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진 룡  

문화·여가 시대의 경쟁력 



‘문화융성’의 국정방향 제시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 

” 

- 대통령 취임사 中 - 

저는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를 통해 국민이 하나가 되
고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3ㆍ1절 기념사 中 -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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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가치 

 문화예술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원천자원으로 적극 인식되어야 함.  

 

 논의의 중심 
 

   • 문화예술의 가치 인식 :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 문화예술에 대한 비즈니스 접근 : 개인, 기업, 도시, 국가 
 

   • 문화예술의 창조적 활용 방향과 과제 : “Culture for All” 

   • 비즈니스 대상으로서 문화예술 +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문화
예술 

상징적 의미 

스토리텔링 지적재산 

문화정체성 

커뮤니케이션 감성 

창의성 

-국가브랜드 

-국제교류 

-창조경제 

-부처간 
정책협력 

-도시재생 

-문화다양성 

-문화관광 

-학교문제해결 

-문화복지 

-마을공동체 
형성 

-갈등해결 및 사
회통합 

-비전과 꿈 

-사회적 관계 

-자존감 

-재미와  
감성욕구  
   충족 

-의미부여 

-힐링 

-웰빙 

-문화 
브랜딩 

-문화 
마케팅 

-사회적 책임 

-고객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디자인 

-창의 인재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의 창조적 활용가치 



컨버전스 환경하에서의 변화 



 



 



 





ㅡ 



< 사회 전반의 트랜드 변화 > 

생산, 노동 

소비, 유희 현실세계 

환타지 

현실 세계 속 
간접체험 증시 
지식기반 경제 

현실/지식 

작업자(생산기지) 
주축 기술이 
인간 리드 

노동/기술 
환타지 요소 강조되며 
직접 참여형 콘텐츠 

증대 감성 중시 

환상/감성 

문화/예술 중심 
상상력과 창의력 

표현 위해 기술 활용 

놀이/예술 

   노동시대 
[정보화 사회] 

   체험여가시대 
[유비쿼터스사회] 

  하이터치(HI-Touch) 
   -감성, 예술 중심- 

  하이테크(HI-Tech) 
   -기술, 지식 중심-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 인간과 기계의 재결합, 조화 

       ☞감성 중심의 HI-Spirit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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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문화 트랜드 –소프트(감성/체험)혁명 

 ◆ 고부가가치의 체험경제(Experience Economy) 대두 

     - 경제적 가치 패러다임이  

       ‘농업경제 → 산업경제 →  서비스경제 → 경험경제’로 전환 

     - 기능적 측면에서는 채취 → 생산 → 배달 → 연출이 중요해짐 

     - 문화상품은 경험재로 지적재산권(licensing)이 수익 원천이 되는 

       소프트파워 보유 

     - ‘소비자는 상품에 담겨 있는 스타일, 이야기, 경험, 감성을 산다’ 

       (Rolf Jensen) 

◆ 감성 마케팅에 의한 복합 문화체험 등 인기상승 

    - 테마파크, 쇼핑오락, 체험관광, 두 손 문화(DIY)등 문화마케팅 인기 
       (예) ‘겨울연가’의 성공 :  
               미적 영상 = High Tech(영상기술) + High Touch(배용준) 
 



엔터테인먼트의 개념과 종류 
 

 즐거운 기분 전환의 상태를 자극하거나 촉진하거나  

     만들어 내는 모든 것   (Vogel, 1999,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경제학) 

     - 오락, 연예, 여흥 / 고상하지 못함? / Homo Ludens 

     - amusement, leisure, recreation 

 

• Media의존형 / Live Entertainment  

     - 미디어의존형 : 영화, 음악, 방송, 출판, 게임 등 

     - 라이브형 : 카지노, 스포츠, 공연예술, 유원지와 테마파크 등 

 

• Soft / Hard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와 의미 

◆ 경쟁적 대체관계 / 보완 관계 

◆ 엔터테인먼트 = Content (+ Media) 

◆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 문화콘텐츠  

◆ Digital (Entertainment) Content  

 

• 엔터테인먼트산업 / 창조산업 / 문화산업 

       - CreBiz,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 “21세기 경제는 엔터테인먼트 경제” (Michel Wolf) 

      - 경제의 오락화 현상 지적 / Business와 오락 사이의 경계가 사라짐 

      - 엔터테인먼트가 문화영역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 

      - 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부문에 적극 도입 필요 주장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중요성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화, 다른 여가활동과의 무한경쟁에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문제 
       - 경제성장에 따라 삶을 충만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줄 서비스의  
         구매가 증가할 것이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가장 큰 문제 
 

모든 산업, 특히 소비자산업은 점점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콘텐트가 점점 더 많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음  
      – 명품의 의미, 면도기 등 소비재 
 

엔터테인먼트와 다른 경제부문은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엔터테인먼트와 비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상업세계의 확산 
      - 모든 소비자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부분적이라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끌어 들여야 함 
      - 튈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법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중요성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도  

     호황기 못지 않은 성장 현상 

     –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통한 위안/ 명품, 소비의 양극화 

  경제 요소요소에  침투해서  모든 사업의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음 

     - 소비자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체험을 제공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 

     - 항공, 자동차, 통신, 호텔, 패션, 식당, 은행업 등의 변화 

  Shoppertainment (Entertailing) 현장으로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의 확산 

     - 상품의 cycle + 엔터테인먼트 cycle의 의미 

  지역개발 성공 요소로서의 역할 



엔터테인먼트 요소의 중요성 

 정치, 종교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까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노무현의 눈물, 클린턴의 악기 연주와 스캔들, 예배형식의 변화 

 

◆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를 주도(의미의 전달)  
       - 이미지와 문자의 영향력 차이 
 

 브랜드와 스타는 동일한 것이 되었으며, 사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스타브랜드로 소비자들을 이끌어야  
     성공 가능함 
       - 멋 있는지, 재미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 
       - 나쁜 입소문과 인상이 한번 퍼지면 개선 불가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 재미 
  컨버전스가 가장 활발한 분야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이며, 
     그 중심에는 재미(Fun)이 있음  

 
  ‘재미(Fun)’는 유희충동에 의해 놀이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심리에너지 
      - 노는 재미, 나누는 재미, 배우는 재미 
 

  즐거움과 만족감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노력하여 성취했거나  
      얻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vs  

      재미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님 
 

◆  쾌락(pleasure)/ 유희(enjoyment)의 구분 
 

◆  Funology에 의한 Digital Fun의 확산 
      - 현실과 가상의 경계, 모방과 표절의 경계 모호 
      - Ubiquitous / 하방경직적 성격 

 



재미(Fun)를 구하는 방법 

   내적 구성요소 
  - 목표지향적 경험 보다 활동지향적 경험 

  - 특정한 질서가 강요되지 않는 자유로우면서 적정하게 활성화된         

     의식상태 

  - 활동 자체를 즐기며 적절한 흥겨움 유지 

 

 외적 구성요소 
  -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함 

  - 신뢰를 기반으로 예상을 깨는 자극 필요 

  -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극 필요 

  -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자극을 주어야 함 



Fun = Creativity 

재미는 “경제적인 가치 없이 놀이를 통해 얻는 에너지” 
 
  위대한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이 되는 재미는 위대한  
     창의력(상상력)에 의해 가능  

      - 히트상품 속에 숨겨진 마법이나 신비로움은 일반대중에 잠재된  
       불분명한 욕구를 찾아내어 만족을 줄 수 있을 때 가능  
     - 효과적인 엔터테인먼트(요소)를 부가하는 일은 최고경영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 
     - 창의성을 지닌 인재 양성 + 최고경영자 스스로 창의성을  
        지니거나 선별력 필요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력은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개발 가능 
      - ‘재미’가 근면, 성실을 뛰어 넘는 가장 중요한 가치 
      - 창의성은 ‘새 것’을 만드는 것 보다, 익숙한 것들을 다른 맥락에  
        놓아 새롭게 느끼게 하는 능력(새로운 관점, 새로운 맥락 연결) 
      - 재미를 추구하는 ‘노는 일’은 세상을 낯 설게 만들어 새롭게 창조  
 
  



생각의 탄생 - 창의적 사고방법 

  Robert & Michele Root-Bernstein의 저서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13가지 생각 도구” 
     -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임 

     -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창조적 사고’를 기르는데 있음 

     - 상상력이란 이미 있는 것을 통합해 새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임 

 

천재들의 ‘생각법’을 관찰해서 13가지 유형화 :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창의성을 만들어 주는 놀이와 여가 

 

  놀이를 통한 창의성 개발 – 상상력의 원천 

 
     - 놀이는 인간의 본질이며, 인류 문화는 놀이의 연속이며 그 결과임 

     - 놀이를 통해 상징화 되기 이전의 내면적이고 본능적인 느낌과  

        정서, 직관, 쾌락을 알 수 있음 

     - 우리는 놀이를 통해 그것들로부터 창조적인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창안자가 될 수 있음 

     - 관습적인 생각이나 행동, 지식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장애가  

        될 때,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재미있고 위험 없는 수단이 됨 

     - 놀이는 지식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줌 



창의성을 만들어 주는 놀이와 여가 

  여가의 개념 
     - 일하지 않는 시간/ 돈 벌지 않는 시간? 
     - 필요하지 않는 활동/ 자발적인 활동? 
     -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재적 보상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에 의해 
       결정하는 모든 경험 
 

  여가의 현대적 의미 
     - ‘일상탈출’ 및 ‘정서고양의 전이’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 개인의 이해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유능감, 통제감, 지각능력  
        및 자기정체성 확립의 기회 
     - 사회적 교류능력 증진 및 감정 공유의 계기 
     - 장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 
     - 경제적으로도 단순한 소비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자유시간에 
        대부분의 소비지출과 광고가 이루어짐 
     - 제조업 중심의 개발에서 다양한 여가중심 지역개발 확대 



여유와 행복의 부재 - 성공중독 

  성공중독의 현상 (5D) 

     - 결핍(Deficiency) : 영원한 불만족 

      - 의심(Doubt) : 스스로의 성공에 대한 의심과 타인에 대한 의심 

      - 분리(Detachment) : 지금까지의 모든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관계들과 이탈과정 

      - 실망(Disappointment) : 남들과 끊임없는 비교에 의한 열등감과  

                                         불만 

      - 우울(Depression) : 종합적인 불안상태 

 

 

  진정한 성공에 필요한 요소(3C) 
      - 만족(Contentment), 평온함(Calmness), 관계(Connection) 



향후 가정의 변화 



향후 직장의 변화 



재미의 힘, 노는 경쟁력 
  놀이와 여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치 
     -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정서공유의 수단 
     - 여가는 우리 생활의 남겨진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심적인 것이 되고 있음 
 

  모든 지도자는 스스로 Entertaine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훈련된 직관력이 중요 
     - Fun 경영의 사례 : 인사관리, 제품개발, 마케팅 
     

      “노는 것이 힘! ” 
    “놀아야 행복하고, 경쟁력이 생긴다.”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문화융성’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경제부흥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행복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문화융성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의 가치 

평화통일 기반 구축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 



」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