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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제10집에서는 <특별논단>으로 메세나운동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양적 질적 고양을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메세나)이 절
실하다는 논의가 있어온 지 여러 해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창조자
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문화민주주의에 입각, 문화예술향유자들에 대한 지원책
의 하나로 메세나운동을 도입 확산시키기 위해 메세나운동본부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과 기업과 예술단체가 메세나와 결합한 성공적인 사
례를 살펴보고 그 과제와 전망 속에서 제주 여건을 고찰해보는 일은 그래서 의
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일반논단>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들 역시 제주 문화예술계가 안고 있는 핫 이
슈라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의 제주학센터 건립
이 그렇고, ‘뜨거운 감자’로 비유되곤 하는 문예회관의 운 상 문제점이 그렇습
니다. 또한 올해로 반세기를 맞은 탐라문화제의 정체성 찾기와 국책사업으로 이
어지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탐라문화권정비사업이 그렇습니다. 이들을 논제
로 다룬 까닭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이 제주 문화예술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
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원고 집필에 할
애해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주도민과 문
화예술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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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메세나운동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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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글

우리 시대에 예술은 대접받고 있는가?

한 사회에서 ‘메세나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논한다는 말은 곧 예술이 그 사회
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느냐를 의미한다. 메세나운동은 1992년 경제 5단체장과 
함께한 대통령 만찬에서 ‘예술에 대한 기업인의 지원’이 논의된 이후 본격화되
었는데, 그간 우리 사회가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 왔고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변화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다행히 ‘예술’과 ‘메세나’라는 용어는 최근 우리 귀에 익숙하다. 수도권의 경우 
가까운 구청에만 가도 채광이 풍부한 복도에 전시된 사진이나 미술작품을 심심
치 않게 볼 수 있으며 계절이 좋은 5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 특
색 있는 먹을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여 문화예술 축제를 치른다.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예술’과 이성으로 판단되는 ‘메세나’가 일치하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표 1>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적립되어 있는 문
화예술기금이 2006년 이후 증가폭이 뚜렷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343억 원이 증가하 는데 2009년에는 142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메세나
협의회가 집계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규모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지원 기
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은 반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
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도 예
술관련 기금 및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국내 총생산은 2005년 865조원에서 2009년 106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지만 같은 시기의 문화예술 관련 기금 및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 기업이 한정
된 자원으로 많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지원 행태가 소액다건화
(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애써 자위할지라도 경제규모가 팽창하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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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나라통계>
국내총생산 865,240 908,743 975,013 1,026,451 1,063,059
국민총소득 864,427 910,134 976,813 1,034,115 1,068,654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단위: 10억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적립금 증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증가분 △34,341  △38,126 △21,174 △24,532 △14,239 (387,402)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단위: 백만 원)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규모>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지원기업수 363 403 469 420 ▼ 10.4%
지원금액 184,018 187,630 165,985 157,690 ▼ 5.0%
지원건수 3,182 2.402 2,389 2,706 ▼ 13.3%

*출처:한국메세나협의회 2009 연차보고서 (단위: 백만 원)

. ‘문화마케팅’과 ‘예술 기부’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정부 및 유관 기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
다. 1994년 출범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는 2004년 한국메세나협의회로 개칭하
면서 메세나의 주체를 기업인과 같은 부유한 독지가에서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와 일반시민까지로의 확대를 주장하 고 그간 꾸준히 메세나를 기업
의 공익마케팅에 활용토록 유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문화마케팅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과를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에 문화예술이 뿌리 깊게 자리 내리도록 노력을 경주하 다. 물론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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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또한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소개한 기업의 문화예술부문 지원의 
소액다건화 경향으로 대기업이 한 개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평균 
2,000만원으로 고정되었다.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져본다면 2,000만원이
면 15인 내외 문화예술단체의 무대의상은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상은  
불가능하며, 웬만한 중견 미술인의 조각품을 구입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지방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2,000만원이 최저지원액이라면 
지방에서는 최고 액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부작용은 과도한 문화마케팅으로 인해 공연티켓 값의 인플레이션을 불
러왔다는 점이다. 공연티켓의 인플레이션 사태란 평소 2만~5만 원대 티켓 값이 최
소 2배 내지 10배 내외로 치솟아 매표됨을 말한다. 단순히 암표로 은 히 거래되
는 것이 아니라 티켓의 액면가에 미리 새겨 유통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여
러 예술 장르 가운데 공연예술의 뮤지컬 분야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
에 공연예술 분야의 순수예술과 응용예술 간 관객들 관심의 괴리가 한동안 화두
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야 개선되었다. 

 한 가지 기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아트 페어’로 상징되는 미술시장의 활
성화이다. 아트 페어, 미술품 경매 등은 2000년대 중반 중국 미술 시장이 급부상하
면서 주목받기 시작하 는데 예술작품의 환금성이 극대화되어 부각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문화마케팅이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유행되었다면 아트 페
어는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중소도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서울 경기 수도
권 지역에서도 당연히 문화마케팅 활동과 함께 아트 페어가 열렸으나 지방 중소 도
시에서의 아트 페어의 생명력과 파급력은 문화마케팅이 따라잡지 못했다. 아트 페
어의 이러한 특성은 ‘예술’=‘기부 대상’이라는 성격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예술 
기부’라는 개념의 탄생에 일조한다. 2010년에 들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기부’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장학금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만큼 문화예술에
도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쏟기를 바라고 있다. ‘예술 기부’라는 개념을 일반 사회에 
널리 진작시키기 위하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만들어 운 에 들어간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작업이나 재료 구입 등에 자금이 필요한 예술가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기금 모집을 공고하면 동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기
금을 내서 프로젝트 성사를 돕는 일이다. 이때 작가는 모금액의 일부만을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데 목표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어 버린다. 한
편 기업후원도 동시에 진행하여 모금액만큼 약정금액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예술 기부활동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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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기부가 성공하려면?

   

 ‘예술’, ‘예술 기부’에 대한 SWOT 분석

메세나활동에 대한 성패를 예측하려면 우선 예술과 예술 기부에 대한 SWOT 요
인을 분석해야 한다. 

예술의 강점-기회(Strength-Opportunity) 요인으로는 지식정보 사회 이후 도래
하는 창의성 시대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업의 홍보, 마케팅, 인적자원 
관리에도 활용되며 최근 치유 기능도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진흥책의 일환인 축제의 핵심 이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
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및 향유계층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아름다움’, ‘천재성’, ‘재능’ 등 고급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강한 만큼 위협을 받는 부분도 존재(Strength-Threat)하는데 예술은 인문
학과 함께 순수학문의 최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담벼락 안에 자신의 정
체성을 확실하고 있으나 대중화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중에게 감
을 주는 많은 이미지 생산으로 창의력의 보고( )이나 이를 정량화하여 환산하
기 어렵다. 또 하나 예술이 회의 중심 담론을 양산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이
념화하여 대중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있어 때론 대중의 질타를 받기도 하며, 
부유층, 유식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예술에도 기부행위가 필요하다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약점이지만 기회적인 요소(Weakness-Opportunity)를 살펴보면 메세나운동의 
확산으로 기업이 유력한 기금조성자로 나서 박성룡 회장 같은 메세나의 ‘구루
(guru)’가 등장했으나 현재는 그에 필적할 만한 뚜렷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며, 

기업경  일선에 직접 활용되고 있으나 수혜의 폭이 좁고, 소액다건화 추세
에 놓여 있으며, 예술 기부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 공익마케팅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세태이고 예술향유 계층이 확대
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산업의 부진으로 예술을 향유할 뿐 대가를 지불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미국, 유럽 등지에서 
예술행정 등 기반이 되는 학문을 습득한 인재들이 국내에 들어와도 이들이 지속
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러나 예술과 예술 기부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예술과 예술 기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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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표 2> ‘예술기부’ SWOT 분석

동에 내재된 약점이 이들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즉 약점-위협 요인
(Weakness-Threat)으로 한국 사회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예술=천박’이라는 편
견이 존재하며, 예술 장르별로 기부 혜택의 편차가 크며, 여전히 연극·무용 부
분은 취약한 반면, 미술은 미술시장 활성화와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상대적 호황
을 이룬다. 예술이 본연의 가치보다 기능적, 환금 가치로 평가되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예술인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중
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예술인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
회 풍토상 다른 분야보다 당위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술 기부는 
사회복지, 장학부문과 경합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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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Threat

. ‘예술 기부’, 지역에서 성공할 것인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예술 기부’에는 예술에 대한 편견이 존재
하는데다 사회복지나, 장학사업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어 앞날이 밝지 만은 않다. 
따지고 보면 ‘예술 기부’는 그다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필랜트로피(Philanthropy, 
자선), 문화마케팅, 문화경  등 세 가지 활동을 아우르는 메세나운동의 관점에
서 보면 '예술 기부'라는 개념은 필랜트로피를 전면에 내세운 활동에 지나지 않
는다. 메세나운동의 가장 초기 형태에 속하며, ‘가치는 있지만 시장에서 교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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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우니 그만큼 배려해 달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예술 기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예술 기부’가 메세나운동의 제2국면인 문화마케팅 단계를 지
난 이때 전면에 다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술 기
부’가 가지는 개념상의 단순성 때문이며,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메세나
운동은 필랜트로피 수준에 머물 만큼 진화단계상 초기에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으로 표현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문화마케팅과 문화경 이 가능할 정
도로  여유가 있으나 지방 등 대부분 지역 현실은 예술이 자생력을 지니지 못하
고, 타 업종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업하지 못한 채 단지 생래의 가치만을 내세워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지방이라고 일
컫는 ‘지역’에서의 메세나 활동은 어떠한가?

1994년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된 후 지역에서도 메세나운동을 위한 시
도는 있었다. 단적으로 부산일보 기사에 ‘메세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1995
년도의 일이지만 이도 단발에 그치고 말았다. 사실 ‘메세나’만큼 달콤한 단어 또
한 없어 보인다. 기업인들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 수 있다면 배고픈 
문화예술인들에게 풍요로운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
녹치 않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전시용이거나 기업의 치부를 가리는 
위장용일 경우도 많았다. 최근 대형 금융 사고를 낸 부산저축은행은 직전년도에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메세나인 상을 수상했다. 과거 KT 역시 전
임 대표가 배임수재 혐의로 어의 몸이 되기 전 2007 메세나 대상 수상 기업 
중 하나 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그만큼 지방은 경
제적으로 먹고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위치와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 기업들과 지역 주민의 인식전환 및 매새나운동의 당위성에 대한 설
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메세나운동 역시 필랜트로피 이상 나아가지 못하 다. 2002년 전후로 부
산에서 시청 주도로 지역 메세나운동의 움직임이 일었고 2003~2005년 전주기업
메세나협의회, 광주기업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기업인이 객체로 참여함으
로써, 즉 기부금 내기를 권유받는 입장이어서 1~2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표가 바
뀌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2006~200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동남권의 메
세나 운동 또한 비슷한 선례를 따를 뻔 했다. 부산에서는 2006년부터 민간주도
로 준비운동이 펼쳐지다가 2007년 8월 27일 부산메세나진흥원이 창립(민간주도, 
기업인 대표)돼 결실을 맺었고, 동년 6월 울산메세나추진위원회(시청 주도, 행정
부시장 대표)와 11월 경남메세나협의회(도청 주도, 기업인 대표)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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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이들은 공업지역이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반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기반이 가장 취약했던 부산메세나진흥원은 최근 이사장인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이 330억 원대의 세정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장학,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에서의 메세나운동은 풍족하지 못한  
경제여건과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징으로 필랜트로
피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메세나운동의 역발상

‘예술 기부’시대에서 예술인의 ‘비지니스 모델’을 논하다

그러면 예술은 원히 ‘기부’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미 
문화마케팅이나 협업(Collaboration)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온정주의와 자
선적 기부에서 시작한 메세나운동일지언정 근간에는 충분히 예술의 ‘자생력’이 반
되어 펼쳐져 왔다. 이미 예술과 여타 분야와의 협업은 잘 알려져 왔다. 본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술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논하고자 한다. 

이즈음 예술의 비즈니스화에 당장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다. 아울러 본질적
으로 호이징가의 호모 루덴스의 개념에서처럼 목적의식 없는 유희활동으로 간주
되는 ‘예술’과 상업적인 색채가 짙은 ‘비즈니스’가 결합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과연 그것이 온당한 것이며, 용인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기 전에 예술의 비즈니스화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단순히 예술인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전용하여 푼
돈을 번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폐공장 
혹은 공단 입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인은 창작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창작기반이 되는 
재원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입주한 작가의 스튜디오 
문은 굳건히 잠겨 있고, 바쁜 일정에 매인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은 본업인 예술 
활동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이는 예술인에게 있어 물질적 창작 여건만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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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아님을 웅변해준다. 정작 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 향유계층에게 예술
의 ‘가치’를 전달할 줄 알고, 가치를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환금 가능하도록 수
준을 높이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에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이라는 경 학적인 관점이 접목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새로운 가치를 개발
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체계적 방법에 대한 논
리적 모델’로 정의된다. 비즈니스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비즈니스가 수
익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 가운데 특히 시각예술과 가장 가까운 디자인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
를 살펴보겠다.디자인 컨설팅 펌이라고 불리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은 나름
의 특화된 분야를 살려 틈새시장을 공략하거나 상품의 개발 자체에서부터 관여
하여 기업과 대등한 ‘공동 개발자’의 위치를 누리기도 한다. ‘OO공방’ 등과 같
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기도 하고,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사업 외에도 다른 디
자이너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한다. 디자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디자인 
분야나 서비스 분야로 사업 역을 확장하기도 한다.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다
시 소비자를 잇는 가교(C2B2C : Consumer to Business to Consumer)역할을 하기도 하며 
종국에는 한 나라의 대표 디자인을 생산하여 수출엔진 모델이 되거나 거대 디
자인 그룹이 되기도 한다.( 국 디자인 위원회의 ‘디자인 2020’ 내용 발췌)    

이러한 디자인 역의 최근 동향을 요약하면 디자인이 ‘디자인’하는 데만 머무
르지 않고 사회와 고객에게 나름의 독특한 가치를 전달하며 공헌하는 데까지 그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앞의 문장들에서 ‘디자인’을 ‘예
술’로 치환해보자!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는가? 아니다.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예술과 예술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나가는 글

메세나 운동을 펼치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역(혹은 지방)의 재원부족을 생각한다면 기금을 조성하여 맡아두고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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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재단’은 해당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고 아울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도록 요구받는 
숙명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재단’이라는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여건상 만성적인 재원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요컨대 지역문
화재단은 여타 다른 문화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기금의 개발과 운 ’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즉, 돈을 쓰는 일 외에도 걷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돈을 걷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메세나운동에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메세나’가 ‘돈을 걷기 위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이데올로기’
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단적으로 앞서 밝혔듯 ‘예술 기부’가 메세나 활동의 

일부이면서도 독자적인 활동인 듯 펼쳐지고 있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메세나’
라는 용어가 지닌 사회에서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메세나’가 기업에
게 제기되는 모금 논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떠나 어
쩌면 모금 윤리에 입각하여 다뤄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모금 활동은 재
원의 오고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기부자의 입장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고도의 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메세나운동 혹은 예술 기부의 주체는 1차적인 수혜자, 즉 예술인이 아니라 기
부자인 기업 혹은 일반 시민이라고 필자는 감히 단언하고 싶다. 따라서 기부금
을 조성할 때는 기부자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 하여야 한다.1) 결국 기부
자에게 지속적으로 기금의 쾌척을 권유할 수 있는 근거는 수혜자인 예술인의 활
발한 활동이며 최종 수혜자인 일반시민에게 제안하고 전달하는 가치일 것이다. 
다소 관념적인 이 언술을 풀어쓰면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이 일반시민들에
게 예술적인 가치제안을 제대로, 꾸준히 전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격려해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일반시민에게 메세나운동 내지 예술 기부 활동
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 비즈니스 모델 개
발’, ‘예술인 및 예술단체 활동체계 평가모델 개발’, ‘예술 기부가 일반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측정’, ‘지역 특색에 맞는 메세나 및 예술기부 활동’ 등을 
1) (customer equity)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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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000년대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 10년 동안 문화운동 그 가운데 특히 메세나운동에 참여했던 필자는 
우리 문화예술계가 열악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술보다는 몇 푼 안 되는 기금과 
교부금에 목말라하지 않았던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물론 이는 문화예술인의 탓
만은 아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팽창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메세나
와 예술 기부금의 규모가 그렇게 문화예술인을 몰아갔을 것이다. 메세나 활동가 
이전에 문화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일반시민으로서 필자는 예술인이
든 문화예술과 기업을 매개하는 종사자이든 초심으로 돌아가 손끝을 보지 말고 
손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혜안으로 메세나운동에 참여해야 비로소 우리가 바
라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감히 제언한다.



- 17 -

<차   례>

.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태동
.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탄생
1. 제1차 준비위원회
2. 제2차 준비위원회
3. 소위원회 운 과 본격적인 설립준비작업
4. 법인설립 완료와 예산 확보
5. 창립의 첫발을 내딛다
. 경남의 문예부흥을 향하여
1. 문화예술의 든든한 버팀목
2. 기업과 예술의 상생
3. 예술경 아카데미
. 행복한 기업, 행복한 경남
1. 행복한 기업
2. 행복한 사회
. 앞서가는 협의회가 되기 위한 노력
1. 메세나 홍보
2. 회원사 모집
3. 문화경 세미나, 경남메세나포럼 및
 경남메세나대회
. 성과와 전망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태동과 성장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

- 18 -

.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태동

경남은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고장이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지리산을 비롯
한 멋진 산들이 있으며, 낙동강과 섬진강 줄기가 만드는 풍광 또한 뛰어나다. 이
런 자연환경 속에서 훌륭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워 왔다. 특히 경남에는 기라성 
같은 문화예술가들이 적지 않다. 한국 문학의 거장 박경리 선생을 비롯하여 유
치환, 이병주, 이은상, 김춘수, 천상병 등의 문학인과 윤이상, 조두남, 이수인 등
의 음악가들과 문신, 박생광, 전혁림, 이우환 등의 미술가들은 경남이 낳고 품은 
꿈이며 현재며 미래다. 

또한 이러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예술인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통 국
제음악제, 거창국제연극제, 양연극제 등과 같은 의미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성공적
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더 나은 예술적 성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함으로써 더욱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지방
정부의 문화정책담당 국장과 지역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성과물이 경남메
세나협의회이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 메세나운동의 필요성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는데, 메세나운동의 출범에 직
접적으로 불을 붙인 사람은 2006년 당시 유혜숙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다. 
유 국장은 한국메세나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문화예술지원에 나
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남지역에도 기업체가 많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세나운동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
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경남메세나협
의회 만들기에 나섰다.

유 국장은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해나가면서 경상남도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업
무보고 등 공식적인 채널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적 자리에서도 지
역메세나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메세나협의회 설립을 견
인하 다.  

한편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메세나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획기사
를 6회에 걸쳐 보도하 고, 지상좌담회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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섰다. 2007년 초 실무검토를 마치고 2007년 4월 26일 드디어 지역의 기업계 문화
예술계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메세나협의회 
설립 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 

1. 1

제1차 준비위원회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여 2007년 4월 26일 창원호텔에서 개
최되었으며, 기업체와 문화계 관계 언론계를 망라하는 22개 기관 단체 대표
자가 준비위원으로 참석하 다. 이날 준비위원장에 정경득 경남은행장, 부위원장
에 고동환 동환산업 회장과 정찬희 경남오페라단 단장이 각각 선임되었다. 준비
위원회는 5월까지 기초 작업을 마치고 12월까지 정관 확정과 이사회 및 사무국 
구성, 법인설립, 회원사확보 등을 거쳐 연말에 창립총회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2. 2

제1차 준비위원회 이후부터는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가운데 경남은행이 주도하
여 법인설립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메세나협의회 벤치마킹과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 다. 두 달 정도의 준비
작업 결과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의 실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
를 2007년 6월 14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하 다. 제2차 준비위원회에서
는 협의회의 명칭을 ‘경남메세나협의회’로 결정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창원시 중
앙동 경남은행 창원 업부 3층에 두기로 결정하 다.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준비업무를 위임키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경득 준비위원회 위원장, 
고동환 정찬희 부위원장과 도난실 경남도의원, 최충경 경남스틸 사장, 이택우 삼
원테크 사장 등을 선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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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위원회 구성 이후 설립 준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전담 실무진을 구
성하고 정관작성, 법인설립허가, 설립등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등록, 임원 및 
회원 모집 등의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실무진으로 전무에는 당시 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전무 던 필자가 겸
임하게 됐고, 사무국장에 방신용 경남은행 지점장이 맡았으며, 직원 1명은 공모
를 통해 채용하 다. 

4. 

경상남도의 2008년도 예산편성업무 일정에 맞추기 위해 법인설립을 8월말까지 
마쳐야 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를 원활하게 운 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인 ‘기업
과 예술단체 결연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결연사업을 제대로 
운 하기 위하여서는 중소기업이 예술단체와 결연하여 지원할 경우 도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되는 매칭그랜트 사업인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에 필요한 
경상남도의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79개사의 회원을 확보한 가운데 경남메세나협의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
하여 법인설립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8월말 법인설립인가를 취득, 9월 초 
설립등기를 마치고 9월중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하 다.

또 하나의 관문은 경상남도의 2008년도 예산에 ‘중소기업예술지원 매칭펀드’ 관련 
예산을 반 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없던 문화예술지원관련 예산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경상남도의 주무국장의 의지만으로는 힘든 상황이었
다.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메세나가 무엇인지 이해할 리가 없었고, 기존 항목에 있던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몇 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은 어림
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도지사를 초청하여 회장단이 직접 메세나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평소에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온 기업인을 통해 도지사를 
비롯한 예산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기도 한 끝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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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은 메세나가 문화
예술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의원들이 예
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그 때는 메세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예술지원을 하려면 그냥 하면 되지 왜 예산까지 지원해야 되느
냐?”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다행히 도난실 도의원이 우리 협의회 부회장이
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도의원들의 이해를 구해 주었고, 유혜숙 국장 이
하 공무원들도 적극 나서서 노력한 결과 무사히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5.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드디어 대외적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탄생을 알리는 
날이 왔다. 2007년 10월 31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창립기념식 및 기업과 예술
의 만남 결연식’을 갖게 된 것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장, 기업체 대표, 
문화예술단체 대표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거
행하 고, 아울러 첫 사업으로 기업과 예술단체 10개 팀의 결연식도 열렸다. 지역
의 한 언론은 사설에서 “문화예술을 활발하게 꽃피울 튼실한 후원자로서의 역할
을 자임하는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창립기념식을 갖고 첫 출발을 선언함으로써 향
후 그 활동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기업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머
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공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믿는다. 초지일관하여 문예의 텃밭에 물과 거름을 듬뿍 뿌려서 부흥의 꽃
이 만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논평하 다.

. 

1.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물론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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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는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의 실천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하나는 메디치가(Medici )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르네상스가 활짝 꽃
필 수 있었던 것처럼, 문화예술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든든한 후원자의 역
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이 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역할을 함
으로써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기업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
이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은 주로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8년에는(2007년 결연팀의 실질적인 활동은 2008년부터 시
작) 29개 팀, 2009년에는 45개 팀, 2010년에는 50개 팀의 결연이 이루어져서, 결
연 예술단체는 연간 최소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결연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예술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약 30억 원(경남도 지원금 11억 원 포함)에 달한다. 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
칭펀드’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중소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
여 추가로 도 지원금을 예술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적은 금액을 지원
하면서도 두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메세나활동에 적극
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2010년의 50개 결연 팀 가운데 43개 팀에 ‘중소
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지원되었다.   

2. 

경남메세나협의회의 또 하나의 사업방향은 메세나를 통하여 기업의 구성원들
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예
술단체를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예술단체가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기업은 예술단체에게 자금이나 현물을 지원하지만, 예술단
체도 결연기업을 도움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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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이나 직원송년회 같은 행사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공연을 선물하기도 하
고, 기업의 고객을 초청하여 멋진 음악회를 개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도 한다. 또 어떤 미술단체는 결연한 병원에 갤러리를 설치, 운 함으로써 병원
을 찾는 환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문화예술단체들의 관리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예술단체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점은 예술적 역량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우리 협의회를 통해 지원금을 쓰고 나면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대부분 세한 지역예술단체들은 정산서를 작성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 형편
이다. 예술단체도 예술적 역량의 개발과 아울러 기획, 홍보, 인사관리, 회계 등의 
관리역량을 갖추어야 장기적인 예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9년 지역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경  워크숍을 개최하 고, 2010
년에는 문화부 산하의 ‘예술경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예술경 아카데미를 개설
하 다.  

 

 . , 

1. 

기업이 메세나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고객들에게 감동
을 주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
이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는 기업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인 ‘회원사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공연’, ‘미술작품 
대여사업’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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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공연’은 회원 기업의 각종 행사시에 예술 공연을 기획해 주고 비용
의 일부도 우리 협의회가 지원한다. 직원들은 회사가 메세나활동을 하는 덕분에 
일터에서도 예술의 재미와 감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또 ‘미술작품 대여사업’은 우수한 미술작품을 회사 내에 대여 전시하여 일터
가 바로 미술관이 되게 하는 사업이다. 즉 회사에서 원하는 작품을 회사 내의 
원하는 장소에 전시하는 것인데, 대여작품은 경남도내 우수 작가들의 작품이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시하기도 하고, 고객들이 드나드는 회사 건물 로
비에 전시하기도 하여 근무시간이라도 언제든지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사에게도 우리 협의회에서 일정금
액을 지원한다.  

 기업의 종업원들은 회사 내에서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통한 
활력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술동아리 활동을 권
장하기 위하여 우리 협의회에서는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
술강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회원사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일 년에 두 차례 회원사 직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예술체험기
회를 제공하는 테마기행사업인 ‘예술기행사업’이나, 문화경 도서 보급, 우수한 
문화공연 초대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회원사 직원들도 함께 행복한 메세나를 추
구하고 있다.

2. 

경남메세나협의회의 사명은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경남 문화예
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도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켜 ‘행
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문화예술은 기업의 문화경 을 적극 지
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편 도민들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자주 즐기게 되어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공연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메세
나’와 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연관람을 선물하는 ‘즐거운 나눔 티켓’ 등
의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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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 우리 협의회가 생겼을 때만 해도 ‘메세나’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는 사람
이 대부분이었다. 일단 메세나협의회를 만들기는 했지만, 회원사도 모집하고 사
업을 진행하려면 메세나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급선무 다. 그래서 지역 언
론사 대표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우리 협의회의 사
업을 설명하고 홍보 협조를 부탁하면서,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
다.

그러나 언론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직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
이었지만 2008년 5월 자체적으로 경남메세나 라는 홍보용 잡지를 발간하게 되
었다. 2011년 1월 9호까지 발간하여, 우리 협의회의 사업 소개, 회원사의 메세나
활동,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개 등을 담아 경남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체와 예술단체,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메세나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결
과 4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메세나’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2.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사단법인이다. 그리고 회원은 대부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회원사 확보가 우선돼야 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문
화예술 지원에 관심이 많았던 준비위원들이 몇 개 기업씩 회원을 추천하는 방안
을 추진하 으나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 고, 회장사인 경남은행의 많은 고객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 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메세나 회원사로 가입하고 연회비 2백만 원 이상을 내는 데 따른 혜
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다. ‘회사 이미지 제고’와 같은 추상
적인 효과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여, 고민 끝에 앞에 언급한 ‘회원사 협력사
업’의 전개를 통해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회
원사 확보 시 다소의 명분도 갖게 되었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

- 26 -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회원사 가입 시 혜택 부여 덕분에 자진해서 회원으로 가
입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생겼고,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기업들도 회원으로 가입시켜 2010년 말 현재 170개 회원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3. ,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를 실천하고 문화경 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메세나의 성
공사례나 문화경 의 효과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경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문화경 세미나를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회원사 실
무책임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경남메세나포럼을 분기 1회 개최하고 있다.  

또 매년 연말이면 한 해 동안의 메세나활동을 총정리하는 ‘경남메세나대회’를 
연다. 여기서는 모범적으로 메세나활동을 한 기업과 개인을 시상하고, 회원사들
의 메세나활동 사진 전시, 또 회원사 CEO와 동아리들의 예술적 기량을 선보이
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메세나협의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의회가 1994년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도 메세나협의회를 만들기는 했으나 현재 경남메세나협의회만큼 왕성하게 활동
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또 문화예술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발전이 가능
한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메세나협의회가 더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
고, 보다 효율적인 메세나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경남의 메세나는 한층 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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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지역의 메세나운동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전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행복한 미래가 곧 올 것이라고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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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대가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경 환경도 크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변화의 속
도에 대처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변화를 읽어내는 속도의 차이, 
그것을 기업경 에 적용하는 적응력의 차이에서 기업의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

대내외적 경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내부 체질 개선
을 통해 새로운 기업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기
업은 이윤이 남아서만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및 브
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문화예술지원을 기업의 경 활
동에 활용하고 있다. 

기업은 왜 문화예술경 을 전개하는 것일까? 기업은 문화예술로부터 감성과 
창의성을 얻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 문화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 
문화예술계는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안정적 재정확보와 창작활동이 증대된다. 
이제 단순한 문화예술 지원을 뛰어넘어 기업과 예술의 만남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은 이미 높은 문화 수준에 올라와 있다. 고객들은 과거와는 달리 
생활의 질, 개성적인 라이프스타일, 정신적 문화적 감성적 만족 등에 초점을 
맞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미래학자이자 Dream Society 의 저자인 롤프 옌센은 “정보사회 다음
은 꿈의 사회이며, 이미 시작되었다. 꿈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
니라 상품에 든 꿈을 사고팔게 된다. 꿈은 이야기고 문화다”라고 했다.1) 고객들
은 니즈(needs)로 상품 구매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상품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상품에 깃들어 있는 
꿈과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구매 결정을 한다.  고객은 감동받은 기업의 제품을 
기억하고, 감동은 제품 구매로 이어져서 많은 광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운 고
객, 열성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기업의 문화예술경 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인 것이다.  

1) ,  , 「Dream Society」,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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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문을 읽다보면 기업 경 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오곤 한다. 특허경 , 시나
리오경 , 문화경 , 창조경 , 디자인경 , 녹색경 , 고객만족경 , 글로벌경  
등 많은 경 전략들이 기업경 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경 은 무엇일까? 예술과 경 은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
떻게 예술경 이란 복합어가 생겨났을까? 김주호·용호성의 예술경 에서는 
예술경 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 이 기업의 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라면 예술경 은 예술가나 예술행위가 관객과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예술가는 예술의 생산주체이며 관객은 소비자이므로 경 과 예술경 은 
같은 이치의 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예술경 은 일반 기업경
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기업경 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예술경 은 경제적 가치를 수단으로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확고히 하
는데 더 우선적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경 이 단지 예술을 상
품화한다거나 예술의 경제적 가치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식의 오해는 
예술경 의 기본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기업경 인과 예술경 인의 
입장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가 생산 주체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관리해 나간
다면 후자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승엽도 예술경 에 대해 “예술경 은 한마디로 예술과 관객(소비자)의 만남
을 효과적으로 주선하는 방법론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문화촉매활동의 일환
으로, 예술 또는 예술가와 관객을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 그리고 총체적
인 활동을 지칭한다.”라고 정의했다.2)

예술 행위가 여러 단계에서 다른 주체들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예술행
위나 예술작품은 예술경 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술경 의 대상이 되는 
예술 또는 그 활동은 대중과의 만남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예술경 은 예술작품을 완성하여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돈과 장비와 시설과 사
람과 아이디어를 하나의 작품으로 엮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3) 예술가(개인 또
는 집단)와 그들이 창작하는 예술작품을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수용자에게 
2) ,「 」,『 』 14 , 2009.
3) ㆍ ,『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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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 위해 도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급자인 예술가들의 생산을 
독려하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촉진하여 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일련
의 노력이나 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들어 세계적인 환경오염, 기후 변화, 에너지난의 심화에 따른 심각성이 
초래되면서 종래의 백열등 및 형광등을 대체할 새로운 고효율 친환경 감성조명
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감성조명’이란 신조어를 만들고 실현
시킨 회사는 바로 필룩스이다. 

필룩스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공태양기술(Sun In House)’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특허를 획득하 다. ‘Sun In House’는 ‘집 안의 작은 태양’이란 뜻으로 색, 온도와 
밝기를 사람의 심리상태에 알맞게 적용해 일출, 한낮, 일몰 등 시간변화에 따라 
친숙하고 건강한 자연 빛의 변화를 실내에서 그대로 연출하는 기술이다. 대부분
의 시간을 인공조명 아래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는 자연 빛이야말로 감성을 
편안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절실한 빛이라 할 수 있다. 감성조명은 
자연 빛의 변화를 재현하고 사람의 심리상태와 상황에 따라 조명으로 설정해 부
부애를 돋아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음식을 더욱 맛나게 보이게 하며, 수면장
애나 우울증 같은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며, 매장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조
명이다. 또한 예술작품을 빛에 따라 다르게 감상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필룩스가 감성조명을 통한 예술경 으로 조명문화를 어떻게 변화시
켰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필룩스는 2004년 9월,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조명박물관을 개관하 다. 
조명박물관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기업박물관으로 양주시민과 대중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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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예술가들에게는 조명이 갖는 문화적인 함의를 
다양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곳이다.    

전통 조명관과 근대관, 에디슨관, 현대관, 감성조명체험관, 캔들빌리지, 조명아트
관 등을 설치, 다양한 주제와 시대의 상설 전시를 통해 조명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
아보고 미래 조명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박물관이다. 

 전통조명관에는 홰(횃불), 관솔 등의 원시 등화구에서 토기 등잔, 청동 촛대, 유기 
촛대, 등경과 등가, 등잔, 오일램프와 남포등, 가스등, 마차등과 자전거 등까지 다양하
고 특이한 세계의 등화구가 전시되어 있다. 

근현대조명관에서는 우리나라에 백열전구가 처음 들어온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에
디슨의 초창기 백열전구를 비롯하여 최초 전구 발명 특허 복사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조명아트관은 조명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인데 5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다채로
운 조명 테마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조명의 세계를 소개한다. 현재
이곳은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라이팅 & 컬러체험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빛과 색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공
간으로 빛과 색의 종류와 원리, 치유의 효과를 공부한 후에 반사, 굴절을 실험하고 색
팽이 만들기, 색혼합 자석판 체험 등의 간이 실험을 할 수 있다. 

조명미술관은 같은 전시물과 작품을 빛 변화에 따라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이다.

감성조명체험관에서는 인간의 감성에 따른 자연 빛과 유사한 조명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조명, 식욕을 떨어뜨리는 조명, 성적이 향상되
는 조명, 빛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라이트 테라피 조명 등 다채로운 웰빙 감성조명 체
험이 이루어진다. 

필룩스 조명박물관은 조명을 통해 인류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조명이 인
류의 삶에 어떤 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지를 가늠하고 상
상할 수 있게 하는 곳이다. 

박물관 전시는 “특정한 매체를 통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작품을 보여주며, 이용자에게 미적 체험은 물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교
육적이며 감동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이난 , 2003)

전시란 자료 조직 공간 이용자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활동의 결과물로서, 박물관 전시를 통해 박물관과 이용자가 상호교류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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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크렌스(Thomas Krens, 2006)는 “수용능력과 변화에 걸 맞는 대응력에 
대해 새로운 박물관 전략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하며, 또 
복합화된 예술을 한정하지 않고 무한히 변화하는 예술적 주제들을 담아내어 전
시의 다양화와 사회현상에 대한 예술적 문제 제기를 통해 고객 지향적 예술 박
물관으로 전략을 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4)

1) 
필룩스 조명박물관은 상설전시 외에도 조명을 주제 또는 소재로 하는 기획전시와 

특별전시를 매년 3~4차례 열고 있다. 이 같은 기획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에게 매우  
특별한 조명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 열리는 기획전시회이다. 빛이 적절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우 심각한 환경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올해
로  7회를 맞았다. 

빛공해사진공모전은 잘못된 조명과 빛이 환경과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의 사진으
로,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금과 함께 전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빛의 해로
움을 인식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빛이 주는 생명력과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에 ‘빛’ 
문화가 나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이 공모전의 가장 큰 장점이자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 공모전은 환경부,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광주광역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열고 있으며  빛 공해의 심각성과 빛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004년 박물관 건립 이래 새로운 조명문화, 앞서가는 라이트아트 예술분야를 개척 
해 온 조명박물관은 라이트아트 공모전 예선에서 선정된  작가에게는 라이트아트페
스티벌 전시를 지원하고, 본선 통과 작가에게는 필룩스 조명박물관에서의 개인전시
를 지원한다. 2009년에는 이재형 작가의 Bending Matrix , 유화수 작가의 형광정원 
series 등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필룩스 조명박물관에서 3개월간 전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2010년 광주세계광엑스포 전시장 ‘빛 희노애락관’(조명박물관 주제관)에

4) ㆍ ,「 」,『 』,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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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0만 여명의 관람객과 만났다. 빛을 매개로 한 국내 최초의빛+예술+테크놀
로지가 예술가들에게 창의적인 예술 표현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그림 1> 2009 라이트아트공모전 금상 수상작

<그림 2> 2010 라이트아트공모전 본선작

2006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캔들전은 2006년 <세계의 크리스
마스>, 2007년 <산타마을 이야기>, 2008년 <겨울나라겨울동화>, 2009년 <숲속의 크리스마
스>와 <Dreaming Christmas>라는 특별전으로 해마다 다른 테마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전시회는 전 세계의 다양한 양초와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조명과 만나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매우 특별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2) 
기획전시 외에도 해마다 조명과 관련된 새로운 특별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

으로 2006년에는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등을 복원하고 후원하는 필룩스가 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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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등 전 , 2007년에는 세계적인 섬유작가, 바스켓트리 작가 21명과  미래 조명, 
예술 조명의 새로운 역을 개척한 Lighting + Basketry 전 , 2008년에는 작가 장남용 
초대전 빛의 울림 전 , 2009년에는 손만길 교수 사진전 광경 , 2010년에는 김희
진 선생 작품전 빛과 매듭 하나되다 등이 열렸다.

전시기획 주체인 조명박물관은 예술가들이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작품에 알맞은 전
시공간과 감성조명을 기획 및 홍보, 지원한다.  작가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이 필
룩스의 감성조명과 만나 더욱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로 이끌게 되며  대중들에게 선 보
이게 되는 것이다.

(2006)
조명박물관에서는 한국의 전통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평의 확대를 꾀하고 전

통문화의 발굴과 전승을 위하여 “필룩스가 재현하는 우리 전통등”전을 열었다. 
전통등을 계승하는 <전 일공방> 작가들과 함께 문헌과 민요에 나오는 우리 전통

등을 재현한 전시로전통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일반인, 조명 및 인테리어 관련자들이 전통적인 우리 조명문화의 수준
과 깊이, 철학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림 3> 봉황

      

<그림 4> 전통등 전시공간

Lighting + Basketry (2007)
· 국제교류전인 <Lighting + Basketry 전>은 세계적인 바스켓트리 작가 21명이 

국내 최초로 바스켓트리 기법으로 표현하는 Lighting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 다. 
전성임, 신 옥, 고희승, 김미식, 박부임, 송경숙, 심명숙, 양상훈, 유경아, 유금자, 왕경
애, 장남용, 최광석, 최남선, Okuno hiroko, Ogawa kyouko, Kawase mieko, Thukuda 
ayumi, Dounen kuniko, Yoshiya emiko 등의 한 일 작가들이 참가하 으며, 날실과 씨
실을 통해 전해지는 빛의 율동감과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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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성임「우후죽순」 <그림 6> Ogawa Kyoko「きゅうから」

<그림 7> 「광경1」

< >(2009)
필룩스 조명박물관은 파노라마 사진과 감성조명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갖고 사진작가 손만길(재능대학 사진 상과 교수)의 기획 초대전 풍경파노라마-
을 열었다. 사진의 평면적이고 순간적인 한계를 벗어나 한 화면에서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과 사람의 감성 변화를 빛으로 투 하
는 필룩스의 감성조명이 만나 ‘빛’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5)

< >(2010)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희진 선생은 국립박물관, 해외박물관 미술관 등

에서 격조있는 전시를 해온 장인으로 문화계에 그 향력이 큰 전통예술인이다.  김희
진 선생의 평생의 공력과 예술 철학이 담긴 이 전시는 빛과 매듭이 조우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를 보여주었다. 

5) , ,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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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로 최고의 전통예술인이 선택한 최고의 조명회사가 필룩스라는 상징성에 
힘입어 필룩스 브랜드에 명품의 이미지를 입히는 기회가 되었고, 품격의 필룩스, 전통
의 애호라는 문화적 정통성을 관련 기관과 대중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다. 이 전
시를 통해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데 앞장서고, 빛과 예술의 접목에 남다른 노력을 기
울이는 필룩스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박
물관으로서의 존재성과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8> 「시공세계」

  

<그림 9> 「

3) 

조명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필룩스 조명박물관에서는 어린이, 초
중 고생, 일반인들을 위한 조명 만들기 체험학습을 매주 토 일요일 실시하고 있다. 
단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평일에도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이 체험학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테마별로 운 되고 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는 보릿짚꽃등, 천
사의 날개, 대나무 조명, 압화양초, 오방색등, 청사초롱, 라이트플라워, 반짝째깍 시계
조명, 모빌 샹들리에, 주마등 만들기, OHP 그림자극, 나도 예술가, 크리스마스트리, 
LED반딧불이, 조명 북아트 만들기 등이 있다. 체험학습자들은 예술가와 함께 조명을 
재미있게 직접 만들면서 조명의 과학적 원리를 배우는 즐거운 체험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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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5일에는 온 가족이 조명박물관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날 행사
를 개최하고 있다. 이벤트로는 유익한 전시, 신나는 체험, 재미난 공연, 흥미로운 이벤
트 양주사랑장터, 먹거리 등이 있다. 2011년 어린이 날 행사는 양주시 주최로 ‘양주시 
가족문화 대축제’ 행사를 진행했으며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조명박물관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양주시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한 이 행사는 조명박물관 홍보와 지역
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2. 

필룩스는 조명박물관에 이어 2008년 9월에 감성조명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공간인 Dreaming Tomorrow 연수원을 개관했다.

이 연수원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키고 미래를 느끼게 하며 교육을 통해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연수원의 목표이다.

<그림 10> Dreaming Tomorrow 연수원

필룩스 직원들은 조명박물관, 연수원, 사내 복지시설 등 모든 복지제도를 이용
하고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아침체조, 이벤트, 직무발명대회, 
사업계획 상발표회를 통해 직원들의 창의적 기업문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편 필룩스는 조명문화를 즐기고 나누기 위해, ‘2004 서양미술 400년전’ 조명협
찬, 전기사랑마라톤대회 후원, 2009년 배추사랑파티, 2010년 사랑의 쌀 나누기, 동
두천 아름다운 화장실 후원, 기독교연합회 찬양제 후원, 덕수궁 건달 등 점등 재
현, 양주시 특별기획체험단 자선바자회 등에 참여하 다. 2010년 11월 세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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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G20 회의 공간에 필룩스의 감성조명을 선보 다. 또한 2010 서울 세계등 축
제에 조명박물관의 주마등을 후원을 하 다.

<그림 11> G20 정상회의 필룩스 조명시공

<그림 12> 2010 서울세계등축제 주마등

필룩스는 이처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 뿐 아니라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조명문화상과 2009년 중소기업문화대상을 수상하 다.

.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의회(www.mecenat.or.kr)가 문화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예술 지원 매칭펀드 는 기업의 일시적인 후원에서 벗어나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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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필룩스 라이팅 콘서트 야외무대 <그림 14> 음악회 사랑의 쌀 나누기

예술단체가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예술단체와 1:1로 매칭하여 한국메세나협의회에 신청하면 기업의 예술단체 지원 
능력 및 지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예술단체와 결연하게 된다. 예술단체는 
기업과 국고에서 지원을 받게 되며 결연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프로
그램을 제공해 준다. 

필룩스는 2010년에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결연했지만 그전부터 필룩
스 라이팅 콘서트를 통해 인연을 맺어왔다. 2009년에는 필룩스 노시청 회장이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올해로 7년째 개최하고 있는  
라이팅 콘서트(Lighting Concert)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필룩스 
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와 기술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직원들이 감성조명 
기술을 총발휘하여 직접 무대장치와 음향, 조명을 설치, 감성의 빛과 감미로운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매년 라이팅 콘서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필룩스의 조명기
술을 알리고 조명문화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문화기업이라는 
평판은 직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뿐
만 아니라 직원들의 창조적 문화 수준을 높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되어 
특허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힘이 된다.

예술단체는 라이팅 콘서트를 비롯한 많은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창
작활동이 증대되고 필룩스와 장기간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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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주로 행사 후원, 협찬에 편중되어 한시적이고 제
한적 성격이 강했다. 문화예술이 단지 마케팅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창의적인 예
술작품이 생산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스폰서십을 뛰어 넘어 기업과 예술과의 만남
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은 단순 후원을 뛰어넘은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문
화마케팅, 경 전략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제 기업과 예술
단체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펼쳐야 하며, 과정 중 한 번쯤 평가를 통
해 진행상의 오류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 

Art-Business 사업은 기업의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며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가의 유수
한 문화예술 자산을 기업과 예술의 경쟁무기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예술
이 상생하는 국가 전략적 패러다임을 형성한다.6)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기
업들의 예술경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차츰 메세나 활동을 기업경 에 적극 활용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7) 이제 단순한 후원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기업과 문화예술
간 win-win전략으로서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더더욱  예술경 을 적극
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직원의 창의성과 조직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
동시켜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예술경 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문성과 자본력, 문화예술의 도전정
신과 창의성이 결합하여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6) ,「 」, , 2010.
7) ,「 NO.7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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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민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Case Study의 형태를 취해 쓰여졌다. 이를 통
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근거와 효과, 지원형태 등 사업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
로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업이 어떻게 문화예술분야와 협력
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 활동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기업메세나활동의 
기대효과에 따라 마케팅, 사회공헌, 문화예술교육, 직원업무 능력향상 등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는 사단법인 대안공간 마루와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의 사
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단체와 기업이 서로 win-win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성공적인 매칭
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 

1. 

고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던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가 
시인이나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 데에서 유래했다는 메세나(Mecanat)는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스폰서’나 ‘패트런’이 아닌 ‘메세나’란 
용어를 처음 쓴 뒤로 세계 각국에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기업메세나
협의회가 창설되어 예술, 문화, 과학, 스포츠 분야에 걸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메세나는 이타주의( )적인 목적에서 문화 및 사회의 여러 분야의 활동
을 지원하는 것으로, 좋은 일을 하고 만족하는 것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반대급
부를 기대하지 않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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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메세나활동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는 마케팅의 관점으로 접근
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기업 발전의 원동
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문화예술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팀워
크 형성이나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사원교육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응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광고, 홍보, 업 등의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들이 
CPR, MPR, IMC, CRM 등의 고차원적인 마케팅기법으로 진화하면서 흔히 메세
나라고 불리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은 이제Sponsorship을 뛰어넘어 기업
과 문화예술간의Partnership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서 기업과 문화예술간 상호 이익을 위한 마케팅활동이 된 것이다. 

2. ( )

창원의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은 2002년 10월 개원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다. 
연면적 500여 평의 규모인 이 병원에는 외래진료실, 어지러움증 검사실, 보청기
성능 검사실, 알레르기검사실, 임상병리실, x-ray검사실을 갖춘 검사센터 및 음성
언어치료실이 있고 37병상 규모의 입원병동이 있다. 이 병원은 대학병원이 없는 
창원지역에서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대학병원 이상의 시설
과 장비를 보유하여 이비인후과 역 전반에 걸쳐 검사와 수술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병원 내에 갤러리를 설치한 문화병원이다.

대안공간 마루는 1995년 3월15일 창원에서 개관한 미술가공동운 화랑(Cooperative 
Gallery)으로 미술전람회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12명의 
운 위원과 후원회 조직으로 운 되고 있고, 연중 20여회의 전람회를 기획 또는 
초대하는데, 제반 경비는 운 위원회가 부담하며 후원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

서울이비인후과병원과 대안공간 마루의 결연은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이 개원한 
2002년,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대안공간 마루가 서울이비
인후과병원에서 연간 10여회의 전람회를 기획해서 개최하고, 서울이비인후과병
원은 전람회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결연을 맺게 된 것이다. 서울이비
인후과병원은 창원에서 처음 개원하여 대중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또 병
원이라는 무거운 분위기를 보완해줄 연출이 절실했다. 대안공간 마루는 전시공
간의 확장과 새로운 전시 방법론이 필요했고, 경제적인 도움 역시 절실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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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여러 가지의 요구와 이해를 담보해줄 Sponsorship과 Partnership이 결연을 통해
서 해결되었다. 결연을 통한 전시는 지역의 신문과 미디어 매체들로부터 집중적
인 조명을 받았고 언론을 통한 홍보와 안내장을 통한 저인망식의 홍보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은 폭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안공간 마루는 병원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창의성 개발을, 환자들에게는 정서적 치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결연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이 사례는 경남메세나협의회가 매칭사업을 하면서 기
업과 예술단체 결연의 기본 모델로 삼기도 했다.

특히 경남메세나협의회의 1:1 매칭펀드사업으로 서울이비인후과병원과 대안공
간 마루의 결연방식은 배가되어 연간 24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마
케팅을 위한 문화(Culture for Marketing)’와 ‘문화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for 
Culture)’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이루어지면서 서울이비인후과병원과 대안공간 
마루는 각각 2008년 창의상과 2010 Art&Business상을 수상했다.

기업과 예술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충
성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이비인후
과병원과 대안공간 마루의 결연 역시 2010년 네팔지역 학생들의 희망인 기술고
등학교 건립을 위한 한국 네팔 교육 나눔 운동으로 심화되었다. 첫 번째 사업
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마련 사업을 벌 다. 대안공간 마루는 회화, 
판화, 입체작품 등 총 50점의 미술품을 내놓아 경매를 통해서 2500만원의 마중
물을 만들었다. 이 수익금은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260 떨어진 산악지대 바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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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lung)에 기술고등학교를 짓는 데 우선 사용되게 될 것이다. 서울이비인후과
병원은 2010년 대안공간 마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도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의 
후원하여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고 있다.

3. 

국의 Art&Business(A&B)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투자)하는 주요 동기를기
업이미지의 전략적 관리로 분석한다. 즉 기업인지도 제고, 기업이미지 제고, 부정
적 이미지 개선, 경쟁자와의 차별적 이미지 창출 등이 문화예술지원(투자)의 주요 
동기라는 것이다. 또한 호주의 AFCH(Australia Foundation for Culture and the 
Humanities)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동기를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인지도 제고, 브랜
드 측면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의 증대, 종업원 측면에서는 종업원의 만족
도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이 문화예술코드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마케팅 목표는 언제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매출의 증감은 마케팅 활동을 평가하는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
지만 문화예술코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단기적 매출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
하다. 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으로의 접근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 매출증대를 위해 문화예술코드를 활용하는 것은 그 
효과나 대외신인도 확보 측면에서 그다지 큰 효과를 얻지 못했고 고객감동은 시
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시작한 서울이
비인후과병원과 대안공간 마루의 결연도 10년 가까운 연대와 동행으로 이어졌으
며 올해도 어김없이 더욱 다양한 사업과 끈끈한 연대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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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처럼 메세나의 원조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이
다. 그들의 지원으로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도시가 됐고 패션과 건축의 전당
이 될 수 있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등도 메디치의 지원
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당시 기업메세나는 문화자선(Philanthropy)이었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문
화후원(Sponsorship)이 되었고, 드디어 현대에 이르러 문화투자(Partnership) 관점을 
바탕으로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마케팅의 개념으로 발전하

다. 따라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성공적인 매칭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상
생이다. 곧 지속가능한 연대이며 아름다운 동행이다. 기업은 예술단체에 대해 지
원과 투자를 해야 하고 예술단체는 기업을 위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즉 기업
의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서 기업과 문화예술, 상호 이익을 위한 마케팅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 

문화와 기업의 만남은 비단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이 땅에 문화예술이 탄
생하고 기업 활동이 시작된 시기부터 문화와 기업은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지속해왔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신제품 발표회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내에서 함
으로써 제품의 우수한 해상도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홍보했는데, 동시에 예술
을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

하나의 문화상품이 문화산업 역에서 창조된 후 부분적인 기술적 변화를 거
쳐 문화산업 역 내부, 혹은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 활용되고 그 가치가 증대되
려면 기업 경 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기업의 윤리 경 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장학, 학술, 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
익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사이클이 문화 지향적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이 문화와 예술
을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문화를 마케팅도구로 
활용하는 컬처노믹스와 문화마케팅, 그리고 아트마케팅이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과 문화예술의 입장은 언제나 제각각이다. 문화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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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함에 있어 언제나 부딪히는 난관은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며, 이윤과 지
원의 싸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안공간마루와 서울이비인후과병원의 결연은 지
역에서 기업이 어떻게 문화예술분야와 협력하여, 이를 기업 활동에 어떻게 적용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 메세나 활동이 마케팅, 사회공헌, 
문화예술교육, 직원 업무 능력 향상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단편적이
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의 비평가 기소르망의 말처럼 기업인들은 가난한 예술가를 돕겠
다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문화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하며,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는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서 서로
의 입장에서 주고받는 상호호혜 원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로를 벗으로 
바라보고 폭넓은 이해를 공유할 때, 결연은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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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메세나운동의 여건분석을 통한 과제를 도출하고 
메세나운동의 성공을 위한 추진방안을 찾아보는 데에 있다.  

메세나운동은 통상 기업의 문화예술지원활동을 의미한다.(김동준, 2009, 58). 
따라서 메세나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다. 메세나는 추진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
요하며, 제주도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국제관악제, 국제합창제, 그리고 수많은 전시회와 연극공연 등 작가나 단체들
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은행의 국제관악제 지원이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소
규모 지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송국에서 메세나의 이름을 
걸고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경우도 이제야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기업의 지원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메세나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메세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조직 등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메세나운동의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연구
의 방법론으로는 문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했다. 부분적으로
는 자료들을 위해서 면접(inverview)방식도 활용했다. 

. 

1. 

한국메세나협의회는 박 주 이건산업 회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하여 민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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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향 세부활동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결연
파트너십 
구축지원
/컨설팅

·기업의 효율적인 메세나 
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카운슬링
·기업, 예술단체간 교유
사업 기획 및 운 지원
·국제 메세나 유관기관 
협력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업무지원
·기업, 예술단체 협력 사례 구축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운용

조사연구
출판사업

·기업의 예술지원 및 협
력에 필요한 조사 데이터 
제공
·문화예술지원 확대를 위
한 정보 자료 제공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통계 조사
·기업 예술지원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기업 예술지원 효과분석
·문화마케팅 서적 발간

학술, 
교류사업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예술단체에 필요한 마케
팅, 비즈니스교육 제공

·메세나법 제정방안 연구 및 추진
·예술단체 비즈니스 워크숍 운
·A&B 포럼을 통한 사업 네트워킹

문화
공헌
사업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 

·지역 및 사회계층간 문
화적 불평등 해소

·뮤지컬 홀리데이(주최사:LG화학)
·사랑과 행복의 콘서트(주최사:LH)
·스쿨콘서트(주최사:LG연암문화재단)
·즐거운나눔티켓(주최사:LG연암문화
재단)

<표 1> 한국메세나협의회 2009년 주요 사업활동 내용

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발표한 연간보고서를 참고로 2009년 한 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한국메세나협의
회는 기업과 예술단체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협의회 내
에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운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예술단체를 지원할 때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셋째, 소외
계층, 소외지역, 소외아동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 찾아가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헌사업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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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for 
children'
사업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 
청소년에게 문화향유 및 
교육기회제공을 통한 문
화적 감수성계발

·꿈나무 예술여행(주최사:대림산업)
·드림플러스(주최사:하이원리조트)
·아트드림콩쿠르(주최사:현대·기아
자동차그룹)
·아트클레스(주최사:LG연암문화재단)
·예술더하기(주최사:한화)
·피카소의 꿈(주최사:LH)
·해비치써니스쿨(주최사:해비치사
회공헌문화재단)
·헬로아트캠프(주최사:포스코)
·희망배움터(주최사:삼성)

홍보
사업 홍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한국메세나대회(시상식&심포지엄)개최
·언론홍보 : 메스컴을 통한 기업의 메세나 
활동 보급에 관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계간 ‘메세나’발행
·홈페이지 운
·연차보고서 발행
·기자간담회 개최

자료 : 한국메세나협의회, 2009 Annual Report , 2010.6, p.9.

2. 

한국메세나협의회 활동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세나운동본부는 기업과 예술단체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교훈이다.

둘째,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운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예술단체와 연계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메세나운동본부에서 매칭펀드로 보태줌으로써 예술
지원의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메세나협의회의 사업처럼 소외계층, 소외지역, 소외아동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헌사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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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군부대 장병, 도서지역 주민, 고등학교 등에 찾아가서 제공할 프로
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물론이고 폐광지역 초등학교 아동들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3년 동안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
그램도 있으며, 예술캠프 등도 곁들임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
다. 특이한 것은 소니코리아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문화마케팅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기업의 지원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한국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을 참고로 하고 제주도다운 다
양한 특성들을 반 하여 사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제주도에서의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사랑의 열
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1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통해 분석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지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 

2011년 비장애분야의 선정사업은 34개이고, 그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
램은 9개가 되었다. ‘웃음 치료 및 도자기 도예를 통한 요양원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 프로그램’, ‘퇴직노인의 연극교육을 통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실버스타연극단‘, 
’붓은 춤추고 먹빛은 아름다운 세상 전하네‘, ’치매어르신의 정서지원을 위한 아
동들과 함께 하는 음악활동 ‘함께 연주해요! 쿵쿵따, 쿵쿵따’’, ‘(악기연주를 중심
으로 하는) 나도 꿈은 먹고 자라고 싶어요’, ‘하모니-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시설아
동의 첼로강화 프로그램’, ‘미술지도를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또래 관계 및 자
1) 2011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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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 향상’, ‘예술을 통해 ‘악동들이 꿈꾸다’’, ‘꿈트라 나누미(꿈쟁이 오케스
트라 나눔)’ 등이다. 이상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사회복지공
동모금회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음악치료 프로그램도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들이 첼로를 사서 시설에 지원한다면 “우리 
집 아이도 첼로를 못 시켜주는데 시설에 무슨 악기지원이냐?”라고 지적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한다2). 이는 사회복지에 치료 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이 
접목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을 잘 극
복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예술지원이 더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에 덧붙여 자유예술가 혹은 아마추어 예술단체 지원 프로그램으
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프로그램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육
성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은 아마추어와 프
로, 개인과 단체에 관계없이 사항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다만 제주문화예술육성
사업의 경우, 초 중 고교 및 대학교의 동아리 또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등 즉, 청소년관련 단체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2011년부터 
재단이 고교 예술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 

제주지역의 기부자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개인’이라고 함은 내국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외
국인 남자와 여자,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다.3) 2003년 102명에서 7년이 지
난 2010년에는 5314명에 이르고 있다. 법인의 경우 2007년에 595개로 증가하
다. 이는 나리태풍 때문에 피해복구를 위해 기부자가 증가한 것이다. ‘법인’이라 
함은 리법인의 본점, 비 리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 리법인의 
지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2011 5 16 .
3)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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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기타
2003 102 109 1380

2004 120 117 1152

2005 1011 115 656

2006 1583 164 854

2007 2428 595 2269

2008 3315 253 1069

2009 4517 272 729

2010 5314 261 608

<표 2>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 현황 변화 분석

자료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기부자유형별 모금현황 , 2011.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여건을 분석해보면 제주도의 기부행위의 주체는 개인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메세나운동을 추진할 때 
이 개인기부자들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법인의 
경우 나리태풍 시에 보았듯이 긴급지원사항이 있을 때는 지원이 늘어나는 경향
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반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마케팅, 그리고 인
센티브 등의 제공으로 법인들로 하여금 기부에 능동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제도
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인식의 전환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은 오세종이 제시한 네 가지 틀(오세종, 2009, 
11)을 참고로 사회적 인식, 기업인식, 예술계 인식, 정부의 인식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창조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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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활동에 관용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의 지
적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도시를 창조적 계급들이 많
이 사는 창조적 도시로 만들려면 문화예술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보헤미안 지수’
가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리차드 플로리다, 2008). 보헤미안 지수를 높이려면 
예술가 즉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이 활동할 예술적 인프라가 필요하며, 끝으로 
그 예술가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의 정
서는 “예술을 하면 밥 굶는다” 다. 예술을 취미로 하면 “백공이 밥 굶는다”고 
이야기하고, 음악을 하면 “딴따라”, 미술을 하면 “환쟁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 브라스밴드 활동을 하면 “공부 못하니 밴드부 들어갔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최근에는 ‘40대 
로망이 악기 하나 다루는 것’이라고도 하고,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멋
있다고 평해준다. 하지만 아직도 거리나 공원에서의 공연은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둘째, 기업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을 기업
의 마케팅에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5~50%에 이르는 무거운 상속 또는 증여
세를 면제받기 위해 문화예술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운 하거나 재단활동에 재산 
출연(기부활동)의 경제적 동기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
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기업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
다. 2006년 한국메세나협의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매출액 자료 기준 500대 기업과 
메세나 회원사 등 총 61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메세나 활동 목적에 대한 질문
을 하 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4.9%가 기업이미지 제고를 들었다. 25.4%는 지
역사회공헌, 20.7%는 문화예술계발전 등의 순으로 응답하 다.(이려정, 2007) 제
주지역의 기업들도 메세나운동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여 기업의 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예술계도 기업의 지원이 예속을 가져온다는 인식 등을 개선해야 할 것
이다. 러셀의 행복론 에서 보면 과학자는 어려운 분야를 연구할수록 대중이 인
정을 하고 그래서 과학자는 행복하게 된다고 한다(버트런드 러셀, 2001). 음악가
는 클래식한 음악을 하면 스스로는 행복하지만 대중들은 대중적인 음악을 요구
한다. 음악가는 대중적인 음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한다는 자괴감에 빠져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행복함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 귀족사회에
서의 이야기이고 작금의 기업의 마케팅적 지원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예술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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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속시키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 부문은 “승수효과”가 바로 나타나

지 않으니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승수효과를 내는 분야로는 토목분야가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 복지, 
문화 부문은 승수효과라는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토목과 같은 분야보다 우선순
위가 뒤쳐진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올라온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라는 이
미지를 유지하려면 품격 높은 시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도 자율성을 담
보로 하는 시민정신이다. 시민정신 함양과 미래 번 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부문
에 투자해야 한다. 그 길만이 살길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 혹은 미
래의 제주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 

메세나운동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사회복지 공동모
금회인 ‘사랑의 열매’에서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
서 메세나운동도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껴안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감
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 메세나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어떻

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메세나운동본부에서 저소득
층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나 
개인들의 지원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어린
이나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고, 메세나운동본부에서는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포함한 일반적인 지역의 아동들이나 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문화마케팅에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와 교육을 통
해 메세나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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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세나운동에 참여하는 기
업들이 문화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문화마케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공헌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술단체 순수 지원, 문화 인프라 건립, 지역 사회문화 공헌,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신진 아티스트 발굴과 지원 등 문화적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 이미지
를 제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호를 들 수 있다. 금호 아트홀, 금호 미술관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분야 등 순수 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음악 재, 젊
은 음악인, 신진 미술가를 발굴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 , 금호 음악인상, 
금호 음악 스승 상을 제정하여 음악인들의 멘토링시스템 장려, 젊은 작가를 지
원하기 위한 ‘금호 창작 스튜디오’ 등을 운 함으로써 ‘금호=국내 신진 예술가들
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오세종, 2009, 11). 마케팅 전략으
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스폰서십, 파트너십, 예술을 차용한 마케팅, 문화제품 개
발 등을 통해 기업 제품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경 전략 측면에서 활용하는 경우이다. 예술의 창의성과 미래지향성
을 자기개발이나 직무교육 등에 활용하여 직원 화합과 생산성 향상 등을 가능하
게 하는 경 자원으로서의 기업문화 구축 등이 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하기 위해서는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추진하는 것과 같
은 기업과 예술단체 연결하기, 중소기업들이 예술단체에 지원할 때 메세나운동
본부가 매칭 펀드 제공해주기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 

메세나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민간 부문의 기부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적 수단으로 지원을 늘릴수록 민간 
기부자들은 자신들이 기부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J. 
Mark Schuster,2006,1284). J. Mark Schuster는 Brooks의 주장을 인용해 “낮은 수준
의 정부 지출이 있으면 민간 부문의 기부가 고취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수준을 
넘어서면 민간 부문을 어내는 현상이 시작된다.”(J. Mark Schuster,2006,1285)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민간 부문의 기부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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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민간 부문에 의지하는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J. Mark 
Schuster,2006,1257). ‘미국식 모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은 정부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기부자에 대해 조세
우대정책 등을 활용한 간접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기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당분간은 지방정부의 지출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메세나운동의 시작 시점부터 
일정 수준의 기부금이 모일 때까지는 정부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방정부는 또 기부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동기부여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
다. 민간 부문의 기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첫째, 조세우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이다. 기부가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기부를 유
도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 스스로도 일정 수준까지는 직접지원정책을 폄으
로써 민간 부문의 기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는 직접지원정책으로서
도 의미가 있고, 민간부문의 기부를 유도하는 동기부여정책으로서도 의미가 있
다 하겠다. 셋째, 종업원이 1달러를 기부하면 기업이 그에 대응하여 1달러를 보
조하는 대응기부 프로그램(Stanley N. Katz,2006,1307)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다. 이는 종업원들의 자선행위를 독려하고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책이 될 것이다. 넷째, 싱가폴의 경우처럼 공인기관에 현금으로 기
부하면 기부한 액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J. Mark 
Schuster,2006,1289)도 방법이다. 다섯째, ‘기부자가 지원처를 조언하는 기금
(donor-davised)’의 제도(Stanley N. Katz,2006,1312)를 도입하여 기부자가 꼬리표를 
달고 기부를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들이 지원하고 싶은 문화예술단체
나 개인에게 기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기부는 더 많아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4. ( )
지역별로 메세나 관련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표 3>에 따르면 2004년 광

주를 필두로,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 2007년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08년
에는 충북에서 메세나협의회가 만들어졌다. 

명칭은 메세나협의회 형태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다. 지역명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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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주 경남 울산 충북 부산
창립
시기 2004.1 2007.10 2007.8 2008.7 2007.8

명칭 광주메세나협
의회

경남메세나
협의회

울산메세나
운동추진
위원회

충북메세나
협의회

부산메세나
진흥원

위
원
장

- 경남은행장 행정부시장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대표

참여
현황

80명 
(기업,학계,개인) 

156명
(기업 145, 
 개인 7, 
 예술단체회원 4)

24개 기업,
39개 문예단체

27명 
(예총·민예총·기업
체·언론사·금융기
관·병원 대표 등) 

르노 삼성 등
20여개 기업
회원 

주요
실적 
및

특징

1사1문화운동, 
찾아가는
메세나활동, 
천원의 행복, 

재 발굴사업 
등 창립당시 
계획과는 달리 
유명무실해짐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29개 문화예술  
단체 결연 
(08년 
7억6천8백지원)

‘즐거운 나눔티켓’ 
-소외계층 청소년 
1천여명 뮤지컬 
오페라 관람
활발한 선도기업 
참여, 도차원의
매칭펀드, 
메세나상 시상

SK 에너지 등
16개 개인·기업 
19개 문화예술
단체 지원
41회 문화예술
공연 실시
시장 공약사업
으로 추진, 
매칭펀드 운

지원의사 5개업체 
7개단체 별 
5 600만원 지원

‘메세나 촉진사업’ 
통해 32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부산시 
3억 6천만원 
매칭펀드 
지원

<표 3> 지역 메세나운동 현황

메세나협의회고 붙여 작명하고 있는 광주, 경남, 충북이 있고, 울산의 경우 운동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붙 고, 부산의 경우 진흥원의 형태로 운 하고 있다. 

운 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 형태를 취
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경상일보 2009.1.1 ; 매일경제 2009.2.8 ;충청투데이 09.2.24 ; 부산일보 2008.12.18 ;
       광주일보 2004.3.16 ; 008.2.19 ; 경남메세나협의회 2009, 정기총회자료집 인용 작성.
       김명범 황경수, 메세나 운동의 제주지역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탐라문화 제35호, 2009, p.264. 

제주도의 경우도 메세나 관련 운동본부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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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로 하는 방안과 지방정부가 출연한 기관이 담당하는 방안,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지원이 민간 부문의 역
할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운동본부 초창기에는 지방정부가 출연한 기관이 지
방정부와 민간 부문을 연결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주
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축이 되어 운 하되 상공회의소와 협의체를 구성
하여 민간 부문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글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메세나운동의 여건을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메세나운동의 착수와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한국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을 분석하 다. 
기금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 외에 기업과 예술단체를 직접 연결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제주도의 여건을 분석하 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정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있
고, 저소득층이나 시설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주
은행이 제주관악제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기부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개인기부자의 수는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인의 경우 긴급사안의 있을 경우 호
소하면 지원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를 엿볼 수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제주지역에서 메세나운동을 위한 추진방안을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주체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과 기업들이 문화예술활

동에 대한 관용과 박애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계에서도 기업 
등에서의 지원을 예속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파트너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문화는 가치가 높은 것이라
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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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예술지원은 물론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동
시에 운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역할조율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일반시민들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변화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메세나운동본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메세나운동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부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지되 민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조세우대정책은 물론 기업 내부의 대응기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제시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메세나운동본부(안)”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투자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
단과 상공회의소가 연대하여 프로그램을 운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현재의 입장에서 추진방향을 모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지역 기업
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의
식을 분석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추후에 제주지역의 실태를 보다 더 구체적
으로 분석한 후 정책방향을 세우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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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문화경영의 본질과 문화예술단체가 

 갖춰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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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예술단체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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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
를 자주 들을 수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회봉사활동, 사회
복지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 고용이나 노동에 대한 문제, 기업인의 도덕적인 문제 등 상당히 광범위한 개
념이다. 따라서 때문에 Art-Business(이하 A&B라 함)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사회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사회공헌 활동을 할까? 대부분의 기업은 초기에 내부 또
는 외부 압력이나 의무감으로 수동적인 상태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다. 이
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며, 결국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다 보
면 직원들의 충성심 등 점점 내부적 효과가 발생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다
양한 고객과의 소통이 혁신과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공헌의 유형으로는 기부, 직접 봉사, 기업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일부 기업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10여 년 전부터일 것이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의무
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수준이지만,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지속가능한 경

을 위한 투자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라는 개념에서 
사회공헌을 본다면 역으로 투자에 대한 효과(return)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술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유리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예술분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예술과 연계된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공헌 외에도 그것이 기업의 마케
팅적인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는 예술보다도 사
회복지 또는 환경 등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마케팅 관점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은 이미 정립되어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사용되기 시작한 ‘문화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매우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용어가 사용된 
지 불과 1~2년 만에 문화마케팅은 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거론되었고 최근에는 
‘아트마케팅’ 또는 ‘컬처노믹스’와 같은 단어도 사용되고 있다. 문화라는 단어가 



             기업의 문화경 의 본질과 문화예술단체가 갖춰야 할 조건

- 71 -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굳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붙여 아트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문화마케팅과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컬처노믹스
(Cultunomics)’는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를 합한 신조어로서 문화를 경제
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 문화마케팅보다는 조
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메세나’라는 용어가 과거로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다. 메세나는 고
대 로마제국의 재상으로 예술가를 후원했던 마에케나스의 인명에서 유래된 프랑
스어로,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
는 활동을 의미한다. 초기 메세나가 문화예술을 자선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극적 
접근이라면, 문화마케팅은 문화예술을 파트너십으로 바라보는 투자관점의 적극
적 접근이라 하겠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메세나의 개념 자체를 확대하여 사
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메세나는 어떠한 반대급부를 노리지 않고 문화 
및 사회의 여러 분야를 지원하는 자선(Philanthropy)의 의미 지만, 산업화 이후 
점차 문화후원(Sponsorship)의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문화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문화마케팅으로 진화
한 것이다. 

최근에 기업의 경 전반에 문화예술이 활용되기 시작하 고, 이를 문화마케팅
이라는 울타리에 담아내기가 부족하여 ‘문화경 ’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이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의 대상이 아니라 A&B 파트너
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마케팅과 문화경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술단체들이 기업과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
떤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 

1. 

문화마케팅이란 기업이 문화를 마케팅 전략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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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마케팅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연, 전시회, 음악회 
등 각종문화 행사를 후원하거나 주최하는 문화 예술 지원활동으로 구체화되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문화를 광고,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문화 이미지를 담아내는 마케팅 활동도 해당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마케팅이란 ‘문화예술’이라는 감성코드를 활용한 대중과
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정보유통 채널이 다양화되어 더 이상 기업 일방의 
메시지 전달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이 소비
자의 직접 관계 구축에 유효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욕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
들이 값 싼 물건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미적 욕구와 상징적 감성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은 예전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로 변화시키고 
상품 하나하나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마케팅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2005년경일 것
이다. 이 시기에 김민주 외 공저로 컬덕시대의 문화마케팅 이라는 책자가 처
음 발간되었으며, 이후에도 몇 권의 문화마케팅 관련 서적을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문화마케팅은 훌륭하고 바람직한 개념이지만 예술단체가 기업의 문
화마케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약간의 환상이 엿보인다. 기업은 문화마케팅을 해
야만 한다는 생각, 기업이 문화마케팅을 하면 예술단체에게 많은 혜택이 올 것
이라는 생각 등이다. 그러나 문화마케팅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
략에서 최종적으로 귀착되어야 하는 방안이 문화마케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다. 문화마케팅은 기업이 선택하는 여러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며, 실제로 기업
에서는 여러 전략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마케팅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마케팅은 기업이 필요에 의해 
선택한 것이었으며, 예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고 부족
한 것을 문화예술이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예술단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문화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거나 문화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기업의 문화마케팅에 예술단체가 어떻게 접목 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예술을 사회공헌이나 마케팅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것이 점차 전략적



             기업의 문화경 의 본질과 문화예술단체가 갖춰야 할 조건

- 73 -

인 측면의 파트너십으로 발전되었으며, 이제는 내부 기업 문화, 인적자원 관리, 
교육훈련, 접대, 복리후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문화마케
팅보다는 문화경 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 

2.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고 하지만 이제 기업은 단기적인 이
윤추구보다 ‘지속가능한 경 ’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 으며, 지속가능(Sustainable)
한 기업을 위한 경 화두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것이 ‘문화경 ’이다.

문화 예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트렌드 속에 소비자의 문
화의식 향상에 따라 문화경 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라 문화적 소외를 당하게 되는 직원 및 시민들에게 문화적 수혜를 확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문화경 이다.

문화경 은 기업이 문화라는 수단의 활용을 통해서 보다 차원 높은 수준의 고
객 감동과 직원의 동기 유발 및 자기계발을 추구하고 나아가 기업의 전반적 가
치를 창출하는 경 전략으로 이해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잠재적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고객과 직원으로 수렴되는 성공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편으로 문화를 활용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기업경 에 접목하거나 활용하는 시도는 외국의 경
우 많이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
이다. 그렇지만 문화경 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선화(2009)는 새로운 문화경 기법 사례분석 
및 중소기업 도입방안 연구 에서 기업이 느끼는 문화경 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경 가치 변화
차별화된 경  및 마케팅 전략의 요구
기업마케팅에서의 활용
글로벌 마케팅 전략수단
인재양성 및 조직문화 개발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

- 74 -

최근 기업들은 국내 외 유명 예술작가나 작품을 소재로 상품의 철학을 광고
하거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제품 마케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가
치 및 경쟁업체와 차별적인 기업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경 활동에 문화예
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치열해진 경 환경을 돌파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 문화를 활용하고 있다. 

문화경 을 도입하면서 생기는 효과는 크게 내부적 효과와 외부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 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내부적 효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 창출,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감 형
성, 조직원들의 결속력 강화, 조직원들의 직무만족감 향상, 기업의 생산성과 직
원의 창의력 향상 등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문화경 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
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입 및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
를 경 활동에 활용할 경우 직원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우수 직원 채용, 노사분규 최소화 및 직원 만족도 증가를 통한 조직문화 고양이
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활용하여 종업원의 아이
디어 향상 및 조직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점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문화경 은 문화와 기업의 만남을 통해 내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법이다. 

문화경 의 외부적 효과는 기업 고유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과 문화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회사와 고객 간 신뢰감 
형성으로 매출증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기업의 성장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이 제시한 공적가치는 수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고조시켜 사회적으로 중요한 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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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문화경 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 을 실현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전략에서 접근해야 한
다. 또한 예술단체도주면 받는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렇지만 예술단체들이 꾸준한 노력 없이 쉽게 안주하거
나 쉽게 포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예술단체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성공하
기 위해 예술단체가 기업과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
을 토대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돈으로 접근하지 말라.
기업과의 network을 구축할 때 처음부터 돈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람이나 시설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의실, 회의
장 등을 의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면 기업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연계한 활동
도 금전적인 접근보다는 수월하고 바람직하다.

자기 스케줄에 맞추지 말라.
예술단체를 보면 자기 일정에 맞추어 기업을 접촉하려고 한다. 자기 단체

의 공연 일정에 맞춰 기업에게 연락하고 접촉한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년도 말 이전에 이미 사업이 결정된다고 보

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같이 오너가 중심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융통성이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훨씬 여지가 적다. 예술단체가 접촉하
고자 하는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의 일정에 맞추어 제안하고 접촉
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
기업에서는 다양한 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단체가 기업과 연

계될 수 있는 분야는 기부 또는 사회공헌 활동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하다.
지역과의 교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

기도 한다. (주)유한킴벌리의 경우 평생학습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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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직무교육은 약 60% 정도이며 나머지는 
교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양교육은 음악 감상, 전시회 관람, 독서,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주)필룩스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별도의 접
대비를 지출하지는 않지만 매년 'Lighting Concert'라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
여 거래처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미회계법인
에서는 공인회계사 자체연수와 직원 야유회를 예술과 접목시키고 있으며, 
거래처 접대의 일부는 공연티켓으로 대신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동호회가 있으며, 이들은 전문가를 필

요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예술단체가 기업과 좋은 network를 형성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예술단체들이 기업과 접촉한 후 대부분 좌절을 겪는다. ‘기업은 예술을 모

른다’, ‘기업은 너무 상업적이다’, ‘기업에게 접촉하려면 고위층을 알아야 
한다’ 등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예술단체가 기업과 network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network 형성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번 만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안 되었다고 앞으로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기업과의 network를 구축하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고 한다. 기업과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
해서는 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관심을 갖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라.
기업이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술단체는 기업과 만나기 이전부터 기업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가끔 예술단체를 보면, 예술은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이라고 하면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
기업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며, 다양한 유형의 잡지를 구독

해서 보는 것도 정보의 source로서 좋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
니라 예술단체가 보유한 contents의 정확한 CRM DATA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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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needs를 파악하고 충족시켜라
예술단체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혜택(benefit)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기업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 예술은 다양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가 생성
되고 있다. 남자들이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고, 무대가 관객 쪽으로 기울어
져 가시성을 높인 연극도 있고 아예 관객이 무대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기업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예술단체가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비로소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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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개의 구와 강화군 옹진군 2개의 군으로 구성된 넓은  면적과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이다. 인천의 급속한 성장은 인천 개항 
이후 10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처
럼 토박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려는 거주민들의 노력은 별로 없다. 2002년 창
설된 인천학연구원의 목적도 다름 아닌 ‘인천의 정체성’ 확립이었다. ‘정체성’의 문
제는 인천만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천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는 스포츠를 통해서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인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난 세대가 점차 늘면서 인천을 고향으
로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단적인 예가 프로야구 경기 관람에서 
나타난다. 부자 혹은 부녀가 문학경기장에 가서는  서로 갈라지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살다 인천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아버지는 고향 팀을 응
원하고 인천에서 태어난 자식은 SK야구팀을 응원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서 
인천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인천이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 이외에 교육을 통해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시간을 통해 한국사를 
배우고 있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매
우 부족하다. 현재의 인천광역시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인천과 부평이 다른 행정
구역으로 존재했고, 강화는 유수부로 인천보다 큰 규모의 행정구역이었으며, 교
동도 수군절도사가 배치된 군사지역이었고, 종도와 월미도 역시 군사적 혹은 
왕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인천은 개항 이후 한국 최초로 시작된 근대 문물이 다수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 강화도는 한국의 역사에서 단군의 전설이 시작된 이후 고려시대 대몽
항쟁의 중심지로,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왕의 피난처로 
혹은 서울 방어의 거점으로 많은 군사시설이 축조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는 프
랑스와 미국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일본과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맺은 곳이다.

인천 시민들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인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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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은 인천광역시사가 간행된 해이다. 해방 이후 1973년 시사( )를 간
행하 고, 1982년 인천시사(70년대편), 1983년 인천개항 100년사, 1993년 인
천시사를 간행했지만 2002년의 의미는 특별하다. 1995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
로 편입된 이후 광역시사가 편찬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시사 편찬 이후에도 연
구원 2명이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 남아 존속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2002년 이후 상임 연구원의 장기 존속은 인천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이와 함
께 같은 해에 인천대학교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인천학연구원을 설립
하 다. 2003년 상임 연구원 3명을 채용하 다가 다음해 예산 문제로 1명으로 
감축됐지만, 인천학연구원은 상임 연구원을 두고 인천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본고에서는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인천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인천
광역시 역사자료관과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들 기관 이외에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강화문화원 등이 있지
만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 

서울에 도읍을 정한 지 600주년 되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93년 서울시립대학
에 서울학연구소가 설치된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명 다음에 ‘학’을 붙인 ‘
학연구소’ 설치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연구소들은 대체로 자치단체 산하 기관인 
‘발전연구원’에 소속되거나 지역 대학에 부설되어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의 인천학연구원도 서울학연구소를 참고로 하여 설립되었다. “서울
학은 역사, 지리, 문화, 도시, 건축, 경제, 자연, 환경,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서
울의 생성, 성장, 발달 및 변천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하나의 
새로운 독자학문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서울학의 목표는 서울 변천의 역사를 밝혀 독자적으로 학문화하는 것이었다.1) 
인천의 경우 ‘인천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서울학에서 
1) ,  , 1994; , ｢ ｣,   12,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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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학연구원은 인천의 역
사 문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천 사회의 현실
적인 역동성을 인문학적으로 규명하여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2) 이처럼 인천학연구원에서 ‘인천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이다. 그러나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단위
로 한 역사 문화 사회적 정체성의 연구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995년 행정
구역 개편 이후 새롭게 편입된 ‘강화’와 ‘옹진’지역은 1995년 이전에는 인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었다. 또한 인천이라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는 ‘인천’과 ‘부평’
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으며, 강화군의 경우에도 ‘강화’와 ‘교동’으로 분
리되어 있었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범위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역사를 편찬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형식의 역사편찬법이 제안되기도 했다.3)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문화권 
단위로 주제사를 편찬할 것과4) 개념사전의 편찬을 통해 통사를 보충하는 방법 
등을 주장한 것이다. 총설, 역사, 지리, 인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을 
구분한 뒤 세부 주제어를 설정하여 현재 수집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수록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시사를 편찬할 때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지역사 편찬에서 지역의 연구자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다. 그 지역에서 활
동하면서 연구하기 때문에 지리 환경의 변화라든지 구성원의 변화 등을 피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연구가 반드시 지역의 연구자만으로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거주
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도 훌륭한 연구 성과를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2년 판 인천광역시사 역사편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다. 전체 40항목 가
운데 34항목을 특정 대학 연구자들이 집필하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이 3~5항목까
지도 집필하는 경우가 있는데, 1인당 집필 항목을 줄이고, 인천 지역 이외의 연
구자에게 집필을 의뢰하 으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2) (http://www.isi.or.kr)
3) , 
4) , , , .( , ｢

｣,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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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62권의 인천역사문
화총서 를 발간하 다. 2002년 인천광역시사 를 편찬한 다음해에 시사의 요약
본이라 할 수 있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를 간행하고 이를 어 중국어 일어
로 번역한 책을 간행하면서 인천역사문화총서 를 시작하 다. 2003년에는 시사 
요약본과 더불어 인천시사 자료집-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인천기사
라는 자료집을 간행하 다. 2004년에는 ‘이민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발
표된 논문을 묶어서 근대의 이민과 인천 을 간행하 다. 또한 인천역사 1호-
인천사의 재조명- 을 간행하 다. 2004년도를 기점으로 역사자료관에서는 1년에 
한 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간행하 고, 연 1회 학술지를 발행하
는데, 주제를 정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다른 학술지의 특집 형태를 유지하고 있
다. 또한 기본적으로 인천 역사자료집을 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옛날 옛적에 인천은 , 근대 문화로 보는 한국 최고, 인천 최고 등의 
책을 간행하 다. 인천역사문화총서 를 학술대회 결과물, 학술지 인천역사 , 
인천사 자료집,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5)

학술대회 결과물을 살펴보면 근대의 이민과 인천 (2004), 멕시코 이민 100년
의 회상 (2005), 동북아 한인공동체와 삶 (2006), Chemulpo, Jinsen 그리고 인
천 (2007),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2008),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 (2009),

지역 연구 현황과 시사편찬의 방향 (2010) 등이 있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학술대회 주제가 이민과 해외동포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에 인천
광역시에서 이민사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한다. 2010년에 주
제를 ‘시사 편찬 방향’으로 잡은 것은 10년을 주기로 편찬하는 인천광역시사의 
편찬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인다.

1년을 단위로 간행된 학술지 인천역사 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호는 ‘인천
사의 재조명’(2004년), 2호는 ‘인천 문학의 재조명’(2005년), 3호는 ‘인천 경제의 
재조명’(2006년), 4호는 ‘인천 민속의 재발견’(2007년), 5호는 ‘인천 근대 건축의 

5) (http://www.incheon.go.kr/icweb/program/ebook) 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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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견’(2008년), 6호는 ‘인천 지명의 재발견’(2009년), 7호는 ‘인천 지리의 재발
견’(2010년)이다. 인천역사 는 하나의 주제 아래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형식
으로 한 권 전체가 특집으로 이루어진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인천역사
의 주제와 다음해에 개최하는 학술대회 주제와 상관성을 갖게 된다. 2007년의 
학술지 주제는 ‘인천 민속’에 관한 것이었고, 2008년의 학술대회 주제는 ‘바다와 
섬의 삶’에 관한 것이었으며, 2008년 학술지 주제는 ‘근대 건축’이었고 2009년 
학술대회 주제도 ‘근대 건축’이었다. 이런 방식은 하나의 주제를 2년간 다룸으로
써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인천역사문화총서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료집이
다. 자료집은 크게 읍지류 및 관찬 자료와 시문집 등의 한문 자료와 개항 이후
에서 일제시기까지 편찬된 일어 자료로 대별할 수 있다. 읍지류로는 역주 인천
부읍지 (2004년), 역주 부평군읍지 (2005년), 역주 교동군읍지 (2006년), 역주 
강화부지 (2007년), 역주 인천 도서지역의 지지자료 (2010년) 등이 있다. 

이들 읍지류는 조선후기에서 19세기 후반까지 간행된 인천 부평 강화 교동 
등의 지역의 읍지를 번역하고 역주한 것이다. ‘도서지역 지지 자료’에서는 백령
도 대청도 종도 덕적도 장봉도 등의 섬 지역의 각종 지지를 번역했다. 이를 
통해서 전근대 인천광역시 지역의 각종 읍지는 거의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대별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는 삼국사기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에서 
인천 기사를 정리한 것(2003년)과 고종시대 인천자료 (2005년), 미군정기의 인
천자료 (2004년) 등이 있다. 인천지역이라는 의미는 강화를 제외한 전근대의 인
천 부평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개항 후의 인천항에 대한 기록인 역주 인
천항 관초( ) 상 하(2009 2010년)가 있고,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기 직
전인 4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인천 진중( )의 일을 기록한 역주 소성(

) 진중일지 (2007)가 있다. 소성진중일지 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원본이 아닌 ‘필경등사본( )’으로 원 자료에서 인천 관련 부분
만을 뽑아낸 것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인천지역의 사마시( ) 합격자 명단을 정리한 조선시대 인천지
역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들 (2006년)이 있고 호적 자료로 역주 종진 호적자
료 (2008년)가 있다. 문학작품으로는 병와( ) 이형상( )이 말년을 인천에
서 지내면서 저술한 소성속록( ) 을 번역한 역주 소성속록 (2007년)과 
강화도에 대한 시를 모아놓은 역주 강도고금시선 (2010)이 있다. 일기 자료로는 
만년에 강화부사를 역임한 동오( ) 전순필( :1514-1581)의 일기를 번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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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선조강화선생일기( ) (2006)가 있다. 이 자료는 16세기 후반 
자료가 많이 발굴되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귀중한 강화의 자료이다.

인천 개항 이후 ‘일개 작은 어촌이었던 제물포가 인천부로 성장한 역사’를 다
룬 일본인의 저서도 번역되었다. 당시 편찬된 인천 지방사를 번역한 성과는 역
주 인천사정 (1892;2004), 역주 인천 개항 25년사 2종(1908;2004), 역주 병합 후의 
인천 (1911;2007), 역주 최근의 인천 (1912;2008), 역주 인천향토지 (1932;2005), 역
주 인천의 사화( )와 사적( ) (1933;2008) 등이 있다.6) 

이런 저술의 특징은 잡초가 우거진 황량한 제물포가 개항된 뒤 일본인의 손에 
의해 문명의 세례를 받아 조선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기본적
인 시각이다.7) 이 가운데 인천의 사화와 사적 은 전통적인 조선의 읍지의 형
식을 일부 차용하면서 동국여지승람 을 인용하고 조선사 조선소사 등을 
활용해 해설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을 이름이란 소제목 아래에 인
천도호부 건치연혁 산천 봉수 관방( ) 학교 역원 불우( ) 사묘(

) 총묘( ) 고적( ) 등의 항목을 두어 조선의 전통적 읍지 서술 방법에 
따라서 인천을 소개하고 있다. 서긍( )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

) 으로 종도를 설명한 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을 기록
하고, 임오군란과 그로 인한 제물포조약의 체결과정, 갑신정변 청일전쟁 러일
전쟁(인천해전) 등을 기록하 다. 이 책의 특징은 각 정치적 사건의 전모를 기록
한 것이 아니라 인천이란 지역에서 벌어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사’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저서는 인천에 진입한 일본인의 
자랑스러운 성과 다는 시각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번역
과정에서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고증과 역주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인천항에 대해 쓴 일본인 저서를 번역한 책으로는 역주 한국 2대항 실세(
) (1905:2006) 역주 인천항 (1931:2005) 등이 있다. 또 1925년 인청항만협회

협찬회에서 발행한 인천과 1929년에 편찬된 경성과 인천 의 부록편 인천
항 그리고 조선운송주식회사에서 발간한 조선항만의 사정 중 인천항 부분
을 발췌하여 번역한 역주 인천과 인천항 (2009)이 있다. 사진 자료로는 1906
년~1918년 건설된 인천항 사진과 해설을 덧붙인 역주 인천축항도록 (2005)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이 조선 미곡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1896년 설립한 인천
미두취인소( )에 대한 기록을 번역한 역주 인천미두취인소 연혁

6) , .
7) , ｢ ｣,  - 59, 2010,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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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료총서 연구총서
2003년 인천학, 현황과 과제 1(역사 문화)

인천학, 현황과 과제 2(사회 정치 경제)

<표 1> 인천학연구원의 자료총서 및 연구총서 목록

(1922:2008)이 있다.
일본인들 이외에 서양 선교사들이 쓴 The Korean Repository (1892.1~1898.12)와
The Korean Review (1901.1~1906.12) 가운데 인천과 관련된 역사와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글을 뽑아서 번역 역주한 외국인의 기록으로 보는 인천 근대

-Korean Repository Korean Review를 중심으로 (2007)도 발간됐다. 
학술지 학술대회 논문집 자료집 이외에도 인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천의 

자연과 생활 그리고 역사를 아우르는 인천 안내서로 옛날 옛적에 인천은 (2004) 인
천의 섬 (2004) 인천의 산과 하천 (2005)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2005) 인천의 길과 시장 (2006) 인천 개항장 풍경 (2006) 인천 개항장 역사기행
(2007)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2008) 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인천 상식문
답 (2010) 등이 편찬되었다. 이런 책들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환경과 생
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역사자료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 (2003)를 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하 으며, 근대문화로 읽는 한국 최고 인천 최초 인천 개항장 역사 기행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를 어로 번역하 다.
이러한 각종 자료의 번역과 학술지의 간행을 통하여 수많은 인천 관련 자료들

이 보급됐다. 지속적으로 자료가 발굴될 것이지만 앞서 추진된 인천 관련 자료 
발굴을 통해 주요 자료는 대부분 소개되었다.

2. 

인천학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학술지 인천학연구 를 간행하기 시작하여 2011
년 5월 현재 통권 14권에 160여 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하 다. 인천학연구 는 간행
한 지 8년만인 2009년 12월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선정되었다. 또한 자료
총서 7권, 연구총서 8권을 간행하 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8)

8)   (http://www.is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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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역주 여지도서 강도부지
2006년 역주 인천 번창기-인천 1903

인천의 긴요문제(1932)

2007년

신찬 인천사정
강화학파 연구 문헌 해제 
인천학 관련 서지 및 주용 문헌
해제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 상 하

인천인구사

2008년 역주 심도기행 인천 섬 지역의 어업문화

2009년

식민지기 인천의 기업 및 기업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인천 토박이말 연구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인천지역 
재정사 연구

인천학연구원의 자료총서에는 읍지와 일본 자료의 번역, 문헌해제 등이 있다.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역사자료관이 번역한 일본 자료와 함께 보면 많은 도움
이 될 것이다. 화남( ) 고재형( ; 1846-1916)이 1906년 강화도의 각 마을 
명소를 방문하여 256수의 한시를 짓고, 그 마을의 유래와 풍광, 인물, 생활상을 
설명한 산문을 곁들인 기행문집인 심도기행( ) 은 새로이 발굴된 자료라
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책이 번역된 이후 강화도에서는 고재형의 자
취를 따라 걷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구총서로 주목할 만한 연구서로는 2003년에 
간행한 인천학, 현황과 과제 이다. 2003년까지 인천지역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
고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총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천학연구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인천학연구 의 간행이다. 문화
역사 정체성 사회 지리 민속 음악 미술 건축 등의 분야의 논문을 전국 공
모하여 160여 편을 이 학술지에 수록했다. 과제를 공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국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인천지역
의 연구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점차 다른 지역 연구자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인
천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비슷한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인천학 연구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으로 인천광역
시 지역에서 벗어나 경기만의 도서지역이나 황해권 지역, 서해 지역 등 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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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천과 연결되는 지역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동아시아의 개항 도시
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연구 역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인천을 연구 대상으로 한 책만이 아니라, 지역사에 관한 책을 포함해야 할 것
이다. 지역사 연구의 대상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편찬하는 지역사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 편찬에 대한 서평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지역의 연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인천 연구가 활성화 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많은 자료집이 번
역됐고 학술 논문과 저서가 발간됐다. 그 동안 성과를 검토하며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9)

우선 현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모든 학문에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전근대와 일제시
기까지의 인천 자료는 대체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자료 정리
는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 현재 관공서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체계적 수집, 분
류, 정리,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현대 자료들은 기록 관리법
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이 설치되면 수집 정리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사료적 가치가 있지만 문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는 구술사 방법
을 활용하고, 사진, 그림, 상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수집 정리해야 한다. 자료의 
조사 정리도 범위를 넓혀 경기만이라든지, 발해만과 황해를 낀 황해연안과 같은 
보다 넓은 지역의 공동체적 성격을 추적하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10) 이런 조
9) .(｢

-(3) ｣,  11 , , 2003; ｢ ｣,  40
- ?, 2009; ｢ ｣, 

- -, , 2009)
10) , , 2010.  

, ‘ ’ . 1995
. 1995 , 

, ‘ ’
. 1995

.   1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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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리 범위의 확대는 강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강화군에는 1914년 강화에 편
입되기 전까지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던 교동이 일개 면으로 속해있다. 강
화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교동의 역사적 환경이나 문화전통은 별도의 지역사
를 편찬할 정도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편찬된 신편 강화사 에서 교
동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11)  강화지역의 자료 수집과 정리에 최소
한 교동은 포함되어야 하며, 옹진군 지역으로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거나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라는 말처
럼 역사는 지나간 과거를 현재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한 역사가가 있
다. 역사의 대상은 반드시 과거만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역사를 과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료
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의 자료
를 먼저 정리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정리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공서에서 현재 생산되는 문서들에 대한 체계적 수집, 분류, 
정리, 공개가 항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역할을 기록 관리법에 의거하여 
설치될 기록관이 담당해야 한다. 인천에는 아직 기록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
로, 공문서가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전근대시대와는 달리 현
대에는 정보와 기록을 국가기관만이 담당하지는 않는다. 현대에는 언론기관이 
정보와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다.

언론의 보도 기사를 통해 민간에서 현대사의 정리를 시도할 수 있다. 지역의 
자료를 정리할 때라도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모두를 포괄하여 정리해야 할 것
이다. 언론기사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 이외에 논평을 싣고 있는데, 객관성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 보도에 대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기사를 모
두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료를 수집 정리할 때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분야가 현대사이다. 인천지역에서 신문을 이
용한 현대사의 자료를 정리한다면 인천일보, 경인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신문을 우선으로 하고 중앙 언론으로 보완하
는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며, 항목으로는 1> 연도, 2> 분류;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인물, 3> 제목, 4> 내용, 5>출전; 신문 이름 등으로 구성한다.

신문기사를 이용한 DB구축의 활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1년 단위로는 손쉽게 
. 

11) , ｢ (江華史) ｣,   12,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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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인천연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별 
자료집도 만들 수 있다. 이 작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한다. 적어
도 4개 신문의 기록을 인천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보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
라서는 검색을 통하여 각 정책의 변화나 수정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
역연구가 장기 지속될 경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자료의 번역 문제이다.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서 중
요 자료는 대부분 소개되었으므로 읍지류를 중심으로 일부 번역의 문제점을 지
적해 보겠다. 초기의 번역에서는 원문이 수록되지 않았다. 원문 한자를 입력한 
다음에 한글 번역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미주( )를 달았다. 원문을 입력했다고
는 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그 자체를 인해서 첨부해야 한다. 
원문이 있어야 번역의 오류나 번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편집의 형태
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읽기가 불편하면 내용이 잘 파
악되지 않는다. 읍지의 항목과 본문 내용을 구별하고 본문 내용이 길 경우 적절
하게 단락을 나누어야 읽기가 편하다. 또한 역사 용어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미주로 주가 제시되면 매우 불편하다. 이런 형식상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다. 맨 뒤에 원문의 인본이 들어가고 깔끔한 본문의 편집과 
각주의 편성이 이루어졌다. 비용문제로 원문 인본이 1쪽에 세로로 2쪽이 들어
가 있어서 원문을 확인하려면 책을 돌려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비용문
제가 있겠지만 추가 비용을 확보해서라도 1쪽에 인본 1쪽의 방식으로 편집해
야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읍지류는 대부분 공동번역이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한 것
이다. 여러 종류의 읍지를 단기간 내에 번역하기 위하여 시기별 읍지를 분배하
여 번역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의 이름만 제시되었을 뿐, 번역자가 번역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번역의 책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다. 번역자의 번역 부분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오역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공동번역 체제 속에서는 각 시대별 읍지만을 번역했다면 원문의 
오류를 잡아낼 수 없다. 이런 결과는 새로운 오류를 만들어 낸다.

역사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한국학에 대해 사전을 찾을 때 전문 사전으로 가장 
먼저 손꼽는 사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하 ‘한민백’)이다. 이 사전은 인터넷을 통해 네이트 사전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된다.12) 이 사전에 등재된 인천의 ‘학산서원’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http://1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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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에 있었던 서원. 1762년( 조 38)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단
상( )의 학문과 그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68년 
학산( )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1786년(정조 10) 이희조( )를 추가 배
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 뒤 1870년(고종 7)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외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밑줄 친 주요 부분이 모두 틀려있다는 점이
다. 연도가 모두 60년 뒤로 표기되어 있다. 1842년경에 편찬된 인천부읍지 교
원( ) 항목에서는 ‘ 종 무자(1768, 조 44) 사액, 정종 병오(1786, 정조 10) 
간암 이희조 함께 배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오류를 보이고 있다. 조대에 편
찬된(1759년, 조35년 호적 기록) 여지도서 인천도호부 단묘( ) 항목에 
병오년에 이희조를 배향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병오년은 정조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조실록에는 1725년( 조 1)에 이희조를 배향하기를 청한 기록
이 있고,13) 김정호가 1863년경에 편찬한 대동지지 인천 사원( ) 항목에서는 
학산서원을 설명하면서 “숙종 임오(1702, 숙종 28) 건립, 무자(1708, 숙종 34) 사
액”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확한 기록을 토대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에 있었던 서원. 1702년(숙종 2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단상
( )의 학문과 그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08년 나라
에서 학산( )이라는 서원의 이름을 내려주었다. 1726년( 조 2) 이희조( )
를 추가로 모시고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 뒤 1870년(고종 
7)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뒤 복원하지 못하 다.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전 집필자들이 정확
하게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채 후대의 기록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대의 기록 이외에 해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데다 해당 시기의 실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읍지를 이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사전 집필자들이 

13)   6, 1 6 6 ( ). “ (京畿) (儒生) (李大壽) (文
簡公) (李喜朝) (副提學) (李端相) (鶴山書院) (配
享) , (該曹) (稟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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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의 확인 없이 먼저 나온 사전의 기사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당 지
역의 연구자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이다.

지역 연구에서 정확한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유산해
설사’같은 분들 가운데 일부는 번역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정확히 번역된 
책이 있어야 정확한 해설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번역’이란 단지 원
문의 정확한 번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각 분야의 전공 연구자의 몫이
다. 한 자료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섭렵한 연구자의 경우는 자료의 오류를 발
견할 수 있다. 단지 한 자료의 원문만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자료를 
비교하고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오류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읍지의 기록은 부정확 내용이 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
요로 한다. 인천의 읍지 번역에 있어서도 여지도서 인천도호부 의 건치연혁 
번역에서 1688년(숙종 14)에 인천도호부가 현( )으로 강등된 이유를 원문에서는 
‘역적 여환( )의 출생지’ 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으나 사실은 ‘지사( ) 황회
( )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라고 수정한 경우가 있고, 또한 학술 논문에 반

되었다.14)

연구자의 경우 번역본을 인용하는데 인색하다. 그러나 번역본이 단순한 번역
본이 아니라 오류를 수정하고 정정한 번역본이라면 인용할 것이다. 이런 번역은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연
구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자료가 나올 때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검토가 가능한 것이다.

근래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가 활발히 발
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역사와 문화
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은 지방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사에 대한 자료의 번
역이나 간행은 연구자만이 아니라 문화원과 행정기관이 추진하기도 하며 이들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기도 한다. 지방사 자료와 저술 간행의 수적 증가가 
곧바로 지방사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기관의 특성상 ‘학술 번

14)   ｢ ｣ .( ,  Ⅰ, , 
2009, 262 ) .( , ｢

｣,   13, 2010, 11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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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혹은 ‘저술 활동’을 사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책의 간행에만 신경 쓰는 경
우가 간혹 있다. 얼마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몇 권의 책을 간행했다는 
식으로 사업을 평가할 뿐 그 저작물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
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 지방에서 번역한 자료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번역된 자료를 보기보다는 원 자료를 직접 읽고 인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책이 간행된 뒤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는 거의 없다. 오히려 평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마저 줄 때가 있다. 자료의 
번역은 한문 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입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번역물이 나올 수 
있다. 한 자료를 번역하더라도 전후 시기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원문
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번역한 다음이라야 전문 연구자
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기초 연구의 문제이다. 지역 연구에서 힘써야 할 것
은 가장 기초적인 연구를 ‘지역의 입장’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사전은 그 나라의 학문 
수준과 비례한다. 또한 사전 편찬은 많은 비용과 인원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편찬하기에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훌륭한 사전
은 후학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서 연구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
이 지나쳐서 간혹 미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보를 확보하여 새로운 
인물사전을 편찬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편찬한 인물사전은 일반적인 인물사
전과는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강화 유수를 지낸 이중로( ) 집안을 중
심으로 인물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본다.

‘한민백’에 나타난 이중로의 기록은 200자 원고지 4.1장의 분량이지만 정작 강
화와 관련된 내용은광해군이 강화도로 쫓겨나자 강화부윤에 임명되어 보살피
었다.와그의 아들 문웅( )은 이수백이 아비를 죽인 이괄의 무리라 하여 대
낮에 목 베어 복수하 다.뿐이다. 그러나 여지도서 강도부지 에서는 강화에
서의 일만을 기록하고 있고 실록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록도 있다. 인물 기록 이
외에도 관안( )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부지 의 기록은 철저히 
강화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강화 출신자 혹은 강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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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많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중로의 둘째 아들인 이문위( )는 강화에 
살았고, 그의 후손들도 강화에 살았다. 이문위는 ‘한민백’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인물이지만, 인조실록 에서는 아버지 이중로를 위해 복수한 사건이 실려 있다.

강도부지 에 나타나는 이중로의 후예들을 살펴보면 이문위( ) 이소( )
이광도( ) 등이 있다. 1906년 강화 각 지역을 방문하고 시를 지은 고재형

( )의 심도기행 에도 이들 이중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중로를 제외한 그의 후손들은 인물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러나 강화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를 한 효자 고,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
다. 또한 그의 후손들도 강화에서 살아가는 이웃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록
으로 남길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강화부지 와 심도기행 을 비교해 보면 비슷
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실록의 기록이나 
문과방목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연도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록과 문집 그리고 읍지의 기록을 토대로 강화의 입장에서 이중로를 다시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백’에 나오는 삶의 기록에다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3가지 정도 된다. 우선 강화부윤에 두 번 부임했다는 사실이 있고, 둘째, 부인 
정씨가 열녀로 정조의 정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고15) 셋째, 1906년까지 후손들
이 강화 창교동과 신성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첨가할 수 있다. 물론 강화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록과 연대기 등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의 입장에서 사전을 만든다고 해서 
사료비판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
다.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헌을 수정하고 보완하
는 데에 그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기존 사전 편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물사전을 집필한다면, 모든 문장에 각주를 요구하고 
싶다. 실록, 문과방목, 읍지, 문집 혹은 기존의 백과사전, 논문 등 집필자가 원자
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베껴 쓴 논문이나 사전 등의 출처와 쪽수를 기록하면
된다. 이 경우 원고량이 늘어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
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구서를 만드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본다. 물
론 집필자들의 원고를 감수하는 일도 중요하다. 근래 출간된 연구 업적을 반
하지 않았으면 끊임없이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래 인천

15) (鄭氏) 1783 ｢ ｣ (烈女) . 
1784 .(  17, 8 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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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간행된 강화관련 책들이 정 하게 분석될 것이고, 오류가 발견될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원고가 완성되었다면, 사전은 각주를 삭제한 일반용 사전과 모
든 문장에 각주(연구주 포함)를 단 전문사전, 두 종류로 편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연구 성과의 검토이다. 인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
뤄진 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성과물이 나왔다. 인천지역에 대한 자
료와 논저는 양적으로 매우 풍성해졌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그러한 성과를 얼마
나 인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듯하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학술지를 등재지, 등재후보지로 구분하는 이외에 각 학술지 논문의 인용지수를 
통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 반드시 훌륭한 논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의미가 있는 논문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앞서 번역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자가 인용할 수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번역한 자료도 재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의 재번역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례
이다. 인천 자료의 경우에도 읽기 쉬운 편집으로 변형한다거나, 일부 번역 오류
의 수정 그리고 다른 자료를 통한 원문의 수정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 한 해
설 등으로 재번역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연구의 진전에 따라 남구사

중구사 옹진군사 등의 구사( )가 간행되었다. 이런 구사들은 지역 연구
자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되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지역의 시군사와 마찬가지로 
책의 편찬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결과물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천학연구 라는 지역학 학술지에 서평란을 두고 군사 구사 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서평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간행되는 모든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서평은 인천지역이 아닌 전국의 전문가에 
의뢰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천학연구 에 게재되는 논문도 이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인천학연구 창간 1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회고와 전망’ 형식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연구 역의 확대이다. 역사자료관과 인천학연구원
을 통해서 개항 후 인천에 대한 자료는 많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논문이 생산되지는 않고 있다. 연구자들에게 인천 자료를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학연구 에서는 과제를 공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과제 공모를 할 때에 주제 혹은 자료를 한정하여 인
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인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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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인천 연구자의 양성 부분이다. 역사자료관에는 2

명, 인천학연구원에는 1명의 연구원이 있다. 1~2명의 전담 인력이 많은 일을 하
다 보니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꼴이
다. 대체로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고, 많은 과제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책으로 간행하는 현재의 상황 아래서는 연구원의 독자적인 
연구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 결과물에 대한 검토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해야 할 
시기이다. 1년을 기간으로 하는 단기적 계획보다는 사전 편찬과 같은 장기계획
을 수립하여 기초연구에 치중해야 한다. 연구원의 증원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의 사업은 거의 없고 1년 단위의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할 힘이 연구원들에게는 없다. 인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인천지역 연구가 본격화된 지가 올해로 10년째이다. 그동안 많은 자료집이 번
역되고 논문과 저서가 생산되어 양적 질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인천지역 연구에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현대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지역 뿐만이 아니라 
경기만, 황해 등으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신문을 통해 현대 자
료의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둘째, 자료의 번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단순히 원문의 정확한 번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원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자
세로 번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물사전 편찬과 같은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인천지역의 자료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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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역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인물사전을 편찬하면 한국학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천지역 연구의 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번역된 자료를 
기초로 연구 논문의 집필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확충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확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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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창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
재단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다. 논제는 ‘제주학’에 관한 것인데, 사실 필자는 
‘제주학’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를 전개할 만큼의 역량이 없는 터라 고민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많은 이에
게 펼쳐 보이고,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는 심정에서 청탁에 응하게 되었다. 때문에 철저한 학술적 접근보다는 다소 자
유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논제에 접근하는 방향을 취하기로 하겠다.

필자는 제주도 조천 출신이기는 하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제주에서 보낸 토
박이는 아니며, 10년째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고 있다. 필자의 성장 과정에는 제
주는 물론이거니와 부산, 서울, 광주, 전주 등이 많은 비중을 두고 얽혀 있다. 이
런 와중에 학문적으로 ‘제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와 제주학회와의 인연에 있다. 특히 제주학회와는(육지 지역 
담당) 간사를 시작으로 20여 년의 구체적 인연을 맺고 있는데, 단순히 고향에 대
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서비스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런 생각이 대학에서의 공식적인 전공분야 이외로 일종의 지역학에 해당하는 ‘제
주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학은 아주 다양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전제로 한다. 필자는 원래 제
도적으로 보면 국문학 그 중에서도 고전문학 연구자에 속한다. 때문에 제주학의 
대상 가운데 원래 필자의 전공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된 제주 민요, 무가 등을 
연구의 시작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런 연구 분야는 그 자체로 중요하고 지속적
인 연구를 요구하는 것이긴 하나, 제주학의 전체 모습을 그린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야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제주학이라는 전체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야를 넓혀 보면, 매우 개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 대상에 부딪치게 되고, 이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진다. 현재까지 제시된 좋은 탈출구는 소위 ‘학제적 연구’
라는 것인데, 실제 연구 팀을 짜거나 팀에 소속되어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생기
는 문제점이 한두 개로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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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받아든 ‘제주학, 무엇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라는 논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한 덩어리로 안고 있는 것이다. 하여 이번에 필자가 나름대로 제출하
는 답안은 정답이나 모법 답안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적인 수준의 시안이 될 것
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런데 그동안의 논의 현황을 보면, 아주 세부적인 전문적
인 문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논의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
다. 이런 점이 필자를 가설적이나마 제주학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 이끌게 하는 
동력이 되었음도 숨길 수 없다.          

  
    

. , ?

필자는 제주학을 하나의 ‘지역학’ 내지는 ‘지역 연구’로 이해한다. 많은 이들 
특히 전문적인 학자들은 ‘ 학’이라는 명칭 부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
우가 많으므로, 엄격한 대상 선정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의 통일 등 기본적 학
적 요건을 갖추기 힘든 지역학을 지역 연구라는 말로 대체하기를 선호한다.1) 그
러나 필자는 지역학이라는 용어에 별 거부 반응이 없고, 제주학이라는 용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여긴다.

전경수도 ‘ 학’의 성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어떤 하나의 지역에 대
한 연구를 하나의 으로서 정리할 경우에는 지역의 명칭 뒤에 이라는 단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주도라는 하나의 특수한 지
역에 대한 연구를 지칭할 경우에는 제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라는 지역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된 하나의 단위로서 
지역이기 때문이다”2)라고 했다. 이 경우,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역 연구의 방법
론을 제주학에 원용하려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제주학의 정립 문제는 이미 제주학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한
다.3) 특히 명칭을 제주도연구회에서 제주학회로 개칭하면서, 이것이 ‘제주학’회인
1) , 編,   ( , 1997) : 

編,   ( , 1997) : 編,   (
, 1998) . 

2) ,  , , , 1999.
3)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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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주’학회인지 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도 정답을 제출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학적인 
체계를 세울 정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논문이 집적되어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선언적으로 ‘제주학’을 정립하더라도 실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그 생명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명백한 경험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제주를 소재적으로 다루는 연구나, 학제적 성격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다루는 수준이 높다면 소재적 차원이나 학제적 성격의 연구도 제주학의 정립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며,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제주학을 앞에 내세우
더라도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학문 분야의 성립에 방해가 될 것이
다. 생각해보라. 제주학을 내세우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에 읽을 만한 논문
이 없다는 상황을. 잡지 편집자와 발행자, 독자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클 것이다.4)       

따라서 필자는 학문적으로 제주학이라는 분야는 성립 가능하며, 그 대상은 ‘제
주’라고 하는 지역 전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시적 접근과 통시적 접근이 가능
하다. 즉 제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탐라’로 
표현되는 과거의 모습도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연구로서 제주학을 일단, ‘제주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장소나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학문 분야’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학계 경향도 “지역은 지식의 체계적 축적
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5)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학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한 논문6)을 통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이 과거 행정구역상 전라도
에 속했던 제주도 지역의 조사연구 성과를 호남학에 포함시키려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역학에서 그 대상은 행정구역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 형성
되어 있는 인식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5 , , . 
4) 

. 
. 

.      
5) ,  , , 1998.
6) ㆍ , ｢ : ｣, 

 30 ,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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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제주학은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상과 인식 방법론을 가지고 있으며, 
호남학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전경수도 
이런 시각에서, ‘탐라’와 ‘제주’를 맥락에 맞추어 같이 사용하거나7), ‘류쿠’와 ‘오
끼나와’를 혼용하기도 한다.8) 

. , ?9)  

제주학의 경우, 그것의 정립이 분명해지려면 연구 방법론에 대해 숙고할 필요
가 있다. 대상이 제주라는 지역으로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의 탐라문화 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지역연구 분야로 학회
지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등재 신청을 할 예정인 제주학회
의 제주도연구의 경우, 어떤 분야로 신청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필자의 예상
으로는 지역학 및 지역 연구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라는 말에 대한 연
구자들의 인식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이 점은 대략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구에 임하면서 구태여 제주학의 정립 여부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
는 없다. 제주학의 정립 여부는 연구의 종합적 결과이지, 그것을 전제로 한 연구
는 오히려 연구의 범위나 방법에서 한계를 자초할 위험성도 있다. 그래도 제주
학의 정립에 대한 기대나 그 가능성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연구의 진지성이 유
지될 수 있기”10) 때문이다.    

그간 모색되어 온 제주학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경수의 정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넓히면 산다 : 광역화의 구도
밝히면 산다 : 정보화의 실천

7) ,  ㆍ , , 2010.
8) ,  , , 2011.
9) , ｢ ｣,   33 ( , 

2008) , . 
10) ,  , , 2001, 188 .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

- 104 -

뭉치면 산다 : 통합과학의 지향
사람을 생각하면 산다 : 주민 중심의 정신

전경수는 인류학자이므로, 자연스럽게 인류학의 방법론을 참고한 것으로 생각
되지만 사실 그 저변은 지역 연구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연구 대상으로서의 지역은 한편에서는 특정 국가내의 국지적 지역에서부터 다
른 한편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을 포
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지역 연구는 사회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 전체와 일부 자연과학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11) 

1. 

이처럼 제주학은 연구 대상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당연히 그것에 접근하는 연
구 방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보기에 지역 연구로서 제주학을 정립
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문제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방언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제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부산에서 학교를 다
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제주로 전학 온 필자에게 당시 사회과 선생님이 ‘철
마는 달리고 싶다’를 제주 방언으로 말해 보라고 주문했다. 대답하지 못한 필자
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 큰 장애를 느끼게 되었
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 친구들 중에서 정답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
었다.  

서울에 가면 제주 사람들은 어설프지만 곧바로 표준어에 적응한다. 남 사람
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사람들은 모두 제주 방언을 궁금해 
한다. 호기심 차원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상황이 심각하게 번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국문학과 대학원생이 국어학을 전공하면 종종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라는 권유를 받는다. 소재가 특이하고  연구성과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잘 모르
는 경우도 많으니 심사 대상자는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마치 어학을 전공하러 

11) . 
, . 

,  ㆍ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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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갔다가 한국어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는 유학생들의 경우와 흡사하다. 문
제는 단지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 방언으로 논문을 쓰면 좋은 논문이 나오느
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고전 시나 민속학을 전공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민요나 무가 등이 제주
가 특이하니 논문을 써보라는 주문이다. 현대문학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 
문학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러니 제주
에 관련된 연구물을 필요로 할 때 연구자는 제주대학교를 떠올린다. 사실 그 지
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그 지역대학에 쏠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연구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제주의 특이성을 드러내는데 집
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개인적 체험으로 돌아가자. 필자가 제주도에 관한 책으로 제일 먼저 산 
책이 무엇인고 하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총서 2번 제주설
화집성 이라는 두꺼운 책이다.12) 검은색 하드커버의 그 책을 필자는 꽤 열심히 
읽었으나 읽어내기가 버거웠다. 제주 방언이 그대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물
론 그 때의 독서 경험은 이후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술조사와 백록어문 에 실리는 조사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제주어 표기법도 대부분 그 책에 의거한 것이다. 가장 
최근의 학술 논의를 보더라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히 그 책은 뒷전에 리게 되었는데, 필자가 전주에 정
착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전북대학교 최전승 교수는 대를 이어 한
국 방언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제주 방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는 필자
가 부임하자마자 그동안의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한 예로 제주설화집성 을 
거의 통독한 후 곳곳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빨간 줄을 쳐놓고 있다가 자문을 
구한 것이다. 그가 거의 20여 년 동안 빨간 밑줄을 그어 놓은 부분은 결국 필자
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방언공부를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 조사는 학술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작업의 단계상 처음에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전사할 경우가 있다. 그
러나 모든 자료가 원어로만 표기되면 극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서는 자료

12)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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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기 곤란하다. 필자는 현용준 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 민족
문화연구소, 1997)에 대한 서평을 쓴 적이 있는데13), 그 이유는 필자가 그 기관
의 연구원이었거나 제주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요구를 그 책이 잘 수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도 몇 번 참가했지만, 가령 백록어문 에 실리는 
학술답사보고서의 문제는 자료가 그대로 전사되어 있어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
람은 접근하기 어렵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다시 확인 조사를 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따라 다닌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제주 관련 자료는 제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가공되어야 한다.14) 비교적 대중
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기 , 현길언 소설에도 가끔 대화에 표준어 역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문제로 들어가면,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곧 그 연구의 질을 보장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 관한 인문학 연구 논문의 
문제점을 육지사람(?)이 지적했을 때, 제주 사람이 직관적 인식을 들이대며 “당
신, 제주에 대해서 잘 알아?”라고 나오면 그 다음 대화가 막힌다. 일반인도 참석
한 학술대회에서 곧잘 등장하는 것인데, 육지의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저렇게 이
야기하면, 손들고 하는 말이, “내가 그 동네 사는데 ”이다. 이쯤되면 역시 그 
다음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필자가 접하는 지역 관련 논문들은 이런 것이 많다. 제
주의 경우도 예외라 하기 어렵다. 직관이라는 특수성을 과도하게 적용한 논문들
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런 논문들은 구체적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 문제의 경우, 이런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이다. 시야를 넓히면 한국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족문제든 경제문제든 문
화문제든 한국의 특수성을 직관적으로 과도하게 어붙이는 논문 치고 좋은 논
문을 찾기 힘들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적이 있다. 필
자도 여러 이유로 많은 관련 자료를 읽고 검토했지만, 명확하게 잡히는 내용들
이 별로 없다. 특히 교육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교육이라는 타이
틀은 많으나, 그 내용이라는 것이 앞으로 많은 외국인을 상대할 제주도민 혹은 
13)  ,   ( , 2009) . 
14) , 

 ( , 1980) 1/3 . , 

. 
(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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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등이다. 때문에 결론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게 해야 한다, 그를 위해 사고방식도 바꾸고, 외국
어 교육도 시키고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나서서 학생 때
부터 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상의 내용이 접
근하기 쉽게 정리된 문건으로 제주국제협의회에서 만든 책 두 권이 있다. 우선 
편의상 이것부터 검토해보자.15)

이 책들에 실린 발표문, 토론문, 토론 지상 중계 등을 읽다 보면, 묘한 공통점
을 찾아낼 수 있다. 요약하면,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 투명화 등으로.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망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따  

       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선도해야 한다.
  행동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중요하므로 교육이라는 것은 이를 구

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도의 하나가 된다. 

이런 내용은 주로 발제자에 의해 발표된다. 발표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
하다. 그러면 토론자가 토론에 나선다. 요약하면,

  발표자의 말은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현재 그렇게 변하고 있고, 다소 반발은 있지만, 제주도는 우리나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국제화되고 개방화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전통적인 문화 양식에도 좋은 점이 많다. 구  

       체적인 예로 자연 환경, 생활 풍습, 사투리, 냥 정신, 정신, 최근  
       몇몇 분에 의해 해민정신 등이 언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방화, 국제화도 좋지만, 거기에는 항상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때문에 교육도 우선 정체성 교육이 우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세계화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중용의 도를 발휘한다. 

15) ,  , , 2003:  ,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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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화제 같은 걸 보면 지방색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들이 대상을 받습니
다. 결국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세계시민의 안목이 없는 정체성은 우물 안 개구리의 배타적 고립이며, 정치의
식이 없는 세계시민의식은 밑동 잘린 해초의 방향감 없는 표류다.”

“물  듯이 려오는 다양한 문화의 조류 속에서 이제 제주인은 보존해야 할 
고유의 문화는 보존하면서 이질 문화에 대한 선택적 수용으로 제주의 밝은 미래
를 열어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는 국제화와 태평양 시대의 요지로서 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실 안주에 급급하기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
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론의 강조점 변화다. 예를 들면, 

“결국 우리 제주도는 제주인들이 잘 살기 위한 교육, 제주인다운 교육을 해야 
되고 한국인은 한국인다운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화, 세계화, 개방화에 대처해야 된다.” (1995)

“제주도민의 자립정신과 근면성을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지인에 대한 
배타의식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자
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세계화가 필요한데 이에 도민의식의 전환 교
육이 중요합니다. 세계화에 부응할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방화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고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003)

다 맞는 말이고 좋은 이야기긴 한데, 그 강조점이 다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보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간다. 자신의 정체성도 분명하고, 대외 개
방성도 강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주 사투리도 잘 쓰면서, 표준어도 잘 구
사하고, 어도 잘하고 일본어, 중국어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문제
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자립정신도 강하고 협동정신도 강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때문에 교육은 그렇게 해도, 자립정신이 강하면 일반적으로 협동정신
은 약해지고, 국어를 특별히 잘하면 일반적으로 어는 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교육 목적 설정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할 수 없으니,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제주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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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시로 기본 목적을 잡은 제주 교육의 지향점은, 제주의 특수성이 아니라 
세계와의 보편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그 경계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데 있다.16)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라는 전제는 논리
적 귀결을 맺기 어렵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성’과 ‘보편성’
에 대한 것이다. 지역 연구의 경우, 특수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직관적 특수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보편적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제주 방언이 아무리 특이해도 그것이 일본어나 중국어는 아니
지 않는가? 필자가 조동일 전 서울대 교수의 작업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육지 
출신의 서울대 교수가 제주도 무가를 높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제주도 무가를 거
시적 시각에서 일관되게 해석하려는 자세 때문이다.17) 지역 문제에 대한 조동일
의 미시적 인식 오류를 찾아내기는 쉽다. 그러나 그걸로 논리적 공격 논리를 세
우기에는 그의 보편적 인식에 대한 신뢰가 더 깊다. 김헌선(경기대)의 일련의 연
구도 그러한데, 육지 사람이 제주에 대해 가지는 애정과 관심에 대한 고마움보다
는 그 보편적 인식 태도가 더 소중하다고, 적어도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2.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총체적 연구를 위해서 제안된 학제적 연구의 필요에 대
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감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
나는 전공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연구를 총괄하는 기획력의 
부재라 하겠다. 제주학의 경우, 전공 이기주의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대
상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연구 기획력을 누가 어떻게 발휘하느냐 하
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비교’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서 ‘특수성’과 ‘보편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 ‘비교’ 연구만한 것이 없다. 물론 제주라는 대상을 한정하고 그것의 모습을 그
리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혹
16) , ｢ ｣,   20ㆍ21 (

, 2005) . 
17) 4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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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합적 접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는 제주라는 학문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 
하여 무한한 예찬론 아니면 의도적인 외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 
연구는, 그 대상의 특성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 대상과의 상대
적 거리를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현상의 집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18) 주체와 객체의 문
제도 있고, 비교의 준거 설정이라는 문제도 있다. 필자는 인식의 ‘방법론’으로서
의 비교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인식과 방법론을 구별해서 논하는 이들도 있고, 
이들의 논의가 더 정치하다. 여기서는 이를 다 다룰 여유가 없기에, 제주의 특성
을 드러내는 유력한 방법론의 하나로 ‘비교’의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제주 문학을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현길언은 ‘주변성’을 중심 특
징으로 들었고19), 김 화는 ‘변방인’이라는 말을 표제로 내세웠다20). 용어 및 그 
개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이런 
개념화가 주로 서울(중앙) 중심의 한국문학과 제주문학을 비교한 결과 나온 것
이라는 점이다. 타자와의 비교가 전제될 때 주체의 모습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
은, 적어도 이제는 상식적인 수준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비교 집단의 설
정에 따라 또 다른 개념화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이때의 비교 대상은 국내의 다른 지역도 될 수 있고, 국내를 벗어날 수도 있
으며, 같은 지역의 시간적 비교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섬이라는 지리적 측면에 
주목해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지역과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21) 이미 
주목이 되고 있듯이,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나 기타 적절한 지역과의 비교 연
구도 제주학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22) 제주의 같은 지역을 시차를 
두고 조사해 그간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지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18) ‘ ’   ( , 1993)
. 

19) ,  , , 2001.
20) ,  : , , 2000.
21) . 

, .  
22)   6ㆍ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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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지역의 비교 연구는 많은 시간과 인력 등이 요구되
므로 개인이 감당해 낼 수 없다. 지금 형편으로는 대학의 유력 연구소 등이 적
임자가 아닐까 한다.   

3. 
         
이 외에도 제주학이 품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만, 국문학을 연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제주학 정립을 위한 학문적 과제를 생
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인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문헌 자료의 수합 및 정리 사업이 긴요
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대학이나 학회, 제주도나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많은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경수
는 서울대 규장각 소재 제주 관련 자료 목록 조사를 해왔다. 그동안의 노력과 
전산 기술의 발전으로 논문 목록이라거나 고려사 , 실록 소재 제주 관련 기사 
번역 등은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학자들의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연구 인력의 분포를 보면, (그동안의 변화를 필자가 모를 수도 있으나) 제
주대학교의 경우 구비문학 관련 연구 인력에 비해 한문학 관련 연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짐작에 제주학의 연구 방향을 바꿀만 한 인문학적 자료의 출현은 구비 
자료나 현대 사회과학 자료보다는 한문 자료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미 인 
출간된 대정현 호적 자료에 대한 은기수 팀의 공동 연구에서 보듯23), 좋은 자료
가 나오면 좋은 연구가 이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지역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에 제일 좋은 방안은 BK, 누리, HK 등의 정부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있고, 전남대 호남학연구
단,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24), 서울대 비교문화연구
소도 있다. 하여튼 독자적 작업이 힘들면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방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기획 추진이 필요하다. 핵심은 연구 인력
23)   23 , , , . 
24)  (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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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으고 연구 방향을 집결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여기서는 대학 연구 
기관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다. 

     
(2) 사회과학의 경우,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관찰

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연구 역을 선도한다고 평가할 만큼 활발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문학과 결부되어 있는 4 3의 경우 그 성과는 아주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최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문제, 평화의 섬 문제 등
이 사회과학적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
은 역시 이런 문제에도 적절한 비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많
은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4 3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5 18 
연구소와의 협동 및 비교 연구는 특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3) 자연과학의 문제도 있다. 역시 이 분야에 무지한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여러 전문가들에
게 들은 귀동냥으로 짐작하건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의 대상이고 실제 많은 업적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의 연
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고등학교 이상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한 책 출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과학의 대중화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제주학에도 그런 관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제주학, 무엇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들었으나, 그 내용이 
소략하다. 그러나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할 말이 많다 
보니, 정리도 잘 안되고 미처 글로 표현되지 못한 문제도 많다. 이번 기회에 많
은 이들과 대화하고, 필자의 생각도 넓히고자 하는 욕심으로 다소 무리를 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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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에 관한 연구 논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자료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에만 매달
린다고 연구 성과가 쌓이는 것은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연구의 전략을 잘 세우
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헌 목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제주 지역 연구 관련 
리뷰를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가령 1년 단위로 출간된 제주 지역 연구
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그 공과( )를 짚어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면, 많은 연구 논문을 모두 읽어낼 수 없는 후발 학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인
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아보
고자 했다. 이에 연구 관점에서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비교’ 연구 등 특히 인식의 ‘연구 방법론’ 정립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 다.   
   필자는 제주학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제주학은 많은 발전
을 이루어왔다. 연구자의 수도 늘었고,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많은 연구 업적이 
쌓이고 있다. 이를 받아주는 학회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적지 않다. 연
구 업적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심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학에 대한 제도적 뒷받
침의 하나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문화
예술재단의 더욱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 본다. 특히 이 글이 실리게 되는 지면을 
활용해 정기적인 제주 지역 연구 관련 리뷰를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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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의 진흥, 국
민 문화향유 증진,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의 보존 등의 문화행정 목표를 구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빠르게는 1970년대 말, 늦게는 1980년대 말부터 건립되기 
시작해 현재 전국에 180여 개가 운  중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전국의 1지자
체 당 1개 문예회관 건립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이 정책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한, 좀 늦어질지언정 앞으로도 근 50여개는 더 들어설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국의 문예회관은 명칭이나 설립목적이 대
부분 똑같거나 유사한데도 운  양상은 천차만별이다. 아직 이 문화시설에 대
한 운  주체나 운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운  방식에 관한 일정한 틀이 없
다는 의미이다. 또 문예회관은 안타깝게도 적어도 반 이상은 경직된 운 의 틀 
에 갇혀 있어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는 근본적으로 문예회관이 처음 등장하던 1970-80년대부터 이런 시
설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대가 없었다는 것
과 특히 문예회관 운 이 처음부터 전문적인 역이 아니라 순환보직의 특성
을 갖고 있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행정적 기준에 의해 운 하는 체제로 출발했
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기획보다
는 최소한의 지역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수동적인 대관 위주의 운 하다보니 
예산도 운 도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도 지적받아 마땅하다.

. 2000

2000년대 들어 문예회관 운 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변
화의 중심에 선 곳은 이미 운  중인 문예회관이 아니라 2000년대 개관된 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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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들인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문예회관들보다 진일보
한 운 방식을 보여준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간 비판의 핵심을 차지했던 공무원 중심의 운 에서 벗어
나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수용된 독립법인 중심의 운 방식이 등장하 다는 점
이다. 물론 이에 불을 처음 당긴 것은 기존 문예회관격인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이었지만1) 2000년 이후 개관된 고양, 성남, 김해, 거제, 의정부, 안산 문예회관들
이 연달아 독립법인의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시설의 명칭도 
세종문화회관과 유사한문예회관이 아니라 서울예술의전당과 유사한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아트센터등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획예산이 책정되고 대관 
중심에서 벗어나 기획과 대관이 공존하고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자체제작과 
공동제작의 단계에까지 이를 정도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의 추세는 
2000년대 이전에 건립된 문예회관들에도 향을 미쳐,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예산을 가진 문예회관도 일부 등장하게 되었
다. 필자의 비공식 집계로는 이런 기획예산은 현재 약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된
다. 대략 서울예술의전당 기획예산의 15배 정도가 되니 적잖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예산은 물론 2000년 이전에는 거의 없던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프로
그램 기획예산 덕분에 이제는 많은 문예회관에서 공연과 전시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복권기금에 의한 전국 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정책적인 기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문예회관들도 몇 가지 점에서 아직 운 의 미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첫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portfolio)의 단순성이다. 공공 공연시설의 설립목적
이 문화행정의 목표구현 즉 (지역)예술의 진흥, 문화향수 극대화,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위한 예술교육, 문화유산의 보존 등에 있다면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문예회관 프로그램은 수월성 위주의 단순
한 초청 형식 공연과 예능 위주 강좌가 거의 대부분이다. 근래 특성화된 축제와 
좀 더 세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곳도 있긴 있지만 일부에 불
과하다.  

둘째, 아직 문예회관이 지역문화예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 이
러한 시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양자의 진정한 결합이라기보다는 
1) 1999년 7월 1일 재단법인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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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계의 강한 요구를 문예회관이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무
르고 있다. 

셋째, 유료관객의 규모와 비중이 아직도 매우 미약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관
객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도 부재하거나 빈약하다. 

넷째, 문예회관을 운 하는 전문가들도 단순한 공연상품의 딜러(dealer) 역할에 머
물고 있다. 미션 수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지역문화예술과의 화학적 결합, 
시민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보다 적극적인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시스템의 미흡이다. 경 에서 그 과정을 평가, 진단하고 미흡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환류(feedback)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예회관은 수도권
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도 없고 피드백도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를 위한 운 보고서를 내는 정도이지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 이를 개선에 활용하는 시스템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 운 의 
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예회관 민 화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지역문예회관이 갖고 있는 성격을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예회관은 ‘예술기관’이며, 그것도 기초예술
을 콘텐츠로 하는 ‘기초예술기관’이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지역
공공예술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음 논의를 진행해 보자. 

1. 

문예회관은 ‘예술기관’이다. 이는 여타의 기업형 조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
이다. 우선 전문성을 들 수 있다. 다른 일반 기업조직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전문
성이 있겠지만, 예술기관의 경우 그 전문성이 매우 ‘복합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히 다르다. 공연예술(음악과 오페라, 연극과 뮤지컬, 무용과 발레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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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회화, 조작, 사진, 디자인 등) 분야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콘텐츠로 하면
서 음향과 무대미술, 조명, 무대기계 등 전문적 역이 이 콘텐츠를 받쳐주어야 
한다. 여기에 또 공연(전시)기획이라는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하나의 상품으로 완
성되며, 마지막으로 예술마케팅이라는 전문성이 더해져서 비로소 시민들과 교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뿐인가. 각각의 장르마다 예술가들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 예
술기관은 그만큼 전문적이고도 섬세한 운 이 요구될 터이다. 그러니까 예술기관
일수록 조직의 전문성을 믿고 그들의 자율성을 살려주는 방식의 리더십이 필요하
다. 그래야 예술기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발성과 창의성이 살아날 수 있다. 

예술기관이 기업형 조직과 다른 또 하나는 조급한 성과주의를 추구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예술기관의 기본 미션(mission)이 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극대화, 그리고 문화소비능력과 감수성, 창의성 등을 북돋워 주기 위한 
문화교육에 있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던가. 특히 예
술은 “짧은 시간에 사람과 관계 맺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교육
과 경험을 통하여 취향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소비가 가능해지는 재화”라고 했
다. 예술기관을 향하여 성급하게 성과를 요구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의미 있고 
시간이 걸리는 프로그램 기획이나 예술교육보다는 당장 관객동원이 가능한, 대
중성 있는 상품만 무대에 올리려 할 것이고, 그만큼 관객은 쉽게 접근가능한 계
층에만 한정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양이 고루 갖춰진 밥상이 아니라 당장 손
쉬운 패스트푸드 위주의 밥상만 차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기관의 운 에
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션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전략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2. 

문예회관은 또 ‘기초예술기관’이다. 이는 여타의 상업예술 콘텐츠를 취급하는 
화관이나 방송사, 음반회사 등의 운 과 문예회관 운 은 다르다는 뜻이다.
언제부터인가 문화예술이 돈이 된다고 하는 논리가 세력을 얻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문화예술의 국가경쟁력이니 하는 말까지 쉽게 쓰이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기초예술의 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화나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반 등 소위 문화산업 역에서나 가능2)한 일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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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문화산업 역의 모판과 같은 기초예술은 어디까지나 비 리의 역에 속
한다.  

문예회관 같은 기초예술기관은 한마디로 공공재( )라 할 수 있는 비 리 
예술이 핵심 콘텐츠이므로 거기에 맞는 운 이 필요하다. 코틀러(Philip Kotler)는 
예술경 과 기업경 의 다른 점을 “기업경 은 한정된 돈과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본질이라면, 예술경 의 본질은 주
어진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돈과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잘 ‘쓰는가’에 있다”
고 했다. 말하자면 기초예술기관은 주어진 예산과 인력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의 진흥,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문화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예술기관이 경 효율성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그것을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결국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도 불리한 선택이다. 경 성과는 기초예술기관이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여 미션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거듭할 때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즉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문화소비자가 늘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수입도 늘
어나게 되고, 재정자립도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수입측면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
의 잣대일 수는 있지만 이는 부분적인 것일 뿐 최우선의 잣대일 수는 없다. 말
하자면 가장 나중에 보아야 할 것을 가장 먼저 보아선 안 된다는 의미이다.

외환위기 이후 예술기관도 경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그
러나 진정한 경 마인드란 예술기관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 보호하고 육성했을 때, 소비자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더 큰 효과를 
노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3). 그것은 경제적 유발효과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활
력일 수도 있다. 당장 예술기관이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혹은 재정자립도를 적
정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모판의 싹을 
자르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3. 

문예회관은 지역성과 공공성을 근본으로 하는 ‘지역공공예술기관’이다. 이것 
3) . 6

30
. 30 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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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숙명적이다. 우선 예술기관에서 지역성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 전제를 포함한다. 하나는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적 혜택에 차별이 될 
만한 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예술을 수
용하고 ‘진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공공성과 맞물리는 것이며, 지방정
부의 문화예술정책과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지역공공예술기관이 취해야 할 철학적 태도가 문화
민주주의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문화민주주의
란 소득이나 교육수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문화예술이 골
고루 다가가야 한다는 개념이다. 문화예술이 공공재에 가까운 까닭이 여기에 있
다. 지역공공예술기관이 경제적, 심리적, 거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입장료를 
저렴하게 하거나, 각각의 계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원거리 
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운 하는 것은 문화민주주의라는 철학에 충실하
기 위해서다.  

지역의 예술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지역문화예술의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중앙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도 능률적일 것
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 예술경 이 어떻게 달라
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선 중앙의 문화예술이 창작 혹은 생산물의 판매에 가깝다면 지역 문화예술
은 향유 혹은 소비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중앙의 문화
예술은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은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지만 중앙의 
그것은 사적 소유에 더 가깝고 지역의 그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
겠다. 이런 연유로 지역의 문화예술은 중앙의 경우처럼 자본과 마케팅이 개입되
는 정교한 제작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스스로 만들고 나누며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지역예술에 대한 정책 혹은 경 이 중앙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분명해졌을 것이다. 공공재로서의 지역예술은 돈을 벌어
들이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즐기고 나눔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교
육적 효과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이나 경 의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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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문예회관은 지금까지 ‘행정적 판단’에 의해 ‘집행’을 하는 ‘행정조직’에 의
해 운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앞서 
살펴본 지역문예회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문화시설은 ‘문화적 판단’에 의해 ‘기
획’을 하는 ‘문화적 전문조직’에 의해 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예회관의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 향유 증진, 문화유산의 보
존과 계승, 창의성 증진을 위한 시민문화예술교육 등이 비로소 문화적 판단과 
소통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도 문
화적 판단에 따라 재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도 행정 위주
의 범주에서 벗어나 훨씬 더 깊고 넓은 가치를 발휘하게 될 수 있다.    

문예회관의 운 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모든 문화
정책과 문화경 의 시작은 지역문화자원의 연구와 조사에서 출발한다. 지역의 
문화사( )를 비롯하여 유무형의 문화유산, 예술인, 지역의 문화 공급과 수
용 능력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
이있게 연구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개발과 문화경 의 기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전문가 조직이 할 수 있는 역이다.

2. 

이제 문예회관의 운 에서 어떤 방식이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
자. 현재 우리나라 문예회관의 운 체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설립주체가 직접 운 하는 체제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70% 정도가 이에 속한다. 이 체제는 가장 많은 운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른 운 체제의 문예회관은 
운 자들의 장기 근무가 가능하지만 자치단체의 ‘사업소’에 속한 문예회관은 운
주체인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2~3년마다 바뀌는 까닭에 운 경험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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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의한 조직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마케
팅이 양과 질에서 부실할 뿐더러 관객 기반 또한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이 예술기관을 운 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 경우 운 조직은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민간 구성
원들도 존재하고, 또 운 자들의 장기근무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견 사업소 형태보
다는 진전된 형태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에서 예
술기관을 운 하므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이 또한 전근대적 운 이 되기 쉽다. 

셋째, 운 책임자를 민간 전문가로 입하는 ‘책임운 기관’이 있는데 이는 민
간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성과를 보이기도 하나, 인사와 예산의 운 에서 충분
히 독립적이지 못해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넷째, 극히 드문 경우지만 민간조직에 의한 위탁경  방식이 있다. 전문조직에 
의한 경 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앞의 어느 경우보다 장점을 가진 방식으로 보이
지만, 위탁조직의 성향에 따라 자칫 공공성보다는 수익을 중시하는 경 으로 흐
를 수 있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 법인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운 의 성과
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유럽이나 미
국의 예술기관이 보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이 방식은 민간의 전문가들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조직과 예산의 운 이 독립적일뿐더러 경 의 책임을 이사회가 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체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이나 그 기능이 취
약한 경우는 운  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책임
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이사회와 역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책임경 자와 운 조직을 갖춘다는 전제하의 독립법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 

독립적인 법인화 조직은 통상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다. 문화재단
은 보통 전문적인 민간 운 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민 화의 일종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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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지만 엄 히 말하면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 법인이다. 문화재단이 지자
체로부터 수탁 운 하는 문예회관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까닭
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민 화든 공공법인이든 문예회관은 국
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나 이용할 수 있는 상업
적 운 을 지양해야 한다. 

문화재단을 제대로 설립 운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므로 활동을 뒷받침할 합당한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재단 설립은 상업적 의미의 민 화가 아니며 예술창작 활
성화와 국민문화복지 향상의 큰 목표를 전제로 지속적 지원과 전문적 경  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다만 이른바 전문가들이 운 한다면 ‘경 효율’에 대한 주문
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 효율(이를 재정자립도로 표현하기도 함)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상업적인 공연(뮤지컬 등)만을 장기간 올리는 경우를 제
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재정 자립도 100%를 달성하는 사례는 없다. 재정 자립
도가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도 자체 운 으로 조달하는 수입은 전체 지출의 
60% 정도이며, 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은 20~30% 정도가 평균치이다. 나머지 
예산은 공공보조나 민간 기부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
을 제외하고는 공공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재단의 설
립 시 유념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문화재단의 설립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어떤 기본 

철학과 미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가보다는 운 체계, 조직과 인력 등에 
대한 논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션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미션이란 대내외에 공표하는 핵심가치이자 조직 내부가 추구하는 철학적, 실
용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타당한 가치를 분명하게 공표하고 이를 커뮤니티와 
공유함과 동시에 그에 매진하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조직 내부의 동력이 결집되
고 커뮤니티의 지지도 얻을 수 있다.

2) 
문화재단이 자율적 전문적으로 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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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재정 지원,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행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 유능한 인재 채용 등이 고루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계의 합의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전문가 진 에 운 을 맡기는 만큼 그를 믿어주는 풍토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통제하는 기능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통제도 운 결과에 대해 정기
적으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야 하는 것이며, 일상적인 간섭이나 미션에 맞지 않
는 요구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특히 운 의 평가가 좋을 경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수시로 운 진이 바뀌
면 그만큼 재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3) 
가장 첨예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누가 지역문화재단의 운 책임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역의 문화계 인사일 수도 있고, 유능한 행정가일 
수도 있으며, 외부의 전문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지역문화의 발전
을 위한 진정성, 사심 없는 헌신 등을 일관성 있게 보여 주는 인물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런 덕목을 모두 갖춘 지역 출신의 인사가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능한 행정가나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이 순리일 것이다. 간혹 기업에서 성공한 CEO들이 임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문화시설의 성격을 간과한 채 무리한 경 효율을 추구하다가 거의 모두 중도 하
차한 사례를 기억할 것이다.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문화와 관련된 핵심 지형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행정적으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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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문화권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바람이 높아지고 있다. 탐라문화권 사업
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에서는 2006년에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검토 
작업을 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008년에는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도출하 다. 
그러나 '탐라문화권' 사업은 아직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제
주의 역사문화 자원은 연계적 입체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개별적 단위 사업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 사업
이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한 탓이다.탐라문화권개발은 여전히 
하나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셈이다.

. 

문화권 개발사업은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
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이다. 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지역개발정책으로서
의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고, 1972년부터 10여 년의 집중적 사업추진으로 문화 관
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경주의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이 그 효시가 된다. 

신라문화권 사업에 이어 1977년 백제문화권 개발이 시작됐고, 백제문화권 사
업은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 2010년 공식적인 마감을 보았다.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제1단계(1977~1993)는 문화권 개발의 기초 단계로 문화재의 조사와 정
비에 초점을 둔 시기이고, 제2단계(1994~2005)는 역사와 문화재를 기반으로 공주, 
부여 지역에 관광 인프라 조성이 부각된 시기이며, 그리고 제3단계(2006~2010)는 
이 사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을 완성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77년
부터 따지자면 백제문화권 사업은 3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셈이
다. 2010년 사업의 종료를 마무리하는 이벤트는 부여의 백제문화재현단지(현재의 
‘백제역사문화단지’) 완공 및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개최 다. 백제문화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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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 별 사업 시기 사업 지역 사업 내용 투자규모
(원)

백제문화권 1977~2010 충남 공주시, 부여군, 전북 익산시
(1,915 )

백제문화재현단지 등 55개 사업 27,284억
산강유역

고대문화권 2006~2015
전남 나주시, 담양, 화순, 해남,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1시 7군(809 )

문화재정비사업, 관광휴양시설 등 
42건 11,301억

가야문화권 2011~2020 고령, 거창, 성주, 달성, 남원,장수, 함양, 산청, 합천, 창녕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 등 22건 8,886억
해양농경역
사문화권 2010~2019 전북 김제, 부안, 정읍, 고창일원(1,066 )

역사문화 정비사업 등 30건 7,500억
경북 동해안
문화권 2008~2017

경북 포항, 경주, 천, 청도, 군위, 청송, 울릉, 덕, 울진 일원 (3,006 )

문화유적 정비, 정신문화 창달, 관광휴양시설
중원문화권 2010~2019

충북 청주, 충주, 제천시, 단양, 음성, 괴산, 진천, 청원, 보은, 옥천, 동군 
중원역사박물관 건립 등 2,228억

내포문화권 2005~2014 서산, 보령시, 태안, 당진, 예산,홍성, 서천군 (905 ) 문화유적 정비 등 10,506억

<표 1> 특정지역 문화권 개발사업의 사례

는 이미 완성된 백제문화관, 한국전통문화학교 이외에 백제왕궁, 백제의 사원(능
사) 주거 등이 복원 혹은 재현되었다. 2010년 9월 18일백제역사문화단지에서 
열린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 다. 이 사업의 역사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백제문화권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
은 아니다. 부소산성 주변 도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정림사지의 복원이 진
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신라문화권에 이은 백제문화권 사업은 지역에 따른 문화권 개발사업을 촉진시
켰다. 그 결과 경상남도 가야문화권, 전라남도 산강유역고대문화권, 충청북도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충남에서는 백제문화권에 이어 서부지역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특정지역 지정’ 제도를 시행
하여, 1994년 백제문화권 개발에 적용하 고 이후 문화권 개발은 특정지역 지정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지역 특성을 연
계시킨 개발로 지역 통합성을 제고하 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문화권 개발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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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광역의 지역을 문화권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지역문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이후 이 사업이 거의 각 도별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화권 사업은 역사문화를 원천 자료로 하여, 문화재 정비와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지역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산하는 형태이다. 그 가운데 백제문화
권 개발이 오랜 기간의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최근 많은 관
심을 끌고 있는 것이 가야문화권이다. 산강유역고대문화권, 중원문화권, 내포
문화권 등도 세부적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정지역 지정에 의한 문화권 개발사업은 제주도 이외에도 경기도와 울산시에
서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DMZ 임진강 일대, 울산시에서는 ‘ 남알프스’ 
에 대해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역사적 지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미 여타 지역에서 특정지역 
지정에 의한 문화권 개발 사업이 일반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제주 탐라문화권만 
지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 이전에 국가적인 손실이라 할 수 있다.

. 

1. 

문화권 개발 사업이 이뤄지려면 먼저 대상 지역이 ‘문화권’이라는 개념으로 정
의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그 대
상이 되는 탐라문화권은 여타의 문화권과 차별되는 별도의 문화권으로서의 특성
을 갖는다. 육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서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이다. 한
반도가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한 후에도 탐라문화권은 ‘탐라국’이라는 별도의 
독자적 국가체로 오랫동안 운 되었다는 점이 ‘탐라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체성이다. 

제주도가 고려의 한 행정구역으로 정식 편제된 것은 건국 후 180여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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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숙종 10년(1105)의 일이다. 이때 제주도는 ‘탐라군’으로 편제되었으나, 정작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은 그로부터 다시 반세기 후인 의종대의 일이었다. 의종 7
년(1153) 경 ‘탐라현’으로 개편하여 처음으로 현령이 파견된 것이다. 탐라가 ‘제
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몽골 침입 10년 쯤 전인 고종 10년(1223) 경의 일이다. 
말하자면 탐라가 중앙 지배권 내로 점차 편제된 것이 12세기 이후 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3세기이다. ‘탐라’를 대신한 ‘제주’라는 행정구역명의 
등장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1271년 삼별초의 제주 거점화는 이 점
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73년 삼별초가 패망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지배권은 몽골에 넘겨졌다. 원은 탐
라국초토사라는 관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탐라국초토사는 충렬왕 원년
(1275) 탐라총관부로 개편되었고 원은 다루가치를 보내 그 지배를 강화하 다. 제
주도는 대체로 충렬왕 31년(1305)까지 원에 의하여 직접 지배되었는데 이것은 중
앙정부에 의한 제주도 지배가 치 하게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본토와는 구별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제주도는 한국의 일반 역사와 상이한 역
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문화의 독자성을 이루는 중심적 기반
이 된다. 이러한 역사적 측면 이외에 제주도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본토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제주도는 바다의 왕국이다. 해양문화의 내용이 제주문화의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은 이 같은 
특성에서 빚어진 것이다. 탐라문화권이 갖는 또 하나의 독자성이며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특정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문화권 가운데 ‘경북 동해안문화권’이 있
기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해양문화권이라 보기는 어렵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향후 해양을 통한 국제적 논의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될 것을 감안하
면 해양문화유산을 포괄하는 탐라문화권 개발의 당위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세 번째로 국제적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탐라의 문화적 특성을 주목한다. 
고려 본토 이외에, 일본 혹은 중국과도 교류가 용이한 교통 거점으로서 제주가 
부각되면서 한반도 문화 이외에 남방문화, 혹은 원 간섭기 몽골문화의 유입과 
유배 표착문화가 그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제주도는 본토와는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제주도를 ‘탐라문화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며 핵심개념이다. 제주
를 ‘특별자치도’로 설정한 정체성도 여기서 확보될 수 있다. 동시에 제주도를 특
성과 개성을 가진 역사 자연 관광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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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라문화권으로서의 제주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요 유적을 검토하면 다음
과 같다.

탐라국 유적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삼성혈(사적 134호)은 고, 양, 부 씨의 탄생 설화가 

얽힌 제주도의 창세기 신화가 어려 있는 곳이다.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나 사냥
으로 생활하다가 송아지, 망아지와 5곡의 종자를 가지고 온 벽랑국의 세 공주를 
배필로 맞았다고 한다. 이것은 일찍부터 지금의 제주시 일대가 제주도의 중심 
구역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고산리선사유적(사적 412호), 삼양동선사유적(사적 416호), 용담동선
사무덤유적(도 기념물 40호), 용담동의 제사유적 등은 탐라국시대 혹은 탐라국의 
전사( )에 해당하는 선사 유적들이다. 

삼별초 유적
1270년 몽골에 쫓긴 일단의 세력이 강화도로부터 서남해안 진도로 옮겨왔고, 

이듬해 진도가 함락되면서 이들은 대규모로 제주도로 진입해왔다. 바로 삼별초
이다.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들은 13세기 고려의 첨단 문화
를 누리던 집단이었다. 제주시 서쪽, 애월의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구축한 
항파두리성은 몽골과의 대항 현장이다.

성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제주도민이 동원되었고, 1273년 여몽군이 이 성을 
목표로 제주에 상륙하자 삼별초와 함께 제주도민의 희생이 수반되었다. 몽골은 
한동안 제주도를 지배하 고 제주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 다. 이런 점에서 삼별
초는 새로운 문명의 대유입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주를 국제적 전란의 소용돌이
에 빠뜨린 사건이기도 하 다. 그 중심에 항파두리성이 있고, 또 해안의 방어성
으로 구축한 환해장성(도 기념물 49호)이 있다. 

불교유적
제주에 불교가 유입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지에서 

고려 초의 해무리굽 청자가 출토된 점은 유의할 만하다. 또 화려한 인왕상이 음
각된 석탑의 면석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원래 여기에 고려시대의 다층탑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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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석탑은 원당사지 오층석탑(보물 1187호)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재질은 현무

암이지만 형식은 고려시대의 전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 존자
암지(도 기념물 43호)에서는 고려 말의 명문와 등이 출토되었다. 서귀포시의 불
교유적으로는 역시 같은 하원동의 법화사지(도 기념물 13호)가 가장 주목되는 
절이다. 특히 중창연대의 명문이 나오고, 원대의 황실 문화의 양상이 나타남으로
써 원 간섭기 제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아유적
제주의 본토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주목관아(사적 380호)를 비롯한 정의

현, 대정현 등의 관아유적이다. 말하자면 본토의 관리가 조직적으로 구현된 상징
이 관아유적인 것이다. 관아 이외에 제주성지(도 기념물 3호), 대정성지(도 기념
물 12호)와 제주 대정 정의향교도 남아 있다. 대정읍 안성리의 추사유배지(사
적 487호)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주요 문화유산 외에도 성읍 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188호)과 성읍리
의 가옥들, 애월의 말방아 등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돌하르방, 방사
탑, 본향당 등이 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의 경우 이들 유형적 유산보
다 무형적 유산이 더 풍부하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1. 

2008년도에 작성된 탐라문화권 발전 계획에 의하면 제주도의 역사성, 공간구
조, 주민생활 양식 등을 고려하여 ‘3거점 7특화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3거점 사
업’은 탐라고도-제주성 거점사업, 성읍민속마을의 원형 정비를 목표로 정의현성
을 중심으로 한 정의골 거점사업, 대정읍성을 중심으로 한 대정골 거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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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사업비
(억)

거
점
사
업

1.제주성거점사업 제주성 발굴조사, 제주성 성곽복원 및 부속시설 
복원, 칠성광장 조성, 성곽 주변도로 정비 등 6,040

2.정의골거점사업 각종 발굴 및 복원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1,500

3.대정골거점사업 문화재정비, 생가 및 기념관 건립, 주변 정비 등 2,180

특
화
사
업

1.목축문화특화사업 국마장 및 사마장 정비복원, 말문화박물관 건
립,산마장 시설 복원, 테우리 축제 등 2,130

2.해양문화특화사업 박물관 및 문화체험센터, 문화재정비 및 복원, 
해녀박물관 증축 등 1,200

3.신화, 굿 특화사업 박물관, 굿전수관, 송당신화 축제 등 550

4.돌담문화 특화사업 돌담자원 보존정비,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주돌
담 홍보 170

5.항파두리특화사업 항파두리 기념관 건립, 발굴 복원정비 사업 등 4,670

6.제주어 특화사업 사전 편찬, 제주어 활용 장려 사업 등 190

7.제주학 특화사업 제주학센터 및 연구원 설립 운 500

<표 2> 탐라문화권 발전계획(3거점 7특화사업)안(2008)

이 그것이다.  
‘7특화사업’으로는 제주의 목축문화, 해양문화, 신화 굿, 돌담문화, 항파두리, 

제주어, 제주학 등이 제시되어 있다. 목축문화 특화사업에는 남원읍 의귀리, 한
남리, 수망리를 중심으로 한 목축문화의 역사유적과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
고 김만일(1550~1632) 가문 관련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도의 해양문화 부문
은 우도 해양문화유산의 정비와 개발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업의 총 예
산은 19,130억 원을 산정하 다. 구상된 3거점 7특화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권 발전기본계획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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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라문화권 사업에서 구상된 공간 개념의 기본 축은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들 지역은 제주도의 북과 동 서로 삼각 축을 형성한
다. 이는 문화권의 범위가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3거점 7특화 사업’은 역사적으로 탐라국시대 이래의 제주 역사와 문화자
원을 두루 활용하면서 문화재의 보존 정비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 내지 문화산
업의 진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하여 탐라문화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
하 다.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무형의 문화유산을 중점 개발하여 종
합적인 문화기반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문제 이외에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자원화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문화유산을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
과 행정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이 시대 우리들의 문화적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
이기도 하다.
 탐라문화권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탐라문화권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과 인식
을 확산하는 일이다. 문화권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이 도민의 결집된 의지
로 집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과 효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도민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탐라문화권 사업 계획을 국가 제도와 정책의 틀에 부합하도록 다듬는 
일이다. 문화권 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는탐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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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된다. 이것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2년1
월26일)에 제시된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정비와 관광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특정지역 지정 개발제도에 근거하고 있
다. 어떤 점에서는 국토개발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관련부처도 문화관광부
가 아닌 건설교통부이다. 아울러 특정지역 대상 지구의 개발 기본목표, 사업 개
요 이외에 대상 지역의 면적, 토지 이용 현황 등의 구체적 자료가 요구된다. 동
시에 이것이 일종의 국토개발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사업과 면
히 대비하여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사업의 내용을 공간 중심으로 다듬는 일이다. 문화권 개발 사업은 역사
문화유산을 정비 보존하고, 아울러 자원화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왕의 문화
권 사업은 역사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개발의 성격이 농후
하다. 이러한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역 개
발이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에 있다. 이 같은 상이한 조건을 전제로 할 때, 탐라
문화권 사업은 지역개발의 측면보다는 문화유산 혹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개
발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제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최근 이루어졌거나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한 탐라문화권 개발사업
안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근래 많은 관심을 끈제주 올레와 같은 콘텐츠와 
연계하여 사업 내용을 보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정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탐라문화권 기초단계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
를 추진해 가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의한 특정지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 문화재 정비, 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탐라문화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 탐라문화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 내용을 구
체화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것은 탐라문화권 개발의 기초사업에 해
당한다. 2008년도에 마련된 사업안 중 제주어 제주학 특화사업이 특별히 이에 
해당한다. 백제문화권 개발도 3단계의 과정 중 15년이 기초조사 작업의 1단계 과
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단계의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권 사업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계획안을 구체화하는 한편으로 도민에게 비전을 심어주어 본격적 사업
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가령 제주어 제주학 특화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제주학센터(가칭)의 우선적 설립과 활동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탐라문화권 개발사업의 당위성과 과제

- 137 -

이에 따라 탐라문화권 사업을 가시화하고 특정지역 지정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
적 동력의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탐라문화권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
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단순히 관광개발의 차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차원 높은 
문화권 사업으로 확장함으로써 제주가 갖는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보다 깊이 
부각시키기 위하여 탐라문화권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
의 추진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제주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제주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격적 해양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적 기반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명심할 필
요가 있다. 이미 특정지역 지정에 의한 문화권 개발이 거의 도별로 추진되고 있
는 상황에서, 제주 탐라문화권 개발의 특정지역 지정과 문화권 발전 사업이 시
급히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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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문화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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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문화제는 1962년 한국예총제주도지부의 발족과 동시에 제주도 특유의 지방예
술문화의 개발과 향상을 목표로 종합예술제인 제주예술제 를 시작으로 1965년 제
4회부터 2001년 제40회까지 한라문화제 그리고 2002년 제41회부터 탐라문화제
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탐라문화제의 의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제주 순수 예술인들
의 대동의 장으로 시작하 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
이 이어지면서 관광 축제로의 변신을 꾀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국제화의 바람은 축제에 대한 제주도민 그리고 방
문객들의 욕구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탐라문화제는 축제의 정체성과 시대적 변
화 한가운데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칭의 변
화도 그 한 예이다. 축제의 내용도 순수 예술인들의 장에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대동의 장으로 그리고 관광 축제로의 변신을 꾀하기 위하여 현대인들의 취향을 
고려한 퓨전 스타일의 공연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주 행사장도 제주공설운동장, 
탑동광장, 신산공원, 서귀포 천지연광장 등 시대 상황에 따라 이동하 다. 축제 
개최시기도 매해 10월 첫째 주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나 중요한 
국내 외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열린다는 취지에서 개
최시기도 자주 바뀌었다.  

탐라문화제는 2011년 50주년을 맞는다.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순수 예술인
들이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탐라문화제는 제주
사람들이 일 년에 한번 신명나게 놀아볼 수 있는 제주의 대표적 축제의 장이었
으나 현대화라는 높은 파고 속에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탐라문화제에 참여했던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탐라문화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민속축제이며,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식을 함께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축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대성보다는 축제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세
계화라는 추세 속에서 축제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는 변하고 있지만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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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탐라문화제는 결국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현대인들과 공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탐라문화제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콘셉트 및 프로그램 운 을 재해석하여 축제에 반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탐라문화제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오
늘 그리고 내일을 사는 모든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탐라문화제의 발전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 

1. 

탐라문화제는 1962년 한국예총제주도지부의 발족과 동시에 개최되었던 제주예술제
를 시작으로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등과 공동주최 또는 예총 단독 주최 등을 거
쳐 현재는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여 축제를 열어 오고 있다. 탐라문화제 
초기에는 제주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축제이다 보니 제주도민 및 공공기
관들이 참여하는 제주 사람들의 대동의 장이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산
업화, 도시화 바람으로 이농현상이 심화되었고, 제주도가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새로운 관광 축제들이 개최되고, 젊은 층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탐라문화제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들도 감소하 다. 이에 따라 탐라문화제는 한
국예총제주도연합회의 회원 단체 및 민속예술경연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 중심
으로 치러졌고,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하는 형
태로 운 되고 있다. 

2. 

탐라문화제는 매해 9월 또는 10월에 개최되어 오다가 40회 행사부터는 축제 
개최일이 불규칙하여 제주도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홍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

- 142 -

는 이유로 축제 개막일을10월 첫째 주 토요일로 고정하는 것으로 하 다. 그
러나 이 시기에 전국체육대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과 같이 대형 행사가 있
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축제 개막일 또는 축제기간이 자
주 변동되었다. 

축제 주 행사장은 제주시 종합경기장, 탑동광장, 애향운동장, 신산공원 등으로 
계속 이전해왔으며, 부대 행사장으로는 천지연광장, 제주경마장, 성읍민속마을, 
덕수문화마을 등이 이용되어왔다. 47회부터는 격년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열리게 되었다. 격년제로 주 행사장을 바꾸는 것은 탐라문화제에 대한 전 제주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3. 

탐라문화제 초창기인 1회에서 11회까지는 축제 주제가 없다가 12회부터 축제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축제 주제는 축제가 지향하는 콘셉트라기보다는 
제주 문화의 상징적인 표현에 한정되었으며, 30회(1991년)부터 ‘느 나  한마당’ 
이라는 주제가 설정되면서 축제 콘셉트로서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 39
회(2000년)부터는 제주의 유구한 역사적 의미를 담은 ‘탐라 천년’ 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세계화 바람을 타면서 ‘세계’라는 미래지향적 의미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축제 주제가 축제 내용을 함축하는 콘셉트이기보다는 축제가 지향하는 
표어적 성격이 강해 축제 주제와 축제 표어의 분명하게 구분 짓는 작업이 요구
된다고 본다.

. 

1. 

1980년대 후반부터 탐라문화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객들이 계속 감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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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이 너무 썰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행사장 방문객이 감소한 것은 축
제 프로그램들이 현대인들의 욕구를 반 하지 못하는데다 홍보 및 주차 공간 부
족, 행사장 접근성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전반에 확산된 서구화 향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매일 언론매체에서 쏟아내는 쇼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민속축제에 대
한 관심을 저하시키는데 향을 주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현대인들의 민속 축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탐라문화제는 탐라의 문화를 짧은 기간에 모두 보여준다는 목적에 치중하다 
보니 백화점 나열식으로 운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물론 타 지역의 문화제
들 역시 비슷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고 우수축제
로 선정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민속축제이면서도 성공한 경우이다. ‘탈’이라
는 소재를 축제의 대표 브랜드로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부
각시켰으며, 탈춤은 자연스럽게 안동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 아이
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탐라문화제에서 제주의 모든 문화를 보여준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탐라문화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표 아이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탐라문화제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3. 

탐라문화제는 제주예술제 라는 명칭에서 시작하여 한라문화제 ,그리고 탐라
문화제 로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시대적 상황을 반 하는 방향에서 개명되어 왔
다. 한라문화제 에서 탐라문화제 로 개명하면서 등장한 ‘탐라 천년’이라는 주
제에 대해서도 탐라 개국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폐가 있다는 주장과 단지 탐라의 
길고긴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입장이 맞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

- 144 -

탐라문화제 라는 명칭을 제주의 전통 문화를 외부 세계와 연결시키는 브랜드
로 그 의미를 규정한다면 탐라문화제의 명칭 그리고 주제는 축제가 지향하는 미
래의 비전, 시의성, 매력성이 동시에 담겨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 논
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제주의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가졌던 시기에는 전 제주도민들의 축제로 주 
행사장의 속성이 있었지만 축제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주 행사장은 제주시 
공설운동장, 애향운동장, 신산공원, 탑동광장 그리고 서귀포시 천지연 광장 등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었다. 

축제의 주 행사장은 탐라문화제라는 축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면서 축제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주 행사장을 축제 목적에 관계없이 제주도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단순한 공간
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탐라문화제의 전통성과 매력을 살리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전용 행사장 확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5. 

탐라문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
성된 단체이다 보니 축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전 제주도민을 
축제장에 끌어들이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더불어 지역 마을이 주관하는 전통
문화행사와 지역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축제가 구성되면서 백화점 
나열식의 차별성이 없는 전통문화축제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 다. 또 탐라문화
제에 포함되는 전통공연들이 도내에서 개최되는 다른 축제들에서도 선보이면서 
도내 전통문화축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축제조직의 개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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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축 제 명
대표축제

(2)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최우수축제

(8)
강진청자문화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금산인삼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 함평나비축제

우수축제
(10)

강경젓갈축제, 남원춘향제, 무주반딧불축제, 천안흥타령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양양송이축제, 동난계국악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유망축제
(24)

광주김치대축제, 제주정월대보름축제, 풍기인삼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통 한산대첩축제, 경주한국의술과떡축제,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담양대나무축제, 광주7080충장축제, 충주세계무
술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인제빙어축제, 부산자갈치축제, 산청한방약
초축제, 암왕인문화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인천소래포구축제, 광안리어방축제

수원화성문화제, 태백산눈축제, 과천한마당축제, 순창장류축제
  (이상 신규선정 축제)

<표 1> 2010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0년 문화관광축제를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차별
적 소재가 없는 문화축제인 경우 대부분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이 공통점이
다. 대표축제로 선정된 보령머드축제는 건강과 즐거움이라는,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현대적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
을 대표하는 탈춤이라는 차별화된 소재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위
상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2010년 문화관광축
제로 선정된 축제 중 현대성(보령머드축제), 전통성(안동국제탈춤), 전시성(금산
인삼축제), 공연형(춘천국제마임 축제)축제로 구분하여 긍정적 평가 요인을 살펴
본다. 

* 자료 출처: 2010문화관광축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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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명 주관조직 개최시기
(2010년) 축제장 주제 및 소재

보령머드축제 보령머드축제
추진위원회

7.17 ~ 7.25
(9일간)

대천해수욕장 및
 시내 일원 머드

안동국제탈춤 (재)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

9.24 ~ 10.3
(10일간)

안동시내 일원
 (탈춤공원, 
  하회마을 등)

“신명의 탈춤 
천년의 꿈!!”

금산인삼축제 금산인삼선양
위원회

9.3 ~ 9.12
(10일간)

금산 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인삼

춘천국제 
마임축제

(사)춘천마임축제, 
한국마임협의회, 
춘천MBC
* 순수민간단체

5.23 ~ 5.30
(8일간)  

축제극장 몸짓,
 마임의집,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인형극장, 
 봄내극장, 
 브라운5번가, 
 중앙로, 
 한림대학교, 
 어린이회관, 
 공지천 등 
 춘천시 전역

마임

<표 2> 2010 4개 우수축제 개요

1. 

 * 자료 출처: 2010문화관광축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1) 
프로그램 측면에서 바다와 머드, 모래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의 참여도를 높임
기획, 전시, 체험행사장에서의 각종 머드 관련 상품 판매와 머드 주제관의 

프로그램 운 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 및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
로 머드 관련 연계 상품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스마트 폰 및 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트위터, 페이스 북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으로 운 하며, 팬페이지나 팔로잉을 통해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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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머드축제를 알리고 외국 관광객 및 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숙박, 교
통, 축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답변 서비스를 실시함

보령머드축제는 전체적으로 55개 각종 프로그램이 특색 있게 진행되었는데 
거의 머드와 연계되어 축제 주제와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보여주었음

매년 국내에서는 1,000여개가 넘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축제가 지역상품화되어 수출된 사례는 전례가 없었으나 올해 보령머드축제가 
중국 다렌으로 수출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임

2) 
다양한 탈 관련 장르를 포괄하여 탈문화 만들기에 기여한 점이 특징으로 

탈과 연계하여 탈 전시회, 탈놀이 퍼레이드, 탈 댄스, 탈 마임, 학술대회, 장기자
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함

또한 축제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탈과 창작탈 등을 아우르는 문화교육과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탈문화를 안동 고유의 특성이 드러난 문
화캐릭터(탈)들의 대동난장(축제)으로 연결시킨 점이 돋보임

탈춤공원 내 탈춤공연장은 현대화된 원형상설공연장으로 시설이 매우 뛰어
났으며 관객과의 호응도 잘 이루어져 안동을 대표하는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음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비롯한 안동시,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유기
적으로 협력하여 축제를 운 하고 전문성을 갖춘 각 부문의 인사들을 참여시켜 
축제운 의 효율성을 도모하 음

축제 홈페이지의 구성과 콘텐츠가 짜임새가 있었으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
히 습득할 수 있었음 

3)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건강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건강식품판매 전시관운

 프로그램 등 축제 주제와 연계되어 구성되었음
우천시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 무대 관람석에 돔 형태의 하드텐

트 즉 홀텐트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관람과 체험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 음
매일 1회씩 진행된 각 읍면의 길거리 행진이 인상적이었으며, 주민 참여율

이 매우 높았고 각 면을 대표한 운 요원들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
행하는 등 관과 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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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산 인삼 교역전에 부착된 금산군수가 인증한 ‘G마크 품질 인증제도’
와 금산인삼축제의 진행관계자와 자원봉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금산축
제 대학’의 사전 교육은 축제 성공에 크게 기여한 간접성과라 할 수 있음

이 밖에 금산인삼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여 수상하
는 ‘세계 축제이벤트 도시’를 수상하여 이제는 금산인삼 축제가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가는 축제로 도약이 시작되었다고 봄

4) 
개막난장인 ‘아! 라장’에서 물을 주제로 시작하여 폐막난장인 ‘아! 우다마리’

로 끝나는 축제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단순한 축제 콘텐츠의 나열이 아닌 축제
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스토리텔링 강화를 통해 짜임새 있도록 구성하

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공지어 9999’는 신화와 스토리텔

링을 통해 단순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교육형 축제로 다른 축제 프로그램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돋보 다고 할 수 있음

1인 광대, 마임이스트들로 구성된 ‘좌절금지 희망유발단’을 결성하여 공연
장이나 축제장을 찾을 수 없는 소외지역, 문화소외민들에게 공연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적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 한 
점은 다른 축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축제를 운 함에 있어 ‘깨비’로 불리는 3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
력과 시민후원행사인 ‘마중물 파티’ 등은 춘천마임축제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를 강화한 민간주도형 축제라는 점에서 자생력을 점점 더 높이는데 기여하 음

또한 일반인들이 다소 어려워 할 수 있는 공연들을 거리공연을 통해 관람
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관람객들에
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음

2. 

1) 
안동은 탈춤, 보령은 머드, 금산은 인삼, 춘천은 마임이라는 대표적 소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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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축제의 콘셉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축제 콘셉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위 4개의 축제는 성격은 다르지만 성공적 축제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의 자발적 참여율이 높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추진

위원장을 맡는 반면 춘천국제마임페스티벌은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위 4개 
축제들은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상시 운 하면서 행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4) 
지역 축제에서 벗어나 국제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

다. 보령머드축제는 축제 또는 머드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탈’이라는 소재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
으며, 춘천마임축제는 세계 3대 마임 축제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해외 단체들
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금산인삼축제는 인삼을 소재로 해외 바이어들을 적극적
으로 유치하여 축제의 산업화, 국제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1) 
탐라문화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인 중심의 추진조직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주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범도민적 기구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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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탈춤페스티벌 조직위는 재단법인으로서 축제뿐만 아니라 안동의 무형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 하면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
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탐라문화제를 범도민적 축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장을 도
지사로 하고, 지역 사회 대표자들 및 축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조직위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탐라 문화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축제로 반세기를 이어오고 있지만 산업화사회로 급속

히 이전되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탓에 도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탐라문화제가 범도민적 축제로 부흥하기 위해서
는 축제 주체인 모든 제주사람들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해야 하며, 특
히 젊은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탐라문화제 기간을전통문화 전승의 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제주칠머리당 등굿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탐라문화제

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제주의 문화유산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제주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주가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공연을 국 내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를 
통해 탐라문화제의 문화가치 확산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탐라문화
제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고 둘째, 일본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제주의 중
요 무형문화제를 공연하고 셋째, 탐라문화제 50년사를 외국어로 발간하는 등 국
제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보령머드, 안동탈춤, 금산인삼, 춘천마임 등 국내 우수 축제들은 지역을 대

표하는 분명한 소재를 중심으로 축제를 육성해 온 반면, 탐라문화제처럼 ‘문화
제’라는 명칭을 통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백화점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축제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도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정 문화 소재를 전략적으로 축제 명칭에 반 하여 축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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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분명한 콘셉트를 사람들에게 각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세계문화유산으
로 지정된 칠머리당 등굿에서처럼 ‘굿’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국제무형굿페스
티벌’이라는 축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축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5) 
제주시 문화 집중현상에서 벗어나 제주 전 지역의 균형적 문화 확산을 위

해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격년제 개최가 타당하게 들리지만 오랜 세월동안 제주
를 대표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축제장이 없이 이리저리 옯겨 다니고 있
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탐라문화제 전용 축제장을 우선 확보하는 데 지혜
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 축제도 도시화라는 현대의 거대한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서 지역 도시 환경과의 결합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축제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탑동과 칠성로, 중앙로, 동문
로, 관덕정을 축제벨트로 지정하여 그 지역이 가지는 고유 도시 공간 및 상가들
을 탐라문화제의 다양한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의 이벤트와 접목시킨다면 관광
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축제와 함께 구 도심권에서의 쇼핑을 자연스럽게 즐
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유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0집

- 152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관광축제 보고 , 2011.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 탐라문화제 중장기 발전계획 , 2005.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 탐라문화제 평가보고서(2004년~2010년)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10

2011.  7. 

2011.  7.  

양 흠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90-828 제주시 동광로 51(구, 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빌딩 8F
Tel. (064)748-9814,  Fax. (064)748-9815

건원인쇄사( 064-758-06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