의 특성을 담고 있다. 문화재 활용은 바로
문화재가 갖는 이러한 가치와 특성에 주목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5)
안동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탑(塔)이 여럿 있다. 다음 네 기의 탑들은 큰 틀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
로 특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우선 네 탑에서 밖으로 길게 뻗어나온 부분이 각각 3개, 또는 5개가 있는데, 이것
들이 집으로 말하면 지붕이다. 그런데 자세히 비교해보면 지붕 모양이 모두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①번 탑과 ②번 탑을 비교해보면, ①번 탑의 지붕은 얇고 평평
한 데 비해 ②번 지붕은 밖에서부터 위․아래도 계단식 구조를 보이며 점점 두꺼워
진다. ①번 지붕에는 계단식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④번 탑은 지붕 윗면
은 매끄러운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아랫면은 ②번과 같이 지붕 끝에서부터 계단식
구조를 이루며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진다. 지붕돌 모양으로만 보면 ②번과
④번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데 비해, ①번은 차이가 크다.
③번 탑은 이 중에서 모양으로는 ②번과 매우 비슷하다. 지붕 끝에서부터 계단식
구조를 이루는데, 그 재료가 다르다. ①, ②, ④번 탑이 모두 돌로 만들어진 석탑인
데 비해 ③번은 작은 벽돌들로 쌓은 전탑(塼塔)이다. 모양으로 보면 ②번과 ③번이
5) 이상, 류호철, 「지역 문화재로서 증평 남하리사지의 가치와 교육적 활용」, 『동아시아고대
학』 제5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211-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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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통에 속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④번이 이것들과 가까운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재료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③번만 전탑이고 나머지는 모두 석탑이다.
그런데 이런 탑들 중에 전탑은 전국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안동에
는 이런 전탑이 세 기나 있다.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安東 法興寺址 七層塼塔, 국
보)과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安東 雲興洞 五層塼塔, 보물),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安
東 造塔里 五層塼塔, 보물)이 그것들이다. 국가 또는 시․도 문화재로 지정된 전탑
이 모두 7기인데, 기 중 3기가 안동에 있다. 그것도 경기도 여주 신륵사에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기가 모두 대구․경북 지역에 있다. 탑의 재료만 보더라도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점이 곧 지역 문화재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으로, 이 지역에 와야만 볼 수 이는 것들이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로서는
그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새로움, 색다름을 경험하게 해주는 관광자원
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양식론적 관점에서 보면 ②, ③, ④번 탑은 모두 같은 계통의 것
들인 데 비해, ①번은 이것들과는 다른 탑이다. 안동 등 경상도 지역에는 ②, ③, ④
번 양식을 가진 탑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이런 양식적 특성도 지역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탑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역 문화재는 그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특성이 곧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점이다.
안동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흔히 만나기 어려운
문화재들이 풍부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병산서
원 등 손꼽히는 문화재들이 있어서 유교문화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외에도 안동에는 주목할 만한 문화재가 풍부하다. 국내에 셋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을 가진 봉정사(鳳停寺)를 비롯해, 앞에서 살
펴본 전탑,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18기나 되는 석탑 등 불교문화재로 백미(白眉)라
고 할 만한 문화재들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나온 집인 안동 임청각
(臨淸閣)도 있다. 임청각은 우리 역사에서 그 비중이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
큼 큰 곳이다. 이 외에도 안동에는 차전놀이와 하회별신굿탈놀이, 삼베짜기 등 국가
무형문화재 3건, 안동소주 등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5건이 있다. 이에 더해 하회마을
등 유학과 관련된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
통문화가 풍부하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통문화가 풍부한 곳이다. 모두가
문화관광 자원이다.
여행 또는 관광을 떠나는 것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것, 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다름을 보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색다름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는 다른 지역의 것들과는
다른 그 지역 문화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역 문화재의 특성은 그 지역의 것들과 다른 지역의 문화재들을 비교해볼 때 드러
난다. 비교 방법은 문화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때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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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용한 수단이 된다.
3. 지역 문화재 관광 활용의 한계와 영역 간 경계

지금까지 문화재 활용은 이러한 여러 주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
어왔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 문화재 활용이
조선 궁궐과 근대문화재, 향교․서원 등 일부 유형의 문화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프
로그램 위주의 활용으로 상시 활용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의 본질적 가
치보다는 볼거리나 즐길 거리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을 만한 것들이
다.6)
지역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에 비추어보면 문화재 활용은 또 다른 몇 가지 한계를 갖
고 있다. 현장을 중심 시각에서 지역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때 넘어서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다. 첫째로,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는 ‘문화
재 활용’에 집중한 나머지 특성과 가치를 갖는 풍부한 지역 자원들 중에서 지정․등록
된 문화재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이 지정․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
지 않는 지역 자원들과의 연계․융합․복합 활용을 시도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런데
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에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흥미를
가지며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자원들이 많다.
둘째로, 지역 문화재 활용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시․군을 경계로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 간 경계가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계는 수요
자인 관광객 시각에서는 지역 관광에 상당한 한계가 된다. 특히 1박 2일이나 2박 3일
등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행하고자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 등 문화자원들은 서로 연계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다.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을 때는 단일 문화재만을 관광할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 이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안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많지 않다. 지역에 관광안내
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관광지도 많지만, 그
관광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문화
관광’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두고 있으나, 지역에 있는 문화재 각각에 관한 설명을 제공
하는 데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요자 시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문화재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 간 경계라고 할 수 있다.
6) 문화재 활용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는 류호철, ｢문화재 활용 정책에 관한 거시적 평가
와 새로운 활용 정책 방향 모색｣, 동아시아고대학 47, 동아시아고대학회, 2017, 327∼35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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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 허물기를 통한 안동과 이웃 지역 문화재 관광 활용

지역 문화재는 지역 문화재로서의 특성과 가치를 갖고 그것을 살리는 방법으로 활
용을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지역 문화재 관광 활용의 한
계에 비추어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가 가진 의미와 가치에 주목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재
등 관광자원이나 풍경, 인문적 환경 등이 자아내는 분위기나 풍정을 즐기는 것으로도
좋은 관광이 될 수 있으나, 문화재 활용 방법으로서 관광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문
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그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둘째로, 지역 문화재로서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 문화재는 지역적 특성을 갖
는 것이 보통이고, 이러한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움을 경험
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가치가 된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는 점이 지역 문화재의 가치다. 완성도가 높고 빼어난 문화재만이 가치가 큰 것이 아
니라, 지역 문화재는 그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 가치가 되는 것이다. 문화재
활용으로서 관광은 이러한 지역 문화재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방법으로 관광자
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셋때로,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앞에서 지정․등록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지역 자
원들 간 경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 지역적 경계,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는 분리하는
경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바로 이런 경계를 허물어야 지역 문화재들을 더욱 풍부
하게 활용할 수 있다. 수요자인 관광객 시각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문화
재 활용이, 그것도 관광 활용이 지정․등록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공
급자적 시각에 한정된 결과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은 철저히
수요자 관점에서 보고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
가 아닌 지역 자원 간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지역적 경계도 마찬가지다. 관광객에게는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행정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여행하고 싶을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인가가 중요하다. 안동은 앞에
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도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특성을 갖는 인근 지역의 문화재 등 문화관광 자원들과 연계 활용, 융․복합
활용을 시도한다면 안동 문화재 활용은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예컨대 안동과
인접해 있는 봉화군에는 특히 정자 문화가 발달해 있다. 봉화는 전국에서 정자 문화재
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봉화가 갖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안동 문화재들과 연계하여
두 지역이 협력한다면 모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계를 허물면 그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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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혀 있던 의미와 가치가 다시 흐를 수 있다.
끝으로 문화재 등 관광자원 간 경계를 허물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연계 활용,
융․복합 활용을 활발하게 시도해야 한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 문화재에 관한 정
보만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제안하고 그 중에서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선정하는 문화재 등 관광자원
들을 연결해서 직접 관광 코스를 짤 수 있게 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
을 줄 때 지역 문화재 활용과 문화관광은 한 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것은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지역 문
화재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 자원으
로서 가치가 크다. 문화재가 갖는 바로 그 지역적 특성이 지역 문화재로서의 가치
가 된다. 지역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가 갖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문
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접근할 때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문화재 현장에서는 지정․등록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지역 자원 사이, 행정구
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인근 지역과의 사이,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나누는 경계를
허무는 방법으로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경계
들은 대체로 공급자 시각에서만 생각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이다. 지역을 찾아오
는 수요자로서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수요자들에게는 이런 경계가 지역 관광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
다. 경계를 허무는 것이 지역 문화재를 활용하는 문화관광을 한 층 활성화할 수 있
는 길이다.
이런 방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널리 인식하게 될 때 관광객들은 지역 문화
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의미와 가치
에 중점을 두는 문화재 활용은 수요자와 문화재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다. 국보로 지정된 것,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만이
가치가 큰 것이 아니며, 지역 문화재는 지역 문화재로서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는 시각을 새롭게 하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요자를 중심으로 보면
더욱 효과적인 문화재 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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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local cultural heritages in Andong as tourism resources
by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Ryu, Ho-Cheol(ANYANG UNIV)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s is to enjoy and share the value of them.
We can effectively utilize them by fi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local
cultural heritages. Cultural heritages that are not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or not listed as World Heritage are also valuable. Local cultural
heritage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values.
We can think of some ways to effectively utilize local cultural heritages. First,
we should enjoy the intrinsic meaning and value of cultural heritages. Enjoying
the scenery and atmosphere created by cultural heritages is another way to
utilize them. But we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level by focusing on meaning
and value. Second, designated or registered cultural heritages and ordinary local
resources should be utilized together. It doesn't matter whether it is designated
or registered. Whether it is an attractive resource for tourists or not is
important.
Third, cross-regional boundarie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be
broken down. The cultural heritages in Andong and Bonghwa can be used in
greater abundance by linking them with each other. Fourth, cultural heritages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o giving information
about each cultural property, we should help tourists easily set up tourist
courses.
By thin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ourists, we can promote the utilization of
local cultural heritages. Local cultural heritages are valuable as local cultural
heritages in that they contain the history and environment of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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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to Vitalize Mountain Tourism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Gyeongsangbuk-do
Lee, Woong-kyu(Baekseok Univ) ‧ Park, Young-min(DAEJIN UNIV)
In Korea, mountainous regions occupy 63.7% of the country. There are many
natural tourist destinations where beautiful mountains and valleys are
harmonized, and resorts are formed in these tourist destinations, attracting many
tourists. There are various mountain tourism resources such as flowers and
mountain climbing in spring, retreat to valleys in summer, maple trip in autumn,
and skiing in winter. So, since long ago, people have gathered in the mountains,
and the area is lively.
Most of the world's famous tourist destinations are located in the
mountainous regions, and there are statistics that up to 20% of the world's
tourism industry revenue comes from mountain tourism. In particular,
Gyeongsangbuk-do, which is a specialized mountainous region, has a rich forest
and abundant water, as 70% of its total area is mountains. Since nature will
soon become the post-corona era, which is a resource, Gyeongbuk tourism has
sufficient conditions to promote tourism experience activities by utilizing the
blessed mountainous terrain.
Accordingly, the “2015 Ulsan UNWTO Mountain Tourism
Conference”(10.14~16) discussed the importance and prospects of revitalizing
mountain tourism. In addition to the meaning of the mountain as a space for
rest, relaxation, and healing, leisure sports using the mountain are emerging as
a new area in the tourism market. Now is the time to meet the market's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the creation of an integrated tourist destination
that encompasses recreation, tourism, and leisure activities using thi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ocused on Gyeongsangbuk-do,
which has a great potential to emerge as a central area of 
Korean mountain
tourism.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a plan was suggested to strengthen
tourism competitiveness in Gyeongsangbuk-do through activation of mountain
tourism. It proposed a plan for mountain tourism in Gyeongsangbuk-do to gain
internat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at a global level, beyond securing a
comparative advantage among other domestic regions. The policy directions to
be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were presented for each component of the
mountain tourism phenomenon system(tourism behavior system, tourism
transportation system, tourism attraction system, tourism busin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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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it aims to achieve the final goal of constructing Gyeongbuk,
which is the top priority among policy goals of Gyeongsangbuk-do,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Global Gyeongbuk that communicates with the
world. This is possible because Gyeongsangbuk-do has abundant mountain
tourism resources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s. In addition, as it has a wide
range of tourism products(from simple mountaineering to mountain sports), there
are many high value-added mountain tourism products with high psychological
satisfaction compared to the price. In the end, Gyeongsangbuk-do needs to be
promoted in that it is eas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ountain
tourism industry.
Gyeongsangbuk-do must achieve the vitalization of mountain tourism, one of
the top ten tourism trends that are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Through the mountain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a countermeasure for the
Gyeongbuk region to have competitiveness as Korea's representative mountain
tourism destination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nactment of the Mountain Tourism Promotion Act which has been sluggish.
Second, the accessibility of disabled tourists must be improved. Third,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otect the privacy of mountain tourists by proactively
responding to future climate change.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
advance the response to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mountain
tourism zone to be promoted in the future. Fif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must be guaranteed in the conservation of the mountain tourism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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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 독립운동의 정신과 관광개발
-

코로나 극복 방안과 관련하여 -

고남식(대진대)
Ⅰ. 코로나 상황에서 극복의 길 찾기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다.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며 비대면(非對面)이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 상호간의 소통이 일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국가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같은 일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
리두기가 일상화되고 감염이라는 공포 아래 단절(斷折)과 개인의 내면적 스
트레스가 증대되고 있는 극한 고통을 누구나 겪고 있다.
지금 자주(自主)와 국권(國權)을 누구에게 빼앗긴 것은 아니나 바이러스가
세계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련의 시기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코로나 상
황에서 겪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구속과 이로 인한
감정의 조절 및 지켜야될 제약(制約)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어떠한 환란보다
도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 이 땅에서 선조들이 물
려주신 애국애족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얼과 행동 속에서 당면한 문제의 해
결과 새 희망의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코로나를 단시
일에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극복을 위한 지속적이고 항구적
인 의욕(意欲)과 도전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새로운 장을 찾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략과 지배 치하에서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국난극복의
대역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타국(他國), 타족(他
族)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민족과 개인에 있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간난
(艱難)과 시련(試鍊)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해방이라는 시점 또한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으나 우리
선조들은 그 해방과 독립을 위해 분연히 궐기하고 행동하여 일본 제국주의
로 부터의 참담한 고통을 이겨내어 그들의 야수(野獸)같은 지배를 물리치고
조국해방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냈다. 여기에는 오직 민족정신으로서 애국애
족의 일념(一念)만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정신은 반드시 오늘날 전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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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팬데믹 상황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새길과 희망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글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그 길을 안동지역의 독립운동정신으
로부터 찾고자 한다.
Ⅱ. 코로나 극복을 안동(安東)의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며 조선은 큰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서양 제
국주의 세력의 야수(野獸)가 동양으로 밀려들며 수구(守舊)와 개화(開化)라는
일대 파란(波瀾)이 조선사회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두 사조(思潮)의 충
돌 속에서도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면면히 전해 내려온 유학의 근본정신을
지키며 그 변혁을 시대적 현실에 맞추어 지속하여 조선사회의 자강(自强)을
이루고 민중들을 교육하여 새로이 조선의 발전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게 되었다. 나아가 이 정신은 일제(日帝)에 의한 합방(合邦)과 통치하에서도
부단(不斷)히 지속 발전되어 국치(國恥)의 어두운 상황 하에서 조선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주는 등불이 되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출현한 안동 지역의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은 각계각층
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출되어 조선사회에 자주자강의 새 길을 열
어주었다.
예로부터 영남(嶺南)은 유학의 본향(本鄕)이었다. 고려 말(末) 안향(安珦)
선생이 주자학을 전하고 주세붕(周世鵬) 선생이 초석을 놓은 이래로 거봉(巨
峯) 퇴계(退溪) 선생을 필두(筆頭)로 영남의 유학은 큰 걸음을 내딛었으며 조
선사회를 이끌어가는 대지침(大指針)이 되었다. 이후 퇴계 선생의 뒤를 이어
많은 유학자들이 영남의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되며, 조선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동지역의 독립운동 정신은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타파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국권수호를 위한 의병항쟁으로부터 출발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손꼽
을 수 있다. 당시 독립운동은 안동 지역을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안동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독립운동은 국권을 찾고 민족을 구하려는 자주
독립운동으로 이는 애국애족의 정신에 토대하고 있다. 당시 강력한 제국주의
논리로 무장한 외세(外勢)라는 거대한 도전 하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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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념(一念)으로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켜 새로운 민족정기를 안동 지역에
서 전국적으로 분출시켜 나갔다.
이러한 독립을 위한 안동 지역만이 갖고 있는 애국애족의 정신은 타 지역
의 여러 독립운동과 차별화되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갖는 대맥(大脈)을 갖고
있다. 오늘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겪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이러한 안도
의 독립운동의 고유성을 전파하고 관광시켜 나간다면 이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다.
둘째, 독립운동시 안동지역에서 일어난 청년교육을 위한 계몽운동을 오늘
의 현실에 맞게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현 코로나 사태에서 무너지기 쉬운
청년들의 인성이 더 필요시 된다. 인성은 포스트 코로나를 열어갈 원동력이
며 저력인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직업을 잃
어버린 청년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직업을 새롭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과거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은 현 코로나 사태에 비교하면 더 극한 난국(亂
國)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난관(難關) 속에서도 안동지역에서 지역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스스로 유인식 선생은 협동학교를 창립하고 김동삼 선
생은 협동학교를 경영하며 신민회와 대동청년단을 만들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국땅 만주(滿洲) 서간도에서 경학사를 민족교육과 농업의 장려를
도모하였다. 김대락 선생은 자신의 집을 협동학교 장소로 희사(喜捨)하였다.
이러한 선조들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 실행해 나갈 동력은 이제 지방자치 단
체와 교육기관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암울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에게 더 나
아가 꾸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및 관련 지역 관광
은 희망의 새장을 여는 큰 정신적 주춧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안동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난관 극복의 불굴의 개척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암울한 민족의 절망기에도 독립을 위한 희망의 장을 만들며, 망
국(亡國)이라는 극도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상룡 선생과 김동삼 선생 그
리고 내앞마을 주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국땅 만주로 건너가 독립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신흥강습소를 조직하여 조국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추
진해나갔다. 이는 개인적 안위(安危)가 아닌 민족 모두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세계평화와 공존을 위한 것이다. 세계로 전해 나가야할 우리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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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열들의 난관극복의 불굴의 개척정신을
계승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적, 개인적 노력을 경주하는
새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Ⅲ. 코로나 상황에 맞춘 관광자료의 활성화에 관하여

앞에서 독립운동이 발원(發源)된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국민 정신으로 계몽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한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
금의 현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우리의 정신과 모
든 사회적 생활을 지배하는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의학적으로
과학화된 철저한 대처와 함께,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들에 대한 제도권의 교육이 될 것이다. 몇 가지 제안을 하며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상황에 맞는 안동 지역의 독립운동자료에 대한 재편성이 필
요하다고 본다. 안동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수 많은
의병운동가와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민족 정기의 본원이며 이에 따른 풍부한
의병 및 독립운동 자료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위대한 선열들과 독립운동지역
에 대해 현재 관광자원화 되어 있는 재원들을 재편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게
관광코스를 재구성해서 제시한다면 현실에 맞는 시의적절한 교육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동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비대면 관광자료로의 체계적인 편성과
개발을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면 관광이 재개될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 단계로서의 프로그램으로서도 요구되는 상황이며 비대면
과 대면 관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코로나 상황에 맞는 관광자
원의 교육 자료로서의 재편과 활용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외 독립운동자료를 활성화하
는 작업이 코로나 상황과 대비해서 현실극복의 의미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 상황의 극복을 위한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儒學)정신의
- 29 -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독립운동 정신의 근원은 안동지
역을 중심으로 태동 발전된 유학정신에 그 시원(始原)이 닿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유학사상의 선별적 제시 및 재편과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적 효과를 크게 이루고 나아가 안동의 유학정신을 점
진적으로 코로나 극복의 모범적 모델로 만들어가는 관광자원의 개발에 호기
(好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치유로서 무엇보다 특별히 인성(人性)교육을 특
성화하여 강조된 관광자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로
피폐해진 일상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
지고 경제적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도 더욱 늘어난 것
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거리의 멀어짐과 함께 인성의 파괴
도 더 가중될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이다. 이는 코로나가 준 가장 큰
병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안동학(安東學)으로서 안동의 정신이 어느 때
보다 필요로 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비대면화된 면으로의 개발이지
만 인성 개발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새로운 재편은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극
복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유학의 정신 나아가 독립운동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코로나 사태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너지기 쉬운 인성(人性)의 계몽과
새로운 차원의 활로(活路)의 계발이라는 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귀감
(龜鑑)인 것이다. 독립운동기에 안동 지역에서 일어난 애국애족의 정신, 청년
계몽의 선도(先導) 정신, 국난극복의 개척정신을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토대
위에 되살려 코로나를 극복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21세기
의 모범적인 민족정신으로 되살려 초개(草芥)와 같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
가들의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오늘에 선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한 코로나 극복 상황
을 맞춘 짜임새 있는 단계별 교육 및 답사 프로그램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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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ndong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With regard to overcoming method of CoronaKo, Nam-sik(DAEJIN UNIV)
We are now going through an unprecedented Corona crisis. Spending nearly a
year in the fear of the virus, the term "non-face-to-face" has become
commonplace, and human-to-human communication has not been easy under
these circumstances. Everyone is suffering from extreme pain, which has failed
to achieve the same routine as in the past in all fields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and has become routine in distance, and increasing internal stress in
individuals under the fear of infection. This extreme situation continues, but we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facing us and find a
breakthrough in new hope amid the spirit and actions of patriotism and national
distress handed down by our ancestors on this land in the past. Corona may not
be able to be completely resolved in a short time, but it will open a new
horizon amid the continued and enduring will and challenge to overcome it
In the process of finding such a new chapter and creating a clue to the
solution, we cannot help but pay attention to the history of the restoration of
national crisis that our ancestors showed under the Japanese invasion and
domination. It is an unbearable time for the people and individuals to be
deprived of their sovereignty and governed by other countries and peoples. In
the midst of this, the timing of liberation was also an unknown grim situation,
but our forefathers rose indignantly for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nd
overcame the terrible pain of Japanese imperialism to overcome their brutal rule
and achieve the goal of liberation of the motherland. There was only a sense of
patriotism as a national spirit. This spirit will surely provide a new hope and
hope in overcoming the corona that we are going through in the pandemics
around the world today.
As a way to overcome the corona, I would like to find that path from the spirit
of independence movement in Andong. I think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Andong will be a guide to breaking the Korona crisis that we face
today in three ways. First, one can count on the spirit of patriotism, which
started from the righteous army protest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At that
time,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expanded nationwide from the start of
Andong area. This spirit of patriotic love for independence will remind each and
every one who suffers from the Korona nationwide of his love for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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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eople, making him a great spiritual supporter who can overcome the
Korona national crisis. Second, the enlightenment movement for youth education
in Andong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should be expanded to suit
today's reality. The current Korona situation requires more character from
young people who are prone to collapse. Personality is the driving force and
potential to open the post-corona. Also, our society now needs a movement of
local governments to work together to help young people who have lost their
jobs overcome disasters and find new jobs. Compared to the current Korona
situation, the situation that has lost the country in the past is more extreme.
Despite these difficulties, Yoo In-sik founded a cooperative school, Kim
Dong-sam ran a cooperative school, and created a new people's association and
Daedong Youth Corps to promote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in
Andong. In particular, Gyeonghaksa Temple was promoted to promote national
education and agriculture in Seogando, a foreign land. Kim Dae-rak honored his
home as the location of the cooperative school.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will now b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revival of the
spirit of their ancestors. I think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local tourism
related to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ill be a big spiritual
cornerstone for young people in a gloomy situation in Corona.
Third, we should emulate the indomitable pioneering spirit of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independence activists in Andong. Despite the gloomy times of the
people's despair, Lee Sang-ryong, Kim Dong-sam and the resident of Naeap
village rose up in anger and moved to Manchuria to provide education for
independence, and organized Sinheung Training Center to pursue concrete action
to find their homeland. Today we will have to take over the indomitable
pioneering spirit of these preachers and open a new path to the national and
personal efforts to prepare for the post-Corona era.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s a timely and precious example in that it is the
enlightenment of humanity and the development of a new level of road to
overcome the tragic Korona crisis that we are going through today.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spirit of patriotism, the spirit of youth
enlightenment, and the pioneering spirit of the national crisis should be revived
on the foundation of the God of the God of the Law and Creativity to overcome
the corona and prepare for the future of the developed Republic of Korea, and
the independence spirit of independence activists who sacrificed their lives like a
infinite value should be enhanced once again. As a concrete measure for this
purpose, a well-organized step-by-step education and explo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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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presented to meet the situation of overcoming the corona on the
currently developed touris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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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면가장 콘텐츠와
지방도시의 지역정체성

신근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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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면가장 콘텐츠와 지방도시의 지역정체성
신근영(고려대)

1. 들어가며
2018년 유네스코는 일본의 <내방신:가면․가장의 신들>에 대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록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아키타현의 나마하게를 비롯해 가고시마현의 도시돈, 오키
나와 미야코지마의 판투에 이르기까지 일본

각지에 전해지는 내방신 풍습 중 가장

대표적인 행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내방신 행사는 기이한 모습을 한 신(神)이 집집
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게으른 자에게 훈계를 내린다. 이런 풍속은 지역
의 결속을 다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준다는 점에서 지역정체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권고 이후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콘
텐츠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마다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연행되
는 이 내방신 행사를 관람․참여하기 위해 해마다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해당지역
의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외부인의 참여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강
화하는 방안으로 내방신 행사가 활용되었음에 착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일본 내방신 행사의 민속학적 의미
‘내방신(来訪神) 행사’는 연초 또는 계절이 바뀔 때 일본 전역에서 행해지는 의식
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호쿠(東北)·호쿠리쿠(北陸)·큐슈(九州)·오키나와(沖縄)
지역에서 주로 연행되고 있어서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
도이다. 이 의식은 세상의 밖에 사는 신들인 내방신이 마을에 찾아와 새해를 맞거
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에게 복과 행운을 준다는 민속 신앙에서 비롯되
었다. 의식을 행할 때 지역 사람들은 무서운 가면을 쓰고 기이한 가장(假裝)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게으름을 꾸짖으며 바람직한 예절에 대해 가르친다.
방문을 받은 집의 주인은 내방신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지방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이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내방신행사는 주로 농촌마을에서 열리는데 매년 같은 모양의 가면, 장식이나 지팡
이를 새로이 만들어 지역의 젊은이나 아이들, 액년을 맞은 사람이 몸에 쓰고 내방
신 역할로 분하고 행사가 끝나면 도구를 파기한다. 그들은 흩어져서 촌란의 집집마
다 찾아가는데 각 가정에서 동일한 의례를 반복하여 연행한다. 공부하지 않는 아이
들 혼내거나, 갖고 있던 공양물을 나눠주고, 돌아가는 길에 집주인에게서 떡 등을
받는 증답 풍속도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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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행사의 경우 주문으로 가을 풍작 등 일년의 행복을 미리 축하하는데, 언령신
앙과 같이 현실의 것으로 하려는 신앙이 배경이 된다. 또는 액년을 맞은 사람이 집
집마다 다니며 자신의 액을 떨어뜨리고 방문한 가족의 액을 풀어주는 행사도 있다.
방문한 집마다 먹을것을 내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물을 뿌리는 행사도 있다.
내방신이 눈에 보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원래 신이란 눈에 보
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서, 물이나 불처럼 자연의 신이나
신사에 모셔지는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마찬가지로 전통행사
에서 신의 존재도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전승이 많고, 신은 보통 바다 건너나
산 정상 등 먼 곳(異鄕)에 있다가, 마츠리나 세시풍속에 마을에 내려와 마을사람들
을 축복하고 액을 풀어주고 끝이 나면 먼곳에 돌아간다고 여긴다. 신이 스스로 방
문해 오는 ‘내방신’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실체를 가진 존재이다. 일본
고전에 따르면 내방신이든 초래신이든 모두 ‘常世’에서 온다고 여겨졌다. 상세는
바다 건너 저편이거나 산이거나 혹은 숲속이거나 하늘위에 있기도 하는 등 장소는
얼마든지 상상되며 한편 이 장소는 죽은자가 도착하는 저세상이기도 하다.
내방신 행사는 지역의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가면이나 가장, 특히 먼곳에서부터
내방하는 여행자 모습인 도롱이(우비)나 삿갓을 쓰고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일이 많
다. 이에 따라 신으로서 자격을 얻는다고 한다.
한편 신사의 신의 그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지켜준다는 관념이
있는데, 우리들은 마쓰리가 아니더라도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 있다. 즉 현재에도 신
은 마쓰리에 찾아오고 끝나면 돌아간다, 가버린다고 하는 신앙과, 신은 항상 자연
속이나 신사에 있다고 하는 두 관념이 있는데, 내방신은 전자이다. 일본의 주요한
내방신 행사를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겨울 행사의 경우 주문으로 가을 풍작 등 일년의 행복을 미리 축하하는데, 언령신
앙과 같이 현실의 것으로 하려는 신앙이 배경이 된다. 또는 액년을 맞은 사람이 집
집마다 다니며 자신의 액을 떨어뜨리고 방문한 가족의 액을 풀어주는 행사도 있다.
방문한 집마다 먹을것을 내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물을 뿌리는 행사도 있다.
고시키지마의 도시돈은 일년의 ‘도시가미(歲神=오곡을 지키는 신, 오곡풍년을 기
원하는 신)’인데,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준다. 아이 등에 ‘도시모치(歲餠)’라고 하
는 커다랗고 둥근 떡을 올리고 아이에게는 이 떡을 받았으니 한살 더 먹는다고 한
다. 그 떡은 세뱃돈의 원형으로도 여겨지는데, 세는 나이를 쓰던 시대에 그 떡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신앙이 있었다. 떡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힘을 얻은 것이다.

1) 福原 敏男, 「来訪神の文化的意義を知る」, NHK 解説アーカイブス,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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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한 내방신 행사 지도 (오가와 나오유키 글에서 발췌)
나마하게나 아마메하기, 아마하기는 손에 식칼(모형)을 들고 찾아오는데, 화로 근처
에 너무 가까이 가서 손발에 생기는 얼룩 등으로 부르는 반점을 벗겨낸다고 생각된
다. 아이들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타이르는 의미를 갖는다. 가세도리의 가세란 부스
럼(瘡) 혹은 염증이 생기다와 같이 습진이나 피부병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점
에서 내방신은 새해에 질병 등을 없애기 위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미야코지마의 판투는 몸에 바른 성스런 샘(泉)의 진흙을 마을사람들이나 집 벽에
문지른다. 진흙을 바르면 재액이 없어지고 복이 온다고 한다. 사쓰마의 멘동은 손에
슷페라고 부르는 나뭇가지를 드는데 이걸로 맞으면 액땜이 된다. 아쿠세키지마의
보제가 지닌 봉(보제마라) 끝에 붉은 흙을 바르면 액운이 없어지고 여자는 옥동자를
얻는다고 한다.
이렇듯 내방신 행사는 신사나 사원과 관련된 마을 전체의 행사라기 보다는, ‘각
집의 세시풍속’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3. 내방신 행사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2018년 11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일람에 일본의 <내방신:가면․가장의 신들> 이
등재되었다. 이때 등재된 내방신 행사는 ‘일본 중요무형민속문화재(重要無形民俗文

- 37 -

化財)’ 목록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10개이다. 이들의 전승지역과 연행날짜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행사명

전승지

고시키지마의 도시동

가고시마 현(鹿児島県) 사쓰

甑島のトシドン
오가의 나마하게

마센다이 시(薩摩川内市)
아키타 현(秋田県) 오가 시

男鹿のナマハゲ

(男鹿市)
이시가와 현(石川県) 와지마

노토의 아마메하기
能登のアマメハギ

시(輪島市)・노토

행사시기

마치(能登

미야코지마의 판투

町)
오키나와 현(沖縄県) 미야코

宮古島のパーントゥ
유자의 아마하게

지마 시(宮古島市)
야마가타 현(山形県) 유자마

遊佐のアマハゲ
요네카와의 물뒤집어쓰기

치(遊佐町)
미야기 현(宮城県) 도메 시

米川の水かぶり
미시키의 가세도리

(登米市)
사가 현(佐賀県) 사가 시(佐

見島のカセドリ
요시하마의 스네카

賀市)
이와테 현(岩手県) 오후나토

吉浜のスネカ
사쓰마이오지마의 멘동

시(大船渡市)
가고시마 현(鹿児島県) 미시

薩摩硫黄島のメンドン
아쿠세키지마의 보제

마 촌(三島村)
가고시마 현(鹿児島県) 도시

悪石島のボゼ

마 촌(十島村)

섣달그믐날 밤
섣달그믐날밤
(이전엔 정월대보름날 밤)
정월 중 어느날(6/14/20일),
절분날 밤
음력 9월 상순,
음력12월 마지막 丑日
정월 어느날밤(1/3/6일)
2월 첫午日
음력 정월 14일밤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
음력 8월 1,2일 밤
음력 7월 16일
(오봉 마지막날)

201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내방신:가면ㆍ가장의 신> 목록(일본 문화청 발췌)
가고시마현 남부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한 일본 남서쪽 내방신행사는 여름의
농업 수확제를 위주로 한다. 그외 지역에서는 섣달그믐, 정월, 정월대보름이나 절분
(입춘) 등 겨울 행사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음력으로 첫번째 보름날인 정월 14일,
15일 밤에 내방신이 찾아오는 사례가 많다. 이는 음력 7월 15일을 중심으로 하는
오봉행사처럼 조상의 혼령인 내방신이 자손의 집을 찾아온다고 믿어온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섣달 그믐날 밤의 도시동, 정월 대보름날의 스네카, 정월의 정해진 날이나 절
분에 찾아오는 아마메하기 등 ‘계절이 바뀌는 때’ 인 경우가 많다. 요네카와의
물뒤집어쓰기는 2월 초순(첫 午日)인데, 이처럼 물을 뒤집어쓰는 것과 같이 가세도
리라 불리는 내방신행사를 음력 정월대보름날 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쿠세지마의 보제는 정월과 아울러 1년중 큰 세시인 오봉(7월 15일) 때, 멘동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절일에, 판투 역시 12월 마지막 축일과 9월 상순에 하는
등 저마다 새해 직전이거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행사인 것이다.2)

2) 小川 直之, 「災厄をはらい, 生きる力を授ける来訪神 : 古代より日本各地に伝わる民俗伝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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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9년 고시키지마의 도시동 행사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오가의 나마하게 행사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발리에서 열
린 제6회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도시동과 나마하게의 유사성을 지적받아 한차례 유
보되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고시키지마의 도시동을 확장하여 오가의 나마하게
행사를 포함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여러 건을 묶어 그룹으로 제안하는 전
략을 취했다. 2016년 다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제안했으나 당시 등재건수가
세계2위에 달했기 때문에 심사가 1년 연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다음해 3월 <내방신:
가면․가장의 신들> 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2018년 11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
일람 등록을 권고받게 되었다.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일람에 자국의 문화유산을 등재하려는 노력은 모든 국가
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등재 목록을 추가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방식은 2014년 <和紙:일본의 손뜨기 화지 기술>, 2016년
<야마․호코․수레행사> 등을 추가확장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세계무형
유산 대표일람에 등재함으로써 꽤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내방신 행사과 지역 커뮤니티
일본 전역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산을 연행하는 공동체는 전통의 새로운 보
유자와 연행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
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방신 행사의 열정적
보유자와 연행자들이 지난 1970년대부터 각 지역사회에
보존협회를 설립했다. 이들 지역별 협회는 내방신 행사
를 해마다 연행하고, 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궁극적
으로 내방신 행사를 주도적으로 전승한다. 2014년, 내방
신 행사를 연행하는 10개의 공동체가 모여 지역 간의
경계를 극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내방신 행사를 보존
하는 데 협력하고자 전국협회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매
년 정례회의를 갖는데 이른바 ‘내방신 서미트’라는 회의를 진행한다. 올해는 2월
에 아키타현 오가시에서 열렸다.
내방신 행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지역-국가의 밀접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
다.

Nippon.com, 2018.
3)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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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정 - 아이들은 부모에게 내방신의 방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배운다. 연
장자의 지도 아래 가족 구성원들은 음식을 마련한다. 집에 찾아온 내방신을 맞
이함으로써 가족의 모든 구성원,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은 이 의식의 중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Ÿ

지역 커뮤니티 - 보존협회가 내방신 행사를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지역별 보존협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내방신 행사를
연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상 및 도구를 만들 재료를 준비하고, 가면이나 복장,
도구 등을 만드는 작업에 어울리며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이런 협업 과정에서
연장자는 젊은이에게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다. 아울러, 많은 공동체의 보
존협회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방신 행사에 대한 강습을 개최한
다.

Ÿ

지자체 및 중앙정부 -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승을 돕는 조언을 한다. 또 내방
신 행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는 웹사이트나 팸플릿을 제작하는 등 공
동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협회는 여러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
와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4)
민속행사에는 아이들의 지역교육이나 젊은이의 자각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아이들 무리나 젊은이 무리가 내방신 행사을 돕고 결국엔 젊은이 무리에 가입하기
위해 통과의례로서 새 가입자가 내방신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래집단이
지역의 ‘횡적 네트워크’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아쿠세키지마의 보제(가고시마현) 시기에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특별 배
편으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등 관광화되었다. 이렇게 된 계기는 2009년 개기일식 견
학투어를 받아들이면서부터라고 한다. 섬의 문화유산이 천천히 섬밖으로 알려져 관
광자원화되었고, 이들이 결국 아쿠세키지마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어 머그컵이나
키홀더로 제작되었다.
사쓰마이오지마의 멘동(가고시마현)은 이미 1930년대에 제 날짜가 아닌 때에 연행
되었던 영상이 남아 있다. 일찍이 예능화되어 있어서 꼭 정해진 의례일이 아니더라
도 조건만 갖춰지면 연행될 수 있었다5)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관광화에 쉽게 도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에서도 밝혀졌듯이 민속행사를 통해 지역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역할이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이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행사가 부활한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오가섬의 나마하게 행사에는 이
번 등록을 계기로 7개 곳에서 행사가 부활해 현재 90곳을 넘긴 지역에서 전승되고
부활시킨 주민들로부터 지역의 사람들과 만나서 좋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6)

4)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5) 小島 摩文, 「南西諸島の来訪神」, 『文化遺産の世界』34, 文化遺産の世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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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국내 주요 민속행사
들도 거의 취소되거나 연기된 바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거나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 이
런 와중에 비슷한 때에 연행되는 내방신 행사가 서로다른 길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
어 소개한다.
우선 음력 9월 초순이나 12월 첫 축일에 연행되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의 판투
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지되었다. 행사를 주최하는 시마지리(島尻) 자치회
는 9월 5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중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7)
반면 가고시마현 미시마촌에서 열리는 멘동은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며 행사를 진
행했다. 9월 19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시마촌 이오지마 섬에서는 17,18일 즉
음력 8월 1,2일 본래 행사일에 내방신행사 멘동을 선보였다고 한다.8) 멘동이 나타난
것은 ‘이오지마 八朔 太鼓 행사’인데, 귀면을 쓴 멘동 넷이 나타나 슷페(신목으로
만든 막대기)로 주민들을 두드리며 돌아다녔다. 18일 밤에는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돌며 악귀를 바다로 쫓아내는 ‘내쫓기(たたき出し)’를 했다. 사실 이오지
마 섬은 미시마 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불요불
급한 행사가 아니라면 자제하도록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태풍
10호 하이선이 근접하여 처음으로 주민들이 섬 밖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멘동 행사는 진행되었다. 보존회장 도쿠다(德田)씨가 말했다.
“개최가 불안했지만, 재난이 많은 해인만큼 하고 싶었습니다. 멘동이 코로나도 멀
리 쫓아내 주겠지요”

6) 한편 나마하게가 집에 들어오면 더러워진다, 접대하는 요리 준비가 힘들다 등의 이유로 초대
하는 집이 줄어드는 등 현대적 문제도 있다.(福原 敏男, 위의 글)
7) 『Okinawa Times』 2020.09.20.
8) 『Digital Asahi』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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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ritual contents and regional identity of local cities in Japan
Shin, Keun-Young(Korea univ)
In 2018, UNESCO recommended that Japan's “Raiho-shin(visiting gods), rituals
of deities in masks and costumes” be registered as hum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Namahage in Akita Prefecture to Toshidon in Miyakojima and
Pantu in and Kagoshima, the most representative events of visiting gods are
organized throughout Japan. In the Raiho-shin event, a strange-looking god goes
around each house, blesses people, and warns lazy people. Such rituals solidify
the unity of the region and pass on generations and it strongly embraces the
identity of the region. Furthermore, after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Recommendation, it may be functioning as tourism content
that represents the region. Although they were taken to different places at
different times in each region, the number of tourists is increasing every year in
order to view and participate in Raiho-shin rituals, which has a great impact on
the tourism industry in that region. There was not much participation of
outsiders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 19 this year, but rather, in these disaster
situations, discussions focused on the use of these rituals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cohesiveness of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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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유교 문화의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의 가치
-문화적 컨버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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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유교 문화의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의 가치
-문화적 컨버전스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명현(중앙대), 윤은정(중앙대)
안동은 유교 문화의 전통이 풍부하게 전승되는 문화도시이다. 서원, 종택 등의 문
화재와 이황, 류성룡 등 대표적 유학자, 효, 항일운동 등 정신 문화유산 등 다양한
유교 문화유산이 계승 보존되고 있다. 그동안 안동의 유교 문화유산은 민족문화 정
체성을 확립하는 전통문화로서 중요성을 평가받았고, 관광 정책과 산업에서도 그
가치에 주목하였다. 2013년에 개장한 유교랜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 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안동의 노력은 의미 있는 시도임은 분
명하지만, 유교문화의 현대적 계승, 교육과 체험의 시너지, 뉴트렌드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성과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문
화적 컨버전스(Culture Convergence) 관점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개선하고 적용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
식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현재 ICT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인구구성비가
변화하였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도 유교적 가치는 계승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체험자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가 ‘유교’에서 느끼는
권위주의와 엄숙주의 등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이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유교의 현대적 가치 조명 : 유교의 윤리규범 중 충(忠), 열(烈) 등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충(忠)은 애국 및 민족 정체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열(烈)은 성평
등의 관점에서 내용을 조정하거나 재해석해야 한다. 이황과 며느리 이야기 등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는 것을 고려하여 유교 윤리와 가족애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가족과 일상의 삶에 주목한 프로그램 개발 : 유교 윤리규범에서 가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가족 단위 관광과 체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에서 여행과 체험은 가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고려하여 종가의
봉제사 접빈객, 사대부 여성들의 가사문학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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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발적 참여를 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 유교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전시형 콘텐츠로는 부족하다. 관람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결합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이가 과연 관람객의
취향에 부합하는 것인가’이다. 가사문학의 운율을 랩의 라임에 적용하여 랩 가사를
창작하는 프로그램, 이황 선생의 체조를 안무화 한 댄스 경연, 제사상 순서에 맞게
빨리 차리기 등 학생 관람객과 가족 단위 체험 참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④ ICT를 융합한 체험형 실감 콘텐츠 : 현재 유교랜드의 놀팍에서 VR, AR 등 가
상현실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용 구성이 유교문화와 관계가 없고, 게임
위주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축문,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한 제사상 차리
기 게임 등 유교문화의 요소를 반연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웹툰 <별신
각시>의 요괴 캐릭터 등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안동의 요소를 디지털과 결합하여
친근하게 유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
대면 상황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체험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제안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새로운 트렌
드를 융합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과 놀이를 결합하여 유교문화를 자발적으로 체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교 문화가 관광콘텐츠로서 지닌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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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Andong Confucian Culture as Experience-type Culture and
Tourism Content
-Focusing on cultural convergence.
Lee, Myeoung Hyun(ChungAng univ)・Yun, Eunjeong(ChungAng univ)
Andong is a cultural city rich in Confucian culture traditions such as Seowon
and Jongtaek. In the meantime, the Confucian cultural heritage of Andong has
been valued as a traditional culture for establishing national cultural identity,
and it has also noted its value in tourism policy and industry. The Confucian
Land, which opened in 2013, is a case in point.
Andong's efforts to turn the local cultural heritage into tourism resources are
clearly a meaningful attempt, but there is something to be supplemented in
terms of the modern succession of Confucian culture, the synergy of education
and experience, and the reflection of New Trend.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ropose ways to improve and apply hands-on content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onvergence, while acknowledging the significance of existing
achievements.
In Korean society, the industrial structure was reorganized around ICT, and
the population composition ratio changed. Moreover, the non-face-to-face culture
is rapidly expanding due to corona 19. Even in this flow of change, Confucian
values must be inherited. But there is a limit to one-sided ways of teaching and
teaching. We need to think about the factors that allow experienced people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In respons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① Modern value lighting of Confucianism: Among the ethical norms of
Confucianism, loyalty shall attach meaning to patriotism and national identity,
and heat shall be adjusted or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We need to refer to the story of Lee Hwang and his daughter-in-law.
Above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nect Confucian ethics with family lov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in modern society.
② Developing a program that pays attention to family and daily life: Another
reason for emphasizing family in Confucian ethical standards is that family-level
tourism and experience are increasing now. Travel and experience are an
important part of family life in Korean society. Considering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utilize the Gasa and ‘Perform an ancestral rite and
entertain g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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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perience-oriented program for voluntary participation: 'education and play'
must be combined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by visitors. What's
important here is, "Does the play really suit the taste of the audience?"
Experience programs that satisfy the needs of student visitors and family-level
experience participants are needed, such as a program that applies the rhyme of
Gasa to the rhyme of rap, a dance competition choreographed Lee Hwang's
gymnastics, and a quick preparation for the ancestral rites.
④ Experience-type realistic content that combines ICT: Currently, virtual reality
experiences such as VR and AR are being held in Nolpak, Confucian Land.
However,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s is not related to Confucian culture,
and it is game-oriented.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apply
programs that reflect the elements of Confucian culture, such as digital written
prayer and games for holding memorial ceremonies linked to smartphone
applications. The elements of Andong, familiar to the younger generation, such
as the bizarre character of the webtoon "Byeolsingaksi" should be combined
with digital to encourage them to experience Confucian culture in a friendly
manner.
These proposals were intended to converge new trends to recognize and
inherit the value of traditional culture. It aims to rediscover the value of
Confucian culture as tourism contents by developing a program that combines
education and play to experience Confucian culture 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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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콘텐츠로서의 가치
-민속의 재맥락화를 중심으로-

유형동(전남대), 박인서(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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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콘텐츠로서의 가치
-민속의 재맥락화를 중심으로-

유형동(전남대)・박인서(중앙대)
1. 들어가며

일찍 관광을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했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방 축제, 향토문화
제, 민속축제와 같은 지방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국제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성화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홍보하
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발을 맞추어 가고
있다.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되는 등 안동이 지니
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산 가운데서도 등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무형문
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그 위상을 외적으로 확장한다.
그것이 바로 1997년부터 시작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다. 2020년에는 covid-19
로 인해서 개최가 취소되었지만 명실상부 안동을 대표하는 중요한 축제임에 틀림없
다.
민속, 혹은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축제는 전통 자산인 하회별신굿 탈놀이
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지닌 무형유산으로의 가치를 살펴보고, 그것이 콘텐츠로 확장될
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무형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

잘 알려진 것처럼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별신굿의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굿놀이 가
운데 하나로 마을굿놀이 계통의 가면극이다. 마을굿놀이 계통 가면극은 마을굿에서
유래해 발전한 토착적·자생적 가면극들을 말한다. 마을굿놀이 계통 가면극의 유래는
멀리 상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탈놀이의 연행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별신굿은 문헌의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같은 국중대회(國中大會)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국중대회가 농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굿을 하면서 노래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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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춘 행사이자, 국가 단합을 위한 정치적인 기능도 수행했던 모임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그것은 명확해진다. 그래서 마을굿(동제)은 바로 나라굿인 국중대회와 동
일한 목적과 기능을 지닌 나라굿의 유풍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널리 존재한다. 즉
나라굿인 국중대회가 풍요를 기원하고 나라 사람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이듯이
마을굿은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라고 보는 것이
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제전에 비유하거나 원시종합예술의 관점에서 별신굿과 탈
놀이를 바라보는 시각1)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여, 고구려가 하늘에 제사했다면 하회마을에서는 마을의 주신인 서낭신(성황신)에
제사를 지냈다. 서낭신은 무진생(戊辰生) 서낭님으로 불리는 17살의 의성 김씨 처녀
라고도 하고, 15세에 과부가 된 여성으로 동네 삼신의 며느리라고도 한다. 하회마을
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과 4월 초파일 서낭신에게 ‘당제’를 지냈다. 이와는
별개로 3년,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이라는 정례적성을 띠는 동시에, 마을에 우환
이 있거나 돌림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마을의 사제자격인 산주의 신탁(신내림)에
의해서 거행되었던 제의가 별신굿이다. 그리고 바로 이 별신굿에서 탈놀이가 연행
되었다.
하회별신굿은 일제강점기에 전승이 단절되었다. 흔히 1928년을 마지막으로 연행되
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1935년경에 일제 당국의 행사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연행이
이루어지고, 1941년경에 송석하의 조사를 위해 소규모로 연행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고 한다.2)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이미 전통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난
인위적인 탈놀이가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안동에서 하회탈놀이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문화 민족주의’
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하회탈놀이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사람은
일제강점기 송석하로 추정된다. 송석하는 1940년대 하회마을에 들러 하회탈과 그
춤사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송석하는 자신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러
한 영향으로 하회탈은 안동의 문화로 알려지게 된다.3)
3.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콘텐츠로의 전환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가 문화콘텐츠로서 재탄생하게 된 것은 1958년 개최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정부 수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
로 시작된 이 대회는 한국전쟁 이후 재건의 열풍과 더해지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속’이 생활 속에서 살아 생동하는 문화를 고취시키는 것
이라기 보다는, 전시적이고 선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는
1) 장한기, ‘우리나라 최고의 가면극’, 『조선일보』, 1958년 8월 23일. 4명.
2) 류한상, ｢하회 별신가면무극 대사｣, 『국어국문학』20, 국어국문학회, 1959, 195쪽.
3) 조정현, 「안동 하회별신굿의 지역성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국제화 추구의 양면성」, 『한
국민속학』50, 한국민속학회, 2009,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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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조정현의 지적대로 소위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다.
제1회 대회 때 하회가면극은 1964년에 국보 제 121호로 지정된 하회가면 보물
을 쓰고, 유일한 연희자로 생존한 박지홍옹이 출연하였으나 전래한 그대로가
아니고 재구성한 것이 흠이었다.
4)

이두현도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의 하회 탈놀이는 전래한 그대로가 아니고 재구성한
것이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대한 공고가 난 이후 경상북도 문화관련 인사들은
상당한 고민을 한 끝에 소위 민속이라 불리는 장르를 묶어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하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다시 복원하여
공연하는 것과 안동의 놋다리밟기, 그리고 석운 윤병하 선생의 ‘에밀레종’이라는 창
작 무용이었다.5) 재현된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그 해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다.
이러한 성과는 새로운 의의를 발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민속이 새로
운 방식으로 재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마을공동체가 지닌 신앙적 측면과
공동체성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현과 복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통사회에서의 하회별신굿 탈놀이와 복원된 탈놀이 사이의 하등
의 다름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이미 탈놀이의 연행 맥락인 별신굿과 분리되었
다는 사실 자체에서 다른 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탈놀이가 공연예술로 성격을 바꾸는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
은 균형을 회복해 나가고 있지만, 민속예술경연대회 이후의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탈과 춤, 그리고 극에 치중한 조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1964년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되고, 1973년 하회가면극연구회가 출범하는 것도 이러
한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지역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
심을 확보해주고, 지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온
다. 이러한 흐름은 1964년 하회탈이 국보로 자정되고 1980년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되면서 가속화된다.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이지만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하회마을 사람들의 민속이나 신
앙, 제의라는 맥락과 분리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4.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연계

4) 이두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평가와 분석-가면극」,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영연
대회 33년사』, 문화부, 1992, 446-447쪽.
5) 조정현, 앞의 논문, 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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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이라는 지역을 상징해 줄 수 있는 ‘탈춤’이라는
주제 의식 속에서 특화시키는 전략을 택해서 창출된 축제이다.6) 국내외 24개 단체
(한국 21 단체, 외
국 3 단체)의 탈춤공연을 중심연행으로 했으며, 서울윈드앙상블, 김덕수패사물놀이,
안숙선명창 판소리 한마당, 도립국악단․남원시립국악단 등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또한 선유줄불놀이, 세계탈전시회 등과 같은 부대행사 7종, 그리고 차전놀이, 놋다
리밟기, 저전논매기 등을 주요 연행으로 하는 ‘안동민속축제’가 함께 진행되었다. 안
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 내외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데에 성공했다. 1회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직후 지역의 정치행정, 학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중심으로, 안동국
제탈춤페스티벌이 지역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
다.7)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은 지역성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안동국제탈춤페
스티벌의 시작과 함께 하회별신굿 탈놀이 내부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설
공연 시도였다. 매주 주말을 이용한 공연에는 늘 1,000여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고
하회별신굿의 맥락을 떠난 공연을 위한 공연이었지만 하회마을에서 관람하게 됨으
로써 자연스레 하회마을 관광과 연동되는 시스템이었다. 1년에 65회 가량 공연하게
되면서 배우들의 실력은 몰라보게 향상되었고 관객은 매회 공연 때마다 2,000여명
을 상회하게 되었다.8)
상설공연이 이뤄지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인식되는 맥락에서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성격적인 변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제의적 성격이나 소박함, 투박함 등을 상실
하고 관객의 기대지평에 호응하기 위해 대부분 과장된 표현이나 코미디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상황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본다.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는 하회마을이라는 지역의 맥락을 벗어나면서 공연예술물로
서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탈놀이의 전체적인 판구조를 유지하면
서 미세한 각 부면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보여준다. 또 각 과장들이 독립적으로 존
재하거나, 느슨하게 존재하는 연결구조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인위적으로 대사
를 만들거나 연출을 가미하는 것, 관객들에게 인물의 전형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대사를 점점 늘여 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9)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지닌 콘텐츠로서의 가치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이
다.
6) 이진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실천민속학연구』55, 실천민속학
회, 2013, 75쪽.
7) 위의 논문, 76-77쪽 참고.
8) 조정현, 「민속연행예술의 신명체험관광-상설공연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편,
『민속과 관광』, 민속원, 2000, 101-103쪽 참고.
9) 조정현 앞의 논문, 4181-41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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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제의로 연행되던 맥락을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로서 위상을 확보하
고, 나아가서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지역 문화 콘텐츠와 지역
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콘텐츠로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은 축제의 기획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축제 평가에서 매년 제기되는 축제의 장르와 정체성 관련된 문제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돌파할 필요도 있다. 하회 탈춤이 제의에서
분리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듯이 새로운 강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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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as Content of Andong Hahoe Byulsingut Talnori
point of view of re-declaration of folklore Yoo, Hyoung-Dong(CHONNAM NATIONAL UNIV)・Park, In-Seo(ChungAng
univ)
Andong Hahoe Byulsingut Talnori is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representing
Andong. It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folklorists since Japanese colonial era,
and has received attention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academia as it coincides
with the reconsideration of national values and cultural nationalism. Since then,
Andong Hahoe Byulsingut Talnori, which is considered to retain the stereotype
of rural mask play, won the first prize at the first folk art contest in 1958,
Hahoe mask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in 1964, and the Hahoe Mask
Theater Research Association was formed in 1973 to solidify its position.
Hahoe Byeolsingut was established as a significant cultural monument to local
residents, and this ritual was developed one step further with the designation of
Hahoe mask as a national treasure. Finally, Hahoebyeolsingut mask play was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69) in 1980.
Based on this foundation, Hahoe Byulsingut Talnori (Hahoe Byeolsingut) was
able to stand as an independent collection beyond the context of the ritual of
the people of Hahoe Village. The re-declaration of Hahoe Byeolsingut Talnori
and Victory on the one hand shows the pattern of modern folklore on the other,
and raises the question of what to consider in the process of cultural contenting
folklore on the other.
The pursuit of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is seen as a way of breaking the original grammar or locality of the
mask play itself and seeking universal fun, laughter, spectacle, and parades. In
particular, the staged folk dance of foreign performers is largely used as a
formal requirement,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kernel of the pursuit of
internationalization.
One of the major changes that took place inside Hahoe Byeolsingut Talnori with
the start of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as a representative
tourism and cultural content of Andong was the attempt for a permanent
performance. More than 1,000 people participated in every weekend's
performances, and it was a performance that left the context of Hahoe
Byeolsingut, but it was a system that was naturally linked to Hahoe Village
tourism as it was watched in Hahoe Village. In the midst of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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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naturally improved skills and improvisation are examples that go
beyond the stuffed mask dance, and it is noteworthy that not only are they
valued, but they are also actively attracting foreigners to the plate, showing
their strategy of attracting foreigners to recognize their lack of their lack of
legitimacy.
However, serious research and experiments on locality should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and the pursuit of internationalization also requires wisdom to
ensure its internal stability. Only when each of these matured foundations is laid
out can the value of Andong Hahoe Byeolsingut Talnori be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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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 문화의 발굴과 확산
-원이 엄마의 편지를 중심으로-

강명주(남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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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Discovery and diffusion of local culture
using storytelling – focusing on won’s mother’s letter
Kang, Myung-ju(NAMSEOUL UNIV)
In the process of moving a grave without an owner to a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in Jeongsang-dong, Andong-si in 1998, a letter was discovered
along with a mummy and countless burials. The owner of the tomb is Lee
Eung-tae of the Lee family of Goseong, and the letter was left by Lee
Eung-tae's wife. Along with the stylistic studies on this, various studies were
conducted to discuss the value of the bureaucracy. In the area of cultural
contents, we do not pay attention to Lee Eung-tae, the owner of the tomb.
Rather, it pays attention to Won’s mother who left the letter that is the raw
material for the 'narrative'. As the contents based on Won’s mother were
produced sporadically, the symbolism of Won’s mother increased. In particular,
“Gwiraejeong” using storytelling, a won’s mother’s park built across the street,
and “Wolyeonggyo” are successful examples of spreading local culture. On the
other hand, only one thesis by Jeon je ho has studied the overall use of won’s
mother's content. He summarized the overall aspect of mother's content and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t nationwide by producing high-quality
video content. However, there is no suggestion for a specific plan.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and directions for the discovery
and diffusion of lo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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