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3, pp.99-104, August 31, 2018.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99 -

*정회원,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접수일: 2018년 6월 5일, 수정완료일: 2018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8일

Received: June 5, 2018 / Revised: July 3, 2018

Accepted: July 18, 2018

*Corresponding Author: nt21jjang@naver.com

Family welfare, Soongeui Women’s College, Korea

문화유산산업의 발전에 대한 제언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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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Woo Kim*

요 약 문화유산 산업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여

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 발전 관련 정책을 제시

한다. 특히 ‘젊우미’라는 제도를 제안해, 청년취업과 문화유산 산업 증진의 두 가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문

화재 보존 인력양성,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와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제안한다.

주요어 : 문화 유산 산업, 문화재, 문화재 관련법

 
Abstract  This research focus on suggesting productive proposal for Culture heritage industry improvement plan. 
we survey various other countries’ policy for culture heritage industry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collect 
ideas from other countries’ cases then expand and adapt to our country’s industry. Detailed proposal for Cultural 
heritage is suggested, Such as, young Cultural helper to increase the cultural activity participation. Three factors 
are stated, first cultural man power creation, digitalizing cultural asset data, and cultural asset stor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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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나라의 발전과 문화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일까?

현대에는 많은 나라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여행과 관광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란?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 중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배우고 전달받은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문화’를

배제하고서는 많은 것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몽골을 볼 수 있다. 몽골은 문자라는 중요한

문화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힘들었고 불안정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몽골은 큰 영

토를 가진 반면에, 문화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

았기 때문에 빨리 쇠퇴했다.

몽골보다 작은 다른 나라들은 나라의 정체성인 문화

를 보존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모두도 처음부터 문화

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들 모두 한때 문화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 나라의 전

체적인 피해를 입었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2]

프랑스 경우에는 세계적인 문화재에 대한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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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에 힘썼고 일본과 이

탈리아의 경우에는 자국민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대

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과 몇 년 전 ‘숭례문 화

재’ 사건을 겪었지만, 아직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다

른 나라들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보다 부

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

한 방안으로 문화재 전문 인력양성과 디지털화, 스토리

화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1. 해외 문화 보존 노력 사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49년 법륭사의 금당벽화 등의

국보급 문화재 소실로 인한 충격으로 1950년 ‘문화재

보호법’을 성립했다. 중앙정부의 문화재 관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재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주체성

을 가지고 제정 및 시행했다. 그리고 거주 주민들도 자

발적으로 문화재 유지와 관리에 힘썼다. 이를 통해 문

화재 관련 예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은 문화

재 보호와 지방자치 관계가 단순히 법률적인 관계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으

로 상생을 도모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문화재 관리에 뛰어

난 선진국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문화재에 대

한 과오를 반복 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간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에서 ‘검투사의 집’, ‘도덕주의자의 집’등

이 붕괴됐다. 붕괴 이유는 국지성 폭우와 관리의 소홀

함 등으로 알려져 있다. 2차 대전 당시 손상된 폼페이

건축물을 졸속으로 복구한 점은 중요 요인 성과로 파악

되지만 2000년 된 벽이 시멘트로 복구된 무거운 지붕을

이기지는 못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 성당 벽화는

1997년 지진으로 인해 돌조각이 되었다. 하지만 자원봉

사자들과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의 붕괴와 와해를 겪어, 문

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들, 유명 패션잡화브랜드

와 명품브랜드 회사의 지원이 문화재 보수를 가능하게

했다. 이탈리아의 대기업들은 예술 후원을 최고의 명예

로 여기는 풍토가 있으며, 문화재 보존 예산을 대는 것

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립 미술품복원학교다. 국립 미

술품복원학교는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서, 학비의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며, 오랜 연사와 전통

을 지닌 학교다. 국보급 문화재 등 자국 및 세계의 문

화유산을 복원 및 보존하고자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

행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재 복원 전문가(유물

주치의)를 양성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문화

유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XX'(로마 숫자 20)라고 적힌 표지판

이 곳곳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한

건물 앞에 'XX' 표시판이 있다면 그 건물은 곧 기술적·

사회적·문화적으로 우수한 프랑스 20세기 도시·건축 유

산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문화통신부에서는 20세기 도

시·건축 문화유산의 가치를 입증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20세기 유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은 도시·건축 유산만이 'XX' 표시판을 부착

한다. 선정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보전

대상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작성한

목록은 지방 문화재 심의 위원회를 거친다. 도지사 승

인을 받고 난 뒤에 표시판을 제공받고 20세기 유산으로

인정받는다.

그림 1. 프랑스 20세기 유산 인증

Figure 1. France 20century property confirmation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 도시·건축 유산이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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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인증됐다. 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2006년에 파리 근

교에 위치한 18세기 고성의 내부 천장이 무너져,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다. 프랑스는 가급적

빠른 복원이 아닌, 얼마나 제대로 복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7년간의 복원을 거쳐 재개장했다. 그리고 문화

재 복원의 철칙으로 삼는 것은 1964년 제정된 베니스

헌장으로,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한 복원,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복원 등 복원 윤리를 강조

한다. 프랑스는 어떤 문화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트르담 성당이나 개선문과 같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곳만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유

산을 평등하게 관리하고 있다. [3] 이처럼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서 노력하는 문화 강국

들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강국임을 알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나라의 흥망

성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실태

1)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가는 실

정이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턱없이 부실한 면을 보이

고 있다. 우리는 숭례문을 볼 수 있다. 숭례문을 복원하

는 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숭례문 역시 부실 복원으

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국민, 언론 모두가

감사의 취지를 공감했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형식적인

소방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과 검증되지 않은 건설기법,

불합리한 제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

직도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거나 소

실되고 있다. 이는 재외한국문화원의 부실한 문화재 관

리가 실태로 드러난다. 재외한국문화원은 해외에 한국

의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 체험 활동을 강화하

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주중한국문화원은 지

난 2008년 이후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2016년 초에서야 작품 분실을 알려왔으며, 분실 경위나

시점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중한국문화원이 분실한 전승공예품은 여러 차례 해외

에 전시되었던 것이고 교과서에도 소개된 작품이다. 그

리고 문화재 분실 사태가 한국말고도 미국에서도 드러

났다. 주 뉴욕한국문화원의 현지 조사 결과, 고(故) 김

박영 궁시장의 ‘각궁’ 등 작가가 이미 사망해, 복원이

힘든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나머지 문

화재 대부분도 홍보 효과가 거의 없는 사무공간에 전시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해

홍보를 위한 반출된 문화재도 외국에서 훼손되거나 사

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1

년에 1차례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양성

에 있어서도 프랑스, 이탈리아와 대조적으로 전문성과

정부, 기업의 지원 측면에서도 뒤떨어지는 상태이다.

2000년도에 개교한 문화재청 소속의 4년제 대학인 한국

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문인력이 부

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재 전문인

력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학교지만, 아직 이탈리아나

파리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재 인력양성 교육

원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그 수 또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보존

과 관리에서도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고 문화유산 보존

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박물관의 경우, 특히 개인 박물관은 그 박물관이 폐

쇄될 때 (박물관장의 사망등) 향후 박물관의 귀중한 물

건들이 손실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박물관의 현실적

인 문제점으로는 부족한 홍보와 시대에 뒤쳐진 경영과

운영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개인 소장품인 경우에

는 더 심각하다. 개인 소장품이 어떠한 문화재의 가치

가 있는지에 따라 관련 박물관이나 학교 등에 전달하는

문화재를 보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류가

인기를 얻음으로서 한류 스타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 출

신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런 한류 스타의 소장품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한다. 문화유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한

나라의 문화를 중흥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과 국가는

이 산업이 굴뚝 없는 새로운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내에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노력으로는 아시아 지

역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재청과

EBS가 2016년 1월 19일 오전 11시에 업무약정을 체결

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몽골을 대상으로 50편의 영상

기록과 3편의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기록물들은 아시아지역 무형유산 보호에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industry

- 102 -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

보용·교육용 콘텐츠로 개발되어, 영상라이브러리 형태

로 온·오프라인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귀중한 아시아 문

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Ⅲ. 본론

문화유산 산업 지원 제안 ‘젊우미 프로젝트’

본 연구에서, 정부의 문화유산 산업 지원에 대한 2가

지와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3가지를 ‘젊우미’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유산 산업 지원에 대한 첫 번째, 정확한 분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분류체계는 다른 나라

와 호환되지 않고 새로운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가 미흡

하다.

문화유산 산업 지원에 대한 두 번째, 유실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정부에 헌납을

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부가 문화재를 보관

하고 이를 인수해, 관리해서 산업에 참여할 민간 혹은

정부 기관에 문화유산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산업 지원 제안은 문화재

보호는 나라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경제의 일부로서 우리가 계속 중점으로 관리해야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

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 전문 인력양성과 디지

털화, 스토리화 3가지 측면을 제안하며 함께 ‘젊우미’

제도 정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젋우미’란? 외국어에 능통하며, 안내자 역할에 대한

민간자격증을 도입한 것으로 박물관을 젊게 변화시키

는 도우미에 의의를 둔다.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첫 번째,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문

화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을 단

순히 보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한 깊

은 이해를 통해 후대에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관행을 없애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문화재를 위한’ 이념 아래서

교육되는 기관을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젊우미’

를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소규모 맞춤형 문화 관광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 문화를 중심

으로 투어를 한다.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두 번째, 디지털화 즉 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

터넷 속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한 많은 기업들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정

부는 이미 전자정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서류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각종 서류 열람도 가

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도 전자서류를

통해 결재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인

터넷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만이 아닌, 국민들에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문

화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빈번한 접근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도록 한다.

인터넷이 되는 어디서든지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문화

유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

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문

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문화재 유실을 예방 할 수

있다. [6][7] 이에 ‘젊우미’를 통한 소규모 문화 탐방은

문화관광 시물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보다 필요한 정보

를 선택해 제공받고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심지어 서울이나 수도

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문화도 질적으로 깊이 있

고, 간편한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문화 탐방을 통

해 SNS와 많은 인터넷 매체를 활발한 홍보와 정보 교

류로 이어가고 문화탐방에 대한 남녀노소의 생각을 일

깨우게 해주면서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디

지털화된 컨텐츠 제공을 통해, 미래 소비자들에게 문화

탐방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세 번째로 문화재의 스토리화

이다. 즉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

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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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는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마케팅인 ‘스토

리텔링 마케팅’은 문화재 홍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법

으로 브랜드의 특성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소비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마케팅의 일종으로 이미 영

화, 드라마, 외식, 관광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똑같은 의자라 하더라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앉았던 의자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더 주목하게 된

다. 즉「명품의 스토리텔링」의 저자 이유진도 말했듯

이 희소성, 꿈, 전통, 후광효과 등이 명품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로 이를 활용한 문화재 마케팅 효과는 뛰어날

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감성 마케팅을 통해 문

화유산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문제이

다. ‘젊우미’를 통해, 기존에 박물관 가이드와 다른 초점

을 둔다. 기존에 박물관 가이드는 이미 정해진 순서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

다. 또한 박물관은 보다 깊이 있는 질문과 대화가 활발

하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특정 박물관에만

배치되어, 이마저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4][5] ‘젊우

미’는 박물관을 젊게 변화시키는 도우미 역할로서 박물

관에 있는 문화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설득력을 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전달한다.

IV. 결 론

앞서 제안한 문화유산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방안을

통해,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표에서 유추

할 수 있다.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취

업 유발효과가 크게 증가해, 개별관광객 공략과 지방 관

광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높은 경

제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베이스화, 문화재의 스토리화를 통

한 홍보는 문화재를 특정 인물만이 아닌 대중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3가지를 ‘젊우미’를 통해 박물관은 홍보효과의 증

가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 확보를 통해 수익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관광객은 박물관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며, 소형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

이 용이해질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의 자료의 디지털화

로 문화유산의 손실도 줄일수 있다. 또한 ‘젊우미’는 청

년 일자리 창출(특히, 어문계열 졸업자, 역사학 졸업자)

을 통한 청년 실업률 감소와 향후 사업의 효과 증진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의 확장도 기대 할 수 있다.[8][9]

아직도 문화유산의 산업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높게평가하고있지않다. 혁신적인법제개편

과적극적문화재개발및관광자원발굴이가성비가높

은산업문화유산사업의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그림 2. 2020년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Figure 2. 2020 Visiinng Korea CUstomers and 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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