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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벽화마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몇 개의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대표적인 

벽화마을의 문제점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무관한 이미지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비슷한 벽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벽화마을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벽화마을을 검색할 수 있는 통합된 벽화마을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벽화마을의 디지털 콘텐츠의 

필요성을 제기한 시안의 성격임을 밝혀둔다.

키워드: 벽화마을(Mural village),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

I.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어느 도시든 벽화마을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이제 대학생은 내일로 패스를 구

매하면 전국 어디나 철도로 여행할 수 있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

은 하나로 패스를 이용하여 추억과 낭만을 맛볼 수 있다. 각 지역

은 철도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숙박과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맞게 지자체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

에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일은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

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벽화마을’ 사업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벽화마을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고자 

한다.

II. 벽화마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한국의 벽화마을 사업은 2006년부터 골목길과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미술사업’ 형태로 시작되었

다. 이후 벽화마을은 정부와 지자체,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벽화마을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로 인식되면서 지자체주도형, 혹

은 민간단체주도형 등이 중심이 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

나 그 마을의 전통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가 범람하면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벽화마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국 각

지의 벽화마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그 지역의 특성과 연계

된 벽화마을이 조성되어야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 벽화마을의 문제점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벽화마을로는 감

천문화마을, 닥밭골벽화마을, 대구벽화마을, 동피랑벽화마을, 마비

정벽화마을, 마산벽화마을, 서울혜화동이화벽화마을, 수원벽화마

을, 안동벽화마을, 이화동벽화마을, 전주벽화마을, 통영벽화마을, 
혜화역벽화마을 등을 들 수 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벽화마을은 모

든 도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벽

화마을이기에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한마디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제각각의 그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1 전주 벽화마을 자만마을

전주 한옥마을과 인접해 있는 자만마을에는 벽화마을이 조성되

어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전주한옥마을

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이다. 그러나 한옥마을과 달리 벽화가 그려진 자만마을은 고

전적인 가옥과 다른 느낌을 준다. 전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

하고 통일성이 결여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전통적인 느낌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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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 1                       그림 2

앞으로 전주 벽화마을은 예쁘기는 하지만 특성이 없는 그림 1
보다는 전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전통에서 소재를 따오고 스

토리가 있는 그림 2가 바람직할 것이다.

1.2 부산 벽화마을 감천문화마을

부산은 국제적인 관공도시이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항구도시이

고,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

로 더 많은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이다. 최근 부산의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가 감천문화마을이다. 이곳은 벽화마을로

도 유명하다. 그러나 그림 3과 달리 그림 4는 부산의 정체성을 살

릴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다.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그림 4

1.3 통영 벽화마을 동피랑마을

통영의 명소로 알려진 동피랑 벽화마을은 항구에 인접한 아름

다운 곳에 위치해 있다. 남해안 일주를 계획하는 관광객의 필수 코

스이기도 한 통영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다. 그곳

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으며, 통영의 먹거리 

충무김밥과 통영 동피랑꿀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피

랑에 위치한 벽화마을은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아래의 그림 5를 보자

그림 5                       그림 6

그림 5는 통영 벽화마을의 벽화 중에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벽화이다. 천사의 날개란 이름이 붙은 이 벽화는 개성은 있을지 몰

라도 통영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그

림 6이 항구 도시 통영의 정체성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본다.

2. 벽화마을의 발전 방향

벽화마을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손쉽

게 만화 캐릭터를 따온다든지 그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성이 부족

한 그림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지도 못할뿐더러 지역 브랜드

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벽화마을의 발전 방향

은 그 지역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살리는 데서 시작

된다.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이미지라든지, 어촌과 

산촌의 이미지라든지 그 지역 문인의 동화나 소설에서 유래한 캐

릭터와 스토리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벽화마을의 문제점

과 발전 방향을 대표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벽화마을

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알릴 수 있어야만 관광객을 모을 수 있

다. 아울러 포털 사이트에 존재하는 벽화마을의 사진과 기사들은 

단편적인 것이 사실이다. 전국 각지의 벽화마을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많은 내외국인이 아름다

운 벽화를 보기 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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