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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지역에서 문화소비가 아닌 문화생산적인 마인드로 지역단위로 문화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지역민들에게 자부

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문화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2009년부터 사모, 락, 부용지애, 왕의 나라 등 실경 콘텐

츠가 실제 제작 및 운영이 되면서 도시 브랜드화와 관광수입을 통한 지역문화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실경공연이 

주는 파급효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차후 발전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
하고 향유하므로써 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경제
활동에서 문화적인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문화가 곧 산

업”이라는 공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뿐만 아니라 정체성(identity), 예술성(artistry), 생활양

식(life style)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9년부터 안동시는 전통문화(Traditional Culture)를 
활용하여 역사, 인물,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 가

능성 확보를 위한 실경뮤지컬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그리고 그림1.안동시는 문화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
해서는 다른 지차제들 보다 한 발 앞서 문화소비도시에서 

문화생산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 하고 있다.

문화소비

→

문화생산

→

지역의 경쟁력
지역생산 공연 콘텐츠 빈약

(서울, 수도권 콘텐츠 의존)

지역 문화자원 활용

(역사, 인물, 스토리)

공연 콘텐츠 자생력 확보

(안동시 실경뮤지컬)

▶▶ 그림 1. 안동시 실경뮤지컬 제작방향

2. 연구방법 및 구성

  지역의 실경뮤지컬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 먼저 실경뮤지컬의 선행연구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정책 흐름을 살펴보고 안동시 문화산업 현

황분석을 살펴본다. 지역 콘텐츠 검토 및 사례분석을 실시
하므로써 전반적인 지역 문화산업의 기반과 구조를 이해
하고자 하였고, 또한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외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실경뮤지컬 발전가능성을 알
아보고자 한다(그림 2).

실경뮤지컬

선행연구 및

공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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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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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사례분석

1. 국외(중국)

2. 국내(안동)

실경뮤지컬

발전가능성

연구

▶▶ 그림 2. 안동시 실경뮤지컬 연구방법 모식도

Ⅱ. 안동시 문화산업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정부의 문화산업정책 흐름

   구분
연도

문화정책 내  용

1990
년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수준향상

• 지방자치단체 이후부터 문화정체성 강화
•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문화정책의 핵심

2000
년대

문화를 통한
지역 특성화

• 지방정부 시정목표 내용에 문화가 포함
• 문화정책 범위를 확장시켜 문화시책을 발굴
• 지역문화 특성화 정책으로 지역 문화산업 및
   관광 연계 발전전략 추진

표 1. 지방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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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들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 특성화가 중요해지
고 지방자치제가 자리잡아가면서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문

화정책의 범위를 확장시켜 다양한 문화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표 1.은 문화예술을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행정 전담조직 구성 및 문화 행정 인력
을 보강하고 조례 제정,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므로써 지역 개발에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지

역을 특성화하고 이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1]

2. 문화콘텐츠 제작현황

2.1 국외현황

  1980년대 중반 들어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면

서 중국의 경우에도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문화에서 탈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장이머우의 표 1.
[임프레션 시리즈] 역시 이러한 시대조류에 맞춰 나타난 

문화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

작 품 명 장 소 비 고

인상려강(印像麗江)
• 중국 차마고도 운남성 리장 

  위롱쉐샨(玉龍雪山)
감독 : 장이모우

(문화관광상품화 전략)

인상유삼저(印像劉三姐) • 중국 계림 양삭(yangshuo)

인상서호(印像西湖) • 중국 항주의 서호

인상해남도(印象海南島) • 중국 하이난

인상대홍포(印像大紅袍) • 중국 무이산

표 2. [임프레션 시리즈]현황

2.2 국내현황

  안동시는 역사와 인물 스토리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
미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표 3).

구분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제작기관 비 고

1 思慕(구.450년사랑)
2009 - 

현재

안동민속촌

동산서원
안동국악단

2012년 장소변경

(군자마을)

2 락-나라를 아느냐
2010 - 

현재

안동민속촌

동산서원
안동국악단

2012년 장소변경

(임청각)

3
부용지애

(芙蓉之愛)

2010 - 

현재

하회마을 

부용대(수상)

세계유교문화재단

(안동MBC)

4 웅부안동전
2010 - 

현재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안동웅부공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2012년 장소변경

(안동강변탈춤공연장)

5 왕의 나라 2011 - 현재 안동민속촌 성곽 안동영상미디어센터

6 이육사 뮤지컬 2012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
MBC 서울본사

7 아! 징비록 2012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로얄오페라단

표 3. 안동시 뮤지컬 제작현황(2012년 기준)

3. 시사점 및 한계점

  안동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공연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장
기적 계획이 필요하나, 현재 장기 종합계획이 부재하므로 
실경공연에 대한 장기계획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

연문화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전략 부재와 수익성 창출이 
현재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그림 3).

• 산학기관 연계성 부족과 전문성 결여(현실성에 맞지 않는 정책지원)

• 문화적 지원 적극성 결여(문화산업적 아이디어 부족)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지원기준의 불합리(융통성 결여, 토착비리)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관리능력 부재 및 장기적인 안목 결여

•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부족 → 인식의 변화 절실

• 관공서와 시행관리기관과의 Convergence와 Communication 결여

  (상하관계의 문제점 심각 →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평등 관계 유지가 쟁점)

▶▶ 그림 3. 지역 콘텐츠의 한계점 

Ⅲ.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민들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문화적 마인
드와 문화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문화소비를 촉
진시켜 도시 재생사업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으며 이는 곧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Ⅳ. 추진방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킬러콘텐츠개발을 통한 문화
산업도시 안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공연산업

콘텐츠에 대한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그림 4).

지역문화콘텐츠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역 대표공연 콘텐츠선정>

비 전

중장기적 
계획수립
전략적 

예산지원(3년간)

공연문화
콘텐츠평
가시스템 

도입

공연평가
심사위원
회 구성

객관적 
평가

(대표콘텐
츠 선정)

추진방향

• 안동시 공연문화콘텐츠 자생력 확보(유료화)

• 공연예술분야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선택과 집중)

• 지역 대표콘텐츠 선정에 따른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안동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상품화 전략방안 수립

▶▶ 그림 4. 공연산업콘텐츠 향후추진방향

Ⅴ. 결론

  실경뮤지컬이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는 콘텐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연구와 OSMU(One 

Source Multi-Use) 전략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마케팅 
및 경영학적 연구, 지역문화콘텐츠 자생력 방안 등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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