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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제주유배인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조 서

제주 학교 사회교육 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역사를 소재로 하는 문화상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

텐츠 개발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각 지역과 연

된 역사 인물에 한 콘텐츠화가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명사로 불리는 「 장 」의 경우만 보더라도 역사인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이며,역사인물의 삶을 활용한 콘텐츠는 다양한 산업 가

치를 불러일으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유배인 추사 김정희를 심으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표하는 랜드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역사인물의 삶은 기본 으로 역사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스토리텔링 콘텐츠

로 개발하기 해서는 콘텐츠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에 따라 추사 김

정희의 삶에 한 역사 가치와 교육성,희소성,차별성,경제성 등의 콘텐츠

가치를 살펴보았다.그리고 추사 김정희와 련이 있는 충남 산,경기도 과천,

제주도 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발굴 황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각

지역의 장․단 을 분석하여 제주도만의 차별성을 찾아내었다.

추사 김정희는 유배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 세한도를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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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유배는 그의 삶의 환 이 되는 기간이었다.따라서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이자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장 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활용한 추사유배길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공간구성,화자개입,이야기활용,수화자 참여 등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를 살

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추사 김정희 유배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망과 좌

로만 여겨지던 유배의 부정 인 이미지를 이상실 과 술 완성의 정 인

이미지로 환을 시도하 으며,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상징 인 메시지를

달하여 향유자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에 이르게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

발의 략으로 제시하 다.

역사인물의 삶은 인들에게 과거를 통해 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다.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

츠 개발 방안에 한 모색을 통해 지역과 련된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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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 목

최근 사회 반에 걸쳐 스토리텔링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서사,이야

기,담화’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각 분야에서 산업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 되고 있다.따라서 다양한 문화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특히 역사를 소재로 하는 문화상품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역

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그 드라마 「 장 (2003)」,「이산(2007)」 등의 성공은 역사문화자원으로

써 역사 속 인물의 콘텐츠화에 한 성공 기 감을 한층 높여 주었고,이에 따라

각 지역과 연 된 역사 인물의 발굴 콘텐츠화가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역시 제주와 련 있는 인물의 콘텐츠화에 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 해당인물과 련된 기념사업회 등이 조직되어 자료 발굴과 연구를 진

행하면서 콘텐츠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자료 정리

나 당 성에 한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 콘텐츠화 하기 한 방법으로써

의 효용성은 미약한 실이다.따라서 제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문화 랜

드로써 직․간 으로 연 되어 있는 인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방안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역사 인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화 가능성이 높다.삶의 궤 속에서 자

연스럽게 당 의 역사와 문화가 드러나며,인물의 삶이 바로 하나의 스토리가 되

기 때문이다.따라서 역사 인물의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산업 가치를

불러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 속에서 박제화된 인물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생

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표하는,

경쟁력 있는 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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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와 직 으로 혹은 간 으로 연 된 역사 인물 에 제

주에서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추사 김정희를 상으로 하 다.추사

김정희(1786∼1856)는 조선 최고의 술가로 평가받는 인물로 시(詩)․서(書)․화

(畵)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 을 이룩하 다.그는 1840년 반 의

모함으로 제주에 유배되었으며,유배기간 동안 독서활동,교육활동, 술활동을

통해 제주에 다양한 향을 미쳤다.그 최고의 씨로 평가되는 추사체와

표작인 「세한도(歲寒圖)」는 제주 유배 생활 에 완성되었다.

추사 김정희를 연구 상 인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조선시 최고의 술가

로서 매력 인 인물인 ,둘째,제주에서 8년 3개월간 유배생활을 하면서 남긴

다양한 자료와 이야기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셋째, 국 으로 인지도가 있

는 인물이어서 타 지역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넷째,유배생활의 망과 좌

을 이겨내고 술 완성을 이룩한 때문이다.

추사의 유배 생활과 련해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정읍 일 에 유배지가 복

원되어 있고, 련 유물이 추사 에 시되어 있다. 한 추사의 문집인 『완당

집』에는 제주 유배 생활 동안 쓴 한시,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사 김정희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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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추사 김정희 상

*출처 :추사문화 홈페이지

2)연구 방법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주목할 은 역사 인물이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자세를 통해 보편 인 가치를 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먼 역사 인물의 삶이 가지는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추사 김정희의 삶의 가치를 살펴본다.그리고 추사 김정희를 상

으로 하는 각 지역의 콘텐츠 개발 사례들을 조사하고,상호 비교를 통해 제주만

의 차별성을 도출해 낸다.이러한 차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추사 김정희의 삶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편 가치를 도출해 내고,이를 통해 추사 김정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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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의 의미

1.추사 김정희의 콘텐츠 가치

1)역사 인물의 삶의 가치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의 기록”1)을 말한다.역사에 한 기

록은 역사 으로 굵직한 사건을 심으로 달되는 경우도 있고,시 를 심으

로 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 인물을 심으로 달된다.왜냐하면

역사의 사건은 인물에 의해 이야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역사 과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그 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층 를 형

성하게 된다고 한다.(조미숙,2008)역사 과거의 다양한 층 를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있는 그 로 존재했던 하나의 사실로서의 과거

두 번째 -벽화나 혹은 기록,유품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 후 로

해져 내려오는 과거

세 번째 - 해져 오는 그것을 역사학 안목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거

네 번째 -선택하고 배제하면서 만들어내는 민족 혹은 국가 차원의

교육 과거

다섯 번째 -재해석하고 상상력을 가미하는 문학 상상력의 과거

역사 인물의 삶도 와 같은 층 를 따른다.첫 번째는 역사 인물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사실로서의 삶,두 번째는 문헌이나 유물로 해지는 삶,세 번째는

역사가들이 유추하고 해석한 삶,네 번째는 교육 인 목 으로 선택된 삶,다섯

번째는 상상력을 더해 각색한 삶 등의 층 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 버 어사전(http://kr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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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들이 이 모든 층 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역사

인물의 삶을 달할 수 있는 기록,유물,유 등이 온 히 남아있는 경우가 드

물고,남아있는 자료에 해 련 연구자들의 해석 한 다양하기 때문이다.따

라서 사람들이 역사 인물에 해 일반 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의 역

사 수업을 통해 학습된 교육 인 목 으로 선택된 삶이나,소설, 화,드라마 등

으로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통해 각색된 삶이다.

그 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인물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인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역사 인물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인물의

사실 인 삶 체를 그 로 좇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 인물의 삶은 과거로부터 재,미래를 연결하는

지속성을 가진다. 인들은 과거의 흔 과 기억,언어 등을 통해서 련된 역

사를 경험하게 된다.따라서 우리가 역사인물의 삶에 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야

기하는 것은 역사 인물의 삶이 일회 이고 특수한 개인 인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 인 가치

가 있기 때문이다.(윤유석,2010)

역사 인물의 삶이 보편 인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로 이순신을 들 수 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큰 공을 세운 장수다.패 을 거듭하던

다른 장수들과 달리 여러 요한 해 에서 승리를 하면서 남해를 장악하 으며,

이로써 일본군의 보 로를 차단하여 세를 역 시키는데 결정 인 역할을 했다.

한 백의종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으며,결국 쟁터

에서 숨을 거두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나라를 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삶은 재까지 귀

감이 되고 있다.이러한 이순신의 애국심을 기려 재 화문에는 이순신의 동상

이 세워져 있다.동상을 통해 역사인물인 이순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지속 으로

떠올리게 함으로써 애국심이라는 보편 가치를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 역사 인물의 삶은 과거의 사실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 삶

과 소통하고 미래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즉 개인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인과 공유할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이러한 역사 인물의 삶의 의미

를 제 로 달하기 해서는 인물의 삶과 향유자 간의 소통이 요하다.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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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이야기와 소통 방식에서 주목할 수 있는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서사 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은 단순 역사 사실 자체를 달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삶을 에 맞게 재해석하여 소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즉,역사 인물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 가치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역사 인물을 스토리텔링 하는 이유는 역사․문화 으

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역사인물을 이야기하는 것

은 단순히 그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러

한 삶을 살았고,그것이 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

는 것이다.(윤유석,2010)

그러므로 역사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 으로 인물의 삶의 의미와 가치

를 이해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역사 인물의 스토리텔링은 지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가치와 연 되어 있다.

콘텐츠의 주요 소재가 되는 문화원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역사 인물에

한 재해석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단순히 역사 사실의 진 여부를

밝히는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을 한 가치를 단하고 련 콘텐츠 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 인물의 삶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기본 으로 역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 의 여러 사건이나 문화를 포

함하며,따라서 선조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가치를 내포

한다.

한 역사 인물은 한 명일 수밖에 없으며,각각의 삶의 이야기가 모두 다르

다.따라서 각 인물의 삶은 고유한 이야기로서의 다른 인물과 차별화 되는 희소

성이 있다.

그리고 역사 인물은 삶의 공간에 따라 차별화된 이야기를 보여 다.인물의

삶의 궤 에 따라 이야기의 배경이 바 고,따라서 각 장소에 남겨진 이야기는

다른 곳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그래서 동일 인물의 이야기더라도 장소에 따

라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을 추진할 경우 역사 인물의 삶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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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콘텐츠 가치

교육성 -당 의 역사,문화의 달

희소성
-역사 인물로서의 다른 인물과 차별화

되는 고유한 이야기

차별성 -지역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

경제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실시

-OSMU를 통한 수익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랜드화

<표 1>역사 인물의 콘텐츠 가치

따른 수익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 인물의 콘텐츠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와 같은 가치들은 과거와 재,미래를 이어주면서,다양한 콘텐츠로 활용 가

능한 역사 인물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따라서 각

지역의 역사 인물과 련된 이야기를 발굴하여 콘텐츠화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

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재에 달하는 것이다.그리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미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방

법이라 하겠다.

2)추사 김정희의 가치

추사 김정희2)는 18∼19세기에 살았던 역사 인물이다.시(詩)․서(書)․화(畵)

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조선시 표 인 술가로 평가받는다.

정치 인 면에서 추사 김정희를 살펴보면 당시 정권의 실세 던 경주 김씨 가

문에서 태어났다.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조의 사 던 월성 김한신이었으며,

그의 아버지 김노경은 조 서를 비롯하여 이조,공조,형조,병조의 서를 두

루 지낼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렸다.추사 김정희 역시 33세에 과거에 제하

2) 하 사 배길 스토리북 『제주 배길에  사를 만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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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 부사,병조참 ,성균 사성을 역임하 으며,동지부사로 임명되기 까

지 했다.하지만 라이벌인 안동 김씨 세력의 탄핵을 받아 제주에서 8년 3개월,

함경도 북청에서 2년여의 유배를 겪으면서 정치 으로는 실권을 하고,말년에 과

천에서 7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학자로서의 추사는 어릴 때부터 실학자인 박제가와의 교류를 통해 청나라의

선진문물에 한 정보를 일 하 다.그 후 동지부사로 청나라를 방문하는 아

버지를 따라 자제군 의 자격으로 동행한 연경행에서 국의 학자인 완원과

옹방강을 만나 학문에 한 견문을 넓히게 된다.그는 석학에 한 연구를 통

해 많은 업 을 이룩하 다. 표 인 업 으로는 당시 무학 사와 련된 비라

고 알려져 있던 것을 석문 연구를 통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로 고증해 내기

도 하 다.

술가로서의 추사는 시․서․화에서 조선시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로부

터 해지는 여러 서체를 익히고 그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독창 인 추사체를

완성했다.그리고 역 이상 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제주 유배시 그린 세한도

는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다.그는 난을 치는데도 일가견이 있었으며,작품

의 낙 으로 사용되는 각에도 통달하 다.당시의 서화가로서 그의 향을 받

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다고 할 정도로 술 인 면에서도 뛰어났다.

교육자로서의 추사는 제자가 삼천명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교육활동에 힘썼는

데 제주유배 기간에도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길 다고 한다.추

사의 제자 민규호의 기록에 따르면 추사가 제주에 온 뒤 을 배우려고 찾아온

자가 단히 많았고,두어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열려서 탐라의 황폐한 문화를

개척한 것은 추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정도 다.(민족문화추진회,1996)

추사의 제자에는 쇄국정책을 펼친 흥선 원군을 비롯해,역 으로 추사에게 청

나라의 책을 구해 보내주던 이상 ,개화사상가인 강 ,남종화의 가 소치 허

련 등이 있다.

추사 김정희의 삶은 유배라는 고난을 맞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욱 꽃을

피웠다.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욱 매진하여 성취를 이루어낸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자기 완성에 이르는 보편 가치를 오늘날의 사람

들에게 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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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콘텐츠 가치

교육성
-18∼19세기 역사 사건 달

-추사의 삶을 통한 자신의 삶 반성

희소성 -고립된 유배지 제주와 추사의 계

차별성 -지역마다 각기 다른 추사와의 련성

경제성

- 산,제주,과천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실시

-OSMU를 통한 수익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랜드화

<표 2>추사 김정희의 콘텐츠 가치

역사 인물의 삶이 그 듯이 추사의 삶의 이야기 한 다양한 콘텐츠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추사 김정희의 삶을 통해 우리나라 18∼19세기 세도정치 시 의

상황과 개화기 직 의 세계 정서를 비롯한 당 의 역사와 문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의 역사 가치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콘텐츠화 하여 달

할 경우 당 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최고의 권세를 리다가 유배를 당하

고,그 곳에서 술 인 경지에 이른 추사의 삶을 통해 인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다.이런 면에서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는 교

육 가치가 있다.

한 추사 김정희는 조선시 를 표하는 술가의 삶이라는 과 추사와

련된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에서 희소성이 있다.그리고 추사와

직 으로 연 이 있는 곳은 서울,충남 산, 남 강진,제주도 정,경기도

과천 등이 있는데, 산은 추사가 태어난 곳,서울은 추사가 권세를 리며 살았

던 곳,강진은 추사의 인연인 다산 정약용과 의선사와 만났던 곳,제주는 유배

생활을 했던 곳,과천은 말년을 조용히 보냈던 곳으로 각기 차별성을 갖는다.이

처럼 교육 가치가 있고,희소성과 차별성을 갖춘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를 기반

으로 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OSMU를 통한 경제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따라서 경제 가치 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 가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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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추사고택 <그림 3>추사 김정희 묘

*출처 :추사문화 홈페이지

2.추사 김정희의 콘텐츠 개발 사례

추사 김정희와 련되었다고 하는 유물들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추사 김정희와 직 인 연 이 있으면서 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산,경기도 과천,제주도 정을 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1)충청남도 산의 개발 사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인 충남 산은 추사 김정희의 종가가 있는 곳이다.이 곳

에는 추가 김정희가 어린 시 살았던 고택이 남아있다.이 집은 추사의 증조부

이자 조의 사 인 월성 김한신이 지은 것으로, 조가 산군 신암면 용궁리

일 를 사 (賜田)으로 하사하고,충청도 군 에서 한 칸씩 건립비용을 지원받아

53칸 집을 지었다고 한다.(유홍 ,2002)

재 이 곳에는 추사 김정희의 묘를 비롯하여 증조부 김한신과 그의 부인 화

순옹주의 묘가 있으며,주변에 추사 김정희와 련한 화암사와 백송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가 바 에 새겼다는 「시경(詩境)」,「천축고선생 (天竺古先生宅)」

씨 등 다양한 문화유 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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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업 을 조명하고 추사의 작품을 체계 으로

보존․ 시하기 해 2008년에 추사기념 을 건립하 다.추사기념 은 ‘환 의

장,출생과 가문, 의 연경 60일,학 의 연찬,추사의 시․서․화,제주도 유

배기/만년기,서 사,추사서 와 유품,추사의 사랑방,추사의 작품 소개,다목

상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체험활동으로 추사체 탁본 체험,추사낱말

퍼즐 맞추기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그림 4>추사기념
*출처 :추사문화 홈페이지

최근에는 추사 김정희를 산 지역 상품의 표 랜드로 활용하기 해 산

향토산업추진단을 심으로 추사문화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사)내포향토자산 리센터를 조직하여 향토자원의 발굴․가치창출․산업화

연구개발사업과 향토자산 지 재산권의 리에 한 자문,향토자산과 련된 유

통,마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추사 김정희의 씨에서 디자인

한 추사사랑체 폰트를 개발하 으며,추사 김정희 련 스토리를 조사하고 정리

하기도 하 다. 재 산의 블루베리,발효식 등의 상품에 추사 김정희 랜드

를 넣어 매되고 있다.이처럼 산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활용

해 지역성을 강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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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도 과천의 개발 사례

경기도 과천은 추사 김정희가 함경도 북청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69세에 내려

와 2년 후 죽을 때까지 남은 생을 보냈던 곳이다.추사 김정희는 이곳에 머물면

서 마지막 작품 활동을 하 으며,죽기 3일 에 쓴 마지막 씨인 「 」이라

는 작품을 남겼다.

<그림 5>「 」

과천에서는 이러한 추사 김정희와의 연 성을 살려 추사 김정희 연구의 선구

자 던 후지츠카 지카시(藤塚鄰)가 가지고 있던 추사 김정희 련 유물 2000여

을 기증받았으며,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사 련 연구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한 2007년에는 추사가 머물 다는 과지 당을 복원하 으며,매년 추사 작품

시회와 학술 회 등을 열고 있다.그리고 한뫼과천시 국악 술단은 추사의 생애

를 소재로 창작 가무악극 ‘붓 천자루 벼루 열개’를 제작,공연(2006년 연)하

다.

더 나아가 과천시에서는 108억원을 들여 ‘추사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추사박물 은 3774㎡ 부지에 연면 2830㎡,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세워질

정이며,상설 시실을 비롯해 수장고(유물 보 창고),기증 시실,세미나실,

학 실,체험실 등을 갖출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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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추사박물 조감도

이러한 추진 황을 볼 때 과천시는 추사의 역사 ․학술 가치를 강조하여

추사 김정희 연구의 심지로 발돋움하기 한 사업을 으로 추진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3)제주도 정의 개발 사례

제주도 정은 추사가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재 유배 당

시 살았던 추사유배지가 복원되어 있으며,기존에 있던 추사기념 을 확장하여

2010년 제주추사 을 개장하 다.이 곳에는 세한도 사본을 비롯하여,추사 김정

희가 정향교 기숙사 의 씨로 써 주었다는 의문당 ,그리고 기증받은

추사 김정희와 친인척의 련 유물들을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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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제주추사

추사 김정희의 들을 모은 『완당 집』에는 편지가 많이 실려 있는데 그

부분이 제주 유배시 쓴 편지이다.이 편지 에는 제주 유배생활과 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 추사 김정희가 부인에게 보낸 한 편지 역

시 부분이 제주에서 쓴 것이다. 정에서는 매년 마을 주민들을 심으로 추사

문화 술제를 개최하여 오늘날까지도 추사 김정희를 기리고 있다.

제주 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제주유배문화의 녹색 자원화를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사유배길을 비롯한 추사 김정

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 으며,이와 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인 을 활용하여

유배생활과 련된 사업을 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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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일로향 <그림 9>추사 밥상

4)기타 사례

추사 김정희를 테마로 한 표 인 스토리텔링 사례로는 소설이 주를 이룬다.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추사 김정희의 첩을 등장시켜 소설 인 상상력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삶을 보여 한승원의 『추사』,추사 김정희의 정 유배생활을

심으로 다룬 오성찬의 『유배의 섬 곰취꽃 피다』를 비롯하여,권오석이 쓴 역

사소설『추사 김정희』,표윤명의 『묵장』과 어린이용 『추사이야기』등이 발간

되어 있다.이 밖에 평 류 형식으로 일반인을 상으로 쉽게 풀어쓴 유홍 의

『완당평 』,이상국의 『추사에 미치다』,박철상의 『세한도』 등이 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치한 오설록에서는 다선(茶仙)이

라 불리는 의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차에 한 교류에 주목하여,추사 김정희가

의선사에게 써 주었다는 「일로향실(一爐香室)」이라는 씨에서 따 온 일로향

(一爐香)이라는 차 상품을 매하고 있다.

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10년 충남 명품밥상을 개발하 는데,그

추사 김정희의 한시에서 감을 얻은 추사 밥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추사 김정희와 련한 콘텐츠들은 유물과 유 을 심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자료의 연구나 박물 식의 시 콘텐츠로의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련 스토리텔링 한 추사 김정희의 일 기를 다룬다거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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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심으로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아직까지 추사 김정희와 련되어

해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충분히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사와 련된 스토리를 극 으로 활용하여 박제화된 인물에 생명력

을 부여할만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3.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제주의 차별성

추사 김정희와 련된 유 ,자료의 보유,그리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았

을 때 추사 김정희의 삶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지역은 충남 산,경기도 과천,

제주도 정 이 게 세 곳으로 추려낼 수 있다.각 지역은 나름 로 추사 김정희

와 한 련성을 가지고 있으며,따라서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장․단 을 가지고 있다.

충남 산은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서 어린 시 을 보낸 곳이다.따라서 이곳의

장 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라는 을 부각시켜 뿌리를 강조할 수 있다는 이

다.단 으로는 어린 시 만 이곳에서 지내 학문 , 술 인 부분과 련된 이

야기가 많지 않고,그의 삶의 이야기 체를 다루기에는 연 성이 다는 이

다.

경기도 과천은 추사 김정희가 정과 북청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남은 생을 보

냈던 곳이다.이 곳은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작품인 「 (板殿)」을 비롯하여

마지막 술혼을 보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단 으로는 추사 김정희가 머문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이 곳 역시 추사 김정희의 삶을 체 으로 다루기

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다.

제주도 정은 추사 김정희가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한 곳이다.이 곳은

한 술가인 추사 김정희가 가족,친지,친구 등의 지인들과 격리된 환경에

서 상실감과 망감을 맛본 곳이고,고통스러운 유배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한 곳으로 술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유배시 독서활동과 교육활동, 술활동에 매진했던 추사 김정희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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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산 경기도 과천 제주도 정

련시기 10 이 70 50

련내용 추사가 태어난 고향 추사가 임종한 곳 추사의 유배지

장 추사 삶의 뿌리 추사의 마지막 술혼 자기 완성의 시․공간

단 짧은 체류 짧은 체류 진품 유물 부족

시 설 물
추사기념

추사 고택
추사박물 ( 정)

제주추사

추사유배지

기 타 천축고선생 세한도,추사체

<표 3> 추사 김정희 련 지역 장․단 분석

인 삶의 굴곡을 다룰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단 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추사 김정희가 주목 받지 못해 련 연구나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추

사 련 진품 유물이 부족하다는 이다.

지 까지 논의된 세 곳의 장․단 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추사 김정희의 삶에서 제주 유배생활은 학문이나 술세계의 환 을 가져다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제주 유배생활을 견뎌내며 추사는 조선시 최

고의 술가로 남게 되었고,그의 작품은 재까지도 최고의 작품들도 평가받고

있다.따라서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물리 으로는 추사 김정희가 좌 과 망을 맛본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며, 술

으로는 부단한 노력으로 완성을 이룬 시기이고,상징 으로는 추사 김정희의

학문,교육, 술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이 온 히 남아있는 곳이다. 한 유배의

시기에서 망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이겨낸 삶의 가치를 달할 수 있는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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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제주에서 역사 인물인 추사 김정희 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해서

는 제주만의 차별성인 추사의 유배생활을 테마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를 통해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 좌 과 망을 맛본 유배지(추사유배지 등)

술 술 완성을 이룸(세한도,추사체 등)

상징
학문,교육, 술 경험을 아우른 공간

망을 극복하고 술 완성을 이룸

<표 4>추사 김정희 삶에서 제주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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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략

1.추사 김정희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방식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은 인물의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를 통해 보편 가치를 달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콘텐츠 개발에서 우선 고

려해야할 은 콘텐츠와 인물과의 련성이며,그리고 콘텐츠가 인물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윤유석은 서사행 요소를 심으로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공간구성

을 통한 이야기방식,직 화법 이야기 방식,화자가 개입한 이야기 방식,수화자

를 참여시키는 이야기 방식,이야기를 활용한 이야기 방식으로 나 어 설명하

다.(윤유석,2010)이러한 방식은 인물의 삶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야기를 달

하는 화자,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수화자(방문객 는 체험자),사건으로서의 이야

기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토리

텔링 방식에 따라 련 콘텐츠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 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제주의 유배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스

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 는데,그 첫 번째 테마로 추사 김정

희를 선정하 다.그래서 추사유배지를 심으로 추사유배길을 조성하고 련 콘

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3)따라서 추사유배길을 심으로 추사 김정

희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보고,각 콘텐츠 별로 추사 김

정희와의 연 성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3) 지식경제부 주  역경제  연계협력사업  역  내 시․도간 는 역권간 연계 및 합  통한 

시 지효과 제고  역경제  발전 체화 도 를 해 진 고 다. 2010  역경제  연계․협력사

업에 정  제주 배문화  색 원화를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  제주 학 (제주 학

 스토리텔링 연 개발 터)  주 하에 사업  시행 고 , 1차 도에는 사 김정희를 테마로 사

업  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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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구성을 통한 스토리텔링 방식

(1)추사유배길 조성

“제주유배문화의 녹색 자원화를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의 1차

년도 과제의 특이 은 추사 김정희가 8년 3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심으로 이루

어졌던 정고을을 심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 지역의 공간을 역사인물 스

토리텔링의 매체로 활용하 다는 것이다.이런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추사

유배길 조성이다.

추사유배길은 “추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기획되어 추사 김정희의 유배

지를 심으로 정읍과 안덕면에 걸쳐 만들어졌다.추사유배길은 추사 김정희를

스토리텔링하기 하여 지역의 공간을 매체로 활용하 다는 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림 10>추사유배길 체 코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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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념의 길”이라 명명된 1코스는 추사유배지가 있는 제주추사 에서 시작하여

→ 송죽사 터 → 첫 번째 유배지 터 → 드 물 → 동계 정온 유허비 → 한남의

숙 터 → 정난주 마리아 묘 → 남문지 못 → 단산 → 세미물 → 정향교 → 제

주추사 으로 순환된다.

이 길은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구멍 냈고,천 자루의 붓을 닳게 했다.

((磨穿十硏禿盡千毫)”는 추사의 말을 테마로 정고을에 흩어져 있는 추사 련

유 들을 둘러보고 그의 귀양살이 외로움과 추사체의 완성을 한 집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연의 길”이라 명명된 2코스는 제주추사 → 수월이 못 → 제주옹기박물

→ 곶자왈지 → 서 승마장 → 오설록으로 이어진다.

이 코스는 추사와 한시(漢詩),감귤,매화,말(馬),편지 그리고 차(茶)와의 인연

을 토 로 조성되었다.수 십 편의 시를 쓰고,무수한 편지를 식구와 지인들에게

보내고,귤이나 꽃에 해서도 남다른 심을 표 하 으며,특히 차를 통해 여

러 지인들과 우정을 나 던 추사의 유배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색의 길”로 명명된 3코스는 정향교 → 완당인보 → 산방산 → 추사 아호

→ 안덕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이다.이 코스에서는 비교 자유스럽게 유배지 인

근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감상하던 추사 김정희의 방황과 사색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되었다.

추사 김정희와 련한 유배길은 기존의 산발 으로 존재했던 추사 련 이야

기들을 좀 더 체계 이고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기존의 추

사 김정희 련 방문이 제주추사 과 유배지에 한정되었다면,추사유배길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흔 이 남아있는 정고을의 체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 다.

(2)「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 先生海天一笠像)」 입석 제작

역사 인물과 련 유 지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조형물

을 설치하는 것이다.이러한 조형물은 주로 동상의 형태로 조성되어 왔다.추사

김정희의 경우에도 충남 산의 추사 기념 에 추사 김정희의 동상을 세워져 있

어 그의 고향임을 알리고 있다.



- 22 -

<그림 11>추사 김정희 동상( 산)

추사유배길 1코스에는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 당시의 모습을 그린 「완당

선생해천일상」을 활용한 추사 입석이 세워져있다.이 조형물은 정읍 인성리,

안성리,보성리의 심지인 ‘남문지 못’에 설치됨으로써 정고을이 추사 김정희

가 유배생활 했던 곳임을 공간 으로 보여주는 구실을 한다.

그림은 그 자체로 술 가치를 가지지만 그림과 연 된 이야기를 통해 그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며,의미를 더하기도 한다.「완당선생해천일립상」 역시

추사 김정희를 그렸다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그림과 련된 이야기는 그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다.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의 유배시 제주도에 찾아와

함께 지내기도 했던 제자 소치 허련이 그린 그림으로 국의 소동 ( 東坡)가

혜주에 유배되었을 때 갓을 쓰고 나막신을 신은 평복 차림의 모습을 그린 「동

입극도(東坡笠屐圖)」를 모방하 다고 한다.(황정수,2005)

추사 김정희는 소동 를 무척이나 좋아하 으며,소동 와 유사한 삶을 살았

다.따라서 소치 허련의 그림은 추사 김정희를 소동 에 비견하는 마음이 담겨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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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동 입극도」 <그림 13>「완당선생해천일립상」

따라서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와 유배,제주를 연결해 주는 의미를 갖는 동시

에,추사와 소동 를 연결하는 의미 한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완당선생해천

일립상」을 새긴 조형물은 단순히 역사 인물을 상징화한 조형 술물이라기 보다

는 추사 김정희의 서사 인 내용을 그림의 형식으로 스토리텔링한 조형서사물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완당선생해천일립상」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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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사 김정희 유배한시 조형물 제작

역사 인물이 시인인 경우 그가 창작한 시를 비석에 새겨 그 의미를 기리는 경

우가 많다.“모란이 피기까지”로 잘 알려진 시인 김 랑의 생가에는 그가 창작한

여러 시가 곳곳에 시비로 제작되어 설치되어 있다.

다른 조형물들이 시각 인 효과를 노려 설치되는 것에 비해 시비의 경우에는

시의 내용을 통해 서사 인 의미가 더 강하게 제시된다.

유배인들이 남긴 작품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한시다.이것은 유배인 부

분이 바로 사 부 기 때문으로 사 부들의 문학 심은 한시 다.따라서 유

배당한 사 부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심경,그리고 유배지에서 겪는 일들을 한

시를 통해 표출하 다.

추사유배길 2코스에 치한 수월의 못에는 추사의 한시가 새겨진 시비 7 이

설치되어 있다.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한시를 많이 남겼

다.추사는 한시를 통해 유배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표출했으며,이를 통해

유배생활의 망감과 상실감을 확인할 수 있다.한시를 통해 화자인 추사와 독자

인 방문객이 동일시 될 수 있으며,유배인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다.

추사유배길에 설치된 추사 시비의 특징은 유배기간에 쓴 시가 주를 이루었다

는 ,유배지인 정과 연 된 시가 있다는 ,추사체로 재 된 시가 있다는

이다.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시비 설치에서 추사 김정희의 유배라는 테마로 집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에서 공간 구성의 효과를 높여 다고 하겠다.

<그림 15>추사 한시 <그림 16>수월이 못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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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수월이 못 경

(4)<완당인보>입석 제작

역사 인물과 련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인물과 련된 특정한 조형물을 설치

하기도 한다.추사 김정희의 경우 각4)에 한 심이 높았으며,다양한 각을

직 사용하 다. 산의 추사기념 에는 이러한 추사의 각을 활용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추사유배길 1코스와 3코스가 갈리는 정향교 부근에는 공간의 일정구간을 활

용하여 추사 김정희의 『완당인보』에 실린 추사의 인장을 돌에 새겨놓았다.추

사는 호가 100개가 넘을 정도 으며,그에 따라 낙 을 는 인장 역시 많이 사

용하 다.그는 유배시 그 인장을 정리하여 『완당인보』라는 책을 만들었는

데,이 책은 제주도 사람 박혜백이 만들었다고 한다.

완당인보에는 추사의 인장 180개가 실려 있어,추사의 작품을 확인하는데 도움

을 주고 있으며,다양한 씨와 모양,무늬 등이 새겨진 각을 통해 각 기법

에 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4) 문인묵객들의 씨와 그림에 도장을 기 해 나무나 돌, 옥 등에 인장을 새기는 것을 “ 각(篆刻)”혹

은 “낙 (落款)”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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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완당인보』에실린김정희의 각 <그림19>추사김정희의 각을새긴조형물

<그림 20>추사유배길 김정희의 각을 새긴 거리

따라서 완당인보에 실린 여러 인보들은 그 자체로서도 요하지만,추사와 제

주사람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하나의 조형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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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호 한자 의미

추사 秋史
가을 기운처럼 맑고 맑은 품격에 의리를 해

서는 집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승설도인 勝雪道人

완원은 추사에게 희 의 명차라는 용단승설을

달여서 하 다.추사는 이 승설차를 추억

하며 훗날 이 호를 사용했다.

완당 阮
완원은 마침내 추사에게 완당이라는 호를 내

렸다.

보담재 寶覃齋
자신의 서재를 담계 옹방강을 보배롭게 받드

는 서재라고 하 다.

소 래서 蓬萊書
산 향 의 뒷산을 소 래라고 이름짓고 장

년시 에는 그것을 호로 썼다.

<표 5>추사 김정희의 주요 아호 정리

(5)추사 김정희 아호 입석 제작

추사의 호(號)는 무려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0개에 이른다

고도 한다.그 표 으로 잘 알려진 것이 추사와 완당이다.일반 으로 호는

한 두 개 많아야 서 개를 사용하는데,그는 100여개가 넘는 호를 사용하 다.

추사의 호에는 그의 삶과 련된 것들이 많다. 를 들어 완당은 국의 학자 완

원에서 따온 것이며,자신의 서재를 담계 옹방강을 보배롭게 만드는 서재라 하여

보담재라 칭하고 자신의 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완원이 한 승설차를 추억

하며 승설도인이라 호를 사용하기도 하 다.천축고선생의 경우에는 추사와 불교

와의 인연을 나타내주며,칠십일과의 경우 과천에 살던 추사의 삶과 연결되어 있

다.이처럼 추사에게 있어서 호는 단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궤 을 기록

해 놓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추사의 호에게 추사의 삶의 이야기가 녹

아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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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호 한자 의미

천축고선생 天竺古先生

불교와의 인연을 나타냈다.

정선 靜禪

불노 佛奴

비불비선 非佛非仙

승련 勝蓮 차와의 인연을 나타냈다.

나가산인 那伽山人 가야산을 뒤집어 사용했다.

고계림인 古鷄林人 경주김씨라는 말을 돌려서 사용했다.

과칠십 果七十 70세 때 과천에 산다고 사용했다.

칠십일과 七十一果 71세 된 과천 사람이라는 뜻이다.

칠십이구 당 七十二鷗草 72는 많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출처 :완당평

이를 활용하여 추사유배길 3코스에서는 추사의 아호 100개를 일정 구간의 돌

에 새겨 놓았다.추사의 호를 통해 추사의 삶과 연 된 다양한 이야기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21>추사 김정희의 아호를 새긴 조형물



- 29 -

(6)방사탑 편지함

역사인물의 콘텐츠화에서 고려할 사항은 지역의 문화와 연결 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하는 것이다.그런 에서 방사탑 편지함은 그 가능성을 보여 다.방사

탑은 제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문화재다.마을에 허한 기운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날 경우 돌탑을 쌓아 액운을 막았다.추사의 유배지인 인성

리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이 남아있다.

<그림 22>인성리 방사탑

사 부에게 유배는 인생에서 액운과 같은 것이다.특히 앞날이 창창하던 사

부에게 유배는 그 어떤 액운보다 무서운 일로 여겨질 수 있다.추사의 경우가 바

로 그런 경우다.동지부사로의 을 앞에 두고 모함에 휩싸여 제주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가족,친구들과 멀리 떨어진 유배의 생활은 고독과 외로움의 연속

이었을 것이다.추사는 이러한 외로움을 편지로 달랬다.추사가 남긴 을 모아

놓은 『완당 집』의 부분은 편지이고,그 제주에서 쓴 편지가 다수를 차지

한다.따라서 추사는 자신에게 액운과도 같았던 유배의 생활을 편지를 쓰며 이겨

냈던 것이다.

여기에서 방사탑과 추사의 편지에서 공통 을 찾을 수 있다.액운을 막아주는

방사탑과 유배를 견디게 만든 추사의 편지는 나쁜 일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마

음이 담겨있다.따라서 방사탑 편지함은 편지를 통해 액운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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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낸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방사탑 편지함은 추사와 제주의 문화를 연결시키면서

련된 의미부여를 통해 스토리텔링 효과를 찾을 수 있다.

<그림 23>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쓴 편지

<그림 24>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쓴 한 편지

<그림 25>방사탑 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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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자가 개입한 스토리텔링 방식

(1)안내 스토리

일반 으로 유 지의 안내 은 역사 사실의 달을 목 으로 한다.따라서

객 인 정보가 주를 이루며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들은 배제된다.이러한 안내

은 정확한 정보를 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에 자칫 딱딱한 자료

달에 그치고 방문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이입을 방해하는 단 이 있다. 한

과거의 사실만을 달하여 과거와 재의 단 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역사인물과 련된 장소는 역사 사실도 요하지만 그 사실이 재에 어떻

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한 인식 한 요하다.따라서 안내 에는 역사 인 장

소를 통해 어떠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한 내용이 뒤따라야 한다.

추사유배길의 주요 지 에 설치된 안내 은 기존의 안내 의 형식에서 조

벗어나 있다.디자인에서부터 고서의 모양을 차용하여 한 권의 책을 읽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그리고 역사 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방문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화자의 목소리로 달하고 있다.

를 들어 추사와 차를 소개한 안내 에는 추사와 차의 계에 한 설명과

의선사와의 인연에 한 설명이 뒤따르고,그들의 우정에 한 의미를 부여했

다.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단순히 추사가 차를 즐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뛰어

넘어 추사와 의의 우정을 통해 자신의 우정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림 26>안내 문안 가운데 화자가 개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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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이드북 출간

그동안의 유 지 는 지의 가이드북에서는 교통편,숙박,식당,지도 등의

정보가 요했으나,최근의 경향은 그 곳에서 어떠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지에

한 안내가 심이 되고 있다.따라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제시가 필요

하며 이에 따라 화자가 등장하게 된다.

추사유배길 안내서 『추사에게 길을 묻다』는 역사 사실 달에 충실하면서

도 그러한 사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달하고 있다.

한 추사유배길 안내 에서 공간의 제약으로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확장하여

해 다.

따라서 안내서를 읽음으로써 련 정보 습득 뿐만 아니라 책 속의 화자와의

화를 통해 과거 정의 모습을 이야기로 형상화 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시간에 따라 축 된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화자를 통해 달하면서도 추사라

는 인물,유배라는 사건, 정이라는 공간에 집 하면서 마치 옛날 이야기를 화

자에게서 듣는 듯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림 27>추사유배길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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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

(1)스토리북 출간

역사인물의 문헌자료는 스토리텔링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왜냐하면

문헌자료는 그 내용에 이미 이야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의

유 이나 유물의 경우에도 문헌자료를 통해 련성을 추정해내는 경우가 많다.

역사인물의 이야기를 활용하는 표 인 방법은 편린 으로 해오는 인물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 달하는 것이다.이러한 방법은 부분의 경우 출 물로 이

어진다.그 지역과 련된 인물의 이야기들은 설처럼 짧은 이야기로 해지는

경우가 많다.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많이 생략되기도 한다.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서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과 연결하면 더욱 시 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추사유배길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이야기를 집 조명한 스토리북

인 『제주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를 발간하여 유배길과 연계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의 경우 재 남아있는 자료 에 편지가 많다.특히 제주 유배시

친구,가족 등에게 보낸 편지들이 『완당 집』에 다수 실려 있어,유배지에

서의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추사가 쓴 편지 내용을 통해 추사가 살던

유배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추사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추사가 어떻게 생

활을 했는지, 구와 교류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유배를 오기까지의 이야기,유배지에서의 어려운 생활,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

임없이 학문과 술 활동에 매진하고,후학을 양성하는 그의 유배생활의 이야기

들을 통해 일 기 인 인물의 단순 서술에서 벗어나 유배라는 테마를 가진 추사

김정희의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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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추사유배길 스토리북

(2)유배상품 개발

스토리북이 해오는 이야기를 좀더 흥미롭게 재구성한 것이라면 상품의 경우

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른 콘텐츠와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곧,

상품에 인물과 련된 이야기를 입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략은 상품을 매하는 마 의 하나로 자주 사용된다.연 인들이

드라마에서 입었던 옷이나 액세서리가 많이 팔리는 이유도 구매자가 상품 자체

보다는 상품의 의미에 더욱 주목하기 때문이다.

추사유배길에서는 이러한 을 활용하여 추사가 제주에서 먹었던 음식을 유배

음식 상품으로 개발하 다.

서울의 양반집에서 생활하던 추사에게 제주의 음식을 먹기란 꽤나 고역이었을

것이다.추사가 자신의 부인 안 이씨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음식을 보내달라

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한 추사의 씨나 한시에 음식과 련된 귀가

여럿 남아있다.이러한 이야기들을 활용하여 추사가 제주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

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에 추사의 이야기와 유배지를 연결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제주에서 유배음식을 먹으면 추사처럼 어려운 시 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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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업 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달을 통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스토

리텔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

<그림 29>추사유배음식

4)수화자를 참여시키는 스토리텔링 방식

기존의 수화자의 참여방법은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활용한 방문 후기에

한정되었다.이러한 방법은 지극히 개인 이며,각각의 형식에 따라 산재되어 있

다는 단 이 있다.최근에는 쇼셜미디어가 확장되면서 쇼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

한 참여방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의 방문객들은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나 좀 더 심화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곳에서라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고,단체여행 보다 개인 여행을 선호하면서 기존의 짧은 시간 동

안 둘러보는 방문에서 좀 더 시간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추사유배길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장의 안내 ,

가이드북에 QR코드를 활용하여 방문객 스스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 페이스북과 트 터를 통한 참여유도를 하고 있는

데,이러한 시도는 쇼셜미디어의 특성상 2차,3차 인 간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

을 지닌다.기존의 홈페이나 블로거 등은 방문객들이 개별 으로 직 찾아와

야 한다면 페이스북,트 터 등의 경우 수화자의 “좋아요,리트윗”등의 행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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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방문객과 연결된 페이스북 친구,트 터들에게 자동으로 달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수동 이던 방문객들을 주체 으로 변화시킨다.스스로가 직

참여자가 되어 추사유배길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달하는 것을 통해 심

리 우월감을 체험하게 하며,새로운 이야기의 참여자라는 느낌이 들게 하여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추사 김정희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략

역사 인물의 개성 있고 특수했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삶에 구나 인

정하는 보편 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역사인물을 이야기할 때도 그의

삶을 특성화하고 개성화하되 그 특수성에 담긴 보편 인 가치를 이해시키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결국 역사인물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은 역사인물의 삶을

통한 보편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해서는 추사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특히 추사의 삶에 많은 향을 끼친 추사의 유배시 에 한

재평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윤유석은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략으로 역사인물을 이해시켜 자아의 변화

를 유도하고,지 연 된 가치를 이야기하며,의미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하

다.(윤유석,2010)

이러한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 략은 추사 김정희를 상으로 하는 스토리텔

링 콘텐츠 개발에도 용할 수 있다.이를 통해 추사 김정희의 콘텐츠에 일 성

있는 의미 제시가 가능하며 다양한 확장 속에서도 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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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아의 변화를 유도

앞서 말했듯이 역사인물의 삶을 이이야기하는 것은 보편 인 가치를 달하는

것이다.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은 “인물에 한 이해가 자아의 변화로 이어질 때

스토리텔링의 목 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역사인물을 이해시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유석,2010)

추사는 경주 김씨 명문가 가문에서 태어났다.그의 증조부 김한신은 조의 사

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높은 벼슬을 지냈을 정도로 명망 있는 집안이었

다.추사 역시 과거에 제하 으며,당시로써는 큰 이라 할 수 있는 동지사

행렬에 동행하기도 한다.청나라를 방문하면서 추사는 옹방강과 완원이라는 훌륭

한 학자들을 만나 많은 지식을 쌓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추사는 매우 자신만만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가 남긴 과 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사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유배라는 극형이었다.탄탄 로

의 인생에서 한 순간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 극악의 유배지로 쫓겨나게 된 추사

는 홀로 9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유배로 인한 심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다.제주도로 유배를 가

던 도 해남의 흥사에 도착했는데,그 에는 이 사의 씨가 걸려 있었다.

평소에 이 사의 씨를 못마땅히 여겼던 추사는 자신의 씨를 써주며 바꿔 걸

게 하 다.그로부터 9년 후 유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흥사를 들리게 되

었다.추사는 이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의 씨를 다시 걸라고 하

다고 한다.(유홍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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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이 사 씨

<그림 31>추사 김정희 씨

이 듯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며 타 할 모르던 성격의 추사가 제주 유배 생

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배의 자세를 갖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추사의 제주유배생활은 추사 스스로에게도 자아의 변화

를 가져오게 된 시기 다.세상에 해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인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추사의 태도 변화는 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 을 다.자신의

성공에 안주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삶을 지향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세상을 좀

더 폭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해 다.추사의 삶에 한 이

해가 수화자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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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와 연 된 가치의 달

유배는 죄인을 먼 곳으로 추방하는 형벌로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의

등 이 있었다.정치 인 면에서 보면 정치권력에서 멀어지는 부정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술 인 면에서 보면 다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조선시

학자들에게 유배의 시간은 그 동안의 학문을 정리하고,독서에 매진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자 창조의 시간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 500권이 넘는 술을 남겼고,서포 김만 은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완성하 다.정약 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집필

하기도 했다.추사 역시 유배 기간 동안 많은 독서활동으로 학문을 정립하 으며

자신을 표하는 추사체와 세한도를 완성하 다.

따라서 추사의 유배 생활은 정치 억압으로 인해 실의 좌 상태에 처했지

만 정신 자유를 얻어 자신의 이상을 실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추사

의 유배생활을 그 마스의 의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이상실 ↔ 실좌

↑ ↑

정신 자유 ↔ 정치 억압

<표 6>그 마스 이항 립 구조에 따른 추사의 유배생활 분석

이를 통해 유배의 부정 인 이미지는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며,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 의 기간으로 환되어 정 인 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루한 자신의 삶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쳇바퀴처럼 순환되는

삶은 인들에게 틀에 갇 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

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게 하며 잠시라도 벗어나고자 여행을 떠나거나 일탈을 꿈

꾸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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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갇 있다는 인의 사고는 자유롭지 못한 유배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추사가 유배시 망과 고독을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이겨내었듯이,

답답한 실 생활을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겨내어 이상을 실 할 수 있

다는 의미를 달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일상 속에서 새롭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다.

3)의미 체험

추사의 8년 3개월의 유배 생활은 3단계로 나 수 있다. 망과 고독의 시간인

유배의 시기가 1단계이고,인내와 부단한 노력으로 자아성찰을 하는 시기가 2단

계이며,유배를 승화시켜 술 완성을 통해 자아실 에 이른 시기가 3단계이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유배 자아성찰 자아 실

망 부단한 노력 술 완성

고독 인내 승화

<표 7>추사 유배생활이 하는 메시지

추사의 유배 생활이 하는 메시지에 따라 콘텐츠 향유자가 받아들이는 메시

지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의미가 강화된다.정체된 삶이 지속되면서 삶의 고비가

오더라도(1단계)각성을 통해 인내와 노력을 하면(2단계)진취 이고 새로운 삶

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3단계)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삶의 고비 인내,노력 극복

정체된 삶 각성 진취 인 새로운 삶

<표 8>콘텐츠 향유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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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사 김정희 콘텐츠는 유배의 시 을 무한한 노력을 통해 술 완성

으로 승화시킨 삶의 태도를 심으로 제시될 수 있다.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향

유자들은 자신의 정체된 삶에 해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고,진취 인 새

로운 삶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테마로 한 콘텐츠의 상징 인 의미는 자신의 삶에

한 새로운 근으로 제시할 수 있다.즉,지루하고 일상 인 삶을 추사 김정희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삶에 해 새로운 자세를 견지하게 하는 것이다.따라서 추

사 김정희 콘텐츠는 이러한 상징 인 의미를 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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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지 까지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생활을 심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실시하 다.

이를 해 역사인물의 삶의 가치를 알아보고 추사 김정희의 삶과 련된 역사

가치와 교욱성,희소성,차별성,경제성 등의 콘텐츠 가치를 살펴보았다.추

사 김정희와 련이 있는 충남 산,경기도 과천,제주도 정의 콘텐츠 개발

황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추사 김정희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각 지역의

장․단 을 분석하여 제주도만의 차별성을 찾아내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는 세한도를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했을 정도로 삶의 환

이 된 시간이었다.이러한 에서 추사 김정희의 유배는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소이자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강 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유

배생활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이에 따라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활용하여 조성된 추사유배길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공간 구성,화자개입,이야기

활용,수화자 참여 등의 방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공간 구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추사유배길 코스 조성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와 련된 그림,한시,인보,아호,편지 등과 연계한 조형서사물 설

치를 통해 련 서사를 상징화하여 공간 구성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화자개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안내 과 가이드북의 내용을 화자

를 통해 달함으로써 과거와 재의 소통을 통해 공감 를 형성하여 방문객들

에게 감정이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추사 김정희와 련하여 해오는 이

야기와 연 된 자료 등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유배시 을 재구성하여 스토리북으

로 제시하 으며,추사 김정희의 이야기를 용한 상품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효

과를 높이고 있다.

수화자를 참여시키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는 쇼셜미디어인 트 터,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 달에 능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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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추사 김정희의 유배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망과 좌 로

만 여겨지던 유배의 부정 인 이미지를 이상실 과 술 완성의 정 인 이

미지로 환을 시도하 다.그리고 추사 김정희 유배생활의 상징 인 메시지인

자아실 이라는 보편 가치를 달하여 방문객들의 삶에 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의 략으로 제시하 다.

역사인물의 삶은 인들에게 과거를 통해 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다.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

츠 개발 방안에 한 모색을 통해 지역과 련된 역사인물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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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DevelopmentoftheStorytellingContents

inJejuExileKim Jeong-hui

Cho,SeoHyun

DepartmentofStorytelling

GraduateSchoolofSocial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Yang,JinGeon

Becauseculturalproductsinvolvinghistoryhavegeneratedsuccesstherearenow

manyattemptstodevelopcontentutilizinghistoricalandculturalresourcesandthis

hasalsoinvitedawiderangeofcontentdevelopmentaboutparticularhistoricfigures

asrelatedtospecificregions.

Anhistoricfigurenotonlyactsascontentforitsownsake,butitcanalsoactas

anattractiveresourcewithindustrialvalue,contributingtothevitalizationofregional

economies.

Thisarticleseekstodiscovermethodsofestablishingabrand,whichwillrepresent

aregionalidentityforJejuexileChusaKimJeong-hui.

Basically,alifeofanhistoricalpersoncontainshistoricvalueyetitneedsto

qualifyascontentforstorytellingdevelopment.Withthisinmind,Ihaveresearched

thehistoricvalueofChusaKim Jeong-hui'slifewithparticularattentionpaidtothe

educationalvalue,scarcityvalue,differentiation,andeconomicsascontentvalue. I

have also calculated Jeju'sdifferentiation in Chusa Kim Jeong-huiconten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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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itwithotherprovinces’currentcontentdevelopment.Ihavealsoweighed

itagainstongoing projectssuch asYesan in Chungcheongnamdo,Gwacheon in

Gyeonggido,andDaejeonginJejudo,andanalyzingeachregion'sadvantagesand

disadvantages.

Inspiteofthisperiodofhardlifespentinexile,histimeinJejuwasacritical

turningpointforChusa,asthiswaswhenhecreatedthepaintingofSeohandoand

masteredthecalligraphystyleofChusache.InhislifetimetheperiodofJejuexile

wasthe mostinfluentialfactorin opening ChusaKim Jeong-huicontent,and

distinguishedJejufromallotherregions.

Inthemethodofstorytelling,IhaveexaminedandanalyzedthemeaningofChusa

ExilePathaccordingtospaceconstruction,narratorintervention,storyapplication,and

receiverparticipationrespectively.

Basedonthisanalysis,Ihavetriedtorepresentthenegativeexileimageas

despairandfrustration,byreconstructingthemeaningoftheChusaKim Jeong-hui

JejuExileandalsoaddapositiveimageofrealizationofidealsandthecompletion

ofart.

Furthermore,Ihavedemonstrated thepotentialprocessforchanging attitudes

towardpeople’senjoyablelivesasthestrategyofstorytellingcontentdevelopment,by

deliveringameaningfulportrayalandmessageoftheChusaKimJeong-huiExile.

Livesofhistoricalfiguresshedwisdom forourcontemporariesbyreflectingthe

presentandpreparingthefuturethroughthepast.Thereforelookingforthemethods

todevelopstorytellingcontentoftheChusaKim Jeong-huiJejuExilecanplayan

instrumentalrolein revealing thestorytelling contentthatliveswithin regional

historical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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