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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경주(慶州)는 신라(新羅) 천년왕조의 수도였다. 그러

므로 ‘경주’라면 ‘신라’를 연상하게 되고 경주역사문화라면 신
라역사문화와 동일시하는 것이 통념이 되고 있다. 경주의 정

체성을 얘기할 때 신라와 신라의 역사문화, 더 나아가 신라의

정신을 빼고서는 논의할 수 없게 된다. 흔히 경주(慶州)를 “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한다. 지난 1995년에 불국사와 석
굴암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고 이어 2000년 12월에는 경주
를 통틀어 5개 지구별로 나누어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등록

되게 되었다. 또한 경주의 양동마을이 한국의 역사마을의 하

나로 세계유산에 추가됨으로써 경주는 명실상부 “천년의 역

사․문화도시(millenium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가 되
었다.

(Ⅱ) 경주의 문화유산 중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인의 정신세

계와 미적 감각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불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가 함께

사는 불국정토(佛國淨土)), 바로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해 놓은 특이한 사찰 건축물이다.
경내 다보탑은 화려하고 곡선적이며 장엄한데 비해 석가탑은 직선적이며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두 탑을

같은 높이로 대칭적으로 세워 절묘하게 대조적으로 미적 감각을 표현한 것은 신라인의 예술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되어 축조된 불교 조각 예술의 세계적 걸

작이다. 석굴암은 천연동굴을 이용하지 않고 판석을 다듬어 돔형(Dome)으로 짜 맞추어 만든 인공석굴이
다. 굽타양식의 본존불은 석가모니가 정각(正覺)할 때의 선정(禪定)에 든 모습을 형이상학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돔의 벽면의 여러 불상들도 제각기 개성에 맞춰 우아하고 화려하며 생동감 넘치게 조각되어

있으며, 특히 십일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의 자애로운 자태는 본존불의 근엄하면서도 자비로
운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신라인은 서로 다른 사물이나 형상을 “함께 그러나 다르게” 절묘하
게 만나도록 하여 신라인 특유의 미적 세계를 창조하였다.

(Ⅲ) 신라의 전성기 때 수도 경주는 무려 18만여호에 100만 여명이 살든 거대 국제도시였다. 통일 신라는
동 아시아의 3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멀리 서역 중앙아시아의 지역과도 교류하였다. 한편 당(唐)과의 교류

는 교역, 외교를 비롯해서 유학, 승려들의 구법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었다. 유학자 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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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致遠)은 당에 유학, 출사까지 하였으며, 승려 의상(義湘)은 당에서 돌아와 한국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
다. 원효는 당나라 유학길에서 ‘해골의 물’을 마시고 득도(得道), 중도에 돌아와 대중 교화에 전력, 짐짓 파

계승처럼 행세하며 요석(瑤石)공주와의 사이에 설총(薛聰)을 낳기도 했다. 설총은 바로 신라의 고유문자

이두(吏讀)를 창안한 대 유학자이다. 이두는 후일 세종(世宗)때의 한글 창제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원

효의《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는 해동소(海東疏)라 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까지 알
려져 돈황(敦煌)판본으로도 발견되기도 했으며, 그의《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은 불교 발상지 인도로
역수입되기 까지 했다. 혜초(慧超)는 당에서 불도를 수행하고 해로로 인도로 가서 실크로드를 따라 오천축

국(五天竺國) 40여 개국을 거쳐 온 뒤 여행기《왕오천축국》(往五天竺國)을 저술했다. 장보고(張保皐)
는 신라의 무장으로 당나라 무령군중소장(武寧軍中小將)의 직책에 올랐으며, 신라로 돌아온 후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서남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 당과 일본뿐만 아니라 남방, 서역 여러 나라와의 무역 길
을 터 세계적인 교역을 하는 한편 중국 산동성에 신라방(新羅邦)을 정착시켜 법화원(法華院)을 건립하였

다. 중국정부는 현 산동성 웨이하이(威海)에 당시의 적산법화원을 복원, 해상왕 장보(海上王 張保皐)의
기념관을 세웠다.

(Ⅳ) 신라문화는 안으로는 고구려의 북방 문화와 가야·백제의 남방 문화를 흡수하는 한편 밖으로는 경주

가 실크로드의 동방 귀착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동서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이루어 낸 산물이다.
문화의 세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교류해 가면서 발전해 갈 때 더 풍성해 진다. 실크로드는 단

순히 비단만 오간 것이 아니라 동서간의 문물이 오간 교역로였으며, 동서 문화가 상호 교류되던 통로였다.
신라인은 양극으로 대립해 있는 온갖 것들을 하나의 도가니로 녹여서 봉덕사(奉德寺)의 성덕대왕신종(
聖德大王神鍾)처럼 울리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건전한 문화 생태계의 ‘큰 어울림’이 있는 것이다. 유불선

(儒彿仙)을 통합시킨 신라정신은 2000여년 한국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한국 문화정신의 원형으로
남아 있다.

(Ⅴ)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

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통한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이
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만 하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스마트 폰은

인간의 신체의 일부처럼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혹자는 오늘날의 신 인류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로 표현하기도 한다. 스티브 잡스 ( Steven Paul “Steve” Jobs )는 아이 폰을 창조함과 동시에 ‘포
노 사피엔스’라는 신 인류도 탄생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사태 이후 인간의 생활은 BC (Befor Corona )와 AC (After Crona )로 시대 구

분을 할 만큼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종래의 직접적인 접촉(contact)에 의한 면대면(面對面)의 생활양
식들은 ‘뉴 노멀(New normal)’로 대체되고 ‘접촉이 없는’(noncontact) 비대면(非對面)의 ‘언콘택트’(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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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or Untact:한국식 표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언콘택트의 경향은 이미 스마트 폰의 할용이 일상화
되면서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증폭된 것이다.

(Ⅵ)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제일 먼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분야는 문화-관광산업 분

야이다. 경주의 역사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문제는 결국 경주가 가진 문
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식시켜 공유케 하는 한편 세계인이 아끼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직‧간접적

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귀착 된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관

광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 관광은 기존의 관광 서비스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여 관광 수
요자간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지능화된 차세대 맞춤형의 새로운 관광

형태이다. 경주 역시 첨단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킬러 코텐츠( Killer contents)’ 들을 제작할 필
요가 있다. 경주는 이른바 ‘바이오스피아 (biosphere: 생명권)’와 ‘사이버스페이스 (syberspace: 정보권)’가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지역이다. 경주는 ‘노천 박물관’ 이라 할 만

큼 역사와 문화, 신화와 전설, 자연과 유적이 함께 잘 어울러 져 있는 지역이며, 산과 바다, 숲과 호수까지 갖
추고 있어 ‘대안의 여행지’( Second travel destination )로서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1998년 경주

에서 세계문화 EXPO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문화의 큰 어울림’을 전제로 전 세계를 향해서 ‘문화의 소통과 조
화’라는 화두를 전하고자 한데 그 뜻이 있었으며, 주제를 “새천년의 미소”( The Smile of Millenium )로 정

한 것도 새로운 천년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암울했던 인류의 문명에 “희망의 메시지”( The Message of
Hope )를 전하고자 한데 있다. 우리는 다시 천년 전 유물 ‘얼굴문양의 수막새’에서 찾은 ‘신라인의 미소’에
서 잔잔한 희망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Abstarct

(Ⅰ) Gyeongju was the capital of the Millennium Kingdom of Silla. Therefore, it has become

common to associate “Gyeongju” with “Silla” and equate the history and culture of Gyeongju
with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The identity of Gyeongju cannot be discussed without ad-

dressing the history and culture, and especially the spirit, of Silla. Gyeongju is often referred to as a
“roofless museum”. In 1995, Bulguksa Temple and Seokguram (Buddha Grotto) were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and in December 2000, Gyeongju was divided into five districts and reg-

istered as ‘Gyeongju Historic Sites.’ In addition, as Yangdong Village in Gyeongju was added to

World Heritage as one of Korea’s historical villages, Gyeongju became a “millenium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in name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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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mong the cultural assets of Gyeongju, Bulguksa Temple and Seokguram are the major heritage sites that best express the spiritual world and aesthetic sense of the people of Silla. Bulguk-

sa Temple is a unique temple building that has realized “Bulguk-jeongto (Buddhist pure lands),”
where the Buddhas of past, present and future live together, the world of the “ideal state of en-

lightenment” on earth. While Dabotap Pagoda in the precincts is splendid, curved, and majestic,

the Seokgatap (Sakyamuni) Pagoda is linear and extremely restrained. That the two towers are
built symmetrically, at the same height, to express an aesthetic sense in contrast shows the artistic
originality and excellence of the people of Silla. On the other hand, Seokguram Grotto is a world-

class masterpiece of Buddhist sculpture art that was built by realizing architecture, mathematics,
geometry, religion, and art as a whole. It is an artificial stone cave made into the form of a dome
by trimming flagstones without using natural caves. The principal Buddha of the Gupta style is
a metaphysically-embodied image of Shakyamuni’s entry into Seonjeong (Dhyana and amadhi,
or dwelling in tranquility) during true awakening. The various Buddha statues on the walls of the

dome are also carved elegantly, colorfully and vibrantly in their own way, and in particular, the

benevolent figure of the Eleven-faced Gwaneumbosal (Bodhisattva of Great Compassion) statue
forms a contrast with the solemn and merciful visage of the main Buddha. Likewise, the people of
Silla created their own aesthetic world by exquisitely integrating different objects or shapes “together but differently”.

(III) During the heyday of Silla, its capital city Gyeongju was a huge global city with 180,000

households and 1 million people. Unified Silla exchanged with not only the 3 countries in East

Asia but also Southeast Asia and the far west and Central Asia. Silla also had extensive exchanges
with the Tang Dynasty, from trade and diplomacy to study abroad, and the old laws of Buddhist
monks.

Confucian scholar Choi Chi-won studied and worked in the Tang Dynasty, while Monk Uisang

returned from Tang to become the founder of the Korean Hwaeom (Huayan, Avatamsaka Sect)

School. Great Master Wonhyo had spiritual awakening after drinking ‘a skull’s water,’ and when
he returned to Silla, committed himself to the edification of the public, and acted as an apostate
monk to be succeeded, giving birth to Seolchong with Princess Yoseok; Seolchong is a great Con-

fucian scholar who created Silla’s native Idu script, which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Hangul during King Sejong’s era. Wonhyo’s “Daeseung-kishinronso (Commentary on th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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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ana sraddhotpada Sastra)” was called Haedongso (Korean Commentary) and became so

widespread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Central Asia that it was also discovered in a Dunhuang
version. His “The Reconciliation Theory on the Ten Opinions” was even reimported into India, the

birthplace of Buddhism. Hyecho practiced Buddhism in the Tang Dynasty, traveled to India by

sea and along the Silk Road through more than 40 countries of the Five Indian Kingdoms. After he

returned, he wrote a travel story, “Memoir of the Pilgrimage to the Five Kingdoms of India.” Jang

Bogo even rose to the position of the General of Muryeong Military Unit in the Tang Dynasty as a
Silla’s maritime commander. After returning to Silla, he established the Cheonghaejin Garrisson in

Wando, controlled the southwestern sea area, and opened trade routes with not only Tang and

Japan but also various countries of the South and Western regions,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In the meantime, Jang also built Beobhwawon (a buddhist temple) by establishing Silla-bang in

Shandong Province,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restored Jeoksan Beobhwawon in Weihai,
presently in Shandong Province, and built a memorial for Jang Bogo, the King of the Sea.

(Ⅳ) Silla culture is the product of the harmonious fusion of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by ab-

sorbing the northern culture of Goguryeo and the southern culture of Gaya and Baekje internally,
with Gyeongju serving as the eastern destination of Silk Road externally. The world of culture is
enriched more when various cultures coexist and develop through mutual exchange. The Silk
Road was not a trade route only for silk but also for Eastern and Western cultural products, a pas-

sage for cultura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The people of Silla melted all kinds of things
opposed to each other into a single crucible, and made it ring like the King Seongdeok Divine Bell

of the Bongdeoksa Temple. This is where a “great harmony” of a healthy cultural ecosystem exists. The Silla spirit, which united Three Teachings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has passed

down throughout the 2000-year history of Korea, and remains the prototype of the Korean cultural spirit.

(V) Modern society is an “information society,” The information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knowledge through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becomes the center of life. Anyone can easily obtain the knowledge and in-

formation they want on a computer anytime, anywhere, and the smartphone has become an
inseparable part of the human body therefore some use to describe today’s new humanity – as “

phono sapiens”. Steve Jobs (Steve Paul “Steve” Jobs) created the iPhone, and at the same ti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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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human being called “phono sapiens” emerged. However, the COVID-19 outbreak has dras-

tically changed human life, dividing it into BC (Before COVID-19) and AC (After COVID-19). Existing

lifestyles of face-to-face direct contact are replaced by the ’New normal’ and has changed into
a ‘non/uncontact’ and ‘untact’ reality. In fact ‘untact’ had been already around since the use of
smartphones became common, and it has increased rapidly after COVID-19 outbreak.

(VI) The first to be decisively hit by COVID-19 pandemic is the culture-tourism industry. The issue of
sharing and spreading Gyeongju’s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globally is, in the end, the task of

enabling the world to recognize and share the value of Gyeongju’s cultural heritage and for people

of the world to love and directly and indirectly experience it. A new culture-tourism strategy that
fits the digital age is needed. Smart tourism is a new form of the next-generation intelligent, cus-

tomized tourism that allows exchange and sharing of real-time information between tourists or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by integrating the state-of-the-art ICT with existing tourism
services. Gyeongju also needs to produce high-quality ‘Killer contents’ using such cutting-edge

technology. Gyeongju is a beautiful, nature-friendly area where so-called “biosphere” and “cy-

berspace”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an interdependent manner. Gyeongju has an

extraordinary harmony of history and culture, myths and legends, nature and relics, such that

it deserves to be called an ‘open-air museum’, and it also has mountains, sea, forests and lakes,
giving it optimal conditions to be a ‘second travel destination’.

In 1998, Gyeongju held the World Culture EXPO to convey the theme of the ‘communication

and harmony of culture’ to the world on the premise of “great harmony of culture”, and it set the
theme as “The Smile of Millennium” to deliver “A Message of Hope” to the gloom-bound civiliza-

tion of humanity as we enter the new millennium. We read the gentle message of hope again from

the “Silla People’s Smile,” which we found in the ancient relic “Face-patterned Sumaksae (Convex
Roof-end Tile)”, coming to us from a thousand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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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천년고도(古都) :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慶州)는 신라(新羅) 천년왕조의 수도였다. 그러므로 ‘경주’라면 ‘신라’를 연상하게 되고 경주역
사문화라면 신라역사문화와 동일시하는 것이 통념이 되고 있다. 경주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신라와
신라의 역사문화, 더 나아가 신라의 정신을 빼고서는 논의할 수 없게 된다. 세계 역사상 한 왕조가 천

년을 지속한 경우도 드물지만 그 왕조가 어느 한곳에 천년동안 도읍을 정해 지속한 경우는 더 더욱

희귀하다. 흔히 경주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한다. 지난 1995년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계문
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이어 2000년 12월에는 경주를 통틀어 5개 지구별로 나누어 “경주 역사 유적

지구“로 등록하게 되었다. 또한 경주의 양동마을이 한국의 역사마을의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에 추

가됨으로써 경주는 명실상부 “천년의 역사․문화도시(millenium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가
되었다.

경주의 문화유산 중 세계적 걸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신라인의 정신세계와 미적 감각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고 세계적 우수성과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불국사와 석굴암 일 것이다. 불
국사는 불교 교리가 완벽하게 형상화된 사찰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가 함께 사는 불국정토(佛

國淨土)), 바로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해 놓은 특이한 사찰 건축물이다. 5개의 불전

(佛殿)들을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높이로 기단을 쌓아 건립하고 기단과 기단 사이를 다리로 연결
하여 하나의 경내로 모아 가람을 배치해 놓았다, 청운교, 백운교 (국보23호) 연화교, 칠보교(국보23

호)등의 난간에는 정교한 장식들을 아름답게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빼어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대웅전 뜰 앞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다보여래와 석가모니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보탑이 화려하고 장

엄한데 비해 석가탑은 담백한 느낌이다. 석가탑은 직선적이며 극도로 절제되어 있는 반면 다보탑은
곡선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수려하다. 두 탑을 같은 높이로 대칭적으로 세워 절묘하게 대조적으로 미

적 감각을 나타낸 것은 당시 신라 장인들의 예술적 독창성이 얼마나 뛰어 났던가를 짐작케 해준다.

석가탑의 보수 때 2층 탑신에서 부처의 사리 장엄구와 함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凈光大陀羅
尼經)’(국보 제126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닥나무 종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로 불교문화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석굴암(국보 제24호)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총체적으로 실현되어 축조된 불교 조
각예술의 세계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석굴암은 천연동굴을 이용하지 않고 판석을 다듬어 돔형

(Dome)으로 절묘하게 짜 맞추어 만든 인공석굴이다. 바닥 아래로는 지하수가 흐르도록 하여 자연

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 불상과 내부 석조 구조물들이 부식되지 않도록 축조하였으며, 내부의

공간도 빛과 어둠이 한데 어울려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하였다. 돔의 중앙부에 안치된 석가
여래 본존불은 인도 불교미술 전성기의 굽타양식으로 석가모니가 정각(正覺)할 때 순간의 모습을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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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다.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으로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채 깊이

선정(禪定)에 든 모습은 절대적 경지에 이른 성도상(成道相)의 모습으로 ‘절세의 미’를 구현하고 있

다. 돔의 벽면의 여러 불상들도 개성에 맞춰 우아하고 화려하며 생동감 넘치게 조각해 놓았으며, 특
히 십일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의 자애로운 자태는 본존불의 근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모

습과 대조를 이뤄 미적 조화를 한층 더 승화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신라인은 서로 다른 사물이나
형상을 “함께 그러나 다르게” 절묘하게 만나도록 하여 신라 특유의 미적세계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Ⅱ. 신라와 신라인의 세계성

신라의 전성기 때 수도 경주의 모습은 국제적이고 이국적인 요소가 다른 어느 곳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그 당시 경주는 무려 18만여호에 100만 여명이 살든 거대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천년 전 이미 경주는 당시의 동 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현 터키의 이스탄불), 이슬람제국
의 수도 바그다드(현 이라크), 당나라의 수도 장안(현 西安)과 비견될 정도였으며, 통일 신라는 동 아

시아의 3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멀리 서역 중앙아시아의 지역과도 교류하였다. 9세기 경 신라는 아
랍세계에 까지 알려져 아랍의 고대 지리서 ‘이븐 후루다드베’( Ibn Khurdadbeh -886)의《 여러 도

로와 왕국들의 총람 》에도 “ 금이 풍부하고 기후 산천이 아름다운 나라 ” 신라(ak-Shila)로 기록되

어 있다. 멀리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벽화속의 환두대도(環頭大刀)를 차고 머리에
두 갈레의 깃을 꽂고 있는 사신(使臣)도 신라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주 괘릉(掛陵)에 있는 서역인

(西域人)으로 보이는 무인상(武人像)과 사자상(獅子像)은 신라가 중앙아시아 및 페르시아 지역으
로 까지 교역을 확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기원 전후 시베리아 스키타이의 사르마트

금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신라 금관은 당시 신라인의 황금유산이 얼마나 찬란했던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다.

한편 신라와 당(唐)과의 교류는 교역, 외교를 비롯해서 유학 또는 승려들의 구법에 이르기 까지 광범

위하게 이루어 졌었다. 유학자 최치원(崔致遠)은 당에 유학,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문장으
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승려 의상(義湘)은 당에서 수행한 후 돌아와 한국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의상과 선묘(善妙)낭자와의 설화는 너무도 잘 알려져 일본 교토의 사찰 고잔지(高山寺)의《화엄종

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 일명 華嚴緣起)이란 긴 두루마리 그림(에마키: 繪卷 )에도 상세히 나
와 있다. 이 그림은 일본의 국보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현재 교토 박물관에 보관되
어 있다. 그림의 네 권은 의상도(義湘圖)이며, 세 권은 원효도(元曉圖 )로 되어 있다.

신라의 고승 원효는 당으로의 유학길에서 ‘해골의 물’을 마신 뒤 득도(得道),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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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一切唯心造)을 깨닫고 중도에서 돌아와 대중 교화에 전력, 짐짓 파계승처럼 행세하며 요석(瑤

石)공주와의 사이에 설총(薛聰)을 낳기도 했다. 설총은 바로 신라의 고유문자 이두(吏讀)를 창안한

대 유학자이다. 이두는 후일 세종(世宗)때의 한글 창제에 밑거름이 되었다. 원효의《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는 최고의 대승불교 논문으로 해동소(海東疏)라 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

아에 까지 알려져 돈황(敦煌)판본으로도 나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그의《십문화쟁론》(十門和諍

論)은 불교 발상지 인도로 역수입되기 까지 했다. 그가 남긴 저술은 현존하는 것만 20부 22권이 있으
며, 모두 합하면 100여부 240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한 신라 성덕왕 때 혜초(慧超)는 당나라에 건너가 불도를 익히고 바닷길로 인도 전역을 순례한 후
육로 실크로드를 따라 오천축국(五天竺國) 40여 개국을 거쳐 당으로 돌아 온 후 세계적으로 유명
한《왕오천축국》(往五天竺國)이란 여행기를 남겼다.《왕오천축국》(往五天竺國)은 중국 감숙성(

甘肅省) 돈황(敦煌) 석굴 장경동(藏經洞)에서 나온 돈황 문서중의 하나였으나 프랑스 탐험가 펠리
오(Pelliot)에 의해 수집되어 현재 파리 국립 도서관에 기증·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불교 뿐만 아니라
당시 실크로드상의 문물과 문화교류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신라인의 국제성을 얘기할 때 장보고(張保皐)를 빼 놓을 수 없다. 장보고는 신라의 무장으로 현 전

라남도 완도에서 출생, 일찍이 당으로 건너가 출사해 무령군중소장(武寧軍中小將)의 직책에 올랐

으며, 그 후 신라로 돌아와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서남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 당과 일본뿐만 아
니라 남방, 서역 여러 나라와의 무역 길을 터 세계적인 교역을 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신라인들이 많

이 이주해 산 중국 산동성 문등현(文登縣) 적산촌(赤山村)에 신라방(新羅邦)을 정착시켜 법화원
(法華院)을 건립하였다. 일본 천태종의 효시인 승려 엔닌(圓仁)은《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

巡禮行記)에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원의 모습을 기행문으로 상세히 담아 놓았다. 그는 일본으로 돌

아 간 뒤 교토(京都) 인근 오츠(大津)시 히에이산(比叡山) 엔라쿠지(延歷寺)에 그가 당에 머물면
서 도움을 받은 장보고의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을 본떠 적산선원을 건립하고 적산대명신(赤山

大明神)을 모셨는데 현재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8년 한중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

여 현 산동성 웨이하이(威海) 룽칭(榮成)시 스다오진(石島鎭) 적산(赤山) 기슭에 엔닌의《입당구법
순례기》의 기록을 토대로 적산법화원의 복원공사를 시작해 1990년 개관하였다. 법화원에는 높이

8미터나 되는 거대한 장보고 동상을 비롯, 그의 생애를 다섯 개의 전시실로 꾸며 놓은 해상왕 장보(
海上王 張保皐)기념관이 있다.

한편 허황후(許皇后)의 설화도 젖혀 둘 수 없다. 본명 허황옥(許黃玉)은 가락국의 초대왕인 수로왕
(首露王)의 부인으로 보주태후(普州太后)로도 불리며 김해 김씨(金海金氏)와 김해 허씨(金海許

氏)의 시조모(始祖母)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가락국기>(駕洛國記)에 의하면 아유타국(

阿踰陀國)의 공주로 오빠 장유화상(長游和尙)과 함께 먼 남방(인도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 와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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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왕의 부인이 되어 아들 열 명 낳아 맏 아들 거등(居登)으로 왕통을 잇게 하고, 두 아들에게는 허

씨(許氏)로 사성(賜姓)하였으며, 나머지 일곱 아들은 불가에 귀의, 하동칠불(河東七佛)로 성불(成

佛)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불교 승려였던 장유화상은 금관가야 지역( 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장

유암(長游庵)을 지어 가야지역에 불교를 전래케 하였는데 경내에는 아직도 장유화상사리탑((長游
和尙舍利塔)이 현존해 있다.

한편 일본 규슈(九州)의 구마모토(熊本)현(縣) 야쓰시로(八代)시(市)에 있는 야쓰시로 신사(神社)

의 묘켄궁(妙見宮)에 모셔진 묘켄공주(妙見公主)는 일본어로 히미코(卑彌呼)로 불려 지며 천황가
의 조상신 아마테라스오호가미(天照大神)로 받들여 지고 있는데, 일설에 이 공주는 가야국(駕洛:
伽倻國)에서 건너 간 허황후의 둘째 딸 묘견(妙見)공주로 전해지고 있다.

Ⅲ. 신라의 정신 : 화해와 통합

신라문화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이루어 낸 조화로운 융합문화라 할 수 있다. 신라는 한반도
의 동남쪽 끝자락의 사로국(斯盧國)이란 작은 부족 국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대 국

가의 기틀을 이루고 있던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해 대내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어 내고 안정된 국
가의 기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아시아의 이슬람권과도 교류를
하였다. 신라문화는 안으로는 고구려의 북방 문화와 가야·백제의 남방 문화를 흡수하는 한편 밖으

로는 경주가 실크로드의 동방 귀착지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동서 문화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신라

인 특유의 통합문화를 이루어 냈던 것이다. 신라인들은 인도의 힌두이즘을 위시해서 불교문화와 샤
머니즘, 북방의 스키타이 기마민족문화(騎馬民族文化), 중원의 유교문화와 도교사상, 그리고 남방

의 해양문화들까지 흡수, 토착문화와 융합시키면서 불교사상에 기반 한 원융회통(圓融會通)한 신
라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한편 신라는 초기부터 정치의 운영에 있어서 고대 동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화백회의(
和白會議)란 것을 채택하고 있었다. 비록 6부 촌장(村長)들만 참석했던 진골(眞骨)의 귀족회의였지

만 회의절차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였다.《신당서》(新唐書)<신라전>(新羅傳)에 “일은 반드시 여럿
이 더불어 의논하였는데, 화백이라 불렀으며, 한사람이라도 뜻이 다르면 그만 두었다”(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백제도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성립되던 회의체

제였다. 화(和)는 의견을 수렴히여 조정한다는 뜻이며, 백(白)은 건의하고 아뢴다는 뜻으로 “회의의
결론 사항을 임금에게 아뢴다”(建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화백회의는 귀족들의 세력과 왕권을 적

절히 조율해 가면서 국정을 운영해온 통치체제로서 13세기 초 영국에서 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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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을 제한하기위해 채택한 마그나 카르타 : (Magna Carta Libertatum: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헌정(憲政)뿐만 아니라 근대 민
주적 헌법의 토대가 된 대헌장(大憲章)이다.

신라인의 화합과 통합의 정신은 원효(元曉)의 화쟁사상(和諍思想)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원효는 그의《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서 불교의 여러 이설(異說)을 십문(十門)으로 모아 정리

하고 회통(會通)함으로써 일승불교(一乘佛敎)의 수립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신라인들

은 양극으로 대립해 있는 온갖 것들을 하나의 도가니로 녹여서 봉덕사(奉德寺)의 성덕대왕신종(聖
德大王神鍾)(국보29호)처럼 울리게 하였다. 하늘과 땅, 생과 사, 빛과 어둠, 안과 밖, 정신과 육체,

그리고 문(文)과 무(武)에 이르기까지 온갖 대립되는 것들을 조화로, 갈등은 화해로, 모순은 통합으

로 풀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으며, 서라벌
천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일을 이룩한 후에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 왔다. 신라가 고려에 의해 멸망
되긴 했지만 신라 정신의 영속성이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 고려의 개조(開祖) 왕건(王建) 역시 신라
의 지도이념을 고스란히 받아 들여 고려의 지도이념으로 삼았으며, 조선왕조 역시 억불숭유(抑佛
崇儒)정책을 폈지만 신라의 호국 불교의 정신을 이어 나가 국난의 위기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같은 고승대덕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신라의 유불선(儒彿仙)의 통합-화합정신은 고려와 조
선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 까지 2000여년의 한국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한국 문화정신의 원
형으로 남아 있다.

Ⅳ. 문화의 다양성과 조화 : 어울림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일러 왔다.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르다 시피 문화는 지역에 따라

민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띄워 왔다. 그러나 문화는 한 곳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 실크

로드의 역할에서 볼 수 있듯이 실크로드는 단순히 비단만 오간 것이 아니라 동서간의 교역로였으
며, 동서 문화가 상호 교류되던 통로였다. 문화는 서로 섞이고 융합함으로써 발전을 해 가면서 새로
운 문화를 형성해 왔다.

문화는 또한 제마다 고유한 성격과 특질을 갖고 있으므로 ‘상대주의’의 원칙에 기반 해야 한다. 그것

은 흡사 장미꽃이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여타의 모든 꽃들을 꽃이 아닌 것처럼 도
외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꽃의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함께 피어 있어야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되

듯이 문화의 세계에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교류해 가면서 발전해 갈 때 문화의 세계는 더
풍성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서로 다르면서도 합해지는’ 화이부동(和而不同)의 원리에 서
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신라의 ‘다성적(多聲的 polyphonic)’ 문화에서, 더 나아가 원효의 ‘원융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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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融會通)’의 큰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농악처럼 각기 다른 악기가 제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함께 어울려 전체적으로는 보다 높은 차원의 화음을 만들어 내는 원리와도 같은 것
이다. 바로 여기에 건전한 문화 생태계의 ‘큰 어울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경주의 문화유산은 경주만의 것이 아니며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적 유산이다. 1998년 세계

역사문화도시 경주에서 세계문화 EXPO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러한 ’문화의 큰 어울림’을 전제로 하

여 전 세계를 향해서 ‘ 문화의 소통과 조화 ’라는 화두를 전하고자 한데 그 뜻이 있었다. 당시 주제를
“새천년의 미소”( The Smile of New Millenium )로 정하고 부제를 문화의 “전승-융화-창조”로 삼
은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고(logo) 역시 ‘신라의 미소’ 로 상징

되는 와당(瓦當) 수막새(人面紋圓瓦當:보물2010호)로 한 것은 새로운 천년으로 접어들면서 그동
안 암울했던 인류의 문명에 미소로 상징되는 “희망의 메시지”( The Message of Hope )를 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후 이 로고는 한국의 각종 문화행사에서 상징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Ⅴ. 디지털 라이프 : 언택트 사회

오늘 날 우리사회를 한 마디로 특징지어 부른 다면 누구든 거의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제일 먼저 꼽을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통한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아마 한국만큼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나라도 드물지만 정보화에 있어서도 한국만큼 빠르게 발전한 나라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체를 유비쿼터스

(Ubiquitous)의 단계에 이를 정도로 “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만 하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 인류는 동화 속에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의 램

프’(Aladdin’s Magic Lamp)처럼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얻게 해 주는” 마술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digital device)를 갖게 된 것이다. 최신 스마트 폰 (smart phone)속에는 인류가 쌓아 놓

은 모든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온 기기(devices)들이 함께 다 녹
아 들어 가 있다. 지식은 이제 암기가 아니라 검색에 의해서 얻어 지게 된 것이다. 스마트 폰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오늘날의 신인류를 혹자는 ‘포노사피엔스’(phonosapiens)로 표현하기도 한다. ‘포
노사피엔스’는 ‘스마트 폰(smart phone)’과 인류를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합성
어이다. 스티브 잡스 ( Steven Paul “Steve” Jobs )는 아이 폰을 창조함과 동시에 ‘포노사피엔스’라

는 신인류도 탄생시켜 놓은 것이다. 스마트 폰을 손에 든 신인류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인류의 모든 생활양식이 ‘디지털 라이프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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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digital life style)로 급속히 변모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로의 대변혁’ (The Age of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은 정보통신기술의 상호간의 융·복합을 이루어 내면서 이른바 ‘4
차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4)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로 넘어 올 때의 충격 보다 더 큰 ‘미래의 충격’ (future shock)을 또 한번 겪게 된 것이다.

더 더욱 코로나-19(covid-19)사태 이후 인간 생활은 BC (Befor Corona )와 AC (After Crona )로

시대구분을 할 만큼 이전과 이후가 거의 단절에 가까울 만큼 변모되어 가고 있다. 종래의 ‘직접적인
접촉’(contact)의 면대면(面對面)의 생활양식들이 거의 셧다운(shut down)되어 버려 ‘접촉이 없

는’(noncontact) 비대면(非對面)의 ‘언콘택트’(Uncontact or Untact)로 바뀌어 ‘온라인으로만 접

촉하는’(ontact)상황이 되었다. 언콘택트의 경향은 이미 스마트폰의 할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현상이 급속히 증폭되었다. 이전의 표준이 되어 오던 ‘올드 노멀’
( Old Normal )은 거의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로 대체되는 ‘뉴 노멀’ (New Normal :새로운 정상 )의
시대로 넘어 가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해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이며, 거의 재기불능의 패닉(panic)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Ⅵ.관광트렌드의 변화 : 스마트 관광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컨슈머인사트 (Consumerinsight)는 다음과 같이 분
석하고 있다.

1) 여행 소비 심리의 위축: 경기 침체⦁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여행/여가를 즐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지고 그럴 만한 공간도 거의 없어 짐.

2) 생활의 중심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이동: 일과 활동, 소비, 여가의 상당 부분이 집이라는 공간 내

에서 주로 이루어 짐.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등이 증가.

3) 스마트폰이 삶의 동반자가 됨: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외부로의 연결은 거의 스마트폰에 의존. 스마트폰은 이제 전화, TV, 영화, 게임-오락, 음악

감상, 나아가 자판기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어 집 안에서 볼거리, 놀거리 , 할거리, 살거리, 먹거
리 등을 거의 해결.

4) 자기만족에서 위험회피로의 변화: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혼자 또는 소수의 동반자와 인근 지역의 산과

들,강과 바다 같은 곳에서 편하게 휴식.

5)여행의 단기화-근거리화의 진행:코로나-19시대의 여행은 위험을 무릎 써야 하는 모험에 가까워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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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이는 장소 보다 인적이 드문 가까운 장소를 택해 짧게 자주 여행.반면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장소에서‘한 달
살기’처럼 칩거형 여행도 즐김.

6)이동 수단의 변화:가급적 대중교통을 피하고 승용차나 렌트카를 이용,차종에 따라 오토 캠핑장 같은 곳에서

도 숙박.

7)음식 문화의 대변혁:매식 자체가 불안한 것으로 느껴져 먹 거리도 안전을 최우선시 하며,가격과 맛 보다 청결

과 신뢰를 더 중요시 함.

8)숙박에도 보건이 우선:최고급 호텔이라도 숙박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 하며,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

으로 느껴지는 호텔 용품들도 기피.숙박업은 상당기간 불황 예상.

9)여행의 여가화/일상화의 종언:‘지금-여기’의 근거리-단기 여행의 선호로 장기간 연계-체류형 여행에 대한 수요

의 격감.여행업계와 항공업계의 장기 불황 지속.

10)여행의DIY(DoItYourself)화의 증가:디지털 기기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짜서 독자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

코로나-19 이후 문화-관광분야의 재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
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관광이 새로운 산
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관광은 기존의 관광 서비스에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관

광 수요자간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지능화된 차세대 맞춤형의

새로운 관광 형태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이 촉진되고 관광 생태계의 변화는 물
론 산업 구조의 혁신도 불러 올 수 있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비콘(Beacon= Bluetooth Beacon :근거리 무선통신기술)과 공공 와이

파이(WiFi :Wireless Fidelity:근거리 통신망) 등의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 필요하며, 아울러 ‘사물인

터넷’ ( IoT : Internet of Things )과 인공지능(AI)에 의해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
이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의 생성, 수집 ,분석이 빅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프랑스 루브르의 ‘DNP 박물관 랩’( Dai Nippon Printing Museum Lab)은 최고의 예술 작 품들을 첨단의

증강현실(AR), 3D기술을 활용하여3차원 입체 영상 시뮬레이션으로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영국의 런
던 박물관도 ‘스트리트 뮤지엄 앱’(Street Museum Application)을 개발, 관광객들이 런던의 역사적인 현장을

증강현실로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며, ‘시간여행 탐험’(Time Travel Explorer) 서비스를 제
공, 100년 전 지도를 고화질 동영상으로 구성하여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실시간으로 음성안내를 받으며 돌아
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관광의 흥미를 한층 더 새롭게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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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공유와 확산 : ‘대안의 여행지’

경주의 역사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문제는 결국 경주가 가진 문
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식시켜 공유케 하는 한편 세계인이 아끼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귀착 된다. 경주가 천년 고도이며, 천년 전의 문화유산들

을 가진 ‘세계 유산도시’의 하나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보전·관리만 한다고 해서 세계적 공유와 확
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주의 역사 문화를 뒷받침 해주는 문화유산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억이며 흔적’들이다. 이러한 자원은 고정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제한적인 자산이다. 그러나 이
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자원의 가치는 몇 십 배로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경주의 문화관광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한 단계 업 그레이드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경주

의 세계적 문화유산 중에서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 몇 가지를 선정, 첨단의 디지털 기
술로 360도 와이드 스크린이나, 3차원 영상 (Three Dimensional Vision), 몰입영상(Immerse Media Art),
VR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AR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MR (혼합현실: Mixed Reality) 등으로
제작하여 경주 역사문화유산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식-공유-확산시켜 갈 필요가 있다. 최근

제주도 성산읍 고성리의 ‘빛의 벙커’에서 상영하고 있는 프랑스 미디어 아티스트들에 의해 제작된 ‘몰입영

상 아트’( Immerse Media Art)는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제주의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해 주고 있다. ‘빛의 벙커’에선 2019년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 )의 작품으로 ,

2020년엔 반 고흐 ( Vincent Van Gogh )와 폴 고갱 ( Paul Gauguin )의 작품들을 결합하여 거대한
대형화면에 입체적 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이 영상들은 제주의 문물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소재지만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최첨단 기술로 제작한 보기 드문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최근 BTS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입체적인 서울의 홍보영상도 신선한 느낌
을 주고 있다. 경주 역시 이와 같이 수준 높은 영상들을 제작하여 방문자센터에서 상영하거나 PATA(

아시아-태평양관광기구)와 같은 세계적 관광기구의 PTM VR MART(BOOTHS)에 올리면 경주를 세
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killer contents)’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경주는 최근의 관광 패턴의 변화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적의 관광지로

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경주는 이른바 ‘바이오스피아 (biosphere: 생명권)’와 ‘
사이버스페이스(syberspace:정보권)’가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지역

이다.경주는‘노천 박물관’이라 할 만큼 역사와 문화,신화와 전설,자연과 유적이 함께 잘 어울러 져 있으며,산

과 바다, 숲과 호수까지 더 하여 힐링을 겸한 ‘대안의 여행지’( Second travel destination )로서 최적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경주는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수없이 많은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다. 스페
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 길 ’(Routes of Satiago de Compostela )’에서 본 딴 제주 올레는 일본의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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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九州) 미와자키(宮崎)현에 까지 수출되기도 한 인기 아이템이지만 경주 역시 역사와 문화, 자연과 설
화를 따라 가는 가칭 ‘신라 천년 옛길(Millenium Routes of Silla)’을 게임처럼 재미있고 짜임새 있

게 잘 조성하면 제주 올레 보다 더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포스트 코로
나( post-corona ) 이후 모든 것이 다시 열리는 ‘일상(Normal))’ 으로의 환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는 있어왔다. 지금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지도 모른

다. 우리는 다시 천 년 전의 신라 유물 “얼굴문양의 수막새”에서 찾은 ‘신라인의 미소’에서 잔잔한 희
망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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