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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국적 도시환경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세간의 인식에는
그저 ‘공장도시’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관광지로서의 매
력을 어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울산이 기존에 가지고 있

문화가 각광받는 21세기 들어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 및 도시들도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선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할
만하다. ‘영화 1편의 흥행수입이 자동차 1백5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화 산업의 가치와 파급효과가 강조
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05). 이는 제조업 기술 중심의 경쟁력이
나날이 도태되어 가고 있는 최근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주
목할 만한 지점이다.
울산은 산업, 공업 그리고 노동자를 떠올리게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와 함께 성장한 도시다. 하지만 지속적인 제조업 불황 및 최근의 조선
업 사태로 인해 빠르게 도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울산은
전국에서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인 데다 화학공
단들의 위치도 도시와 인접해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문제제기가 끊
이지 않고 있다(울산매일, 2015). 게다가 최근 경주 일대의 지진 발생
으로 인해, 울산 지역에 대한 지진 피해 우려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경남도민일보, 2016). 이는 울산의 자연환경을 강조하는 ‘생태문화도시
울산학연구 제11호

울산’으로의 발전방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문화산업의 가치가 중견기업의 가치를 능
가한다는 관점에 주목해 보다 적극적인 관광산업 육성이 향후 울산의

는 도시 이미지에 추가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화적
상징을 더해 새로운 우위전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울산동구 지역
의 관광지 중에는 소리와 관련되어 스토리텔링이 잘 갖춰진 곳들이
있다. 이러한 소리풍경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문화를 창조
하고 발전시킨 해외 도시들의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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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들과 비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중심의 도시 브랜드 연구를 제시하
고자 한다.
울산 동구(東區)는 ‘울산 안의 소(小)울산’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도
시 울산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이 울산 동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당히 높다. 울산지역 내 경제적 중심지라는 특성에서 더 나아가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리로
기억되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울산 동구와 비슷한
지정학적 조건을 지니고, 소리풍경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크로아티아(Croatia) 자다르(Zadar)와의 비교는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본다. 두 도시 모두
관광지로서는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의 자다르는
어떻게 ‘아드리아의 진주’이자 ‘유럽이 사랑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
었는지를 연구문제의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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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산업경쟁력 도약의 측면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필
수적인 전략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울산은 바다와 산이 인접한 아름
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전형적인 산업도시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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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ndscape’의 동의어 : 사운드 스케이프, 소리풍경, 소리환경, 음풍경, 음환경. 소리경관, 청각적 경관, 청각
적 풍경, 청각적 환경, 사운드 디자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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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의 여행에 대한 목적과 이유 그리고 선택 속성에 대한 깊은 이

(sound)’와 울산 동구의 고유한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정성적 연구

해를 바탕으로 도시 브랜드로서의 울산 동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qualitative research)2)방법인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평가하는 과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울산의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요소들

정으로서 브랜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경영학적 전략 도출이 요구되는

이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면접 조사를 통해 현장

연구이다.

성이 잘 반영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해외 연구들에서

따라서 본 연구는 공업도시,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극

는 여행에 대한 관심과 경험의 증가로 인해, 여행객들이 어떤 경험을

복하고 울산 동구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동해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현대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안의 보석’, ‘아시아가 사랑한 도시’ 그리고 ‘한국의 자다르’로 사랑받

만, 국내에서는 아직 여행객의 관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미비한

는 울산 동구의 아이텐티티를 창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실정이다(변찬복, 2012). 정성적 연구를 통한 해외연구 사례에는

다. 울산 동구의 고유한 소리풍경을 바탕으로, 문화가 있는 도시 울산

Jackson et al.(1994)이 중요사건서술법(critical incidents tech-

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본 연구의

nique)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관광 경험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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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 경쟁력의 한 요소이자 관광자원이 되는 ‘소리

미친 요인을 조사한 연구를 비롯하여 관광 경험을 탈분화, 다원화, 주
관주의, 상대주의의 관점을 지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Uriely(2005)의 연구가 있다. 이외에도 관광객을 마케팅의 객
체가 아닌 주체로서 파악하고, 그들의 관광 경험을 ‘관광객 순간’으로
개념화한 연구(Carey, 2004)도 주목할 만하다.
‘관광지로서의 울산 동구’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의 창조뿐만 아니
라 울산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문화도시로 변
울산학연구 제11호

모하기 위해서는 여행객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시의 적
절하게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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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

2) ‘정성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론‘ 동의어 : 정성조사, 질적 연구방법론, 질적연구
/ cf. 반의어: ’정량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 정량조사, 양적 연구방법론, 양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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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브랜드 자산

고 있는 사업들과 문화, 환경 등이 전체적으로 해당 도시 이미지를 지
역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의 브랜드 가치
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지영, 2012). 지역성은

도시를 이루는 환경적 조건이나 문화, 역사, 그리고 도시에 대한 신
뢰감 같은 유무형의 다양한 요소들이 도시 브랜드 자산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적 이미
지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애착심을
높일 수 있다.
Aaker(1996)에 의하면, 강력한 브랜드는 차별화되고 다양한 연상
이미지(Associations Image)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상
이미지들은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인식시켜 높은 충성도의 고
객층을 형성하게 된다. Keller(1999)는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내는
브랜드 요소의 선택이 중요하며, 일관된 브랜드 구성요소는 이미지
형성과 구축의 전 과정을 통합하고 강화함으로서 하나의 강력한 브랜
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Kotler(1993)는 도시 브랜딩에 대해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 거주민과 방
문객들에게 도시의 환경 이미지와 다양한 인프라의 개발을 토대로 도
울산학연구 제11호

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자 도구라
고 하였다. 이는 도시브랜딩을 하기 위해 기술과 자산에 의해 실현되
는 물리적 영역과 문화적 삶의 추구로서의 정신적 영역이 한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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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타 도시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는 원동력으로써 도시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 프로세스로 활용
된다(구자룡·이정훈, 2008). 따라서 도시 브랜딩은 도시에서 진행하

208

해당 도시만의 고유한 전통이자 독특한 문화로 형성되며 브랜드 정체
성으로, 그리고 강력한 도시 브랜드 자산이 되어 매력적인 도시로서
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국내외에서 관광지로 사랑받는 도시들은 이
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 정체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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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연구

강력한 도시 브랜드를 통해 관광 산업으로 성장한 도시는 관광 소비
자들의 가치를 파악하고 선택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Ching &
Chen(2010)은 관광객의 소비가치를 기능, 사회, 감정, 진귀, 상황적
가치로 분류하고 관광 만족 및 행동 의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
며, 김판영, 김문성(2010)은 여행의 서비스를 기능, 감정, 사회적 가
치로 구분하여 소비가치가 고객만족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또한, 도시 브랜드가 유무형의 형태 모두를 반영한다는 점은 관광
활동이 물리적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자체가 개
인적 차원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인식 수준의 변화를 이끌고 의미
있는 경험과 영성 체험을 하게 한다는 점(Fredrickson & Anderson,
1999)에서 현실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매력적인 도시브랜드 자산은 최근 도시 디자인 영역으로 확
대되어 감각기관을 통한 자극의 수용과 반응을 통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시각을 통한 미관 정비사업이 있으며, 해
외의 경우 청각의 무의식적 수용 및 통제가 불가능한 특징을 살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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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리를 인식하는 전통적 방식에

는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서는 각각의 소리원의 특성을 개념화하기보다는 불쾌하고 없애야하
는 소리로 인식하여 소리의 크기3)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정량적 접

2. 사운드 스케이프 개념

근을 통해 소리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사운드 스케이프 방식은
소리원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원하지 않는 불쾌한 소리를 제거하

도시를 기억하고 회상하게 되는 감각 중 대부분은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축물이나 조형물과 같은 외형적 디자인 관리에 국가의 많

는 방식보다는 선호하는 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정성적인 접근방법
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은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청각 이미지를 통

공간에 적합한 소리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사운드 스케이프의 소음

해 도시를 연상하는 중요성이 강조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관리 방식이자 음환경 창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후반부터 ‘Sound’와 ‘Landscape’의 합성어인 ‘Soundscape’의 개념

이 백색소음(white noise)을 인공적으로 발생시켜 실내공간에 적용

이 등장하여 도시의 청각적 디자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 사운드 스케

하거나, 분수, 폭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이용하여 공공장소에 도시

이프는 캐나다의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교수였던 머레이 쉐이퍼(R.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적용이 가

Murray Schafer)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불필요하거나 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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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미지 관리에 청각적 디자인 관리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

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음과 시각적인 분야만 편중되어 온 환경을
다시 되돌아보고 일상의 생활공간에 감춰져 있는 매력 있는 소리의
존재를 발견하여 사람들이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곽수연·이재규, 2012). 또한 음악가이
자 교수인 케이코 토리고에(鳥越けいこ)가 일본에 사운드 스케이프
개념을 전파하여 도시, 건축, 환경, 음악, 사회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울산학연구 제11호

서 연구되고 있다.
Schafer(1969)는 공공장소나 공사장 소음과 같은 도시의 소리들이

표 1 소리를 인식하는 전통적 관리방식과 사운드 스케이프 방식 비교

전통적 소음관리 방식

사운드 스케이프 방식

소리를 Waste로 인식

소리를 Resource로 인식

불쾌한 소리에 관심

선호하는 소리에 관심

모든 소리원을 통합하여

소리원을 원하는 소리와 원하지 않는 소리로

소음크기 관리

구분하여 관리

소리크기(음압)을 줄이기 위한 대책추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원하는 소리로
마스킹하는 대책 추진

출처: City of Stockholm(2011), 최유진(2015) 재인용

저감 대책이나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소리를

| 2016 울산학연구논총 |

‘Waste’가 아닌 ‘Resource’로 활용하여 소음 문제(noise pollution)
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후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생태학, 도시, 사회,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사상, 그리고 디자
3) 음압: Sound Pressure, 데시벨(dB)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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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운드 스케이프 사례

울산학연구 제11호

풍경’, ‘남기고 싶은 소리풍경 100선’과 같은 사업으로 지역의 소리문
화 정체성을 발굴하고, 소리환경보전은 물론 관광요소로 활용하고 있

사운드 스케이프 사례를 제시하기 앞서 먼저 언급할 부분은 좋은 소

다(環境庁監修, 1997). 이는 단순히 소리환경의 보전을 넘어 소리를

리와 나쁜 소리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어느 장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도시 브랜드에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소의 어떤 소리가 월등히 좋다는 가치 판단의 형태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에서는 울산의 동구 ‘소리 9경(景)’이 유일한 사

아니라, 사운드 스케이프의 개념에 집중해 그 사회와 문화의 컨텍스

례라고 할 수 있다. 사운드 스케이프의 영역에는 자연의 소리와 자동

트 속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차소리, 기계소리 등의 물리적인 인공음, 음악, 인간의 목소리, 발걸

의미하는 것이다(鳥越 けいこ、
, 1990). 선행 연구가 진행된 각 지역

음 소리 같은 다양한 소리 및 ‘기억’과 ‘이미지’와 같은 소리도 포함된

의 소리풍경에 대한 의미는 연구자의 판단과 견해가 반영된 해석으로

다(정강화, 2003). 울산의 소리9경은 ‘동축사 새벽 종소리, 울기둥대

제시된 것임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무산소리, 슬도 명파, 선박 엔진소리, 신조선 배 출항 기적소리, 대왕

인공음 및 자연음의 사운드 스케이프 사례는 곽수연, 이재규(2012)

암공원 몽돌 물 흐르는 소리, 옥류천계곡 물 소리, 마골산 숲 사이로

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자연음을 활용한 사례로는 일

흐르는 바람소리, 주전해안 몽돌소리’와 같은 사운드 스케이프를 포

본의 천재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2009년 제주도 섭지코지에 건축한

함하고 있다.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의 바람의 공간을 들 수 있다(<그림

하지만 주목할 점은 사운드 스케이프가 ‘개인 또는 특정의 사회가

1-①> 참조). 풀숲에 장치를 내장시켜 자연의 바람이 없을 때에도 디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둔 소리환경’으로 정의

지털 장치를 통해 사람이 지나가면 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풀잎이 움

되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

직이는 소리를 제공하여 제주의 바람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고 있는가를 문제로 하는 것이다(鳥越 けいこ、
,1999). 울산 동구의

곳에 존재하는 소리를 모사하여 활용한 사운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소리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노력이 상당히 고무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음을 활용한 사례의 제시는 바다를 인접한 도시의 사례 3가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한계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지점을 극

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198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의

복하기 위해 청각적 경관 관리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일

‘Wave Organ’이다. 샌프란시스코 바다속까지 늘려진 몇 개의 전성관

본을 비롯한 해외 도시의 관리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 같은 파이프에 의해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파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브랜드 전략연구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소리의 명소’, ‘지키고 싶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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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소리를 다양한 소리로 변형시키며, 바다속 공간에 대한 호기심
을 유발하는 참여적 체험 성격의 사례라 할 수 있다(<그림 1-②> 참
조). 두 번째는 일본의 오나하마항 1·2부두의 재개발 지역에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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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상황에 따라 예측 불허의 힘과 에너지

붙인 곳이 있다. 이곳은 물이 잔교를 두드리는 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

로 다양하게 변주된 음악을 만들어낸다(<그림 1-④> 참조). 이러한

는 3차원 의자로 그물 형태를 갖춘 거대한 철재 망상 벤치인데, 그 위

세 장소의 공통점은 시설물을 통해 인공음이 연출되었다는 점과 현장

에 누우면 파도소리가 돌에 직접 전달되어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성 있는 그곳만의 소리를 통해 지역성을 살리고, 소리를 자원화한 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운드 스케이프가 디자인되었다(<그림 1-③

력적인 도시사례라고 언급할 수 있다.

> 참조). 마지막은 2005년 건축가 니콜라 바시츠(Nikola Bašić) 에 의
해 탄생한 크로아티아 자다르 해안의 ‘Sea Organ’이다. 이곳은 구멍
이 있는 보도 아래에 길이 75m, 총 35개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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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 바다의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Wave Wave Wave’라 이름

다가 연주하는 세계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이다. 파도의 크기와 속도
에 따라 바다의 움직임이 공기를 밀어내며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곳

② Wave Organ

③ Wave Wave Wave

④ Sea Organ

| 2016 울산학연구논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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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Genius Loci

그림 1_ 사운드 스케이프의 예
사진출처: ①, ②, ④ Google image, ③ 岩宮眞一郞, 김기홍(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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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문제

둘째로는 매력적인 도시문화 관리를 위해 ‘소리풍경’을 관광자원으
로 활용하고 있는 공통된 속성을 갖춘 두 도시를 비교·평가하고자 한
다. 울산의 동구와 지리적 특성 및 자연환경 등의 조건이 비슷한 크로
아티아(Croatia)의 자다르(Zadar)의 도시 이미지를 비교해보고자 한

국내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은 주로 ‘볼거
리(景), 먹거리(味), 살거리(品)’와 같은 3가지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
지만, 천편일률적이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관
광자원이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유일하
게 소리로 기억되는 풍경을 제시한 ‘울산 동구의 소리 9경(景)’을 관광
자원으로 제시한 사례를 확인하며, 매력적인 도시문화의 특성과 도시
브랜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소비자들의 여행의 목적과 이유에 대
한 욕구의 출발 단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기억에 남는 여행지의 경험

다. 두 도시는 바다와 가깝다는 유사성이 있지만, 특히 관광지로써 인
기가 높은 주(main) 관광도시에 인접4)해있어 역사적으로 관광지로써
의 경쟁력은 없었던 공통된 특성이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경우
2005년 건축가 니콜라 바시츠(Nikola Bašić)에 의해 조성된 ‘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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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르간5)’을 통해 도시 이미지의 변화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 관광 우위를
다툴 만큼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의 몰
락과 더불어 중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오늘날, 산업도시로
각인된 울산이 크로아티아를 통해 새로운 미래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 여행을 위한 중요 선택속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경제력의
상승과 함께 여가생활을 추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
행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증가하여 관광객의 욕구와 동기가 과거 특

[연구문제 2] 바다를 인접한 두 도시(울산, Zadar)의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한 목적지의 방문과 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문화
와 생활양식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 관광(Smith, 2006)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광경험에 대한 욕구와 동
울산학연구 제11호

기가 진화함에 따라 최근 여행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가치를 추구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행객의 관광경험을 면밀히 분
석 하는 것은 오늘날 관광 형태의 현대적 추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

이와 같은 총 2단계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정성적 연구 방법
인 심층면접 조사방법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사운
드 스케이프를 바탕으로 한 도시 이미지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울산 동구의 도시 정체성 및 매력적인 도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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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주요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공통점 : [경주-울산-부산], [자그레브-자다르-두브로브니크]
5) 바다 오르간, Sea organ, Morske Orgulje(Croatian). 크로아티아 자다르의 도시를 둘러싼 해변을 약 75미터

[연구문제 1] 여행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가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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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르간 공사를 통해 바다 오르간이 설계되었다. 이는 아드리아 해(海)가 연주하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파
도의 크기나 속도에 따라 다양한 음이 만들어진다(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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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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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다 생각되는 응답자를 추천받아 눈덩이표집방식(snowball
1) 심층면접자 선정

sampling)으로 채택하였다. 울산 출신의 응답자 10명, 서울 4명, 경

본 연구는 여행의 소비가치에 대한 최근 인식 및 울산과 자다르

기·인천 6명, 경상도 5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

(Zadar) 지역을 비교하여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관리

다. 응답자의 표본이 인구통계적 특성을 일치시키지는 못하였으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에서 느끼

정성적 방법론이 탐색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대칭

는 경험 및 가치를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개별 심층면접(in-

성이나 적합성은 문제 되지 않는다(Caler, 1977; Levy, 1979). 또한

depth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면접자 표본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자료의 확보가 충분하다

선정은 표본분포의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통계적 표본 추출이

는 점을 바탕으로 정성적 연구방법에서의 표본추출의 적절성과 충분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기 위한 속성을 발견하기 위함으로 임의

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11).

적이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소비, 관광

심층면접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1차 면접에서는 총 17

지의 이미지 비교와 같은 현상에 익숙하거나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11명의 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면접

표본 그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Mays & Pope, 1996; 변찬복, 2012).

자 선정 시에는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따라서 본 연구의 심층면접자 선정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논의하

면접 후 여행에 대한 관여도가 낮거나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6명

기 위해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며 연평균 3회 이상 국내·외 관광을 즐

의 인터뷰 결과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결과 분석 과

기고 있는 여행 고관여(high involvement)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료

정 중에 2차 면접으로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심층면접을 실

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여행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높

시하였다. 이 추가 면접에서는 앞서 진행된 1차 면접의 결과 분석 과

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비를 주도하는 응답자들로 구성하였다.

정에서 발견된 여행의 의미와 소비가치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찾으며

심층면접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해외여행 경험, 연평균 관광 횟수,

해당 발견점들 간의 관계를 보다 다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신 지역을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활용된 19명(<표 2> 참조)은 대체로

여행의 가치에 대한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단일

여행 빈도 및 관여도가 높고, 여행에 대한 가치와 개인적 판단 기준 아

하고 단순한 목적이 아닌 다수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여행

래 도시 비교 및 관광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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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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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문제 2]의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 지역 출신과 그 외 지역인의 의견을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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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특성

ID

출신지

성별

연령

직업

면접자③

울산

남

20대

서비스업

면접자④

서울

여

30대

공무원

면접자⑤

서울

여

40대

교사

면접자⑥

경북

여

40대

사무직

면접자⑧

경기

여

30대

금융업

면접자⑨

서울

남

20대

대학원생

면접자⑩

경기

여

30대

주부

면접자⑬

경남

남

20대

면접자⑮

경남

남

면접자⑯

울산

면접자⑰

비고
내일로 2회
일일 평균 2만보 도보

본 연구는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여
행 고관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신분
과 연구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일정 수준의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통한 면접 조사를 수
행하였다.

해외장기거주, 내일로 1회

심층면접을 통해 개인의 내적 및 외적인 행동방식과 가치관의 편견

울산 단기 이주경험

에서 벗어나 맥락 속에 이해 가능한 것을 분석해내는 본 연구는 특히

대학생

해외단기 체류(봉사활동), 내일로 2회

외부 관찰자적인 연구자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 문화

20대

대학생

내일로 2회

남

20대

대학생

해외단기 체류(교환학생)

경기

여

20대

대학생

마라톤 취미활동, 내일로 1회

면접자⑱

서울

여

20대

대학생

해외단기 체류(봉사활동), 내일로 2회

면접자⑲

경기

여

20대

대학생

해외단기 체류(어학연수)

다. 베네딕트는 관찰자적 시각에서 일본문화를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면접자⑳

인천

여

20대

대학생

해외장기거주, 내일로 2회

로 분석한 것이며, 이론 연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일본 내외

면접자㉑

경기

남

20대

대학생

해외단기 체류(워킹홀리데이), 내일로 1회

에서 일반인들의 일본 문화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면접자㉒

경남

남

20대

대학생

내일로 3회

면접자㉓

울산

남

20대

대학생

자전거 동호회 취미활동, 내일로 2회

면접자㉔

울산

남

20대

대학생

국토대장정

면접자㉕

울산

여

20대

대학생

해외단기체류(어학연수), 내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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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층면접 참여자의 특성

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준거(reference)가 된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국화와 칼’은 세계대전 중 포로로 잡힌 일본인을 대상으
로 인터뷰에 기초하여 일본문화를 집대성한 연구의 예라고 할 수 있

있다(권숙인, 2003). 이러한 연구 및 연구자의 관점의 예는 본 연구와
그 입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은 울산 및 울산인과는 이해관
계가 없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데, 이는 [연구문제 1]의 여행에 대한 소

주: ⑴ 면접에 참여한 총 25인의 자세한 정보는 [부록]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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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해외단기체류는 2년 내외 체류기간의 해외 거주를 의미
⑶ 내일로(Rail路)는 2007년 여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 여
행 상품. 만 25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 대상인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 2010년
부터 여름, 겨울마다 매년 2회에 걸쳐 상품이 출시(https://ko.wikipedia.org/)

비가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2]의 두 도시를 비교하는 단계에서 객
관적인 시각으로 도시 이미지 평가하게 된다. 산업도시 이미지를 탈
피하고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전략을 수립에 매력적인 도시문화를 창조

⑷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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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
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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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 울산의 경쟁력을 외부 관찰자적 시각에서의 제시한다는 점
이 상대주의적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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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접 내용 및 절차

의 동영상7)을 모든 면접자에게 각각 보여준 후 생각과 느낌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들 중 한 명이 모든 면접자에

물었으며, 여행의 가치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게 일관된 태도로 진행하였으며, 초기 면접이 종료된 후 이에 대한 분

통해 추가 면접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초기 심층면접에서 사

석과 논의를 통해 후속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용한 가이드라인은 <표 3>와 같다.

진행해 나갔다. 심층면접방식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몇 개

심층면접이 진행되면서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인 진화적 설계

의 질문 가이드라인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답변 내용

(evolving design)로 인터뷰가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진행

과 형식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대화로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그랜드 투어링(grand-touring)기법(Strauss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 Corbin, 1998)이라 하며, 초기 면접의 단계에서는 핵심(core ap-

면접 과정에서 사용된 반구조화된 주요 질문으로 첫째, ‘여행과 관

proach) 질문의 영역만 정해 놓은 상태로 시작하여 전체적인 접근

련된 소비가치’와 둘째 ‘울산 동구와 비교 가능한 유사한 환경의 바다

(holistic approach)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면접 시 녹취를 거

를 가진 도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울산 동구

부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화 내용을 필사하여 데

에 대한 이미지와 유사한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심층면

이터화 하였다. 수치화된 통계분석을 통한 양적연구의 구조의 한계인

접의 응답은 최초 인지도(Top of Mind Awareness)를 기준으로 확인

자료가 수집된 개인과 현장의 맥락이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복

하였는데, 이는 경영학에서는 인지도 측정에서 마케팅 효과변수로 가

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변수이다(정재학·최아영, 2006). 충분한 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성격상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충자료를 통한 보조인지도(recognition)를 측정보다는 최초 상기된

도시브랜드를 소리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진 연구가 드문 현실에서 새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로운 주제의 이슈를 상세히 기술하며 비제한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질

인지개념과 반응의 평가는 지배력(dominant)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적연구방법을 택한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의 주관성이라는 태생적 한

범주의 전형성(typicality)을 가지고 전체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추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의 절차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타당

울산 동구와 비교 가능한 유사한 환경의 바다 동영상은 크로아티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 & Guba(1985), Maxwell (1996),

(Croatia)의 자다르(Zadar) 홍보 동영상6)에서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을

Merriam(1998)은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삼각검증(tri-

암시할 수 있는 구간을 삭제하고 총 58초 길이로 편집한 통제된 정보

angulation), 동료검사와 같은 보편적인 절차들을 고안하여 분석개념

6) Sea Organ and Greeting to the Sun in Zadar, Croatia (Like Zadar) :
https://www.youtube.com/watch?v=mtDYTeB5J-8

7) 심층면접용 편집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YQ7rHnQu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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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석 등을 검토하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및 분석의
삼각화(analysis triangulation), 관점의 삼각화(perspective trian-

Ⅳ. 연구결과
1. 여행의 소비 가치

gulation)를 이루며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해 소비자의 여행과 관
표 3 초기 심층면접 가이드라인

1

여행이라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2

울산과 동영상 속 바다가 있는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4 후속 심층면접 가이드라인

련된 다양한 소비가치를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지, 매력적인 관광지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지와 같은 개념을 파악하여 도시브랜드를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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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기술,

는데 반영해야 한다.
19명의 심층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문제 1]의 ‘여행 상품 및 서

1

여행(관광)을 계획하거나, 떠오르게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2

여행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 있는가?

비스의 소비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한 내용 중 중복응답이 많

3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느 곳이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은 의견(예: 볼거리, 먹거리, 예산 집행)은 생략하였으며, 비중 있게 언

4

여행에 대한 기억 중 오감(五感)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6

울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평소 이미지는 어떠한가?

7

관광지로서의 울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8

(동영상을 보여준 후) 동영상 같은 바다가 있는 장소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9

(동영상을 보여준 후) 이런 장소가 있는 도시는 어떤 이미지일거라 생각이 드는가?

1) 여행의 이유와 목적
“지치고 다소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기기 위해 여행이
필요하다고 봐요.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과의 멋진 시간을 위
해 늘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요.” (면접자③)

울산학연구 제11호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고 추천을 받아도, 내게 ‘끌림’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의 촬영지를 갑자기 찾아가고 싶어지
기도 하고... 내가 그 여행지에 대한 끌림이 있다면 가는 편입니다.”

| 2016 울산학연구논총 |

(면접자④)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 현장들에 하나하나 가보고 싶어요.
의미 있는 기억들이 많은 여행이었으면 해서요.” (면접자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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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주 받는데, 그런 답장을 쓰고 있으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것

도 안되지만, 뭔가를 보러 간다기 보단 의미를 찾아가는 거겠죠.” (면

같아 열심히 적어주죠. 그리고 언젠간 여행담을 책으로 써보고 싶어

접자⑩)

요.” (면접자⑲)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데, 낮엔 걷고 밤
엔 영화나 독서모임을 같이 하면서 고택체험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캄보디아를 여행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다른 이의 가난을 돈을 주
고 구경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면접자㉔)

번은 꼭 가려고 시간을 조정해요.” (면접자⑤)
“Air bnb 광고가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요즘은
“관광지에서 단체 관광객 만나는 건 싫어요. 젊을 땐 친구들과 무

여행에 대한 생각도 변하는 것 같아요. 떼 관광에 인증샷 찍느라 정

리 지어도 다니고, 대학생은 배낭여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몰려다

신 없는 건 좀 아니라 봐요. 나만의 여행에 대한 정의가 계속 생겨나

니기도 했는데, 점점 혼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면접자⑥)

는 것 같아요.” (면접자⑯)

“어릴 때 살던 동네는 부모님 직업이 모두 같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가장 충격이었던 게 ‘꽃집’을 하는 부모님
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직업도 있구나,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거
구나. 제가 너무 좁은 세상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대학에 와서는 더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넓은 세상엔 어떤 게 있
나 알아보고 싶어서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면접
자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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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떨지 상상

면접내용 중 여행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결과, 볼거
리와 먹거리 등의 생리적인 인간의 욕구를 넘어 대학생 혹은 준거집
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과 함께, 여행을 통
한 인정과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
행자의 윤리를 넘어 개인의 삶의 보람과 사회적 책임을 통한 자기완
성, 지적인 능력의 실현과 같은 내면적 완성을 위한 여행의 동기가 있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행이라는 행위가 기부와 연결된 사람들을 보면 참 멋지다 생각
울산학연구 제11호

해요. 배낭여행하면서 탄소발자국 지우기 운동에 참여하거나, 오지
에 길을 놓고 우물을 파주는 일 같이... 제 몸으로 사회 책임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이 있다는 게 부럽고 저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2) 여행지 선택 속성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인지, 걷기에 좋은 곳인지... 저의 경우 동행
자가 있을 땐 주로 가까운 곳을 택해요.” (면접자⑤)

| 2016 울산학연구논총 |

(면접자⑰)
“아이가 생긴 후부터는 아이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며 여행을 하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이는 여행 사진들이 제 인생의 데이터를 축
적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댓글이나 쪽지들로 여행 관련 질문들

226

게 되는 것 같아요. 체험활동이라거나 뭔가 정서적으로 남겨올 수 있
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죠.” (면접자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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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거든요.”(면접자㉕)

고 조용하니 걱정 안 하는 편이죠.” (면접자⑥)

자유롭게 여행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여행지 선택에 대한 중
“저 같은 뚜벅이를 위해선 도보와 대중교통이 발달된 곳이 중요해
요. 그리고 풍경의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면접자④)

“유명하다 해도 생각보다 별 볼 거 없는 곳들이 있던대요. 교토에
있는 철학자의 길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진만 보고 찾
아갔다가 사실 별로였어요... 저도 다녀온 사진들을 페북에 올려놓았
긴 하지만요.” (면접자⑮)

요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령이나 인생 주기에 따라 자기 자신
을 위함에서 가족과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는 관점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적 정보탐색을 통한 여행지 선택의 수용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프로슈머(prosumer)로써의 면모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여행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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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가 깨끗한지 좀 알아보는 편이예요. 일본은 어딜 가나 깔끔하

즐거움(enjoy)의 개념에서 나아가 휴식과 치유(healing)의 내면적 여
유를 즐기는 소비 가치가 늘고 있으며, 시각적인 관광의 기억을 넘어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여권이랑 다 잃어버렸었거든요. 파
리 얘기만 들어도 그때가 생각나서 등이 오싹해요. 모두에게 다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에 있어서 안전과 치안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면접자⑨)

“유럽 성당에 들어가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답죠. 근데 그곳에서
들었던 오르간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마치 천국의 소리처
럼 느껴졌었어요.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여행지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면접자⑳)

오감을 충족시키는 여행지의 경험을 응답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
견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1]을 위한 심층면접 내용의 확인을 통해 면접자들 중 상
당수가 대도시 관광지, 혹은 발전이 너무 많이 된 곳보다는 자기 자신
에게 충실할 수 있고, 여유를 즐기기 위한 장소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각적인 랜드마크(landmark) 성격의 관광 명소보다는 걷
거나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원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기
개발(self development)에 대한 차원에서 여행의 가치를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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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Richards & Wilson(2007)이 관광형태와 관광현상의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둘째 이모와 같이 갔던 제주여행이 그리워

진화적인 관점에 대한 언급의 내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최근의 여

서 바닷가 여행을 종종 가게 되는 돼요. 바다에 가면 할머니가 불러

행객들은 정형화된 ‘관광지(sights)’ 또는 ‘경험(doing)’에서 벗어나

주는 자장가가 들리는 것 같아요.” (면접자⑱)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리적 관광여건에 대한 충족보다는
무형의 관광환경에 대한 ‘존재(Being)’의 가치 충족을 통해 자신의 정

| 2016 울산학연구논총 |

“남들 다 가는 곳은 안 가고 싶어요. 결국 가면 사람에 치이게 되고,
웬만한 장소는 거의 다 서울이랑 비슷해서요. 옛 모습을 잘 간직한
곳을 찾아가게 돼요. 공기도 뭔가 다른 것 같고 시간을 이동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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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발견하는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ichards & Wil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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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동구(東區)와 자다르(Zadar) 도시 이미지 비교

단계설을 적용한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사람의 욕구는 결코 충분하
게 만족될 수 없으며, 어느 한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대신

[연구문제 2]는 자연 및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조건의 두 도시의 이

해서 나타나는 위계적인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

미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연구문제의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리적 욕구(음식, 물, 공기)’, ‘안전의 욕구(치안, 건강, 교육)’, ‘소속의

의 가치를 적용시켜 두 도시가 어떻게 이미지화되고 소비자 인식 속

욕구(애정, 인간관계 형성)’, ‘존경의 욕구(자존심, 인정, 권위)’, ‘자아

에 존재적 대상으로 자리 잡아 평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현의 욕구(잠재력 성취)’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구 위계는 각각의 욕

연구대상으로 비교를 위한 두 도시는 대한민국의 ‘울산의 동구(東

구는 상호 독립적이고, 각각의 욕구 간에는 중복이 있으며, 어떤 욕구

區)지역’과 크로아티아의 ‘자다르(Zadar)’를 설정하였다. 동해안과 밀

도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는다(Maslow, 1970; 양윤, 2014). 이러한 특

접한 도시 울산 동구는 지역경제의 90% 이상이 중공업에 의존하고

징에 따라 면접자들의 응답 내용을 정리한다면 여행에 대한 소비 가

있는 산업구조로 이뤄졌으며, 삭막한 산업도시 이미지의 탈피를 위하

치가 개인의 여행 동기와 욕구 실현의 차이에 따라 생리적 단계의 먹

여 생태문화 및 관광도시로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울산광역시 동구

방 여행, 안전의 단계인 힐링 여행, 소속의 단계로 동호회나 준거집단

관광과, 2016).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리로 기억되

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여행, 존경의 단계로 페북이나 블로그 활

는 풍경을 제시한 ‘울산 동구의 소리 9경(景)’을 제시하며 최근의 관광

동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여행 기록 공개, 그리고 앞선 단계의 여행 자

패러다임에 맞게 차별화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체를 타인을 의식하며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자아실현(self-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Adria) 해안을 따라 있는데, 1990년대 사회

realization)의 도구로써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으로까지 성장해

주의 유고연방의 분열과 장기간의 내전, 코소보 전쟁으로 도시 전체

있는 여행 소비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2> 참조).

및 산업 인프라가 피폐한 도시였다(김철민, 2006). 이러한 어려움을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브랜드 전략연구

이와 같은 심층면접 내용은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

극복하며 관광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한 것은 문화적 가치를
통한 도시브랜드 관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자다르(Zadar) 지역

울산학연구 제11호

Maslow’s
theory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의 경우, 2005년 건축가 니콜라 바시츠(Nikola Bašić)에 의해 조성된

‘바다 오르간(Sea Organ)’ 청각적 시설물과 ‘태양의 인사(Greeting to
the Sun)’ 태양열을 이용한 시각 구조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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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소비가치

●먹거리
●숙소

●치안
●동호회
●휴식, 힐링 ●준거집단
●자녀교육 ●가족단위

●여행담 공유
●블로거 활동

●지식충전
●정서고양
●사회적책임

그림 2_ 욕구단계에 따라 분류 가능한 여행 소비가치. 출처: 면접결과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230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로 격상하였으며, 현재는 ‘유럽이 사랑하는 도
시’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바다와 가깝고 문화적인 요소를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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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은 심층면담을 통해 비중 있게 언급

점이다. 영화감독 ‘히치콕(Alfred Hitchcock, 1899-1980)’이 세계에

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서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다르를 극찬하였으며, 울산 동
구의 슬도는 우리나라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고 누리꾼들을 통해

1) ‘울산 동구’와 ‘관광지로서의 울산 동구’에 대한 이미지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내일로 여행을 하다 만난 사람들에게 울산 가봤냐고 물어보면 울

면도 유사한데, 울산의 경우 경주와 부산 사이에, 크로아티아는 수도

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놀랐어요. 여러 번 내일로

인 자그레브와 두브로브니크에 위치한 특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를 해본 경우거나, 곳곳을 다녀보려 작정한게 아닌 경우에는 안가더
라구요. 내일로 자체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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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점과 함께 두 도시 일몰이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는

가더라구요. 울산을 모른다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만약 여행을 해
본다면 울산은 기대치가 없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면접자㉕)

“평균 소득이 높고 물가가 높은 도시로 알고 있어요. 여행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대요. 울산 여행 다녀왔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면접자⑧)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동구

크로아티아(Croatia), 자다르(Zadar)

그림 3_ 연구대상인 두 도시의 위치
사진출처: Google maps

그렇다면 ‘두 도시의 이미지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앞선 연구문제와 마찬가지로 19명의 심층면접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
울산학연구 제11호

하였다. 울산 동구와 유사한 조건의 도시를 선정한 것이지만, ‘유럽’이
라는 관광지 자체의 환타지가 무의식중에 작용하여 편향성의 오류에

“공업도시잖아요. 일부러 여행 갈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면접자⑳)

“울산 자체가 넓어서 그런지 걸어 다니며 구경하긴 어렵고, 버스로
이동이 너무 불편했어요. 빙빙 돌고, 시내는 너무 막히고요. 차 없이
는 못사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중략) 처음 내려갈 때도 구(區)이름이
동서남북구여서 재밌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알까
요?” (면접자⑩)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해야 했다. 따라서 실험을 위해 동영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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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8)하여 각각 면접자에게 보여준 후 도시와 관광지로서의 생각과 느

“돈 많고, 돈 쓸 곳 없는 심심한 동네요. 방학에 집에 갈 때마다 하
나씩 뭔가 생기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뜬금없고, 이유 없다 생각합니
다. 저 어릴 땐 없었는데... `크면서도 몰랐는데... 저희 가족도 그렇고

8) 크로아티아(Croatia)의 자다르(Zadar) 홍보 동영상에서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을 암시할 수 있는 구간 삭제하고
총 58초 길이로 편집한 통제된 정보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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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울산 사람들도 다 모르던 것들을 뜬금없이 울산의 명소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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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역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면접 초기 질문에

로써 경쟁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울산시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

울산 동구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보조 인지도(recognition)

로 밖에 못 느끼겠어요.” (면접자㉔)

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되었지만, 이는 제공된 자료로 교
육되어진 응답의 결과가 되는 것이기에 본 연구 결과로 다루기에는

“울산엔 먹을거리도 없고, 외식비가 비싸서 밖에서 잘 안 사 먹어
요. 저도 울산에 놀러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딜 추천 못하겠는데...
우리도 울산을 관광지로, 울산에서 다닐만한 곳을 추천 못 하겠거든
요. 관광안내를 찾아보면 다 최근에 알게 된 것들이고, 다 새것이라
서 좀 황당해요.” (면접자⑯)

불충분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되어진 이론이나 변인을 수동적으
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 동구의 매력적인 도시문화를 창조하
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기 위한 탐험적 특성의 연구로 진행되
고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론이 가진 제약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브랜드 전략연구

정하고 있거든요. 없던 걸 갑자기 만들어서 밀고 있는 느낌? 관광지

적 특성을 배제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작위적으로 응답을 유
“자연에 왜 목숨 걸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울산은 공장으로 큰 도

도하는 것은 연구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다.

시잖아요. 자연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와 비교하려면 바다가 있다는

또한, 심층면접을 울산 동구에 한정하여 응답 특징을 모색하는 것이

것 빼곤 없는데, 순천은 도시 전체가 정원 같잖아요. 공장이 있다는

불가능한 이유는 울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걸 잘 아는 동네를 자연환경 도시로 광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중략) 우리끼리는 울산이 크다 생각하지만, 울산이 광역시인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면접자③)

“울산 동구 쪽에 MTB 코스가 있거든요. 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울산이라는 질문 자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의 배경은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라는 강력한 도시 정
체성을 탈피하고 새롭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새로운 변화를 도모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민 입장

서 대회도 종종 열려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할 만한

에서는 울산의 동구지역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자원 그리고 아름다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면접자㉓)

운 자연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관광 경쟁력이 높은 도시이지만, 울산
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울산 동구의 인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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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대한 기존의 확고한 공업도시라는 이미지와 달리 울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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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이미지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었다.

리적 위치나 관광지로서의 매력, 심지어 대한민국의 6대 광역시 중 하

본 연구는 울산 동구의 기존에 잘 확립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검증

나라는 점에 대한 무지(無知)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초 인지

하는 연구가 아니라, 새롭게 도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며 문화와 관

도(Top of Mind Awareness) 확인 결과 울산 동구 및 울산에 대한 인

광자원을 구축하는 출발의 시점에 있기에 구체적인 울산 동구의 연상

지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동구의 관광지로서의

개념의 확보에는 한계점이 있다. 울산 동구의 산업적 패러다임의 전

매력과 평가 역시 인지도가 낮아 계속적인 심층면접 자체를 울산 동

환과 함께 관광화에 대한 시도와 연구가 이제 겨우 시작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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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나는 소리예요? 뭔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느껴져요. 일

황의 진단, 대안의 선별,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과 같은 탐색적(ex-

상에 지치거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때 찾아가면 위로받을 수 있을

ploratory) 연구를 수행하여 계량적 연구로 제시할 수 없는 개념들을

것 같아요.” (면접자㉕)

제시한다는 장점을 갖는다(한민희·장대련, 1994). 즉, 질적 연구방법
의 대상과 범위를 관광의 욕구와 소비과정,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과
같은 경험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설문조사법에서 얻기 힘든 소비자들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도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재미와는 별개로
무료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삶에 쫓기지 않는 곳일 것 같고, 주말을 가
족과 보낼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된 도시라 느껴져요.” (면접자㉔)

의 다양한 경험과 심도깊은 풍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응답자의 관점에
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입관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바다 하면 백사장이 펼쳐지고 멀리 수평선이 있는 탁 트인 느낌을

장점을 유지하며(유창조·김상희, 1994) 연구를 진행하였음에 주목할

먼저 상상해서인지 콘크리트가 바로 맞닿아 있는 게 안전할까 걱정

필요가 있다.

부터 되는대요.” (면접자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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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본 연구는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

또한, 울산 지역 출신의 심층면접자 중 동구지역 거주 응답자의 내
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울산이 관광지화되는 것에 갑작스러움과 계
획성을 띈 목적지향적 개발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계획하기 좋은 곳일 것 같아요. 복지 좋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일거 같아요.” (면접자⑱)

다. 기존에 울산 고유의 것과 함께 거주민의 지역 정서가 반영되고, 역
사성을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관광화의 정당성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바다 오르간의 소리와 장면을 확인한 심층면접자들은 공통된 의견
으로 여유와 힐링, 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응답하고 있

보인다.

었다. 한편 일반적인 바다의 모습과 다른 점에 우려의 의견도 확인할
2) 동영상 속 도시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 크로아티아 자다르
“평화롭고 여유로운 도시 같네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워 보이고
울산학연구 제11호

요.” (면접자④)

수 있었다. 면접자들 중 크로아티아의 자다르 바다라는 사실을 인지
한 경우는 없었다. 실험물로 편집된 화면을 58초 시청한 이후의 응답
이 모두 같은 방향성을 띄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울산 지역 출신과 타
지역 출신 면접자 간의 응답 내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저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음 같지 않고 세련되게 느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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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대요. 여기 부유한 사람들만 여행 가는 곳 같아요.” (면접자⑯)

두 도시가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 동영상 속 자다르의 바다는 사운
드 스케이프 인공음이 연출되는 바다이고 울산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바다이기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예술의 도시?! 좋은 이웃이 있을 것 같고,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복지시설이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면접자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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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사운드 스케이프의 개념의 정의에
자연음과 인공음 그리고 ‘기억’과 ‘이미지’와 같은 소리도 포함된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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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는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주장한 것처럼 산업사회에

지는 감각의 환기를 통한 소리 역시 해당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서 건축물, 박물관, 유적지, 해변, 산 등의 물리적 유형자원(tangible

있을 것이다. 울산 동구의 슬도는 섬의 모양이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

resource)이 강조되었지만, 창조경제시대에는 이미지, 정체성, 라이

다하여 ‘시루섬’ 또는 섬 전체가 왕곰보 돌로 덮여 있어 ‘곰보섬’으로

프스타일, 분위기, 서사, 창조성, 미디어 등의 무형자원(intangible

불리는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섬이기도 하다(http://ko-

resource)의 역할이 중요하다(Richards & Wilson, 2007)는 관광자

rean.visitkorea.or.kr/).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슬도(瑟島)’라는 이

원의 신 경쟁력 창출에 적합하다.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한 도시브랜

름의 유래는 바다구멍 사이로 드나드는 파도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

드 전략은 울산과 같은 공장과 산업현장의 삭막한 이미지로 인해 다

리’처럼 구슬프게 들리는 섬으로써, 사운드 스케이프를 형성하고 있

양한 문화적 요소가 부족한 도시에 새로운 성장의 방법론이 될 수 있

다는 점이다. 파도의 소리가 거문고 음색으로 들리는 것이 실제로 불

을 것이다.

가능하더라도,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설

울산 동구의 거문고 소리가 나는 바다 ‘슬도(瑟島)’는 관광지 자원으

화(說話)처럼 전해져오는 슬도의 거문고 소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로서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연구문제 2]의 결과와 같은 울산의

강력하게 인식(cognition)된 소리를 통해 신비감과 환상의 사운드 스

기존 도시 이미지를 자다르의 도시 이미지로 치환 가능하다. 본 연구

케이프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여행의 경험 그 자체가

가 매력적인 도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으로 사운드 스

개인적 차원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인식 수준의 변화를 이끌고, 의

케이프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울산의 슬도는 이러한 요소를

미 있는 경험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한다는 점은 현실에서 인식할 수

모두 갖춘 곳이라 할 수 있다.

매력적인 도시문화 창조를 위한 브랜드 전략연구

강화, 2003)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식되어

없는 가상의 경험을 제공(Fredrickson & Anderson, 1999)하기 때문
에 ‘슬도’의 거문고 소리는 매력적인 사운드 스케이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청각적 경관의 타당성 이외에도 장소적 권위(Authority)를 만드는
울산학연구 제11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통해 전무후무한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장소에 이야기가 보태진다면 장소적 권위가 만들어내는 강력
한 힘이 존재하게 되어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다.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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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네프랑크의 집에 가서 그 소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거나(Clark,
2006), 프랑스 파리에서 낭만의 정취에 심취하는 것처럼 장소적 이야
기의 생산과 재생산은 장소적 권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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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결과는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에도 적용이 가능하였는데, 저차
원적인 생리적 욕구단계에서는 먹방 투어와 같은 먹거리나 숙소를 여

1. 연구 요약 및 함의

행 소비가치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안전의 욕구단계에서는 치안

울산학연구 제11호

과 휴식 그리고 자녀의 교육적 차원이 여행 소비가치로 충족될 수 있
울산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한 역사성이 있는 도시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속의 욕구단계로는 동호회나 준거집단,

지만, 제조업 기술 중심의 경쟁력이 나날이 도태되어 가고 현재 울산

가족 단위 여행을 통한 집단과의 소비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애정의

의 도시 성장률은 도태되고 있다. 울산의 동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여행담을 공유하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향후 성장전략을 위해 자연조건을 관광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의 활발한 인터넷 활동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존경과 명예, 그리고

있지만, 공업과 노동자의 도시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

자존의 욕구를 여행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

어 자연 및 관광의 도시로의 변화가 쉽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 여행을 통한 지식의 충전이나 개인의 정서 고양 및 사회적 책임활

울산 동구의 기존 가치와 더불어 매력적인 도시문화를 창조할 수 있

동을 통한 삶의 보람과 내적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하는

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수립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행의 소비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 경쟁력으로서의 무형적 요소인 사운스 스케이프의

둘째, 울산 동구와 비슷한 환경의 도시 자다르(Zadar)와의 비교 평

가치와 영향, 그리고 브랜드 형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가를 진행한 결과, 울산 동구지역은 바다가 인접해 있어도 공업도시

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연구방법으로는 정성조

라는 이미지가 강해 관광도시로의 인식이 쉽게 전환되지 않고 있음을

사(qualitative research)기법인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대부분 매우

으로 여행의 소비가치에 대한 최근 관광패러다임을 반영한 인식을 확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울산에 대한 지리적 위치

인하고, 울산 동구와 비슷한 지정학적 조건의 도시인 크로아티아의

의 무지 및 연상 자체에 대한 기존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에 울산

자다르와 비교를 통해 사운드 스케이프 관리와 도시브랜드 확립의 시

동구지역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나타났다. 또한 관광

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시로의 변모에 대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의 반영과 발전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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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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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조건의 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시 자다르의 경우, 울산지역 출신과 그 외 지역 출신의 심층면접자 모

첫째, 여행의 소비가치는 관광지(sights) 자체의 경험(doing)과 더

두 여유, 힐링, 평화로운 도시로 인식하며 관광지로서의 매력성도 높

나아가 좀 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성숙한 관광적인 가치에
대하여 중요도를 높이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심층면

240

이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크로아티아의 자다르는 인공적으로 사운드 스케이프를 설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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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정보를 생성해나가기 때문이다(이은정, 2016). 본 연구의 심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슬도(瑟島)’는 인식의 소리를 가진

층면접 중 응답자가 해외생활의 고단함을 노래를 부르며 달랠 때 ‘아

섬으로 포지셔닝한다면, 자다르 해안을 보며 느낀 이미지를 분석한

리랑’을 부르면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심층면접의 도시 이미지를 울산 동구의 도시 이미지로 변화 가능하다.

만약 울산 동구지역이 거문고 소리가 나는 슬도를 중심으로 사운드

주목할 점은 자다르와 슬도는 모두 바다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스토

스케이프 관리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형성한다면, 거문고 소리에 무의

리텔링이 가능한 곳이다. 자다르(Zadar)의 바다는 ‘아드리아 해

식적으로 동구지역을 떠올린다거나 바다 사진을 보면서 거문고 소리

(Adriatic Sea)의 진주’라는 애칭과 함께 ‘오디세우스를 유혹했던 사

를 공감각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독보적인 관광지이자 매력적인 도시

이렌9)’의 바다로 행복한 상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크로아티아의 관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 울산 동구의 슬도(瑟島)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다의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바탕으로 여유와

거문고 소리가 나는 바다라는 기존 설화개념의 이미지를 유지시키되,

힐링 이미지를 갖게 된 크로아티아 자다르를 ‘아드리아의 진주’, ‘유럽

거문고라는 악기의 의미를 부각하여 바닷소리와 도시 이미지를 관리

이 사랑한 도시’라 불리는 것처럼 울산 동구 역시 ‘동해안의 보석’, ‘아

할 필요가 있다. 국악기 중에서도 임금이 연주하는 악기였으며, 남성

시아가 사랑한 동구’로 발돋움하는데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한 도시 정

을 상징하는 현악기로, 선비의 악기이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비

체성 창조와 브랜드 전략이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유로 고시(古詩)의 시어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리자체의

다. 더 이상 공장도시, 노동자의 도시가 아닌 인식의 소리를 가진 신

상징적 이미지로써도 세계 어느 관광지와의 비교에도 경쟁력에 손색

비의 도시이자, 환상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도

이 없는 차별화와 매력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시로, 울산 동구의 문화적 가치를 브랜드 정체성으로 구축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울산 동구의 차별화된 도시 성장전략을 위한 브랜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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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화된 곳이지만, 울산 동구 지역은 다양한 소리자원을 확보하고

될 것이다.

리를 위하여 사운드 스케이프를 강조한 것은 청각적인 경관의 인식을
통해 독특하고 매력적인 도시 정체성의 확보에 있다. 인간의 오감 중

2.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통한 제안

| 2016 울산학연구논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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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각을 통한 소리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각은 다른 감각들과 달리 자극에 따른 정보를 인간의 의지에

소리풍경 관리를 통해 관광지로서 사랑받고 강력한 도시브랜드를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유일한 감각기관이고, 다른 감각과 연합되어

구축한 크로아티아의 자다르와 울산의 동구지역을 비교하였는데, 특

동시적이고 복합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공감각의 형태로 발전하여 끊

히 울산 동구는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소리를 관광자원화하여 ‘소리
9경(景)’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과

9) 사이렌(Siren, Sirens, Seirens)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인 바다의 마녀의 이름이다. 바

같이 내부 고객이 될 수 있는 울산 지역민들에게는 갑자기 등장한 새

닷가 외딴 섬에 살면서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 근처를 지나가는 배들을 좌초시켰다.

242

243

04

chapter

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 있게 된다.
울산 동구 및 울산이 관광지화됐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도시 브랜딩은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문화, 환경 등이

만한 부분이 심층면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유럽과 달리 걸어서

지역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의 브랜드 가

움직일 수 있는 도보 여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며, 대중교통이 발달하

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버스의 경우 차 내부 시설 및 버스 전용차선의 부

맞는 전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각적 소리 경

재로 이용시간의 불평의견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극

관인 ‘소리 9경(景)’을 강조하는 것에서 좀 더 역사성을 보강하고, 지

복방법으로 역시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해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역성과 밀접하고 현장성 있는 소리 자원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있다.

먼저 슬도(瑟島)의 경우, 거문고 소리가 들리는 파도와 같은 설화적

사운드 스케이프의 범위에는 사람의 목소리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

유래와 함께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의미와10) 석양이

목하여, 울산 특유의 어조를 반영한 사투리를 무형의 자원으로 인정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명성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곳이다. 해몰

하여 버스 등의 안내방송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의 경우 여름

이와 해넘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적인 특성이 있는데, 연구를

시즌에 한정적으로 해운대 안내방송에 사투리 어조로 방송을 하고 있

위해 비교했던 자다르의 경우 영화감독 히치콕이 일몰의 아름다움을

으며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극찬한 점 또한 유명세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리

다. 부산 사투리로 안내 방송을 함으로써 부산을 친근하고 기억에 남

학적 연구차원에서도 슬도는 타포니(tafoni)지형이라는 독특한 특성

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도시 브랜드 전략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을 지니고 있어 교육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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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계획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지역성과는 거리가 멀

또한 울산 동구는 제주도 다음으로 해녀가 많은 지역이고, 울산 해
녀의 3/4이 울산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동구 바다의 이상적
인 이미지뿐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공간이 숨 쉬고 있는 문화와 지리,
울산학연구 제11호

자연환경과 같은 지역의 고유한 속성들이 어우러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단순히 사운드 스케이프 관광의 명소로서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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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적인 역사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그림 4_ 부산 사투리 안내방송욕구단계에 따라 분류 가능한 여행 소비가치
10) 울산 동구청이 현재 국립천문연구원에 일출시간 계산을 요청해둔 상태임(울산 동구청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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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울산 동구의 고유한 멋과 매력적인 힘을 청각적 디자인으

막힌다는 점은 오히려 불편하지만 경험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로써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해 세계 도시들과 비교를 진행하여 더욱

에 대해서도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매력적인 도시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 울산지역 출신의 연예인들과 그들의 목소리도 역시 사운드 스케

도시브랜드 전략의 매력적 요소로써 사운드 스케이프는 우리의 생

이프의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

활 속에 깊게 배어있는 지역성을 반영한 소리를 통해 도시의 생활자

넷에서 입소문을 타며 럭키열차라 유명해진 YG 분당선 열차가 있다.

및 관광객의 감성, 의식 및 행동에 행복과 삶의 질 추구로 영향력을 미

YG 패밀리의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벤트 광고성격으로 2011

치게 될 것이다. 이는 소리풍경의 이미지는 강력한 도시 브랜드를 구

년 일시적으로 운행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포스터 등의 랩핑만 진행

축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된 것이 아니라 승강장과 열차 내에서 방송되는 음성안내를 YG 패밀

본 연구는 소리 환경조성으로 도시와 지역주민의 자긍심, 삶의 질과

리 소속연예인들이 녹음하여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방송

행복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할 수 있으며,

하였다는 점이다(김주호 외, 2016). 이러한 녹음에 참여한 연예인은

국가의 중요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

탤런트 유인나, 가수 세븐과 빅뱅의 승리가 있었으며, 안내방송은 다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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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울산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버스 이용이 번거롭고 길이

음과 같이 방송되었다.

유인나의 신분당선 안내방송의 예
“안녕하세요. 유인나입니다. 이 열차는 강남, 강남행 열차입니다. 강남 방면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승차해주시길 바라며, 신분당선 그리고 제가 DJ를 맡
고 있는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11)

울산학연구 제11호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도시환경에 맞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운드 스케이프의 조성을 통해 당면한
한계점들을 극복하며 관광자원의 경쟁력 확보 및 도시 브랜드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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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1) https://youtu.be/zr14NqI0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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