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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의� 인문

Humanities� in� the� Non-face-to-face� Era

 

코로나19� 사태를�기점으로�사회·문화�등� 일상� 전반에서�가속화되고�있는� 비대면�시대에�발맞춰

인문·문화분야� 및� 지역문화의� 변화점과� 대응방안�모색

How� the� humanities,� culture,� and� local� culture� should� change� and� respond� at� a�

time� when� non-contact� technology� has� been� rapidly� replacing� face-to-face,� human�

interaction� in� society,� culture,� and� our� daily� lives� in� the� wake� of� the� COVID-19�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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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1

▣� 10월� 30일(금)� 16：00� ~� 18：00｜구름에리조트� 천자문마당

▣� 16：00� ~� 18：00,� Oct.� 30(Fri)｜Gurume� resort� Cheonjamun� Garden

좌장

Chairr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Si-Bum� KIM(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연설자

Speaker

발표� 1� :� 심상민(성신여자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Presentation� 1� :� Shim� Sang� Min(Media� &� Communication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발표� 2� :� 임학순(가톨릭대학교�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교수)

Presentation� 2� :� Yim� Haksoon(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 Content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토론자

Comment

윤정국(김해문화재단�대표)

Yoon,� Jeong� Gook(Gimhae� Cultural� Foundation� CEO)

김성하(경기연구원�연구위원)

KIM,� SeongHa(Gyeonggi� Research� Institute� Research�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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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
성� 명 김시범

소� 속 국립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직� 함 교수

연구분야 문화예술경영

이메일 ayap@characterline.com�

학력
1987.� 8 � 미국�호프스트라(HOFSTRA)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경영학� 석사,� MBA)

1986.� 2 � 연세대학교�상경대학�경영학과�졸업(경영학�학사)

� �

이력

2020.� 4� ~� 현재 � � � (주)세계문화경영연구원�원장(비상근)

2018.� 2� ~� 2019.� 1� � 중국� 북경대학�문화산업연구원�방문학자

2015.� 1� ~� 2017.� 2� � 국립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원장

2010.� 9� ~� 현재 � � � 국립안동대학교�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교수

1999.� 5� ~� 2010.� 8� � (주)캐릭터라인� /� 대표이사

1991.� 8� ~� 2010.� 8� � (주)세계문화경영연구원� /� 대표이사

2020� ~� 현재 � � �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추진위원회�위원

2020� ~� 현재 � � � 한국스카우트연맹�중앙이사

2020� ~� 현재 � � � 한국지역문화학회�회장

2018� ~� 현재 � � � 중국�吉林动画学院 객좌교수
2016� ~� 2019 � � � 한국문화산업학회�부회장

2015� ~� 2017 � � � 한국문화경제학회�부회장

2015� ~� 2016 � � � 인문콘텐츠학회�감사

2014� ~� 2016 � � � 서울특별시�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

2014� ~� 2016 � � �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

2013� ~� 현재 � � � 법원� 전문심리위원(지식재산권)

2012� ~� 2014 � � � kotra� 경영자문위원

2012� ~� 2014 � � � 중소기업중앙회�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부위원장

2012� ~� 2016 � � � IBK� 기업은행�문화콘텐츠�자문위원

2011 � �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산업�정책자문위원

2007� ~� 2012 � � � 아시아태평양스카우트재단�기금관리위원회�투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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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r
Name Si-Bum� KIM

Affiliation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Title Professor

Field� of� Study Arts� &� Cultural� Management

Email ayap@characterline.com�

Academic�

Background

1987.� 8� Graduated� from� Business� School,� Hofstra� University(MBA)

1986.� 2� Graduated� from�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Yonsei� University(BBA)

Career�

Background

2020.� 4� ~� Present� � Academian,� Culture� Business� Academy(Part-time)

2018.� 2� ~� 2019.� 1� � Visiting� Scholar,� Institute� for� Culture� Industries,� Peking� University

2015.� 1� ~� 2017.� 2� � Dean,�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10.� 9� ~� Present�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reative� Industry,�

Andong� National� University(Cultural� Marketing)

1999.� 5� ~� 2010.� 8� � President,� Characterline,� Inc.,� Intellectual� Property� Marketing

1991.� 8� ~� 2010.� 8� � President,� CBA(Culture� Business� Academy)� International,�

Training� &� Consulting� for� Culture� Business

2020� ~� Present � � � Member,� Everyday� Life� Culture� Festival� 2020� Promotion

Committee

2020� ~� Present � � � Central� Director,� Korea� Scout� Association

2020� ~� Present � � �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Glocal� Culture

2018� ~� Present � � � Visiting� Professor,� Jilin� Animation� Institute,� China

2016� ~� 2019 � � � Vice-president,� Korean� Society� of� Culture� Industry

2015� ~� 2017 � � � Vice-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Cultural� Economics

2015� ~� 2016 � � � Manager,� Human� Contents� of� Association

2014� ~� 2016 � � � Consultant,� Cultural� City� Policy,� Seoul� Metropolitan� City

2014� ~� 2016 � � � Director,� Small� and� Medium� Business� Hope� Foundation

2013� ~� Present � � � Technical� Advisor,� Court� of� Law(IPRs)

2012� ~� 2014 � � � Management� Consultant,� KOTRA

2012� ~� 2014� � � � Vice-chairman,� Content� Industry� Special� Committee,�

Korea� Federation� of� SMEs

2012� ~� 2016 � � � Cultural� Content� Consultant,� Industrial� Bank� of� Korea

2011 � � � Content� Industry� Policy� Consultant,�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07-2012 � � � Investment� Member,� Fund� Management� Committee,�

Asia� Pacific� Regional� Scout�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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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심상민

소� 속 성신여자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직� 함 교수�

연구분야 문화경제학�

이메일 ssmin@sungshin.ac.kr

학력

연세대학교� (’05)� 경영학� 박사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99)� 경영학� 석사(MBA)

연세대학교(’88)� 경제학�학사

이력

전�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2019)�

한국연구재단�국책연구본부�전문위원(‘18� ~� ’19)�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사(2015� ~� 2019)�

국제영화제�평가위원(’14� ~� ’17)

언론기금관리위원회�위원(’16� ~� ’17)�

대통령직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15� ~� ‘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창출분과�전문위원(’11� ~� ‘15)

미래창조과학부�방송산업발전�자문위원(’13� ~� ‘16)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홍보�미디어� 분과,� ’14� ~� ‘16)

㈜로엔엔터테인먼트�사외이사� (’15� ~� ‘16)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대행),� 부위원장,� 위원(’08� ~� ’0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사� (’06� ~� ’08)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경영전략실,� 기술산업실� ’99� ~� ’03)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기자(‘92�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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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Name Shim� Sang� Min

Affiliation
Media� &� Communication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Title Professor

Field� of� Study Cultural� economics�

Email ssmin@sungshin.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economics,� Yonsei� University(2005)

M.A� in� business� administration(MBA),�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99)

B.A� in� economics,� Yonsei� University(1988)

Career�

Background

Chairperson,� Korea� Association� of� Cultural� Economics(2019)�

Expert� Advisor� of� Head� Quaters� of� National� R&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2018� -� 2019)�

Director,� Chungnam� Culture� Technology� Industry� Agency(2015� -� 2019)�

Referee� f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2014� -� 2017)

Committee� member,� Management� Committee� of� Press� Fund(2016� -� 2017)�

Committee� member,�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Hub� City� of�

Asian� Culture(2015� -� 2017)

Expert� Advisor� of� Expert� Committee� for� Creation,�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2011� -� 2015)

Advisor� in� broadcasting� industry� development,�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2013� -� 2016)

Policy� advi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Department� of� promotion� &� media,�

2014� -� 2016)

Outside� Director,� Loen� Entertainment(2015� -� 2016)

Acting� Chair� /� Vice� Chair� /� Council� member,� Korean� Film� Council(2008� -� 2009)

Director,�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2006� -� 2008)

Senior� Researche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Division� of� management�

&� strategy,� Division� of� technology� &� industry,� 1999� -� 2003)

Journalist,� Hankook� Ilbo/Seoul� Economic� Daily� and� Hankook� Economic� Daily(1992�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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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와� 캠벨의� 팬데믹� 지혜

-� ‘3非(비대면,� 비접촉,� 비정상)’� 중압과� 문화다양성� 가치� -

심상민(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서론� :� 역병의� 강압�

급작스러운 코로나 사태가 거대한 억압이 되어 인간을 짓누르고 있다. 당장 경제 엔진이 꺼져

가자 문화엔진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길을 잃은 정신과 의

식은 경제를 넘어 문화마저 황폐화하고 있다. 위기는 지역경제를 강타한 다음 문화 대공황이라

는 전대미문의 폭풍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역병의 강압은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붙일 것인가? 인문가치를 고귀하게 여기며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지켜온 한국민들마저 굴복시킬 것인가? 문화엔진을 살려 충격을 완화하고 생활 손상

을 복원시킬 인문가치 콘텐츠 전략 프로그램은 없는가? 

2.� 본론� :� 과잉과� 결핍� 그리고� <데카메론>�

B.C.(Before Corona)의 핵심어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었다. 모두가 삶의 성취를 공급, 공

세, 공격하는 것을 중심 가치로 여겨왔다. 소셜 미디어도 플랫폼도 죄다 내 소리를 제발 좀 들

어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C.C.(Current Corona)인 현재는 스토리빌딩(Storybuilding)에 골똘해 있다. 많은 사람이 어려

움을 공유, 공조, 공생하려 노력하는 것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 새 콘텐츠를 지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휘몰아치고 있어서다. 

곧 들이닥칠 P.C.(Post Corona) 시기에는 스토리두잉(Storydoing)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

다. 과거와 현재 점증하는 숱한 억압을 비워 없애나가는 공성, 공허, 공인이라는 새로운 인문가

치를 섬기기 시작할 전망이다. 공성(空性)은 사람과 법이 모두 빈 것을 표시(表示)하는 본성(本
性)이다. 공허(空虛)는 속이 텅 빔이고 공인(共認)은 함께 인정(認定)함이다. 영어로 보태면 공성

은 No Noise, 공허는 Emptiness, 공인은 Public Approval이 되겠다.  

14세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보여준 10일간 100개 이야기가 곧 ‘코로나 인문가치’의 선

례요 전사(pre history)에 해당한다. 역병에 내몰린 7명 신사와 3명 숙녀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실천세션 1
비대면 시대의 인문

17

세계관은 자아 숭상(self esteem)이었다. 신보다는 인간, 병들고 겁에 질린 인간보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숭고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여주려 했다. 중세 지배 이념

에서 벗어난 문화다양성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금 문화 불행에 빠져들었다. 프로이드가 저서 <문화에서의 불안>에서 말한 대

로 다양한 문화 현상 내면을 통찰해보면 충동 욕구와 이성적 자아의 억압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문화 불행의 양상은 과잉과 결핍으로 구체화 되어왔다. 과잉은 물질문명 발달과 

정보사회 고도화와 더불어 TMI(Too Much Information), TMC(Too Much Communication), 

TMR(Too Much Relationship) 형태로 극단화되어만 갔다. 

결핍은 <데카메론>이 한껏 올려놓았던 인문가치로서 자아 숭상과 자부심, 자신감, 즉  <Self 

Esteem(self worth)>을 상실하고 훼손, 왜곡해온 실태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런 혼돈 상황은 

급기야 정신문화 억압과 인문가치 손상으로 번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

리 사회는 집단 공포와 불행감에 고개를 쳐드는 반문화 비자율 무기력이라는 괴물에 맞서 실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 가치 

이런 2020 ‘인문 빙하기’를 넘어서게 해주는 문화적 다양성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문화적 다양성은 본래 유네스코가 무자비하고 탐욕적인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급격한 세계

화를 제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소한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서로 다르고 구

분된다는 다양성 가치는 역설적으로 볼 때 보완하고 공생할 수 있다는 문화협력 가치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이번 C.C. (with corona)에서 특히 돋보인 것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라는 문화적 다양

성이다.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서구와 달리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방역 모범국가들

은 ‘Preparedness, Widespread data collection, Dedicated testing and treatment centers, 

Scientist-led briefings’ 등 강점을 발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아시아를 떠나 한국이라는 지역문화로 파고든다면 문화적 다양성 가치로서 ‘Korean 

Value’를 파악할 수도 있다. 유교 질서와 공맹 사상, 퇴계학, 독특한 내셔널리즘 등이 우리 자산

이다. 이러한 전통 기반 위에서 활인 실행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다. 인문의학과 예술치료는 물론

이고 콘텐츠학(안동학)도 가세해 응원하고 위로하는 미담을 만들고 있다. 퇴계 종가의 가르침이

기도 한 ‘譽之樂之(남을 명예롭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의 정신에 다름 아니다.

지역문화 가치 

지금 당장 ‘With Corona’를 염려해야 하는 이들에게 지역문화는 일상의 확실한 피난처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일터, 배움터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굽이 굽이 고장마다 옛 아리랑으로부터 

위로를 나누고 지금 현재 이야기로 전환하는 과업은 곧 나물 뿌리로 비유할 수 있다. 동양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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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채근담(菜根譚)이 뜻하는 나물 뿌리 이야기 그대로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수양하는 노력이 곧 채근담이면서 지역문화 콘텐츠와도 곧잘 상통한다.

3.� 결론� :� 대응

기존 산업화, 현대화, 디지털화 만능 시대를 규정해온 경제 엔진과 밀려난 인문가치로 인해 마

침내 변질한 문화엔진을 닫고 새로운 ‘인간 엔진’으로 탈바꿈하는 지혜로운 결행을 할 시기가 찾

아 왔다. 세칭 ‘언택트’ 시대 새로운 인문가치로서 인간 엔진은 기존의 <시스템 인간>에서 <베이

직 인간>으로 혁신하는 것을 뜻한다. 

<베이직 인간>은 과잉 물질, 과잉 관계, 과잉 질서를 줄이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실존 개인 

자체에 복무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출발한다. <베이직 인간>은 무겁고 사나워져 가는 ‘존재(being) 

- 행위(doing) - 언론(saying)’의 악순환을 끊고 스트레스 없이  무념무상에 가까운 ‘있음이 없

음(non being)’ - ‘거의 하지 않음(non doing)’ -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 

(non saying)’으로 성숙하게 수양하고 변모하는 것을 뜻한다. 

<베이직 인간>은 코로나 시대 이전과 현재가 데려온 <시스템 인간>을 옭아맨 과잉과 결핍을 

해소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과잉은 퇴계로 다스리다

퇴계가 펴낸 <활인심방>은 과잉이 없는 간소하고 견실한 생활 습관을 일러준다. 수본분(守本
分, 자신의 직분에 맞게 할 것), 과욕(寡慾, 욕심을 줄일 것), 절검(節儉, 아끼고 검소할 것), 신

독(愼獨, 신중히 생각하고 독실하게 행할 것) 수정(守靜, 고요함을 지킬 것)과 같은 가르침은 곧 

코로나 이전 스토리텔링과, 코로나 도중 스토리빌딩에 강박 당했던 인문가치를 잡아줄 수 있다.

결핍은 캠벨로 채운다. 

신화 학자 조셉 캠벨은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에

서 영웅의 오딧세이를 형상화했다. 금수저도 특권층도 아닌 영웅의 참모습은 자기 자신을 숭상

하여 절대 굴하지 않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용감한 여정을 완수하는 데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손상당한 인문가치, 탐욕적인 <시스템 인간>이 부추긴 사회적 가치, 기술적 가치, 상업적 가치에 

짓눌린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충만해야 할 자아 숭상의 결핍을 채

우고 극복해낸 다음에야 비로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뛰어들라는 메시지다.

기원전 506년 공자가 노자를 찾아든 장면도 과잉과 결핍을 분간하고 이겨내려 한 성인의 위

대한 탐험이었다. 

노자를 만나러 나선 공자, 길 떠나 퇴계를 뵈러 간 율곡. 이들은 바로 캠벨이 말한 영웅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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딧세이를 감행한 용기 있고 아름다운 인간 정신, 인문가치를 보여준다. 그들은 비좁은 운명의 동

굴에 웅크리지 않았다. 여러 스토리를 듣고 말하고, 그로부터 학식을 쌓아 올린 다음 험로를 헤

쳐 탐사하고 실행하는 스토리 두잉(Story Doing), 스토리 체인징(Story Changing), 이미지 드리

밍(Image Dreaming)을 해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다. 문화 다양성 인문가치를 껴안은 천의 

얼굴을 가진 성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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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gye� and� Campbell's� Pandemic� Wisdom

-� Coercion� of� three-nons� (non-face-to-face,� non-contact,�

abnormal)� and� value� of� cultural� diversity� -

Shim� Sang� Min
(Media� &� Communication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1.� Introduction� :� Coercion� of� plague�

The sudden coronavirus crisis has become a huge oppression, weighing humans down. As 

the economic engine slows down, the urgency to save the cultural engine is rising 

everywhere. However, the lost mind and consciousness are devastating culture beyond the 

economy. The crisis hits the local economy, subsequently driving into an unprecedented 

storm called the Great Cultural Depression.

How far will the coercion of this plague drive us? Will even the Koreans -- who regard 

the humanities value and preserve the spiritual culture of their ancestors -- give up? Isn't 

there any humanities value content strategy program that will use the cultural engine to 

cushion the impact and repair life damage? 

2.� Main� subject� :� Excess� and� Deficiency� and� <Decameron>�

The key word for B.C. (Before Corona) was Storytelling. Everyone has regarded the 

achievements of life as central values such as supply, offensive, and attack. Both social 

media and platforms shouted to listen to my voice. 

The current one, which is C.C. (Current Corona), is devoted Storybuilding. Many people 

consider sharing the difficulties, cooperating, and coexisting to be their central values. 

Because the world is raging beyond endurance unless new content is created. 

In the upcoming P.C. (Post Corona) period, it is expected to move on to Storydoing. It 

is seen to begin serving the new humanities values such as no noise, emptiness, and public 

approval, which are emptying the growing oppression in the past and present. No noi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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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e indicating that both man and law are empty. Emptiness is to be empty in mind, 

and public approval is to approve together. In English, 空性 will be No Noise, 空虛 will be 

Emptiness, and 共認 will be Public Approval. 

100 stories shown in Boccaccio's <Decameron> in the 14th century are  a case in point 

and the pre-history of the "Corona Humanities Value." The key world view of the story of 

seven gentlemen and three ladies who were driven to plague was self-esteem. They tried to 

show humans rather than a god, as well as the value as noble and free human beings with 

healthy and beautiful memories rather than sick and terrified ones. It is also a value of 

cultural diversity that deviates from the medieval ruling ideology. 

However, humans are once again plunged into cultural misery. As Freud said in his book 

<Anxiety in Culture>, if we look inside various cultural phenomena, we can find countless 

impulsive desires and oppressions of the rational self. 

In the 21st century, the patterns of cultural misery have been embodied as excess and 

deficiency. With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excess became extreme in the form of TMI (Too Much 

Information), TMC (Too Much Communication), and TMR (Too Much Relationship). 

Deficiency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self-esteem, pride, and confidence, i.e., 

<Self-Esteem (self-worth)> that <Decameron> has put up to its fullest as humanities values, 

were lost, damaged, and distorted. This chaotic situation is finally spreading to oppress 

mental culture and damage human cultural values. As we experience the 2020 Corona 

Pandemic, our society is really struggling against a monster of counterculture and 

non-autonomous lethargy, which lead to collective fear and unhappiness.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that enables us to overcome this 

2020 "Humanities Ice Age." Cultural diversity is a concept originally introduced by UNESCO 

to protect relatively weak cultures by controlling the tyranny and rapid globalization of 

ruthless and greedy multinational corporations. Paradoxically, the value of diversity, which is 

different and distinct from each other, can also be interpreted as the value of cultural 

cooperation that can be complemented and which can coexist.    

What stands out particularly in this C.C. (with corona)  is the cultural diversity of Asian 

values. Unlike the West, where individualism is very strong, Asian quarantine model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aiwan, and Malaysia are being evaluated highly for 

minimizing damage by exerting their strengths such as "Preparedness, Widesprea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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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Dedicated testing and treatment centers, and Scientist-led briefings." 

If you leave the world and Asia and delve into the local culture of Korea, you can grasp 

the “Korean Value” as the cultural diversity value. Confucian order, Confucius-Mencius 

thought, Toegye study, and unique nationalism are our assets. Korea is a country that 

continues to carry out reviving people on such traditional basis. In addition to humanities 

medicine and art therapy, Korea also adds content science (Andong study) to create 

beautiful stories that cheer and comfort. It is the spirit of "譽之樂之 (make it a pleasure to 

honor others)," which is also the teaching of the main family of Toegye. 

Value of local culture 

For those who have to worry about "With Corona" right now, local culture can serve as 

a sure refuge for their daily lives, a workplace preparing for the future, and a learning 

place. The task of sharing consolation from the old Arirang at every bend in each region 

and switching to the current story can be compared to the roots of herbs. It is exactly the 

same as the story of the roots of herbs, which is what is meant by Cai gen tan, an 

oriental classic. The effort to take root and cultivate in the place where I stand is Cai gen 

ta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local cultural contents.

3.� Conclusion� Response

The time has come for a wise decision to close the economic engine that has defined the 

existing universal era of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digitalization and the cultural 

engine altered due to the humanities value that has been pushed back, and to transform it 

into a new "human engine." As a new humanities value in the so-called "contactless'"era, 

the human engine means innovating from the existing <systematic human> to <basic 

human>. 

<Basic Human> begins with a view of the value that reduces excess materials, excess 

relationships, and excess order and serves the natural and free existence of the individual 

itself. <Basic Human> is to cut down the vicious cycle of "being-doing-saying" -- which is 

becoming heavy and fierce -- and to cultivate maturely and to transform into "not being 

(non-being)- nearly not doing (non-doing)-not talking about things that can't be said 

(non-saying)," which is close to no-mind and no thinking without any stress. 

<Basic Human> is also the key to resolving the excess and deficiency that trapp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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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Human> brought about by the pre-Corona era and the present. 

Excess is ruled by Toegye.

Toegye's <Hoal-In-Sim-Bang> teaches us a simple and solid lifestyle without excess. 

Teachings such as Soo Bon-bun (do things according to one's position), excessive desire (to 

reduce greed), Jeol-gum (to be spared and modest), Sin-dok (to think carefully and 

practice faithfully), and Su-jeong (to keep quiet) can soon catch the humanities obsessed 

with storytelling in the B.C. and storybuilding in the C.C.

Deficiency is filled with Campbell. 

Joseph Campbell, a Mythologist, embodied the Odyssey of a Hero in his book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The true nature of a hero, neither a gold spoon nor a 

privileged class, lies in completing a courageous journey with confidence and pride that 

never give in by respecting himself. It brings back human beings who have been weighed 

down by the humanities values damaged since pre-Corona and the social,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values that were promoted by the greedy <systematic human>. It is a 

message to jump into the post-corona era only after we overcome the deficiency of 

self-esteem that should be filled with confidence and pride.

The scene where Confucius visited Laozi in 506 B.C. was also a great exploration by a 

saint to discern and overcome excess and deficiency. 

Confucius, who went out to meet Laozi, Yulgok who set out to visit Toegye who left. 

They show the courageous and beautiful human spirit and human values that carried out 

the hero's odyssey mentioned by Campbell. They did not crouch in the cramped cave of 

fate. He is a hero with a thousand faces who listens to and tells various stories, builds up 

knowledge from them, and then explores and executes through difficult roads, performing 

Story Doing, Story Changing, and Image Dreaming. He is a Saint with a thousand faces, 

embracing cultural diversity and humanitie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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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기획,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

임학순(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Ⅰ.� 발제의� 초점�

본 발제는 지역 경험(local experience)과 예술적 경험(artistic experience)을 연계하여 지역문

화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조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 과제를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과 인간을 문화예술로 연결하는 문화기획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준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Ⅱ.� 지역경험,� 문화의� 사회적� 가치,� 문화기획�

1.� 지역경험의� 가치(value� of� local� experience)�

영화 “우편배달부”(일 포스티노, 1996)에서 주인공 마리오는 시를 통해 지역의 메타포를 읽고, 

표현한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2018)에서 주인공 혜원은 지역을 체험하면서 지역과 어머니의 

의미,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과 인간의 연결 및 

상호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이 지역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meaning)를 캐

고, 그 의미를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성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삶이 형성, 변화되

는 것을 나타내며, 장소성이란 공간 맥락에서 인간의 삶이 형성, 변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지역은 시간과 장소의 맥락에서 구성된다. 지역은 인간에게 구조와 맥락이면서 동시에 인

간에 의해 구성되어 지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은 인간의 성찰과 변화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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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는 의미체계를 갖고 있다. 지역의 심층 구조를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

을 구성해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체계 

관점에서 지역은 고유한 특수성과 함께 보편성을 확보하게 된다. 

2.�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 �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는 지역문화를 인간과 사회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해가는 실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인간의 자존감, 위안과 힐링, 인간관계, 공동체, 사

회통합, 자연과의 공생, 문화다양성, 노인문제, 선주민과 신주민의 갈등 해결 등 지역 사회의 다

양한 이슈들이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

치는 기본적으로 성찰, 위한, 회복, 자기표현, 연결 등 문화와 예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문화기획�

사례 1. 안동놀몸문화예술 배움터는 수몰민들과 함께 수몰된 마을의 기억을 되살리고 발굴하

여 수몰민 이야기를 기록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연극을 만들어 발표했다.

사례 2. 부산 영도 깡깡이 예술 마을 프로젝트는 배의 녹을 벗겨내던 깡깡이 노동을 재료로 

지역의 생활사와 어머니의 삶을 새롭게 재생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깡깡이 마을을 느긋하게 거

닐면서 힘든 삶을 살아낸 어머니들의 실존 이야기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

를 성찰할 수 있다. 

사례 3. 2019년 대전문화재단의 문화특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실행된 ‘창조길 대장간 커

뮤니티 조성 사업“의 경우, 원동 철공소 집적지의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소통과 협업 플랫폼이 

되었다.  

사례 4. 강릉문화원의 경우,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예술가, 지역주민, 지역문화를 연결하고, 지

역주민은 지역 문화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기획이란 지역과 인간을 문화예술로 연결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

기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역을 주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성찰과 변화의 장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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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의미, 장소성, 몸 감각을 통해 지역을 경험하게 된다. 문화기

획은 또한 지역성의 가치와 문화의 가치를 인간의 관점에서 융합하는 과정 체계라고 할 수 있

다. 문화 기획은 지역의 메타포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

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역의 메타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경험하는 주체인 

인간에 의해 발견, 해석된다.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지역의 특성과 가치, 지역과 인간의 관

계, 지역의 사회문제를 예술적 경험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기획자는 지역, 지역문화, 인간의 의미 연결 체계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와 지

역사회 문제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Ⅲ.�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 과제� � � �

1.� 지역(local)에� 대한� 문화정책� 접근� �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크게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

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맥락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에 있어서 “지역”이 정책대상으로 부상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

어와서 문화정책의 영역이 전통 문화 영역에서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중앙의 문화예술

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 패러

다임에서 지역은 객체와 주변으로 인식되었다. 1995년에 민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 체계가 구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

역문화축제,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역문화프로그램 등이 늘어났다. 그러나 문화정책 맥락에서 

“지역”은 행정과 경제 차원에서 인식되었으며, 지역과  인간의 관계 차원에서 인식되지 못했다.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다양성, 일상의 삶과 공간, 지역의 가치와 의미 등은 지역 문화정책에서 중

요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며, 현재까지

도 문화 분권, 문화 자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은 지역문화를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

후부터 지역문화를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정책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

역문화정책에서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활용, 문화도시와 지역재생, 도시 문화 브랜딩 등

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지역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공리주의적 접근(utilit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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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에 대한 수단적 논리(instrumental logic)에 바

탕을 둔 문화정책은 지역 문화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고, 문화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 

다양성, 주체적 문화 경험, 일상의 문화 활동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은 지역문화를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적 

삶을 강조한 지역문화정책 사례로는 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다양성 정책, 생활문화정책, 인문정

신 정책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기존의 문화 강좌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를 넘어 “창

의성” “사회적 관계성” ‘자존감과 삶 인식“ ”공동체 문화“ ”문화 다양성“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문화 정

책의 경우, 문화예술과 일상생활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역 및 지역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경우, 지역의 다문화 사회 이슈와 문화 다

양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술적 경험 과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의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들

에게 동네의 문화와 자연 현장을 탐방하면서 인문학적 사유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 

2.� 지역문화재단의� 과제�

1)� 예술가� 참여� 기반의� 지역학� 연구� 협업� 체계� 구축�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학 연구 기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학 연구들을 문화정책 차

원에서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locality), 지역학(localitology)은 

지역 ․ 인간 ․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고, 지역 이슈를 진단, 해결하기 위한 틀과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예술가를 창작자 뿐 아니라 지역의 기록자, 연구

자, 기획자 등 다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예

술가들은 지역, 인간, 사회 문제를 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를 예술 활

동 및 지역사회 활동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술가의 지역 기록 활동은 예술가와 지

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지역문화를� 활용한� 인간과�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개발� �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재료가 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에는 인간과 지역의 다양한 기억과 흔적이 켜켜

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 경험은 농촌경험, 자연경험, 산업 경험 등과 융합되어 총체

적인 지역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이러한 지역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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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지역문화재단은 예술가, 인문학자, 문화 활동가, 문화유산 전문가, 생태학자, 지역 문제 전문

가 등 학제적 협업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지역주민의� 지역� 리터러시� 증진� 및� 예술가와의� 연결� 강화�

지역주민은 삶의 과정을 통해 개인이 생활하는 지역과 공동체의 축적된 문화유산을 경험으로 

수용하고, 그 지역과 공동체의 주체로서 문화의 진화와 연속적인 형성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정체

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문화 기획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을 깊게 경험

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협업은 지역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예술가와 지역주민을 연결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밀착

형 문화 거점을 다양한 형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정책은 인간의 삶의 현

장으로 더 깊게 스며들 수 있게 될 것이다.  

4)� 상호� 소통� 기반의� 디지털� 지역문화� 리소스� 개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기관들의 디지털 문화서비스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문화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지역, 예술, 기술, 미디어 연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인력, 예술가, 연구자, 기술자, 과학자, 인문학자 등 학제적 융합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

한 디지털 데이터와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의 파트너십 체

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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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Values� and� Cultural� Planning� of� Local�

Culture,� and� Local� Cultural� Foundation�

Yim� Haksoon
(Department� of� Media� Technology� &� Content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Ⅰ.� Focus� of� Presentation�

This presentation explored the local cultural policy tasks to create the social value of 

local culture by linking local experience with artistic experience, focusing o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For this, w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lanning that 

connects a region and the people to culture and arts. This kind of discussion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to set the direction of local cultural policies on humans and social issues. 

Ⅱ.� Local� Experience,� Social� Value� of� Culture,� Cultural� Planning�

1.� Value� of� local� experience

In the movie “Il Postino” (Il Postino, 1996), the main character Mario reads and 

expresses the local metaphor through poetry. In the movie "Little Forest" (2018), Hye-won, 

the main character, becomes aware of the meaning of the local and mother, and even her 

own life as she experiences the region. These cases show the connec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a region and the people. 

"Humans experiencing a region" refers to digging into the meaning inclu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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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ity and placeness of the region and thinking about the meaning. Historicity refers to 

the formation and change of human life over time, and placeness pertains to the formation 

and change of human life in the context of space. In this way, a region is 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time and place. A region is a structure and context to humans and can be 

seen as having the dynamics constructed by humans at the same time. A region has a 

semantic system that can affect human reflection and change.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the in-depth structure of a region can provide a reflective perception of the 

human beings that eventually forms a reg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semantic system, 

a region has its own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2.� Social� Value� of� Local� Culture�

Discussions on the social value of local culture recognize the local culture in terms of 

issues related to humans and society and approach it in terms of the practice of solving 

these. Various issues of the local community, such as human self-esteem, comfort and 

healing, human relations, community, social integration, symbiosis with nature, cultural 

diversity, elderly issue, and settlement of conflicts between existing and new residents,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the social value of local culture. The social value of this local 

culture is basically based on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art on human beings, such as 

reflection, comfort, recovery, self-expression, and connection.

3.� Cultural� Planning

Case 1. The Andong Nolmum Culture and Arts Learning Center revived and excavated 

the memories of the submerged villages with the submerged villagers, recorded the stories of 

the submerged villagers, and made and presented a play with the villagers through 

storytelling.

Case 2. The Busan Yeongdo Kangkangee Arts Village Project revives the life history of 

the region and mother's life with the theme of labor of Kangkangee who had stripped the 

rust of ships. Visitors can experience the real-life stories of mothers who have lived a hard 

life as they stroll leisurely through the kangkangee village, and they can reflect o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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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ce through this experience. 

Case 3. In the case of the "Changjogil Blacksmith Community Creation Project," which 

was implemented as a project to support the Daejeon Cultural Foundation in 2019, it 

became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artists 

at the Wondong Ironworks Cluster. 

Case 4. As for the Gangneung Cultural Center, the cultural school program connects 

artists, local residents, and local culture, and local residents participate in local cultural 

community activities. 

Cultural planning refers to a series of activities that connect a region and the people to 

culture and arts. Such cultural planning can be said to provide a place for reflection and 

change by allowing humans to experience the region independently. In addition, humans 

experience the region through meaning, sense of place, and bodily sensation. Cultural 

planning can also be said to be a process system that combines the value of locality and 

the value of culture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Cultural planning involves finding local 

metaphors and creating an experience that looks at human and social issues based on them. 

The metaphor of a region is not already determined but is discovered and interpreted by 

humans who are the subjects of experiencing the region. The social value of local culture 

can be expressed through the process of composing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reg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 and humans, and the social issues of the region 

into artistic experiences. In this context, cultural planners should find a system for 

connecting the meanings of the region, local culture, and human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ulture and community issues based on this. 

Ⅲ.� Cultural� policy� tasks�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1.� Cultural� policy� approach� to� local

The interest in “local” in the history of Korean cultural policy can be broadly divided 

into political aspects, economic aspects, and socio-cultu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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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political aspect is to look at the region in the context of central and local 

relations. In the history of Korean cultural policies, “local” can be said to have emerged as 

a policy target from the 1980s. It is because, in the 1980s, there was a need for a base to 

spread the central culture and arts to local as the area of cultural policy expanded from 

the area of traditional culture to the area of culture and arts. In this central 

government-led cultural policy paradigm, regions were recognized as objects and 

surroundings. In 1995, a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as elected by a public 

elec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established, interest in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began to grow. Local cultural festivals, local culture and art events, 

and local cultural programs have increased. In the context of cultural policy, however, 

“local” was recognized at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levels, but not at the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nd humans. The self-sustainability and diversity of local 

culture, daily life and space, and value and meaning of the local are not considered 

important in local cultural policies. The central government's influence on local cultural 

policies remains strong; even up to now,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cultural autonomy are 

still being raised as important tasks.

Second, the economic aspect is to view local culture as a resource for local revitalization. 

Cultural policies to utilize local culture as a resourc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began to be 

expanded in the mid-1990s. In the local cultural policy, cultural tourism, content industry, 

utilization of cultural assets, cultural city and local regeneration, urban cultural branding, 

etc. were emphasized. This is based on the economic value of the local culture and can be 

called utilitarian approach. In this way, cultural policies based on instrumental logic for 

local culture evaluate local culture as an economic value and emphasize the spread of 

culture but do not consider cultural diversity, subjective cultural experience, and daily 

cultural activities to be important. 

Third, the socio-cultural aspect involves viewing local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life. Cases of local cultural policies that emphasize human cultural life includ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cultural diversity policy, living culture policy, and 

humanistic spirit policy. The policy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goes beyond the existing 

lifelong education system centered on cultural courses and focuses on the social values of 

culture and arts such as “creativity,” “soci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recognition of 

life,” “community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e current policy 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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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rts education is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ulture and arts; it does not actively 

consider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region and the problems of the local community. In 

the case of living culture policy, it is meaningful since it connects culture and arts with 

everyday life but does not actively consider local and local community issues. In the case of 

cultural diversity policy, we are actively considering multicultural social issues and cultural 

diversity issues of the region but have yet to establish an artistic experience process and a 

cooperation system for this. In the case of the library's "Humanities Program on the Road,"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13,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experience humanities 

thinking while touring the culture and natural sites of the neighborhood. 

2.� Tasks�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1)� Establishing� a� regional� study� collaboration� system�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In the future,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needs to strengthen its connection with the 

base for regional studies and to come up with ways to interpret and utilize regional studies 

in terms of cultural policy. Locality and localitology can be called the framework and 

methodology, respectively, for stud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gion, human, and 

society, diagnosing and solving local issues. In this regard,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needs to promote artists’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by approaching local artists 

in various ways, not only as creators but also as local recorders, researchers, and planners. 

Artists can record local, human, and social issues in various ways, such as text, images, 

and videos, and use them as materials in the course of artistic and community activities. 

The artist's local recording activity can serve as a factor for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artists and the community. 

2)� Developing� projects� to� solve� human� and� social� issues� using� local� culture�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ontai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t 

the same time serving as a material for understanding humans and society. This is because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ontain various memories and traces of humans as 

well as the region. In addition, cultural experience can be combined with rural experience, 

natural experience, industrial experience, etc. and connected to the total local experien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se local cultures, the Loca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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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needs to study cultural projects to understand and solve human and social 

issues. In this regard,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needs to create a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ve environment including artists, humanities scholars, cultural activists, cultural 

heritage experts, ecologists, and experts in local issues. 

3)� Promoting� literacy� among� local� residents� and� strengthening� their� connection�

with� artists�

Through the course of life, local residents mutually shape their identity by accepting the 

accumulated cultural heritage of the region and community wherein individuals live as an 

experience and by contributing to the evolution of culture and the continuous formation 

process as the subject of the region and community. In the future, cultural planning projects 

need to create a place where local residents can experience the region deeply, express it 

artistically, and share it.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local residents reveals local issues, 

and it can explore ways to solve these issues. In this regard,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needs to establish a small, life-friendly cultural base in various forms that can connect 

artists and local residents based on local resources. Based on this, cultural policies will be 

able to penetrate deeper into the field of human life. 

4)� Developing� digital� local� culture� resources� based� on� mutual� communication

Nowadays, a growing number of cultural institutions are using digital platforms to 

provide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 services. The digital cultural services of these cultural 

instituti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Covid-19 situation. In the future,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needs to establish regional, art, technology, and media connectivity 

platforms to build a digital-based online cultural service system based on the reg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system including human 

resources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rtists, researchers, technicians, scientists, and 

humanities scholars. There is also a need to establish a partnership system between various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in the local community that secure digital data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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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김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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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kyoon@naver.com�

학력

성균관대�일반대학원�공연예술협동과정�예술경영학�박사(2012년)

한양대� 언론대학원�문학� 석사(2002년)

미국� UC버클리대�동아시아연구원�방문학자(visiting� scholar,� 1995년)�

서울대� 인문대�국사학과�문학� 학사(1981년)

부산� 동래고�졸업(1977년)

이력

김해문화재단�대표이사(2019년� ~)

김해문화의전당�사장(2017� ~� 2019년)

부산관광공사�원아시아페스티벌사업단장(2015� ~�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무처장(2009� ~� 2012년)

서울중구문화재단�충무아트센터�사장(2006� ~� 2008년)�

동아일보�문화부�기자,� 부장(1983�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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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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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of� Arts� i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SNU�

(1981)

Graduated� from� Dongnae� High� School,� Busan(1977)

Career�

Background

President,� Gimhae� Cultural� Foundation(2019� ~)

CEO,� Gimhae� Arts� &� Sports� Center(2017� ~� 2019)

Head,� Busan� One� Asia� Festival,� Busan� Tourism� Organization(2015� ~� 2016)

Secretary� General,� Arts� Council� Korea(2009� ~� 2012)

CEO,� Chungmu� Art� Center,� Jung-gu� Cultural� Foundation(2006� ~� 2008)�

Head,� Culture� Desk� Reporter,� Dong-A� Ilbo(1983�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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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6.� 프랑스� 삐까디� 쥘베른대학�예술대학원�미학� 박사

2008.� 07.� 프랑스� 파리8대학� 예술대학원�미학� 석사

2006.� 06.� 프랑스� 파리8대학� 예술대학원�현대미술�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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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996)

㈜대우조선해양(1994~1995)

(위원회� 위촉�경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위원(2017.� 12.� ~� 2021.� 1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2019.� 05.� ~� 2021.� 05.)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위원(2017.� 06.� ~� 20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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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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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the� Gyeonggi-do�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June� 2017� -�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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