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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광마케팅전략 제안
강

신

겸

1)

본 연구는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광마케팅 전략과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시설과 프로그램, 광주의 관광여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광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목적지로서 '문화도시 광주'의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관광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
과 목표 설정, 관광매력과 가치 창출, 관광시스템 구축과 인재양성 측면에서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
광도시 전략을 제안하였다. 문화전당의 관광마케팅 전략은 단체와 개별 여행객,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
객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관광(art tourism)에 초점을 맞춘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의 설정을 제안하였
다. 관광상품 개발측면에서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 아트마이스(art MICE) 육성, 문화전당과 연
계한 예술관광상품 개발을 국내외 관광홍보 측면에서 주요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수단을 제안하였다. 관
객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예약 및 요금제도, 안내서비스, 연계 쇼핑 및 교통서비스, 기타 광주전남 관
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하였다. 문화전당이 시설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개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자부심을 높이며, 지
역경제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광마케팅, 문화관광, 예술관광

Ⅰ. 서

론

광주는 그동안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그 핵심 사업으
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건립하는데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왔으며, 2014년 10월말 완공된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5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전당 준공을 앞두고 시설은 물론 콘텐츠와 운영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추진단, 2014.8).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공급(supply)측면에 집중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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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요(demand)측면에서 방문객 즉, 시민과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고 만족도
를 높여 다시 찾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당초 문화전당의 건립, 나아가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 자극받아 문화
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즉, 오늘날 어떤
도시도 ‘문화’없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컬쳐노믹스
(culturenomics) 전략의 일환이며,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예술문화의 창
조성을 높이는 것으로 시민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도시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는 문화에 의해 방향 지워지는 것이며, 문화는
경제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을 알고 문화도시 만들기에 주력해 왔던 것이다. 세
계적인 문화도시이며 창조도시로 알려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Barcelona)가 그
렇고, 영국의 리버풀(Liverpool)과 게이츠헤드(Gateshead), 일본의 가나자와
(Kanazawa)가 좋은 예이다.
문화를 통해 한 도시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문화도시전략은 크게 문화
자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문화산업(culture industry) 또는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육성정책과 문화로 방문객을 끌어들여 도시내 소비를 촉진
하는 ‘관광산업(tourism industry)’ 육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문
화도시에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은 새로운 성장 동
력으로 관광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어떤 도시도 관광을 외면하고 지역경제
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바 관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투어노믹스
(tournomics)의 시대이다. 지역이 가진 독특한 자원에 주목하여 관광매력으로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시스템을 갖춰 ‘산업’으로서 관광을 육성해 지역경제
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의미이다(강신겸a,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주 지역사회에서 ‘문화도시’는 지향하지만 ‘관광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부족했다(강신겸, 2011). 그동안 광주는 관광산
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관광시장에서는 도시브랜
드가 알려지지 않았으며 마땅히 내놓을 관광 상품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광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약 20만 명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한마디
로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관광 시장과 자원, 기회가 없지는 않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1,200만 명이었고, 연간 1억 명이 해외여행
을 나서는 거대 중국 관광시장이 인접해 있다. 2015년 상반기에 예정된 호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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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개통과 하반기에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하계유니버
시아드대회 개최 등 크고 작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관광산업이 문화
도시 비전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임을 인식하고, 문화예술을 핵심 관광콘텐츠로
만들고, 관광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그동안 있었지만 주목하지 못했던 자원을
찾아내 관광 상품화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시점이다.
문화전당의 개관은 관광목적지로서 ‘문화도시 광주’의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관광명소
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화전당의 주요 시설과 지역관광에 미
치는 영향과 의미를 짚어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관광정책 방향
과 문화전당의 관광마케팅전략과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몇 차례의
논의에서 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한 광주광역시의 관광전략이 논의 된 바 있으나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또는 거시적 담론 수준이어서 정책대안으로 채택하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광주광역시외, 2014.5). 광주의 도시관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전당의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국내외 관광시장에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문화전당의 관광 잠재력과 광주 관광산업
1. 문화전당의 관광 잠재력
1) 주요 시설
문화전당은 광주의 역사적 정신적 중심인 舊 전남도청과 그 주변에 건립하여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며, 아시아 문화교류 협력 네트워
크의 중심에 광주를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개념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창조와 교류를 통해 아시아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문화발
전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창조와 교류를 통한 미래지
향적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공간이자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
술공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전당은 부지면적 134,815 (40,781평), 연면적 161,237 (48,774평)으로
주요시설은 예술극장(대극장 1,120석, 중극장 520석), 창조원(창조공간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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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 교류원(보존건물 8,310 ), 정보원(연구소, 자원센터, 아카데미
18,035 ), 어린이문화원(14,328 ) 등 5개 원과 외곽주차장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舊 도청 본관, 별관(부분 보존), 회의실, 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보존건물 6동이 포함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6,991억 원이 투자된다(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 2014.3).

자료 : http://www.asiaculturecity.com
<그림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시설

2) 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성
문화전당은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비전으로 동시대성(아시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조망), 일상성(동시대 아시아인들의 의식
주, 일상생활 등을 구현), 다양성(한 중 일 중심에서 탈피,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여러 소수민족들을 성찰), 참여성(콘텐츠 구성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작가와 시민
들의 참여 유도)을 콘텐츠 구성의 4대 원칙으로 삼아 문화전당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다. 문화전당은 박물관, 극장, 연구소, 도서관, 어린이 문화공간 등의 다양
한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5개 원의 콘텐츠 운영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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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문화 교류 협력의 중심인 민주평화교류원은 5 18의 핵심 가치를 아시
아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류지원센터에서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시설과의 기관 간 양해각서를 통해 공연, 전시, 포럼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문화예술에 특화된 대규모 국제회의, 문화 공적개
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전남도청 등 보존 건물 공간의 민주인
권평화기념관(가칭)에서는 5 18 당시 열흘간의 이야기를 기승전결이라는 서사
구조에 따라 예술적 콘텐츠로 구현한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자원 수집 활용, 아
시아의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기능으로 한다.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제콘퍼런스와 포럼,
출판활동 등을 통해 학술교류의 장을 형성한다. 아시아문화자원센터는 아시아
문화다양성 및 콘텐츠로의 활용성 등 미래가치에 초점을 둔 아시아 문화자원을
조사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컬처아시아’)과 오프라인(‘라이브러리파
크’)을 통해 일반에게 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창조원은 연구 개발의 핵심조직인 연구랩(아시아연구랩, 동시대예술랩,
미디어랩, 과학기술랩, 디자인랩)과 스튜디오(기계조형스튜디오, 디지털AV스튜
디오, 복합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복합
전시관(1~5관)에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교환과 창출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목적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문화 가치 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적, 일상적, 대중친화적 프로그램과 이벤트
가 운영될 계획이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아시아 동시대공연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공연작품
을 창 제작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 세계의 유명극장, 페스티벌,
예술단체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수준 높은 작품을 적은 비용으로 제작하고, 유통
(순회공연)하는 아시아예술극장의 제작 유통 시스템으로 구현된다. 아시아예술
극장은 아시아 지역의 공동제작 및 제작을 선두하면서 동시대 공연예술의 창
제작의 중심지로 기능할 예정이다.
어린이문화원은 교육보다는 ‘놀이와 문화’, ‘창작활동’이 중심이 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놀이와 문화,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문화콘텐츠의 제작시스템
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문화 기반의 어린이 문화체험장을 구축하여 ‘자
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예술과 상상’을 주제로 체험관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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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원별 주요 콘텐츠
구분

시설 및 기관

주 요 내 용

5 18의 핵심 가치를 아시아와 공유하고 소통
민주인권평화기념관

- 5 18민주화운동 이야기를 서사구조에 따
라 예술적 콘텐츠로 구현한 전시실, 자료
실, 국제회의실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 세계 복합문화시설과 교류 등 아시아문화
교류사업
- 문화예술분야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 문화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문화 연구 자원수집 교육센터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연구소

- 아시아문화의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원천자료 제공하는 연구공간
- 국제콘퍼런스, 출판, 학술교류

아시아문화자원센터

- 아시아문화자원의 수집 분류 보존 및 열
람 전시 체험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양성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운영

라이브러리파크

- ‘컬쳐아시아’(온라인)와 ‘라이브러리파크’
(오프라인) 운영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시아 문화창조자들의 집

문화창조원

랩기반
문화콘텐츠 창제작센터

- 아시아연구랩, 동시대예술랩, 미디어랩,
과학기술랩, 디자인랩
- 창제작스튜디오 운영

복합전시관

- 다층적인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현
하는 대규모 전시공간

제작 중심의 아시아 동시대예술의 허브
대극장

- 아시아 컨템포러리 공연예술의 창작 제작
실연
- 지역-아시아-세계로 통하는 공연예술의 창

중극장

- 기존 장르 공연을 수용,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무대고정형 극장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 기반 어린이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 플랫폼

어린이문화체험관

-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 예술과 상상
등의 주제로 복합 어린이 문화체험장 구축
- 아시아문화 체험과 창작활동기반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공연 축제 활
성화 및 어린이 도서관운영

어린이콘텐츠개발센터

- 어린이 문화콘텐츠 교류협력 및 유통 활
성화
-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순회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 보급

어린이 문화원

자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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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목적지로서 문화전당의 잠재력
문화전당의 가능 큰 특징은 기존의 문화공간과는 전혀 다르게 기능이 복합적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시관, 극장, 도서관,
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는 단위 기능이 한 장소에 복합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어려운 복합문화공간이다. 공연과 전시, 연구, 교육, 체험 기능이 한 자리
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관광활동이 한 곳에서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어
린이문화원과 예술극장, 교류원 등의 5개 기관은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층 노년층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여행의 기
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신기성(novelty)의 추구 즉,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며, 이 때문에 관광지는 늘 새로워 지지 않으면 재방문을 유도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문화전당은 일년 내내 늘 새로운 예술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늘
새롭고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
방문을 통한 관광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전당이 광주 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전당은 광주관광의 랜드마크(landmark)이자 마인드마크(mindmark)
이다. 지금까지 광주는 이렇다 할 대표 관광상품 또는 상징적인 공간 즉, 관광목
적지로서 광주하면 연상되는 핵심 관광상품과 명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화
전당은 관광마케팅차원에서 상징공간으로써 의미를 지닌다.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서 동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도시’로 다른 관광목적지(tourism destination)
와는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둘째, 문화전당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관광트렌드로써 예술관광(art tourism)
을 선도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00년 초반 의료관광을 내세우며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트렌드를 선도한 바 있다. 광주 역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공연, 음악,
미술전시, 건축, 영화 등 예술을 관광매력으로 하는 국내외 예술관광 시장을 선
도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전당은 광주 전남의 관광 거점(hub)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남 각 지역의 관광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호남 관광시장에서 광주의 역할
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축소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문화전당이 개관하면서 광
주는 도시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수 순천, 목포, 담양 곡성 등 전남지역의
풍부한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상생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광주
전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전당은 광주가 관광산업에 눈을 뜨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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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될 것이며, 도시재생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광주광역시 도시관광의 과제
1) 관광이미지와 핵심 관광상품 부족
광주 관광시장 규모는 타 도시에 비해 크지 않으며, 지역경제 전체로 볼 때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까지 광주는 국제
관광시장에서 관광목적지로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관광
매력으로 잠재관광시장에 소구(appeal)하지 못하고 있다(강신겸, 2011). 관광은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때 관광객이 왜 광
주를 찾아야 하는지 핵심 관광매력(core attraction)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고국에
있는 친지나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광주의 관광명소로는 ‘무등산 등 광주의
유명한 산’(38.7%), ‘국립5 18민주묘지’(26.2%), ‘증심사 등 광주의 유명한 사
찰’(19.0%), ‘문화예술회관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8.9%)’의 순으로 나타났다(민
인철, 2008). 그러나 무등산은 등산 또는 하이킹과 같은 특정 관광활동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관광과 연계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이벤트로서 국제적인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개최기간 이외에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자원이다. 국립5 18민주묘
지 역시 광주를 상징하는 공간임에는 분명하지만 대중관광(mass tourism)의 측
면에서는 활용하고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광자원이 공간별 또는 주
제별로 집락화(clustering) 되지 못하고 개별 자원으로서 흩어져 있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2) 미흡한 마케팅 전략
도시의 잠재적인 매력을 극대화하여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관광마케팅에
좀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광부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관광부문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김재철 강신겸 박종찬, 2010). 또한 국제 관광시장의 트렌드와 주변
지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광주 관광상품을 차별적으로 포지셔닝(positioning)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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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이 부족하다. 중국인 노인관광, 청소년 관광에 주력하여 일부 성과를 거
두고 있지만 양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이다.
아직은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불편하지만 광주지역만큼 문화적인
매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많지 않다.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과 함
께 산재된 문화관광자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아이디어를 덧붙여 매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리버풀은 수많은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문화 마케팅 전략이 없었다. 그러나
리버풀은 1980년대 후반 문화관광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 2008년 유럽연합의 유
럽문화수도 프로젝트를 통해 그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문화도시의 관광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관광마케팅을 위해서는 전담조직(DMO;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정비와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관광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참여, 전
략적 제휴는 지역관광 발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이지만 지역관광시스템은
미흡하다(정유리, 2014). 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진흥
의 일차적인 수혜자이자 관광 진흥의 주체는 지역관광업계이지만 매우 영세하
고 조직력이 부족하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 광주컨벤션뷰로,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주요 기관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과제이다.
3) 관광인프라 투자의 부족
광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
력과 함께 방문한 관광객을 수용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컨벤션센터 건립과 특급 호텔 등 최소한의 인프
라를 갖춤으로서 광주는 비즈니스관광(business tourism), 나아가 전시컨벤션관
광(MICE)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숙박시설은 양적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타 지
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12년 광주전남지역 숙박업체는 각각 71
개(광주 19개, 전남 52개) 객실수는 5,242개(광주 1,276개, 전남 3,966개)이다
(이준범, 2014.6).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시설, 쇼핑
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 신규 관광인프라 개발과 기 개발된 지역관광기반시설
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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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늘려야 한다. 광주 관광의 소프트경쟁력 즉, 관광시설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
은 높지 않다. 관광시설과 상품의 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을 높여 눈에 보이
지 않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도보여
행코스의 개발, 도시경관 정비, 숙박업소 및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 언어소통,
과다요금, 호객행위, 안내정보 제공 등 관광객 불편사항의 개선 등 소프트한 인
프라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Ⅲ. 문화전당과 연계한 광주 관광도시 전략
1.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설정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정확한 현실 진단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10년의 관광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시점이다. 풍부한 자원에도 불
구하고 시설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현실 진단에서 벗
어나 관광시장의 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광주의 차별화된 정체
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광시스템과 가치를 창출하여 광주가 국제관광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과 역발상 전략,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만이 광주 관광산업이 직
면한 자원의 한계, 시장의 한계, 투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관
광의 비전은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막연한 비전
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컨셉과 이미지, 상징물을 중심으로 관광 비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자원개발에 치중한 백화점식 계획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관광개발과 관광시장, 비즈니스 육성 등 균형잡힌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전당의 비전을 바탕으로 광주관광의 목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전당과 연계된 관광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투자가 지지부
진하고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크고 대담한 목표(big hairy audacious goals)를 설정하고 도전해야 한다. 광
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20만 명이라는 현재 추세를 뛰어 넘어 단절적 성장
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중국시장 등을 집중 공략하
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0년까지 외래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는 등의 대담한 관광객 유치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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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고가(high-end) 전략을 추
진하며, 문화와 예술을 핵심 테마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
임없이 사람들을 광주로 향하게 하는 그 무엇, 광주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value)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이란 우리의 가치와 정신과 철학과 문화
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이는 다른 어떤 관광지와도 구별되는 가장 강력한 차
별화 도구이다. 광주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문화와 앞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
내 보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문화전당 관광마케팅 전략과 연계하여 광주
의 관광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어둡고 소외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젊고 활기에 찬’, ‘새롭고 열정에
가득찬’ 창의적인 문화도시로써 광주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설정해야 한다.
우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광주에 대한 관광브랜드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관광매력과 가치 창출
광주 관광은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
였음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이준범, 2014).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광주관광
이 가격은 비싸고 가치는 낮다는데 있다. 관광개발은 관광 자원과 상품의 가치
(value)를 창조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것이 결국 끊임없이 사람들을 광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고객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결국 가치는
더욱 높이고 비용은 더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전당이 제공하는 핵심 관광
상품과 이것이 지닌 가치와 경쟁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관광발전 단계상 광주는 여전히 관광인프라 즉, 숙박시설과 도시기반을 정비
하는데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다만 관광인프라와 관광명소를 개발함에 있
어 하드웨어개발에 치중하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과 소프트웨어,
스토리를 접목해 차별화된 매력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들어
야 한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과 시설, 인프라와 같은 콘테이너(container)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contents)를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 토목적 개발에서
과감히 탈피해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지역경영, 나아가 창조도시 가꾸기에 도전
해야 한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관광개발은 하드웨어 인프라의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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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사람 중심의 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주민들이야 말로 광주관광의 가장 필수적인 관광인
프라이다.
관광개발이란 지역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물건과 이벤트,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시민들 스스로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에 주목하고 아
이디어를 덧붙여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
이는 시설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와 문화를 연출하고 그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잘한다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도시민이 찾아올만한 남들
과 다른 차별적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3. 관광시스템 구축과 인재 양성
관광은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기능적 시스템이므로 협력 그 자체가 경
쟁력이며, 민 관 산 학 연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경쟁요소이다. 지자체 주도,
정책사업 중심의 관광육성에서 시장(사업자) 중심, 파트너십 중심의 관광진흥이
필요하다. 관광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펼침으로서 관광산업
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업계는 행정의 파트너
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키우고 혁신을 지
속하여 업계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향후 문화전당이 광주광역시와 광주
관광협회, 광주컨벤션뷰로 등 행정과 업계가 파트너십(partnership)에 기초해 유
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광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문제는 사람 즉, 꿈과 상상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가 결국 차별화된 가치를 창
출할 것이다. 문화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버풀이 유럽
문화도시로 알려진 것은 ‘문화 리버풀 프로젝트(Culture Liverpool Project)’를
발표하며, 이후 10년간 도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도시 전체에 문화와 디자인을
심는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데이비드 헨쇼(David Henshaw) 시장의 리
더십이 있었다(Liverpool City Region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2013). 문
화도시 광주에 걸맞게 ‘문화부시장’을 임명하여 문화예술과 관광, 도시마케팅과
디자인 등의 분야를 육성해 가야 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지식과 노하우 등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문화도시 전략의 핵심이며, 문화전당의 역할이다. 누구나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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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되, 과거 ‘고급예술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문화의 민
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전략에 입각해 ‘개개인의 문화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고급예술시장 확대와 관객 개발과 연계될 뿐 아니라, 지
역사회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진정한 문화도시는 세계적인 공연이 열리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의 주체로써 자기 노래를 부르도록
만드는 도시이다.

Ⅳ. 문화전당의 관광마케팅 전략
1.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의 설정
1) 시장세분화
관광패턴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관광객들은 획일적인 관광지에 식상해 한다.
관광시장은 양적, 질적, 공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이러한 관광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수용하는 지역이 치열한 관광객 유치전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광주의 핵심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장 특
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리의 시
장은 어디에 있고, 경쟁자와 고객은 누구이며,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기존 시장을 나누어 새로운 유형의 시장을 만들어
그 시장에서 만큼 최초 최고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관광자원
(resource)이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시장(market)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는 핵심 시장으로 문화예술
관광시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컨벤션 참가자, 젊은 개별여행객(FIT)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을 핵심 상품으로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게임, 미디어, 스포츠, 교육을 관광과 접목한 관광상품과 관광브랜드로 관광시장
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도시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공간을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것이므로 광주의 생활관광과 도시관광을 활성화시
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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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객

전문가 워크숍/컨퍼런스 참석자
학생단체

(Group)

선진지 견학/연수 관광객
중장년층 단체여행객

개별여행객
(FIT)

참여 작가 및 스태프
전문가 워크숍/컨퍼런스 참석자
선진지 견학/연수 관광객
패키지투어 관광객
중국인 중장년층/가족 단체여행객

전문가/작가/학자

전문가/작가/학자

중장년층 문화예술 애호가
20~30대 젊은층
가족여행객

일본 중장년층 문화예술애호가
20~30대 자유여행자
중국인 여행객(한류)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그림 2> 주요 관광시장의 분류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해외시장도 중국시장, 일본시장, 홍콩시장, 대만시장 등
시장별로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관광시장의 경우는 급성장하
는 중국시장 및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시장의 유치 여부가 광주 관광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시장은 광주가
향후 10년간 가장 주력해야 할 관광시장이다. 중국은 2013년 9천 8백만 명이
이미 해외여행에 나섰으며, 중국 국가여유국은 2020년 약 2억 명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국관광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관광상품을 개
발하는 등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더
욱 확대해 나갈 도시관광의 기반 구축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2) 표적시장 설정과 브랜드 포지셔닝
최근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이른바 문화예술관광(art tourism)이 주목받고 있
다. 과거 아름다운 경치와 볼거리를 찾던 패키지여행과는 다른 새로운 여행트렌
드이며, 그만큼 여행객들의 관심이 전문화되고,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
이다.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유명 비엔날레와 미술제, 전시회를 찾아 가는 미술
행사 투어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세계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를 여행하는 미술
여행,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을 방문하고 직접 만나는 아트투어 그리고 유명 건축
가들의 작품을 돌아보는 건축투어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관광은 매우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일찍이 이런 흐름을 감지한 선진국 문화도시들은 ‘문화적 체험을 판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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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문화와 예술을 담아내는 명품 관광브랜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관광객이 들르는 대표적인 명소는 미술관과 박물관이다.
프랑스 파리의 퐁피투센터(Centre Pompidou)와 오르세미술관(Orsay Museum),
영국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한적한 지
방도시에 위치한 작은 미술관들도 매니아층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지역 경제
를 살리고 있다. 일본 가나자와(金沢)에 있는 21세기미술관은 한국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이며, 일본 나가노에 있는 작은 마을 오부세(小布施)는 12개의
크고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체험, 연수 중심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이 향상되
고 문화적 안목이 높아지는 만큼 특정 주제를 찾아 의미 있는 여행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문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
단체나 관광업계 모두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문화전당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
행, 문화예술을 테마로 떠나는 여행 ‘아트투어’에 주목하고 이를 표적시장(target
market)으로 설정하여 공략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트투어의 확장된 개념으로
창조관광(creative tourism)으로 브랜드를 설정하여 관광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의 복합문화시설과 차별화된 전당의 브랜드 포지셔닝과 이미지, 메시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2. 관광상품(product) 개발
1) 문화전당 관객참여형프로그램 확대
문화전당의 핵심 관광상품은 역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관
광객 유치를 염두에 두고 정보원과 창조원, 어린이 문화원의 전시를 기획할 필
요가 있다. 아시아예술극장 공연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무대투어 프로그램, 관
객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 중
인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허브로서 실험성과 완성도가 높은 예술 및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공연관광상품으로서 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관광객을 참여시
키기 위해서는 공연 시간과 요일 등을 조정하고, 티켓 판매전략, 예약시스템 등
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청소년 등 단체관람객 방문시 대규모 인원
이 동시에 입장하여 단순 관람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과 체험이 가능하도
록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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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전당 대표상품의 개발
5개 원별로 준비중인 블록버스터 공연과 전시, 야간관광상품, 국제적인 브랜
드축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이미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
전당 운영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ACC 빛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
전당의 시즌별, 테마별 축제와 이벤트 가운데 국제적인 대표 축제를 기획할 필
요가 있다.
3) 아트마이스(Art MICE) 사업 육성
예술극장과 교류원, 정보원 등에 조성된 회의장과 공연장 공간을 활용한 국제
문화예술 관련 컨퍼런스와 페스티벌, 워크숍이 연계된 국제회의전시(Art MICE)
를 집중 육성하도록 한다. 광주의 독특한 전통문화와 문화전당이 제공하는 문화
예술자원, 엔터테인먼트 편의시설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문화전당이 광
주광역시와 관광협회, 광주컨벤션뷰로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MICE
개최지로서 매력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문화전당의 기존 전시, 공연 공간과 회
의공간을 활용하되 국제회의전문기획업체(PCO), 식음(F&B, banquet service),
회의 지원, 투어서비스 등 컨벤션 관련 서비스를 담당할 지역 업체를 육성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4) 문화전당과 연계한 도시 예술관광상품 개발
관광객들이 주변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국내 외 공연예술 거장에게 전당
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주요 공연장과 공간을 활용한 특정 공간적 공연 등 작
품 의뢰, 제작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영국 유일의 국제 현대미술 비엔날레로
출발한 리버풀 비엔날레(The Liverpool biennial festival of arts)는 메인 전시장
을 별도로 두지 않고 도시 곳곳에서 분산 개최하면서, 도시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전시 공간이자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강신겸, 2014). 전당주변 반경 약 2km 도보권에 다양한 문화명소를 개발하고
이를 연계하여 클러스터(cluster)화 하도록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금남
로 및 충장로 일원 시내권, 폴리 투어(folly tour), 대인예술시장 투어, 양림동일
대 역사문화마을, 동명동 일원 등 전당주변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런 곳이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브랜드와 아이콘(icon)을 만들어야
한다. 리버풀이 비틀즈의 전설을 만나는 ‘비틀즈투어’를 개발한 것처럼 중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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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을 대상으로 전당을 출발해 양림동 주요 명소로 이어지는 ‘정율성투어’를
개발하는 식이다.

3. 국내외 관광홍보(promotion) 전략
1) 해외 관광홍보
운영계획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24만 5천 명과 국내체류 50만 명을 포함하여
약 75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개관 첫해인 2015년에는 외국
인관람객 약 8만 4천 명, 내국인 75만 명을 포함 총 83만 5천 명을 유치할 계획
이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4.8).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외, 개
별여행객(FIT)시장과 단체여행(group)시장으로 구분하여 홍보전략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개별여행객과 소규모 단체 여행객은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높은 층
으로 해외 관련 단체, 기관, 커뮤니티, 현지 전문여행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한다. 이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 문화예술계인
사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확대하는 스타마케팅이 필요하다. 개관초기 행사 전시
교육 연구 교류를 위해 방문하는 작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확대하도
록 한다. 개별여행객을 위한 예약 및 픽업, 안내서비스를 지역여행업체와 연계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외 단체관광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개관 초기에 자매결연도시, 국내 체류 외
국인을 타겟으로 홍보할 수 있겠으나 결국 일반 대중 관광시장에서 인지도를 높
여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광주를 포함한 국내외 여행사들과 제휴하여 다양한
문화전당 연계 패키지여행상품을 출시하고, 이때 입장료 할인 또는 수수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특정 여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아시아문
화전당 전문가(ACC Specialist)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
외 주요여행사 직원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겸한 워크숍을 통해 문화전당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매력을 알려 자국에서 여행상품을 개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젊은층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류스타공연과 월드뮤직페스티
벌 등을 연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전당과 광주전남이 해외 관광박람회나 프로모션 행사에 공동으로 해외
관광마케팅에 나서야 한다. 또한 관광업계간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 관광시장 개
발을 촉진하고 지역관광의 국제화를 위하여 광주국제관광전(tourism fair)을 개
최할 필요가 있다. 광주 전남 전북 등이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업계와 정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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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관광마케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홍보마케팅을 펼치
는 관광박람회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2) 국내 관광홍보
2015년 개관 첫해 내국인 유치 목표는 성인 56만 명, 어린이 청소년 19만 명
등 75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4.8). 국내 관람
객 역시 개별 여행객과 단체 여행객으로 구분하여 홍보를 진행하도록 한다. 국
내의 경우 홍보 메시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이란 비전은 홍보메시지가 될 수 없다.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
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와 스토리를 관광객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문
화전당은 공연, 전시, 연구, 교육 기능이 복합되어 있어 한마디로 그 기능을 설
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홍보메시지가 필
요하다. 초기에는 국내 최대 복합문화공간인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미에 초점을
맞추고, 대표 콘텐츠 가운데 한 두가지를 집중 홍보하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것
이 바람직하다.
개별 여행객에게는 대중 교통편과 주변 도보권내에 매력적인 명소(attraction)
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젊은층에게 광주의 젊은이들이 찾는 시내권 카페거리,
가족여행객에게는 양림동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집중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젊
은층 또는 가족 개별관광객이 스스로 관람후기를 공유(share)할 수 있도록 SNS
를 중심으로 홍보한다. 단체 관광객은 주로 학생단체 체험학습 또는 수학여행과
중장년층의 관람 중심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전국 지역문화센
터, 문화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전시 및 행사후원 등을 통해 충성
도 높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아시
아문화전당(ACC)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들을 위한 회원제사업과 초청, 교육연
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한다.
국내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의
문화마케팅, 사회공헌사업과 문화전당의 콘텐츠와 이벤트를 연계하여 기업에게
는 홍보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전당은 기업의 스폰서십과 기업이 확보
한 고객을 공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의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전당 인센티브투어, 할인제도,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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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외 관광홍보 전략
구 분

해외마케팅

주요 커뮤니케이션 내용
전당의 지향점과 비전, 특징적인
콘텐츠 운영방식
전당 설립 배경과 건립과정의 스

TV/신문/미디어 기사화(PR)
웹/온라인/소셜미디어(Social media)
문화예술분야 전문 잡지 기사화

토리
- 특정 인물, 사건, 전환점 등
건축물(signature architecture) 홍보

네트워크/입소문(word of mouth)
국제관광전(exhibition, fair) 참가
가이드북/맵

518 민주화 정신
공연, 전시 등 전당 프로그램 홍보
광주의 예술적 열정

관광업계(호텔, 여행사, NTO)
- ACC Specialist Program
국제문화행사 스폰서십

기타

해외도시 순회 전시 공연

건축물 홍보(설계자/설계개념)

국내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

국내 최대 규모 복합문화시설
공연, 전시 등 대표 콘텐츠 홍보
도심연계여행지(양림동, 카페거리 등)
전남연계여행지(담양, 곡성, 화순 등)
기타

TV스팟 광고
TV/신문/미디어 기사화(PR)
웹/온라인/소셜미디어(Social media)
입소문(word of mouth)
가이드북/맵

3) 전문 인력 확보 및 성과 평가
현재 계획중인 홍보마케팅팀인력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장 외에 홍보
물의 제작(2명)과 온라인 통합홍보(2명), 언론홍보(1명), 고객 마케팅(1명), 후원
회 관리(1명), 해외마케팅(1명), 행사기획운영(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4.8). 인적구성안을 보면 마케팅보다는
홍보 및 공보 기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관객개발
(audience or visitor)을 위한 고객 마케팅과 해외마케팅 등 기능이 보다 강화되
어야 한다.
홍보전략은 ‘누구(who)를 대상으로 어떤 수단(how)을 통해서 할 것인가’보다
‘무엇(what)을 왜(why) 알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만큼 단계별 홍보마케팅
의 목표 설정과 이에 적합한 홍보 메시지가 중요하다. 또한 초기부터 홍보마케
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국
내외 관광홍보마케팅에 있어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언론에서
문화전당의 잠재력과 콘텐츠를 기사화하고 이를 발신하는 것이 지역외 언론을
통한 홍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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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객 서비스(visitor service) 개발전략
국제수준의 관광지란 규모의 크고 작음만을 의미하지 않다. 문화전당의 시설
과 인프라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훌륭하지만, 여기에 ‘즐거움과 감
동을 주는 세심한 서비스’가 더해 질 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작은 것에 주목
하라(attention to detail), 그리고 고객이 기대하지 않은 1%를 전달하는 곳이 중
요하다. 문화전당은 물론 관광업계, 시민 모두의 열정으로 가꿔야 할 몫이다. 이
용자 관리(visitor management)와 서비스 품질관리(service quality management)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첫째, 예약 및 요금제도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앱을 통한 예약(예매)시스템과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 패스(pass), 연간이용권, 자유이용권 등 패키지요금
시스템과 카드할인제도, 회원제 등 다양한 가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
객 유치를 위해서는 여행사를 위한 단체 할인요금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안내서비스이다. 국내외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운영 및 방문자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문화전당 5개원 안내 및 전당투어
(guided tour), 광주 전남 관광상품과 국내 문화예술축제 체험관광프로그램 정보
를 제공하는 안내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및 장애인 서비스
개발 운영, 단체방문자 안내해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쇼핑몰 연계 서비스이다. 쇼핑은 상업시설이 아니라 필수적인 관광편의
시설이며 그 자체로 관광매력(attraction)이 될 수 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전당
내 상업시설은 총 23개소 총면적 5,366 이다. 이 가운데 아트숍과 뮤지엄숍 등
기념품점 4개는 직영하고 식음료 13개소, 편의점 6개소가 전부이다. 전당내부의
아트숍과 편의점은 물론 대규모 쇼핑몰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계
획대로라면 이런 상업시설이 입지할 여지가 없는 만큼 전당 주변 시내권을 중심
으로 인사동 쌈지마당이나 도쿄 오모테산도 힐스(Omotesando Hills)처럼 명품
숍과 멀티 숍, 갤러리, 레스토랑 등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아트숍과 뮤지
엄숍에 내놓을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넷째, 교통서비스이다. 광역적으로 해외 방문객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KTX와 버스를 이용해 찾아올 수 있으나 인접한 무안국제공항과의 연결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전당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지하철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의 부족, 협소한 시
내도로,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문제, 심야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

21

제이다. 주변 도심권 관광명소와 연결을 위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대여시스템,
오월길과 연계한 도보관광코스, 전남 지자체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시티투
어 및 셔틀버스 등의 운행도 필요하다. 문화전당을 경유하는 광주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아트버스(art bus), 택시를 대상으로 아트택시(art taxi)로 디자인한다.

5. 광주전남 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 개발
1)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문화전당의 연계 프로젝트를 광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원과 인프라, 시장, 시스템이란 차원에서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관광상품이나 명소로서 미술관이나 예술품을 개발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
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하여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축적해 나가고, 문화예술에 대
한 지역주민들이 이해와 참여를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 스스로 문화마인드를 높여 품격과 세련미, 창조력을 갖추어 지역 관
광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은 첫째, 전당과 주변 관광자원을 단순 연계하여 패키지
여행상품 또는 관광코스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유네스코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
진 중인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와 전라남도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자
원,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전남의 바다와 섬, 갯벌을 이용한 생
태관광은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화전당이 지향하는 문화예술적 맥락을 전남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차원
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전라남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
창제작품의 설치 또는 퍼포먼스의 무대를 전당이 아닌 담양 소쇄원, 화순 고인
돌유적, 나주 복암리고분군 등으로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연계 확산시
키는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전당에서 발현된 문화예술이 고대 문
명의 통로였던 영산강을 따라 바다로, 아시아로 연계된다는 개념으로 영산강을
중심으로 국제환경예술제를 신규로 개최하며, 전남 전역으로 문화예술관광을 확
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남이 자랑하는 2,219개의 섬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의
섬(art island) 개발, 섬국제예술제 개최 등 풍부한 자연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
해 관광객들에게 영감(insight)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art tourism)상품
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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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인프라의 확충
광주의 부족한 숙박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광주시내 특1급
호텔은 2개 업체 325실, 특2급 2개 198실에 불과하다. 전남의 사정도 최근 여수
지역이 확충되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관광산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주 전남은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향후 10년간 장
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 광주는 우선 현재 중단상태인 어
등산관광단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숙박거점을 조성해야 하고, 해결되기 어
렵다면 패밀리랜드 일원과 마륵동 일대 등에 새로운 관광단지를 계획하는 등 대
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전당주변에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내권 모텔 리모델링, 게
스트하우스, 홈스테이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육성이 필요하다.
전남권은 문화전당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수의 경
우 엑스포 이후 숙박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충분히 연계 숙박이 가능하다(여수
광주 1시간 30분 소요). 다만 광주시내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학생단체와 힐링
휴양 연계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곡성, 화순, 담양 등에 위치한 중소규모 숙박시설은 문화전당과 30분 거리
에 있어 관광수요를 연계할 수 있다. 담양, 화순, 나주, 함평 등에 조성된 전통한
옥민박(행복마을)의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가족여행
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광 기념품 개발
문화예술적 감성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할 광주 전남지역
의 고품질 특산물과 기념품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전당의
로고와 브랜드, 전시 공연 작품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 광주에서 개발된
에니메이션 게임과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의 개발,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광
주 전남 농 특산물의 개발, 포장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 나가노현 오부
세의 경우 미술관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정작 지역 특산물인 밤과자, 밤소
주가 더 유명하다. 풍부한 지역특산물을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상품화하여 관광
과 연계해 판매하고 적어도 특산물 정보를 제공해 다시 찾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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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우리는 유럽의 쇠락해가던 지방 도시들이 문화로 회생한 사례를 보아왔다.
1970년대 이후 쇠퇴를 거듭하며 스스로 ‘패배자’로 부르던 리버풀은 1999년
‘문화 리버풀 프로젝트(Culture Liverpool Project)’를 추진하며 이후 10년간 도
시역량을 총동원해 문화도시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에게는 절박함과 새
로움에 도전하는 실험정신, 역량을 집중한 리더십이 있었다. 광주 또한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비전을 내세워 그 핵심 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
립하였지만 광주는 과연 그런 절박함과 실험정신과 열정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문화전당이 광주만의 문화시설로 남지 않으려면 지역경
제 활성화와 연계되려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하며, 이는 광주 전남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문화전당이 시설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만나야 한다. 문화도시는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
이 들어와 흐르는 ‘교류의 시대’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교류(交流)란 스스로 마
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관광객 유치
는 성공할 수 없다. 광주시민들 스스로 광주의 눈높이로 이만큼 열었다는 것으
로 충분치 않으며, 외부인들의 눈에 열렸음이 느껴져야 한다. 창조도시를 주장
한 플로리다(Florida)는 창조적 인재와 기업을 끌어 들이는 창조도시의 조건으로
개방성(openness), 관용성(tolerance), 다양성(diversity)과 같은 특징을 들고 있다
(강신겸b, 2010). 창의적인 생각과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라도 찾아와 환영받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도시, 창조적 상상력과 영감을 전할
수 있는 광주가 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전당은 단순히 문화시설이나 관광명소로서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자
부심과 긍지, 애착심(attachment)을 높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전당은 당
연히 시민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 위주의 프로그램
과 시민이 배제된 콘텐츠와 운영으로는 또 다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국 게이츠헤드에 있는 볼틱미술관이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글로벌 미술센터를 표방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전당 비전과 콘텐츠의 핵심, 그리고 관광객이 찾는
가치는 결국 5 18 민주정신을 세계의 보편적인 민주정신으로 승화하는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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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원대한 꿈과 차이를 포용하는 마음, 새로운 시대로 나
아가려는 고민이 담겨야 한다. 그 핵심은 ‘긍정의 힘’을 바탕을 ‘자신감’을 키워,
결국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셋째, 문화전당 운영이 경제성을 우선해서는 곤란하지만, 광주는 문화전당을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문화전당이 광주의 문화관광산업을 견인하고, 나아가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지역 경제와 연계할 아이디
어와 전략이 요구된다. 시민들의 참여, 사업자들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를 지원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전당의 노력만 요구해서는 지역이 활성화될 수 없으며, 지역
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협력(collaboration)이야말로 새로운 경쟁력’이며 핵심 성
공요인이 될 것이다. 문화전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문화전문조직
과 민간부문(NPO)의 육성이 요구된다. 시민단체와 문화단체도 이제 ‘지역의 지
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파이를 키우는 ‘문화 경영’의 시대를 열어가
야 하며, 치열한 대안 모색과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 담론을 실천적으로 이
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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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for Marketing Strategy of Asian Cultur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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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case study to propose a tourism marketing
strategy for the Asian Culture Complex(ACC) in Gwangju city. This study
look at impact and it's implications that ACC influenced on local tourism, so
we analyze ACC main facilities and programs and the situation of city
tourism, and propose a marketing strategy to attract tourists in the future.
ACC is a large multi-cultural space, is expected to receive attention as a new
tourist attraction and to form a new image of the city as a tourist destination.
First, Gwangju city's tourism strategy was proposed to establish a new vision
and goals, tourist attraction and values, and tourism system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conjunction with ACC. Second, the tourism marketing strategy
of the ACC proposed a set of market segmentation and target market focused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tour(art tourism) separated by Groups and individual
travelers,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In terms of tourism product development,
expanding the audience participation programs, art MICE development, art tourism
product development proposed. A strategy to improv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m marketing and audience services proposed. In order to successfully attract
tourist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ACC facilities and programs, services
that enhance the openness of the city, increase citizens' participation and self-esteem,
we propose tha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linked to the local economy.
Key Words : Asian Culture Complex, Tourism Marketing Strategy, Culture
Tourism, Art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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