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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

Plan� for� Cultural� Exchang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한중수교30주년(2022년)기념� 문화교류를� 위하여� 중국� 산동성과� 합의된�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

화교류’� 사업을�구체화하기�위한� 논의� 구성

This� session� gives� shape� to� the� plan,� already� agreed� upon,� for� Cultural� Exchange�

with� a� Focus� on� Confucianism� with� Shandong� Provinc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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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3� 1부

▣� 10월� 31일(토)� 14：00� ~� 18：00｜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 14：00� ~� 18：00,� Oct.� 31(Sat)｜Gurume� resort� Garden� Stage

1부� 사회자

Part� 1� Moderator

최우석(국립안동대학교�교수)

Choi� woosuk(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연설자

Speaker

기조발표� :� 이윤화(안동대학교�명예교수)

LEE� YUN� HWA(Andong�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발표� 1� :� 김은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교류기획부장)

EunheeKim(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KOFICE)�

Director� of� Cultural� Exchange� &� Planning)

발표� 2� :�李少鹏(주한중국문화원�부원장)
LI� SHAOPENG(China� Culture� Center� in� Seoul� Deputy� Director)

토론자

Discussion

태지호(안동대학교�사학과�교수)

Tae� JiHo(Department� of� Histo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李 浩(중국� 산동사범대학교�교수,� 우석대�공자아카데미�중국원장)
LI,HAO(Shandong� Normal� University� Professor,� Confucius� Institute� at� Woosuk�

University� Chines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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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 사회자
성� 명 최우석

소� 속 국립안동대학교

직� 함 교수

연구분야 중국문학

이메일 tawoo@anu.ac.kr

학력

고려대학교�중어중문학과�박사(2005년)

국립대만대학교�중국문학�석사(2000년)

고려대학교�중어중문학과�학사(1996년)

이력

안동대학교�중어중문학과�부교수(2018년~현재)

우송대학교�중국학부�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2007년~2018년)

한국정신문화재단(2019년~현재)

중국어문논역학회�편집이사(2015년~2017년)

고려대학교�중국학연구소(2009년~2011년)

중국어문연구회�기획이사(2011년~2013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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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1� Moderator
Name Choi� Woosuk

Affili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Title Professor

Field� of� Study Chinese� Literature

Email tawoo@anu.ac.kr

Academic�

Background

Ph.D.� from�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2005)

Master's� Degree� from� Chinese� Literature,� National� Taiwan� University(2000)

Bachelor's� Degree� from�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1996)

Career�

Background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ndong� National�

University(2018~Present)

Full-time� lecturer,� assistant� professor,� professor,� Faculty� of� China� at� Woosong�

University(2007~2018)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2019~Present)

Editing� Executive� Director,� Association� Of� Chinese� Language,� Literature� And�

Translation� In� Korea(2015~2017)

Chinese� Studies� Institute,� Korea� University(2009~2011)

Director� of� Planning,� Chinese� Literary� Society(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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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이윤화

소� 속 안동대학교

직� 함 명예교수

연구분야 중국사

이메일 yhlee@anu.ac.kr

학력

1991.� 6.� 대만� 중국문화대�졸업(문학박사)

1976.� 2.� 경북대학교�대학원� 졸업(문학석사)

1974.� 2.� 경북대학교�사범대학�역사교육과�졸업(문학사)

1970.� 2.� 경북군위고등학교�졸업� � � � � � � � � � � � � � � � � � �

이력

2018.� 9� -� (현재)� 안동대학교�명예교수(인문대�사학과)�

2018.� 5� -� (현재)� 중국공자연구원�해외유학연구전파센터장�

2017.� 7� -� (현재)� 중국�곡부사범대학�강좌교수(역사문화학원)

2017.� 1� -� (현재)� 중국공자연구원�니산학자

2015.� 5� � 2017.� 5� 안동대학교�대학원장

2012.� 5� � 2017.� 5� 안동대학교�공자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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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Name Lee� Yun� Hwa

Affili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Title Emeritus� Professor

Field� of� Study Chinese� History

Email yhlee@anu.ac.kr

Academic�

Background

1991.� 6.� Graduated� from� Chinese� Culture� University,� Taiwan� (Ph.D.� of� Arts)

1976.� 2.�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Arts)

1974.� 2.�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achelor� of� Arts)

1970.� 2.� Graduated� from� Kyungpook� Gunwi� High� School

Career�

Background

2018.� 9� -� (Present)� Emeritus�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2018.� 5� -� (Present)� Director,� Confucianism� Study� Propagation� Center,�

Confucius� Institute�

2017.� 7� -� (Present)� Course� Professor,� Qufu� Normal� University�

(College� of� History� and� Culture)

2017.� 1� -� (Present)� Nishan� Scholar,� Confucius� Institute

2015.� 5� � 2017.� 5� Dean� of� Graduate� School,�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12.� 5� � 2017.� 5� Dean� of� Confucius� Institute�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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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의� 한중� 유학공동체� 성립은� 가능할� 것인가

-� 한중수교30주년기념� 양국의� 지역중심� 문화교류활동을� 기대하며� -

이윤화(안동대명예교수,�孔子硏究院尼山學者)

1.� 중국과의� 문화교류는� 왜� 중요한가

2.�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유학적� 가치의� 실천이� 더욱� 절실한� 이유

3.� 실천가치� 지향적� 유학공동체� 성립의� 필요성

4.� 한중� 인문교류의� 실제와� 지역� 간� 특성화� 교류�

5.� 유학적� 가치실천을� 위한� 안동과�山東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

1.� 중국과의� 문화교류는� 왜� 중요한가

『대학』의 8조목 중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실천이 절실한 2020년 10월이다. 눈에 보이

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80억에 가까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불과 5-6개월 만에 전세계로 

번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방역체계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모든 정치행위의 중심이 

되고 있다. 환자를 격리하고, 도시 간 이동을 금지하고, 나중에는 국경까지 닫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와 종교, 인종,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무차별 감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

는 중국인과 한국인 등 특정 국민을 혐오하는 등 인종차별을 심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생명체인 바이러스 앞에서 가장 지적(知的)이라고 자부하는 생명체 인간이 공감과 배려 

그리고 협력과 연대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탈영토적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 물결이 치명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펜데믹 현상은 ‘뉴노

멀 시대’로의 진입을 가속화하면서 심각한 변화와 후유증을 수반할 것이라 전망한다. 먼저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크게 제약받는 ‘탈세계화’에 직면하면서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

적 이유 등으로 강대국 중심의 지역블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변화 그리고 한일, 남북한 간의 관계 변수는 여전히 우리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 이미 현재와 미래의 양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각기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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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립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재편이라는 역사적 변화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미 90년대에 ‘아

시아적 가치’, ‘동아시아 가치’, ‘유교자본주의’, ‘유교민주주의’ 등의 담론들1)에서 그 단초가 보

이기 시작했다.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東亞世界]’2)를 독립

된 역사적, 문화적 단위로 설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70년대 이후 일본학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

시되었지만, 아직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역사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동아시아 세계’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 지역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통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적당한 용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시아[亞洲]’는 그 지역적 범위가 너무 

크고, ‘극동’이나 ‘동북아’는 지역적,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근대 이전에 있어서 동아시아 

세계는 서구와 중동의 아랍세계 등 다른 역사세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율적 질서라 할 수 있

는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를 지닌 문화권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과 이웃한 “동아

시아 세계”에 속하는 지역의 공통된 문화의 성격은, 중국문화 또는 그와 관련한 성격을 지닌 문

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수용과 거부, 혹은 충돌과 융화를 통하여 각자의 독자성 혹은 상호 관련

성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문화전통의 공유 요인 외에도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 등을 매개로 90년대의 담론들을 발전시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주장들이 자주 거론된다. 이 같은 주장은 서구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경제

적, 정치적 불이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그 결합의 매개로서 문화적 공통성과 동질성을 크게 내세우면

서도, 특히 한, 중, 일 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서로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공동체 논의는 

1) 동아시아담론은 서구적 근대화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주목했다. 물론 이와 같은 입장은 시
대적 조건과 주체적인 문제의식의 범위에 따라 분화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전통적이고 공
통적인 문화 및 가치를 재발굴하고 재창조하는 것으로 나아간 흐름, 그리고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이념적・문명적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흐름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할 때 전자에는 ‘동아시
아문화론’과 ‘동아시아정체성론’ 등이, 후자에는 ‘동아시아대안체제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흐
름은 탈근대화, 탈민족주의, 탈식민화, 탈냉전체제, 탈서구화와 같은 문제의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하
위담론으로 연계되고 있다.(박민철, 「한국 동아시아담론의 현재와 미래」, 『통일인문학』제63집, 2015.9, 
p.137-138)

2) ‘유산으로서의 동아시아’와 ‘계획으로서의 동아시아’(예컨대 지적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를 혼동해서는 안된
다. 즉 유산으로서의 동아시아는 그 지역주민들을 상상된 문화 속에 가두어 버린다. 동아시아를 계획(또는 
지적실험이나 담론)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시아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정치적 안건을 구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을 변하지 않는 문화적 통일체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서 규정할 수 있게 한다. 
‘계획으로서의 동아시아’는 과거를 다시 쓸 것을 요구한다. 민족주의 역사학에 의해 다시 씌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국제적인 조직의 현재적 기준에 대한 대안을 통해 동아시아인의 문화와 정치에 대
한 역사적 경험이 드러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써야 된다는 것이다. 서양에 대하여 
단순히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이는 서양이 이미 뗄 수 없는 동아시
아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들이 새로운 문화적 가면 아래서 사회적 불의와 억압
을 계속 연장하는데 도움을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리프 딜릭(Arif Dirlik),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0, pp.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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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와 학계의 거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편견이 강

하게 남아있고, 중국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다. 특

히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직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편견은, 중화 명(明) 왕조를 멸망시킨 이적(夷狄) 만주족인 청(淸) 왕조를 바라보는 조선왕

조 시대의 사대부 시각과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하고 일본제국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부상하면

서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 조야의 부정적 중국관이 한국에 확산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중국을 

멸시하는 풍조가 널리 퍼졌던 점,3) 1949년 이후 관계단절과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반공의식에 

기반한 부정적 평가 등등이 큰 영향을 주었다. 작금에 와서는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애매한 처지를 말해주듯 인문유대 혹은 이를 발전시킨 인문공동체 논의

는 더 이상 구체적 실천의 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의 성립은 상호 인식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고, 인식의 공유는 문화교류를 통

하여 진전된다. 문화교류란 상호이해를 심화시키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문화는 서로 융합되고 

충돌하기도 하지만 교류과정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것을 전하고 배우고 취사선택한다. 문화는 

각국이 스스로를 표현하며 남과 소통하려는 중요한 매개 수단이다. 문화교류를 통해 당사자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가 만들어 낸 물질적, 정신적 자산의 가치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류가 상호 인식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교류는 한국과 중국 

간의 40년 단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매개의 작용을 하였다. 문화교류를 통한 인

적교류와 그를 통한 정보와 문화예술의 전달 그리고 더 나아가 가치관과 사유방식이 공유된다. 

물론 문화교류에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배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

화적 공통점과 친숙성의 상호 공유라고 할 수 있다. 이백의 시를 감상하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공유가 상징하듯 감정표현과 가치관념과 사유방식 등의 공통성은 교류의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

다. 서로의 문화를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유사한 문화의 또 

다른 모습을 접하면서 상대국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였던 문화보수주의 물결

과 전통의 복고와 관련 유교 가치의 정수가 융합된 한국의 문화 즉 교육과 지식의 강조, 질서와 

권위의 존중, 조상숭배의 가족가치 중시, 公益우선, 자기절제 등은 중국인들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문화적 패권주의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간의 문화교류

는 민간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문화를 통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와 경쟁의 논리만이 관철되는 세계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4) 한국과 중국은 오랜 동안 문화와 문명을 통해 상호 

3) 백영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한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비평』2012.11, p.197
4) 김도희, 王曉玲, 『한중 문화 교류-현황과 함의 그리고 과제-』, 폴리테이아, 2015, pp.207-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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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받은 이웃 국가였다. 21세기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양자관계를 넘어

서 지역문제와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단계로 발전했고, 이러한 관계는 더욱 지속되고 강화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양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가능하다.  

   

2.�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유학의� 실천가치가� 더욱� 절실한� 이유

지난 1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글로벌 기준 즉 합리적 이성과 개인에 주어진 자유의 극대화, 디

지털 문명의 발달이 과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효

율의 문제는 정치적 역량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문화적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인간사회는 안정

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적 특성을 갖지만, 때로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그

리고 그러한 특성들이 특정한 사회에 강하게 표출되는 어떤 행동규범의 일종인 전통 혹은 관습

으로서 존재한다.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전통에 기반한 관습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

은 그것에 비추어 옳고 그른 행동을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행동을 실천에 옮긴다. 전통

은 인간의 행위에서 과거의 유산만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기능하면서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규

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전통은 물질적인 대상과 함께 모든 종류의 사

물에 관한 신념, 관행,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은 더 바람직하고 새로운 것

을 창조하고 개발하려는 인간의 내부적인 욕구 변화 또는 외부와의 문화적 접촉을 통해서 변화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 행동, 더 나아가서 옳은 삶이란 다름 아닌 기존

의 사회적 행동의 전통적 행동양식으로서의 풍습, 관습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감을 의미한

다.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학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

하는 삶의 철학이다.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에 보듯6) 유학은 일상생활에 발을 딛고 삶의 원

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래 인간의 존재는 천지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자연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유교문화권에

서는 개인은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인륜관계상의 존재, 즉 타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7)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수기(修己)를 통한 개체의 완성뿐만 아니라, 자연

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추구하

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8) 이처럼 유학이 인간의 개별적 존재

5) 박이문, 「윤리의 사회성과 도덕의 실존성」, 『철학과 현실』2004-10, p.196
6) 『論語』 「憲問」35
7) 권상우, 「근대, 탈현대 그리고 유학」, 『동양사회사상』제14집, 2006,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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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에 대한 자각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결코 

낡은 전근대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자신에게도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이미 인간은 코로

나19 대유행 이전에도 디지털 문명의 급속한 변화의 와중에서 과거의 가치와 갈등하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의 혼란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 도덕적 혼란은 변화하는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깊이와 폭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데 있다.9) 윤리와 도덕적 혼

란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대부분 이기적인 존재로서 자기중심적이고 자

신의 욕망에만 전념한다는데 기인한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근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다. 인간은 의식

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끊임없이 무엇인가 욕구하고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과 그릇된 욕망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불가능하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된 욕망일 것이다. 

욕망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시대의 변천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이같은 인간

의 욕망은 근대 이후의 모든 ‘관계’와도 연관을 갖는다. 근대 이후의 관계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

는 독립된 개체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기적인 개체가 구성하는 현대사회의 모든 관계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해관계에 따른 경쟁과 갈등 속에서 쉽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

연히 인간소외를 증대시킨다. 유학은 이처럼 물질적 풍요와 기계문명 속에서 욕망의 확대와 더

불어 단절되어 가는 인간관계와 인간성 상실문제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되어야 한다. 

유학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개인이 자기수양의 가치와 의미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각성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관련이 있는 개인의 도덕가치 실천을 사회로 확장

시키고자 한 공자의 의도대로, 현세적 특징과 자기 초월적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성격

을 가졌다는 점에서10)오늘날 직면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디지털 문명의 환경 속에서 조화로

운 ‘관계’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즉 개인에 주어진 자유의 극대화, 디지

털 문명의 발달과 비대면 인간관계의 확장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초래하는 현대 사회의 위기해

결에 있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개인들 간에 소통하고 연대하는 유학

8) 때문에 유교의 유기체적 세계관에서는 -데카르트가 공표했던 것처럼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원자적(atomistic)인 인간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사회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송영배, 『동서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 서울:논형, 2004, pp.230-233)

9) 박이문, 「디지털 시대의 윤리 도덕」. 『철학연구』,제84집, 2002, p.2
10) 홍승표, 「유가 인간관의 탈현대적 함의」, 『동양사회사상』제13집, 2006, p.116. 인간도 다른 피조물과 마

찬가지로 자신을 결정하는 힘에 영향을 받지만 이성을 지닌 유일한 피조물이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지
배하는 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善을 얻는데 필
요한 요소들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양심을 지닌 피조물이기도 하다. (에리히 프롬/
강주현 옮김, 『자기를 위한 인간』, 나무생각, 2018.6,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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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천적 가치관이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현대적 의의를 

1) 개인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의 완화, 사회와 개인과의 조화. 2) 개인과 사회의 매듭으로서의 

가족의 중시와 그 모습의 제시. 3) 公에 대한 헌신의 의미를 민족이 양육해온 美의식에 연결시

켜서 이야기하는 것. 4) 원칙으로는 평등을 표방하는 현대사회에서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상하관

계에 대한 대처방법의 제시. 5) 자기 도야의 재인식. 6) 타인과의 관계의 원활화, 언어를 돕는 

것으로서의 예. 7) 복수의 종교와 사상의 공존 기반형성(거기에는 일상 생활의 장에서의 윤리의 

공유가 중요하게 된다.) 8) 아시아에서의 정신적 연대의 기초 형성 등으로 정리한 츠치다 켄지

로(土田健次郞)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8)과  관련하여, “최근 자주 

언급되는 아시아공동체론에 대하여 언급하면, 역사적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였었다는 말이 있

었다고 하지만, 전근대에서 동아시아가 경험한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공존이었음을 먼저 주의해

야 한다. 그것은 앞의 ‘화이(華夷)’ 부분에서 보였듯이 천하관이 각 나라에 분여된 형태여서, 필

자는 그것을 ‘분여된 세계주의’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 (중략) 유교문화권인가 한문문화권인가라

고 하지만, 각국이 모두 대등한 관계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서로 갖는 것

에는 동아시아는 익숙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좋다. 책봉체제에 따른 공존은 군사마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 글로벌화된 상황에서는, 그 공존 체제를 그대로 공

동체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을 중요한 문제이다”11)라고 한 지적은 동아유학12) 

혹은 유학공동체 지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

3.� 실천가치� 지향적� 유학공동체� 성립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환경과 그에 따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13)는 전통적인 유

학의 관점에서는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동성(mobility)’이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소위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관계의 영역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일차적 인간

관계 영역은 그만큼 축소된다. 즉 과거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종류의 사람들과 만날 일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영역이 확대되고 세계관이 풍부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그럴수록 개인끼리의 연결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지만,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공론장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간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해진 인간관계는 그 배려와 양보에 따른 친밀

도 역시 낮아진다. ‘치고 달리기(hit-and-run)’식 인간관계가 만연하면서 수많은 단기적 인간관

계가 양산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더욱 심화되는 가족해체와 공동체 파괴와 같은 변화에 따라 

11) 츠치다 켄지로(土田健次郞) 지음/성현창 옮김, 『유교를 아십니까』, 그물, 2013, pp.248-249.   
12) 黃俊杰, 「“東亞儒學”如何可能?」,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5年第6期, pp.4-8 참조.
13) 김현주,「디지털 시대의 인간관계: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 『韓國疏通學報』第3輯, 200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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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 인간관계가 이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마져도 지킬 수 없을 것이란 위기

감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일차적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개인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단

위로 설정된다. 이러한 개인은 자의식과 이성을 지닌 주체, 자유주의 시장의 주체, 민주주의적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평등한 시민의 모습을 갖는다. 근대적 개인을 기반으로 계층에 따라 위계

적이었던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해방된 개인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들이 이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었

던 것이다.14) 근대적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이 보장된 근대적 

개인에게는 자유를 억압하고 기존의 위계성에 개인을 묶어두려는 공동체적 전통과 규율을 전통

으로 회귀하려는 복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개인이 가족, 공동체 혹은 민

족이나 국가 내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하며, 이러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유와 권리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아울러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찰하면서 재구

성하고, 자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개인이 타자와 숙명적

으로 맺어진 원초적인 관계성을 부차화하거나,15)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의무와 연대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바로 타인

과의 사회 분업적인 인간관계 속에 규정되는 유교적 인간관에 근거해서 볼 때, 사회적, 공동체적 

맥락에서 일탈하여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서구적인 근대의 자유주의적인 인간관은 유교적 문화의

식의 틀 속에서는 수용될 여지가 없다16)고 보기도 한다.

철학이 자기발견을 위하여 끊임없이 타자와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처럼, 유학(儒學)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타인을 인정하는 호혜적 관계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유학에서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

해 존재의의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기 자신과 사회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서구의 

근대적 인간관에서는 개인 자체를 중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는 바로 계약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성립한다고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유학에서는 다른 한편 타인과의 관계 맺음의 가능

성을 외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도덕적 마음에 근거해서 설명한다. 유학은 

인간의 삶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여러 관계로 인해 파생되

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행위 규범과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체계를 성립시켰다. 

유학이 추구하는 사회구조는 “유가의 인생철학에서,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의 행위이니, 모두 윤리적 행위이다.”17)라고 한 말처럼, 사회적 관

14) 권용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회와 철학』第28輯, 2014, p.107
15) 권용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p.124
16) 송영배, 『동서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 論衡出版社, 2004, pp.230-233
17) 梁漱溟, 中國文化要義, 梁漱溟全集(第三卷), 山東人民出版社, 1990,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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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라는 맥락에서 개인을 규정하고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관계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그 관계는 곧 도덕적 행위규범인 윤리를 함축하기 때문에 윤리중심의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해가는 과정은, 자신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관계를 통

해 자신의 자연적 감정을 문화적, 도덕적 차원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다. 따라

서 극기의 자기수양이라는 바탕 위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아울러 도덕적, 사회적 

실천가치들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매우 중시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공동

체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공동체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꼭 필요한 관계 집단이다. 

전통사회에서 폐쇄적이고 경직되었던 혈연 및 지연공동체는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쇠퇴했다. 공

동체는 개인의 도덕적, 정치적 신념의 기초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또한 개인의 정

치적 경험의 근간으로서 혹은 동질성을 구성하는 특징으로서의 공동체를 통해 개인의 자아를 넘

어선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물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아가 사

회에 선행하여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개인 삶의 방향이나 인간의 행복 등에 공동체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 역시 그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동체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공동선의 관점에서 공유된 정치원리와 공론에 기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과 이익 추구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는 

지속되기 어렵다. 경쟁적인 삶이 더 치열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욕구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신뢰, 호혜성, 친밀성 등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

다. 최근 들어 공동체는 개념으로서나 실제 모습에서 유연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공동체의 구성

원들은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연대를 통한 강한 공동체를 추구

하는 경향도 있다. 현실 공동체의 다양한 분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

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혈연공동체로써 개인의 생존과 집단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조직 단위이

다.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연공동체는 협동과 공감의 집단으로 전통사회에서는 혈연공동체와 지연

공동체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었다. 혈연과 지연공동체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그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대

신 새로운 사회 환경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연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와 관련하여 인간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 집단 속에서 다

양한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의 가정적 윤리규범은 가정 안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즉 나의 확장으로서의 家와 사회 그리

고 국가를 인식한다. 따라서 유학은 현실세계에서의 질서와 조화의 문제를 매우 중시했고, 그 결

과 개인의 관점보다는 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가족으로 대표되는 집단 내지 가족의 확장 형태인 

국가와의 관계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내에서 다른 세대와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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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생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성찰적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왔다. 또한 가족을 벗

어나 사회에서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재조정해왔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가치관을 고수하지 않고 이것들을 삶 속에서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 그런 점에서 

개인과 가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학가치 실천을 예(禮)라고 하는 보다 확장된 사회적 실천

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한중� 인문교류의� 실제와� 지역� 간� 특성화� 교류�

특히 2014-2016년 사이에 진행된 한중인문교류는 “정상이 설계하고 관방이 인도하고 모든 국

민이 참여[頂層設計, 官方引領, 全民參與]”한다는 기치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실제 교류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18) 여하튼 2013년 11월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韓中人文交流共同委員會)가 성립되고 2014년 7월 양국의 정상이 공동

으로 19개 인문교류 협력 항목을 선포하였다.19) 대부분 청소년 교류와 음악, 예술, 문학, 전통복

식, 인문유산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시안(西安)에서 개최된 한중인문

교류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2014년 교류항목을 평가하면서 인문유대(人文紐帶)의 최종목표

는 한중 양국 국민의 친밀정도를 증진시키는데 있음을 쌍방이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과

거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의미부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민

간의 교류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비록 경제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역량이 ‘강대(强大)’함을 

대표하기는 해도 ‘위대(偉大)’함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인식하고, 전통시대 중국이 동아세계에서

의 질서를 주도하면서도 문화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 유전인자를 새롭게 계승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중 양국의 인문교류와 관련해 학술적 교류와 정책적 뒷받침 그리고 구체적인 교류 실천의 

커다란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류항목에 포함되어 개최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중

국사회과학원이 공동주관하는 “인문학포럼[人文學論壇]”과 양국의 외교부와 중국사회과학원 신

식정보연구원(信息情報硏究院)과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인문교류정책포럼[人文
交流政策論壇]”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의 인문학포럼에서는, “21세기동아문명과 

18) 백영서, 「인문공동체와 가치동맹의 거리」, 『서남포럼 뉴스레터』190호, 2013.
19) `한중 인문교류와 관련해서는 이하의 자료들이 참고할 만하다. 이희옥, 「한중인문유대 심화발전의 방안」, 

『성균차이나브리프』제3권1호, 2015, pp.125-132. 장호준, 김수한, 「한중 인문유대와 지방도시간 인문교
류」. 『중국과 중국학』27, 2016, pp.53-84. 장호준, 「한중인문유대 담론과 방향에 관한 고찰」, 『중국학』
제51집, 2015, pp.203-221. 邢麗菊, 「關于加强中韓人文交流的思考」, 『東北亞論壇』2014年第6期, 
pp.112- 123. 魏幸復, 「한중인문교류의 현황과 전망」, 『中國語文論譯叢刊제41집, 2017,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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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한중인문전통과 유대”, “인문학과 문화산업발전”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토의하였다. 

2015년 6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인문교류정책포럼”에서는 세계사 차원에서 한중 양국

이 공유하는 인문학 유산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생활이 필요로 하는 정신지주를 충분

히 토론하여 새롭게 가치판단의 근거를 수립하는 문제를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본국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둘째, 전통문화는 어떻게 현대화의 요구에 적응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외래문화 특히 현대 서방문화에 대하여 바르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 분야로 나눠 토의를 진행하였다. 제1단원은 “동방정신과 전통지혜”, 제2단원은 “서방

현대사조와 한중 양국의 인문학의 대응”, 제3단원은 “한중인문교류정책건의”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제3단원에서는 문화자원의 공동개발의 방향과 발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문화무역, 문화투자를 통해 문화자원의 공동개발을 시도하고 한중문화산업발전기금의 설립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지방도시간의 인문교류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특히 해양

도시연맹체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연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2016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회 한중인문학포럼에서는 “중한인문전

통과 현대화”를 대주제(1회 대주제: 한중인문교류와 문화정체성) 로 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인문전통은 두 나라 사이의 중요한 정신과 정감의 유대라고 하였다. 두 나라는 공

동의 가치추구를 지향하는 가운데 각자의 문화특색을 형성하여 왔고 근대에 들어와 유사한 역사

적 곤경에 직면하여서도 스스로의 인문전통의 기초 위에 응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자 나름의 

특색을 지닌 현대화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장기간의 깊이 있는 인문교류를 해왔

던 만큼 공동으로 새로운 동아질서를 만들어내고 공동으로 동아인문전통에 기반 한 현대세계와 

관련한 새로운 구상을 창조해내자고 했다. 포럼[論壇]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학, 역사, 철학, 언어

와 교육, 문화 분야 등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토의되었다. 2017년에는 “온고지신(溫故知新): 한

중 인문학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문학, 역사, 철학, 언어․교육․문화 크게 네 분야에서 몇몇 

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2018년에는 문화의 전승과 혁신, 2019년에는 한중인문학: 상호 

교류의 성과와 창조적 발전, 금년 9월에 열린 제6회 한중인문학포럼의 주제는 인문가치의 재발

견과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중 지역간 특성화 교류와 관련하여,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는 학술과 교육, 지방정부, 청소

년, 문화 등 네 분야의 교류를 중점방향으로 설정한 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2014년 19개 교

류항목이 다양한 형태로 주로 중국에서 개최된 이래, 2015년 50개 교류항목이 제시되었고, 

2016년에는 69개 교류항목이 제시되었다. 2017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교류항목이 정해지지 않고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별 기구간의 교류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진행된 19개 항목은 앞서 언급한 인문교류정책포럼과 인문교류포럼을 포함하여 청소년 관련 교

류 5개 항목 외에 교사, 민간예술 창작인과 우수작품 교류와 함께 도시간 문화유산 보호, 인문

유산 교류, 그리고 인문관련 교류를 비롯한 전통예술체험학교 개최 등을 주제로 하였다. 2015년

이 되면 교류항목이 50개로 증가되고 교류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2014년과 비교해 문화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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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외교포럼, 미래포럼, 유학생포럼, 청소년지도자포럼, 청년엘리트상호방문교류, 청년직업능

력개발과 창업교류 등이 추가되어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체육, 바둑, 전통예술, 음악 관련 교류

는 물론 특히 제주도와 해남성(海南省)간의 7개 항목에 걸친 교류활동이 눈에 띄었다. 산동성과 

관련한 교류는 유학대화회(儒學對話會), 유학교류대회(儒學交流大會), 서복(徐福)학술대회, 서법

(書法)교류전, 산동성과 경기도고교합작연맹 등이 있었다. 2016년의 경우 69개 교류항목 중 대

부분의 항목들은 2015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이지만, 귀주성(貴州省)과 충청남도간의 주제 8

개 교류항목은 그 교류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 효행(孝行)천하활동, 

부녀교류, 대학생문화산업전문가양성, 사천성과 한국간의 미식(美食)실크로드와 의약(醫藥)합작, 

박물관 상호교환 전시 및 관련 학술인사교류 등은 새롭게 제시된 교류항목들이다. 산동성과 관

련한 다른 교류항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유학과 관련한 유학대화회와 서복학술대회가 빠졌다. 

아울러 2014년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지정한 테마도시[主題城市]인 경상북도-섬서성(陝
西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 2015년 테마도시인 제주도-해남성은 관광업의 중심지이자 국가안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의 중요도, 그리고 2016년 테마도시인 충청남도-귀주성의 선정은 그 배경으로 중국 내 거대 내

수시장인 서부지역과의 교류거점의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기도하다. 그러나 이

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이 테마[主題]지역들이 풍부한 전통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란 특성

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신라문화로 대표되는 경상북도와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상징하는 강력한 

한당(漢唐)문화로 대표되는 섬서성, 해남성의 소수민족문화와 제주도의 탐라(耽羅)문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귀주성과 백제문화로 대표되는 충청남도 등의 교류가 

그것이다. 이처럼 기왕에 전개되고 있는 도(道)-성(省)간의 인문교류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산동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상북도와 섬서성이 양국간 인문교류의 테

마도시로서의 교류를 가장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매우 제한적인 교류만 전개되었을 뿐 2017

년 이후로는 사드문제로 인해 개별 기구간의 교류 외에는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찾아보기 어

렵다. 2015-16년의 교류와 같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지역과 지방도시 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문교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동아시아세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교류의 역사를 통해 많은 문화자산을 공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정치경제적 상호연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적 교류도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20세기 후반 이래 한중일 3국간에는 역사해석 및 영토문제 등을 포함하여 각국의 핵심 이익

과 관련된 갈등과 충돌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 정도 또한 심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 어느 지역

에 못지않게 민족⋅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역내 국가와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각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공식적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러한 성향

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한중 인문교류와 관련한 유대사업은 지방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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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미래가치를 담보한 인문자산 발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특색과 비교우위

에 기반한 지방도시간 인문교류를 장려⋅강화함으로써 교류의 매개인 인문자산을 다각적으로 발

굴하고 인문유대의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추진 방향은 한중인문유대

사업이 한국문화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거나 중국 주도의 가치질서 

재편과정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국내 일부 사람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갈등 현안으로부터 상대적

으로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 민간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공

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업기획력, 업무

추진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한중인문

유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 기제(機制)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도시간 교류는 인문유대사업의 사회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인문유대사업의 협력적인 관리체계의 측면에서 상층(중앙정부)교류

와 기층(국민)교류를 매개하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량의 위치에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력을 바탕으로 인문교류 통로를 다층화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형, 체

감형교류사업을 발굴해내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5.� 유학적� 가치실천을� 위한� 안동과�山東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

일정한 지역의 전통문화에는 오랜 세월 그 지역의 역사적 숨결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아울러 전통문화란 집단적 경험을 통

하여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의 정서적 공감대를 강하게 담고 있어서 이를 

통해 지역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에게 각자 자신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국가나 지역은 각기 자신만의 정체성은 물론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문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이미지야말로 바로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아울러 가장 효율적

인 지역홍보 수단이 된다. 즉 전통문화는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아울러 전통 혹은 전통문화가 “오래된 미래”로 일컬어지는 것은 그 특성이 산업사회의 모순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문화로서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의 계승이 미래문화의 대

안이 될 수 있으려면 전통을 통해 미래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의 전망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교류는 과거의 것

이면서 현재의 것이고 또 미래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은 물론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한중 두 나라는 

과거를 모델로 미래를 계획하는 문화적 관성(慣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학전통을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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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미래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일상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기도 하

다. 이후에도 특히 산동과 안동지역의 유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의 영역은 더욱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산동 지역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산동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도 들린다[山東的公鷄叫, 仁川都聽得到]”라는 말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움을 표현하고 

아울러 그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동성은 스스로를 경제대성(經濟大省), 인구대성

(人口大省)으로서 중화문화의 발상지 중의 하나라고 자부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이래 서

양문물이 유입되던 창구가 광동(廣東)이었다면 한국과의 문화교류는 전통적으로 산동이 그 창구

였다. 제로(齊魯)문화로 대표되는 산동지역은 공맹지향(孔孟之鄕)으로서 유학이 그 문화의 중심

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인문이나 문화를 주제로 한 산동성과의 교류를 언급할 때 유학이 그 중

심에 위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교류의 특성화를 유도(誘導)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교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가 된다는 우려

도 있다.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전개되는 인문교류의 내용 중 특히 한국과 산동성의 교류는 

유학과 전통문화의 교류를 중심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편 인문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왕의 유교

를 중심에 놓는 학술교류와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유학의 실천가치를 전제로 한 교

류를 위하여 양국의 유학이 지닌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

야 한다. 한국의 관점에서도 한국 유교의 특성이 무엇이고 중국의 영향과 자생적 사유의 결과로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려보는 안목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른 안목은 단순

히 전통의 동질성만을 내세우는 비(非)학문적 태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분야 전문가 사이에 학술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안동대학교 퇴계학

연구소와 산동사회과학원의 관련 연구소가 과거 20년 이상 학술교류를 지속해 왔던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한중 양국 간의 인문교류강화사업의 하나로 한국

주청도총영사관과 산동성외사판공실(山東省外事辦公室)이 주최하고 안동대공자학원, 퇴계학연구

소, 산동사회과학원국제유학연구전파센터[山東社會科學院國際儒學硏究與交流中心]가 모두 6회 

진행한 “중한유학교류대회(中韓儒學交流大會)”는 지역간의 학술, 문화교류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사드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교류가 중단되었을 때에도 서로의 신뢰 위에 변함없이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역 간의 교류가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산동에는 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유학에 관한 학술

적 교류를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념적 문제의 천착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관방

의 요구에 따른 주제, 정책적 수요와 관련한 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유학을 중심에 위치시키되 그 실천적 과제들 즉 자신의 행동을 상대화하면서 보편적 기

준에 맞추려는 인간이 되기 위한 소위 ‘자율적 개인’을 배양하기 위한 주제와 함께 일상적 실천

을 위한 주제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문화는 역동성을 지니는 인간 행위를 말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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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문화는 일방적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작용을 문

화적 역동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한 개인의 내면에 축적된 문화체험을 불러내고, 더 

나아가 그와 결합하여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아울러 모든 문화는 작용

과 함께 ‘흐름[活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의 가치가 오늘은 물론 내일에 있어서도 

‘오래된 미래’의 실천적 가치로서의 생명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학이 추구하는 인, 의, 예, 효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이 형

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학은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사상으로만 생각하는 편견이 많

이 남아 있다. 이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하여 본질과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일과 

함께 유학과 관련하여 교육과 제례(祭禮)와 교화를 담당하던 향교와 서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

산의 가치와 그 실천을 공유하는 방법과 그에 담긴 정신과 교육내용의 현대화를 위해 양국 간에 

상호노력 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201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의 경우 좀 더 적극적

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유학과 관련한 문화유산

은 사상이념 체계로서의 영향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그 개

발과 활용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몇 년간 안동은 중국이 중국어의 보급과 중국문화의 전파를 위해 전세계 

150여개국에 500개 이상이 설치된 공자학원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안동대에 공

자학원이 처음 설치될 당시 그 명칭의 주어인 ‘孔子’는 단지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이었

을 뿐 공자의 사상이나 유학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의 취푸(曲阜)방문 이후 공자와 전통사상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일어난 이후 공자학원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특히 안동대 공자학원은 그 이전인 2012년 개원할 당시부터 ‘추로지향(鄒魯
之香)’이란 브랜드를 내세워 ‘유학특성화 공자학원’을 표방하고, 유학가치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

하여 주목을 받았고, 아울러 안동시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였다. 아울러 지난 2014年부터 한중유교인문대화회(韓中儒敎人文對話會)를 통해 “유교, 꿈[夢], 

소통(疏通)-추로지향(鄒魯之香)의 매력(魅力)”이라는 대주제로 5년 동안 “한중 유교본향의 만남

(안동과 山東)”, “천년의 교류·백년의 미래”, “한중 종가문화와 현대생활”, “한중 고건축 문화유

산의 인문적 가치”, “유교문화의 근본가치와 미래전망” 등을 주제로 한중국제학술토론을 지속적

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5년 동안의 한중 유교문화 교류를 통한 학술토론을 1차적으로 총결하는 의미에서 2018

년에는 앞서 언급한 “유교문화의 근본가치와 미래전망”이라는 대주제하에 “유교고전교육과 미래

방향”, “유교의 전통예절과 관계적 인간”, “유교의 향촌문화와 그 현대가치”라는 주제들을 토의

하였다. 이같은 유학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대화와 학술토론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5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특히 일상과 관련한 유학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에는 안동대 퇴

계학연구소 주최로 제1회 한중서원포럼 개최하였다. 2020년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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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여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실적 어려움에도 단절 없이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교류와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것은, 2019년 8월 중국 교육부와 산동성이 공동으로 산동성 

곡부에 건립한 니산세계유학센터[尼山世界儒學中心]는 세계가 공인하는 유학학술연구, 인재배양, 

교류확대, 국제협력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되어 현재 중국인민대학센터와 산동대학센터 등 두 개

의 지역 센터[分中心]를 설립하고 있다. 해외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 30년 가까

이 유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를 지속해온 안동에 해외센터를 건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이후 이 센터의 건립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동의 니산세계문명포럼[尼山世界文明
論壇]과 안동의 21세기인문가치포럼의 인적교류 및 각종 학술회의 공동주최를 통해 유학의 실천

적 가치를 논의하고, 아울러 문물교류 전시회 개최, 한중 청소년 및 민간의 전통유학 체험 교류

활동, 학술적 공동연구 및 번역, 한국유학 관련 자료목록 아카이브(중문) 및 모바일 텍스트 구축, 

한중 청소년 및 민간 대상 유학강좌 및 상호방문 교류 실시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유학연구와 실천적 교류가 실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최근 국가적 관심을 끌고 있는 세

계문화유산축전과 연계하여 한중 간의 문화가치를 제고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

한 교류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가치지향의 “유학공동체”건립의 가능성을 계속 높여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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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Possible� to� Establish� a� Regional�

Korean-Chinese� Community� for� Confucianism?

-� In� anticipation� of� regional� cultural� exchanges� betwee...

                                  
Lee� Yoon� Wha(Andong�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1. Why is cultural exchange with China important?
2. The reason why the practice of Confucian values is more important to us today in 

the 21st century
3. The need to establish a practical value-oriented Confucian community
4. Korea-China humanities exchange and exchange of specialized areas between 

regions
5.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Andong and Shandong to practice 

the values of studying

1.� Why� is� cultural� exchange� with� China� important?

It’s October 2020 and the most critical time for us to practice the 

“Sushin-Jega-Chigook-Pyeong Chun Ha”(The strength of a nation derived from the 

integrity of the home), which is one of the eight articles from the Classical Chinese book 

“Dae-Hak”. A small, invisible virus is threatening nearly 8 billion people. The impact of 

COVID-19, which has spread worldwide in just 5-6 months, is terrifying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society, nations, and the world. The quarantine system of the state and 

society is a measure that protects the life and safety of individuals and is becoming the 

center of all political activities. Confirmed patients were quarantined, cross-city movement 

was prohibited, and later the border was closed. What is worrisome is that the virus is 

spreading regardless of borders, religion, race and culture. However, in the West, racial 

discrimination is intensifying. For example, expressing hatred towards certain citizens from 

China and Korea. In front of this virus which is nothing more than just a cell, 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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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ng who is proud of being the most intelligent creature is dividing making conflict rather 

than showing empathy, consideration, cooperation, and solidarity. As such, the wave of 

globalization in the last half-century is facing a significant challenge, and it is predicted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be followed by serious changes and aftermaths while 

accelerating the entry into the 'new normal era'. First, as the world begins to “de-globalize”, 

which will greatly affect mobility and exchanges between countries, the world is likely to be 

reorganized, centering on powerful countries for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reasons. 

Therefore, we can easily predict that the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variable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outh and North Korea will still make 

our situation even more difficult.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en, and will be the 

two major forces,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have been, and 

will be continuing the history-related disputes, are not just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order in East Asia. As 

it is well known, this historical change of reorganization of a new order began to be seen 

in the discourses of “Asian values”, “East Asian values”, “Confucian capitalism” and 

“Confucian democracy” 1)in the 1990s.

The attempt to establish the traditional “East Asian World” 2) centered on China, Korea, 

1) The East Asian discourse focused on the reflection of Western modernization and Western-centredism. 
Of course, such a position had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times and the 
range of subjective problem consciousness. For example, it has been subdivided into a trend toward 
rediscovering and re-creating traditional and common cultures and values in East Asia, and a trend to 
seek ideological and civilized alternatives that can overcome Western-centredism. According to this 
distinction, the former may include'East Asian culture theory' and'East Asian identity theory', and the 
latter may include'East Asian alternative system theory'. In particular, the latter trend is linked to 
various subdiscourses by embodying problem consciousness such as postmodernization, postnationalism, 
postcolonialization, post-Cold War system, and post-westernization. (Min-chul Park,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East Asian Discourse」, 『Unification Humanities』 Vol.63, 2015.9, p.137-138)

2) ‘East Asia as a heritage” and “East Asia as a plan” (eg East Asia as an intellectual experiment) should 
not be confused. In other words, East Asia as a heritage confines the local residents to the imagined 
culture. Recognizing East Asia as a plan (or intellectual experiment or discourse) not only makes it 
possible to distinguish the political agenda that attempts to explain Asia from a different angle, but 
also allows the region to be defined as a historical entity rather than as an unchanging cultural unity. 
“East Asia as a Plan” calls for rewriting the past. It should not be the same as what has been 
rewritten by nationalist history. It should be written, paying attention to what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East Asian culture and politics had to be revealed through alternatives to the current standards of 
ethn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is no longer enough to simply assert a cultural identity to 
the West.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West has already become an inseparable part of East Asia, but 
because such arguments may help to continue prolonging social injustice and oppression under a new 
cultural mask.(Arif Dirlik, ｢Is Culture Contrasting with History-Politics of East Asian Identity｣,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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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apan as an independent historical and cultural unit has been actively proposed by the 

Japanese academia since the 1970s.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specific history 

continues. Nevertheless, the term “East Asian world” is still us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a suitable term that can describe the region historically and culturally. 'Asia' has a too 

large regional scope, and 'Far East' or 'Northeast Asia' has too strong regional and political 

colors. Before the modern days, East Asian countries, like Western countries and Arab in 

the Middle East, were thought to be included in the cultural sphere which is based on the 

“Chinese world order” with an autonomous order. Let's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culture of the region belonging to the "East Asian World” which is close to China. 

They have maintained and developed their history and culture by making use of their own 

uniqueness and interrelationship through acceptance, rejection, conflict, and fusion through 

exchanges with Chinese culture and related culture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o sharing factors of geographical proximit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arguments to develop discourses of the 90s based on the deepening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to form a variety of kinds of 'community' centered on 

China have been discussed. This argument is based on a real interest in protecting 

themselves from economic and political disadvantages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Western 

world. However, unlike other places, this region has largely emphasized cultural 

commonality and homogeneity as a medium of its union, and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according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three countries, 

the community discussion hasn’t been seeing any progress. The situation has ceased to the 

extent that it has been discussed once in a while in politics and academi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prejudice against China still remains strong, and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as well, prejudice against Japan and Korea remains. In particular, Koreans' 

negative feelings toward Japan are very linear. This is how Korea's prejudice against China 

began. It first started from the view of scholar-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looking at 

the Qing dynasty, a Manchu tribe who destroyed the Ming dynasty in China. With the 

defeat of China i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ise of the Japanese Empire in East Asia, 

especial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negative view of China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itizens spread to Korea, 3) and a trend of contempt for China spread 

Asia as Discovery』, Moonji Publishing Co.,Ltd, 2000, pp.110-111)

3) Youngseo Paik, 「What Changes and What Does Not Chang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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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ly among Koreans. Since 1949, the severance of relations and negative evaluation based 

on anti-communist consciousness due to the Korean War have had a great influence. In 

modern times, as can be seen from the ambiguous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erms of political and military 

terms, the discussion of humanities ties and the humanities community that developed them 

has no longer progressed to a concrete stage of practice.

In order for a community to be established, the sharing of mutual awareness must be 

premised, and the sharing of awareness advances through cultural exchange. Cultural 

exchange refers to activities that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ultures converge and collide 

with each other, but in the process of exchange, they constantly communicate, learn and 

choose the ones from other countries. Culture is an important medium for each country to 

express itself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rough cultural exchange, the parties 

can recognize the differences and embrace and understand the value of the material and 

mental assets created by the other. In particular, in that exchanges are based on the sharing 

of mutual recognition, cultural exchanges acted as a medium that could most effectively fill 

the 40-year break between Korea and China. People exchange through cultural exchange. 

Through it, information and culture and arts are transmitted, and further, values and ways 

of thinking are shared. Of course, it is true that cultural exchange requires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backgrounds, but more importantly, it can be said that cultural 

commonalities and mutual sharing of familiarity are necessary. For instance, everyone will 

feel similar emotions when they read the poem written by the poet Lee Baek. As can be 

seen from this, the commonality of emotion expression, value concept, and way of thinking 

becomes a very important premise for exchange. This is the reason why we can accept 

each other's cultures without great reluctance, and as we encounter other aspects of similar 

cultures, we become curious about the culture of the other country.

Especially since the mid-1990s, Korean people have been able to win favor from the 

Chinese through the fusion of cultural conservatism, one of the most important trends in 

Chinese culture, and Confucian values related to tradition. Examples are Korea's emphasis 

on education and knowledge, respect for order and authority, emphasis on family values in 

ancestor worship, priority for public interests, and self-control. Despite concerns about 

political and cultural hegemony,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can serve as 

the basis for regional cooperation to strengthen private exchange and cooperation. Cultural 

Korea-China Relations」, 『History Criticism』 2012.11, p.197



실천세션 3
한중수교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

37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is possible in that establishing a new East Asian 

regionalism is possible through cultural exchange. This is also true in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a new local culture by sharing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which only values the logic of economy and competition. Korea and China 

have long bee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mutually influenced each other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civiliz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two countries have built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yond bilateral relations, region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begun, and these relations should continue and be strengthened 4). 

However, this development is not naturally given but is possible when the efforts of both 

countries to solidify the foundation bear fruit.

2.� The� reason� why� the� practice� of� Confucian� values� is� more�

important� to� us� today� in� the� 21st� century� � �

Global standards that have persisted for more than a century, such as rational reason, 

maximization of freedom given to individuals,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civilization 

have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development of digital civilization is indeed 

effective in overcoming this crisis. Efficiency here has to do with political capacity as well 

as more fundamental cultural capacity. Human society has stable and universal cultural 

characteristics. However, sometimes they are flexible and have relative characteristics. And 

those traits exist as traditions or customs, a kind of code of conduct that is strongly 

expressed in a particular society. Of course, even in the case of individuals,  they have their 

own customs based on their own traditions. Therefore, people judge right and wrong in the 

light of that and act according to those judgments. It emphasizes that tradition is an 

indicator of human behavior, not only a good indicator in the past but also in the present, 

but also a phenomenon that acts as a norm for sustaining society. So tradition includes not 

only the material part, but also the beliefs, practices, and institutions of all kinds of things. 

In addition, a tradition is an object that can change through cultural contact with the 

outside when the human internal desire to create and develop something more desirable and 

new arises. In general, ethics, moral behavior, and furthermore, living the right life means 

4) Do-hee Kim Korea-China Cultural Exchange-Status, Implications, and Tasks-, Politeia, 2015, 
pp.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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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by acting in conformity with customs based on traditional behavioral styles 5). From 

this point of view, Confucian is a philosophy of life that discusses how it is desirable for 

humans to live in their daily lives. As seen in “Hahak-I-Sang-dal”6), Confucianism 

attempted to explore the principles of life based on daily life.

It can be said that human beings are natural and social at the same time in that they 

live with the heavens and the earth, advance their understanding of nature, and live with 

others. In particular, in the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sphere, individuals are perceived as 

being in human relationships rather than as independent beings, that is, as beings that 

cannot escape from relationships with others 7).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omplete the individual through training as an individual but also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ll living organisms in nature, as well as to understand and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to society while pursuing understanding and harmony with others. In this 

way, the fact that Confucianism has pursued human perfection while placing importance on 

social responsibility8), as well as awareness of the individual meaning of existence, is not a 

thing of the past. It has a useful meaning for ourselves as well. Even before the Corona 19 

pandemic, humans were facing a confusion of ethics and moral values that conflicted with 

past values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digital civilization. And while this ethical and 

moral confusion is inevitable in an ever evolving history, the problem is that its depth and 

breadth are greater than ever9) . Ethics and moral confusion basically mean that most 

human beings who live ordinary lives are self-centered beings and devote themselves only to 

their desires. Humans are fundamentally desirable beings who live in pursuit of their own 

interests or comfort rather than caring for others, physically and mentally. It can be said 

that human beings ar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rationally or irrationally, constantly 

seeking and pursuing something.

However, excessive desires and wrong desires make humans unhappy. Therefore, if 

5) Lee Moon Park, 「Sociality of Ethics and Existence of Morality」, 『Philosophy and Reality』
2004-10, p.196

6)  『論語』 「憲問」35
7) Sangwoo Kwon, 「Modern, Postmodern, and Confucianism」, 『Oriental Social Thought』 Vol.14, 

2006, p.85

8) Therefore, in the systemetic worldview of Confucianism, there cannot be any human beings that are 
abstract and atomistic-such as "cogito ergo sum," as Descartes said. Humans do not choose a social 
form according to their will, but are naturally born as social beings.(Young-bae Song, The 
Difference Between East-West Philosophy Bargaining and East-West Thinking Method, Seoul: 
Non-Hyung, 2004, pp.230-233)

9) Lee-moon Park, ｢Ethical Morality in the Digital Era」. Philosophy Research, Vol. 84, 200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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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liberation from desire is impossible, what humans need is a controlled desire. 

Desire has been influenced by changes in culture, environment and times in the history of 

mankind. Such human desire is also related to all 'relationships' after the modern era. The 

postmodern relationship presupposes the union of independent individuals seeking self-interest. 

All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y constituted by selfish individuals tend to be easily 

destroyed in competition and conflict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human desire. Therefore, 

it naturally increases human alienation. Confucianism should draw new attention in that it 

can respond most effectively to the problems of human relations and loss of humanity, 

which are being cut off along with the expansion of desires in material abundance and 

mechanical civilization.

Confucianism is to awaken the individual living in reality by practicing the value and 

meaning of self-discipline in daily life and further expand the practice of personal moral 

values, which is related to fundamental questions about humans, into society. Let's reflect 

on the fact that, as Confucius intended, Confucianism is very holistic and encompasses both 

temporal and transcendental features 10). So it would be very useful to practice Confucian 

virtues when solving the problem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facing today and the 

problem of harmonious “relationship” in the environment of digital civilization. In other 

words, how do we solve the crisis in modern society caused by the negative aspects of 

maximized freedom given to individuals, the development of digital civilization and the 

expansion of non-face-to-face relationships? The practical value of Confucianism, which 

communicates and solidifies with various individuals while living as a social being, can have 

a very positive meaning. Therefore, the modern significance of Confucianism can be defined 

as follows. 1) To seek harmony between society and the individual while easing excessive 

implications for individuals. 2) Putting emphasis on the family that acts as a knot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and practicing related virtues 3) Talking about the meaning of 

devotion to Gong in connection with the American consciousness that the nation has 

nurtured. 4) Suggestion of coping methods for hierarchical relationships that exist in reality 

10) Regarding the humanities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following materials are worth 
referencing. Hee-ok Lee, ｢A plan for deeper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humanities ties」, Sungkyunkin 
China Brief Vol. 3 No. 1, 2015, pp.125-132. Hojun Jang, Suhan Kim, ｢Korean-Chinese Humanities 
Relations, Humanities Exchange between Local Intercity」 Chinese Studies』27, 2016, pp.53-84. 
Hojun Jang, ｢A Study on the Discourse and Direction of Korean-Chinese Humanities ties｣, Chinese 
Studies Vol.51, 2015, pp.203-221. 邢麗菊, ｢關于加强中韓人文交流的思考｣, 東北亞論壇』2014年第6
期, pp.112-123. 魏幸復, ｢Status and Prospect of Korean-Chinese Exchanges｣, 中國語文論譯叢刊』
vol41, 2017,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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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n modern society that only advocates equality on the surface. 5) Recognition of 

self-training. 6) Facilitat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helping them with words. 7) 

Formation of the basis for coexistence of multiple religions and ideologies(Therefore, sharing 

ethics in everyday life becomes important). 8) The views of Kenjiro Tsuchida (土田健次郞), 

organized on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foundation of spiritual solidarity in Asia, are 

still valid.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8), “I will first talk about the theory of the Asian 

community, which is often mentioned recently. Historically, there was a saying that the 

world was 'divided from the mainland by a strait', but it should be noted that what East 

Asia experienced in the premodern period was coexistence, not community. As shown in 

the previous section, “Hwai(華夷)”, the perspective of viewing the world is so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so I named it “divided cosmopolitanism”. (Omitted)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a Confucian culture or a Chinese culture, but it can be said 

that East Asia is unfamiliar with the fact that all countries are in an equal relationship and 

have a relationship as a community among them. It is clear that coexistence according to 

the investiture system had the effect of suppressing military friction.” However, the phrase 

"in the modern globalized world, it is not possible to apply the coexistence system to the 

community as it is, so it is an important problem” 11) has a great implication in relation to 

the orientation of East Asian Confucianism 12) or Confucianism community. 

3.� The� need� to� establish� a� practical� value-oriented� Confucian� community

The new environment in the digital age and the resulting new “relationship” 13)  between 

humans and humans will not be well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raditional 

Confucianism. In a modern society where “mobility” has increased, the domain of 

relationships is expanded through so-called social network services, so the primary human 

relationship domain is reduced by that amount. In other words, as the encounters with the 

kinds of people that they could never meet in the past become more frequent, people 

11) Written by Kenjiro Tsuchida/translated by Hyunchang Sung, Do You Know Confucianism, GueMul, 
2013, pp.248-249.

12) 黃俊杰, ｢“東亞儒學”如何可能?」,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5年第6期, pp.4-8.

13) Hyunjoo Kim, 「Human Relations in the Digital Era: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韓國疏通學
報』第3輯, 2004,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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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 change in which their perception area expands and their view towards the 

world gets enriched. Of course, the more they do, the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the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s become, but the possibility of a face-to-face discussion is 

getting farther away. In addition, intimacy also decreases due to reduced consideration and 

concession in diverse and complex human relationships. “Hit-and-run”-style relationships 

are prevalent and numerous short-term relationships are produced.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sense of crisis that the primary human relationship will not be able to be 

preserved without special efforts now is also naturally increasing with changes such as 

family dissolution and community destruction, which are further deepening.

Individuals constituting primary human relations are not only autonomous and 

independent subjects but are also established as basic units of society. These individuals are 

subjects with self-consciousness and reason, subjects of liberal markets, and equal citizens 

who believe in democratic humanism. Modern era individuals freed from existing 

hierarchical communities freely and independently form social relationships. Not only the 

state, but various kinds of communities were formed by these free and independent 

individuals 14). For individuals living in the modern era where free movement and exchange 

are guaranteed, the liberalism based on modern individuals would have felt as follows. 

Individuals criticize it a lot for it as old, trying to suppress freedom and to bind individuals 

to existing hierarchies, simply to turn community traditions and rules back into the past. 

For individuals living in the modern era where free movement and exchange are guaranteed, 

the liberalism based on modern individuals would have been felt as follows. Individuals 

criticize it a lot as old, trying to suppress freedom and to bind individuals to existing 

hierarchies, simply to turn community traditions and rules back into the past. Of course, an 

individual grows as a social being within a family, community, nation or country, and 

within this social context, an individual's identity, including freedom and rights, is formed.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ability to reorganize and self-correct while reflecting on one's 

identity in relation to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origin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other’s destiny is 

subdivided 15), or the obligations, solidarity and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s within the 

community are relatively overlooked. In this respect, let's look a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based on the Confucian view of human beings defined in the social 

14) Yonghyuk Kwon, 「Liberalism and Communism」. 『Society and Philosophy』第28輯, 2014, p.107

15) Yonghyuk Kwon, 「Liberalism and Communism」.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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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human relations with others. Some believe that the Western modern liberal view 

of humanity, which deviates from the social and community context and exists in isolation, 

has no room for acceptance 16) within the framework of Confucian cultural consciousness.

In philosophy, humans constantly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others for self-discovery. 

Similarly, Confucianism pursues a life of harmony in a reciprocal relationship that 

recognizes others while fulfilling their duties through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refore, in Confucianism, humans do not exist as themselves, but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recognize them as having a meaning of existence by doing so, and do not 

see themselves and society as separate. It is different from the Western modern view of 

human beings that emphasizes the individual itself and that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is 

established through contracts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in 

Confucianism,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others is not based on the 

outside, but on the moral mind that humans have. Confucianism established an ethical 

system that can be called the norms and rules of moral conduct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se relationships, under the premise that human life exists in diverse and 

complex relationships. The social structure pursued by Confucianism can be explained in 

this way. “In the life philosophy of Confucianism, an individual cannot exist alone, and all 

actions are action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eople, so they are all ethical 

actions.” 17) As can be seen from this, it can be said that we are now living in a 

relationship-centered society in that individuals are defined and placed in the context of 

social relationships. And because the relationship implies ethics, which is a moral code of 

conduct, it can also be said that we are living in an ethics-centered society.

The process of growing and developing an individual into a mature human being is a 

kind of socialization process in which one's natural emotions are transformed to meet 

cultural and moral standard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ocio-cultural relationships that 

constitute oneself. Therefore, on the basis of extreme self-discipline, one had to have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imself, his family, neighbors, and the country. One had 

to pursue harmony between humans and society, and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put 

great emphasis on efforts to realize moral and social practical values.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of individuals, the community becomes the most important premise. Community 

16) Young-bae Song, 『The Difference Between East-West Philosophy Bargaining and East-West Thinking 
Method』, 論衡出版社, 2004, pp.230-233

17) 梁漱溟, 『中國文化要義』, 『梁漱溟全集』(第三卷), 山東人民出版社, 1990,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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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group of relationships essential to human beings as social beings. In the traditional 

society, blood ties and local communities, which were closed and rigid, declined in the 

current of modernization. Communities value an individual’s specific experiences in relation 

to individual moral and political beliefs. In addition, all the characteristics that constitute an 

individual's political experience and homogeneity gather to create a social identity beyond 

the individual's ego. Of course, from a community-centered perspective, it argues that the 

individual's ego cannot exist before society, and emphasizes that the commun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irection of individual life and human happiness. Individual character 

and morality must also be understood based on the traditions of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are in.

The concept of community is based on shared political principles and public opinion in 

terms of the common good in a particular historical context. However, in a capitalist 

society where competition and profit-seeking are dominant, traditional communities are 

difficult to sustain. It can be said that the more competitive life is, the greater the need for 

the community. Therefore, new types of communities are emerging that pursue community 

values such as trust, reciprocity, and intimacy. In recent years, communities are becoming 

more flexible and diversified, both in concept and in actual form. Members of the 

community have diverse interactions beyond geographic restrictions, and there is a tendency 

to pursue a strong community through common solidarity. Diversification of the real 

community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in the future. Of course, the most basic 

community is a blood-related community, which is an important organizational unit for 

individual survival and collective reproduction. A regional community is a community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and empathy. In traditional society, blood-related communities and 

regional communities were largely similar. Blood ties and local communities have long been 

in a basic position in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life of East Asian people, but as 

their importance diminishes in modern times, flexible communities that realize community 

values in a new social environment are being created instea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fucianism,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human beings are 

beings formed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in a social group centered on the family. 

Therefore, the domestic code of ethic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is not only relevant to 

the family, but has a very important social meaning. In other words, I think that the 

existence of 'I' expands to the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Therefore, Confucianism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problem of order and harmony in the real world. As a result, the 

focus was not on the individual's, but the social group's. The group represent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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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family, constituted 

an individual's identity. Family members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reflectively relativize 

each other's positions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with other generations within the 

family. In addition, when out of the family community, people in society have re-adjusted 

their positions to adapt to changes, so they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relativize them in 

their lives without sticking to a particular value. In this sense, the practice of Confucianism 

values as individuals and family members could be completed with a more extended social 

practice called courtesy.

4.� Korea-China� humanities� exchange� and� exchange� of� specialized�

areas� between� regions�

In particular, th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took place between 2014 

and 2016, was conducted under the banner of “designed by the top, led by the government, 

and all citizens participated [頂層設計, 官方引領] Therefore, th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was deadlocked due to the THAAD problem. As such, the actual exchanges are 

subject to political influence and there are various concerns.18) Anyway, in November 2013, 

the Korea-China Exchange Joint Committee was established, and in July 2014, the two 

leaders jointly proclaimed 19 items for humanities exchange cooperation. Most of the 

content was related to exchanges between youth and music, art, literature, traditional 

clothing, and humanistic heritage. In addition, at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China 

Exchange Joint Committee held in Xian in November 2014, exchange items cooperation for 

2014 were announced.19)  It was announced that both sides recognize that the ultimate goal 

18) Youngseo Paik, 「The Distance between Humanities Community and Value Alliance」, 『Seonam 
Forum Newsletter』vol 190, 2013

19) Regarding the humanities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following materials are worth referencing. 
Hee-ok Lee, ｢A plan for deeper development of Korean-Chinese humanities ties｣, Sungkyunkin 
China Brief Vol. 3 No. 1, 2015, pp.125-132. Hojun Jang, Suhan Kim, ｢Korean-Chinese Humanities 
Relations, Humanities Exchange between Local Intercity」Chinese Studies』27, 2016, pp.53-84. Hojun 
Jang, ｢A Study on the Discourse and Direction of Korean-Chinese Humanities ties｣, Chinese Studies 
Vol.51, 2015, pp.203-221. 邢麗菊, ｢Korean-Chinese Humanities Relations, Humanities Exchange 
between Local Intercity｣ Chinese Studies』27, 2016, pp.53-84. Hojun Jang, ｢A Study on the Discourse 
and Direction of Korean-Chinese Humanities ties｣, Chinese Studies Vol.51, 2015, pp.203-221. 邢麗
菊, ｢關于加强中韓人文交流的思考｣, 東北亞論壇』2014年第6期, pp.112-123. 魏幸復, ｢Status and Prospect 
of Korean-Chinese Exchanges｣, 中國語文論譯叢刊 vol41, 2017,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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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humanistic ties is to improve the level of intimacy between the people of both Korea 

and China. It ha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in that it gives importance that is 

difficult to find in the past. At the time, importance was given to civilian exchanges, which 

recognized that even though the capacity centered on the economy and military power 

represented'strong', it could not represent 'greatness'. There is also an evaluation that the 

historical factors were newly inherited in that China took the lead in the order in the East 

Asian world and put cul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ollow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academic 

exchange, policy support, and concrete exchange practices related to humanities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which was included in the 

exchange category and is currently being held. “Humanities Forum [人文學論壇]” co-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New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信息情報硏究院). “Humanities Exchange Policy Forum [人文交流政策論壇]” 

organized by the Korean Economic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Association. At the 

2014 Humanities Forum, three themes were discussed: “21st Century East Asian Civilization 

and Humanities”, “Korean-Chinese Literature Traditions and Bonds”, and “Humanities and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The “Humanities Exchange Policy Forum” held at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 June 2015 reinterpreted the humanities heritage and 

tradition shared by both Korea and China at the level of world history. We are looking 

into the issue of establishing a new basis for value judgment by sufficiently discussing the 

spiritual pillars necessary for living in modern times. The discussion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how to evaluate the traditional culture of your home country. Second, how will 

traditional culture adapt to the needs of modernization? Third, how to properly respond to 

foreign culture, especially modern Western culture. 

Unit 1 was “Oriental Spirit and Traditional Wisdom”

Unit 2 was “Western Contemporary thoughts and the Response of Humanities of Both 

Korea and China”

Unit 3 is “Suggestions on Korea-China Exchange Policy”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on the subject seen above.

In particular, in Unit 3, the future and direction of the joint development of cultural 

resources were discussed.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Fund was proposed along with the content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develop cultural resources through cultural trade and cultural investment.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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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opinion of strengthening the humanities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local cities, in particular, they proposed the concept of a maritime city alliance and insisted 

on its solidarity.

Next, at the 2nd Korean-Chinese Literature Forum held in Beijing, China in December 

2016, “Chinese-Korean Humanities Tradition and Modernization” was set as the main 

theme (1st Forum main theme: Korean-Chinese Literature Exchange and Cultural Identity). 

It is said that the humanities tradition that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is an 

important bond of spirit and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countries have 

formed their own cultural characteristics in the pursuit of common values, and have faced 

similar historical difficulties in the modern era. However, it is said that they set the 

direction of response on the basis of their own humanities tradition and walked the path of 

modernization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As long as they have had meaningful 

humanities exchange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jointly created a new East Asian order 

and jointly created a new concept for the modern world based on East Asian humanities 

traditions. In the forum, various topics were specifically discussed in the fields of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language and education, and culture. In 2017, under the theme 

of“Ongojishin(try to find a guide into tomorrow by taking lessons from the past): The 

History and Future of Korean-Chinese Humanities”, several topics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in four fields: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In 

2018, the theme was the transmission of culture and innovation. In 2019, Korean-Chinese 

Literature: Achievements of mutual exchange and creative development were the theme. The 

theme of the 6th Korea-China Literature Forum held in September this year was the 

rediscovery and new interpretation of humanities values.

Regarding specialized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orea-China 

Literature Exchange Joint Committee set the focus of exchanges in four areas: academic 

and education, local government, youth, and culture. Events related to 19 exchange items 

were held in China in 2014, 50 additional exchange items were presented in 2015, and 69 

were presented in 2016. Since 2017, no specific exchange items have been determined, and 

exchanges between individual organizations have been sporadically conducted within a very 

limited range. The 19 items in 2014 included exchanges with teachers and private art 

creators in addition to the five exchange items related to youth,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Humanities Exchange Policy Forum and Humanities Exchange Forum. Also, 

exchanges for excellent works took place. The theme was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between cities, the exchange of humanities, and the holding of a traditional ar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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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including exchanges related to humanities. n 2015, the number of exchange items 

increased to 50, and the contents of exchange were also diversified. Compared to 2014, 

cultural exchange meetings, public diplomacy forums, future forums, international student 

forums, youth leader forums, youth elite mutual visitation exchanges, youth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nd entrepreneurship exchanges were added. In addition, exchange 

activities related to physical education, Baduk (the game of Go), traditional arts, and music, 

especially between Jeju Island and Hainan, were noticeable. Exchanges related to Shandong 

include the Confucian Conversation Conference(儒學對話會), the Confucian Exchange 

Exhibition(儒學交流大會), the Seobok(徐福) Academic Conference, the Seobeop (書法) 

Exchange Exhibition, and the Shandong and Gyeonggi High School Cooperation Federation. 

In 2016, most of the 69 items of exchang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2015, but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s of the exchange of eight topics between Guiju 

Province and Chungcheongnam-do have become more diverse. In addition, filial piety 

activities, conferences focused on women and feminism, college student culture 

industry-related specialist training, gastronomic silk road and medicine collaboration 

between Sichuan Province and Korea, museum exchange exhibitions, and related academic 

personnel exchanges were newly proposed. Other exchange items related to Shandong 

Province have not changed significantly, but the Confucianism-related parts such as 

Confucianism Conversation and Seobok Academic Conference were omitted. 

In addition, in 2014, the “Eurasia Initiative” and “One Belt One Road”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Gyeongsangbuk-do-Somseo Province, a theme city designated by the 

Korea-China Exchange Joint Committee. In 2015, the theme city of Jeju-Haenam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enter of tourism and a strategic point of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the selection of the theme city of Chungcheongnam-do and Guiju Province in 

2016 was due to the judgment that it was to secure an exchange base with the western 

region, a huge domestic market in China. The main reason for the selection was that these 

themed areas are regions with a rich traditional culture. Gyeongsangbuk-do, represented by 

Silla culture, and Shaanxi, represented by the powerful Handang culture, which symbolizes 

"The Rise of the Great Nations”,  ethnic minority culture of Haenam and Tamra culture of 

Jeju Island, Guizhou Province, where the largest number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live, 

and Chungcheongnam-do, which is represented by Baekje culture are the example. 

Shandong Province is no exception in that humanities exchange between provinces (道) and 

states (省) that are currently underway are past, present and future-oriente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Shaanxi Province were the first to initiate exchanges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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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he theme city for humanities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only very limited exchanges have been conducted, and since 2017, due to the THAAD 

issue, it is difficult to find various and active exchanges other than exchanges between 

individual organizations. There is no active exchange similar to that of 2015-16.

The specific practical plan of humanities exchange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between regions and local cities is very important.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st 

Asian world share many cultural assets through a long history of exchange. In addition,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economic globalization has deepened political and 

economic interconnection, and human exchanges are expanding rapidly. Nevertheless, as 

mentioned above,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frequency of conflicts and 

conflicts related to the core interests of each country, including historical interpretations and 

territorial issues have increased as well as the severity of these particular issues. In addition, 

lik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countries with strong Ethnicismand nationalism tendencie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other country tend to react sensitively to official conflicts 

related to their core interests, and governments often use these tendencies politically. 

Considering all these circumstances, the ties related to humanities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based on active regional inter-city exchanges. Only then can it help 

to discover humanities assets based on future values. By encouraging and reinforcing 

humanities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mparative advantages of each local government, it is possible to discover humanities assets 

as a medium of exchange in various ways and to flexibly sustain humanities-related ties. 

This direction of promotion may relieve some Korean people's concerns that the 

Korean-Chinese humanities ties project may only reaffirm China's historical influence on 

Korean culture or be subordinated to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value order led by 

China. Next, local governments can take a relatively autonomous and flexible position from 

sensitive conflict issues related to the core interests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s, compared with corpor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public confidence as a public institution, and have relatively stable 

financial power along with business planning power and business promotion power 

accumulat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establishing an exchange mechanism that can 

stably and continuously promote the humanities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exchanges between local cities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spread of humanity's ties to 

more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local governments mediate exchanges between the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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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the people in order to manage humanity's ties projects based on 

cooperation and act as a bridge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m. Based on the 

project promo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s, humanities exchange channels can be 

multi-layered, and it can play a pivotal role in discovering public-participating and tangible 

exchange projects and spreading the results to society. 

  

5.�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Andong� and�

Shandong� to� practice� the� values� of� studying

The traditional culture of a certain region fully contains the historical breadth of the 

region that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years. Therefore, it i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confirming their identity. In addition, since traditional culture has been accumulated 

through collective experience, it naturally contains a strong emotional consensus of the 

region, thereby bringing a sense of belonging and unity of local members. And just as every 

individual has its own image, each country or region has its own identity and unique 

image.

In the age where culture is highly valued, this image becomes an important source of 

competitiveness and also the most effective means of local public relations. In other words, 

traditional culture become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representing the image of the region. 

In addition, the reason that tradition or traditional culture is referred to as the “old future” 

is because its characteristics have future values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contradictions 

of industrial society. In order for the inheritance of tradition to become an alternative to 

the future culture, ceaseless efforts are required to discover future values and create better 

future prospects using tradi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in detail that 

humanities exchange centered on Confucianism in relation to these traditional cultures must 

be thing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ccordingly, not only can the historical meaning 

be reexamined, but also important practical significance can be found. In addition, since 

both Korea and China have cultural inertia to plan the future using the past as a model, 

examining the Confucian tradition is also a work of turning the daily life of individuals 

and society into a mor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future. After that, the area of cultural 

exchange, centered on Confucianism in Shandong and Andong, needs to be further 

expanded.

In general, when talking about exchanges with Korea in the Shandong region, the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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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chicken crows in Shandong, you can hear it in Incheon [山東的公鷄叫, 仁川都聽得到]” 

well expresses the closest geographical proximity and intimacy to Korea. Shandong Province 

prides itself on being one of the birthplaces of Chinese culture based on the great economy 

(經濟大省) and great population(人口大省). Historically, since the mid-19th century, the 

window for Western cultures to flow in was Guangdong, whereas in the case of cultural 

exchange with Korea, Shandong has traditionally been the window. The Shandong region, 

represented by the Qi and No Dynasty cultures, is the Gong Meng-oriented (孔孟之鄕). 

Confucianism is at the heart of the culture. Therefore, when referring to exchanges with 

Shandong Province on the subject of humanities or culture, it is natural for Confucianism 

to be at its center. However, while this is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zation of 

exchange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it is a hindrance in that the range of exchanges can 

sometimes be limited. Humanities exchange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with national 

interest and national support. Among the contents of humanities exchange, in particular, 

exchanges between Korea and Shandong Province are conducted within a fairly limited 

range, centering on exchanges between Confucianism and traditional culture, so it is 

desirable to newly set up various themes that can expand the value of humanities. 

However, academic exchanges and cultural exchanges centering on former Confucianism 

must be sustained, and in particular, for exchanges based on the practical value of 

Confucianism, a more accurate grasp of the essential meaning and value of Confucianism in 

both countries must procee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 

correct perspective to distinguish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onfucianism in Korea and 

the influence of China and the characteristics that naturally arose. The right eye will be 

able to dissolve the non-academic attitude that simply emphasizes the homogeneity of the 

tradition. To this end, academic discussions between experts in this field need to be 

continued.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note the fact that the Toegye Research Institute 

of Andong University and the related institute of Shandong Social Science Institute have 

continued academic exchange for more than 20 years. Based on this, the China-Korea 

Confucianism Exchange Forum (中韓儒學交流大會), host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Korea and the Foreign Affairs Offices of Shandong Province(山東
省外事辦公室) and carried out by Andong University Confucian School Contest, Toegye 

Research Institute and Shandong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Study and 

Dissemination Center for 6 times[山東社會科學院國際儒學硏究與交流中心], is serving as a 

good example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Even when most exchanges 

were stopped due to the THAAD issue, humanities exchanges continued to take pla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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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of mutual trust, which was also because of regional exchanges.

In addition, there are more institutions in Shandong that specialize in Confucianism than 

other regions. Therefore, although academic exchanges on Confucianism are actively 

practiced, there is still a problem that it is mainly for the purpose of delving into 

ideological problems, or topics related to the demands of the bureaucracy and policy 

demands. In that respect,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Confucianism. However, the practical 

tasks, namely, efforts to cultivate the so-called “autonomous individuals” to become humans 

who relativize their actions and meet universal standards, and practicing them should be at 

the center of everything. Culture refers to human behavior with dynamics. Therefore, culture 

is not transmitted unilaterally but must be interactive. This action can be called cultural 

dynam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ultural experiences accumulated within an 

individual to daily life. Only then will it be combined with the aforementioned parts to 

form a culture that society can share. All cultures exist in the flow. Therefore, the practical 

value of the aforementioned 'old future' must be applied to Confucianism not only in the 

present but also in the future.

In reality, however, there is public sympathy for the need for humanity, righteousness, 

courtesy, and filial piety that Confucianism pursues.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lot of 

prejudice to think of Confucianism as an archaic conservative idea. There are some things 

that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accept and practice this more easily. In addition to 

correcting the essence and concept, Hyanggyo and Seowon, which were in charge of 

education, rituals, and edification in relation to Confucianism, must be used well.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make mutual effor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modernize the spirit 

and educational content contained in the method of sharing the values and practices of 

cultural heritage. Seowon, which was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19, needs to 

be studied more actively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the cultural heritage related to 

Confucianism is functioning in various ways in various fields besides its influence as a 

system of ideas and ideology, so its development and use will be endless. 

In this regard, in the past few years, Andong has the experience of using Confucius 

Institutes, which have more than 500 established in 1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Chinese language and Chinese culture. When Confucius Institute was 

first established at Andong University, the subject of its name, “孔子,” was merely a symbol 

of China's representative culture, and had no special relation to Confucius' thoughts or 

Confucian studies. However, after then China’s general secretary Xi Jinping's visit to Qufu 

in 2013, Confucius Academy has attracted more attention after explosive inter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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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us and traditional thoughts arose. In particular, Andong University's Confucius 

Institute, from the time it opened in 2012, launched a brand called “Aiming for Confucius 

and Mencius” and advocated “Confucius Institute specialized in Confucianism”. It attracted 

attention by emphasizing the social practice of Confucianist values, and also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with active support from Andong city and north kyeongsang province. In 

addition, since 2014, through the Korean-Chinese Confucian Humanities Conversation, 

“Confucianism, Dreams, Communication-The Charm of Confucius and Mencius-oriented” 

has been held regularly for five years. “Meeting of Confucian hometow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ong and Yamato)”, “A thousand years of exchange and a hundred years of 

future”, “Korea-China head family culture and modern life”, “Humanistic values of 

Korean-Chinese ancient architectural heritage”, “Basic values of Confucian culture And 

future prospects” were detailed topics. 

In particular, in the sense of concluding “Academic Discussion through Confucian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for five years, in 2018, the following topics were 

discussed under the main theme of “The Fundamental Values of Confucian Culture and 

Future Prospects”. “Confucian Classical Education and Future Direction”, “Mankind based 

on Confucian traditional etiquette and relations”, “Confucian village culture and its modern 

values”, etc. Various dialogues and academic discussions on the subject of Confucianism are 

impossible without active cooperation from local governments. Through various exchanges 

over the past five years, it is evaluated that they have made certain contributions in 

re-examining the modern value of Confucianism, especially related to daily life. Based on 

these achievements, the 1st Korean-Chinese Seowon Forum was held in 2019 by Toegye 

Research Institute of Andong University. It is announced that it will be held on a smaller 

scale this year in 2020 due to COVID-19. It will be held without stopping despite various 

difficulties.

There is a special note regarding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Nissan World 

Confucianism Center (尼山世界儒學中心), established jointly by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and Shandong Province in August 2019, is currently establishing two regional 

centers: the People's University Center of China and the Shandong University Center. It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ademic research, 

human resource development, exchange expans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have a 

plan to build an overseas center in Andong, which has continued cultural exchange centered 

on Confucianism for nearly 30 years. Therefor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is center, I 

hope that more in-depth Confucianism research and practical exchanges will continu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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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based on traditional culture. In addition, the practical value of Confucianism will 

be discussed through co-hosts of "Nissan World Civilization Forum" in Shandong and 

"People Exchange and Various Academic Conferences of the 21st Century Humanities Value 

Forum" in Andong. In addition, a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will be held.

Traditional Confucianism experience exchange activities between Korean-Chinese youth 

and private sectors, academic joint research and translation, mobile text preparation of 

archives of Korean Confucianism-related materials in Chinese, Confucianism lectures and 

the mutual exchange of tourism will be held for Korean-Chinese youth and general citizen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promote cultural value between Korea and China 

in connection with the World Cultural Heritage Festival,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national attention. I hope that through this exchange,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 

value-oriented “Confucianist communit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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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문화교류,� 상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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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이후,�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양국의� 노력�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간 전통적 교류를 바탕으로, 1992년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1992년 이후, 우호협력관계, 21

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등을 거치며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는 발전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한 중 양국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1994년 3월 양국 문화협력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 ‘한·중 문화공동위원회 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양국의 

문화 우호 관계를 다지고,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

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4년 주중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베이징 중심가에 

주중 한국문화원을 개원하였고, 1995년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사무소, 200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2009년 영화진흥위원회 중국사무소 등이 차

례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중국의 제2 도시 상하이에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을 개원하

였습니다. 중국은 2004년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을 서울에 설립한 데 이어, 아시아 최초로 서울 

중심가에 중국문화센터(주한 중국문화원)를 개원하였습니다. 주한 중국문화원은 중국 관련 정보

의 제공, 교육과 인재 양성, 문화행사 개최 등 현대 중국의 발전상과 중국 문화를 소개하고, 양

국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 사례,� 문화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을지 살펴보기 위

해,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양국 간 어떤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어 왔는지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

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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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작의 쾌거 
2001년 영화 <비천무>를 시작으로, <소피의 연애 매뉴얼>(2009), <이별계약>(2013), <제3의 

사랑>(2014), <나쁜놈은 죽는다>(2015), <나는 증인이다>(2015), <엽기적인 그녀2>(2016) 등 다

수의 영화가 한국과 중국의 공동 투자로 제작되어 양국 관객을 만났습니다. 이 중 <이별계약>은 

오기환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중국 배우 바이바이허와 펑위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로, 2013

년 6월 국내 개봉 전 4월에 중국에서 먼저 개봉되었고, 개봉 당시 역대 중국 로맨틱 코미디 영

화 중 최고 흥행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연을 담은 한중 합작 다큐멘터리 <22(Twenty Two)>는 궈커 

감독의 연출로, 2017년 중국에서 개봉한 이후 2018년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국

내에서 개봉했습니다. 2017년 중국 다큐멘터리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개봉 당시 550

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부산국제영화제,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얄타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해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술을 통한 한·중 양국의 이해
한·중 국가예술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의전당은 2018년 중국국가미술관 소장 걸작전 

<같고도 다른: 치바이스와의 대화>를 선보였습니다. 전시 예문에 소개되었듯, 동아시아 서화 미

술의 핵심 화두인 ‘필묵사의’ 전통과 재창조의 흐름을 치바이스, 팔대산인 주다, 우창스, 우쭈어

런, 우웨이산 등의 중국 거장 작가들의 작품 116점을 통해 국내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된 전시 기간에 학술 포럼,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함

께 개최해 중국 근현대 미술에 대한 국내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듬해 6월 두 번째 한·중 국가예술교류 프로젝트로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

화전>을 중국국가미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간송미술문화재단, 과천시추사박물

관, 제주추사관, 영남대박물관, 김종영미술관 등 총 30여 곳에서 출품한 총 87건의 작품과 자료

가 전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약 58일 동안 약 30만 명이 전시를 방문하여 중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 예술의전당에서 중국 예술 대가로 손꼽히는 한메이린 세계순회전이 개최되

었고, 오는 11월에는 중국 현대미술 거장으로 손꼽히는 유에민쥔 첫 대규모 개인전이 개막을 앞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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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객에게 소개되는 한국 창작 뮤지컬
2017년 8월 중국 상하이 문화광장 극장은 한국 뮤지컬제작사 라이브(주)가 2014년 선보여 국

내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아 온 <마이 버킷 리스트>를 중국 버전으로 제작해 상하이 바이위

란극장 무대에 올렸습니다. 2016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K뮤지컬 로드쇼’를 통해 상하이 문화광장의 페이위안홍 부총경리가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한국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 관객 특성과 공감 요소 등을 추가하여 중국 버전 공연

으로 다시 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버전으로 제작된 한국 창작뮤지컬 작품은 <김종욱 찾

기>(2013), <총각네 야채가게>(2013), <빨래>(2017) 등이 있으며, 향후 양국 교류와 협력 사례

도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관객에게 소개되는 중국희곡
 한중연극교류협회(회장 오수경)는 2018년부터 중국의 전통희곡과 현대희곡을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는 ‘중국희곡 낭독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타상자>, <물고기인간>, <청개구

리>, <뽕나무벌 이야기> 등 총 28편의 중국 희곡이 국내 관객에게 소개되었고, 그중 열 편의 작

품이 김광보, 고선웅, 윤한솔, 김재엽, 구자혜 등의 국내 연출가가 낭독공연으로 무대에 올렸습

니다. 

올해 제3회를 맞은 ‘중국희곡 낭독공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공

연으로 관객들에게 소개되었으며, 공연 마지막 날에는 중국 국가화극원 소속 프로듀서 등이 참

여해 ‘중국 연극계의 미래 전망과 지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낭독공연 작품 중 중국 작가 라오서의 <낙타상자>는 고선웅 연출이 이듬해 재각색해 서

울연극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무대에 올렸고, 궈스싱의 <물고기 인간>은 김광보 연출로 서울시

극단 정기공연 무대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중 양국 문화부는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만나 수교 30주년

이 도래하는 2022년을 계기로 양국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진행돼 온 문화 분야에서의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례를 토대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아시아, 전세계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며 다자

간 문화협력을 위해 한·중이 상호간의 굳건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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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에서 양국 교류와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교류, 지역 

간 교류, 미래세대를 이끌고 갈 청년·청소년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최근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예술과 기술 융합 한·중 공동협

력 사업, 디지털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등도 충분히 한·중 양국이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양국은 문화를 통해 새로운 양국 관계를 만들어갈 무궁

한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실한 우정을 쌓으며, 이를 통해 양국이 상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기

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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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na� Cultural� Exchange,� Another� Leap�

forward� towards� Mutual� Development

Eunhee� Kim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 Director� of� Cultural� Exchange� &� Planning)

The� efforts� made� by� both� nations� for� Korea-China� cultural� exchang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Ever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building on 

thousands of years of conventional exchange, they have seen dramatic growth in a range of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From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 through “cooperative partner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o a 

“full-scale cooperative partnership and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 relations”, Korea-China 

diplomatic ties have evolve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2.

In respect to relations in the realm of culture, Korea and China signed an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in March of 1994 leading to the Korea-China Joint Cultural 

Committee held ever since by each nation in rotation, building friendly cooperative cultural 

relations and has been committed to vitalizing various types of exchanges as well a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Starting with the Korean Culture Information Service in the Korean Embassy in China in 

1994, the Korean government opened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downtown Beijing in 

March of 2007 followed one after the other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Beijing 

Office in 1995,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hina Office in 2001,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Beijing Office in 2006, and the Korean Film Council China Office in 

2009. Not only th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Shanghai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largest city of Shanghai in 2007. Meanwhile,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its first 

Confucius Institute in Seoul in 2004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ir fir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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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enter in Asia inaugurated in downtown Seoul. The China Cultural Center serves 

as the linchpin of introducing modern Chinese history and culture, and vitalizing cultural 

exchange by providing information on China, training and nurturing talent, as well as 

opening cultural events.

Examples� of� Korea-China� cultural� exchange.� What� is� needed� in� the�

field� of� culture.

By taking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ties as an opportunity, I 

would like to examine several examples of what kind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been carried out thus far between the two nations in order to find an ideal future direction 

for Korea-China cultural exchange.

Remarkable achievements made by the Korea-China joint venture
The Korea-China joint venture co-invested in the production of a variety of films 

including Dance with Sword in 2001, Sophie's Revenge in 2009, A Wedding Invitation in 

2013, The Third Way of Love in 2014, Bad Guys Always Die in 2015, The Witness in 

2015 and My New Sassy Girl in 2016. Among them, A Wedding Invitation directed by Ki 

Hwan Oh featuring Bai Baihe and Eddie Peng was pre-released in China in April of 2013 

followed by Korea in June of 2013 and broke the box office record for romantic comedy 

movies.

Twenty Two, a documentary film co-produced by Korea and China, and directed by Ke 

guo is focused on stories surrounding Chinese ‘comfort women’ and was released on August 

14th, 2018, the International Memorial Day for Comfort Women in China in 2017. The 

movie came in first on the list at the box office for documentary films hitting the 5.5 

million viewer mark and was officially invited to a whole host of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Moscow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Yal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Understanding both nations through the arts
Seoul Arts Center hosted Between Likeness and Unlikeness: A Dialogue with Qi Baishi in 

2018 featuring masterpieces from the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as part of national 

arts exchange projects between the two sides. As said in the introduction of th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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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ink painting trading and the logic of the innovation of Chinese art forms were 

revealed through 116 artworks created by renowned painters including Qi Baishi, Zhu Da, 

Wu Changshuo, Wu Zuoren, and Wu Weishan. During the exhibition from December 2018 

to February 2019, academic forums and child learning experience programs were held 

together to provide Korean visitors with opportunities to help understand Chinese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June of last year, the two organizations held A Dialogue Between Kim Jeong-hui and 

Literati of the Qing Dynasty in the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as part of the second 

national arts exchange project. This exhibition showcased a total of 87 artworks and art 

information from 30 organizations which includes the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the Chusa Museum, the Museum of Chusa Kim Jeong Hyui, Yeungnam University Museum, 

and the Kim Chong Yung Museum. During the 58 days, the exhibition garnered 300,000 

Chinese people proving keen attention in China.

Not only that, in 2018 Seoul Arts Center hosted Han Meilin Global Tour Exhibitions, 

one of the greatest Chinese art masters with Yue Minjun, one of China's best contemporary 

art masters,  opening his first large-scale individual exhibition under the name of Yue 

Minjun, A-Maze-ing Laughter of Our Times! this upcoming November.

Korean creative musicals introduced to Chinese audiences
In August 2017, the Chinese version of the musical My Bucket List was staged at 

Shanghai Culture Square Theater. The Chinese version originated from the beloved Korean 

musical produced by performance producer Live Corp. after its domestic premiere in 2014. 

The original version of My Bucket List was introduced to Fei Yuanhong, artistic director of 

Shanghai Culture Square Theater through the 2016 K-Musical Road Show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presented b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t the time, he signed a contract with the Korean performance producer to reproduce the 

Chinese version with alterations to arouse sympathy in Chinese audiences. Other Chinese 

versions of musicals reproduced in such a way include Finding Mr. Destiny in 2013, 

Bachelor’s Vegetable Store in 2013, and Laundry in 2017, and futur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re also well worth seeing.

Chinese drama introduced to Korean audiences
Starting in 2018, the Performing Arts Network of Korea and China led by president Oh 

Soo-kyeong has been presenting a series of Chinese Drama Reading wher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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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and contemporary dramas are introduced to Korean audiences. So far, a total of 

28 Chinese dramas including Rickshaw Boy, Fishman, the Frogs, and Stories of Mullberry 

Village have been presented to Koreans and among them, 10 dramas were staged in the 

form of a stage reading directed by domestic directors including Kim Kwang-bo, Koh 

Sun-woong, Yoon Han-sol, Kim Jae-yup, and Koo Ja-hye.

This year marks the 3rd anniversary of the Chinese Drama Readings an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year, it was held virtually. On the last day of the performance, 

there was a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the Future Prospects and Direction of the 

Chinese Theater Industry” where producers from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China 

joined.

In particular, Rickshaw Boy by Lao Seo was reimagined by Director Koh Sun-woong 

and staged at Seoul Theater Festival and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Fishman by 

Guo Shixing was readapted by Director Kim Gwang-bo and performed at the Seoul 

Metropolitan Theater on a regular basis. 

How� to� prepar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ties

Ministers of Culture from both nations met at Korea-China-Japan Culture Ministers 

Meeting hosted by Korea in 2019 and reached an agreement to designate 2022 as the Year 

of Cultural Exchange which also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Building on the achievements of a variety of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area of culture, Korea and China should boost mutual understating of each culture 

while building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two sides should reinforce their strong partnership to strengthen multilateral 

culture cooperation while promoting the expansion of their horizons beyond bilateral 

relations to East Asia, Asia, and the world.

Private sector-oriented exchange, regional exchange, and future leader youth exchange 

should be vitaliz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b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area of culture. Not only that, Korea and China will be able to take into account joint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by utilizing new forms of 

technology as well as digital cultural exchange promo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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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up to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in 2020, both nations may 

both benefit from renewal of bilateral relations through culture. Hopefully, culture helps the 

people of both nations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building true friendship, 

and creating an opportunity for the two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for mutu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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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 7월� 주한중국문화원�직원

2002년� 7월�중국문화부�대외문화연락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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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중� 인문� 교류� 커뮤니티� 구축

李少鹏(주한중국문화원� 부원장)

1.� 서문,� 인본주의적� 소통과� 인본주의적� 정신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에서는 감동적인 뮤지컬 '상하이의 불꽃' 쇼케이스 공연을 했는데, 영광

스럽게도 저는 초청을 받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님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뮤지컬은 

1930년대에 한국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중국 관중들에 의해 최초 ‘영화 황제’라는 칭

호를 받은 유명 배우 김염과 중국 음악가 니에얼(聶耳), 티엔한(田漢) 감독 등 중국인들과 함께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고 용감하게 싸우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김염이 출연한 영화 '대로(큰길)'는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일본에 저항하고 국가를 구하는 길

을 떠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중국어 영화 3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음악가 녜얼과 

톈한이 창작한 의용군 행진곡도 그 기간에 작곡되었으며 해방 후 중국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풍운의 시대에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그리고 수많은 중국과 한국의 의인들이 함께 힘을 모

아 조국을 구하고 한중 우호의 감동적인 역사를 구성하며 중국과 한국 국민의 애국심과 인본주

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뮤지컬에서는 중국과 한국 주인공들이 외치는 "사람의 인생을 불꽃처럼 타게 하여라"라

는 슬로건이 울려 퍼지면서 관객을 감동시켰습니다.

항일 전쟁 때 손을 맞잡고 싸운 중국과 한국의 혁명 선구자이든, 평화 시대에 서로 교류하고 

배운 한중 각계각층의 국민이든, 그들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인생의 추구와 

가치를 보여주는 실천적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투쟁과 인간 중심으로 세

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류의 소중한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라는 이번 포럼 이름의 ‘인문’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사

람 인’자 뒤에 문화를 의미하는 ‘문’이라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인류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본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영어로 ‘인문’은 ‘Humanity’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인도주의’와 ‘인간적 배려’를 강조합니다. 단어의 다른 의미는 또한 중국과 한국의 가치, 성격 

및 사회적 관심을 형성하는 동양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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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 한국의� 지정학과� 문화상통

중국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일의대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국과 한국이 움직일 수 없는 이웃이며 수천 년 동안 우호적인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동

아시아 대륙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고대부터 긴밀하고 문화적으로 소통 해왔습니

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종교적 교리, 언어와 글자, 생활 관습 그리고 가치와 윤리의 확산과 통

합을 촉진하여 중국과 한국 사이에 뗄 수 없는 문화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연 

지정학입니다. 유교는 그 대표자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8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중 우호 교류는 28년이 훨씬 넘었고 적어도 2000

년은 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많은 공통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교의 확산과 발전입니다. 작년에 저는 주한중국대사관 문화참사관 겸 주

한중국문화원 왕엔쥔 원장님과 함께 창원으로 가서 대한민국 다향축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차

문화연합회 고성배 회장님의 소개로 우리는 공소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고 공자 후손들의 한국에

서의 민간교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화순군 주자묘와 한국 여러 곳의 서원과 향교를 방문하여, 유교를 존중하고 계

승하는 한국의 이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중국 산둥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산둥의 유적지와 유교 성지를 방문했으며, 이런 명승지 곳곳에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안내판이 많았습니다.

취푸에서 여행 가이드는 공묘의 공자님 제사 기념식이 한국 성균관 석존대제에서 배운 후 

복원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교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국이 ‘예의지국’이고 한국이 ‘인의지국(인정이 있는 나라)’이라고 말합

니다. 유교와 같은 전통문화는 두 나라의 가치와 인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주한중국문화원에서도 문화예술, 학술교류 등 한중 문화 교류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민심상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를 소

개하자면, 2010년에 서울에서 제1회 ‘환러춘제’ 즐거운 설 명절 시리즈를 열었고, 2013년에 문

화원은 서울시청과 협력하여 제1회 ‘서울•중국의 날’ 인문축제를 개최했습니다.이어서 2015년 

문화원은 '최치원 서울전-계원행인' 전시회를 개최했고, 2016년에 문화원은 서울 종로구청 그리

고 대학로 동양예술극장과 함께 '중국 영화 상설관 CINEMA CHINA'를 개관했습니다. 2017년

에 문화원과 예술의전당은 공동으로 "치바이스 미술전"을 개최했으며, 2018년에 문화원과 서울

대, 고려대 등 국내 유명 대학 및 학술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을 읽는다' 강의 브랜드를 구축하

여 한국의 중국 연구 전문가들이 중국 고전과 전통 문화에 대해 특강을 하고 한국의 중국학 교

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2019년에 문화원은 서울에서 제1회 '실크로드 문화의 달'시리즈 행사

를 개최하여 행사장에 전통 중국 서재를 구축했고, 다도, 꽃꽂이, 고금 및 향도를 혼합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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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미학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산둥 지역의 도자기 공예 교육 및 실크로드 사진전도 진행했습

니다.2020년에 문화원은 코로나19 항역 중국 주제전, 중국 문화 관광전, ‘천애공차시’ 중추절 문

화주간 등 30여 개의 온라인 활동을 개최했고, 예술의전당, 한국예총, 민예총, 아시아문화원 등

의 기관과 함께 제1회 ‘영감중국’ 미술전시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국민들

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양국의 전통적 우호와 민심상통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한중 문화산업 포럼, 한중 문화교류 집행 계획, 한중 인문교류 공

동위원회, 한중일 예술제,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한중 양국 또는 한중일 삼국 정부 간 문화 교

류 체제와 민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러한 교류 사업은 한중 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

욱 발전시켰으며, 양국의 문화 발전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

며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인문교류� 공동체� 구축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와 한중 양국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고 있

습니다. 주한중국문화원으로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에 적극 협력하고, 한중 

문화 예술계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인문 정신과 문화적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하고 한중 문화교류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간 교류 차원에서 2022년은 마침 한국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중 양자, 한중일 삼자 회담과 3국 예술단이 공동 협연한 한

중일예술제도 열릴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된 3국의 '동아시아 문화 도시'도 연중 다

양한 문화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한중 양국의 문화 관광 교류를 한

층 더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공연 및 전시 분야에서는 예술의전당에서 창작하는 뮤지컬 '상하이의 불꽃' 공연이 중국 

대외 문화 그룹과 협력하여 '실크로드 극장 연맹' 플랫폼을 통해 중국 여러 곳에서 순회공연을 

추진할 것이며, 예술의전당은 또한 ‘교향악 축제‘와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중

국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을 한국으로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예총과 한국음악협회도 중국 산둥성 등 지방 및 도시와 예술단을 교류해 중국과 한국에서 

한중콘서트와 미술교류전을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한중국대사관과 주한중국문화원은 제10

회 ‘서울•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 시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며, 문화원은 

한국에서 ‘영감중국’미술 전시회를 계속 개최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예술 기관과 협력하고 한국 

작가들을 중국을 방문하고 작품 창작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산업 협력 측면에서 문화원은 서울, 인천, 부산에 설립된 3개의 'CINEM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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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중국의 우수 영화를 더 많이 방영하고 영화 대화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PAMS(서울 아트 마켓)’에 참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중국과 한국 예술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원은 주요 명절 계기로 중국 우수 예술 기관과 예술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2022년 

‘환러춘제(즐거운 설명절)’ 시리즈 전시 및 체험행사, 2022년 ‘천애공차시’중추절 문화주간 등 일

련의 행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중 수교 기념일, 국경일에 즈음하여 기념행사 및 공연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원과 한국 아주뉴스 코퍼레이션은 협력하여 중국과 한국의 일반인을 '

한중 우호 노래 경연대회'에 초청하여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원은 한국음악협회와 중국음악가협회가 적극 추진하는 중국 유명한 피아니스트 왕위

쟈(유자 왕)의 내한 공연을 지원하고, 한중예술교류협회가 서울에서 개최할 한중수교기념 음악축

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내 여러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인문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

다. 특히 2022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열리는 '2022 하동 세계차엑스포'에 중국 지방 자치 단체, 

기관,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 한중 차 문화를 더욱 진흥하고 교류 및 협력 수준을 한층 향

상시키겠습니다.

4.� 한중� 협력의� 문화� 다양성� 가치� 제고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인본주의 정신은 내면의 불과 같아, 인간의 투쟁과 진보를 고무하고, 풍부

하고 화려하며 다채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다른 국가와 인종의 사람들의 장엄한 힘을 모으고, 지

구상에 아름다운 집을 형성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와 유교 문화권의 중요한 국가로서,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

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적으로 서로 친근하며 ‘한풍(漢風)’과 ‘한류’는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비

추어 빛납니다. 수천 년간의 우호 교류를 통한 중국과 한국의 위대한 문명과 인문 정신은 세계 

문명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으며 양국 국민이 자강불식하고 단결하여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노

력하도록 고무시킬 것입니다.

중국 고대 문인들은“꽃 한 송이가 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송이 꽃가 만발해야 봄이

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중 문화의 번영과 다양화 발전은 한중 국민의 공동 노력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여 한중 교류의 새로운 시대에 한중 문화 정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발전을 심화하고 양국 각각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 발

전, 경제 번영, 지역 평화, 인류 행복을 선도하는 인문정신의 큰 역할과 가치를 계속해서 발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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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设面向新时代的中韩人文交流共同体

LI� SHAOPENG(China� Culture� Center� in� Seoul� Deputy� Director)

一、序言，人文交流与人文精神

前不久，艺术殿堂排演了一部非常感人的音乐剧《上海火焰》，我有幸受邀陪同邢海明大使观
看了演出。这部音乐剧讲述了20世纪30年代，韩国独立运动家的儿子、第一个被中国观众评
为“电影皇帝”的演员金焰以及中国音乐家聂耳、导演田汉等人，在日本侵略者的枪口下勇敢斗

争，创作鼓舞人心的艺术作品的故事。

金焰拍摄的电影《大路》鼓舞无数中国青年人走上抗日救国的道路，入选30部最佳华语电影。

由聂耳与田汉创作的义勇军进行曲也是创作于那个时期，解放后被选为中国国歌。在那个动荡
的时期，金九先生、尹奉吉义士以及千千万万中韩仁人义士共同救国，谱写了中韩友谊的感人

历史，彰显了中韩两国人民的爱国情怀和人文精神。

在这部音乐剧里，中韩主人公用生命喊出的响亮口号“让人生像火焰一样燃烧”，感动了全场观
众。

无论是在抗日战争时期携手斗争的中韩两国革命先辈，还是在和平时代交流互鉴的中韩各阶层
民众，都在用实际行动展现人生的追求与价值，为了创造更温暖、更幸福的社会而不懈努力。

这种拼搏不息、奋斗不已的理念，这种以人为本、博爱天下的胸怀，就是人类共同宝贵的人文

精神。

此次论坛的名称“21世纪人文价值论坛”中，“人文”一词在中文和韩语里，都是“人”在前，后面

紧跟“文化”的“文”字。有人类就有文化，有文化才有人文精神。英语中的“人文”可以翻译为
“Humanity”，则是凸显了“人道主义”和“人性关怀”。词汇含义的不同，也从一个侧面体现了东
方文化在塑造中韩两国价值观、国民人格与社会关切方面的重要作用。

二、中韩地缘政治与文化相通

中韩两国一衣带水，隔海相望。我们常说，中韩两国是搬不走的邻居，是数千年的友好邻邦。

同处东亚大陆的地理位置使得中韩两国自古便交流紧密，文化相通。也正是这种天然的地缘政

治，促进了中韩间宗教学说、语言文字、生活习俗以及价值伦理的传播与交融，形成了密不可

分的中韩人文纽带。儒学就是其中的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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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是中韩建交28周年，我们常说，中韩两国的友好交往远远不止28年，应该说是至少2000

多年。中韩两国有许多共通的文化价值，其中最具代表性的，就是儒学的传播与发展。去年我

陪同中国驻韩国使馆文化参赞兼首尔中国文化中心主任王彦军赴昌原出席了大韩民国茶香祝

典，韩国茶文化联合会会长高圣培介绍我们参拜了孔绍墓，了解了孔子后裔在韩国的民间交流

历史。

我们还访问了全罗南道和顺郡的朱子庙，以及韩国多个书院与乡校，对韩国尊重儒学、传承儒

学的理念给予高度评价。我曾与韩国友人一起访问了山东，在山东众多的历史遗迹和儒学圣
地，都有很多的韩国游客到访参观，景区处处都是用中、英、韩语标记的说明牌。

在曲阜，导游也向我们介绍，孔庙的祭孔大典仪式就是在向韩国成均馆祭孔典礼学习之后，恢

复起来的。儒学对中韩两国文化的影响广泛而深刻，我们常说中国是“礼仪之邦”，说韩国是

“仁义之国”，儒学等传统文化对两国民众价值理念与人文精神的塑造发挥了重要作用。

我所在的首尔中国文化中心，也开展了包括文化艺术、思想交流在内的许多中韩文化交流活

动，为促进中韩两国民心相通做出了积极努力。2010年，首尔中国文化中心在韩国举办了第

一届“欢乐春节”系列活动；2013年，文化中心与首尔市厅合作，举办了第一届“首尔•中国日”

人文庆典；2015年，文化中心举办了“崔致远首尔展——桂苑行人”展览；2016年，文化中心

与首尔市钟路区、大学路东洋艺术剧场共同开设了第一家“中国电影常设电影院CINEMA 

CHINA”；2017年，文化中心与艺术殿堂合作举办了“齐白石艺术展”； 2018年，文化中心与
首尔大学、高丽大学等韩国多所著名高校和学术机构合作，创办“品读中国”讲座品牌，由韩国
汉学家讲述中国文化典籍和传统文化，搭建了韩国汉学交流平台；2019年，文化中心在首尔

举办首届“丝路文化月”系列活动，在活动现场搭建了古色古香的中国书房，开展了茶、花、

琴、香融为一体的中国东方美学展演，举行了山东陶瓷工艺培训以及丝绸之路沿线风景艺术展

览；2020年，文化中心在线举行了中国抗疫展览、中国文化旅游展播、“天涯共此时——中秋

节”文化周等30多个在线活动，并与艺术殿堂、艺总、民艺总、亚洲文化院合作举办了首届“灵
感中国”展览。这些活动都进一步增进了韩国民众对中国文化的了解，加深了两国传统友谊与
民心相通。

此外，中韩两国间还有中日韩文化部长会议、中韩文化产业论坛、中韩文化交流执行计划、中

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中日韩艺术节、东亚文化之都等多个政府双边及多边文化交流机制，

以及众多民间文化交流项目，这些都进一步繁荣了中韩人文交流与合作，为提升两国文化发展

水平，发展两国各领域友好关系，造福两国人民发挥了重要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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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面向建交30年，建设人文交流共同体

2022年是中韩建交30周年，我们和中韩全体国民一道对此充满期待。作为首尔中国文化中

心，我们将积极配合中韩两国举办建交30周年纪念活动的整体规划，支持中韩两国文化艺术
界更加紧密合作，举办丰富多彩的人文交流活动，为两国民众提供更多交流平台，进一步凝聚

东亚人文精神与文化共识，努力构建中韩人文交流共同体。

首先在官方交流层面，2022年正值中日韩文化部长会议和中日韩旅游部长会议在韩国举办，

期间将配套举行中韩双边、中日韩多边部长级会谈以及由三国代表艺术团参演的“中日韩艺术
节”；三国新选出的“东亚文化之都”三座城市之间也会开展贯穿全年的多项人文交流活动，相

信会对烘托中韩建交30周年热烈气氛发挥积极作用，推动中韩双边文化与旅游交流提升到更

高水平。

第二，在演出和展览领域，由艺术殿堂推动排演的音乐剧《上海火焰》有望与中国对外文化集

团合作，利用“丝绸之路剧院联盟”平台推动在中国多地巡演；艺术殿堂还计划邀请中国高水平

交响乐团、歌剧团来韩参加“交响乐庆典”、“首尔歌剧艺术节”；

韩国艺总、韩国音乐协会也计划与中国山东等省市互派艺术团组，共同在中韩两国分别举办中

韩音乐会和美术交流展。中国驻韩国使馆、首尔中国文化中心将与首尔市厅继续合作举办第

10届“首尔•中国日”人文庆典；文化中心还将联合韩国主要艺术机构，在韩继续举办“灵感中国”

美术展，展出由韩国艺术家访华采风创作的优秀作品。

第三，在文化产业合作方面，文化中心将依托在首尔、仁川、釜山设立的三家“中国电影常设
影院CINEMA CHINA”，播放更多中国影片，举行电影对话活动；中心还将积极推荐中国优秀

艺术展演机构来韩参加“海比奇艺术节”、“PAMS首尔演艺交易会”，为更多中韩艺术机构相互

合作搭建平台。

第四，在重大节庆来临之际，文化中心将邀请中国优秀艺术机构和艺术家来韩开展系列活动，

如2022年“欢乐春节”系列展演及体验活动、2022年中秋“天涯共此时”大型文化周，以及在中韩
建交纪念日和国庆节之际举办庆祝展演活动等。文化中心还计划与韩国亚洲新闻集团合作，邀

请中韩普通民众参加“中韩友好歌咏比赛”，进一步加深两国民众之间的友好感情。

此外，文化中心还将积极支持韩国各机构主办的国际性人文活动，如积极协助韩国音乐协会和

中国音乐家协会邀请中国著名钢琴家王羽佳来韩巡演；积极支持韩中艺术交流协会在首尔打造

中韩建交音乐会庆典；积极协助中国地方政府和机构、企业参加2022年将在庆尚南道河东郡

举办的“世界茶博览会”，共同振兴中韩茶文化，进一步提升交流合作水平。

四、提升中韩合作的文化多样性价值

从人类诞生起，人文精神就如同内心的火种，激励着人类奋斗与进步，创造丰富而灿烂的多彩

文化，凝聚起不同国家、不同种族人们的磅礴力量，塑造了美好的地球家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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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为同处东亚和儒学文化圈的重要国家，中韩两国地缘相近、文缘相通、人缘相亲，“汉风”与
“韩流”交相辉映、相得益彰。中韩两国数千年友好交往凝聚的伟大文明和人文精神对世界文明

的发展与进步都具有重要意义，也将永远激励两国人民自强不息，团结奋进。

中国古代文人曾说“一花独放不是春，百花齐放春满园。”中韩两国的文化繁荣与多样化发展离

不开中韩两国人民的共同努力，让我们携手并肩，推动文化交流更加深入发展，增进中韩各领
域沟通与合作，不断发挥文化引领社会进步、经济繁荣、地区和平、人类幸福的巨大作用与价

值，让人文精神在中韩交流的新时代迸发更为灿烂的光彩。



78



79



80

� ∙∙∙� 토론자
성� 명 태지호

소� 속 안동대학교�사학과

직� 함 교수

연구분야 역사문화콘텐츠,� 문화� 연구

이메일 tae7675@anu.ac.kr

학력

서강대학교�영상매체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문학석사

건국대학교�문학사

이력

안동대학교�인문예술대학�사학과� 교수



실천세션 3
한중수교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

81

� ∙∙∙� Discussion
Name Tae� JiHo

Affiliation Department� of� History� Andong� National� University

Title Professor

Field� of� Study Historical� cultural� content,� cultural� studies

Email tae7675@anu.ac.kr

Academic�

Background

Ph.D.� in� video� media� theory,� Sogang� University

M.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A.,� Konkuk�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Prese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Humaniti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82

� ∙∙∙� 토론자
성� 명 李  浩

소� 속 중국�산동사범대학교,� 우석대� 공자아케데미

직� 함 교수,� 중국원장

연구분야 한국문화�및�문학

이메일 13906415707@163.com

학력

2004-2011� 경희대학교�박사학위�취득,� 한국현대문학�전공�

1997-2000� 산동사범대학교�석사학위�취득,� 비교문학�전공

1984-1989� 조선� 사리원농업대학�학사학위�취득,� 중국� 국비유학생

이력

2019-현재� 우석대� 공자아카데미�중국원장

1997-현재� 중국� 산동사범대학교�한국어학과�교수

2003-2007� 중국관광청�서울사무소�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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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cussion
Name Li,� Hao

Affiliation
Shandong� Normal� University,� Confucius� Institute� at�

Woosuk� University

Title Professor,� Chinese� Director

Field� of� Study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Email 13906415707@163.com

Academic�

Background

2004-2011� Ph.D.� from� Kyunghee� University,� majored� in� Korean� Contemporary�

Literature�

1997-2000� Master's� Degree� from� Shandong� Normal� University,� majored� in�

Comparative� Literature

1984-1989� Bachelor's� Degree� from� Joseon� Sariwon� Agriculture� University,�

Chinese� state-funded� international� student

Career�

Background

2019-Present� Chinese� Director,� Confucius� Institute� at� Woosuk� University

1997-Prese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Shandong� Normal�

University

2003-2007� Dispatched� to� the� China� National� Tourist� Offic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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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3� 2부

▣� 10월� 31일(토)� 14：00� ~� 18：00｜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 14：00� ~� 18：00,� Oct.� 31(Sat)｜Gurume� resort� Garden� Stage

2부� 좌장

Part� 2� Chair

김순석(한국국학진흥원�수석연구원)

Kim� Sun� seok(The� Korean� Studies� InstituteSenior� Researcher)

제안발표�및

자유토론

Proposal�

presentation

and� group�

discussion

손재완(안동시청�마이스산업팀장)

Son� Jaewan(MICE� Business� Team,� AndongMetropolitan� Government� Team

Manager)

정숙희((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안동지회�회장)

Chung� Sook� Hee(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Andong� President)

이치억(한국국학진흥원�책임연구위원)

LEE,� Chieok(The� Korea�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한준호(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학예연구부부장)

Han� Jun-ho(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ead� of�

Curatorial� Affair� Bureau)

이병섭(안동한지대표)

Lee� Byeong-Seop(AndongHanji� Chief� Operating� Officer)

김찬년(경북콘텐츠진흥원�팀장)

Kim� Chan� Nyeon(GyeongsangbukdoCreative� Content� Agency� Team� Leader)

장� � 열(인민일보�서울지국�지국장)

Zhang� Yue(People's� Daily� Seoul� Bureau� Bureau�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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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좌장
성� 명 김순석

소� 속 한국국학진흥원

직� 함 수석연구위원

연구분야 한국근대사

이메일 seok333@daum.net

학력

고려대학교�문학박사

고려대학교�문학석사

고려대학교�문학사

이력

한국국학진흥원�수석연구위원(현재)

대한불교조계종�통도사�사지편찬위원-

대한불교조계종� 3·1운동� 백주년기념사업회�연구위원

독립기념관�연구원

고려대학교�강사

중앙대학교�강사

순천향대학교�강사

태동고전연구소�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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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t� 2 Chair

Name Kim� Sun� Seok

Affiliati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itle Senior� Researcher

Field� of� Study Korean� Modern� History

Email seok333@daum.net

Academic�

Background

Ph.D.� of� Literature,� Korea� University

Master's� Degree� of� Literature,� Korea� University

Bachelor's� Degree� of� Literature,� Korea�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Present)

Member� of� the� Temple� Ground� History� Institute,� Tongdosa,�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Researcher� of� the� March� 1st� Revolution� 100th� Anniversary� Memorial� Meeting,�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Researcher,� Independence� Hall� of� Korea

Lecturer,� Korea� University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Lecturer,� Soon� Chun� Hyang� University

Completed� study� at�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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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손재완

소� 속 안동시청�마이스산업팀

직� 함 팀장

연구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이메일 eligere@korea.kr

학력 안동대학교�대학원�민속학과�수료(박사과정)

이력

2004.� 10.� 안동시청�학예연구사

2018.� 07.� 유교문화권사업과�마이스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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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Name Son� Jaewan

Affiliation MICE� Business� Team,� Andong� Metropolitan� Government

Title Team� Manager

Field� of� Study Folklore,� Anthropology,� Museology

Email eligere@korea.kr

Academic�

Background
Doctorate� of� Folklore� Studi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Career�

Background

Oct.� 2004� � Curator,� Andong� Metropolitan� Government� (AMG)

Jul.� 2018� � Team� Manager� of� MICE� Business� Team,� Confucian� Culture� Division,�

A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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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경제혁신과�

가치창출의� 촉진제로서� MICE산업

손재완(안동시청� 마이스산업팀� 팀장)

한중인문협력위원회가 진행하는 ‘한중수교 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이라는 주제에는 두 

가지 기대와 목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안동시와 산둥성 산하 도시 간의 인문문화교류의 확대

를 통해 도시 간 연대감 강화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교류의 양

적 확대와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회의(meeting) 등을 통해 컨벤션 산업 관련 투자확

대와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중인문문화교류 등에 수반되는 행사나 회의 등의 MICE산업(컨벤션산업)이 안동에 무엇을 

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안동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

고자 한다. 더욱이 안동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MICE산업

을 견인할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적절

하다고 본다.

1.� MICE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징

MICE란 회의(Meeting), 인센티브(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 

bition/Event)의 머리글자들을 따서 만든 약자로 1990년 컨벤션산업위원회(CIC, Convention 

Industry Council)의 산업계 용어사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1) 

MICE산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회의장,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업체, 운송업체 등을 비롯한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국외 도시와 직접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개최지역 주민의 국제 감각 함양 등 도시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관광

산업의 측면에서 양질의 대규모 관광객 유치 효과와 관광비수기 타개책의 일환이 될 수 있어 중

앙정부에서 적극 육성 중인 산업이다. 특히, 이 산업분야는 기존 관광산업의 진보된 형태로서 일

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타산업과의 융·복합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 도시의 신성장 동력

1) MICE라는 용어 대신에 미국은 ME&I(Meeting and Incentive), 캐나다는 MI&IT(Meeting, Conventions, 
Incentive Travel)로 지칭하는 등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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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한국관광공사의 MICE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MICE 참가자의 1인

당 평균 지출액은 2,941달러(한화 약 335만원)로 단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1,481달러(한화 약 170만원)의 약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기준 국내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약 21조 2,43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9조 

5,637억원, 취업유발효과 195,870명, 고용유발효과 124,039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2.� MICE산업계의� 변화� :� 중소컨벤션도시의� 등장

Big3로 대표되는 서울, 부산, 제주가 국내 MICE 산업을 주도해왔고 현재에도 그 영향력은 매

우 크다2). 이런 과정에도 최근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전담조

직인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를 설립하여 MICE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 새로

운 분위기는 지방 도시들이 특화 축제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UNESCO 세계유산·인류무형

유산·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들과 동일한 목적과 배경에 있다. 

국외 도시와의 교류3)를 통해 지방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국제회의 유치와 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매력적인 도시’ 또는 관광도시로 만들어가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시도의 일환이다.

<국내� 국제회의도시� 지정� 현황>

연도 2005 2007 2009 2011 2014
예정

2020 2021 2021~2022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대전, 

창원 인천 경주, 고양, 
평창 수원 울산 안동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4)에 의거하여 2005년 서울, 부산, 대구, 제주가 국내 최초

로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된 이후, 2007년 광주, 2009년 대전과 창원, 2011년에는 인천, 최근 

2014년에는 경주, 고양, 평창이 차례로 선정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국내에는 현재 11개의 국제회의도시가 있다. 아울러 수원컨벤션센터가 2019년 개관했고, 

2) 1986년 창립한 COEX는 연간 200회 이상의 전시회와 3,000회 이상의 국제회의 및 이벤트를 개최해오며 
대한민국 MICE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3) 안동시의 경우, 국외 자매도시 4개, 국외 우호도시 4개, 파트너도시 1개이며, 이 가운데 중국 산동성 제남시
(2014년)와 곡부시(2001년)가 포함되어 있다.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6년 제정되었으며,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전담조직 지정·설치, 
전문인력의 교육·양성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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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울산, 2022년 안동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항과 강릉 등 그 밖의 지방정부에서도 

컨벤션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내 국제회의도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가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제도적으

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부 작용한다. 지정요건으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 인원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보유 및 관련 조례제정, 도시마케팅 

전담기구(컨벤션뷰로) 설립, 관광자원 보유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제·국내 회의나 전시회 유치·개최시 인센티브 지원과 MICE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도비

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개관이 예정된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시설 규모는 도시마케팅 전

담기구인 컨벤션뷰로 조직이 설립되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방� 컨벤션도시의� 사례와� 시사점

1) 경주의 사례 : MICE산업의 수입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
경주는 인구 25만으로 신라천년 고도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226건을 보유한 역사문화 도시이

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축수산업이 골고루 발달된 도농복합도시이다. 2020년 현재 국외 자매도

시 8개, 우호도시 12개를 보유하고 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는 경주시 출연기관 재단법인 형태로 2014년에 설립되어 2015년 3

월에 시설 개관, 2013년 7월에 컨벤션뷰로가 설립되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사례는 지방 중

소컨벤션센터의 수입구조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긍적정인 측면을 설명해준다. 

<2019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전시회의�개최수5)>

내용 국제회의 학회, 협회 행정기관 비영리단체 기업회의 전시, 
이벤트 합계

건수 6 27 10 10 37 30 120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2019년 회의·전시회 개최 건수는 총 120건으

로 세부 내용은 위의 표와 같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경주화백

컨벤션센터의 연간 회의·전시회 개최 건수는 총 160건으로 직접수입6)은 약 30억원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1,126억원, 고용창출은 7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위의 2017년 및 2019

5) 2019년도 통계자료는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된 자료이다.

6) 직접수입에는 전시회의실 대관료, 시설사용 수수료, 부대시설 및 장비 임대료, 행사대행료 등이 포함된다.

7) (사)한국마이스관광학회, 「2017 경주마이스참가자 대상 경제적 파급효과」, 경북일보(2018. 2. 26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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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되듯이, 경주의 경우 연간 120건~160건의 적지 않은 회의·전시회를 개

최하고 있으며 직접수입에 비해 경제적 파급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즉 MICE산업은 

전시회의실 대관을 통한 직접 수입보다 회의·전시회 참가자의 외적 활동(숙박, 식음, 관광, 체험, 

공연관람 등의 소비)을 통해 지역 사회와 관련 업체에 소비되는 간접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

해 MICE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2) 미국 포틀랜드 사례8) : 도시만의 고유성 발굴과 가치 창출
포틀랜드(Portland)는 인구 60만으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이다. 컨벤션산업과 관련

하여 포틀랜드가 직면한 문제는 대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

가였다. 대도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중소 컨벤션도시는 이동하는 데에 소요

되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이동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소비할 만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을 포틀랜드는 중소 컨벤션도시 성공전략의 첫 번째 과제로 보았다. 포틀랜드 컨벤션뷰로는 

지역의 장인, 요리사, 공연단체, 공예가들과 함께 포틀랜드의 기반산업에 도시의 고유한 특색들

을 녹여냄으로써 참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컨벤션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

하고자 했다. 

포틀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이자 히피(hippie)들의 성지이다. 도시 곳곳에 “Keep 

Portland Weird”라고 적힌 그라피티(graffiti)가 많은데, 도시를 상징하는 인기 있는 슬로건이다. 

여기에는 포틀랜들 시민들의 개성 넘치는 생활양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의 핵심을 담고 있

다. 또한 도시 곳곳에는 1년 내내 수많은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대표적으로 ‘조용한 음악축제

(Quiet Music Festival)’는 자는 것을 권장하는 음악 축제로 거의 누워서 공연을 보거나 정말로 

누워서 자는 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알몸 자전거 축제(Naked Bike Festival)’도 빼놓을 수 

없는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또한 밀워키, 피츠버그, 포틀랜드 이 세 도시가 컨벤션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하여 시너

지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 도시는 각 도시가 보유한 컨벤션센터와 호텔 객

실 규모, 고객서비스 표준 등을 바탕으로 시너지 요인을 발견하였다. 쓰리 시티 콜렉티브(Three 

City Collective)라는 얼라이언스를 설립하고 도시마케팅과 개최지원을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세 도시 중 한 개 이상의 도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계약한 주최도시에 재정적인 인센티브

(incentive)를 제공하고 있다. 얼라이언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새로운 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특

히 다른 도시에서 좋은 경험을 쌓은 주최도시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파트너 도시에도 신뢰를 갖

고 회의 개최지로 고려된다는 장점도 있다.  

8)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Hot Issue 2019, 「컨벤션목적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중소 컨벤션도시」의 내용
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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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가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대도시에 비해 참가자 기준으로 상대적인 ‘먼 거리’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이색적인 행사, 그리고 그 곳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들

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 행정단위를 넘어 컨벤션도시로서 각각의 도시의 부족한 점을 

도시 간 연대를 통해 보완하고 컨벤션 주최자들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3) 시드니(Sydney) 컨벤션뷰로의 사례9) :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중장기적인 성장 목표
MICE산업은 분명히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확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지만, 경제 효과 분

석의 객관성 문제와 통계 자료의 신뢰성 등으로 인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료 

수집의 범위 문제, 참가자 지출액의 수집 문제, 자료의 취사선택 가능성과 부풀림, 분석자료의 

왜곡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뢰성이 부족한 연구 결과물(용역보고서)은 지방정부의 MICE산업 초기단계부터 방해하는 요

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민간분야의 숙박시설 투자확대, 정부기관의 항공 및 교

통체계 구축(인프라 구축), 지역 관련업체 간의 연대 장애요소가 된다. 따라서 MICE산업과 도

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아카데믹하게 진행된 연구결과물(보고서)은 컨벤션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시드니 컨벤션뷰로가 이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호주 시드니(Sydney) 컨벤션뷰로는 특히 저평가되고 있는 컨벤션산업의 부가가치를 알리고자 

했다. 이 컨벤션뷰로는 연구결과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드니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UTS)의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MICE행사 참가한 참관객, 업체, 바이어, 연사의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지식산업의 부가가치가 기업, 대학교, 도시의 질적·양적 성장에 끼치는 영

향력 파악을 위해 「관광산업 이상의 가치(Beyond Tourism Benefits)」주제로 2010년부터 1~2

년 간격으로 총 4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장기간에 걸친 아카데믹한 4개의 보고서를 통해서 시드니 컨벤션뷰로 대표는 “컨벤션산업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는 호텔, 쇼핑, 레스토랑 이용 등에 지출되는 비용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고 주장했다. 특히 컨퍼런스 개최의 가치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도시 개발에 중장기적인 영향

을 끼친다고 언급하면서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비만 콩그레스(International Congress of 

Obesity) 참가를 통해 시드니 대학교가 2억 1천만 달러의 관련 연구를 진행하게 된 사례를 소개

했다. 

9)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컨벤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 : 도시 혁신과 경제발전의 촉진제」2019. 참
고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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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산업의�두� 가지� 관점>

단기적 
관점

컨벤션 개최 ➠ 참관객 직접적인 지출 분석 ➠ 지역사회 관광경제 성장

중장기적 
관점

컨벤션 개최 ➠ 지식과 아이디어 교환 ➠ 지역 핵심 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따라서, 위의 표와 같이 단기적으로 참가자의 지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핵심과 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동과 

같이 컨벤션산업을 이제 시작하는 도시일수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든 국내든 회의를 통해 지

식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 산업, 예술·공연 등의 관련 분야에서 붐이 일어나

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결국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4) 국내 여수의 사례 : 얼라이언스, 인센티브 지원, 매력적인 인프라 
여수는 전담조직인 컨벤션뷰로가 없고, 박람회장도 2,000석 규모보다 적어서 국제회의도시 지

정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 대신 여수 지방정부 차원에서 MICE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격적

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의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단체, 

법인기업, 기관 등에 대해 숙박인원 기준 참가자가 8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행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회의개최지로서 뛰어난 환경을 알리기 위해 분기별로 민관 합동 행

사 초청 팸투어와 유치상담 및 교류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지역 유관 기관들과 함께 ‘여수MICE

얼라이언스’를 설립하고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 유치 인프라도 매우 잘 갖춰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전국에 컨벤션센터와 비교했을 

때, 회의장까지 소요되는 평균 이동거리와 시간이 가장 짧다. 전국 13개의 컨벤션센터로 이동하

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은 인근 공항출발시간으로 50분, KTX 역사 출발 기준 30분, 고속버스 

터미널 기준 25분이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IC에서부터 평균 36분이 소요된다. 반

면에 여수세계 박람회장은 공항에서 24분, KTX역사에서 2분, 고속터미널에서 17분, 고속도로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여수의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최근 다양한 숙박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

격적인 유치개최 지원, 관민 얼라이언스 결성,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2018 국제 섬 관광 여

수포럼’의 성공적 개최 이후, 여수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다. 경도 골프리조트, 

디오션 호텔리조트, 유캐슬 호텔리조트, 엠블호텔 여수, 히든베이 호텔이 문을 열었고, 최근에는 

박람회장 내에 베네치아 호텔, 유탑마리나 호텔, 칼튼호텔이 건립되었다. 여수의 사례는 컨벤션

도시로서의 가치 창출과 이에 따르는 수요 증가로 결과적으로 호텔 건립과 같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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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벤션도시� 안동을� 기대하며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10)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가 컨벤션도시로 성장

하기 위한 기본 여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지역 주변에 위치한 국제공항     · 대형 컨벤션시설 최소 1개 이상

 · 도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지 보유   ·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기반

 · 경쟁력 있는 행사 개최비용

안동은 위의 5가지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못하고 있다. 2020년 중앙선복선 전철이 개통되

면 서울 안동 간 이동시간이 줄어들겠으나, 도시 주변에 국제공항11)이 없어 외국 참관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산업 기반 또한 관광산업을 제외하면 다양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아울러 대

규모 회의개최시 참관객을 수용할 만한 수박 시설도 부족하다. 

안동은 컨벤션도시로 성장하는 출발점에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컨벤션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

축의 수요창출과 투자를 기대하면서 안동에 특화된 컨벤션도시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포틀랜드의 사례에서처럼 ‘도시의 고유한 특색이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컨벤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한다. 도시에 대한 나쁜 이미지보다도 오히려 이미

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안동은 전통사회 이래로 유학 또는 유교문화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이다. 유교문화의 탁월한 증거물인 서원과 마을이 UNESCO 세계유산에 등

재되었고, 유학자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로서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들어있다. 현재

에도 유학(성리학)을 통한 집단지성의 전통은 한국국학진흥원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

서 ‘추로지향’으로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 산둥성과의 인문문화 교류는 안동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고 그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중인문협력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위

치에 있다.

둘째, 경쟁적으로 회의 유치노력과 함께 안동이 회의·전시회(박람회)를 발굴하는데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컨벤션산업의 꽃은 지역 특화 회의와 전시회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서 피

어난다. 우리가 타 지자체와 경쟁하면서 유치하려는 회의들은 과거에 발굴되었거나 기획된 것이

었다. 이를 위한 조직으로서 도시마케팅과 컨벤션산업 전반을 전담하는 컨벤션뷰로의 설립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산업은 국경과 행정단위를 넘어 네트워크 구축과 시장 확대가 필요한 매우 

10)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Hot Issue 2019, 「컨벤션목적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중소 컨벤션도시」

11) 의성·군 지역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2030년경에서 
기대할 수 있다.



실천세션 3
한중수교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

99

개방적인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컨벤션허브로서의 역할

을 안동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내에는 경주의 HICO 구미의 GUMICO가 유일하며, 

경북 북부지역에는 2021년 준공되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가 유일하다. 그렇게 되면, 경

북 북부지역 10시군의 지역별 특·장점을 살려서 인문, 산업, 문화 등의 분야 상생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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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CE� Industry’s� Role� in� Middle-to-Small�

Regional� Cities� Economic� Innovation� and� Added�

Value� Creation

Son� Jaewan
(MICE� Business� Team,� Andong� Metropolitan� Government� Team� Manager)

I believe the Korea-China Human Values Cooperation Committee’s theme of “The Search 

for Cultural Exchange Methods in Commemoration of Thirty Years of Korea-China 

Relations” has two goals. First, Andong and the Shandong region’s cities seek to grow 

solidarity and create a city brand through expanding Human Values exchange. Second, 

attracting investment and invigorating the regions’ economic growth through the meetings 

and interactions that will occur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number and areas of 

cultural exchange.

We will examine the necessary steps Andong needs to tak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MICE Industry (Convention Industry) events and meetings to be held in the interest of 

Korea-China Human Values Cultural Exchange by looking at some case studies. This 

discussion is a timely one, as the Ando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which is one of 

the three core projects of Andong’s National Program for propelling the regional MICE 

Industry is set to open its doors soon.

1.� Understanding� the� MICE� Industry� and� Its� Characteristics

MICE is an acronym of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and Exhibition/Event. It 

was coined at the 1990 Convention Industry Council (CIC)’s glossary of industry terminology.  

The MICE Industry has a large economic footprint as it affects the venues, restaurants, 

accommodation, tourism, transport industries. Socioculturally, direct people-to-people 

exchanges strengthen the local populations’ cosmopolitan outlook, making the region more 

amenable to globalization. In terms of the tourism industry, it is an opportunity to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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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numbers of well-paying tourists, which can aid in offsetting tourism off-season losses. 

Therefore, the MICE Industry is actively nurtured b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This 

industry fosters an advancement in the existing tourism industry, which creates many new 

jobs. It also has much potential for integration and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so it 

can act as a core growth engine for regional cities.

According to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2018 report, in 2017, the average expenditure 

of one MICE attendee was 2,941 USD (around 3.35 million KRW), which is around twice 

that of an average sightseeing tourist’s expenditure, which was around 1,481 USD (around 

1.70 million KRW). In 2018, the domestic economic impact of the MICE Industry 

amounted to 21 trillion 243.1 billion KRW in regards to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9 trillion, 563.7 billion KRW in regards to the value added-effect, while there were also 

195,870 new people employed, and 124,039 new jobs created.

2.� Changes� in� the� MICE� Industry:� The� Advent� of� Middle-to-Small�

Convention� Cities

Seoul, Busan, Jeju, which are the Big3 names in Korea’s MICE Industry continues to have 

much influence in the field.  Meanwhile, recent middle-to-small cities have actively 

established convention centers of their own and created dedicated Convention Bureau in 

order to plunge into the MICE Industry. This new trend is based on similar goals and the 

context of reinvigorated regional city development of specialty festivals while seeking policy 

pathways to register World Heritage Sit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s well as 

placement on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The regional governments’ policy goals 

include creating a city brand and promoting it, to develop into an ‘attractive city’ or a 

tourist city. They will achieve this through promoting globalizing the regional cities by 

overseas sister-city affiliations .

<Status� of� Korea’s� International� Convention� City� Designations>

year 2005 2007 2009 2011 2014
Expected

2020 2021 2021~
2022

City
Seoul, 
Busan, 
Daegu, 

Jeju

Gwangju
Daejeon, 
Changwo

n
Incheon

Gyeongju, 
Goyang, 

Pyeongcha
ng

Suwon Ulsan 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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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Seoul, Busan, Daegu, Jeju 

were the first cities to be designated as International Convention Cities. They were followed 

by Gwangju in 2007, Daejeon and Changwon in 2009, Incheon in 2011, and Gyeongjyu, 

Goyang and Pyeongchang recently in 2014. As of 2019, there are 11 International Convention 

Cities in Korea, which have been designated by law. Meanwhile, the Suwon Convention 

Center opened for business in 2019, and centers in Ulsand and Andong are slated for 

openings in 2021 and 2022 respectively. There are plans for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establishment in Pohang and Gangneung as well, so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 

Cities in Korea are expected to rise.

One of the reasons regional cities focus on becoming designated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City is the various support and benefi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bestows on 

the designated cities. Criteria for designation inclu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ustry Promotion Act, the establishment of a convention center that can 

accommodate upwards of 2000 people and related bylaws, a dedicated city promotion 

organization (Convention Bureau), and tourism resources. When designated a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ity, the local government receives incentive support funds whenever a domestic 

or international conference or exhibition is held or scheduled to be held. In addition, both 

national and provincial funding is made available for the promotion of the MICE industry. 

The Ando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scheduled for opening in 2022 fits the legal 

criteria for Convention City designation, and when Andong’s city promotion organization, 

or Convention Bureau, is formed, the city is expected to be designated an International 

Convention City.

3.� Case� Studies� of� Regional� Convention� Cities,� and� their� Implications

1) Case Study of Gyeongju: MICE Industry’s Revenue Structure and Management 
Method
Gyeongju’s population stands at 250 thousand and is the site of a thousand-year ancient 

city of Shilla. It is a culturally rich urban and rural city with 226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a natural tourist attraction and well-developed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industries. As of 2020, Gyeongju has 8 sister-city affiliations overseas, and 12 overseas 

friendship towns.

Gyeongju’s Hwabaek Convention Center(HICO) is a city’s public institution and was 



실천세션 3
한중수교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

103

established in 2014 as a foundational corporation. In March 2015, the facilities were 

opened, and the Convention Bureau was established in 2013. The Gyeongju Hwabaek 

Convention Center’s case study illustrates the upsides of the regional small-and-medium-sized 

convention centers’ revenue structure and economic spillover effects.

<2019� Numbers� of� Exhibitions� and� Conventions� held� at� the� Gyeongju� Hwabaek� Convention� Center>

Details International 
Conference

(Academic) 
Associations

Executive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Corporate 
Conventions

Exhibitions, 
Events Total

Numbers 
Held 6 27 10 10 37 30 120

Not officially reported numbers; these numbers were posted on the Gyeongju’s Hwabaek 

Convention Center’s website.

The number of exhibitions and conventions held in 2019 in Gyeongju’s Hwabaek 

Convention Center, posted on their website, are as shown above. According to official 

reports, in 2017, the Gyeongju’s Hwabaek Convention Center held 160 conferences and 

exhibitions, with a direct revenue  of around 3 billion KRW. It was also reported that 

during this time,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amounted to 112.6 billion KRW, and 734 

new employments.  As the above 2017 and 2019 data shows, Gyeongju holds around 120~160 

conferences and exhibitions annually, and the direct revenue to the economic spillover effect 

ratio is very large. This means that the MICE Industry’s revenue structure is wholly 

dependent on local communities’ and related businesses’ indirect revenues -- convention 

and exhibition attendees’ extra expenditures such as accommodations, dining, tourism, 

performance viewing -- rather than on direct revenues from exhibition facilities fees.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regional medium-to-small cities must nurture the MICE Industry 

to creat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2) Case Study of Portland, USA : Discovering the City’s Unique Traits and Culture
Portland is a city of 600 thousand people, a relatively small city in the US. The biggest 

issue facing Portland in terms of the convention industry was that it was ‘relatively distant’ 

from major metropolitan areas. Metropolitan areas’ downsides included delays and cost, 

whereas the medium-to-small cities took a long time to travel to. The first mission 

Portland set out to resolve was to ‘discover unique traits’ that would offset the time and 

effort of making the trip to a ‘relatively distant’ place. The Portland Convention Bureau 

worked in collaboration with the city’s master craftsmen, chefs, and performance artis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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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 in the city’s uniqueness to its core industries. Through this effort, Portland sought to 

provide visitors with special experiences and create brand value as a Convention City.

Portland is the most progressive city in the US and a mecca for hippies. There is graffiti 

in many corners of the city that read, “Keep Portland Weird,” which is a popular 

catchphrase that represents Portland. This phrase encapsulates the individual nature of 

Portlanders and their core culture. There are numerous festivals held across the city all year 

round, such as the “Quiet Music Festival’ where sleeping during the concerts is encouraged 

and the audience is nearly all supine or actually asleep. The Naked Bike Festival is also an 

expression of the city’s image.

It is also notable that Milwaukee, Pittsburgh, Portland are Convention Alliance Cities, 

which generates synergy. The three cities came upon this symbiosis through their convention 

centers, hotel accommodations, and customer service. This alliance is called the “Three City 

Collective,” and is in cooperation in city 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promotions. For 

example, if one or more cities are holding an event, the host city receives an incentive. 

Through the alliance, new events are successfully opened, and event-goers who receive a 

favorable impression in the host city naturally form positive opinions of the other cities. 

This makes the alliance cities a natural location for considering holding the event next time 

around.

The Portland case study shows fir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gion’s unique 

culture and events, that serves to differentiate the region from other venues. Second, 

crossing provincial lines and seeking solidarity to counteract what individual cities lack 

creates trust among convention organizers.

3) Case Study of Sydney, Australia’s Convention Bureau : Academic Expert Groups’ 
Participation and Mid-to-long Strategic Growth Target
The MICE Industry certainly creates added value and employment, but the objectiveness 

of reports and reliability of data can be questionable. For example, there can be issues such 

as limitations in data gathering, gathering accurate data on event-goers’ expenditures, data 

cherry-picking, exaggerated data, distortion of analysis, and etc.

Directed research with questionable reliance not only hinders local governments’ MICE 

Industry’s growth in the early stage, but in the long-and-midterm, acts as an impediment 

to private investment in accommodation facilities, governmental airline and transport system 

infrastructure projects, and solidarity between local businesses. Therefore, expert and 

impartial groups’ participation in the analysis of MICE Industries’ impact o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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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growth is necessary. Academic reports created on the basis of objective data can 

create a solid foundation for creating a Convention City’s sustainable growth. The Sydney 

Convention Bureau is a case in point.

The Sydney Convention Bureau sought to advocate the underestimated Convention 

Industry’s potential for creating added value. This bureau cooperated with the Sydney 

University of Technology for objective and accurate data gathering and analysis. The team 

went on to publish 4 research papers from 2010 at 1~2 year intervals, on the subject of 

“Beyond Tourism Benefits,” analyzing the economic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impact 

on industry, academia, and the city’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Based on these four long-term academic reports, the executive of the Sydney Convention 

Bureau claimed, “The Convention Industry adds more value to a city than the simple sum 

of what local governments are mainly focused on -- direct revenues from hotels, shopping 

districts, and restaurants.” The executive went on, saying that the value of a conference 

hosting affects long-to-medium growth, with lasting effects of 10 years or more, while 

introducing the case of Sydney University’s research, which had a grant of 210 million 

US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Obesity.

<The� Two� Expectations� of� the� Convention� Industry>

Short�
Term�

Expectati
ons

Convention ➠ Analysis of Attendees' Direct Expenditures ➠ Growth of Local Community's   Tourism Industry
Long-to
-midter
m�

Expectati
ons

Convention ➠ Exchange of Knowledge and Ideas ➠ Sustainable Growth of Local Core   Industries and Economies

Therefore, as seen abov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long-to-midterm expect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of local core industries and economies, rather than on local 

communities’ economic growth short term analysis of conference attendees. In the case of a 

city that is breaking new ground into the Convention Industry like Andong,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focus on the long-to-midterm expectations. Local industries’ sustainable 

growth will stem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will engender 

exchanges of knowledge and ideas, creating a boom in culture, industry, art and performance 

art, and other related fields, which will lead to private investment.

4) The Case Study of Yeosu: Alliance, Incentives, Attractive Infrastructure
Yeosu has no dedicated Convention Bureau, nor is its expo convention center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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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to accommodate 2000 people, hence, the city does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to be designated an International Convention City.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of Yeosu 

spared no effort in aggressively supporting the MICE Industry, aware of its potential value.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 MICE Industry, the local government doled out up to 20 

million KRW’s support to all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to events that were 

held for over the span of two days, with more than 80 participants, in terms of occupied 

accommodations. In addition, the city held quarterly familiarization tours fo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bid counseling for hosting conventions and exchange meetings in order 

to promote the city’s excellent environment for holding conventions. Furthermore, the city 

formed the “Yeosu MICE Alliance''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are operating various 

academies to bolster working-level capabilities.

Yeosu also had no shortage in conference hosting infrastructure. Domestically, the travel 

distance and time to get to Yeosu’s World Expo Convention Center is shorter than that of 

any other convention centers. The average time of travel to reach the 13 convention centers 

in Korea is 50 minutes from the nearest airport, 30 minutes from the nearest KTX station, 

25 minutes from the nearest express bus station, and for drivers, 36 minutes from the 

nearest expressway IC. On the other hand, the travel time to reach the Yeosu World Expo 

Convention Center is 24, 2, 17, and 10 minutes from the nearest airport, KTX station, 

express bus station, and expressway IC respectively.

Most notably, from this case study of Yeosu, it is clear that the city’s myriad 

accommodation facilities have been growing recently. Aggressive support of conventions, 

alliance wi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use of sea-based tourism resources culminated 

in the ‘2018 International Island Tourism Yeosu Forum’. After the successful launching of 

this forum, a demand for Yeosu’s infrastructure became apparent. This has l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Gyungdo Golf Resort, The Ocean Resort, Hotel U-Castle, MVL Hotel 

Yeosu, and Hidden Bay Hotel. More recently, the Venician Hotel, the Utop Marina Hotel, 

and the Carleton Hotel opened up on the premises of the Expo. The Yeosu case shows 

that creating added value as a Convention City leads to growing demand, leading to private 

investments such as hotels.

4.� Andong,� a� Future� Convention� City

According to the 2019 Korea Conventions and Exhibitions Industry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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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the basic requirements for a regional mid-to-small city to grow into a Convention 

City is as follows:

  having an international airport nearby

  at least one large convention facility

  a unique tourism attraction

  an industry that can represent the city’s identity

  being competitive cost-wise for hosting events

Andong does not fully satisfy the above requirements. When the mid-lane double track 

train goes into operation in 2020, the travel time between Seoul and Andong may become 

shortened, but there are no international airports  nearby, so overseas convention goers’ 

access is encumbered. The industrial base of the city, apart from the tourism industry, is 

neither varied nor robust.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accommodations that can intake 

large populations.

Andong is in its initial steps for developing into a Convention City. From a long-term 

expectation, Andong must become a Convention City by leveraging its unique strengths, 

based on the rise in infrastructure demand and private investment. For this to happen, three 

things must occur. First, as we have seen in the Portland case study, I believe that the first 

element of becoming a Convention City is to strengthen the ‘city’s unique traits and 

culture’. A lack of city image may be as bad as having a bad image. Andong is a city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its traditional roots, which is Confucianism or Confusion culture. 

The seowon and townships in Andong are registere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are an excellent example of Confucian culture, which are 

register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continues on to this day, through the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In this sense, 

the Human Values exchange with the Shandong region, spanning across History and 

Culture, is indeed an example of ‘Churojihyang’ (Hometown of Conzi and Menzi). 

Therefore, these exchanges expand and enrich Andong’s value, so the Korea-China Human 

Values Cooperation Committee has a big role to play.

Second, the active promotion of hosting conventions, as well as opening new conventions 

and exhibits (or expos) must take place. The crown jewel of the Convention Industry is 

region-unique conventions and exhibitions. The conventions we are vying to host over 

other convention sites have already previously been discovere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Convention Bureau which can dedicate itself to city promotion and grow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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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industry is necessary.

Lastly, the convention industry is a very open industrial field, which requires moving 

across national and provincial borderlines. Taking this to heart, Andong must play the part 

of a Convention Hub in the Gyeongsangbukdo region. The only regional convention centers 

in the area include Gyeongju’s HICO and Gumi’s GUMICO. In the Gyeongbuk region, the 

Ando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will be in a position to monopolize the 

Gyeongsangbukdo region. If this comes to pass, co-prosperity based on developing the 

humanities, industry, culture fields can be expected, which will well represent the 

Gyeongsandbukdo’s 10 cities and towns’ regional uniqueness and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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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Present.�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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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Win� Gyeongsangbuk-do� Culture� Award(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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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기념�

예술문화교류를� 위한� 방안� 모색

정숙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동지회� 회장)

1.� 서론

최근 한중 양국 간의 관계 개선과 발전과정에서 다각도의 예술문화 상호방문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예로부터 밀접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었고 중국전통문화예술과 한국전통

문화예술의 교류 또한 양국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뿐만 아

니라 예술과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는 국제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안동은 한국 유교문화의 요람이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를 잘 지켜온 한국의 정신문화

의 수도이자 정신문화의 본향이다. 한자문화권, 유교사상 및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양국의 

생활방식, 가치관념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양국간의 교류는 소통하기에 충분하며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안동지역 8개 예술단체연합회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토론은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서 안동예총의 창립 이후 현재까지 지

역예술발전을 위한 예술활동과 한중교류상황을 살펴보고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간의 예술문화교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안동예총의� 창립과� 지역예술문화발전을� 위한� 활동

1986년 창립된 안동예총(安東藝總)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동지회로서 8개 예술단체

의 총연합회로 문인, 미술, 사진작가협회의 전시분야와 음악, 국악, 연극, 무용, 연예예술인협회

의 공연분야로 1,000여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안동의 예술단체 총연합회이다. 안동에는 70여

개 관련단체 2,000여명의 예술동호인들이 지역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안동예총은 1971년 문인협회, 1979년 미술협회, 1982년 음악협회, 1984년 국악협회, 1986년 

사진작가협회의 창립으로 시작하여 1985년 예총 안동지부 설립추진위원회(설치 제의 : 김원길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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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吉 제5대 안동예총 지부장)를 조직하여 1986년 안동예총 창립(계철순 초대 지부장)되어 문인, 

미술, 음악, 국악, 사진작가협회가 참석하였다. 그해 7월 연예예술인협회가 창립되고 그 이듬해

인 1987년에는 연극협회가 창립되었다. 1989년 제1회 안동공연예술제가 개최되었다.

1990년에는 청와대 초청 전국예총지부장 간담회, 안동예술문화를 위한 좌담회, 기업과 문화예

술심포지엄(제주도 개최), 안동예술문화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안동파크호텔)이 개최되었다. 이는 

한 단계 지역예술문화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1991년 ‘예술과 지위향상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회의’ 개막식 참석(서울 올림픽 유스

호스텔), 제2회 기업의 예술문화 참여를 위한 토론회 참석(서울)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복

지에서 문화복지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 높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1992년 ‘춤의 해’를 맞이하여 무용협회가 창립하여 안동예총이 총8개 단체 총연합회가 되었다.

그 후 매년 정기적으로 안동예술제와 안동시민예술제 개최하였고 한국예총 심포지엄 등 참석하

였다.

1997년 10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예술부분을 주관하였다. 1998년 안동예총 회장이 프

랑스 대사관을 방문하고 안동과 전주예총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동서간의 문화예술교류에 

힘썼다.

1999년 안동의 조각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준공하였고 엘리자베스2세 영국여왕 사진

전을 개최하였다. 2000년을 하루 앞둔 20세기의 마지막날엔 안동시청에서 ‘밀레니엄 서제’를 

주관하였다.

2000년 ‘엘리자베스영국여왕방문1주년 기념 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술부문을 주관

하였다.

2001년 하회마을 물돌이축제(하회마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세계유교문화축제 후원, 진행

하였고 문화의 거리를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퇴계탄신 500주년기념 퇴계공원 퇴계선생 한시 13

수 시비제작을 하였다. 

2004년 러시아 사할린스크 시립교향악단 내한 연주회(안동시민회관), 이육사 탄신 100주년 기

념행사, 안동의 날,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행사’(웅부공원 시민의 종 종각주변)

2005년 일출봉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빛나는 안동독립운동사 기념 음악회

2006년 안동의상패션쇼, 학생서예경시대회, 웅부공원 전통혼례식, 이육사문학축전 ‘광야에서 

부르리라’, 전국창작탈 퍼포먼스대회, 웅부공원 어린이 선비단 발대식, 웅부공원 안동양로연, 안

동대도호부 향시무술 시연

2007년 서애류성룡서세400주년추모제전, 유교문화권관광사진공모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안

동의 날 ”

2008년 3.1절 타종행사(웅부공원 시민의 종 종각주변), 안동대도호부 민속체험축제 개최,  제2

회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기념행사 개최, 서울 운현궁 안동 전통한복 패션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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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품격안동단편소설발간‘동녘, 사랑이 머무는 곳’, 고려31대 공민왕! 안동70일 체류 역

사 재현행사, 안동차전놀이 상징 조형물 제막식, KBS 전국노래자랑, 용계리 순환도로 개통기념 

및 용계은행나무 홍보행사

2010년  명사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강사 초청 10회)행사, 제4회 전국봄나들이 동요제, 

경북 미래천년도읍지 확정 2주년 기념음악회, 제3회 가족사랑 전국사진공모전 ․ 전시회,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고품격 안동알리기 사업(PMC탈 퍼포먼스 공연), 고품격 안동알리기사

업 영화 '우리만난적있나요' 개봉

2011년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및 드림콘서트(시민운동장), 문화소통을 위한 2011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하회마을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식 6주년 기

념행사(강변분수대), 하회마을세계유산등재 2주년기념 신작전회 300호 대작전, ‘클래식과 함께하

는 가을여행’ 수원시립교향악단 안동연주회

2013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안동시민회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식 7주

년 기념행사 (안동시민회관대공연장), 도민의 날 행사(경주엑스포 백결공연장)

2014년 문화의 거리 행사 『예술 거리로 나오다!』 (안동문화의 거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식 8주년 기념행사 (안동시민회관대공연장),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 (매주 토/일 웅부공원), 

2014 이스탄불 & 안동시 문화교류의 날(경주 황성공원 주무대), 제26회 안동예술제 개막식

(웅부공원),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안동탈춤공원 특설무대), 안동의 날(안동탈춤공원 특설무

대), 도민의 날 행사 참여(경상북도 도청 특설무대), 안동예술인의밤 (안동M 컨벤션) 

안동이 도청소재지가 되어 주도시로서 위상이 서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

2015년 일출봉 해맞이 행사(녹전면 일출봉),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마당 개최(안동 14읍,면), 

문화의 거리 행사 『예술 거리로 나오다!』 (안동문화의 거리),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 (매주 토

요일 웅부공원) 

제27회 안동예술제 개막식(세계물포럼기념관 특설무대)-국악, 연예예술인, 무용, 연극, 음악

-전시분야 미술/사진/문인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안동의 날(안동탈춤공원 특설무대), 실크로드 경주 2015 안동시 문화의 날 행사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백결공원), 도민의 날 행사 참여(고령군 대가야 문화누리) 

안동 예술인의 밤 (안동M 컨벤션), 일출봉 해맞이 행사(녹전면 일출봉) 

2016년 일출봉 해맞이 행사(녹전면 일출봉), 2016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마당 개최(안동 14

읍,면) 

제54회 경북도민체전 공연･전시･체험행사(안동시민운동장), 제28회 안동예술제 개막식(세계물

포럼기념관 특설무대), 문화의 거리 행사 『예술 거리로 나오다!』 (안동문화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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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문화의수도 안동 선포 10주년 기념행사(시민회관 대공연장), 제1회 경북주부가요제 

(낙동강변 다목적광장),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 (매주 토요일 웅부공원), 안동의 날(안동탈춤공원 

특설무대) 

도민의 날 행사 참여(신도청 동락관) 

예술공간기념비 제막식(세계물포럼기념센터) 및 2016 안동문화예술 포럼 및 안동예술인의 밤 

(안동 리첼호텔 3층 크리스탈홀), 제4호 예술안동 책자 발간 (한국예총 안동지회) 

 

2017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마당 개최(읍,면8, 복지5),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 (8회 토요일 웅

부공원) 

『5월, 6월, 8월, 9월 예술 거리로 나오다!』 (안동문화의 거리), 제29회 안동예술제 개막식(웅

부공원 특설무대), 한여름밤의 음악회 (세계물포럼기념센터), 안동의 날(안동탈춤공원 특설무대) 

도민의 날 행사 (신도청 동락관), 제5호 예술안동 책자 발간 

안동 예술인의 밤 (안동 그랜드호텔 2층), 안동예총 워크샵(울진) 

2018년 4월 ~ 8월 문화의 거리 '예술이 거리로 나오다' (안동 문화의 거리) 

5월 ~ 12월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마당 개최(읍1, 면7, 동1, 복지2)

제30회 안동예술제(안동문화예술의전당, 안동웅부공원), 안동의 날(안동탈춤공원 특설무대) 

도민의 날 행사 참여(신도청 동락관), 제6호 예술안동 책자 발간 

안동예술인의 밤(안동리첼호텔 3층 크리스탈홀)  

2019년 4월~8월 문화의 거리 행사 『예술 거리로 나오다』 (안동문화의 거리) 

5월~10월 2019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마당 개최(안동 읍1, 면9, 동1) 

제31회 안동예술제(안동댐 개목나루,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대강당) 

의회청사 문화콘서트(안동시의회 신청사), 종교타운 문화행사(안동 종교타운 화성공원) 

안동의 날(안동문화예술의전당), 도민의 날 행사 참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 스마일안동 댄스 플래시몹(안동 문화의거리 특설무대) 

제7호 예술안동 책자 발간, 2019 안동예술포럼 및 예술인의 밤(안동리첼호텔 3층 크리스탈홀)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제32회 안동예술제 라이브 중계 무관중 공연 등.

3.� 안동예총과� 한중국제예술교류

1986년에 창립된 안동예총은 지역예술문화발전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안동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다음과 같은 안동예총의 활

동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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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지위향상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회의’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세계유교문화

축전, 엘리자베스여왕 사진전, 서애류성룡서세400주년추모제전, 유교문화권관광사진공모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안동의 날”, 엘리자베스영국여왕방문1주년 기념 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술부문을 주관하였다. 하회마을 물돌이축제(하회마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세계유교문화축

제 후원, 진행하였고 문화의 거리를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퇴계탄신 500주년기념 퇴계공원 퇴계

선생 한시 13수 시비제작을 하였다. 

러시아 사할린스크 시립교향악단 내한 연주회(안동시민회관), 이육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안동의 날, 새해맞이 ‘제야의 타종행사’(웅부공원 시민의 종 종각주변), 빛나는 안동독립운동사 

기념 음악회, 안동의상패션쇼, 학생서예경시대회, 웅부공원 전통혼례식, 이육사문학축전 ‘광야에

서 부르리라’, 전국창작탈 퍼포먼스대회, 웅부공원 어린이 선비단 발대식, 웅부공원 안동양로연, 

안동대도호부 향시무술 시연, 서애류성룡서세400주년추모제전, 유교문화권관광사진공모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안동의 날, 안동차전놀이 상징 조형물 제막식, 서울 운현궁 안동 전통한복 패션

쇼, 가족사랑 전국사진공모전, 고품격 안동알리기 사업, 하회마을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

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식 6주년 기념행사, 하회마을세계유산등재 2주년기념 신작전

회 300호 대작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식 7주년 기념행사 (안동시민회관대공연장) 등 

많은 행사 중에서 위에 언급한 행사들은 가장 안동답게 이끌어가는 인문가치가 높은 행사들이었

다고 자부한다. 

안동예총의 국제예술교류는 일본, 중국, 유럽, 미주 등 각 협회별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어

지고 있었다. 협회별 활동으로 중국의 정주, 낙양, 위해, 청도, 제남 등 교류가 있었고 안동과 중

국 곡부시의 자매결연으로 상호방문으로 안동예술인들이 참여하였다. 

1986년에 창립된 안동사진작가협회에서는 2011년 5월 길림성 백성시 사진작가협회와 교류 협

약(중국 현지, 한국측 대표자 강성안 지부장 외 2인, 교류 주선인 이종걸 선생 참석)을 맺었으며 

2012년 안동에서 첫 번째 사진교류전을 개최하였다. 2013년에는 중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에는 안동에서, 2015년에는 중국에서 개최하였고 2016년에는 사드 문제로 잠정 중단되었

다가 2019년 5월 안동에서 ‘관동객사진클럽’(길림성 장춘시 소재)과 제5회 사진교류전을 개최하

였다. 

2019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안동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길림성 장춘시가 소재지인 중국 ‘관동

객사진클럽’은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의 사진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1,300여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큰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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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객사진클럽의 목적은 삶과 커뮤니케이션을 갈망하는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즐거운 보금자

리가 되어 사진창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제 클럽으로서 사진문화 교류의 장을 구축하여 예술

의 수양과 창작수준을 높여 사진예술분야에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관동

객사진클럽은 풍요로운 생활, 교류학습, 즐거움이며 문명의 유쾌함, 자연 친화적, 꾸준한 사진 

지식의 보급, 사진 수준의 향상, 자연스러움, 조화로움, 진정성, 우애의 인문정신과 인문가치를 

고양하는 관동사진작가의 즐거움 창조가 행동이념이라고 한다.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간 국제예

술교류의 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개최될 예정이었

으나 세계인들이 다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점은 아쉽다.

4.� 한중� 예술문화교류를� 위한� 방안� 모색

공자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본으로 계승, 발전시켜온 안동에서 중국과 예술문화교

류를 지속한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활발한 예술문화교류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8개 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간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협력증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각적 예술

문화의 상호방문과 교류로 21세기 인문가치를 실천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안동예총에 소속된 8개 단체 영역별 활동으로 안동고유의 인문정신과 인문가치를 높이

는 예술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급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술문화를 공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

문가치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며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본향에서 활동하는 예

술인들에게 예술창작촌이나 예술교육공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교류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예술문화교류로 양국

간 풍요로운 인문가치를 경험하게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료 등에도 상호 좋은 영

향을 주는 자양분이 되기를 갈망한다.

넷째, 한중교류를 위한 작품교류전이나 공연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

운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류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2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단계별로 교류의 

맥을 지속시켜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에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사

려된다.

다섯째, 한중교류 예술활동을 위한 안동시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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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ways� for�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Chung,� Sook-He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Korea,

Andong� President)

1.� Introduction

Recently, various artistic and cultural cross-visit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process of improving and develop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and China 

have been engaged in close cultural exchanges since ancient times, and exchanges between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of Korea and China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bilateral relations.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not only politics, economics and diplomacy 

but also art and culture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ong is the cradle of Korean Confucian culture and the capital of Korea’s spiritual 

culture and home to spiritual culture, which has kept traditional culture well in its long 

history. Given that the two countries’ lifestyles and values set in the East Asian cultural 

sphere, Confucian ideas and Buddhist culture have a lot in common,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sufficient to communicate, and efforts as an association of eight art 

organizations in Andong perfectly mark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s a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Andong region, 

this debate aims to examine the artistic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rts and the 

status of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the foundation of the Fed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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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as well as to explore ways to exchange art 

and cul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in 2022.

2.� The� Foundation�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and� Activities� for� Local�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Founded in 1986,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is the 

Andong branch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which is 

a general association of eight art organizations, consisting of 1,000 people in the field of 

exhibitions by the association of writers, artists and photographers and performances in 

association with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theatre, dance and entertainment artists. In 

Andong, more than 2,000 art lovers from 70 related organization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rt and culture.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started with the 

foundation of Writers Association in 1971, the Arts Association in 1979, the Music 

Association in 1982, the Korean Traditional Association in 1984, the Photographer 

Association in 1986. In 1985, organized the Federation of Arts, Andong branch 

Establishment Committee (installment offer: Kim, Won-gil, the 5th branch manager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and founded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in 1986 (first branch manager, Gae, 

Cheol-soon) and writer, arts,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photographers’ 

associations participated. The Entertainment Artists Association was founded in July of that 

year, and the following year, the theatre association was founded in 1987. In 1989, the first 

Andong Performing Arts Festival was held.

In 1990, a meeting of the heads of the National Art Association invited by Cheongwadae 

(the Blue House), a sit-down meeting for Andong Arts and Culture, a symposium on 

business and culture (Jeju Island), and another symposium for the development of Andong 

Arts and Culture (Andong Park Hotel) was held. It has a great significance that in-depth 

discussions were held for one step furthe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rts and culture.

In 1991, the federation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mprovement of Arts and Status in the Asia-Pacific Region” (Seoul Olympic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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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el), and the second forum for companies’ participation in arts and culture (Seoul). 

Since the 1990s, high-level policies have been pumped out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terms of cultural welfare.

In 1992, the Dance Association was founded to mark the ‘Year of the Dance”, and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became the general association 

of eight organizations. Since then, Andong Arts Festival and Andong Citizens’ Art Festival 

have been held regularly every year, with the organization attending symposiums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In October 1997,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hosted the art section. In 

1998, the president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visited the French Embassy and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and Jeonju formed a sisterhood relationship to promote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n 1999, the Sculpture Park Promotion Committee of Andong was formed and completed, 

and a photo exhibition of Queen Elizabeth II of England was held. On the last day of the 

20th Century which was a day before the year 2000, Andong City Hall hosted the 

‘Millennium library’ event.

In 2000, the festival was held to commemo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Queen Elizabeth’s 

visit to Britain and supervised the art section of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In 2001, sponsored and hosted the Hahoe Village Muldoli Festival (Hahoe Villag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and World Confucian Culture Festival. Have 

continued managing the Street of Culture and have made a monument of 13 Chinese 

lettered poems of scholar Toegye in Toegye Park to commemorate the 500th anniversary of 

Toegye’s birth.

In 2004, the Russian Sakhalinsk Municipal Symphony Orchestra’s concert in Korea 

(Andong Civic Center), celebrations of the 100th anniversary of poet Yi Yuksa’s birth, the 

Andong day, and New Year’s Day ‘Striking a bell of the New Year Event’(around Jonggak 

of Ungbu park citizens’ bell)

A concert to celebrate the history of Andong Independence Movement, starting with the 

sunrise of sunrise peak in 2005

Andong Fashion Show 2006, Student Calligraphy Contest, Ungbu Park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Yi Yuksa Literary Festival ‘Will call from the Wilderness’, National 

Creative Mask Performance Competition, Ungbu Park Children’s Scholar Group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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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bu Park Andong Senior Festival, Andong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Martial Arts 

demonstration of Examination of Country Magistrates.

The Seo Ae-Ryu Seongryong’s passing 400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in 2007, 

Confucian Cultural Tourism Photo Contest, Gyeongju World Culture Expo ”Andong Day”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Striking Bell Event (around Jonggak, the bell 

of Ungbu Park Citizens), hosted the Andong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Folk 

Experience Festival, the 2nd anniversary event of the Declaration of Andong as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and the Andong Tradition Hanbok Fashion Show in Unhyeon 

Palace, Seoul

The publication of Andong’s short high-quality novel ‘East, where the love stays’ in 

2009, the 31st King Gongmin of Goryeo! A reenactment of Andong’s 70-day stay, an 

unveiling ceremony for sculptures symbolizing Andong’s Chajeon Nori, KBS National Singing 

Contest, Yonggye-ri Beltway Opening Ceremony and Yonggye Ginkgo Promotion Event

The 2010 Celebrity Invitation World Story (Instructor Invitation 10 times) Event, the 4th 

National Spring Night Song Festival, the 2nd Anniversary Concert of Gyeongbuk Future 

Millennium Town, the 3rd Family Love National Photo Contest, Exhibition, the first 

Gyeongsangbuk-do Lifelong Learning Festival, High-quality Andong Promotion Business 

(PMC Mask Performance), High-quality Andong Promotion Business Movie ‘Have we 

Met?’ in theatres. 

Gyeongbuk Youth Festival and Dream Concert in 2011 (Civic Stadium), Cultural 

Performance for Cultural Communication in 2011, the 1st anniversary of Hahoe Village’s 

World Heritage List, the 6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Andong as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Gangbyeon Fountain), Operation No. 300 New Operation to 

commemorate the 2nd anniversary of Hahoe Village’s World Heritage List, and Suwon City 

Symphony Orchestra Concert for ‘Autumn trip with Classics’ 

Community Service Center Program Presentation (Andong Civic Center) in 2013, 7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Andong as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Andong Civic Center Grand Concert Hall), and Citizens’ Day (Gyeongju Expo Baekkyul 

Concert Hall)

Culture Street Events Coming out to Art Street! (Andong Culture Street) in 2014, the 8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Andong as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Andong 

Civic Center Grand Concert Hall), the replacement ceremony of the floodgate (every 

Saturday/Sunday Ungbu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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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anbul & Andong City Cultural Exchange Day in 2014 (Gyeongju Hwangseong Park 

Main Stage), the 26th Andong Arts Festival Opening Ceremony (Ungbu Park), 

Gyeonsangbuk-do Youth Festival (Andong Mask Dance Park Special Stage), Citizens’ Day 

Participation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Special Stage), Andong Artist’s 

Night (Andong M Convention)

An era has begun when Andong became a seat of a provincial government and its status 

rises as a leading city.

Sunrise peak Event (Nokjeon-myeon Sunrise Peak) in 2015, held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Hanmadang (Andong 14-Eup, Myeon) Culture Street Events Coming out to 

the Art Street! (Andong Culture Street), the replacement ceremony of the floodgate (every 

Saturday Ungbu Park)

The 27th Andong Arts Festival Opening Ceremony (Special Stage of the World Water 

Forum Memorial) – Korean traditional music, entertainment artists, dance, theatre, and 

music

- Field of Exhibition art/photo/writer (Andong Center of Culture and Arts)

Andong Day (Special Stage of Andong Mask Dance Park), the Silk Road Gyeongju 2015 

Andong City Cultural Day Event (Gyeongju World Culture Expo Park Baekkyul Park), 

participated in the Citizens’ Day Event (Goryeong-gun, Daegaya Culture Nuri)

Andong Artist’s Night (Andong M Convention), Sunrise peak Event (Nokjeon-myeon 

Sunrise Peak)

Sunrise peak Event (Nokjeon-myeon Sunrise Peak) in 2016,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Hanmadnag (Andong 14-Eup, Myeon) in 2016

The 54th Gyeongbuk Provincial Sports Festival’s Performance, exhibition, and experience 

events (Andong Civic Stadium), the 28th Andong Arts Festival’s Opening Ceremony (Special 

Stage of the World Water Forum Memorial), Culture Street Events Coming out to the Art 

Street! (Andong Culture Street),

The 10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Andong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Citizens’ Hall Grand Performance Hall), the 1st Gyeongbuk Housewives’ Song 

Festival (Purpose Plaza along the Nakdong River), the replacement ceremony of the 

floodgate (every Saturday Ungbu Park), Andong Day (Special Stage of Andong Mask Dance 

Park),

Participation in the Provincial residents’ day event (Dongrak Hall of the New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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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veiling ceremony of the Art Space Monument (World Water Forum Memorial 

Center), the Andong Culture and Arts Forum and the Night of Andong Artists in 2016 

(Crystal Hall on the 3rd floor of the Richell Hotel Andong), and the 4th issue of the Art 

Andong Booklet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 of Andong)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Hanmadang in 2017 (Eup, Myeon 8, Welfare 5), the 

replacement ceremony of the floodgate (the 8th Saturday Ungbu Park)

May, June, August, and September Coming out to the Art Street! (Andong Culture 

Street), the 29th Andong Arts Festival Opening Ceremony (Ungbu Park Special Stage), One 

Summer Night’s Concert (World Water Forum Memorial Center), Andong Day (Special 

Stage of Andong Mask Dance Park),

Citizens’ Day Event (Dongrak hall of the New Town Hall), the 5th Art Andong Book 

Publication

Andong Artist’s Night (Andong Grand Hotel 2nd floor), a workshop for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in Andong (Uljin)

April ~ August 2018 Culture Street Art is coming out to the Street! (Andong Culture 

Street)

Held May ~ December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Hanmadang (Eup1, Myeon 7, 

Welfare 2),

The 30th Andong Arts Festival (Andong Culture and Arts Center, Andong Ungbu Park), 

Andong Day (Special Stage of Andong Mask Dance Park),

Citizens’ Day Event (Dongrak hall of the New Town Hall), Publication of the 6th Art 

Andong Book

Night of Andong Artists in 2016 (Crystal Hall on the 3rd floor of the Richell Hotel 

Andong)

April ~ August 2019 Coming out to Art Street! (Andong Culture Street)

May ~ October 2019 Held Visiting Cultural Performance Hanmadang (Andong Eup1, 

Myeon 9, Dong 1),

The 31st Andong Art Festival (Andong Dam Gaemoknaru, Grand Auditorium in World 

Water Forum Memorial Center)

Cultural Concert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ong City Council Application 

Building), Religious Town Cultural Even (Andong Religious Town Hwaseong Park)

Andong Day (Andong Culture and Arts Center), Citizens’ Day Ev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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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ju World Culture Expo Park Baekkyul Concert Hall), Smile Andong Dance Flash 

Mob (Andong Culture Street Special Stage)

Issuance of the No. 7 Art Andong Booklet, Andong Arts Forum and Artist’s Night 2019

(Crystal Hall on the 3rd floor of the Richell Hotel Andong)

Due to the COVID-19 in 2020, the 32nd Andong Arts Festival will be broadcasted live

3.� International� Art� Exchange� between� Korea-China� with� the� Federation�

of� Artist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in� Andong�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Andong, established in 1986, has 

not only worked hard on the development of local arts and culture, but has also been 

constantly striving to maintain and inherit the most Korean tradition of Andong. It’s easy 

to guess with just the activities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Andong like the following.

Starting with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Asia-Pacific Conference on the 

Improvement of Art and Status, the World Confucian Culture Festival, the Queen Elizabeth 

Photo Exhibition, the 400th Anniversary Memorial Festival of Seo Ae-Ryu Seongryong’s 

passing, the Confucian Cultural Area Tourism Photo Contest, Gyeongju World Culture 

Expo “Andong Day,” the festival for the first anniversary of Queen Elizabeth’s visit to 

Britain, and the art section of th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were 

organized and sponsored the Hahoe Village Muldoli Festival (Hahoe Village), Andong 

International Mask Dance Festival, and World Confucian Culture Festival. Have continued 

managing the Street of Culture and have made a monument of 13 Chinese lettered poems 

of scholar Toegye in Toegye Park to commemorate the 500th anniversary of Toegye’s birth.

Events like Russian Sakhalinsk Municipal Symphony Orchestra’s concert in Korea 

(Andong Civic Center), celebrations of the 100th anniversary of Yi Yuk-sa’s birth, the 

Andong day, and New Year’s Day ‘Striking a bell of the New Year Event’(around Jonggak 

of Ungbu park citizens’ bell), a concert to celebrate the history of Andong Independence 

Movement, starting with the sunrise of sunrise peak, Andong Fashion Show, Student 

Calligraphy Contest, Ungbu Park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Yi Yuksa Literary Festival 

‘Will call from the Wilderness’, National Creative Mask Performance Competition, U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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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Children’s Memorial Ceremony, Ungbu Park Andong Senior Festival, Andong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 Martial Arts demonstration of Examination of Country 

Magistrates, the Seo Ae-Ryu Seongryong’s passing 400th Anniversary Memorial Exhibition, 

Confucian Cultural Tourism Photo Contest, unveiling ceremony of the ”Andong Day and 

Andong sculpture symbolizing Andong Chajeon Nori” at Gyeongju World Culture Expo and 

the Andong Tradition Hanbok Fashion Show in Unhyeon Palace, Seoul, Family Love 

National Photo Contest, high quality Andong promotion business, the 1st anniversary of 

Hahoe Village’s World Heritage List, the 6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Andong as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Gangbyeon Fountain), Operation No. 300 New 

Operation to commemorate the 2nd anniversary of Hahoe Village’s World Heritage List, the 

7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Andong as the capital of Korean spiritual culture 

(Andong Civic Center Grand Concert Hall), among many events, it can be confidently be 

said that the above-mentioned events were the most valuable humanistic events lead in a 

most Andong style way.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Andong’s international art 

exchanges were continuing, although not large in scale for each association, including Japan, 

China, Europe and the Americas. As an activity by each association, there were exchanges 

such as Zhengzhou, Luoyang, Weihai, Qingdao and Jinan in China, and Andong artists 

participated in the mutual visit through the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Andong and 

Qufu city in China. 

 

The Andong Photographers’ Association founded in 1986, signed an exchange agreement 

with the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the Beicheng City in Jilin Province in May 2011 (in 

China, Korean representatives Kang Seong-an and two others, and the exchange organizer 

Lee Jong-geol participated), and held the first photo exchange exhibition in Andong in 

2012. The exhibition was held in China in 2013, Andong in 2014, back in China in 2015, 

and in 2016 it was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the THAAD issue and then ‘Guandong 

Guest Photography Club’ (located in Changchun city, Jilin Province) and the 5th photo 

exchange exhibition was held in Andong in May 2019.

In 2019, the exhibition was held in Andong by expanding its size. China’s ‘Guandong 

Guest Photography Club’ located in Changchun City, Jilin Province, is a very large 

organization with 1,300 members who are mainly photo lovers from the Northeast China of 

3 provinces (Jilin, Heilong Jiang, Lia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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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Guandong Guest Photography Club’ is to help realize the dream in the 

field of photography art by enhancing the level of art development and creation by 

establishing a place of photo culture exchange as a membership club that provides photo 

creation services with fun home for photo lovers who crave life and communication. The 

‘Guandong Guest Photography Club’ is said to be a joyful creator behavioral ideology of a 

Guandong photographer that raises the humanistic spirit and humanistic value of abundant 

life, exchange learning, the joy of civilization, nature-friendly, steady distribution of 

photographic knowledge, improvement of photographic levels, naturality, harmony, sincerity 

and friendship. Through mutual visits, the two countries have continued to engage in 

international art exchanges. However, it’s a shame that the event was scheduled to take 

place during a visit to China in 2020 but was canceled due to the COVID-19 that the 

world is experiencing together.

4.� The� Search� for� novel� means� of� Art� &� Cultural� Exchang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very meaningful to continue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 with China in Andong, 

which has been inherited and developed as the basis of Confucian ideas of Confucius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ctive art 

and cultural exchanges require communi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eight art 

organizat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suggests a number of ways to help practice 

humanistic values in the 21st century through mutual visits and exchanges of diverse art and 

cul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constant efforts to publicize and disseminate the importance 

of arts and culture that increases Andong’s own humanistic spirit and humanistic value 

through activities by eight organizations belonging to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in Andong.

Second, Guidance is needed to lead the future-oriented direction of the humanistic value 

so that children, teenagers, adults and senior citizens can share and educate art culture, and 

support art creation villages or art education spaces for artists who are active in the capital 

and home of Korean spiritual culture.

Third, we aspire to become nourishment that has a mutually beneficial effect 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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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society, culture, science, medical care and more by allowing the experience of rich 

humanistic val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the arts and cultural exchanges that 

can never be overlooked dur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Fourth, opportunities for exchange of works or performance for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provided. It seems that online exchanges are also desirable in difficult 

situations due to COVID-19. If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maintain the flow of the 

exchange and prepare step by step even before 2022, it’ll be possible for both nations to 

achieve great results in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Fifth, Active financial support from Andong city for Korea-China exchange and art 

activiti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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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유교문화의� 실질적� 교류방안� 모색

-� 경북지역� 유교문화� 고품격� 연수·체험관광� 프로그램� -

이치억(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1.� 배경

문화향유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와 유교문화에 대한 한중 양국민의 관심 증대라는 내적인 요

인, 4차산업혁명・코로나 팬데믹 등 외적인 요인이 결합하여, 작금 새로운 형태의 관광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탐방과 소비중심의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고품격 연

수・체험 관광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절실하다.

한국과 중국, 특히 산동과 경북은 유교문화의 발상지와 중심지로서 양국의 유교문화 교류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안동은 다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유교문화자원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문화도시로서, 고품격의 인문정신 체험연수 관광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2.� 시행방안(중국인의� 안동� 방문� 연수의� 경우)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을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교문화박물관, 인문정신연수원 등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하회마을 등 유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인문정신연수원

에서 체류하며 다음과 같은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①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 탐방 및 서원 스테이

  ② 종가・고택의 전통문화 체험

  ③ 유교문화유산, 선비순례길 등 탐방 및 체험

  ④ 세계유교박물관, 유교문화박물관, 유교랜드 등의 견학 및 체험

  ⑤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의 민속유산과 안동한지, 음식디미방・수운잡방 등

     음식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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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이러한 고품격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유교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제공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유학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아 숨 쉬는 유교문화를 한국과 

중국이 공유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새로운 유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중

의 정기적 상호방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공동체로서의 양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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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ing� Practical� Way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s� of� Confucianism� Between�

Korea� and� China

-� Gyeong-buk’s� Finest� Training� Course� and� Experience�

Tour� Program� of� Confucian� Culture� -

Lee,� Chieok(The� Korea� Studies� Institute� Researcher)

1.� Background

Recently, the need for new types of tourism is on the rise, coupled with internal factors 

of the general public’s demand on cultural needs and increased interest of Korean and 

Chinese citizens on Confucian culture as well as external factor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pandemic.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dire need 

of a paradigm shift from traditional forms of travel and consumption-based tourism to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finest training courses and experience-tour programs. 

Korea and China, especially Gyeong-buk Province and Shandong Province, as the cradle 

and the center of Confucian culture, can best promote cultural exchanges of Confucianism 

between the two nations. Andong city has a number of World Heritage sites and, as a 

Culture City abundant of Confucian cultural resources, can conduct the finest training 

courses and experience-tour programs encapsulating the spirit of liberal arts.

2.� Action� Plan� (In� case� of� Chinese� visiting� Andong� city� for� training�

course)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ossesses a number of cultural resources, including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and has the foundations to host various programs involv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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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Cultural Museum and the House of Korean Culture. Near the Institute, there are 

ample resources to enjoy Confucian culture, including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Byeongsanseowon Confucian Academy and Hahoe Folk Village. One can reside in the 

House of Korean Culture to enjoy the following experiences and training programs:

① Visit Korea’s representative Confucian Academy and Experience Confucian Academy stay

②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of Head House and Old House

③ Visit and Experience Confucian Cultural Heritage and Seonbi Sullye-gil Road

④ Experience and Field Trips to World Confucian Culture Museum, Confucian Culture 

Museum and Confucian Land

⑤ Experience Folklife Heritage, such as “Hahoe Pyolshin-Gut Tal Nori,” and Andong 

Hanji and Learn Food Culture through “Umsikdimibang” and “Soowoonjapbang”

3.� Expected� Results

Through the finest training programs, more Chinese tourists can have a deeper and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Korean Confucian culture. When Korea and China share 

Confucianism, not just solely as a field of study, but also Confucian culture and its effects 

in relation to our cultures in modern times, the two nation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new Confucian culture within society in the future. Furthermore, if the 

two nations can conduct exchanges by making regular cross-visits, it will better solidify and 

enhance our current friendship, raising the two countries' status as a cult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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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일독립운동사� 교류사업� 제안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사례를� 중심으로� -�

한준호(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부� 부장)

독립운동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20세기 중반까지 줄기차게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이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1894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51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특히 경북 사람들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

을 이어갔고, 중국 관내와 만주지역에서 한․중연대를 통해 항일투쟁을 펼쳤다.

본 제안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 갈 한․중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교류 방안이다. 

한국과 중국은 근대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지배라는 공통의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조사․
연구하여 공유하는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에 발표자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교육․
연구․문화사업을 사례로 한․중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사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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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of� Korea-China�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Exchange� Project

-�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

Han� Jun-ho
(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ead� of� Curatorial� Affair� Bureau)

The independence movement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continued until the 

mid-20th century for the nation’s liberation. And ultimately, it was a movement to establish 

a modern independent state.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consistently developed in various areas at home and 

abroad for 51 years from 1894 to the Liberation in 1945. When Korea was annexed by the 

Empire of Japan in 1910, people of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fled to Manchuria to 

continue their anti-Japanese movement and fought against Japan by forming the 

Korea-China alliance in the Chinese mainland and Manchuria.

This proposal is a cultural exchange plan for future generations of Korea and China that 

will lea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 and 

China share experiences of invasion and rule by modern imperialist pow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research, and share this subject. Thus, the presenter proposes 

exchange projects for future generations in Korea and China by introducing cases of the 

exhibition,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al projects of the Gyeongsangbuk-do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142



143



144

� ∙∙∙� 연설자
성� 명 이병섭

소� 속 안동한지

직� 함 대표

연구분야 전통한지

이메일 daknamu25@hanmail.net

학력

2020� 충북대학교�대학원� 문화재과학과�석사과정�전공

1993� 경희대�행정대학원졸업

1988� 경희대�정치외교과�졸업

1984� 제천고등학교�졸업

이력

2004� ~� 현재� 안동한지�대표

2014� ~� 현재� 안동상공회의소�상공의원

2009� ~� 현재� (사)안동한지문화진흥회�이사

2007� ~� 현재� (사)중소기업�대구경북연합회�안동교류회�회원

2007� ~� 현재� 국제로타리클럽�서안동로타리클럽�회원

2006� � � � 전)� 안동경찰서�경찰발전위원회�회원



실천세션 3
한중수교30주년기념 문화교류 방안모색

145

� ∙∙∙� Speaker
Name Lee� Byeong-Seop

Affiliation Andong� Hanji

Title Chief� Operating� Officer

Field� of� Study Traditional� Hanji

Email daknamu25@hanmail.net

Academic�

Background

2020� Master's� Degree� from� Cultural� Heritage� Science,�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993�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1988�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Kyung� Hee� University

1984� Graduated� from� Jecheon� High� School

Career�

Background

2004� ~� Present� Chief� Operating� Officer,� Andong� Hanji

2014� ~� Present� Member,� Andong� Chamber� of� Commerce

2009� ~� Present� Director,� Andong� Hanji�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2007� ~� Present� Member,� Small� and� Medium� Business� Daegu-Gyeongbuk

Federation� Andong� Exchange

2007� ~� Present� Member,� Andong� Rotary� Club,� Rotary� International

2006� Formal� Member,� Police� Development� Committee,� Andong� Police� Station



146

안동한지-천년의� 일상,� 천년의� 문화

이병섭(안동한지� 대표)

중국예술의 특징으로 詩, 書, 畵, 禪의 일치를 말하는데 이를 대변하는 물건이 紙, 筆, 墨, 硯
이며, 이 중에서 중국종이인 宣紙가 중국예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양국 전통종이를 중심

으로 생산과정과 쓰임새를 살펴보고 교류방안을 모색하겠다. 

宣紙는 청단가지의 인피섬유를 벗겨 석회수에 담갔다가 꺼내어 말려 인피다발을 쪄서 고해해 

섬유를 풀어 양도등 점질물과 섬유를 넣어 통물을 만들어 초지공정을 거쳐 건조하여 완성한다. 

韓紙는 1년생 닥나무를 12~2월 사이에 베어 닥을 벗긴 다음 흑피·청피를 제거하여 천연잿물을 

백닥과 삶은 후 티고르기 작업하여 닥을 두드려 지통에다 해리한 다음 황촉규근 점액을 넣고 초

지하여 물빼기 후 건조와 도침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宣紙의 특성은 먹 번짐이 미묘하고 먹성이 좋아 서화용으로 적합하며, 한지는 질기고 내구성

이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지의 쓰임새는 서화용, 도배·장판용, 패션용, 공예품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류방안으로 전

통 종이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전통 보존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으며, 한중 서예가 

및 화가 상호교류로 각국의 작품들 공동 전시와 전통한지와 선지의 시연회개최를 제시할 수 있

다. 제남 니산서원에서 한국전통한지체험(2016. 9. 3.)를 가졌으며, 북경 저명 서화가들이 안동한

지를 방문(2017)하여 서예체험을 하였다. 한중 전통공예 작품 교류방안은 매년 각국 공예가들이 

전통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공예품들을 상호 교류전을 가짐으로써 양국 교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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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ng� Hanji� � a� thousand-year� life,� a�

thousand-year� culture

Lee� Byeong-Seop(Andong� Hanji� Chief� Operating� Officer)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t is the pursuit of the unity of poetry (詩), 

calligraphy (書), painting (畵), Zen (禪), represented by paper (紙), brush (筆), ink stick 

(墨), inkstone (硯). Among them, the Chinese paper named Xuan paper (宣紙)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Chinese art. We will focus on the production process and use of the 

traditional paper of the two countries and seek ways for cultural exchange. To make the 

Xuan paper (宣紙), skin the bast fiber from the Blue Sandalwood branch and put them in 

limestone water, and dry them. Then stream the bunch of bast for pounding to resolve 

fibers and make a slurry with mucilages and fiber. After a papermaking process, dry the 

sheet to finish. To make the Hanji (Korean paper, 韓紙), first, use a one-year-old paper 

mulberry. Skin the barks and remove heukpi (black bast) and cheongpi (blue bast). After 

boiling baekdak (white bark) in an alkaline solution obtained by ashes, remove the 

remaining bark and soil. Then beat clean bast fibers on the stone to soften the fabric, and  

resolve the fibers with the water and mix those well with the mucus from Abelmoschus 

manihot (dakpul). Finish by drying and pounding the sheet after papermaking and removing 

water on it. The characteristics of Xuan paper (宣紙) is that they have subtle ink smudging 

and hold ink tight, which makes it suitable for painting while hanji has strong and durable 

characteristics.  Hanji has been used for painting, wallpaper, floor paper, fashion, and 

crafts. As a move for exchange, the two countries could carry out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radition preservation by holding traditional paper seminars, and propose 

joint exhibitions of works of each country and demonstrations of Hanji and Xuan paper 

through mutual exchanges of calligraphers and painters of the two countries. There was a 

traditional Korean paper experience (Sept. 3, 2016) at the Nishan Academy in Jinan, and 

famous calligraphers from Beijing visited Andong Hanji (2017) to experience calligraphy. In 

the case of a traditional craftwork exchange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holding a 

mutual exchange exhibition of crafts made with traditional paper by craftsmen of the two 

countries every year could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bilater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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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콘텐츠산업� 성장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교류� 방안

김찬년(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팀장)

중국과의 문화교류. 문화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콘텐츠산업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한 한국과의 협업 모델을 알아본다.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 예전에는 어떤 

기업이었으며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기반에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

본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상생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

가는게 옳을 것인가 고민해 본다.

특히, 콘텐츠 산업의 대표산업인 영화, 영상산업과 게임산업, 캐릭터산업 등을 중심으로 앞으

로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중국과 한국의 스타트업을 비교 분석하여 미래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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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of� Exchanges� in� Culture� Industry�

Based� on� Growth� Potentials� of� China’s� Contents�

Industry

Kim� Chan� Nyeon
(Gyeongsangbukdo� Creative� Content� Agency� Team� Leader)

This presentation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ultural exchange with China and its 

contents industry that helps the nation grow rapidly as a cultural powerhouse. Based on the 

information, the presenter seeks options of cooperative models for Korea.

Tencent, Baidu and Ali Baba are some examples of Chinese companies that have grown 

into global ones. What were they like in the beginning and how have they been growing 

their businesses? The presentation touches upon the relations of those companies with 

Korean contents companies.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presenter will walk through what strategies of mutual cooperation there are for the 

future and how Korea should cope with the pending challenges.

In particular, the presentation will go over the futur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by 

focusing on major examples of the contents industry of movies, visual productions, games, 

and characters, and strive to elicit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future market by comparing 

Chinese and Korean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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