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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를흩 
하려했는가? 

이 사업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이제는 현대적 문화지평에 벨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고민위에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돼로 대변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산되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원히는 것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그 만람 다양해짐에 따라 그 만큼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돗일 것이다.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이제는 

동일한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문화가 

‘올바른 문회-(?)’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띤 흐름괴- 맞지 않다. 

다양한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시림J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다.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다시 엮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거기서 대안문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결합하여 문화원 휠성화,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보고서또서 책장에 

양전하게 꽂혀 있고, 참고 서적이었을 뿐, 실제로 합의하고, 함께 연구해서 활성회를 위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끼지 연결되지 못했다.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고, 그 이유마다 타당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시-실이다. 논의만 있다. 서로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눈 기회만 많았다. 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이= 히-는가? 리-는 문제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문제였을까? 

지금까지는 문호원이 개별 독립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성화하거나 

발전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본 기획은 경기도문화원의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힌- 3개년시-업의 2치-년도 사업의 

결괴물의 성격윷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3차년도 기획의 최종 결괴물을 위한 괴-정이 

녹아져 있는 ‘과정물’이다. 

2013년도 최종년도 아젠다(Agenda)채택을 위한 사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괴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연합회에서 

연구하고, 확정한 보고서가 왜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 몇가지푼제제기를해볼수있을것같다. 

첫째, 그것이 전국 229개 문호}원의 합의에 기초한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가 결합하여 시대흐름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설정이 되었으나 정식으로 보고서로 

상정되어 채택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저|로 지방문호}원의 현실적 여건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방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연합회 차원의 발전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는 과정과 맞물려 각 지방문화원 

나름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군수가 바뀌거나, 원장, 국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해 옹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는 항상 질곡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으며 그것은 결국 조직의 불인정으로 연결되는 

경기도지방문호떤 중장기 발전 방향수립을 위한3개년 사업 • 5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비전이 개별문회원마다 딜라이= 

한디-는 점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은 듯 하다. 

셋째, 연합회가 되었건, 지회가 되었건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론화하고, 함께 

해절하고자하는구체적 방법, 실행차원의 노력이 없었다는것이다. 

6 • 2014 I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어떻~I 
하려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 위에 229개 문화원을 이울러야 하는 연합회 

차원의 노력은 노력대로 빛을 발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세웠다. 규모를 축소시켜 광역단위 시,도 지회 차 

원의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이다. 그래서 16개 시, 도지회 차 

원의 중, 징-기 발전방향이 수립되면 그것들이 모여 현실적인, 

그리고 합의된 방향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히-는 생각이었 

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된다. 

첫 번째, 현재 지방문호댄의 현황을 정량적 평가 차원을 넘어선 정성적 평가틀를 겸한 밀도 
있는수요, 요구조사활동전개. 

즉, 현재 지방문화원에서 겪고 있는 조직, 법제, 사업추진과정, 직원처우, 시민과의 관계맺음, 

당면한 문제를 최대한 꿀어내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발전방향을 세운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현재 지방문호}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사업의 심층분석, 평가 ξ업 시행, 

즉, 지방문화원 사업이 현재 시대적, 문화적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기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것도 어느 특성화된 히-나의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향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 개선이 가능히-도록 컨설팅 괴-정도 포함되어이=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언구진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띔하고 있는 
사무국장중심의 논의구조로간다. 

네 번째, 사업 시행 도중, 각 문화원 임, 직원에게 실행과정을 홍보, 공유하는 과정을 
전개한다. 

즉, 임,직원 교육과정을 개설, 헌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다. 

다섯 번째, 수요, 요구조사를 통해 각 부문별 아젠더 [Agenda]를 도출, 초|종적으로 

문호}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결정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 함으로써 아래로부터 
만들어진단기,중장기발전방흔를수립할수있게하자는것이다 

경기도지방문호원 중장기 발전 방향수립을 위한3개년 사업 • 7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넘어야 했다. 

첫째, ;경기도지회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었다. 

그동안-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을 하나로 카태고리화하는 작엽이 필요했고, 또한 

경기도지회와 각 지방문화원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회 

사업의 빙-향을 디-음과 같이 상정하게 된다. 

1. 지방문화원간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랩 구축을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 

2. 소황의 구심체로서의 역힐-

3. 경기도 차원의 문화정책과 각 시 군 문화정책과의 접점 만들기 . 

둘째, ;경기도 31 개 시, 군 지방문호변의 구체적인 현황파악 

셋째, 5경기도지회 단독사업의 최소화, 지호|-지방문호뭔 간 협력사업의 텍대. 

경기도지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에 의거, 모든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재배치하게 된다. 2011년부터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약 2 배이상 

증액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정책사업 3개년 사업이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지회가 연합회로서의 자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해결해야 했는데, 

첫째로, 경기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그 빙향에 대해 지방문화원이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 추진에 있어 각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힘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문화원 직원의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추기-로 더 해야 함을 의미하는 데 , 효과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세 번째 사업추진에 있어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며, 사업추진결과 그 성과를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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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단계 

이 TF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도지회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I讓繹鷹뿜j )]J굉페톰n 

• TF팀이 왜 필요한가? 

• 지금시점에서 밀요한일인가? 

• 시작한다면 단계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움직일 것인가? 

• 시ξ하기에 앞서 추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 공식기구화추진01 가능할까? 

• 역할과권한부여를위한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방법은? 

- 현실적으로 띨요한예산확보 방안은 있는가? 

• 실무적 과저| (자료집적, 정리, 분류, 분석)를 현실적으로 감당할수 있는가? 

TF 구성과추진방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문화원의 중,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Top-Down 방식이 아니 Down-Up 방식의 추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붐업과 함께, 도출되기끼-지 기본적으로 갖춰이= 할 제반 조건의 구비가 필요했다. 그것을 위해 

두 가지의 벙-향을 설정히-게 된다. 

경기도지방문호}원 중장기 발전 빙방수립을 위한 3개년 사업 • 9 



위의 고민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진행프로세스를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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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많|률좋핍탈폐.숙| 
·팀별,권역별논의 

- ;경기도 지방문화원 각각의 의견수렴 및 논의내용소통 

-향후추진방향도출 

• TF팀구체적논의및협의 
·정리및 D/B화ξ볍 

·구처|적사업추진 
결파물도출-경기도 지방문호}원 중, 장기 발전방향수립 

표 TF팀 운영 Flow c ha 「t

위의 알고리즘에 의거 구체적으로 시엽을 추진하게 되면서. 1차 TF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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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 장기 발전농펠*수립을위한TF팀 가동과함께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사업을동시에추진한다. 

1) 실태,요구조사사업가동 

2) 경기도 문호댄 사업분석 

3) 문호}원 직원을 위한문호뼈술경영 및 실무교육마스터플랜 개발 

4) 기초자j로 0/8화집적을통한항후 발전 가능성 모색 

- 현재 인프라를활용한 OS 활용방안 마련 {공간인프라, 시민자원인프라, 부설기관 및 동아리 활용등) 

2.TF팀 구성을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 구체적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 

1) 1 차 TF침의역할 

* 사업추전방향설정및실태,요구조사추진을위한구성 

2) 실태, 묘구조사후그 결과를 바탕으로한2차TF팀 재구성 

TF팀띄 역할에 대한 논의 

역할 1 . 경기도문호댄발전방향수립의핵심그룹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 시 엽의 핵심그룹으로 끄년 실시되는 ‘경기도 문화원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아젠다 

개발,제시 

----믿흩II~낸.._ 

31개시군문호댄실태및 

요구조사실시 

=〉 공동과제및목표설정 --

-----념될IIιllll'J-

실태요구조사를기초로 

한경기도문호띤공동 

아젠다개발및공동사업 

모색 

킹’ 

{ 경기도 문호}원 중장기 발전방향 과정(안)) 

----념겉Ill!쐐휠-

아젠다실천및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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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2 31 개시,군문호띈의소통통로 

- 도지회와 31개 시, 군문회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3. 도지회 사업방향 및 실무진행 관련 자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관련 실무진행에 대한 지-문 

ex] 정책토론회, 문호}원형 심포지엄 민속예술제, 합동연수 등등 위의 과정을 통해 항후 경기도뜸호변연합회가 추진해야 할 

미션과비전수립을위한 키워드와슬로건이 설정되었다 내용은 다음과같다 

*4개 집중 KeyWo「d 도출 

1 . 조직, 법제 

2. 문화예술교육 

3. 축제와문호rAr업 

4. 항토문화연구 및 네트워크 

* 경기도 지방문호띤 주요사업으| 카테고리 도출 

1 . 마을만들기사업 

2. 문호띈형 연구, 조사사업 

3. 지역적특수성에근거한지역브랜드화사업 

4.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조사사업 

1,2차년도 사업의 결과 추출된 4개의 키워드와 주요사업 카태고리는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추진에 있어 선택될 아젠더를 훨씬 구체화시킬 수 있는 주요 기제였다. 

그리고 직원연수, 사무국정연수, 분야별 TF회의, 권역별 TF회의, 국장직원협의회, 각종 

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 드디어 2013년 경기도문화원 차원의 

중장기발전방인-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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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문호뭔중장 

• 련구의추진개요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작성된 경기도문화원의 중정-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에 이어 2012년도 작성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및 2013년도 문제 개선을 위한 TF팀의 

논의 사헝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임 

.. i 

분야별 

(2011) 

경기도운화왼 중장기 만진i앙향 
수립용 위한 

실태및요구조사연구 

-암킬1-

1팀 · 조직, 법제연구 

TFT I 웅 
운영 | 2팀 ;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개발연구, 

향토사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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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률힐|--------

분야별세부추진 

결과발표및공유 

(2012) 

경기도운회원 

용 징기.전앙양수잉률위. 

., 

정잭연구결과보고서 

앵e국 ..... ’”"'"'”” 

삐삐 .. 념Jll--I 

결과보고서 

제작및채택 



경기도지방문호}원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세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제국주의 논쟁,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띠-른 창조적 

비즈니스, 공김- 능력을 기초로 한 조화로운 미래 사회 건설 등이 시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 경기또지방문화원이 제도적이고 관행적인 현재의 한계를 극복히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주민의 생활문회를 고양시키기 위해 비전과 역할을 새로이 정립힐 필요성에 

입각히-여 수행되었다. 

• 세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 

· 문화수혜에 있어서의 지역 및 계층 격차의 해소 필요성 

• 유관 단체와의 차별화와 연대의 모색 필요성 

· 시대적 과제에 맞춘 역할조정 필요성 

• 단위 문화원 간의 발전 격차 해소와 연대의 펼요성 

• 법적 · 제도적 장치 미비와 조직 및 시설 닉-후 극복 필요성 

• 문회원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 · 외의 부정적 시각과 관행의 극복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친 작업을 종합하여 본래 목표로 한 경기도문화원의 중 · 장기 

발전방향을 다음의 관점에서 마련하는 것임 

• 문회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문화네트워크 시스템 확립 

• 경기문화네트워크를 통한 모범 사례 확산 및 정착 

• 경기도 지방문회원 문화사업 심층 분석 

• 경기도 문화정책 제언 및 도민 홍보 

•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3년간의 성괴를 종합하여 만들어진 보고서로서 다음괴- 같은 효괴를 기대할 수 있음 

• 일관성 있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추진에 기여 
• 경기도문짝원의 사업선진회를 통한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대 

•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문화유통시스템 구축 

• 아래로부떠의 정책제언을 통한 도민중심의 문화정책 실현 

• 경기도 문화예술 사업을 활용한 콘벤츠화·브랜드화·관객개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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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방문호짧 

Qi 세계화에 따라요청되는 문화영역의 과제 

CI (Cultural Imperialism)와 정체성 위기 

• 새l계회를 통해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오랜 역시-성을 갖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약진 과정에 

CI(Cultural Imperialism)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미국의 수퍼 글로벨 브랜드들의 전략을 지휘한 헨리 아셀(Henry Assael)1l 교수는 수퍼 

달로벌 브랜드들이 갖는 가치가 비록 지역문화의 가치와 대비되거나 충돌되더라도 큰 

분제가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수퍼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류의 공통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 예컨대, 리바이스는 자유를 주창하며, 나이키는 도전정신과 성취를 내세워 왔으며, 

코카콜라는 ‘함께 즐겨요!’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 공유의 가치를 전파시킨다는 

논리이다. 

• 비교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권위자인 마리케 드 무이(Marieke de Mooij) 2l는 아셀 교수기

주장하듯이 최소한 부도덕하거나 퇴폐적인 가치를 수퍼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구촌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자유나 도전과 같은 가치가 비록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 문화의 가치 체계에 

충격을 주고 기존 기-치와 대비되면서 지역민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혼란을 

알으킬수있는것이다 . 

• 또한 수퍼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OJ한 가치의 조화를 주장하기보다는 특정 가치 예컨대, 

지극히 미국적인 지-유의 가치에 집착히-거나 지나친 성취 일변도의 편향된 가치를 지역민에 

강요한다는것이다. 

1) Assae l, H en 「y , Consum e「 Behavio 「, 소비자 행동론, 김성한 역, 한티미디어, 2005 
2) De Mooij , Marieke, Global Ma 「ket i ng and Adve「t i sing,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김유경 외 번역, 나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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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무이 박사의 비판 외에도 자유나 성취의 가치는 쾌락이니- 권력 지향의 가치로 전환(혹은 

변질)될 수 있으며, 공동제의 유대감, 상호 책임김-, 지-연 친화, 사랑, 평등 등의 가치와 

대립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오랜 전통 사회의 해체와 가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들은 공동제의 딘-결과 조화에 기여하는 평등이나 쩡의와 같은 

가치보다는 주로 효과나 테크놀로지 지향의 개인적 성취에 초점을 두며3) , 특히 대중매체를 

지배함으로써, 기-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미발전의 전통사회나 청소년과 때중 일반의 

정신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주도하는 가치 편향은 지역 브랜드에도 C성호F을 주어, 

대중 매체는 공동체와 인간애를 강조하기보다는 효율괴- 성능과 같은 생산성 지향적이며 

개인적인 성취 차원의 가치를 주로 전파하여4) 대중의 정신 세계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전통이나 농L동체의 미덕을 이루는 가치들을 배격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생산성파 인간애 가치의 대립과 정체성 위기 

• 드 무이는 많은 나리들의 가치 체계를 비교 연구한 결과 성장 과정의 나라들이 일정한 

성징-을 이루고 나면 전통의 가치로 회귀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 성장 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을 추종하는 생산성 지향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주로 효율과 성취, 소비와 쾌락과 같은 가치들을 선호한다. (>1 과정에서 
전통의 가치는 파괴되거나 전띤에 부각되지 못한다. 

• 하지만, 일정한 성장을 이루어 3만불의 소득 수준에 이르게 되면 결핍의 극복을 위한 생산성 

지향에서 지-아정체성을 찾는 전통과 인간애의 가치를 추구히는 변화가 나티난다는 것이다 . 

•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들고 있는데, 일본 대중은 초기 성장 괴-정에서 미국적인 가치, 

3] 문영숙1 2003], 「텔레비전광고으| 가치소구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광고연구, 제59호, pp. 49-67 
41 김유경11 9991,「광고표현에 나타난소비자가치유형의 비교연구」, 광고연구, 제 44호, pp. 12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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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유외- 성취 등의 생산성의 가치를 추구히며 디-잉한 소비지1품을 향유히-며, 물질 추구적 

가치에 몰입하였다. 

그러다가 3만불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서 상류층과 지성 계층이 돌연 전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문회- 정체성을 찾아 미국적 가치 궤도를 이탈하였다. 이에 드 무이는 

수렴 (Convergence)괴- 확산(Di vergency) 이론을 제기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서구 자본주의의 가치에 동화되며 소비행동이 통일되고 표준화된 

고품질을 추구히-는 합리적 소비의 수렴 현상은 결핍 (Scarcity) 사회에서 나타나며, 지역 

문화를 부활시키며,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추구하며 기호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탈결핍 (Post-Scarcity) 사회의 획-산 현상이다. 

드 무이는 비교 문화의 연구 결과 세계화 괴-정에서 결핍을 극복히-려는 많은 나라에서 

3만불의 소득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나티난다고 결론지었다. 

그려니-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과 같이 많은 니리-가 3만불의 소득수준을 넘어서기 전에 

일쩡한 시기의 정체기를 겪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전통시-회에서 생산성 고도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치의 혼란이 더욱 첨예하게 부각될 수 있음을 지적히-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3만불의 문턱에서 정체 혹은 후퇴기를 겪으며, Ocf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경우 효율과 성취로 대표되는 생산성 일변도의 가치가 좌절되면서 일부 계층에서 

인간애와 전통적 기-치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수렴과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어 문화적 

가치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띤서 그 해결이 시대적 괴-제로 부걱되어질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묵인되거니- 눌려 있던 전통적 혹은 공동체 지향 인간애 지향의 가치가 다시 

등장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 수용되었던 효율과 시긴절약 냉혹한 결과의 수치를 

지향하는 생산성의 기-치와 맹렬히 충돌하며 저항히는데 그 결과 자살률괴- 이혼률괴- 같은 

현상이증대된다. 

성장 정체는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낳는다. 일정한 수준의 부를 축적하지 못한 계층이 경제적 

빈끈의 니락으로삐-지띤서상대적 빈곤이 부각되고, 빈곤계층과사회적 양심 계층이 전통적 

공똥체 혹은 약지- 보호의 인간애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기득권 계층의 양보 불가의 주장과 

대렵되어 침예한 갈등으로 표출된다. 

• 첨예한 기-치 대립과 흔린-의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이 파괴되고 기-족과 지역 시-회가 해체되는 

비극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이러한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향후 더 이상의 성장 혹은 재성장 궤도로의 진입이 불기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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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과 창의력의 중요성 
•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는 정보 테크놀로지의 혁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대부분의 소비 

시장이 포화되고 성숙화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의 지속성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창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 예컨대 ,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 통신 시장은 일대 변혁이 일어났는데, 혁신은 

파괴와 재건의 과정이 불가피하게 동반되어진다. MP3 플레이어 , 동영싱 자}생기, 전자 

수첩괴- 같뜬 시장은 사라진 반면 스미-트폰에 탑재될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징은 

활성화되었다. 

• 이러한 변화는 향후 시장괴- 기업 모두 혁신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래의 생산성은 얼마나 혁신을 제대로 도입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을 도입하는 창의성이 테크놀로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유로운 업무 흰경 속에서의 인문학과 예술적 창의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 하지만, 무한 취업경쟁의 결과 더욱 강화되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결코 탈피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존 교육 체제하에서는 인문학과 예술 교육이 자리 잡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크나 큰 이-픔이며 ,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HI 세계화」와 지역공동체의 등장 

• 막스 베버(Max Weber)5l가 말한 대로 산업사회가 등장히면서 생산성을 지향-하는 효율괴

성취의 도구적 가치는 이른바 합리적인 기-치로서 괴-거 전통시-회와 종교가 갖고 있던 목적적 

가치로서의 인간애의 기-치 예컨대 조화와 연대, 포용과 관대함, 정의와 평등, 사랑과 친교, 

자연 친화와 전통의 존중 충직함과 박애 등의 목적적 가치를 배격히-였다 . 

• 그 결과 서구사회는 물질적 풍요는 이루었지만, 공허함과 삭막힘이 지배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미젤 푸코 위르겐 하버미-스, 앤서니 기든스6)와 

같은 근대 서구의 많은 석학들이 지적하는 공동 사항이다. 

• 게다가 끊임없이 이윤 사냥에 나서야 히-는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미국의 임마누엘 

월러스틴(Immanuel W allerstein) 7l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윤을 추구할 분야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모든 국가의 경제 경계를 무너뜨리고 극한의 세계화로 몰려가고 있지만 조만간 

이윤을 발생시킬 더 이상의 소스를 찾지 못해 짧으면 20년, 길어야 40년 내로 연료를 

5] Webe「, Max, The P「otesta nt Ethic and the Spi「it of Capitalism[1905],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김상희 역, 풀빛, 2006. 
6) Giddens, Anthony, Soc i 。 logy, 현대의 사회학, 김용학 외 역, 을유문화사, 20 11 . 

7) Walle「stein , l 「nmanu el, Wo「ld-systems analysis an int「oduct i o n, 세계체제 분석, 이광근, 당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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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하여 종말을 맞이히는 별들처럼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전통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계화 과정은 불기피하게 제3세계 확히 중동 일각에서는 

종교공동제의 부활을 자극하고 촉진시켰으며히’ 국내에서는 종교-생산-생태의 지역공동체 

등 다Oef한 공동체 운동9)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국내의 지역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물질과 에너지 정보 권력 인적 자원 등 디-OJ한 요소를 

지역 치-원에서 순환시켜야 하는데, 그것의 성공 여부는 변산의 지역공동체를 일군 

윤구병씨가 말한 대로 공동체에서 지-린- 2세대가 어떻게 공동체에 적응하고 이를 

발전시키는기-에 달려있다고할수 있겠다. 

공감능력과 이상적인 미래 사회 논쟁 

유태인으로서 나치의 유태인 학실에 심각한 의문을 받고 지-란 뇌과한과 심리학의 권위자 

사이먼 배런코언(Simon Baron Cohen) 10> 교수는 인간의 잔혹 행위가 단지 독일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며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인간의 잔혹행위 원인의 중요 요인을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공감(Sympathy) 부족으로 보고 

있다. 

• 동물의 감정을 일생 연구해온 마크 베코프(Marc Bekoff) uJ 교수는 향후 미래사회는 더불어 

사는 시회가 되어야 하며, 자연과의 친화는 물론 동물과의 교감 등 보다 광범위한 공감 

능력에 의존해야 히는 시-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미국의 언어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Geo rge Lakoff) 12l 교수는 공감하는 능력은 

감정이입(Empathy)의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선천적이기도 하지딴 감정의 투사 연습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면서 충분히 개발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회정서 지능은 서로가 의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미래 사회에서 

필수적인능력이다. 

관계를 중시히며 서로가 배려히-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감과 감정이입 능력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얻어질 수 있지만, 그 기초적 교육은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일어나야 

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Bl 김성건,「세계화와 현대 종교의 구조적 위기」한국사회학 제36집 4호, 2002 

9) 정규호,「생태적 l지역l공동체운동의 의미와 역할 및 과저|」 경제와 사회 제78호1 여름호, 2008 

10) Ba「on-Cohen, Simon, Ze「O deg「ees of empathy a new theory of human cruelty, 공감제로, 황승효 역, 사이언스 북스, 2013. 

11) Bek。ff, Ma 「c, The Emotional Lives of Animals, 동물의 감정, 김미옥 역, 시그마 북스, 2008. 

121 Lakoff, Geo「ge , Mo「al po l itics What Conse「vatives Know that Libe 「als Don’ t. 도덕의 정치, 순대오 역, 생각하는 백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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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관련종합논의 

•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윌리 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13l 교수가 말한 대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딩세계의 빈곤과 결핍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나라에 부와 성취에 대한 

유인체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앞서 논의한대로 효율과 성취의 도구적이며 합리적인 기-치에 너무 초점을 둘 경우 

이러한 생산성(Productivity) 지향의 가치는 부와 권력, 지배와 서열화, 권위와 체계화의 

가치와 결합하며, 전통을 파괴하는 방종과 쾌락의 가치로도 확대되는데, 이것이 상업주의와 

결합할 때 그 부정적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전통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생산성 지향의 가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상적인 사회란 도구적이며 합리적인 생산성 지향의 기-치까 지나치게 

앞서는 현상을 치유하고 전통과 종교의 가치이며 목적적인 인간애의 가치를 얼마나 

부양하여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 인간애(Humanity)의 가치란 보편주의와 박애, 순응의 가치로서 조회-와 포용, 용서와 

관대함, 평걷는과 정의, 전통 존중과 자연 친화, 가족 질서와 연장자 존중, 초연함과 정선 

수련, 사랑과 박애, 진실함괴- 아름다움 추구 등의 가치이다. 14)14) 

• 종교화합운판가 암스트롱15)이 말한 대로 과거 종교가 이러한 인간애의 가치를 공동체 내에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현대에는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그 역할이 문학과 

예술로 넘어까게 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문화원은 우리 사회에서 퇴색해가고 있는 인간애의 가치를 고무시켜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각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인E빼으| 가치가 생산성의 가치와 균형과 죠L화를 이루게 

할시대적 과제의 일익을 담S「해야할 것이다 

131 Easte「ly , Willi.am, The Elusive Quest Fo「 G「。wth: Economists’ Adventu「es and Misadventu「es in the T「opics,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댁수현 역, 모티브 북, 2008 

141 Schwa「tz , Shalom H. and Klaus Boehnke[20041, “ Evaluating the st「uctu 「e of human va lues with confi 「ma to「y facto「

analysis, ” 」ourna l of Resea 「ch in Pe「sonality, v。l 38, pp. 230-255. 

151 A「mst「ong , Ka「en , [Thelg 「eat t「ansformation the beginning of ou「 「eligious t「aditions, 축의 시대‘ 정영목 역, 교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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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업화와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a 상업적 문화 콘텐츠의 확산 
•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지금과 같이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냉전시대에서 

조차 상업성에 알맞은 가치 , 즉 전통과 인간애의 가치와 대립되는 자유와 쾌락, 효율과 

성뛰, 지배와 권위와 같은 생산성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 물흙 이러한 가치 자체기-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치가 편향적으로 강조된 결과 

우래 시회에서 인간애의 가치가 점차 소멸되고 전통의 가치 또한 설자퍼가 점차 좁아졌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근원이 될 것이다. 

• 자본주의와 상업주의는 단지 굉고와 같은 판촉형 콘텐츠 외에도 콘텐츠 자체가 수익이 되는 

음딱, (폭력적)영화, 서적, 동영상, 게임, 포르노와 같은 문화 콘댄츠를 양산하고 있는데,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청소년 위해 환경을 조장하고 있따는 사실 또한 우리 

문화 · 예술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 우래 사회도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해로운 콘텐츠에 

접속하는데 아무런 진입장벽도 마련할 수 없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댄츠에 

중똑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생산성 지향의 가치로 무장될 때, 건전한 문화, 균형 잡힌 문화가 

자텍 잡을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 이떠한 정보통신 환경변화가 바로 문화원이 온라인 상에서도 인간애의 가치를 강조하는 

콘텐츠 보급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4에A헝& 

아동 (3-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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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층간문화향유능력 격차 

• 3만불 대의 소득 수준에서 좌절되어 정체와 부분적 쇠퇴를 반복하는 한국 사회는 일정 

수준의 부의 축적에 실패한 중산층을 빈곤의 나락으로 멀어뜨려 중산층이 해체되는 비극을 

경험하고있다. 

• 창조성과 꽁감능력의 근원이 문화콘텐츠의 경험 속에서 배태됨을 아는 우리는 문화 

수혜능력이 부족한 빈곤층괴- 시-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빈곤의 되똘림이 신체지능이나 IQ의 부족에만 연유되지 않으며, 사회정서지능이나 

예술지능과 같은 창조성 부족에도 연유하기 때문에 복지의 차원에서도 지역간-계층간 문화 

향유능력의 형평화는 중요할 것이다. 

• 이는 문화원의 역할이 단순히 다른 문화생산자와의 차별화 외에도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빈콘층을 위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콘벤츠 생산과 보급에도 일부 있음을 시사한다 . 

• 그런데, 사회적 위기는 항상 특정 계층에게 보다 더 큰 시련을 안겨 주는데 바로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계층이 비-로 그렇다. 아래 도표처럼 빈곤층 자녀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와 

별거 상태인데, 이들에게서 올바르고 건강한 정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모동 
연렁얼 :::‘ι-~三~ ’= 즈 ‘;드- 인원수 (명) 

거 (%) 

O∼2서| 소계 97.7 1.컸6,828 

3∼.‘~ I 소계 94.0 1,327, 145 

6∼8서| 소계 94.9 1,655,599 

9∼11 서| 소계 91.3 1,786, 193 

9∼ 11 서| 님」|그 」]걷c를- 49.2 76,415 

12∼ 1엉~I 소계 87.0 4,868, 187 

12∼18서| H」l .:i」I츠g응 42.0 488,939 

통계첩 아동철소년 종합실태조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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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흉불 찰f댐많/'꿇촬없논 웹참. 를 |배웹 o~ 훌싼흉 了O짧 달첼 

f함긴 13주년 I 

1명97랜 요l환뷔JI짧 다l훌 를률웹JL 룹훨 쩨쩔혜Jli틀 거.Al뻔M 면핵 

반 부책부가 가속활하고 었, , ([I룬뼈IQ. 때lit£ 쿠몽좁쩔힐줄 인 한 료룡 없는 셉짤를 0뎌|얼과 풍 

소가펠. 토λ| 휩 Al앨j 후|뀔짜와 활엽짜. 짤큐헥i와 빼합큐쩍 AtOI 밟 At흘l 뀔빼쩍 압력화톨 쉴험Al회 

흉쌀륨 강3쏘월I 주첼얻JOI 됐〔t. 

l폐샘얽꺼 i ’앓빼내련 월때팬 ’ 취며뾰}·| 점센 파헬 건?| 

J 훔웰힐똘 휴ξ양 

앓헌1 ~ 월 몸당로 돌Ot〕t탤 J\I 룹으| 할 흑 모읍폐 E련당! aι.:iJ. 한다, 흉1-2! 각휠 다. 훌~ 구 풍 양5 

써| 01삼 고혈 훌·| 쳐흙| 흩l논 닙| 활(고형 화 률)01 월 롤뻐l션 1001 떤 때1 1였&롤 셈었다. ’앓 엠뼈 환 

짧던' OI λI확흰 rui 다, 짧녕 투l~ i흩혜| !f:21 s;; I휠&훌 넘는다, 고훨흘!Jt 루려문 련 λf훌J .Q.j 꽤 

러디엽 OI 를껴| 납l폐기 때문OICt . 당황 청폐$와 활력플 앓논다- 쩔산협 01 떨어꾀JI 때문Olct. 

고훤훌릎 힐 쇼냥|하덮로 민판소닝| 멸Al 훨쳐|흔JO. 그 촬파능 챔((g)설첼OIQ . 월쩌l 휠몸은 

.앓얘버린 a때년 ’ 냐{때 쩔펴|성장활OI 대@|녀소훌 떨Oi }II 펴나 파햇해마 1-2짧혜 그쳤다. 휴러 

로 웰반 다르.i\I 않다. 홀해 청져|셀참를홀 였5대 훌뱉잃 패|다. 행&대 3룰환흔룰 경좁첩호l릎 짧X 

첼찰를뻐l도 못 미풍| 얄 해Jt 2011 넣 부터 3년째Q. At상 훨 홈외 돼 엎상 국뺑 OI 다. 

활산흥 해쳐|로 똑할다, 19쟁@녕때 댈 월옴흔 헌 국민 OI 훌소!흥01 라능 · 1 멀 홍(웰1훌류 At 
회 ’가 혔다효 찌횡했다. 스스훌 헬싼흥따라효 썽랙하는 푹민 0[ 빼--앓짧해| 이 를렸다. 흩I.hi 만 

웰 본은 끌 J쩍훗t(f용훌흘〕At 흘! ’룹 공투박힐쳤다‘ 2007년엔l 자샌 OJ 흉싼흘@|러핍 앨팍흡f논 ~론 

멀묘101 훨댐(9효 릅확했다. 후려뚱 떼t한JtAiJCt. 1훌뭘념때 훌 ;뇨를흑 〕II 훈흔꿇없%씨| 훌박했던 

좋싼흥 업l월01 "' 를흘 뼈엎돼다. 등국민 의업 초샤능 머 나쁜합‘ 스스줌 훌£!‘흥빼리고 상략하 
는 비훌은 많껴&왜 채 한 띈다→ 홍싼흉 룸패Jt 투려j 훈 OI 홈는 짜센웹‘돼 힐댈OI At않J\IJI 때문 

01 1따 . ’t앓딸르 껴|흥 상슐01 01 려웹힐 것·@|핍논 콜월l OI 후려 짧앓냐 도|놈 빼홈다(혐때뭘쩌|휠 
구웰 201강녕 쪼At). 흉j 2/01 λt21철 짜리놈 운노파 때휴면셔 뭘;t;1)훨혈흔 삼싫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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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집단의증가 

• 최근의 한국 사회는 세계화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증대하였고 특히 농촌의 상대적 저발전은 

신부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문화 가정을 낳게 되었고 외국에서 유입되어 온 노동지들 

역시 다문화 가정의 일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 또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터민이 발생하며, 가치의 혼란과 대치는 단순히 결핍의 

원인을 넘어서 다양한 범죄를 유발하였으며 가족의 해체는 홈리스들과 소년소녀 가장을 

낳게 되었다. 

• 우리 사회가 향후 성장을 향해 발전하려면 급속히 진행되는 실버사회로의 진입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무기력감 극복함과 아울러 사회적 약지들 배려하고 이들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 

• 문화원은 이에 대처하는 정부 문화정책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어 경쟁에서 실패한 빈곤층에 

대한 배려는 물론 다OJ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지를 보듬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거나 재편입 되도록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결핍사회에서 벗어니려변 빈부격치를 유발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부와 성취에 대해 유혹을 

느끼도록 하여, 이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경쟁을 통해 보상해야하는 것이 불기-피하다고 

주장할수도 있다.삐 

• 하지만 이라한 불균형은 끊임없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전체 사회구성원이 협동하여 

나름의 전분화된 기능을 갖고 고도로 분업화된 선진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17) 

• 더구나 사회적 약지층이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스스로를 위해 일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계속 이탈층-으로 남거나 소외층으로 잔류한다면 그만큼 사회에는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부양자원을 마련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 

• 문화원은 다OJ한 관련 정부기관 혹은 민간단체들과 연대히-여 문화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일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161 Easte「ly, William, 전게서, 성장그 새빨간 거짓말, 박수현 역, 모티브 북, 2008 

171 Walle「stein, Imma nu el , 전게서, 세계체제 분석, 이광근, 당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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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터민 정착지원 방안 연구18) 

최근 5년간 북한을 이탈히여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의 규모가 지난 수십년 동안 입국한 수 

의 5애에 달하는 등 새터민의 국내입국어 급증하고 있어 2010년에는 ‘새터민 2만명 시대’ 

가 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터민의 규모가 증가힘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착 

지원 정책도 단순히 보훈이나 시혜의 차원에서 벗어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터민의 자립과 

지활의지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터민틀의 국내거주 현황을 보면 일자리가 많고 북한과 근접한 수도권을 선호하여 약 

7CP!o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는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습나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 터를 잡는 님한사회는 지금까지 생활해 온 북한과 경제체제 

부터 일상의 모든 상황틀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남한사회라 해도 서울과 경기도 간 

에도 지역환경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틀이 무 

엇보마필요합나다. 

181 초|섬일 외 1 2008). R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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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멀티미디어 2.0과시대적과제 

멀티미디어2.0 시대와 젊은 계층의 문화주도 

• 현대 정보통신 사회는 과거 πf와 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매체 시대에서 SNS를 필두로 

히는 온라인 매체로 다양화하면서 근본적으로 매체환경이 혁신화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애플의 매칸토시를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디자인 (Frog D es i g n) 의 팀 

레버레히트(뀐m Leberecht)는 근본적으로 바뀐 매체환경을 일컬어 멀티미디어2.0시대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시대는 과거 π, 신문, 잡지 등의 전통 매체와 기업이 보유하며 운용하는 

홈페이지, 브랜드 블로그, 영업 및 홍보 사원 등을 망라하는 기업 매체 , 그리고 다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 등의 소비자 매체라는 트리플 

미디어로 뜩징지워짐을 명확히 하였다. 전통매체 기업매체 소비자 매체를 페이드 

미 디 어 (Paid Media) 온드 미 디 어 (Owned Media) 언드 미 디 어 (Earned Media)라고 
한다. 19) 

• 현 시대는 온드-페이드-언드 미디어 3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론을 주도하는 

시대에돌입한것이다. 

• 게다가 과거 PC 일변도의 온라인 접속기기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PC로 

다양화되었으며, 향후 모바일 사용률은 더욱 기속화될 전망이다. 

•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위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 사용띄 일상화는 

소비지들의 문화콘댄츠 수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 과거와 달리 대중매체가 알아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이 를 향유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능동적으로 접속함으로써 매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대응해야 하는 시대로 변화하였다. 

• 이는 매체 사용의 주도권이 젊은 소비계층으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젊은 

소비자들은 매체사들의 일방적인콘텐츠제공에 별로관심을갖지 않는다. 

19) 요코야마류지, 트리플 미디어 전략, 제일기획 역, 흐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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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ch IT~ 모바。 

모바일웰 사용율, 환국이 천서뼈I X우| 

BY G。‘JDGLE
2012년 g울 16을 

• cc싸’”ENTS 。FF

TAGGED 모바일윌j 인구r 

요터닛, 한국, 휴괴폰 

"!/I Tweet 0 E률흘E린 8+1 때1앙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eMarketer)으| 최근 발표 자료여| 따르면J 한국 

의 모바일웹 사응율이 전세계 1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휴대폰 사용자의 63%가 모바일웰을 사용힘으로써 62%인 일본 

을 누르고 전세계에서 모바일웹 사응율이 가장 좀븐 국가로 올라섰다, 

한국은 지난 2010년에 가정내 조고속인터넷 보급율이 90%를 넘었고 

모바일 접속량이 한국 전채| 인구를 능가할만큼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활발한 국가라고 이마케터는 소개했다. 

Mobile In뼈met users and Penett;뼈on In so11th Korea, 
2010-20‘" 

2010 20에1 2012 2013 2014 2015 2016 

Mobile Internet 12‘3 20.2 26.2 31.A 34.6 35-.7 36.4 
앤R효뾰밴Ions!_ __ 
-% change 8.7% 64.7% 29.6% 20.0'lli 10.2% J .2% U% 
- % of rnobll!! 3 0.0% 49.0% 63σ% 75.~’‘ 82.~. 84.()1!(, 85‘0% 
쁘쁘핸얻~ 
-%앙띤얀latl。느즈~.2% 얻;쓰% 53.쩍_2.4 1엮l 7~호- 72 .7% _ 74 .0% 
Nore:‘ m때i!e pllor띔 users of allY 11ge woo 몫·cess tile iNem!it from <' 
mobilebo。wseror an i115r.af/ed <Jli{Jffcafii。n at fE'aSt ooce per mα1th; 
e)(이•ucres SMS, MMS a~이M 
s。uκe‘ eMarke뼈. %에 20?2 
139'325 “,.,,,κeM I”‘-.cσn 

• 이될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정보를 능동적으로 검색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올린 동영상을 감상하기도 한다. 

• 게다가 젊은 계층에는 젊은 엄마들도 포함되며, 일상 업무에서의 모바일 사용층이 40대와 

그 씨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는 문화원의 콘댄츠 제공 방식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모바일과 동영상에 대응하여 변화될 

펼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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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머서IA 
-」」-

I꽉선표 ‘모tl}-일밤’업니까 -1 
1조7천억원 모바일 시장의 75%유저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 미용차 3천만인 ‘모바일 Al 대’를 살고 잎습니다. TV나 신문 대신 스마트폰으로 

써l삼 톨m가는 멸을 검색하고, 굳미 카퍼|나 레스토랑메 가XI 않마도 모바일 메신져로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며 두 손 무검거| 잠 보XI 많아도 손가략 하냐로 생뀔품을 구매하는 등 모바일 기기가 없얹을 땐 머 

떻게 살았나 싶틀 정도입니다. 전화만 잘 터지면 된다는 t기계치’ 당선. 미대로 사시겠습니DI-? 

모바밀 맘(Mobile Mom)은---

스마트폰미나 태를릿PC 등 모바밀 기기를 왈발하게 미용하는 엄마들을 7\I칩하는 신조머다. 가사와 육마 등으로 

삶의 며뮤카 없는 멈마를미 셉필품 쇼핑부터 은행 결저 I , 엄마·친구들 모임, 은행 져|좌미체, TV 시첩 등 전반적인 

라미프스타일을 모바일로 해결한다, 모바일 쿠폰l 찰인 미멘트 듬을 잘 챙겨 천 원 한 장도 허투루 -~A l 않는 알 

뜰합과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빠르게 습득하는 스마트힘도 7\I 녔다, 

....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아래 자료를 보면 5세 이상을 기준으로 국내 무선 통신 보급율이 

115.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모바일 기기를 복수로 사용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우리 

사회도 멀티단말기 시대에 돌입하면서 모바일 일상화의 사회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다 . 

• 그렇다면 멀티미디어2.0 시대가 문화원에 기-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문화원의 활동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나름 귀중한 성과들을 

이루어 왔지만, 향후에는 법의 제시 항목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에 적응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문화원의 콘텐츠 제시 방식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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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원의 주 이용계층은 어르신이며 그 다음이 주부인데 주부 역시 나이가 다소 많다. 이는 

무엇을의미하는가? 

• 만약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면 미래에는 문화 콘텐츠를 찾고 즐기는 방식이 기성 계층과 전혀 

다펀 기존의 젊은이들이 나이 들어 문화원을 찾는다는 보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 국내 무선 톰씬 보급율 ] 
(단워 ; 명〕 

5셰 이상국내 인구 

55,1~8,538 

0 10,0α〕,000 20,00] ,000 30,0α〕,000 40,0α〕,000 50,0α〕,000 60,0α〕,000

• 2012 년 말 기준 - 를계정J 방솔를신위원회 잭료 재구성 

• 가지고 있는 향토문화자료를 전달하는데 고심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세부 과제의 정리에서 다시 디-루기로 하자. 

30 • • 2013 I 경기도문호뭔연합회 



경기도 지방문호}원 외부환경분석 ----------.,---------------------------
• • • • e • • • • • • • I I e • e • I e I • • • e e • I …---------

SNS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 

• 만약, 수원에서 대규모의 자연 재해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어떤 매체에 의존할까? TV를 결 

것인기-? 혹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둘 다 아니다. 

있거나 재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발신하는 현장 정보에 

유력한 기기는 모바일이며, 매체는 페이스북이니- 트위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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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올펴지는 동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단문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확산된다는 가정은 이미 2011년 일본의 쓰나미 사건으보 입증된 바 

있다. 

• 영 리형 기압이던 비영 리형 민간단체이던 향후 정보의 전달과 홍보는 단연 SNS 미디어 

삼총사가될것이다.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적절히 활용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과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고 있다 . 

• ;· 3대 SNS 

\ 
·정보저장/전달창고 
·정보체계적 정리 
·검색을 통한 전파 양 셰트뭔 죠f 1과 

' ·확산속도 최고 라트윗-싫은 셰트원 
·휘발성이 강함 질A./간 
·전달 내용이 단순 희소/긴급셀 

·연계셈이 초|고(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상호휩|락에 의한 깊은 네트원 
·상업셈이 우수 유측하단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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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71 업들의 사회공헌 욕구 증대 
• 과꺼에는 기업들이 이미지를 관리하려면 광고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펀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 것이 확실하다. 

• 페띠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위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일상화로 인하여 매체 

사용의 주도권이 이미 젊은 계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홍보도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시때로변화하였다. 

• 반대로, 종업원을 학대히는 기업주나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회장님에 때한 소식에는 관심이 

많아 졌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하여 이러한 소식들이 한번 퍼졌다하면 

매좁은 당연히 곤두박질칠 기능성이 커졌다. 

• 기업들은 이제 투명해진 정보 사회 안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작은 정보도 

잘 관리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터지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띄를기울인다. 

• 수똥적인 정보 관리보다는 공격적으로 아예 기업이미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윷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 좋다고 팔리는 시대 싸다고 팔리는 시데는 지나갔다. 사회 공헌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기엽들을소비자들이 선호하는시대가도래한것이다. 

• 기엽들이 사회 공현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선 행사는 물론 

주덴들을 즐겁게 할 다OJ한 콘댄츠 제공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일맹 착한소비, 현명한 소비, 지구를 위한 소비, 작은 소비 등의 형태로L 나타나고 있는 의미 

있늪 소비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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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비알코리야, 다문화]펌 자녀 뮤Al컬 공연 초첨 

기사본문 SNS몇글 E검 

입 럭 zo.• ;)..12-27 10:25:50 수정 20• ;)..12-27 • 0:25:50 염n엽. 

[ 노정동 기자 ]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먼스와 던킨도녀츠를 운영하고 있는 비알코리아는 지난 

24일부터 26월짜지 사흘칸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초청해 어 린 이 뮤지컬 ’꿈꾸는r 땅콩소녁 조 

지카버’ 관럼 기회를 저|공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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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장돕기-강|마트울산점.] 

업 ’ 판호풍 

입력 :2013.12.24 02:28 트우|터B싸미윌드 페미스북 

.꿈을 심어라”--- 저소득층 .공부밤사 

골~P•핀H 
E혈표홈묘」 +쪽니 ~.:i: 인쐐 

미마트 울산점미 울산 남구와 함께 7\1 난달 25일 희망프로젝트 내고장 마을가꾸기 시업을 벌였다, 
남구관내 독거노인 2카구를 선정해 장판교처| 및 도배 등 사랑의 집수리 행사를 한 뒤 ?|넘촬영을 

하고 있다‘ 미마트 뜰산점 제공 

이마트 울산점이 흐|맘 하우스1를 통해 울산지역 소녀소녀카짓과 어려운 환겸메 쩌한 Ql돌 및 청소년들 

의 꿈윌 키워주는 일메 발벗고 나섰다‘ 

이마트 울산점은 직원들 중심으로 30개 몽사팀을 꾸려 매월 1 호| 꾸준히 올.M활룰을 하고 있다, 올해 직 

원들이 펼친 자원놀각t훌돌 Al 간이 1인당 평균 30λ| 간일 정도로 몰샤메 대한 얼점이 대단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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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갖/ 정띔와 지자체으| 문화행정 스타일에서 오는 시대적 고써|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행정혁신 미비 

•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도 변화하였지만 문화원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시각이나 

지원 방식은 생각보다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 문화원은 독립된 비영리 특수 법인으로 존재하며 그 외 지자체의 민간보조 형식의 지원을 

받고 있다. 즉, 지원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지원되는 범위 

외 법인격될 갖은 문화원은 행정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야한다. 그럼에도 간혹 지자체와 

충돌하는 문회원이 심심찮게 나타나는 것은 갚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 한편, 과거 50여 년간 쌓아온 zz중요한 업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펼요한 시기이다. 

이제‘우리 것을 시민(특히 청소년)이 알아야 한다’는 당위적 애향심에 소구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이요구된다. 

• 우선 전통에 고착되어 진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며 전통이 왜 지금 나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빠질 우려가 있다 . 

• 또한 문화원의 주요 이용객은 노인층과 주부층에 편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을 문화원에 오게 할 수는 없을까? 

•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전개하고 사회적 약자와 문화적 소외계층을 품으면서 전체 

시민에게 二l 혜택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자주 논의되어 왔던 문화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이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재정 조달의 

혁신이다. 

• 아울러 문화원 자체는 전반적인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학습의 풍토를 진작시켜야 

하며, (비)영리 경영 마인드의 도입을 통힌- 주기적인 평가제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 

정치로부터의 독립 등에 대한 혁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아가서는 유관단체와의 차별화와 연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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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유사문화단체의 역할증대 

• 과거와 달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화단체가 문화의집이나 문화재단과 같이 다양화 

되썼으며, 문화행정 독점의 시대는 지나갔디 . 

• 게띠-가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안행부와 같은 정부 혹은 산하 부처가 유시-한 문화행사나 

프보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이러한 유사 기능 수행 

기판이나 단체들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작은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으로 

다양해지고있다. 

• 이에 문화원은 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거나 연대하여 공동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 콘댄츠 

제꽁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 문펙원이 주목해야 할 유시-단체로는 먼저 문화재단을 들 수 있는데 광역단위 문화재단은 

19£17년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현재 12개가 설립되어 대부분의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기초자치단체 역시 1998년 깅릉문화재단을 펼두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40여 개가 운영 중에 
。lrJ 20) 
λλ--, 

• 본래 문화시설 관리와 부대 수익사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지자체의 경우 문화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콘텐츠의 중복화가 불가피하여 상호 역할의 

정댐이 필요히-다 . 

• 그 디음으로 문화의집이 있는데 2012년 현재 117개에 이르는 문화의접은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주 사엽의 하나로 수행함으로써 문화원의 사업과 자주 중복된다. 

• 한국예술문화단체는 1962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국내에 16개 연합회와 117개 지부가 

활똥 중에 있다. 이들은 예술인 권익옹호가 주요 사업이나 지역 축제나 예술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이 또한 문화원의 사업과 중복이 일어난다. 

• 이러한 다양한 문화단체로 인하여 문화원은 차별화의 문제와 함께 재정적 위기의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단 지원 증대 대비 문화뭔의 지원이 축소되는 

경헝=이 단적인 예이다. 

• 한편, 문화원이 애써 기획한 작품, 혹은 진행 중인 사업이 지자체 혹은 다른 단체에 의해 

뺏기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왜 그것을 문화원이 계속할 수 없었는가?’에 문제를 

야기하며, 차별화의 과제를 더욱 부각시커게 된다. 

20 ] 한꽉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중장기계획1 2013-2017 ], 2013.5.3 ‘ 

36 • • 2013 I 경기도문포}원연합회 



경기또 지방문호}원 외부환경분석 

•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문화원의 사업 특히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제 여티- 기관과 거의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진정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전통문화나 향토사 분야를 

제외하면 차별점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 

• 문화단체가 다양화하는 것은 정치나 행정 부문의 리더들이 시민의 문회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고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 따라서 문화원은 향후 선의의 

경쟁과 연대를 보다 더 진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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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유 

• 국내의 지방문화원은 1947년 인천 광역시 내의 강화문화원을 펼두로 1950년대에 

향트E문회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혹은 정부 지원 하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오늘 날 전국 차원의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 

• 문화원은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제를 수행히-였는데 1960년대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라는 

과제가 중요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문화예술지원, 1980년대에는 문화진흥, 1990년대에는 

문화복지, 20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는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나름의 과제들이 

설정되었다. 

• 이러한과제를달성하기 위한수많은사업을수행하면서 문화원은오늘날 지역문화행정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 전국 문화원에서는 약 160여 만점의 향토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생산되는 도서 

자료만도 1천여 점이 넘는 방대한 콘텐츠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중 경기도가 점유하는 

콘텐츠이 양이 적지 않다. 

문화원보유자료수 

한국문호띈연합회 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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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1,167,354 8.933 1,598,373 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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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용인학 평택학등의 지역학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 조직 네트워크 

• 문화원은 HM7년 인천 광역시 내의 강화문화원을 펼두로 오늘 날 전국 차원에서 229개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전역에는 31개 지역 문화원이 활동하고 있다. 

• 전국적인 ;죠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문화원은 1962년 제정되고 1994 1건에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법적 근거를 갖고 현재 활동하고 있다. 

• 이처럼 오래 동안 형성된 네트워크는 각자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단위 

문화원들이 다양한 콘덴츠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히-면서 공동 사업 혹은 사업 지원을 

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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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조직과회원 

• 단위 문화원의 운영조직은 총회, 이사회, 사무국, 운영위원회, 향토사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회원과 동아리가 있다. 

• 한편 문화원이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리는 약 600개이며 각 동아리별 회원은 평균 

34병에 이른다. 

• 한편 문화원이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약 600개이며 각 동아리별 회원은 평균 

34맹에 이른다. 

~ 2005년 이후 다문화사업 및 실버사업 등을 통해 주민 아티스트를 배출, 이를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 이들의 숫자는 2011년 약 2민- 5천여 명에 이른다. 

r..ii.• 프로젝트 기획과수행의 노하우 

• 전국의 문화원은 개별 문화원당 40여개 , 총 8천여 개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 그 내용은 문화예술 교육이 52.8%, 축제와 행사가 10%, 공연이 9%, 연구와 발간이 

8%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호}원운영프로그램 

문회월연합회자체 조사 2011 

구콸 도서 뼈
뺑
-
뼈
 

딴
세a
-쩌
 

따
띔
-
띠
-

사진 

(그림 ) 

351.952 

뚫
폐
-때
 

해
세h
v
-q
익
 

기타 계 평균 

문화원 1,167,354 8.933 1.598,373 7,913 

• 한편 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도 다%끝한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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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박문화원연합회 추진사업 

주요사업명 추진 

연합회기관지발간 1964∼ 

2 해외문화8:체교류 1964∼ 

3 문화원관계자연수교육 1974∼ 

4 한국민속예술축저|(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4∼ 

5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개최 및 시상 1986∼ 

6 정보화사업 1997∼ 

7 문화학교운영 1992∼ 

8 생활문호운동전개 1잃3∼ 

9 향토문화자월의 조사, 정리, 발간 1잃9∼ 

10 역사마을만들기 2002∼ 

1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사업 2003∼ 

12 특화사업 2003∼ 

,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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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프로그램도 다수인데, 의정부 문화원의 향토소재 창작뮤지 

컬 뮤지컬 익순공주, 구리와 오산의 전래놀이,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 연계한 향토사 대중화 

등을들수있을것이다. 

의정부문호띤 의순공주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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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역 전통문화를 잘 활용한 축제로서 월미두레풍물놀이, 독산성문화제, 만안문화제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주한미군을위한한국어학당, 한국문화깅-꽉등이 있다 . 

• 그 외에 어르신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실벼예술단 가족답사프로그램인 

주발문화탐방도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 

• 문화원은 이러한 경험과정에서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배똘하는 강사 교육양성소의 역할을 하며 주변 문화단체의 교육 지원, 혹은 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고있다. 

• 특히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경우 2011년부터 사업의 영역을 카태고리화하여 기 추진하던 

사엽의 방향을 새로 설정했다. 

• 주똑할 만힌- 것은 연합회로써의 위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지방문화원 차원으로 끌어내려 

아래로부터의 사업추진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의 구조를 혁신하여 각 단위사업 차원에서 머물러 있던 것을 매트릭스 시스템 

(Matrix System)을 적용, 각 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업이 하나로 

연결되고 상호 연계되는 구조도를 만들게 된다 . 

... 2010년부터 사업의 형태를 재배치, 재구획화 하여 카테고리를 분리하면서 강화된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모든 단위사업이 맥락을 가지고 

전개되기에 이른다. 

42 • 2013 I 경기도문화띈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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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1 년도사업연계도 

훌.•JGi톨딛.를!.뭘훌격l 

l얻활훌플펀를꿇훌댐펙l 

• 흉기뿜고대훌확믿를제.견 
• 를확.!i~ qil는경기도엉화 
.경기빼토사학16집 

• 흉기도현혜--,휠.깐 
• 경기도호흑소리밭률, 찌학 
• 창작국악용요혼탠츠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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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대 문화인률 째발견 사업 • 동화로 엮는 경기도 설화(한강핀) | 

.경기향토사짝 16호 발간 사업 • 경기토 시. 군 문화원 향토문화연구 지원사업 | 

G련k램 「摩魔譯훌「 「풀議뚫켄’ 
경기도 전래놀이집 발간 및 교사연수 | |· 다문화가정 및 외국근로자 
경기도 어린이 장작국악동요 콘탠츠 제 | | 한국전통문화예술셰험 사업 

작사업 | |· 제18회 경기도 민속때융제 
경기도 둥속소리 발굴, 쩨작사업 

[ 흉보및 네트워크 강확 1 

경기로문화원 소식지 발감사업(연간 4회) • 경기토 운화가축 합동연수 | 

경기토민과 합께하는 시낭송의 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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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추진 사업 [2010∼2미 3) 

구분 주요사업명 

경기도문화원 소식지 발간 

I 경기문화저널발간 
를훌렐표켈·~~ - -

경기도문화원사업홍보마케팅 r문화원에서 놀자」발간사업 

온라인문화원만들기 및 경기문화저널 웹진 제작 

r경기향토사학」발간 

미등록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복원 

경기도 역사문화콘텐츠 제작보급-경기음악 발간 

| 경기도토속소리 빌멸제작 
l톨훨훨를L 

~ r웰꿇}원으| 항토좌f A꼽들7li굴한겉뀔및1Af돕호}굉8x1 
f 인캔샘론호f뭘론개발를윈함뀔|본- -
경기도사라져가는 마을조사사업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 경기도 문호}원 직원 실무 교육 

l룰·웰뿔를 | 경기도청소년리더캠프 

[ 핸| 편츠|역탈발 및콘젠관류네트워크사란 
」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2:)-항수립을 위한토론회 

경기도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 1차년도 

|도 문화원 수요요구조사 

| 경기도문화원 네트원크구축사업 
|도문화원 중장기발전방향수립 

개발 

경기도문화원 사업 분석 연구서 발간 

~ 제1협!돈편엔현L -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뿔렬활뿔훨 ! -
I 문화가족한마당 

추진년도 

2010 

-2013 

2012 

2013 

- 2013 

2010 

2011-2 

2011 

2011 

2012 

2010-2013 

∼2013 

-2013 

2011-2013 

2012 

- 2013 

2011 ∼2013 

2010 

2011 

2012 

2013 

2013 

2013 

-2013 

2011 ∼2013 

2011 

_L 경캔띈물물결연변L - ---- ←上←→2013
경기도어르신문화축제 실버FM 공개방송 노인스캔들 i 

I 2012 
〈요즘 할매 요즘 할배〉 I 

@탤鋼훨뀔L7헬믿관함꺼10-는시낭송완밤-----카펀탠13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 〈물레방아 프로젝트;〉 I 2013 

경기도문화가족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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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약접요인 

장기 발전계획의부재 

• 문화원의 많은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문화 콘텐츠 기획 생산 홍보 유통-소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지만, 현재 수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20∼30여 년 전에 개발된 것블이다. 

• 대다수 사업들은 전국 차원에서 혹은 권역별로 중 ·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입각한 변화와 

발전 없이 오랜 기간을 반복적으로 집행되어오면서 이제는 유관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차별회를 보이기 어렵게 되었다. 

• 특히 대도시의 경우 민간 문화 단체들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한 상대적인 닥후성이 

두드러짐으포 인하여 문화원의 비전과 중 ·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 전국의 문화원이 평균 4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최근 크게 늘어난 수치이지만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은 매우 적으며, 절반 이상은 다른 

기관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에 치중되어 있다 . 

... 2011년 조사에 의하변 경기도 30개 문화원의 경우 겨우 12개 문화원만이 나름대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12개 문화원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 

• 그 결과 초기의 선도적인 사업들이 이제는 낙후되어 오히려 후진적인 측면도 발생할 수밖에 

없게되었다. 

• 한편 문화원은 무형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매년 방대한 양의 

자료를 만들어내지만, 이 중 상당수가 방치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 향토 자료 연구와 수집이 마치 실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처럼 보이며,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 불명확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있는 

없다고 

... 2011년 경기도 30개 문화원 관계지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체 발전계획을 세우고 

곳은 불과 2개에 불과하며, 17개 문화원은 아예 여력이 없어 계획을 수립힐 계획이 

밝히고있다. 

• 단위 차원의 발전 계획이 없는 이유는 괴중한 업무로 인한 여력 부족 직원들의 재직 연한이 

3년 이내로 너무 짧다는 점이 맞물려 나타나는 동기부족으로 해석되어진다. 

• 이에 따라 문화원의 발전 계획은 중앙이나 연합회 차원으로 미루어지고 있끼만, 도내의 

211 국제교육문화연구소,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연구1 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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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순이 왕성한 문화원일수록 당연히 장기발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개 경기도문호변 <발전계획 추진 여부 >

훌를빼 

';J 
~ ./ ,/ / 

초직과신분의불안정 

• 전국 229개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근 인력은 약 700여 명으로 원당 약 3명지만, 이 

중에서 70%의 문화원은 3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 문화예술분야 전공자는 겨우 

2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경기도도 매한가지다. 

• 한편, 부분적으로 문화원의 조직과 직원의 신분 불안정에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사실이다. 

• 실무조직의 안정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은 징-기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시급한 대책이 펼요하며,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펼요가 있다. 

• 현재 도내 실무자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실무진의 정년 보장이다. 정부 

신-하 기관 직원들에 대한 신분 보장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수행 업무에 따라 다양하기 

때분에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불안정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2011년 경기도 문화원 몇몇 재직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22) 

• 신분의 불안정을 느끼고 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국장님들도 

신분상의 보장을못 받고있다. 

• 여기 인력들이요 먼저도보면 직원들이 오래 못 있어요. 와서 일 가르치고급한 거 불끄기 힘들지 뭐를 

계획해서 해 보자는 발전 계획은꿈도못 꿔요-

•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부족은 지방문화원들의 한계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문화원의 고유 사업을 
운영할수가 있고 다양한프로그램들을 개발할수가 있다 

• 이에 따라 문화원의 발전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직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동시에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꼽고 있다. 

• 디-시 말해서 안정된 신분보장에 맞물려 직원들의 전문능력이 전제되어이= 함을 의미한다. 

22] 국제교육문화연구소,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연구, 20 11.11.30 

46 ... 2013 I 경기도문호댄연합회 



- --- -- - - -
경기도 지방픔호뭔 문호}원 내부역량분석 -------------------------------------------------------------------,.-----

- - - -- ---

재정 띄존성과 낙후된 시설 

• 전국의 문회원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로 1개 문화원당 약 6,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으며, 이중 

80 여개 문짝원은 원당 약 3천억원에 이르는 기금 조성을 통하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 사업비를 포함하는 운영예산은 2011년 기준 평균 4억 5천만원 정도인데 예산의 약 80%는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한다. 재정 자립도는 2009년 기준 21.8% 수준으로 기관의 독립성과 

지율성에 한계가 있으며 활동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 개별 문화원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공간을 보유하여야 하지만 독립원사를 

가진 곳은 전체 229개의 약 54%개로서 나머지는 원시- 없이 열악한 시설 하-에 운영되고 

있다. 

• 독립원사를 가진 문화원도 대개는 90년 이전에 건립되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이 부족하여 원사가 있으면서도 일부 시설을 임대히는 곳이 전체의 35%이다. 

• 한편, 법정 기준띤적 330m2에 미달히는 문회원은 34%에 이른다. 

지역별문화원의 역량격차 

공간이나 

· 경기도지방문화원이 

과제이다. 

함께 빌전하려면 개별 문화원의 역량격차 또한 극복되어야 할 

• 다음 페이지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우선 직원수와 개원연도가 천차만별이다. 

• 우선 직원 수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8∼12명이 근무하는 곳이 4개이며, 

4∼5명이 7깨, 3명이 12개, 2명이 8개 이다. 

• 개원 연도를 보면 60년대와 그 이전이 10개, 70∼80년대기- 끄개, 90년대가 10개 이다. 

• 잎-에서 언급하였듯이 독립원사 보유여부와 기금 조성여부, 지원 조례의 유무 등 운영 현황이 

크게다르다. 

• 이에 따라 운영히는 사업과 프로그램도 매우 다르고, 보다 잎진 곳과 아직 뒤따라가기 비-쁜 

곳으로나뉘어진다. 

• 상대적으로 역량이 강화된 지역이 적은 역량을 가진 문화원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면 상호 교류와 유대가 필수적이라 히-겠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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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부화(Old) 이 미지 

• 문화원의 이미지는 향토 전통 지역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 중에서 강점이자 약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Old’ 이미지이다. 

• 아래 도표에서처럼 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경기도 문화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앞서의 조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문화원에서 기-장 두드리진 이용계층으로 어르신이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 주뿌의 경우 자녀의 학습 때문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문화원의 이용계층은 

노덴과 어린아이들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이려한 이용층의 연령분포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 고령화 사회기- 되면서 오히려 어르신층을 겨냥하면 두터운 이용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의문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전혀 다른 서구 분화에 익숙한 지금의 

젊끈이들이 전통의 문화원을 찾이올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 결국 문화원은 자체 노력을 통해서 젊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0개 경기도문호뭔 주 이용계층201 2 

전국문호}원 이용자특성 효택문호}원연합회 2011 

651136 827,000 2,563,124 1501,159 2,19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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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 비전과전략도출의프로세스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중 · 장기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앞 부분 ‘ JI . 외부 환경 

분석’파 ‘ m. 문화원 내부역량 분석’의 2개 부문에서 논의된 제반 사항을 기초로 SWOT 

매트렉스 기법을 활용하여 약점과 위협, 약점과 기회 , 강점과 위협, 강점과 기회 요인을 

매칭하여 다OJ'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아이디어를 총괄할 만한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비전을 도출하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전략 항목을 조직과 법제도 및 문화콘벤츠 운영방안의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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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1 .정체성위기. 1 .응글로벌경쟁… 

2.~법적문화. 2꽁감/감정이입 •• 

3.지역-계층간… 

--- I-
1 .장기 발전계획--- @비전과전략 … @창의력----
2조직과신분… @조직안정화--- @지역클러스터---

3.재정의존성 @수익성---
점요인 W -1 전통. (j)전통문화- (j);프로그램--

2.전국적-- @창조적재해석. @격차해소 
3지역내 • 

@중앙차원- @문화소외층. 

아이디어 

조직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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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매트릭스작성과아이디어 도출 

-
1. 글로벌 경쟁과창의력 중요성 

2 . 공감/감정이입능력이 중요한미래 사회도래 

3. 지역-계층간문회항수능력 격차 

4. 사회적 약자집단증대(고아, 다문화,새터민, 교도소, .I 
5. 기업들의사회공헌욕구증대 

- ... 텅톨~-~닫~-

1‘ 문호써|국주의와정체성 위기 

2. S법적문화콘텐츠의 확산 

3. 유사문화단체의역할증대 

4. 젊은계층의문화주도강세 

5. SNS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 

6. 정부/지자체의문화행정혁신 미비 

@창의력과공감력 제고를위한역할괴 비전확립 
(01,2-W11 

@지역클러스터구축을통한교류와공톰사업화(03-W4l 

@사회적 약자와문화소외층을위한지원(03-W1 ,4l 

@ 기업 브랜드홍보차원의 프로젝트시되05-W3l 

@ 비전과전략재확립(T1 ,2,3-W1 I 
@조직안정화와발전촉구(T6 -W21 

@수익성제고와조직능력 개발 
(T3,6-W2,3l 

@낡은이미지에서벗어난프로그램 다 
앙화(T1 ,2,4-W51 

@ 직원 전문성 제고{자격증, 연수, 원크 
숍,T4,5-W5J 

1 장기발전계획부재 

2조직과신분불안정 

3.재정 의존성과낙후된시설 

4지역별문호뭔댁격차 

5.오래된(Old] 이미지 

.딩헌.헤ID”----

.혐.믿밑 .. -

(j) 칭의력과공감력 제고를위한프로그램 개발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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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전통지역문화콘먼츠개발J확산 
(T1,2,3-S1] 

@전통지역문화콘텐츠의 창조적 재해 
석(T3,4-S1 ,이 

@중앙차원에서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지원(T5-S2] 

@ 호|원 대상의트위터, 페이스북활용 

(T5-S3] 

@유관딘체와의 협업 증대 
(T1 ,2,3-S1 ,2,4] 

1 전통문화콘벤츠보유 

2전국적조직네딛워크 

3지역내조직과회원 

4프로젝트 기획파수행의노하우 

룹--멜표쫓뭘 -률휠뭘뭘-

전략&아이디어 

훌훨--바힘k댈 

• 51 

• 낡은이미지에서 벗어난사업 다양화 

• 전통지역문화콘텐츠개발과창조적 

재해석 

• 창의력과공감력 제고를위한 

프로그램개발 

• 사회적 약자와문화소외층을위한지원 

• 기업 브랜드홍보차원의프로젝트시도 

경기도문호원연합회 

• 조직 안정화와 발전촉구 

• 수익성 저|고와조직능력 개발 

• 직원전문성 제고{연수,워크숍l 

• 중앙치원에서멀티미디어활용능력지원 

•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통한교류와공 

동사업화 

• 회원 대상의 트위터, 퍼|이스북활용 

• 유관 단체와의 협업 증대 

• 문호뭔 비전과전략재확립 

• 전통지역문화콘탠츠 개발/확산 
• 창의력과공감력 저|고를위한역할과 

비전확립 

• 지역 문호}원간의 격차해소와상호지원 

• 지역 문화행정의 허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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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전략 

Vision 
對주민 @전통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과확산 

차원 @미래사회를위한창의력과공감력제고 

여하 
-, E므 

對 행정 @지역 문호f원간의 격차해소와상호지원 

차원 @지역 문화행정의 허브 역할 

랴
 
• 

I용뽑l 

쇼 
문화연대강화 활끓렐 

@조직안정회발전촉구 | 법재|도개정꿇성,투명성,인사제도,경영평가 
조 @수익성저|괴조직능력 1브랜드화,관광교육,조사,예비비,사맏냐소,인력풀 
지 - ,-------

π • 직원전문성 저|고 |자격증,정기/비정기교육,인터뷰조사능력,St~S 
자 --•-- • 
원 • 멀티미디어 활용지원 |입소문지원,연대지원,연간종합홍보,DB서비스 

「l @ 지역클러스터 |인접지문화자원공유,품9,!(〕|,공동사업,지약 • 
.c.r I 

저| @호|원 대상의 SNS |호원교육과활용유도, 입소문도구로활용 

@유관8체와협업 |언겨프로그램개발,공동참여,비차별화사업좁지 

사 @사업다양화 

얼 @전통문화개발과재해석 
자 ----

원 .창의력과공감력제고 

과 강판판문호남왼즐지원 
저| @기업브랜드홍보 

매처|/타깃/방법다양화,유형별다양화,기관연계 

집대성,재해석연구,비교문화,디지털화,행사개선 

체험/토론프로그램,연구/워크숍,예술강사앙성 

활동가파견,01종문호i활동가,예술D~을E될기 

1사1문호}원,예술중소기업,선죠싸례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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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데 

삶의 에너지로 

• 문화원의 비전은 우리사회가 성숙사회를 

지역문화운동을 통하여 전체 지역 사회를 

것이어야한다. 

• 여기서 우리는 비전이 목표히는 이상적인 시-회를 정의히는 용어가 무엇인기-에 잠시 주목할 

필요기- 있다. 

비전으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괴- 문화로 행복한 

2012년에는 ‘문화를 통해 주민이 활성화시키는 

다시 20 13년 5월에는 ‘지역문화로 꽃피는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10년 문화원의 
지역사회 반들기’23)를 제시히-였으며, 

지역공동체 만들기’24)를 제시한 바 있다. 

문회공동체 구현’25)을 제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문회공동체 모두 학문적으로 엄밀한 의미를 부여히-기까 쉽지 않은 

용어들이다. 현재 문화원이 활동하고 있는 거점은 행정지역을 기초로 한 것이며, 이것이 

지역사회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특수한 지역 사회의 형태인 지역공동체나 문화공동체26)보다는 현재의 

행정 구역을 의미하는 지역 시-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기로 한다. 27) 

얽매이지 않고 • 현대는 지구촌 시대이다. 지구는 좁아졌다는 말처럼 현대인은 지역에 

살아가며, 다OJ'한 문회를 접히-고 이를 향유히-고 싶어한다. 

• 따라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지만 원하는 바에 따라 다OJ'한 문화 체험을 하고 다양한 기-치를 

갖고 살아가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힘-으로써, 우선시히눈 가치를 특정히기 어려운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53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방안 및 20 10 권역별토론회 결과보고서, 20 10. 12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2012.07 

한국문화원연힐회, 지방문화원 활성화중장기계획[2013-20171. 2013.5.3 

이 또한 애매힌 개넘으로 신앙촌이나 한농마을 등의 종교적 공동체는 특정한 가치로 연대함으로써 문화공동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집단을 단지 문화만으로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다 자세한사항은과제의 종합논의 비전 설정에 대한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경기도문호}원연합회 

23)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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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비전 설정으로 돌이-가서, 우리 사회가 문화로 약동하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기-? 생명력 (El an Vital)은 그 자체로 약몽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28) ’ 문화원의 

활꽁은우리 시회 곳곳에 생명력이 발화할수 있는 여건을조성히-고, 장애 요소를관련 기관 

혹윤 민간과의 협조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생명의 약동력을 고무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의 휠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책원의 문호댄동은 지역 고유의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되, 단지 과거 자료와 고대의 가치를 

전달할 것이 아니 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현대인을 위해 재해석하여 

제꽁히-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토적 소재를 포함한 다Oef힌-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화로 인히여 기-치의 충돌이 

일써나고 공동체기 해체되는 것과 관련하여 민족, 국가, 지역, 나에 대한 정체성을 

되뀔아보게 하고 이를 재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어이= 할 것이다. 

。1→울러 시민으로써 함께 어울려 살아기-는데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개렐히-도록 도웅을 주는 

한편,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감 능력의 개발과 깜은 보편 시민으로서 

갖추어이= 할 자질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이퍼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로부터 수행해 전통유산의 보존 및 계승과 

근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환경과 향유지들의 의식 빌-전에 맞추어 욕구에 맞는 

문화활동을 펼쳐야할 것이다. 

조책의 관행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우므로 경기도 문화원이 이러한 비전을 

천명하고 수행하려면 지-체의 역할괴- 과제를 재정비하고 실천적인 주민을 중심에 둔 

문화활동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통힌- 지속적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마저믹으로 배가 어디로 기-고 있는지, 얼마나 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비전 달성을 

측정할 만한 지수, 예컨대 문화도시 측정 지표나 KPI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체크히여야할것이다. 

28 ) B e 「gson, H e n 「y , L’ evolution C「eat 「ice, 창조적 진화, 황수영 역, 아카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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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 
--, i:프 03 

對시띤차원의 역할 

1 }전통 지역문화1콘텐츠 개발과확산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원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문화행정의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내용인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문화원 본래의 제 

역할에 우선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 이는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문화원의 존립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그 내용。 

모두담겨 았다. 

• 이는 지역문화 콘벤츠 개발은 물론 이를 DB로 체계화하는 것을 포함하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서비스기- 향후 원활해져야 할 것이다. 

2]창의력과공감랙 저|고를 위한 역할과 비전 확립 

• 고도의 정보통신사회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산성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하면서 일정한 생활 자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모든 분야의 시장이 성숙화 혹은 쇠퇴화하는 

현상 앞에서 고용자나 근로자 모두 위기를 겪고 있다. 

• 이 체제 속에서 지속적 활동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 혁신은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가져온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혁신이 기술에 대한 정통한 

전문성에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존과 다른 시각 다른 가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유로운 

삶의 자세에서 연유한다는 점이다. 

• 따라서, 기술;만 가르치면 그저 단순한‘꾼’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문학과 예술을 가르치면 

창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이에 문화원은다른유관기관-과의 경쟁 혹은 연대 하에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정신과창조적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 콘벤츠를 제시하고 고무하는데 일조하여야 할 젓이다. 

비전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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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펀, 앞의 환경 분석 부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로를 배려하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 다양성과 

공유의 미래 시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중요하다 . 

• 문희-원은 사회구성원 들 중에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계층을 찾아 이러한 능력을 

키우고 고무시키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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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문화)행정 차원의 역할 

1]지역 문호뭔간꾀 격차해소와상호지원 

• 경기도지방문화원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전통의 콘탠츠를 기획

제직--홍보-유통-소비하게 히며 또한창조적인 재해석을통히여 창의성을고무하고디-OJ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감 능력을 제고하려면 모든 경기도 내의 문화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문회원은 대내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이꿀어가는 연대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누군까 모넬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거니 처음부터 공동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1 I 지역 문화행정의 허브 역할 

• 지방 문화원은 공공 부문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행정 딘-체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상호협조하는 더 니-은 연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수행하는 한편, 유관 단체와의 

협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 이는 수차례 도내 문화원 관계지들의 토의에서 제기되었듯이 지역 문화행정의 허브 역할을 

자임하는것이다. 

• 이성의 대주민과 대문화행정의 역할을 모두 딜성함으로써 ‘문화로 익=동하는 지역 사회’가 

만들어지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이다. 

•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문회원의 내적 비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비전이 

달성되려면 이에 단계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로드뱀을 구축하여야 한다. 

비전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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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료드맴 (Road Map) 

비젠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제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 결코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문화원 내 - 외의 활동 

구성원들은 구체적인 괴-제들로 구성된 실천의 로드맴을 만들고 합의하여야 한다 . 

• 로뜨맴을 민들고 합의한 연후에 각 구성원들은 걱-지- 실천을 수행하고 그 결괴를 바탕으로 

주까적으로 로드맴을 재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 지-체역량강화단계 ; 로드뱀은 우선 변화하는 멀티미디어 환경과 소비자의 문화콘벤츠 

향유 방식에 맞추기 위해 지체혁신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푼화연대강화 단계 ; 문화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각자의 역할과 실력을 비교하면서 차별화와 공유화를 

진행시켜야 할것이다. 

• 푼화행정 허브 단계 ; 공공 및 민간의 문화사업에 있어 명실상부한 중추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화원 사업 주체의 실천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물렬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사업추진의 초점이 어디에 두어지는가를 서로 합의하기 위한 

것이며, 이상의 모든 괴정은 동시 진행되거나 부분적으로 겹쳐질 수 있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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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세부 

011 조직차원의과제 

초직안정화와발전촉구 

이 과제는 현재 문호t원이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 즉, 조직이 불안정하고 직원의 신분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며, 법인격으로서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항유를 위한 지역의 대표적 분화기관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와파트너십을유지, 지속적인 발전을지항해야될 것이라는점에서 제기된 것이다 

문화원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틀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촬 위해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토의되어 왔는데 우선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문화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히는 것이다. 

직원의 신분 보장은 아울러 낮은 임금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저하 문제의 해결과도 

자띤스럽게 연결되어진다. 

현재 직원들의 처우 만족도는 20끄년 30개 문화원 직원들의 조사에서 5점 만점에서 평점 

2.3점이며, 4점 이상 만족한다는 비율은 겨우 14.3%로 나타났다. 

실무진은 전문적 식견과 양심에 의거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문화원은 이러한 업무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직원들의 정년 보장이 실현된다면, 문화원 직원들은 명실상부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함이 

선철요건이 될것이다, 

이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구체적인 방안은 조직 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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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자세히 디-루기로한다. 

지자체 지원에 재정을 크게 의존하는 문화원은 실무자 입장에서 지자체의 정치적 의도로 

기존 기획의 목적이나 내용에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며, 의전을 위한 

업무부담 가중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사의 연임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특정 이사들의 연임으로 인하여 변화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희석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임을 어느 정도 제한히-는 껏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의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재정의 자립과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기- 2017년까지 문화예산의 2%를 확보하여 매해 약 1조 규모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방문화원은 이에 보조를 맞추어 재정 확보를 통한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재정의 안정과 예신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경영 투맹성 경영정보 공개가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 외에 주민참여 증대와 업무 성괴-에 대한 주기적인 평기-와 컨설팅이 거론되었으며, 업무를 

위한 자체 매뉴얼 구비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비전을 달성하고 있는지 계획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문화도시 측정 지표 혹은 KPI 지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안정화와 발전 촉귀안l 
조직차원의과제 

진흥법 개정, 조례 제정, 예산지율성 

직원 정년제, 업무자율성, 급여 인상 

투명성, 주기적 경영평가/컨설팅, 업무매뉴얼, 주민참여 증대 

문화도시 측정지표혹은 KPI 지표설정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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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제고와 조직능력 개발 

이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관련단체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강화하면서, 문화원의 입:,;:1를 약화시키는 한편, 

지방문호}원의 역할 규정이나 발전 방안을 제시해주지 않는 가운데, 현재 문호}원이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 즉, 재정과 

조적이 불안정한문제를그대로두고보지 않으려는자성의 개선 의지에서 제기된 것이다. 

문헬원은 유시- 문화단체와 치-별화하면서 그 동안 가져 왔던 문화행정능력의 우위를 계속 

유치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 기반시설로서 허브역할을 히-려면 지금의 재정 불안정을 

극꽉하고 동시에 조직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재쩡 불안정괴- 의존성을 극복하는 빙-안의 하나로 지체적인 사업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기-지 방안이 제기되고 토의되었는데 기존 사업을 변형하는 것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신규 시-업은 다음 사업차원의 과제에서 다루기로 

하자. 

먼저 기존 사업 내에서 부가 수익을 내는 방안으로 보유 콘댄츠의 브랜드화를 들 수 있다. 

이뜰 위해 적절한 BI (Bland Identity)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전대 , 평택문화원이 솟대 제작괴- 판매로 연간 3천 만원, 평택 웃다리 농악 캐릭터 상품 

판매로 연긴- 1천만 원29)의 수익을 얻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지적 콘텐츠화 작업을 추진하지-는 

의견이다. 

그 외의 수익사업으로는 기존 사업을 관광 시-업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향토 문화탐방의 

관팎사업화와 같은 예이다. 이는 대중적 흡인력이 높은 콘벤츠를 안근 지역의 문화원과 

협엽으로 제공할 때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도 지-체에서 기획히-여 기존 문화탐방 사업을 정례화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순환하며 연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이는 수익성 증가 외에 개별 문화원의 한정된 인력 문제를 극복히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교좌 시-업의 확대와 개편으로도 수익사업회-가 가능하다. 예컨대, 청소년 인성교육 센터, 

지역문화CEO, 향토문회해설사 등을 자격증과 연계하거나 전문 프또그램으로 지자체나 

교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나 평생교육기관괴-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역학 커리률렴, 벙-괴- 후 학교, 토요문화학교의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히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29] 한꽉문화원연합호| , 지방문화원 활성화방안 및 2010 권역별 토론회 결과보고서, 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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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그렇듯이 사전에 계획된 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의 변화를 도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된다. 

따라서 떠오르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예비 예산의 설정과 활용이 필요히-다. 이는 

조직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 

소수의 인력으로 돌아기-는 개별 문화원의 조직 능력을 고영지키기 위해서는 전푼 인력 풀을 

형성하거나 자원자 풀을 미리 형성해 두거니- 문화원 간에 서로 교환하는 교류가 있어야 한다. 

전문기- 인력풀은 향토사 사업을 위해 지역 역시-교시들의 모임 구축과 같은 것이 대표적일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아마추어 동아리 자생적 취미 클럽과 연계한 교육지원 혹은 공동 사업회를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연계의 창구를 마련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전문가 풀은 향토 문화사, 지역생태, 지역학(용인학, 평택학) 전문가 양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데 이중 일부는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 수행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문화 이-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히-거나, 개별 문화원이나 

연합차원에서의 온라인 강좌 개설 등도 가능할 것이다. 

전문가 풀의 형성은 교육 훈련 후 곧 현업 활동으로 떤결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격증 

사업으로도 연계가 기능하다. 

한편, 조직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나 프로젝트 평가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많은 지역의 축제는 소규모의 자축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대개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기 때문인데, 이미 성공힌- 시업과 축제라 해서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한다고할수없다.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문화원은 그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조사 수행이 선행되어이= 할 것이다. 

각 문화원은 평소 자신의 지역에 대한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기적으로문화콘댄츠욕구와소비 행태를조사함으로써 기능해진다. 

조시-는 반드시 대규모이거나 체계화된 설문지를 동원힐- 필요는 없다. 담텅-지-기- 몇몇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간단한 리서치 기법을 익히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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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사무업무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제도 개선과 

연관되는데 사업 집행 및 정산 등의 일상 업무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있디. 

그 외에 문화원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창출을 창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프뢰그램 위탁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 

수익성 제고와조직능력 개발{안} 
조직차원의과제 

-•IM~를감를맡텅- 브랜드호f/81, 도차원의 관광사업화,교육수익증대 

._,.,a뚱겸양IL-=- 신규사업 예비비, 사무간소화,주기적인수요조사 

•1 _., ... 랩찌딛- 전문가인력풀, 자원봉사자풀 

•1 --· .... 념- 위탁사업강화 

2013 I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세부의견과논의 경기도지방문화원 ----------------------------------------------------------

직원전문성 제고 

이 과제는 SNS와모바일 활용이 보편화되는 매체 환경의 변호}와 대중문화 주도력이 젊은 계층으로 확연히 넘어가는 

상황에서 조직의 대응력을높이려면, 당연히 직원들의 전문능력을고도화해야한다는위기의식에서 제기된 것이다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는데 , 

문화전문가 인증제 혹은 국가 자격증제의 도입이다. 

직무교육 정례화, 

일정한 프로그램을 갖춘 교육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되었는데 , 주기적 인 재교육, 연수, 

워크숍 등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 다른 직원 전문성으로 리서치 능력을 들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프로젝트 마다 

일일이 만족모 평가나 사전 수용도 조시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역내 주민들의 문화콘텐츠 욕구나 소비행태를 모른다면 사업 수행이 원활해지지 

주민의 문화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리서치 기법을 익혀 두는 것이 

하지만 

않으므로 

필요하다. 

개별 인터뷰에 대한 스킬에 대한 약간의 교육으로 가능한데. 담당자가 몇몇 주민들과 비교적 

자유롭게 인터뷰를 해보는 실습이 필요하다. 

또한 멀티미디어2 . 0 시대를 맞이하여 SNS 활용능력 증대도 펼요한데 , 기본적인 활용 

능력은 약간의 교육과 실습으로 가능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것씨 필요하다. 

[ 1 .제뚝 ] 

L듀루뿔누글J 

「-「꽤「「 

직원전문성 저|고{안) 

전문가인증제/자격증, 교육정례화 

주기적 재교육, 연수, 원크숍 

인터뷰조사능력,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조직차원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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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품앙차원에서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지원 

이 과제는 SNS와 모바일 활용이 보펀화되는 등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개별 조직과 직원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의 능력 저|고와는 별도로 중앙 차원에서 이를 적절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제기된 것이다‘ 

소수의 한정된 인력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일일이 대응하고 

일정한 성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국 혹은 경기도의 중앙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을 고무시키고 지원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작은 규모의 지역축제나 사업의 경우, 지역민들의 입소문이 가장 큰 홍보 수단이지만, 이를 

촉진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원만의 잔치로 

끝나는일이많다. 

지끔 시대에 있어서의 판촉이란 지역 TV, 지역 신문, 잡지, 포스터, 현수막, 카다로그 등의 

전뚱 매체는 물론, 웹과 소설 미디어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에 중앙차원에서 일정 정도 이를 대신해줄 필요가 있는데 전문 인력의 지원과 중앙차원의 

웹--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을 일시 가동시켜 주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정보와 콘텐츠의 중간 창고나 허브로서의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데, 도내 전체 문화원 

혹뜬 수개 문화원이 공동으로 진행히는 사업의 안내와 성과자료 공유 기능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카페를 개설하고 이를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와 연동하여 사업 진행과정은 물론 

사후에도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수익성 증대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홍보는 

물폼 이를 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례 순서로 체계화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즉, 도내 주민들이 연간 탐방하거나 즐길 만한 콘벤츠를 제시하고 이를 안내하고, 입소문이 

일어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향토 문화자료를 위시한 도내 외의 중요 자료를 디지털 매체로 저장하고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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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문호}원 세부의건과논의 

시스템의 펼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종 제기되는 디지럴 도서관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히냉E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지역 클러스터 구축을통한교류와공동사업화 
조직차원의과제 

[ 1돼Sfl원 ] 작은축제의 홍보직접 지원 

-------------------」」픈밴휴」 카페-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언동 

[ 3.사업홉보 ] 도내연간사업종합홍보 

[ 4.디지털랴서관 ] 향토자료DB 축적과주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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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교류와 공동사업화 

이 과제는 지역별로 계층별로 문화 항수능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야 하지만, 개별 지역 문화원의 

콘덴츠와조직능력의 한계가있기 때문에 주위의문호f원들과연대하여 극복하려는의도로서 제기된 것이다. 

현재 개별 문화원의 조직 규모기- 작고 불안정히여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콘댄츠를 

제공하는데 힌-계가 있디. 

더구나, 지역 내에 축적된 향토 지료나 흡인력 있는 축제가 없을 경우, 문화원이 활성회될 

기누능성은적다. 

이에 인근 지역의 문화원들이 소모임을 결성히-고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극복할수있다. 

이퍼힌- 아이디어는 지-주 거론되어 오던 문화원 품앗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타 문화원 

행사 때, 찾아기- 보고 단, 30분이라도 작은 일손이라도 도와보자는 품앗이 취지와도 

연동되어진다. 

첫째, 조직의 불안정성을 극복한다. 외곽에 돗을 같이하는 소모임이 있을 경우 원장과 함께 

새로 교체된 팀이 지역에 적응하는 기간을 줄여 줄 것이다. 

둘째, 지속성을 통한 조직 능력을 제고한다. 단지 지역에 적응히-는 시간을 줄여줄 뿐 아니라 

이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힘-으로써 조직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셋째,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이다. 공통 혹은 상호지원 사업을 통하여 적은 

인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홍보를 보다 폭넓게 하므로 업무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읍것이다. 

소모임이 결성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이= 한다. 

첫째, 대중적 흡인력이 있거나 대표 사업 혹은 콘덴츠가 있어야 한다. 소모임을 이끌 만한 

중심 지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소모임이 활성화될 기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 시-업에 대힌 의지와 지향히-는 방향이 서로 비슷하여이; 한다. 즉, 문화 활동가로서 

진징성을 전제로 한 소모임이 활성회될 소지가 높다 

셋째, 지역적으로 자주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존재하여야 하며, 도이에 회원들의 

교츄도 기능한 수준이어야 공동 시엽이나 지원시-업이 기능해질 것이다(광주권, 남양주권, 

화성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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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디-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71획이다. 지역 클러스터가 공유할 만한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지원파 참여이다. 이미 활성화된 사업 중에서 공유할 만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타 

지역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소모임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는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며 단지 힌-두 군데만 원한다고 

되는일은아닐것이다. 

문화원을 찾는 지역 주민이 소재 행정지역이라는 다소 인위적인 경계로 니-뉘어 있지만, 

주민의 문화적 취향이 비슷하거나 공통의 지역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을 때 기‘능할 것이다. 

서로 유사하며 공유된 자원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동 시엽이나 지원 

사업을 시도하면 좋을 것이다. 

클리스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유용할 수 있다. 

도내 공동 사업 혹은 특정 지역에서 강점이 있는 사업을 순환하며 개최할 수 있다. 예컨대, 

전래놀이, 푼화탐방, 답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유력할 수 있다. 

지역 내 회원 간 교류를 유도할 수 있으며 타 지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짜여줌으로써 

특정 지역에 개설하기 어려운 콘댄츠를주민에게 제공할수 있다. 

정부 관련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받거나 공모 사업을 받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진다. 

또힌 클러스터가 원활히 기능한다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자원 풀, 예컨대 동아리나 

전문기를 공유하고 더 잘 활용힐 수 있다. 

클러스터를 통한 협업 아이디어는 연합회와 지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구조와 같은 다Ocf한 

방식으로 자주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다음 그림에서도 잘 표현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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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연합회 교류· 협럽지원역활〉 

지방문호}원 

광역단위도연합회 

지역간지역활 

지방문호}원 

지역클러스터 구축을통한교류와공동사업화(안l 
조직차원의과제 

I톰를됨r.:s를톨밑즉-
------ 인접지역,문호}자원공유, 지항방항유사 

t흩획티r.:s혹흩펼즘- 공동기획, 풍앗이, 자원공유, 수익사업필모 

-· .... 념- 공동홍보효과, 인럭과비용절감효과, 사업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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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상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활용 

이 과제는주로 젊은회원의 유치와활용에 초점을두는 것으로 이미 문호띈에 적지 않은수의 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유용한자원으로활용하고자하는아이디어이다. 

각 문화원에는 적지 않은 회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문화원의 트위터나 페이스붉 등 모바일 

매체에 잘 적응하게 하고, 문화원의 홍보대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기존에 회원들의 활용에 대한 방법으로 문화원 회원키-드 부여, 동아리화 등이 자주 

거론되었으프로 이와 병행히여 진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회원이 회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소위 입소문 효과라는 것인데, 이를 

활용히-는 새로운 매체가 바로 트위티와 페이스북이다. 

이는 회원들의 자발성이 중요한데, 약간의 자극으로 자발성을 촉진시키자는 아이디어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열게 히-고 회원들끼리 서로 연락하게 하면 지 연스럽게 입소문이 

확산되는 메카니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니-이 든 회원들이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를 활용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프로그램 

강사와협업하며, 다양한아이디어를 서로공유해야할것이다. 

아이디어는 칸 국제광고제와 같은 다OJ한 선진 사례에서 얻을 수 있다. 

a밍똘듀길 

r轉rm-『

회원대상의트위터,페이스북등의눈활용(안} 

무료혹은다른프로그램 연계, 입소문도구로활용 

프로그램 강사와협업, 상호아이디어 공유 

칸국제광고제사례에서 활용아이디어 도출 

조직차원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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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와협업증대 

이 과제는최근정부나지자체 ~하유관단체들이 많아지며 이들의 활동이 문호변과중복되기 때문에 제기되는것으로 

경쟁보다는연대하면서 이들을선도하자는자신감있는의도에서 제기된 것이다. 

현재 문화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문화에 기반 한 프로그램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딘체와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타 71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타 단체들과 경쟁함으로써 상호보완성의 

원칙을 벗어나 공기관의 역할을 잠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한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벌이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기관과 상호 유대를 

통한 연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공모에 연대로 참여하거나 제안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다. 

예컨대, 문화부 외에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정책사엽과 연계된, 고령층, 

다분화 가족, 장애인 지원 프로젝트나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문회-주체들이 별도로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지 않게 함은 

물환 문회원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관단체와협업증대{안l 
조직차원의과제 

•1 ----를침- 유관기관이 원하는사업을위탁, 개발 

._. .... 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 연대로참여하거나제안 

--”덜-. 차별화되지 않는프로그램이나사업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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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얽 내용 차원의 과제 

오래된 이미지에서 벗어난 사업 다양화 

이 과제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i 상업적 문화 

콘탠츠가 범람하는 것으로 인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것으로, 문호떤의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미지를 

벗어남과동시에 콘턴츠제작과실행의 노하우에 기반한자신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는 다소 선언적인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기보따는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깜은 다양한 

방면의 노력씨 요구된다. 

• 진부한 이미지를 벗어나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책자 중섬의 콘텐츠 

개발을 영상이나 쇼케이스 등으로 전환하고 디지럴 콘텐츠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향토자료를 필요로 하는 다C함 계층에게 이를 손쉽게 전달함으로서 문화원의 

콘텐츠 수용계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주 이용층을 노년이 아닌 중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도 요구된다. 

특정 세대를 넘어 어르신과 청소년이 만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만들어 논의를 전개하는 

강좌나 토론 프로그램 혹은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향토문화 탐방을 국내가 아난 해외로 확대하여 소승불교, 힌두교 등 새로운 전통의 

타문화강좌듭 시도할 수도 있다. 

향토사에서 논어강좌, 주역강좌 등 동양의 고전으로 확대하고 단발이 아닌 짱기 강좌로 

진행해볼수도있다. 

• 우리춤 강좌를 단순히 춤동작을 익히는 강좌가 아닌, 우리 지역의 스토리, 태따를 주제로 

하여 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축제 때 공연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구리나 오산젝 전래놀이를 양성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다. 

지역학 전문까를 만들어 강죄를 열거나 다양한 곳에 파견할 수도 있다. 

• 다양한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 최근 논의되는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모델을 

검토해볼필요가있다. 

대도시형은 모 · 농 문화교류에 기초한 지역문화 답사프로그램이나 수준 높은 문화강좌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송피-문화원의 박물관대학이 모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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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소도시형은 다문화, 환경 · 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뀔 개발할 수 있다. 

강릉)츠문화원의 신들의 만남,‘다문회를 이야기 하다’가 모댈이 펼 수 있다. 

농 · 산 어촌형은 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문경문화원의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 사랑 여행’ 이 

모텔이 될수있다. 

사엽의 다양화는 각지역 문화원의 강점을살리는방향으로개발하고진행하여야한다. 

예컨대, DMZ 프로젝트라던가 최근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마을복원의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을 잘 모르는 외부 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경우 현실과 

동펼어진 방향으로 진행될 기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원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관내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사업을 벌이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관내 문화재 중에 잘 관리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이를 위탁관리하거나 자료화하고 홍보하여 

사엽화할수있다. 

예컨대, 파주의 경우, 문화원의 청소년 회원이 봉사 차원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다양화는 수익성 제고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여타 문화 및 교육관련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예컨대, 향토소재 창작뮤지컬 뮤지컬 의순공주는 의정부문화원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연패한 프로젝트이며 다문화 전문강사 지원 프로그램은 구리문화원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연계되어 있다. 이러한선례를더욱발전시킬 필요가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복귀를 진행하는 사업을 벌여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도 있다. 또는 봉사모임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사업의 다양회를 위해서는 문회를 별개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광, 농촌, 복지, 

교육, 이주민, 국방, 지역재생, 기업의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분화 외적인영역과의 

접꽉하고 융합시키려는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 

---넌i야힘----.,~;덤;원흩훨텅-
.. _u잉뜯똥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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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 연구, 대중경연프로젝트, 비교문화 

처|계호V집대성화, 온라인강좌, 디지털교고}서 

방식의개선 

조직차원의과제 



세부의견과논의 경기도지방문호}원 --------------------------------------------------

전통 지역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창조적 재해석 

이 과제는문호뭔의 강점인 전통문화를과거와 다른장조적인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현재 지역 주민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를살아가면서 겪고있는개인, 가정, 지역, 국가관등정체성의문제와상업적문화콘텐츠가범람하는 것으로인한 

폐해를조금이라도줄여보고자하는의도에서 제기된 것이다. 

문화원은 향토시를 중심으로 한 전통 지역문화를 수집하여 자료화히고, 체계화된 DB로 

만들어 서비스히는 핵심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지긁의 시대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인은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 힌-번 좁아진 지구촌의 시대는 다시 넓어지기 어렵다. 

띠라서 역사와 향토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다가설 때만이 피부에 와 닿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제 양보다 질적인 성장을 눈앞에 둔 문화원의 미래는 자료 중심띠 아닌 해석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의 전수에서 벗어나 어떻게 현대문화와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이미 자주 거론되어졌지만 아직 다양한 사례로 구체회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 파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대로 된 재해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들을 우선 묶어내어야 한다. 따싹서 용인학, 

평택학 등과 같은 자료의 집대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제시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므로 이제는 대중이 지역의 자료를 해석히도록 유도할 

필요도있다. 

예컨대, 향포사를 연구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기존 자료를 통합하고 재해석히속r 경연대회나 

프로젝트를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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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에 있어서 비교문화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이야기를 세계꾀 

유산, 예컨대, 그리스로마신회나 독일 그림동화와 비교하면서 지역씌 

보편문화로서의 동질성을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 75 

문화원은 기존의 핵심 업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향토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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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문호「원 중장 (기발전빵수립연구웹 

전국 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150여 만점의 향토지-료를 I〕B화하여 지역문화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훨 제공히-는 방식도 지역문화 온라인 강좌 디지털 지역문화 교과서 혹은 지역문화자원 

실렬 형태로 제작 전시하는 다Oef한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사건이나유물외에 인물에 대한콘텐츠를 다양히게 개발할펼요가있다. 지역인물을활용한 

지역문화콘벤츠의 개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3.1절 기념행사, 현충일 추모행사와 같은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신년단 배례, 

대보름축제와 같은 전통문화 전승 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미의 재해석과 진행하는 방식은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남의 

천제봉행시-와 같이 지역특성을 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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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l 창의력과공감력 제고를위한프로그램 개발 

현대인은 특정 지역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글로벌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며 경쟁적인 비즈니스 생산성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또한 서로가 배려하는 공감의 미래사회 건설에도 동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제는 문화원이 

과거의 콘벤츠 서비스가 아닌 창의와 공감을 위한 새 시대의 서비스를 위해 제기되는 것이다 현대인은 틀정 지역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글로벌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며 경쟁적인 비즈니스 생산성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또한 서로가 

배려히는공감므| 미래사회 건설에도동침봐여야한다. 따라서 이 과제는문호띈이 과거의 콘탠츠서비스가마닌 장의와 

공감을위한새 시대의 서비스를위해 제기되는것이다. 

문화원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려면 현재의 주민과 생활에 대한 김이 있는 통찰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미 낯선 것이 아니다. 방향은 알고 있지만 실천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당장 ;그리고 미래 사회에 있어 창의력과 공감능력은 중요하다고 한다. 히-지만 어떻게 

주민들의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고무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 

창의력과 꽁감능력은 모두 예술과 문학적 체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강좌식이나 설명식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토펀식이 되거나 감성 체험의 토대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실감을 

위해서는 직접 몸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좋다. 

문경문화원의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 사랑 여행괴- 같은 체험형이거나, 참여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인천 남구 학신문화원의 주민이 만드는 하품영화제 같은 것이 나픔 모댈이 될 

것이다. 

향토자료의 

활혈및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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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도지방문호웬중징 f기발전많쁨연구램 ( 

이에 따라 문화학교는 전반적으로 리모델렁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체험과 토론을 

과깜하게 도입할 펼요가 있다. 지루한 설명은 지양해야 한다. 

리모댈링 연구를 위한 강사교육 프로그램이나 경기도 차원의 연합 워크숍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창띄적 문화예술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사 양성과 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려고 기존의 마을 콘댄츠 개발과 이야기화 작업은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창의/공감력 저|고를 위한프로그램 개발{안} 
조직차원의과제 --------... 를필힘l텀월- 직접 수햄, 감동, 생ζ념t는프로그램 

.., ... 딛렘헬덤- 체험과토론의 도입, 감성 키우기 

-H암ιi띔·--- 연구와워크숍, 문화예술강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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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문호뭔 세부의견과논의 

.‘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층을 위한 지원 

이 과제는 현대띄 냉혹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제기된 과제이다 특히 사회적 악자가 

밀집된 지역은 겸제적자원이 빈약한곳일수도 있어서 사회적 약자와관내 문호}원에 대한동시 지원이 필요할수 있다 

중산층 해체와 고령화, 범죄의 증가와 가족 해체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는 이 사회에 

빈곤층과 사헥적 약자를 만들어 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대안은 문제해결/밀착형 활동가 육성이다. 물론 이들은 파견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다문화 가정응을 위해서는 이종문화활동기를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전국에서 동시에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역시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인들이 진행하는 컨설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이 무언가 

대안을 제시헬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예술을 통한 마을 만들기나 예술을 통해 구도심 재생하기와 같은 선진 사례를 

탐구하여 시법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사회적 약지-까 밀집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혹은 지역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공동기획 , 품앗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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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문호}원 중장 ~받섣빨수립연구발1 ) 

기업연계 지역 문화프로젝트시도 

이 과제는 매체의 주도권을 이용자가 갖고 있는 시대에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통한 프로보션을 중시하는 경항에 

맞추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노하우가 있는 문화원들의 활동영역 확산을 위해 

제기한것이다 

사희적 공헌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기업으부터 경제적 

지원을받는모델은그리 낯선 것은아니다. 

이띠 몇몇 문화원은 관내 기업들과 1기업 l문화원 결연을 통해 지띤주민들의 문화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울쭈문화원과 삼창기업 평창문화원과 허브나라가 그러한 사례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다 역동성 있는홍보프로그램을만들어 기업과주민이 상생파는모댈을 발전시켜 

볼수있을것이다. 

홍보 프로그램의 한 예로 예술을 통한 매력 있는 중소기업 만들기 역시 충분히 기능한 일일 

것아다. 

이러한 선진 사례는 칸 국제광고제에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보면 좋을 

것마다. 

5) 기업 브랜드홍보차원의 프로젝트시도(안} 
조직차원의과제 ----------핀t.Jl!I;율~ 1사 1문호}원결언 

.... ~ 1 §1폴굉룰l핀- 예술을통해 매력있는중소기업 만들기 

-•,_.l를- 칸국제광고제벤치 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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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화콘댄츠사업 

향토축제 및 행사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작용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분석틀과 그 개선방안의 

고잘을 통해 경기도문화원의 향토사연구자료가 지역의 특성과 맞물리 콘텐츠화 사업으로 전개 가능하꺼| 하기위한 

제안이다‘ 

향토축제 및 행사가 지나고 있는 가치와 의미에 비해 대중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례 및 전통행사 등 의식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일반 방문객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지역 내 관련자만의 행사라고 인식되고 있다. 

둘째 , 운영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현장 운영의 부담이 있으며, 이는 곧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한 행사 프로그램의 축소로 이어져 축제의 존속에도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일반 방문객의 참여가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참여한 방문객에게 의식과 전통행사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넷째, 내부지향적인 성격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족이 우선적인 성향이 강하다. 

향토축제 찢 행사의 개선방안으로는 축제 기획 · 운영 및 구조, 프로그램, 운영인력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통해 축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축제 및 행사가 지니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프로그램의 기획과운영에 대한고민이 이루어져야한다. 

펼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이와 함께 축제를 존속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양성하여 축제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토축제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병행하는 축제아키-데미인 

‘향토축제 아카데미’의 운영을 제안한다. 

현재 경기지역에 위치한 개별 문화원들에서는 방대한 양의 향토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그 

향토자료를 정리하는 형식은 책자 발간에만 그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고 향토사 

대중화에 걸림돌로 작용히-고 있다. 

1차적으로 깨별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들에 대한 재정리를 통해 자료의 구분과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2차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다%댄 

사람들의 문화적 행위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연계사업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재생 관련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융합된 히로사커 마을 재생 사업이 있다. 

역사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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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를 활용한 다앙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항토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항토사의 대중화를도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 위한제안이다-

첫 번째 제안 사업은 교가 프로젝트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교가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묶프로그램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교육청이 연계할 수 있는 교과(사회, 지리 , 역사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원과 학교 간 정책적 협약을 맺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두 번째 사업은 2050프로젝트이다.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20대 전후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향후 50년, 향토사 자료가 될 수 있는 현재의 자원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지역의 학생들과 젊은 연령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원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랩핑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옛길 찾아 만나는 마을이야기이다. 먼저 경기도문화원면합회와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재와관련된 정책적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경기도 지역 일부 문화원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피프백과 보완을 통해 전국의 개별단위 문화원에서 위에서 나열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해야 한디 . 

위의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은 라키비움에 보관하여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병행한디. 

연계 사업으로는 우리마을 자원지도, 마을 훈장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과서 제작 등의 

사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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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사업 

항토역사문화으| 1차적 자료에 바탕을둔지역특성화사업이 현재적 의미를갖기 위한 ‘현재화’과정을 거치는것은 거의 

필수적이라보여진다 이에 따라문호}원의 가장장점인 지역의 역사와문호뻐| 기초한문호}원형을 이용한현재화사업의 

전개방식과아이디어에 대한제안이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옛 지도로 떠나는 오리엔티어링 사업은, 옛 지도를 보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가는 과정을 통해 예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 동네의 변화된 내용들을 

추론해 보면서 바람직한 동네모습에 대해 문제의식을 던지게 되는 활동이다. 

오리엔티어렁이라는 역동성을 도입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참가율을 높여 마을에 대한 관심 

유도할수있다. 

사실과 상상이라는 두 가지의 활동을 유도하여, 

경험하게한다. 

역사성에 기반 한 스토리벨링 과정을 

두 번째는 뛰면서 읽는 우리동네이다. 이는 동네의 역사적 흔적을 알아기-는 과정을 스포츠와 

캠핑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리엔티어링 방법과 캠핑활동의 융합적 형태로 구성, 지역의 문화거점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알아가는 과정으로 야외 활동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야외활동 부족을 보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팀원과 

과제수행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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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꾀 과제종합논의 

문회원에 있어서 비전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어떤 발전 모습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회원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이상적인 발전 모습을 비전으로 

정의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10년 문화원의 비전으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로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30)를 제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문화를 통해 주민이 

활성화시키는 지역공동체 만들기’31)를 제시한 바 있다. 다시 2013년 5월에는 ‘지역문화로 

꽃피는 문회공동체 구현’3잉을 제시하고 있다. 

사살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문화공동체 모두 학문적으로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용어들이다. 

우선 지역사회란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중세 장원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 정치, 문화가 

결힘-된 명실상부한 공동체 개념이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제군주제 하의 아시아는 

이보다 지역 공동제의 개념이 느슨한 중앙집중적인 문화와 정치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였다. 

현재 문화원이 활동하고 있는 거점은 행정지역을 기초로 한 것이며 , 이것이 지역사회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개별 문화원이나 지방문화원연합체가 활동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거주민들이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거나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어떤 특성을 공유하기또 쉽지 않다. 

과거와 달리 거주민은 수시로 이주하며 베드타운화된 지역도 있어 생활과 문화가 거주지와 

다르거나, 거주지역이 이웃지역과그다지 구분되지 않기도한다. 

한편, 최근 세계자본주의 운동의 심화 결과 지구 곳곳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지역이 해체됨으로써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민-틀어지거니- 자연 발생하는 국내 · 외 지역공동체는 아직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실험적인 성격이 다분하므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 적용하여 마치 지역 해체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문화를 수립하자고 

30)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호| 〈경기도문화원의 항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잭 및 사업화 방안연구 [2012)) 참조 

31) 한국문화원언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방안 및 2010 권역별토론회 결과보고서‘ 2010.12. 

32)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활성화방안,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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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방에 사라져 가거나 축소되는 미을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개념이 지끔 강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모든 문화원이 마을 만들기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중요하지만 전체 사업의 일부일 뿐이다. 

다시 말해 문회원의 비전을 지역공동체나 문회공동체를 만든다는 데에 두는 것은 일부 해체 

위기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지역에 치우치는 것으로 보편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생활문회공동체 사업은 통상 3년 동안 이뤄지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지역민 

교육과 축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담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33) 문화원은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면서 냉정한 

판단을해야할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생활공동체는 매우 특수한 것이며, 현재를 살이-가는 시민은 

공동체보다는 보편시민 혹은 보편인류로 살아가거나 국민 혹은 민족문화로 특정 지워지는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기-기 때문이다. 3씨 

드 무이는 문화의 단위나 경계를 나누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경험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함께 살아온 민족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개 민족은 한 국가를 이루므로 

국민을 단위로 문화의 차이와 경계를 구분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는 주류로서의 민족 문화와 조화되며 그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지역적 

특색을 갖는 일련의 가치나 관습을 갖는 문화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 비중은r 절대적으로 

크지 않다. 관광이나 일시적인 흥미의 대상에 가깝다. 

만약 하위분화로서 지역문회를 다루려면 그것이 펑크나 히피 혹은 특정 지역에 은둔하고 

있었던 전통의 할리데이비슨 동호회(최근의 거리로 뛰쳐나오기 이전의)와 같이 주류의 민족 

문화와 명확히 구분되고 대립적이 되어야 한다. 35) 

그리고 그 가치로 인하여 주류 문화속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36)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 혹은 하위문화이며 생활공동체 혹은 

문화공동체가 될 것이다. 

331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활성화중장기계획[2013-20 1 끼, 2013.5.3 
341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경기도지방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3색 토론회, 2011. 11.17 
351 드무이는 전게서 글로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경힘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함 

께 살아온 민족이 가장적홀녕}다고본다 
361 Schouten, 」ohn W. and 」ames H. McAlexande「 [1995]. “ Subcultu 「es 。f consumption: An ethnog 「aphy of the new 

bike 「”, 」OU 「「1al of Consume「 Re sea「ch, 22 [1 1. 43 62.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85 



경기도지방문호뭔중장; 「|발전짧펌연구봐1 I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특수한 지역 시-회의 형태인 지역공동체나 문화공동체37)보다는 현재의 

행정 구역을 의미하는 지역 시-회라는 용어를 시용히-여 정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민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종교나 취미, 소비생활이나 

비즈니스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에 귀속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의 공동체에 귀속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지만 원하는 바에 따라 다Ocf한 문화 체힘을 하고 다햄f 

가치를 갖고 살아가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함으로써 우선시하는 가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지역 문화란 국민 전체기 향유하는 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일상의 개인은 지역문화에 

기초해서 살기 보다는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광의의 가치체계인 민족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방문화원이라고 해서 굳이 지역문화에 우리의 비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 보다는 현대를 살이-가는 보편 인류이자 민족의 일원으로서 세계문화, 민족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균형적으로 체험하려는 주민을 우리의 문화운동 때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관점은다음 2007 문화비전에도잘나타나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우리의 운동 입지를 규정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다음 항목인 문화의 

창조적 계승 논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문화원은 지역문회를 매개로 세계문화, 민족문회를 

주민에게 제공해야함을 의미한다. 

만약 지역문화 자체에 목적이나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매우 편협해질 소지가 있으며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관심은 갖겠지만 현재의 삶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곧 

흥미를상실할것이다. 

우리의 지역문화가 위대하거나 가치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재해석되어야 하며 재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왜 지금 중요하며 지역문화가 세계문화 혹은 민족문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연극 심청이야기를 단지 

아름다운 효심을 기리는 ‘효’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관객들은 과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이- 왔으며,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하였는가를 아는 것에서 그칠 것이다. 혹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한국인의 과거 가치를 알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이다. 지금과 미래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37) Ko;:inets, Robe「t v 12001). “ Utopian ente「P「 i se: A「ticulati 「19 the meanings of Sta「 T「ek”s cultu 「e of consumption, ” 

」OU 「nal of c。nsume「 Resea 「ch , 281」 une l. 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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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심청의 희생이 있어야 했는기를 밝히는 재해석의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포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의 힘에 눌려 지내는 민생의 아픔이니, 진실한 종교의 계시적 역할이라거나, 소녀의 

삶의 희망쓸 무자비하게 꺾어버릴 수 있었던 가부장적인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어떤 식으로든 가미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러한 관행이 어떻게 

부정되었는지도 부가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며는 다음의 전통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주제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자.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논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힌-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벌-전이l 이바지한 책무를 지난마 지빙문화 

원은 전통문호얘l술의 빌·굴괴-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저l공, 문화 

:A}원의 확보와 휠용애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 

꺼l 여긴다. 이저l 인간의 칭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호}, 지방분권 

호}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다l적 요청애 부응히·고 새로운 문화환경 

을선도하는문회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가다묻어야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익탤 다짐하는 풋에서 ‘문호}원의 냥 을 저l정히고 우 

1리의 공고한 의치를 모아 다-용괴- 낌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대 주도적인 역할을 힌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카 된다. 

체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체나, 자방문화원은 일휠적 · 딘7 1적인 시업율 자앙히고 지속적 • 장기적얻 훨동을 추진효따. 

체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친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7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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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정한 교훈이 되거나 삶의 방향을 

재섭정하거나 적어도 나를 돌아보거나 혹은 사회를 비판적으로 비-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논 것을 의미한다. 

과거가 단지 시-실로 제시될 때에는 과거에 관심이 있는 극소수의 사땀들에게만 호기심을 

자뜩할 뿐이다. 아니면 학습을 강요받는 어린 학생들에게만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랴서 우리는 현대 문화 그것이 고급 예술문화이든 대중문화이든 관계없이 현대 주류 

문화의 흐름과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테한 문제의식은 문화원 관계자들에게서 늘 제기되는 문제이며, 토론회에서 자주 

등장하는주제이다. 

경기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있는가?’라는 자성의 질문이 등장한다. 

그러고 이어서 ‘우리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등장한다. 

이눈 가치 지향의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은 문화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드러내는 것이다. 

곡성문화원이 만들어낸 심청 이야기를 사례로 지금 시대의 가치를 읽고 과거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왜 지금 아이들이 심청 이야기의 연극을 보고 ‘효’의 가치를 학습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의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은 과연 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희생되어온 

소뎌들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들의 교육 가치관을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소녀들은 소년들과 함께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 속에서 어른들에게 희생되어 왔다. 

농겸사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에 내몰리거나 학대를 당하기도 폈으며, 각종 질병에 

노훨되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녀는 아시아나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경문화 시대(그 이후에도 

오랫동안)의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이중으로 더 큰 희생을 겪어 왔다. 

동일한 문제는 독일의 그림형제가 채록한 재투성이 소녀(신데렐라)나 손 없는 소녀에도 

반확되어진다. 

88 . 2013 I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세부의견과논의 경기도지방문호}원 ------------------------------------------------------------------------------

38)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신부인 오이겐 드레버만(Eugen Drewermann)38l은 소녀들에 관한 

어린이 잔혹 동화를 어린이가 희망을 찾아가는 어린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이 

반성해야 첼 교육의 문제로 들여다보는 관점을 제기한다. 

우리는 이떠한 드레버만의 관점을 심정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다. 부모는 소녀의 안위나 행복에는 

척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소녀를 희생시킨다. 유럽의 

봉건주의에서 이러한 희생과 부모의 이기주의는 보편적으로 

문제로 

보호하는 

아시아의 

심청은 부모의 

무관심하따. 

농경사회나 

나타난다. 

하지만 심봉사는 후회한다. 그 후회는 결국 용왕으로 변신하여 집을 나간 딸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는것으로끝을맺는다. 

드레버만이 말히듯이, 백설공주의 계모와 친모를 동일 인물로 가정하고, 재푸성이 소녀의 

계모를 친모와 동일시 할 때 이는 두 얼굴의 부모상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한다. 

많은 부모는 딸을 사랑하는 듯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컨대 이웃 소년들의 

독차지하거나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질투하거나 학대할 수 

말한다. 그는많은여성상담에서 이러한사실을자주발견할수있었다고한다. 

사랑을 

있다고 

같은 방식으로 심청을 학대한 심봉사나 그녀를 구원한 용왕은 동일한 아버지로 가정된다. 

딸을 학대하는 실제의 아버지와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탄생한 이상형의 아버지가 서로 다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할 때 심정의 이야기는 어린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내면의 

이야기가 된다. 딸을 학대하고 난 후 이를 후회하여 멀리 떠난(혹은 기출한) 딸을 되찾아 

오는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하남문화원의 도미설회를 열녀상의 기-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 관심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문화원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의심을 받을 소지도 있다 

과거 사실의 원형을 사실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복원하는 작업과 이를 대중이 즐길 문화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다. 

따라서 이를 최근 인기 있었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처럼 로맨틱 러브로 채색하거나 

밍해가는 나라에서 쾌락의 가치를 쫓는 폭군과 이를 고뇌하는 지성인의 애국심이라던가, 

당시 당나파가 세계회를 꿈꾸는 과정에서 한반도 3국의 헤게모나가 얽힌 당시의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D「ewe「mann, Eugen, 어른을위한그림동화심리 읽기, 김태희 역,교앙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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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시대에 왜 여성의 정절이 중요했을까? 이는 이조 시대렐 거치며 윤색되고 

왜곡되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지역문회를 창조적으로 

계승할수있을것이다. 

이퍼한 관점을 채택할 때 과거의 이야기는 현재에 되살아 날 수 있다. 단순히 되살아 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주류문화, 시대적 과제와 만나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서 삶에 

관한 멋진 이야기로 변모되는 것이다. 

90 • 2013 I 경기도문호변연합회 



경기도지방문호}원 세부의견과논의 

원 유관단체와의 차별화와동질화의 한계가어디까지인가? 

한정된 자원으로 유효한 실적을 내려면 경쟁자보다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특정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를 마케팅에서는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 1포지셔닝 (Positioning)'는 것은 곧 차별화한다는 것인데, 문화원의 유력한 포지셔닝 공간의 

하나가 전황 콘텐츠 보유와 어르신이 주 이용층이라는 점에서 실벼세대 문합의 구심점 

역할이될수있다. 

• 한편, 또 다른 포지셔닝의 공간은 문화복지의 개념으로서, 빈곤층, 다문화가정, 낙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약지를 위한 문화지원이 될 수 있다 

• 시대적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중간층 혹은 중상층의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문화와 민간 전문 예술이므로 위의 두 가지 대안은 설득력이 있다. 

•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지원은 복지부나 문화재단, 문화의집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지역 문화행정의 거점 역할로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력 

사업이될수쓴없다 . 

• 그렇다면 문화원이 실버층 문화의 거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장기적으뢰도 이것에 

만족해야하는가? 

이를 의식히여 나오는 또 다른 포지셔닝은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의 거점인데 , 지역 

문화라는 말이 갖는 애매한 개념이라서 문제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문화는 

민족문화의 하위 개념으로서 민족문화를 이루는 부분적이고 파편적띨 수 있는 

구성요소이므로 따로 이것이 체계화되고 독립된 어떤 문화정체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은 지역문화를 차별화 요소로 하여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의 흐름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역사성과 지역성을 갖는 지역문화는 나름 꽤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지역성과 전통의 역사성에 매몰되기 보다는 현대 주류 문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재해석되어 현대 주류문화에서 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거듭나야 할 때만이 

가능한것이다. 

• 하나의 소재까 거듭 반복되면서 재생산되고 재해석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과거는 현재가 변화할 때 늘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자병한 진리에 

주목할 필요까 있으며 이것이 문화의 형태를 띨 때에는 보다 자유롭게 재해석될 수 있다 . 

• 모나리자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변형된 모나리자가 등장한다. 원형을 

경기도문호}원연합회 ~ . 91 



놓고 재해석되고 또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모나리지-는 현대 문화, 그것이 장난기 어린 풍자와 해학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시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이미 길을 제시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우리가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 민족과 세계라는 보편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이라는 점은 굳이 과거의 소재와 지역성에 한정된 콘텐츠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 아나라는점을말해주기도한다. 

민똑과 세계 문화의 콘벤츠와 시대적 이슈가 되는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우리의 

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할 때, 우리의 뿌리는 지역과 전통이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잎사귀와 

가지에 매달리는 열매는 현대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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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수립과 실행의 주체는 누구인가? 

문화원의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주제는 당연히 개별 문화원과 연합회륜 담당하는 

상근 인력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원의 신분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지속성을 갖고 일관된 문화활동이 수행되려면 단순히 현직에 톰담고 있는 

외곽에서 이를 지원하고 연속성을 보유하며 한 주기를 건너 격세 주기로라또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인력 외에 

일관성을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태마와 비전을 갖는 문화 활동은 행정조직 내의 인력과 행정 조직 

바깥의 인력이 연결된 비공식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공식적 조직의 구성원들은 때로는 행정 조직 내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행정 

조직 바깥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문제는 문화활동 주체들이 이러한 비공식적인 조직을 

서로가 용인하고 그 유용함과 펼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을 갖고 일관된 문화활동이 수행되려면 단순히 현직에 몸담고 있는T 인력 외에 

외곽에서 이를 지원하고 연속성을 보유하며 한 주기를 건너 격세 주기로라도 일관성을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 펼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테마와 비전을 갖는 문화활동은 행정조직 내의 인력과 행정 조직 

바깥의 인력이 연결된 비공식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비공식적 조죄의 구성원들은 때로는 행정 조직 내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행정 

조직 바깥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문제는 문화운동 주체들이 이러한 비공식적인 조직을 

서로가 용인짜고 그 유용함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향을 달리하는 문화활동주체들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자유로운 

이합집산이 가능해져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서 차별성을 갖지만 커다란 범주에서는 동일한 

문화 활동을 수행한다는 동질성도 용인하면서 ‘경쟁과 조화’를 이루는 관대한 문화가 문화 

활동 주체들 내에서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무릇 모든 조직은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을 가지는데, 공식적인 조직은 

명시적으로 계약된 일만 수행하며, 그 이상의 업무와 책임에서는 면제된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조직은 상호 무한책임을 지며 공식적인 업무 외에 비공식적 조적의 리더가 

요구하는 다환 업무들도 수행한다. 

공식적인 조직은 조직의 현재 업무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그 역할이 국한되며, 조직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위기 극복에 있어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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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씩 이다(LMX Theory)39).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비공식적인 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한국의 문화원이 한 차원 높이 뛰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워해서 이러한 조직이 

요구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40) 

문;학원의 비공식적 조직의 구축은 개별 문호}원은 물론 연합회나 도연합회 같은 공식조직과 

당떤히 그 구성원이 오버랩 될 것이지만, 조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나 외부 인력도 필요할 

것인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화활동의 비전을 만들고 수행하려는 의지와 실력을 가진 

인텍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41) 

39] 김종술 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리더십, 학현사1 2013 

40] 존 카젠바흐와 지아 칸(Katzenbach, 」on R. & Zia Khan]. Leading Outside the Lines, 경영 비꽁식적 조직에 주목하라, 심영기 

외 역, 퇴움, 2011 . 

41 ] 초안작성, 김진한 010 3688 8200, johnk688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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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λl 첫차를 
기다리며 ... 

문화원은 지난 50년 동안 해방공간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 

왔다. 문화원장은 지역의 가장 덕망있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시대가 

변해가고 또 이미 많이 변했다. 휘몰아치는 논리의 홍수 속에서 문화원은 어떤 논리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회의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마련되었고 보다 더 진지하게 현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였다.그렇게 등장한 네 

가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호}원의 자기 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문회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인가 하는 고민과 문화원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둘째, 문호}원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문화 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 흐름은 어떠하며 그 흐름에 적합한 지표는 개발되어 있으며 그 

지표에 따른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복합적인 의미의 

질문이라고할수있다. 

셋째, 문호}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담론을 생산테고 있는가?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정책을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근본적인 질문이다. 

넷째,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다. 목표설정의 문제이며 비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고민의 흔적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원 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채로운 문화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문화원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지방문화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중심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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