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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포는 한반도 서남부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대중가요인 《목포의 눈물》은 전 국민의 가슴속에 심어진 노래이다. 

이 가사에 목포지역인 유달산과 삼학도가 있기에, 사람들은 이 지역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친숙한 곳이다. 특히 삼학

도는 목포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대표적인 브랜드이며,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장소이다. 목포시는 삼학도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인 것이다. 하지만 지역문화의 

소프트파워를 위한 공연콘텐츠 개발은 미약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지역의 관광매력도를 위하여 목포의 대표브

랜드인 삼학도에 대하여 공연콘텐츠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진행은 목포에서 삼학도의 장소성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기획 

연구한 것이다. 먼저 지역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콘텐츠 기획 이론 배경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목포 삼학도에

서 공연콘텐츠 기획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목포의 대표 브랜드, 유달산과 학, 삼학도의 공연콘텐츠, 학춤과 굿놀이, 《목포의 눈물》에서 삼학도 콘텐츠

Abstract  Mokpo is a port city in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opular song "Tears of 

Mokpo" is a song planted in the hearts of the entire nation. In this content, there are Yudalsan 

Mountain and Samhakdo Island in Mokpo, and people vaguely know this area, but it is a familiar place. 

In particular, Samhakdo Island is a representative brand that symbolizes Mokpo and is a place with 

regional identity. Mokpo City is creating many facilities infrastructure to develop Samhakdo Island. It 

is a stepping stone for converting the local economy into a tourism industry. However,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contents for the soft power of local culture is weak. In this respect, this study 

presented performance contents for Samhakdo Island, Mokpo's representative brand, for local tourism 

attractiveness. The research progress is a study on planning and researching performance contents 

using the location of Samhakdo Island in Mokpo. First, the background of the theory of performance 

content planning based on local placeability was examined. Next, Samhakdo Island in Mokpo proposed 

planning for performance contents.

Key Words : Mokpo's representative brand, Yudalsan Mountain and Hak, Samhakdo's performance 

contents, Hakchum and Goodnori, and Samhakdo's contents in Mokpo's T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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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라남도 목포(木浦)는 한반도 서남부의 시로 군산과 

여주와 함께 호남의 3대 항구 도시이다. 한때 조선의 4대 

항구였지만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여 화물 운송량이 줄었

고, 이로 인하여 목포시의 경제가 저하되었다. 인구 밀도

는 약 20만(241,213명)정도이다[1]. 목포의 지명은 명칭

으로 목은 나무이고 구는 포구이다. 방언이나 관습적인 

지명을 한자 음차에 의해, 목화가 많이 나는 항구, 목련

이 많이 자라는 항구라는 설도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Fig. 1. Location of Mokpo

한때 목포는 무안군 일부로 행정 중심지가 현 무안읍

내 지역이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남 남서단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며 동쪽과 남쪽은 영산호에 접하여 

영암군과 마주하며, 서쪽에는 신안군, 북쪽은 무안군과 

접해있다. 그리고 동쪽에는 입암산, 서쪽에는 유달산, 북

쪽에는 양을산, 대박산, 지적봉이 있다. 그리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는 연변, 북항, 대반동, 백련동, 갓바위 해

안 등의 간석지가 있는데, 육상의 계속적인 퇴적과 바닷

물 유입이 줄면서 간척이 용이하여 농경지, 주택지, 공장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2].

이러한 목포에는 지역의 활성화에 공업적 환경이거나 

항구에 의한 산업경제로 주민들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상

황이 아니다. 그래서 미항도시라는 이미지로 관광산업에 

의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그러기 위해서 목포가 가진 단점인 소도시의 불편함

에만 편중하지 말고, 생각을 전환하여 관광도시로 이끌

어야하는 과제에 있다. 외지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아담

한 도시의 이미지, 아름다운 항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 그리고 지역민들의 문화콘텐츠 등에 의해 이곳

을 지속적으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목포가 가진 지역적인 문화자산을 발굴하

고, 이를 개발하여 문화상품 군(群)으로 하나로 관광 랜

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편의 시

설을 형성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하드웨어(hardware)적

인 핵심 인프라(Infra)를 형성하고, 다변적인 투자에 의

해 시설을 재생산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소프트파

워(soft power)를 형성할 수 있게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과 지역 브랜드(brand)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관광객들

에게 지역적 매력도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간의 교통 인프라를 형성

하는데, 육로와 해로에 있어서 상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은 민속

촌이나 디즈니랜드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듯이, 관광 생

산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고객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관광객들이 목포에 와서 소비할 수 있게 철저한 서비스

를 할 수 있게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

를 팔기 위해 철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여 전문적인 관

광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관광객은 그냥 방문하

는 일은 없다. 그러한 점에서 목포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않는 곳으로, 관광 매력도가 비교적 낮은 것이다. 매력도

는 핵심적 요소와 다양한 변수가 따른다. 이를 해결해야 

관광의 도시로 재탄생하며,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미항의 도시, 재미있는 도시, 영원히 기억에 남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생산의 후기로 또다시 오고픈 도

시, 한번은 살고 싶은 도시로 남을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의 관광 인프라에서 문화콘텐츠 제작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고찰하

고, 문화예술의 미적 가치에 의해 향토적인 콘텐츠로 접

근한 것이다. 연구 제한점은 많은 지역브랜드 중에서 목

포지역의 설화인 ‘유달산 장수와 삼학도 학(鶴)여인의 사

랑’에 관한 콘텐츠이다. 그 이유는 목포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유달산과 삼학도의 연계 설화이기 때문이다. 이 논

고를 통하여 목포지역에서 문화관광에 대한 투자를 설비

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 발굴과 문화예술

에 관련된 지역콘텐츠 개발에도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지역 장소성 기반 공연콘텐츠 기획 

이론 배경

13개의 도서가 있는 목포는 경치가 수렴하고 자연 방

파제 구실을 하고 있는 미항의 도시이다. 임진전쟁에서 

왜군을 속이기 위해 위장으로 군량미를 쌓았다는 노적

봉, 목포역에서 도보(徒步)거리인 삼학도(三鶴島), 유달산



목포 삼학도의 장소성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기획 연구 385

이 있다. 목포 시민들의 정서를 대표하는 삼학도는 옛 모

습을 고즈넉이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삼학도는 

1872년에 ‘무안목포진지도’에 수군기지 목포진과 삼학

도가 그려져 있다. 이 장은 목포의 지역적 정체성과 연계

된 삼학도의 전설을 목포의 대표 브랜드로 인식하고, 많

은 세월동안 삼학도가 지역의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브

랜드적인 가치가 있음을 고찰한 것이다.

2.1 지역 공연 장소성 분석 및 반영 모델

목포시청은 시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시(市)상징, 시 이

미지, 시 마스코트, 그리고 시화, 시목, 시조로, Table 1

에서 보는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Table 

1.1은 목포시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항구도시에 정착한 

배를 형상화한 것이다[3]. 내용은 변화, 도약, 발전, 깃

발, 유달산, 배 등을 표현하여 목포시의 비전이다. 세 개

의 깃발은 출렁이는 파도의 모습을 깃발의 역동성으로 

표현한 이미지다. Table 1.2에서 삼색은 삼재인 천지인

사상을 통하여 시의 발전을 함축하였고, 목포를 세계적

인 관문도시로 의미하였다[4]. 그리고 목포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유달산을 상징화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애

향심과 자긍심으로 고취하게 하였다. 하단에는 세계를 

누비는 배의 형태로 개항한지 백년의 역사, 다도해 관광

전진기지, 남도 행정의 요람, 동북아 물류 터미널, 서남

해안의 중심 도시의 화합을 염원하였고, 전진하는 배의 

모습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조형적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다음 Table 1.3은 목포시의 마스코트로 청정도시를 

상징하는 ‘목포의 파도’와 ‘청정한 물’을 이미지화한 것

이다[5]. 목포시의 새로운 심벌과 결합한 밀리니엄 베이

비 마스코트이다. ‘포포와 포미’는 목포시의 지명과 항구

를 지칭하는 것으로, 포는 항구라는 영어 음인 포(port)

와 한자어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美)를 응용하였다. 

소리를 대중성으로 접근하여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부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정한 시화(市花)와 시목(市木), 

그리고 시조(市鳥)이다. Table 1.4에서 시화는 백목련이

다[6]. 목련과의 교목으로 상징적인 이미지는 품격이 고

매하고 우아하다. 목포의 목(木)자와 같은 글자로 상통한

다. 그 자태가 지역민들이 가지는 문화예술과 순박한 목

포 주민을 상징한다. Table 1.5에서 시목은 비파(枇杷) 

나무이다[7]. 장미과의 상록수로 목포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추운 겨울에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고난에서 인내

하는 목포사람의 기질을 상징한다. 열매는 부귀와 불변

이며, 잎줄기는 우아한 품위를 나타낸다. Table 1.6에서 

목포의 시조는 학(鶴)이다[8]. 삼학도 전설에서 등장하는 

유달산 장수(長壽)와 삼학의 여인, 그리고 학이 가지는 이

미지에 의해 목포 예술인들의 기질을 나타내었다.

위와 같이 목포시의 브랜드는 목포의 정체성을 기저로 

접근한 것이다. 목포의 환경적 정체성은 해양과 내륙이 

만나는 관문으로, 서남해안의 다양한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는 항구도시이다. 그리고 예술계에서 목포가 가진 인

적 이미지는 가수 이난영, 동양화가 남농 허건, 극작가 

차범석과 김우진, 여성소설가 박화성, 무용가 최청자 등

이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예술 문화에 있어서 목포의 숨

결을 이어간 예술인들이다. 예향도시의 낭만적인 항구가 

있는 목포의 지리적 특성을 문화 예술적인 감성으로 이

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목포를 상징하는 디자인 컨셉(Concept)은 간

결한 이미지를 통하여 호남의 대표도시로 도약하는 젊고 

당당함을 나타내었다. 목(木)의 초록색과 포(浦)의 바다청

색을 적용하였고, 중앙의 주황색은 목포 앞바다의 울긋

불긋한 물결의 반짝임을 표현하여 낭만적인 느낌을 강조

하였다. 슬로건은 강병인 서예가의 켈리그라피(calligraphy)

를 통해 문화적인 감성과 예술성을 담았다. 간결한 로고

와 조화로 율동과 생동감을 살린 자연스러운 필체를 적

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목포의 정체성은 항구, 항구도

시, 청정도시, 배, 바다, 물, 물결, 학, 삼학도, 유달산, 유

달산 장수, 젊음, 사랑, 당당함, 인내, 낭만, 목포의 눈물, 

예술과 예향의 도시, 백목련 꽃, 비파나무 등으로 핵심 

이미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상징성을 토대로 다음 항

에서는 시가 표방하고 있는 복합적인 이미지를 삼학도를 

Table 1.1 symbol of 
Mokpo

Table 1.2 an image of 
Mokpo City

Table 1.3 Mascot of 
Mokpo City

Table 1.4 White 
Magnolia, the Flower 

of Mokpo City

Table 1.5 Mokpo City's 

Tree, Loquat

Table 1.6 the symbol 
bird of Mokpo City, 

Crane

Table 1. the symbol of Mok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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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2.2 지역 공연콘텐츠 기획 과정

목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3개의 노래가 있다. 먼저 

《목포 시민의 노래》가 있고, 다음은 《목포의 찬가》가 있

다. 그리고 목포를 상징하는 대중가요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1930년대 가수 이난영이 불렀던 국민가요인 《목포

의 눈물》이다. 이 애창곡은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

는 지역의 브랜드 노래이다. 노래를 통하여 목포시민들

의 애향심과 자긍심이 한층 고취되었다. 이들 노래의 가

사들은 다음과 같다.

《목포 시민의 노래》: 1절) 빛나거라 남녘 바다 햇빛도 

밝아 유달에 기슭 치는 파도도 높이 가슴마다 여울지는 

사랑과 꿈을 가꾸며 꽃 피우리 자랑의 누리/ 2절) 용머

리 푸른 물결 전설의 삼학 노적봉 라는 정기 한 팔에 안

고 우렁차게 나래치는 이상도 높다 가꾸며 꽃 피우리 자

랑의 누리 (후렴) 아 옛 뿌리 그 큰 기상 다지는 한맘 우

리는 목포시민 미더운 형제. (…) 《목포의 찬가》: 1절) 

목화 꽃송이 송이 들녘에 피고 푸른 물결 다도해를 감돌

아드네 육지도 열리고 바다도 열려서 세계의 사연들이 

오고가는 곳 내 고향 목포는 문화의 고장 알차게 뻗어나

갈 미래를 향해/ 2절) 삼학도 사라져도 전설은 남네. 충

무공 가셨어도 노적봉 그대로네 민족혼 깊게 서린 유달

은 날로 푸르러 그 정신 이어가는 아들딸을 가꾸는 내고

향 목포는 역사의 고장 흥겹게 걷우어갈 결실을 향해 

(후렴) 나가자 더나가자 힘차게 더 힘차게. (…) 《목포의 

눈물》: 1절)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깊

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씨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설움/ 2절) 삼백년 원안풍은 노적봉

밑에, 님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

산강을 안으니,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3절)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타 옛 상처가 새로워

진다, 못 오는 님이면 이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이 노래 가사들의 공통점은 삼학도, 유달산, 노적봉 등

을 핵심어로 하고 있다. 이들은 목포를 상징하는 것으로, 

노적봉은 유달산에 있는 거석 봉우리로 임진왜란에 이순

신(李舜臣) 장군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적봉에 짚과 

섶을 둘러서 군량미를 쌓아 놓은 것처럼 위장하여 적의 

공격을 막았다는 설이 담긴 곳이다. 그리고 유달산은 예

로부터 영혼이 거쳐 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 하였

다.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봉우리를 녹이듯이 

달군다고 하여 유달산(鍮達山)이라 한다.

이 산은 노령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로, 다도해로 이

어지는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제일 큰 봉오리의 높이

는 230m이며, 표고는 50m이하 29.8%로 가장 많다. 

200m 이상은 0.4%이다. 토지는 화강암이며 경사가 급

하다. 일부 완만한 지형도 형성되어 있다[9]. 현재 유달

산은 시민공원으로 전국적인 명소이다.

Fig. 2. Samhakdo Island from Yudalsan Mountain

1982년부터 공원화가 추진되었는데, 유달공원, 난공

원, 달성공원, 조각공원 등이 있다. 서쪽은 비교적 경사

가 급하여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해안으로는 유달

산 해수욕장이 있다. 목포역에서 도보로 30분 거리로, 전

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다음은 삼학도인데,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10] 

유달산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 아담한 봉우리가 셋이 있

다. 이 지역은 해안(海岸)지역의 섬인데 다음과 같은 전설

을 갖고 있다.

옛날 옛적 유달산에 한 젊은 장수가 무술을 연마하고 있

었는데, 그 늠름한 기개에 반해 마을의 세 처녀가 수시

로 드나들어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젊은 무사는 세 처녀를 불러 "나 역시 그대들을 사랑하

나, 공부에 방해가 되니 공부가 끝날 때까지 이곳을 떠

나 다른 섬에서 기다려 주오"하고 청했다. 그 말대로 가

서 기다리던 세 처녀는 무사를 기다리다 그리움에 사무

쳐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으나 세 마리 학으로 환생해

서 유달산 주위를 돌며 구슬피 울게 된다. 그러나 안타

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는 무사는 세 마리의 학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 쏘았다. 화살들이 명중하여 학들은 모두 

유달산 앞바다에 떨어져 죽게 된다. 그 후 학이 떨어진 

자리에 세 개의 섬이 솟으니 사람들은 그 섬을 세 마리 

학의 섬이란 뜻의 '삼학도'라 불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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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설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내용의 전개는 거의 

같다. 유달산에 노적봉이 있고, 눈에 보이는 해안에는 삼

학도가 있다. 노적봉은 이순신 장군과 연관이 있고, 유달

산은 삼학도 전설에 있어서 무예를 수련하는 장수의 이

야기이다. 즉 노적봉과 유달산이 가지는 이미지는 무예

를 수련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남성의 이미지이다. 그러

한 반면에 삼학도는 바다와 항구를 나타내는 낭만과 사

랑을 나타내는 여성의 이미지이다.

삼학도를 중심으로 설화의 이미지는 연인을 그리워하

는 여인의 혼이 섬이 된 것이다. 유달산의 장수와 삼학도

의 여인이 서로 보이는 곳에서 소통되지 않아 한이 된 사

랑이야기이다. 현재 삼학도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

은 공원이 되었고, 가수 이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목포의 눈물》이 삼학이 된 여인의 애한을 풀어 주고 있다.

3. 목포 삼학도 공연콘텐츠 기획 제안

이 장에서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삼학도의 정체성을 

토대로 하는 공연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삼학도 공원의 공간 활용 상황에 대해 고찰하고, 대표 브

랜드에 의한 공연 콘텐츠에 관련된 소프트파워를 제시하

고자 한다.

3.1 목포 삼학도 장소성 분석

삼학도는 1872년에 처음으로 ‘무안목포진’ 지도에 표

시되었다. 군사요충지인 목포진은 세종 1439년에 설치

되어 1502년에 완성되었고, 삼학도에서 땔나무를 제공

받았다. 그리고 1895년에 불법으로 일본인 삽곡용랑이 

옛 목포 관리자인 ‘김득추’에 의해 매입하였으나, 개항 

1897년 2년 전에 환수하였다. 일제강점기 1910년에 삼

학도와 고하도는 일본인 땅이 되어 목포 토지가 침탈되

었다.

Fig. 3에서 1930년대부터 2019년까지 삼학도의 환경

이 변화된 모습이다. 해방 후 삼학도는 국가에 환수되었

고, 1956년에 제방 축조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 삼학

도 매립이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대삼학도와 용해동 

갓바위를 연결하는 방조제를 쌓았다. 1965년에는 대삼

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를 매립하였다. 이때부터 삼학

도는 섬의 형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다. 1989년 삼

학도 복원작업이 지속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 삼학

도 모습은 섬에서 벗어나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2001년

부터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목포 시민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공원 내를 목포의 상징적인 공간

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자 노력하

였다.

3개의 섬인 삼학도는 대삼학도(정상 71.4m), 중삼학

도(33.2m), 소삼학도(15.2m)로 낮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지는 표고 2~3m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19년에 삼학도는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림으로 주

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현재 삼학도 공원의 지

번은 목포시 산정동 1487번지 일원이다. 면적은 약 

574,850㎡이고, 전체 317필지이다. 용지는 근린공원인

데,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35.8%, 잡종지가 23.7%, 도로가

11.9%, 전이 2.7%, 제방이 0.5%로 구성되어 있다. 해면 

면적 15,778㎡가 포함되어 있다. 소유자 현황은 54.7%가 

시유지이며, 국유지 40.6%이다. 사유지는 1.93%이다.

Fig. 3.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Samhakdo 

Area(1930, 199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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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포 삼학도 공연 기획전략

삼학도공원에 관한 관광 정책에는 삼학도가 가지는 대

표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콘텐츠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삼학도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콘텐츠를 지원해주는 하드웨어이다. 

삼학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생각하

여 통합적인 조직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사회운영시스

템은 투입에 의해 피드백(Feedback)이 되어 결과가 도

출되는데, 투입에 오류가 있다면 원하는 기대에 대한 성

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 의해 통합적 접

근으로 많은 고심을 해야 한다. 다음은 시스템운영에 있

어서 투입에 의한 과정을 피드백(Feedback)하여 기대치

에 대한 오류 범위를 좁혀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의

해 관광성과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목포에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삼학도공원은 시민

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과 아늑함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옛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장소를 위하여 콘텐츠

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감동에 의해 외지의 사람

들이 소문을 듣고, 관광객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어떤 특

별한 현상에 대한 향수에 의해 감동을 받고, 그들만의 추

억을 간직하는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삼

학도는 목포의 정체성을 간직한 명소라는 이미지와 특별

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의해 추억을 간직하고, 편안하게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Fig. 4. Samhakdo[12]

Fig. 4에서 목포내항의 삼학도 해안가와 구시가지는 

마주하고 있고, 바다를 매립한 부지에서 유달산이 조망

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삼학도 개발에 있어

서 전체적인 설계에는 삼학도가 가지는 대표 이미지가 

내재된 표상이 있어야 하고, 목포의 정체성이 함의되어

야 한다. 대표 브랜드를 통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콘

텐츠를 삼학도 공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주안점은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게 하드웨어적인 시설

관련 인프라를 문화예술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관

련 공간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시설은 한번 투입되면 주변지역의 원상복구를 위해 해

체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삼학도공원의 활용 상황으로 

공원 내의 상징적인 대표 시설은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

관(2013),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2013), 목포요트마리

나(2009), 등대체험장(2014), 이난영공원(2006) 등이다. 

이곳의 이용객 현황은 각 시설별로 연간 약 20만 명이상

이다. 주말을 이용해서 목포 주민들이 생활상에서 즐기

는 근린공원이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

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보면[13], 관광객들

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40-50대가 

가장 높다. 관광목적은 공원의 시설에 대한 이용도에 대

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각 계절마다 특이한 공

원 모습을 보이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시민과 관광객이 삼학도를 찾는 이유를 보면 시민들의 

경우에는 산책 30%, 휴식과 만남 25.6%, 조깅 운동 

15.8%, 공연과 행사 참여율 9.9%이다. 관광객들인 경우

에는 명소, 기념관 이용 24.1%, 휴식 만남 23.5%으로 

나타난다[14].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곳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기념관이고, 다음 어린이바다과학관, 해안산책로, 

공원내의 수변파크 순이다. 이는 삼학도가 가지는 자체 

의미지보다 공원 내의 특정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더 부

각되어 있다. 즉 삼학도가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나 목포

의 랜드 마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삼학도 

공원을 일반적인 놀이동산의 이미지와 어린이들의 꿈과 

어른들의 추억으로 감동을 주는 관광 랜드의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목포의 대표 브랜드에 의

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지역의 문화를 감동으로 전달해

야 할 것이다. 목포에 관한 통합적인 이미지 컨설턴트에

는 시설 투자와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콘텐츠가 투입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삼학도의 시설 운영에 대한 현주소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느끼는 분위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공원을 진입할 때는 접근 동선이 복잡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중삼학도 부근에는 숲이 우거져있

어 실제 이용도가 어렵다. 둘레길 경우는 정비가 부족하

다. 요트마리나 앞도로는 목포항과 요트가 어우러진 모

습으로 이국적인 멋이 있지만 해안 산책로의 넓은 공간

을 활용했으면 한다. 소삼학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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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체험장의 경우는 주변 환경이 산만하다. 아래쪽 생

태연못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야외공연장의 뒷쪽은 배

치가 부적절하다. 석탄부두는 해안에 건축물과 관련 시

설 등이 있고, 차단벽이 설치되어 환경이 불량하다. 전체

적으로 문화해설관리실, 화장실, 매점, 안내 등의 편의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었다[15].

이는 관광시스템이론상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류를 타고 세계적인 도시로 입점하려면 관광객들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지의 관광

객들이 체류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런 면에서 대형 크루즈의 입안 시설과 컨벤션, 그리고 5

성급이상의 대형 관광호텔 등이 유치되어야 한다. 이러

한 예는 중국의 하이난도(海南島)를 볼 수 있다. 이 섬은 

동양의 하와이라고 한다. 중국 레이저우반도 남쪽 남중

국해에 있는 섬으로, 골프와 많은 5성급이상의 호텔들이 

즐비해 있다.

이러한 시설이 목포에 유입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은 한

류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관광할 수 있다. 대규모 회의

장, 중소회의장, 낭만적이면서 편리한 로컬숙소와 화려

한 호텔과 함께 흥미로운 삼학도와 유달산을 관광할 것

이다. 이러한 관광콘텐츠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목

포는 세계적인 미항,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거듭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2028년에 세계 섬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 목

포시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많은 인프라 시설을 유입해야만 한다. 체류형 관광인프

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체 면적 57만4천여㎡ 

중에서 구 해경부두에서 구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육지부

근에 11만여㎡와 공유수면 9만5천㎡를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고, 5성급이상의 관광호텔을 비롯해 바다전망데

크,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유원지 시설과 연

계하여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대·중·소 삼

학도 외에 평화의 숲, 넬슨만델라 기념공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16]. 하지만 통합적 시스템운영을 하지 않고는 

많은 시설들이 오히려 삼학도의 정체성에 혼란만 줄 것

이다. 공원에 새로운 시설과 콘텐츠사업에 대해서는 삼

학도가 가지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목포가 가지는 정체성

을 잘 나타내는 것이 유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목

포의 정체성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삼

학도문화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한 진흥원’ 유치가 시급하다.

3.3 목포 삼학도 공연 매체연출

현대사에 있어서 목포를 상징하는 대중적인 브랜드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다. 내용에 있어서 뱃노래, 삼

학도와 이별의 눈물, 그리고 목포의 설움, 유달산과 목포

의 노래, 항구와 목포의 사랑 등이다. 목포를 주제로 하

는 노래로 삼학도와 유달산이 연계되어 항구의 이별과 

눈물,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대표 브랜드 

지명이 연계되어 있다.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목포의 이

미지를 이 노래를 통하여 인식하고 있다. 목포를 한 번도 

가지 않고도 목포의 이별과 사랑을 느끼고 간절하게 노

래를 불렀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목포는 친근한 것이

다. 하지만 삼학도는 《목포의 눈물》만큼 전국적인 인지

도가 없다. 목포 주위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삼학도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목포의 

눈물》의 인지도에 의해 목포를 방문하지 않는다. 목포지

역의 관광매력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관광 매력도는 한번 방문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다시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삼학

도는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없다. 대중가요인 

《목포의 눈물》보다 인지도가 없다. 관광객들이 어떤 지

역을 찾지 않는 이유는 첫째, 첫발을 디딜 수 있는 관광

콘텐츠상품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대표하

는 브랜드의 매력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그 

지역이 가지는 특별한 문화를 요구한다. 지역을 대표로 

하는 문화상품을 알리지 못하는 것은 지역문화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목포는 삼학도가 가지는 매력도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상

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개발에 있어서 관광시설 인프라도 중요하다. 관광객들

이 목포를 방문하면 첫째, 체류가 가능한 숙박시설이 있

어야 한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지역이 가지는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포

토 존(photo zone)의 아름다운 공간과 그 지역만의 문

화콘텐츠 상품이 있어야 한다. 관광객들은 그곳에서 이

루어지는 특별한 추억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셋째,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집에서 자신들이 하는 집밥 음식

이 아닌, 여행에서 맛이 나는 음식과 특별한 경험에 의한 

먹거리를 찾고 싶어 한다. 목포는 수산물 먹거리가 유명

하고, 다양한 음식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어떤 지역에 여행을 와서 보고 먹고 즐기

고 불편함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관광지에서 구

입한 물건이나 사진 등을 보면서 관광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또 다시 가고 싶어서 경비를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목포의 관광관계자들은 관광 인프라에 관

련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편성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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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문화상품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문화콘텐츠 상품과 주변 인프라 

시설들을 함께하여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감동

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산업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 한 삼학도를 문

화예술관광지로 탈바꿈하여, 지역의 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점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목포에서 

삼학도는 시민들에게 근린공원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차

별성 없이 접근하는 행정에 의해 보편적 구조로 운영하

기 때문이다. 삼학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목포의 정서를 대표하는 삼학도는 특색 없는 

문화생산재를 투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생활시

설로 인식하게 하였다. 지역의 원천문화를 재생산하여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고, 그 원천문화에 대한 매력도를 

상승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목포 시민들은 유달산과 삼학도에 관련된 이야기에 많

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유달산 장수에 의해 여인이 

그리움에 학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화살에 의해 죽

은 학은 한이 되어 삼학도가 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내용

은 스토리가 매우 단순하고 재미없는 구성의 원천문화이

다. 원천적인 내용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인테

리어(interior)를 해야 할 것이다. 그냥 기둥만 있는 작품

을 재미있게 재구성을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음악, 무

용, 노래, 그림, 공예, 그리고 각종 과자, 떡, 술, 식사 등

의 음식 문화와 장난감까지도 연계되어 콘텐츠로 개발되

어야 한다. 전통에서 현대까지 시대적인 장르(genre)가 

어우러지고, 각종 문화 상품이 삼학도와 유달산과 접목

되어 특색을 가지는 지역관광 상품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삼학도 설화를 분석하여 문화예술콘텐츠를 개

발하면, 지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될 것

이다. 삼학도가 가지는 관광 매력도에 대한 지수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2020년 설문조사에서 삼학도를 이용하

는 시민은 공원 인근지역민 54.5%, 그 외의 지역은 

45.5%이다. 연령대는 40대 23.1%, 50대 22.4%, 30대 

14.7% 순이다. 이용 빈도는 한 달에 1~2회가 37.8%, 주 

1~2회 31.5%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30.8%, 친

구 23.1%, 혼자 22.4%이다. 관광객인 경우는 전남 62%, 

그 외 38%이다. 연령대는 40대 29.8%, 50대 19.8%, 

20-30대 각15.7%이다. 처음 방문한 사람이 과반수이상, 

재차 방문 39.7%이다. 방문 시간대는 13시에서 17시까

지 이며, 머무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이 48.3%이

다. 주말인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까지 44.8%이다. 이

용 수단은 보행 37.1%, 승용차 36.4%임을 나타내고 있

다[17].

위의 조사 내용에 의해 현재 삼학도는 지역 내의 근린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

남지역 이외의 관광객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관광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관광지를 세계화하려면 지역 관

광관계자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항에서는 

목포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삼학도가 가지는 원천문화를 

관광 상품인 공연콘텐츠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콘텐츠개발은 차후 연구에서 접근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삼학도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방법만을 제시한 것이

다.

먼저 삼학도 설화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목포와 지역

적으로 가까운 지역과 문화적 엠오유(MOU)를 맺어서 지

역문화의 연계에 의한 확대를 도모한다. 목포에서 약 40

키로 정도의 거리에 진도가 있는데, 진도의 씻김굿과 사

랑하는 남자의 활에 죽어 삼학도가 된 여인의 한을 연결

하여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학도 설화를 스토리

텔링(Storytelling)하여 판소리로 이어갈 수 있다. 또한 

학이 된 목포 여인의 춤을 학춤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

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학체조와 유달

산 장수의 활쏘기 등의 건강체험콘텐츠로 생산할 수 있

다. 또한 삼학도 설화와 관련된 현대적인 뮤지컬과 연극 

공연도 가능하다. 가장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문화로 

이끌 수 있는 목포의 대표 브랜드인 삼학도의 원천문화

를 공연콘텐츠로 재생산할 것을 제안한다.

4. 결론: 지역 장소성 활용 공연콘텐츠 기획 

모델과 기대효과

현재 목포시는 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지역의 관광유치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 시는 목포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

고 공공성을 확보와 민자 유치 등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추진하려고 한다. 주변 간척사업으로 조성

된 삼학도 석탄부두를 개발하여 국제규모의 행사 유치와 

한류의 바람을 타고 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컨벤션과 5

성급이상의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대

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시설 확보

를 하고, 바다전망데크와 공원, 그리고 녹지 등을 조성하

고 삼학도의 조성면적 50%를 공공시설로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개발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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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그리고 총체적인 관광 매력도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투자해도 전문인적 확

보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쉽지 않다.

특히 문화예술콘텐츠에 의한 접근은 지역 이미지를 상

승하게 하여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남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 인프라는 지역 치안이 안전하고, 교통이 편

리하며, 로컬숙박이지만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 있어야하

고, 5성급이상의 화려하고 편리한 호텔이 유치되어야 한

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지역의 특징적인 

예술문화가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하는 축제와 

거리공연 등으로 관광의 즐거움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돌아갈 때에는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

여 이 지역을 회상하고 다시 오고 싶게 해야 한다.

관광지의 특화된 예술 문화는 관광객에게 깊은 이미지

를 마음속 깊이 심어준다. 그 지역만이 가지는 향토 문화

이다. 단순한 원천문화를 특화하여 재생산하고 공연문화

로 탄생한 것이다. 목포에도 그러한 원천 문화가 있는데, 

삼학도와 유달산이 연계되어 있는 설화이다. 유달산의 

장수와 삼학도의 학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원천문화를 공연콘텐츠로 

재생산이 가능하다.

먼저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보편성으로 접근하고, 목

포만이 가진 지역의 특수성을 메인으로 구성한다. 주변

지역문화를 엠오유(MOU)에 의해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접근한다. 남원의 판소리, 진도의 씻김굿 등과 융합하여 

삼학도의 설화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판소리에 의해 삼

학도 전설을 공연하고, 목포 여인을 학의 환생하여 학춤

을 개발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화살에 맞은 학이 

삼학도가 된 한을 씻김굿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 모든 것

을 개별적이고 총체적인 공연문화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삼학도 연인의 학춤, 유달산

의 장수의 무술과 활쏘기, 노적봉의 짚단 쌓기 등을 통하

여 체험콘텐츠로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목포의 생존을 관광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주민과 기관의 합심된 마음이 실행되어야 하고, 지역

의 관광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청이 개관되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관광에 대한 마케팅과 운

영을 해야 하고, 지역민과 관청이 긴밀하게 협조되어야 

한다. 관광인프라 시설과 무형문화예술이 융화되어 지역

의 관광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삼학도는 목포의 정체성을 가지는 상징적

인 브랜드이다. 지역의 문화관광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안으로 먼저 삼학도 시설을 

관리하는 ‘삼학도시설공단’이 필요하고, 삼학도의 문화예

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삼학도문화

콘텐츠진흥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전문운영 인력은 삼

학도의 관광시설과 콘텐츠들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효용

을 줄 것이다. 이러한 관리에 의해 삼학도는 지역의 정체

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다. 또한 삼학도의 관광인프라에 의해 목포시민들의 삶

은 문화예술도시, 관광도시에서 윤택한 삶을 이루고, 지

역적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1] Mokpo City Hall, (2022), Location/Natural 

Environment, Mokpo City Status: Mokpo Introduction 

- Mokpo City, mokpo.go.kr.

[2] Mokpo City Hall, (2022), above site.

[3] Mokpo City Symbolic Mark, (2022), Mokpo 

Introduction - Mokpo City, mokpo.go.kr.

[4] Urban Brand, (2022), Mokpo City Symbol, Mokpo 

Introduction - Mokpo City, mokpo.go.kr.

[5] Mascot (2022), Mokpo City Symbol, Mokpo 

Introduction - Mokpo City, mokpo.go.kr.

[6] Shihwa, (2022), Mokpo City Symbol, Mokpo 

Introduction - Mokpo City, mokpo.go.kr.

[7] Simok, (2022), Mokpo City Symbol, Mokpo 

Introduction - Mokpo City, mokpo.go.kr.

[8] Sijo, (2022), Mokpo city symbol, Mokpo introduction 

- Mokpo city, mokpo.go.kr.

[9]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Yudalsan, (2022), 

Korean National Culture Encyclopedia, Korean 

Studies Institute.

[10] Samhakdo Island(naver.com), Access Date, (2022).

[11] Samhakdo Island(naver.com), Access Date, (2022).

[12] Mokpo City, (2022), Samhakdo-gu, attempted to 

transform the site into an amusement park at the coal 

pier, mokpo.go.kr, Press Report, mokpo.go.kr.

[13] Park Sung-hyun and Bae Hyun-mi, (202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pace Improvement Considering 

Satisfaction between Users, and Korean Book 

Research, Vol. 32, p. 112.

[14] Park Sung-hyun and Bae Hyun-mi, (202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pace Improvement Considering 

Satisfaction between Users, and Korean Book 

Research, Vol. 32, p. 114.

[15] Park Sung-hyun and Bae Hyun-mi, (202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pace Improvement Considering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5호392

Satisfaction between Users, and Korean Book 

Research, Vol. 32, p. 111.

[16] Mokpo City, (2022), Samhakdo-gu, attempted to 

transform the site into an amusement park at the coal 

pier, mokpo.go.kr Press Report, mokpo.go.kr.

[17] Park Sung-hyun and Bae Hyun-mi, (202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Space Improvement Considering 

Satisfaction between Users, and Korean Book 

Research, Vol. 32, p. 112-113.

정 지 예(Jeoung, giye)    [정회원]

․ 2015년 8월 : 목포대학교 체육대학교 

레져스포츠학과(박사 수료)

․ 2021년 8월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박사 수료)

․ 현2021~현재 마루페스티벌 문화콘텐

츠 소장, 관광두레협력센터사업팀장

․ 관심분야 : 테마파크, 관광축제, 공연

기획 및 연출

․ E-Mail : jran4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