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this paper, a theoretical measurement model for comparing cultural power of nations as a form of national power

is built and applied to the G20 nations. The measurement model is drawn from the literature of the state theories

regarding culture, theories of epistemology, and debates about the sources of national power. Taking the multiple

indicator approach, indicators reflecting diverse aspects of cultural power are developed are developed. Examined with

empirical data, this model is proved as appropriate as a tool for measuring and comparing the cultural power of nations.

Diverse aspects of the cultural power of the G20 nations are ranked and interesting points regarding the state and

potential of Korean culture and her cultural governance in these respects are elaborated. The overall ranking of the

cultural power of Korea is found as the 11th while the U.S., U.K. and France respectively as the 1st, the 2nd, and the

3rd. The U.S. is ranked as the 1st in all three aspects of the cultural power of nation: cultural attractiveness, efforts

to enhance the national cultural power, and cultural base of a nation. Korea is ranked as 14th, 11th, and 6th respectively

in these three respects of the national cultural power. Based upon typological analysis of the cultural power of Korea,

it is found that Korea belongs to Type Ⅲ. Trying to move eventually toward TypeⅠ state via TypeⅡ is suggested

as a strategy movement for future cultural governance by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to enhance her national

cultur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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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에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거

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특별 뉴스로 대서특필

하고 심층 보도들이 뒤따랐다. 이 화재 소식을 접

하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소중

한 문화재를 잃게 된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이 CNN 등 여러 국제언론매체들에 비춰졌다. 또

한 복구를 위한 민간지원금들이 프랑스 국내는 물

론이고 외국으로부터도 쇄도했다. 이로부터 약 10

년 전인 2008년 2월 1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국보

1호 숭례문 전체가 소실되는 매우 큰 불이 났었다.

“국보 1호”라는 그 문화적 상징성 때문인지 대한

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집단적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고, 모든 국내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도 0

순위의 특별 사건으로 다뤘다. 하지만 당시 이 화

재 사건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화재의

경우처럼 대서특필하고 심층보도한 외국 현지 언

론들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프랑스의 르 몽드 든 미국의 뉴욕 타

임즈 든, 영국의 더 타임즈 든 세계 여러 나라들

의 주요 신문들엔 국제면 모퉁이에 단 하루 잠깐

외신으로 짤막하게 보도된 게 전부였다. 화재로

인한 숭례문의 소실을 마치 자기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잃게 된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수준의 탈

민족, 탈국가적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이나 일반인

들의 반응은 전세계 어느 외국 언론들에서도 발견

할 수 없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화편견론

(Theories of Cultural Bias)이나 문화제국주의론

(Theories of Cultural Imperialism)의 관점에서

보면1) 세계 언론사들의 편협한 서구중심주의적 사

고, 한국 언론사들의 서구사대주의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결과 등으로 폄하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문화편견론과 문화제국주의론에 관한 개설적 소개는

각각 Chamber(1998)과 Lee(1998) 참조.

하지만, 국정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국가 간

문화적 영향력 (줄여서 ‘문화력’)의 차이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 분야 국정관리력, 즉

문화정책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

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크게 보아 다섯 가지 관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해당 국가가 지닌

문화자원을 얼마나 다양하게 잘 발굴 또는 개발하

고, 잘 보존하는데 기여하는가와 같은 문화자원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각종 문

화자원들을 생산하는 문화공급자들을 얼마나 잘

육성하고 관리, 지원하는가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셋째로 한 국가의 문화

정책이 해당 국가의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문화수요자 중심의 평

가도 가능하다. 넷째, 문화정책 관련 기구들의 조

직적이고 제도적인 정책 역량이 얼마나 우수한가

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구 중심의 평가도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문화정책의 시행 결과 해당 국가가

다른 나라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호감이 가는 매력

적인 나라, 더 나아가서는 존경받는 나라로 느껴

지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타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중심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다섯

번 째 관점에 입각해 있는 본 연구는 국력 요소로

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갖는 문화적 영향

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타국에 대한 문화영

향력 측정지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

력의 인과적 결정 구조, 즉 문화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조건지우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한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

내지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과이론적(因果理

論的)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 영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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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책에 관한 국가 간 실증적 비교 평가 연구

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학문적

기여가능성에 더하여 이러한 연구는 실천적인 면

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문화영

향력의 인과모형이 확인된다는 것은 우선 문화영

향력 결정변수들 중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노

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 즉 정책변수와 그

렇지 못한 이른바 통제불능 제한 변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러한 문화적 영향력을 높

이기 위해서는 (또는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와

같은 실천적 처방을 가능케 한다. 특히 오늘날처

럼 군사력과 같은 한 국가의 “하드 파워”적 요소

들이 국력 행사의 수단으로 실제 선택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문화적 국력 요소들이

보다 비용효과적인 국력 발휘 수단이 되는 현실

국제 상황에서는 Nye(2004, 2011)의 주장이 시사

하듯이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한 국가의 국력 확보와 행사

전략과 같은 중차대한 중·장기국가 미래 전략 수

립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사회과학분야의 핵심 쟁점 분

야들에서 제시된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살펴 본 후, 문화라는 변수가 국

력 측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력측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국

가들의 객관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이 측정지표 모

형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 발견된 흥미

로운 사실들과 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문화’는 사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표

준국어대사전, 2019). 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

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

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

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내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

을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②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③

학문을 통하여 인지가 깨어 밝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

나 문화에 관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문화’라는 개념은 White(1949 : 87-117), Geertz

(1973 : 3-54), Williams(1981 : 9-56) 등 이 분

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공히 보여주고 있듯이

대단히 다의적이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이 내재

되어 있어 단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

다. 또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개인과 집단, 사회

등 분석의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다중복합적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처럼 국

력 요소로서의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다루고자

하는 경우, 그 분석수준은 사회가 된다. 이런 분석

수준에서 문화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에 한정

하여 살펴보면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음에서 보듯

이 크게 세 가지의 이론적 논쟁 영역에서 극명하

게 대비되는 관점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1 사회 구조 논쟁에서의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

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논쟁 영역중 하나가

바로 구조 논쟁이다. 즉 인간 사회가 지닌 제반 현

실적 특성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

이다. 이 논쟁들은 크게 유물론적 관점과 유심론

적 관점으로 분류되며,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양 관

점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된다.

2.1.1 유물론적 관점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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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여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유물

론적 입장이다. 전형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

장이다. 이들은 모든 사회의 구조를 예술, 문학, 영

화, 정치이데올로기, 법, 제도, 종교, 정신과 같은

“상부구조”와 경제(생산활동)와 물질 같은 “하부구

조”로 구분 짓고, 한 국가, 한 사회의 문화는 기본

적으로 상부구조에 해당하며, 그 국가, 그 사회 구

성원들의 정신적 상태의 총체적 특성으로서, 그 국

가, 그 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 구조에 적합하게

조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한 국가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그 국가사회의 경제와 같은 하부구

조적 조건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Marx 자신을 포함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한 사회의 문화가 지닌 본질적 속성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하부구조적 특성 즉, 물질적 조건에 의

해 일방적이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uni- directio-

nally and automatically determined) 부차적 현상

으로 이해한다. 이른바 도구적 마르크스주의(Instru-

mental Marxism)의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Marx(1992) 자신은 자본주의 경

제체제의 주류 문화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사회

주의체제, 공산주의체제로 바뀌면 그 사회의 문화

는 그냥 둬도 새 체제에 적합하게 변화하게 될 것

이라고 보았다. 문화를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는 문화는 탐구의 주된 대상으로서 의미를 상실하

게 되고, 문화정책이라는 것도 별 필요가 없는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 의한 혁명의 양

상이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자 문화

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인식에 일대 수정이

일어나게 된다. “수정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구조

적마르크스수의자”들이라고불리는이들은 한국가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그 사회의 경제구조와 같은

하부구조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단 조성

이 되고 나면 새로운 하부구조의 변화 양상(내용

과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문

화를 이해한다. 대표적인 예로 Gramsci(1971)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태리에서의 경제구조적 모순

상황이 러시아에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이태리에서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같

은 노동자 혁명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에 주목하

면서, 그 이유를 당시 이태리 사회에 오랫동안 축

적되어 온 문화적 특성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런

혁명에 헌신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

기 때문이라고 보고, 경제체제의 혁명에 적합한 문

화적 여건의 조성을 역설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

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하부구조 상의 혁

명적 변화에 반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일체의 문

화적 요소들을 타파하여 하부구조 상의 혁명적 변

화에 적합한 문화를 인위적으로 새롭게 조성코자

했던 Lenin과 모택동의 문화혁명에도 모두 문화에

대한 이런 수정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해가 반영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

하는 경우, 문화정책은 경제구조적 혁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혁명 전략이 된다.

2.1.2 유심론적 관점

유심론은 유물론과는 대조적으로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또는 생각의

결과물들로 이해한다. 즉 문화는 바로 이런 한 사

회 구성원들이 지닌 정신적 상태의 총체로서 그

사회가 어떤 내용의 물질적 문명을 생성하게 되느

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로 이해된다.

문화를 경제구조의 종속변수 정도로 이해한 Marx

와 크게 대조되는 이런 입장을 견지한 대표적인

예로 Weber(2010)의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
신을 꼽을 수 있다.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
키는 활동으로서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Weber의 일관된 입장이 이 연구물에 집약되어 있

다. 그 핵심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

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특정한 종교적(청교

도적) 윤리전통이 그 사회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문화를 경제 구조

와 같은 물질적 구조의 존재 양식과 적합성을 조

건지우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이 견

해를 국력 개념에 적용하는 경우 한 나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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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역량과 같은 전통적인

국력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2.2 인식론적 논쟁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론 분야에서도 문화에 관한 견해가 참예하

게 갈린다. Fay(1975)가 정리한대로 여기에는 크

게 논리실증주의적 관점과 해석주의적 관점, 비핀

이론적 관점 등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이들 세

관점은 특히 문화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가치’의 문제를 지식 탐구의 합당한 대상 내지 수

단으로 삼아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

립한다.

2.2.1 논리실증주의적 관점

사회 연구에 있어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의 핵

심은 사회 현상을 자연과학 현상에 대한 연구방법

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해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

게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예 : Kaplan, 1964;

Homans, 1967; Riker and Ordeshook, 1973; Cook

and Campbell, 1979; Hoover, 1984; Shively, 1990;

Miller and Whicker, 1999; Babbie, 2001; Meier,

Brudney, and Bohte, 2009). 즉 사회에 관한 모든

탐구에서 주관적 가치 판단은 배제되어야 하고, 오

직 경험(관찰)된 또는 경험(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순수한 논리에 입각한 객관적 판단만이 합당한 탐

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 세

계에서는 문화와 같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가치 판

단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은 정당한

탐구 대상이나 설명의 근거로서 실체적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객관적 인식과 판단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서 철저히 배격된다. 또한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은 우주의 모든 존재

들을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배하

고, 모든 시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자연법

칙과도 같은 사회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다. 즉 이들

에게 있어 인간은 그러한 사회법칙에 대해 마치 돌

맹이나 물, 천체를 구성하는 모든 행성들이 우주법

칙에 대해 그러하듯이 아무런 의지나 의도를 발휘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사회 문화의 핵심 요

소인 인간 개개인들의 자유의지와 같은 정신적 요

소들 또한 인식의 대상과 논리 전개의 수단에서 제

외된다.

2.2.2 해석주의적 관점

Geertz(1973), Husserl(1965), Luckman and

Berger(1966), Winch(1958) 등 인식론 분야에서

이른바 해석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은 논리실증

주의적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주장을 편다. 이들

의 입장을 종합하면, 인간은 생각이나 의지가 없

는 자연세계의 돌맹이나 물질과는 근본적으로 다

른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들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사회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이들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규칙이 있

을 뿐이다. 따라서 탐구의 주된 관심은 겉으로 드

러난 인간의 사회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를 담고 있는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 상징의 의미

를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사화 연

구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연과

학자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과관계 법칙의 발견

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 해석을 통해 사회를 구성

하는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있어 한 사회의 문화란

그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상징들의 의미

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암호 해석 도구

와도 같다. 학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문화는 문명 그 자체가 아니

라, 그 문명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다. 즉 이들에게

있어 문화란 사회적 인간 활동의 모든 결과물들-

그것이 건축물이나 생활 용품 등 물질적인 것에서

부터 법과 제도, 사상과 같은 정신적인 것에 이르

기까지-에 담긴 의미들의 총체다. 그 의미를 행위

자들의 관점에서 행위자와 연구자와의 상호주관적

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이들 해석주의

인식론자들의 주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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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바라본

다면, 기존의 문화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

과 변화를 가하는 문화정책은 금기 사항이고, 문

화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이 된다. 즉 이들에게 문화는 이해의 대

상이지, 이를 활용하여 국력을 신장시킨다든가, 협

상력을 강화시킨다든가, 경제적 역량을 고도화하

는 등 문화를 기능적 활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본

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해

석주의자들에 의해 해석된 연구 결과물들을 이용

하는 정책당국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에 관

한 이러한 이해 속에는 결국 경쟁, 협상, 연대해야

하는 상대국 구성원들의 행동과 문명 속에 내포되

어 있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또는 자국의 행동과 문명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익

증진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문화의

정책적 기능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2.3 비판이론적 관점

사회 연구에 있어 문화적 요소들 중 특히 가치

(values)의 문제를 연구의 핵심 주제로 다룸으로써

문화에관한연구에서한축을담당하게되는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바로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학파”

로 대별되는 비판이론가들이다(예 : Horkheimer,

1972; Habermas, 1970, 1972, 1973, 1979, 1984,

1987, 19962)). 이들의 인식론은 논리실증주의적 인

식론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며3), 겉으로 드러나

2) Habermas의 비판이론에 관한 제3자에 의한 총괄적

소개로는 Fay(1975), McCarthy(1978), Giddens(1985),

윤평중(2000) 등을 참조.

3)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론가들의 비판

은크게 세가지의논점으로정리해 볼수있다. 하나는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해석주의자들의 비판

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비판이론가들은 자연세계와 인

간 사회를 동형동질적인 것(isomorphism)으로 보는

논리실증주의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허구라고 본다. 논

리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론가들의 또 다른

논점은 그러한 인식론의 근저에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객관적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비가시적이고 주관적인 문화적 요

소들에 주된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는 해석주의적

인식론자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떤 문화적 요소

에 관심을 두며, 문화 해석에 있어 특히 어떤 점에

중점으로 두고, 문화 해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

냐에 있어서는 비판이론적 인식론은 해석주의적 인

식론과 크게 다르다. 해석주의적 인식론에서는 제

반 사회적 행위들이 문화적 해석을 위한 탐구 대상

이 될 수 있지만, 비판이론가들은 인간들의 “삶의

세계”(lifeworld)에서 벌어지는 권력행위, 즉 지배

와 복종이라는 특별한 사회 행위가 주된 탐구 대상

이 된다. 또한 그러한 권력행위를 탐구하는 데 있어

서도 관심의 초점이 해석주의적 인식론과 다르다.

해석주의적 인식론에서는 권력행위를 지배자와 피

지배자 간에 주고받는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상징의의미를상호주관적으로해석하고이해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지만, 비판이론가들은 지배자의

권력행위를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자신의 지배행위

를 통해 실현코자 하는 가치 추구행위로 이해하며,

권력행위자들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의 내용이나 추

구 방식이 과연 얼마나 “타탕한 것”(validity)인지

를 판단하는 규범적 탐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타당성은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이나 해석주의적

인식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판적 담론분석(Dis-

course Analysi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법4)에 입

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본질적인 관심으로 자리 잡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론은 반인간적인 매우 위

험한 인식론이라는 비판이다. 세 번째는 가치와 시실

을 구별하고, 오직 사실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

리실증주의적 인식론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는 경우,

Habermas(1970, 1973)의 지적처럼 국가와 사회가 지

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에 관해 치열히 논쟁하고

이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가치배분 집단

으로서 역할해야 할 정치 세력들이 이런 본질적인 역

할은 도외시한 채 정치권력의 쟁취와 재선을 위해 지

극히 지엽적인 정책수단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 이익집

단화됨으로써 인기영합주의적 정책들만 난무하고 국

가의 결정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되지 못하고 국가 사

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정당화의 위기”(Legiti-

mation Crisis)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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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여 검토되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

한 지배행위는 왜곡된 의사소통에 입각한 부당한

지배행위로 특정되어 세상에 고발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지배자의 교묘한 왜곡행위로 인해 그 점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던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식

토록 하여 그러한 부당한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

도록 돕는다는 것이 바로 비판이론적 인식론의 기

본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판이론적 인식

론에 입각한 사회 탐구 활동은 기본적으로 권력행

위에 대한 가치 중심의 적극적인 문화비판 활동이

며,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자들의 해방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실천적 행동(praxis)이라고 할

수있다. 이에비해해석주의적인식론에입각한사회

탐구 활동은 기본적으로 제반 사회적 행위와 조건

들에 담긴 상징들의 의미를 해석하여 사회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상호 이해를 돕는 상징적 의미 이해

중심의 소극적인 문화해석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내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 대외적으

로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권력행위로 이해해

4) Habermas는 이러한 것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의

사소통 행위”(communicative action)의 문제로 다루

는데, 지배자의 권력행위, 즉 지배행위를 통해 지배자

가 실현코자 하는 가치의 내용과 가치 추구 방법이

연구자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특별

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지배자가

펴는 주장들이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되고(intelligible), 사실에 기초하고

(factual),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그

지배자가 갖추고 있으며(legitimate),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듣는 피지배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믿을

수 있는 것(sincere)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두 가지의

조건이 더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사소통의 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있

어야 하며, 자신의 권력행위에 대해 상대를 설득하려

고 함에 있어 오직 이성(reason)적인 것에만 의존해야

만 한다. 이른바 “이상적 담론 상황”(the ideal speech

situation)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론적 인식론

에서 중시되는 이러한 타당성 판단기준은 Fairclough

(1992), Forester(1983, 1993), Wodak and Meyer(2001),

황성돈(2004)에서 보듯이 다양한 권력 행위들의 담론

분석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볼 수 있다. 즉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 문화정책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추구하

고자 하는 특정한 가치를 국민들이 바람직한 것으

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배를 정당한 것

으로 이해하고 복종하게 하는 국가의 권력 기제라

고 볼 수 있다. 민주 정부든 독재 정부든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자 벌이는 모든 대국민 선전 활

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그 국가가 다른 나라 국민들에

게 자기 나라가 추구하는 특정 가치들에 대해 호

감을 갖게 함으로써 그 국가가 해당 외국에 대해

원하는 작위적 또는 부작위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

하는 의도적 정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문화원을 설치·운영

하는 것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를 통해 자국에 우호적인 미래의 외국 오

피니언 리더들을 확보한다든가, 자국을 대표하는

각종 학술 및 예술,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들이 모두 이런 예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Morgenthau(1948) 이래 문화는 타국에 대한 한

국가의 영향력, 즉 국력에 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5) 국력자원에 관한 논쟁

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력의 크기와 효과성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육성, 관

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논쟁들이 주를 이룬다. 문화에 한정시켜 보면,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국력의 자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으며, 다른 국력자원들에 비해 얼마나 더

또는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와 같은 것에 논의의

초점이모아진다. 다시말해서국력자원에관한논쟁

에서 문화는 타국에 대한 한 국가의 힘의 크기와 질

을 결정하는 여러 자원들 중 하나의 범주로 이해되

며,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그러한 문화자원을 육성,

관리하여 국력 발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 국가 노력으로 이해된다.

5) 이런논쟁에관한종합적인소개로는대표적으로 Russet

and Staar(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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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력자원 논쟁에서의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

문화정책과 문화를 국가의 권력행위, 특히 다른

나라 국민들에 대한 한 국가의 권력행위와 그 수단

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비판이

론적 관점과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핵심 논점이 서로 크게 다르다. 비판이

론적 관점에서는 타국에 대한 한 국가의 문화적 권

력행사(문화정책으로 표현되는)가 지닌 규범적 타

당성 검토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국력 자원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연

구들에서는 국가의 어떤 문화적 요소들이 국력 자

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

과적인 국력요소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국가의 전략 기능적 사항들이

주된 관심 대상이 된다.

문화와 문화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력자원 논쟁

들은 국력자원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을 얼마나 중

요하게 보느냐를 중심으로 적극적 관점과 소극적

관점 두 가지로 대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2.3.1 적극적 관점

국력의 핵심 자원으로서 문화의 중요성과활용방

안을 논의의 핵심 주제로 다룬 대표적인 연구물로

Nye(2004)를 들 수 있다. 그에게 있어 한 나라의 문

화는 “한 사회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가치체계와

관행”으로서 “문학, 미술, 교육처럼 엘리트층에 어필

하는 고급문화와 일반대중의 오락거리 같은 대중문

화”는 그 나라의 외교 활동이라든가 그 나라가 시행

하는 각종 제도나 정책과 같은 다른 무형적 요소들

과 더불어 그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호감

도에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해당 나라가 국

제관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주

장을 편다. 그리고 그는 문화와 같은 무형 자원에

기초하여 발휘되는 국력을 “연성 국력”(soft power)

이라고 분류하여 이를 전통적인 국력 요소로 논의되

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초한 국력을 지칭하는 “경

성 권력”(hard power)에 대비되는 국력의 주요 범

주로 다룰 정도로 국력자원으로서 문화가 지닌 기능

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그는 특히 미-소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국제적 권력 행사 패러다임이

직접적인 무력 대결과 충돌보다는 국가 간 협력과

협상, 동맹과 연대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하드 파워적 요소들보다는 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

적 국력자원들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나라로 인식되게 하는 효과

를 가져 옴으로써 해당 나라들이 각종 국제적 협상

과 연대, 협력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국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데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

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나라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해당 나라가 자국의 국력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요소를 실제로 얼마나 갖게 되

고, 또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이 국력을 발휘하는 데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 활동으로 이해된다.

2.3.2 소극적 관점

이와는 대조적으로국가간 현실 정치에서는 문화

와 같은 무형의 소프트 파워적 국력요소들보다는 군

사력과 경제력 같은 물질적인 하드 파워적 국력요소

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Gray(2011)는 Nye(2004)의

“연성 국력론”을 다음처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문화적 동조와 이익의 양보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문화적으로 동조한다고 해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

거나 양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

고 보는것이다. 또한 그는소프트 파워는 여기에지

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오히려 경쟁상대국들로 하여

금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

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상

대국의 국민들 사이에 “반미,” “반한,” “반일” 감정

과 같은 정서를 조성시키는 등의 “역타격”(blow-

back)을맞게하는위험도 안게된다고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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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의 의미

<그림 2> 국가의 문화자원이 국력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인과관계 개념도

그는 소프트 파워는 정책 수단으로 생각되어서도 안

되고, 하드 파워적 국력 자원인 군사력의 대체 수단

으로 여겨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소프

트 파워는 하드 파워에 대해 기껏해야 보완재적인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6) 이

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

로 국력과는 무관한 국가활동으로 이해되며, 관련된

다 하더라도 하드 파워적 자원들이 국력 발휘 수단

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보완하거나

하드 파워적 자원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조적 활

동 정도로 이해된다.

2.4 본 연구에서의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와 ‘문화력’ 개념 정의

이상에서 문화와 문화정책의 본질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문화’라는 개념은 기존의 이론적 논쟁에서 공통적

으로 이해되듯이 특정한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

에 공유되는 무형의 주관적 현상으로 이해하되, 문

화에 관한 유심론적 관점과 비판이론적 관점을 수

용하여 다음의 <그림 1>로 도식화한 것처럼 ‘문화’

를 “특정한 사회 공통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인위적 사고방식(ways of thinking)과 행동 방식

(ways of action)으로 구성되는 정형화된 생활 방

식(patterned ways of living), 그리고 이러한 사고

와 행동의 산물인 지식과 기술, 예술과 놀이, 사상

과 종교, 관습과 제도, 정치․경제․사회공동체 등

다양한 문명(civilization)적 요소들에 내포되어 있

는 특정한 가치 정향들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Nye의 경우

처럼 국가의 이런 문화 자원들은 그 국가의 국력,

6) 이런 식의 비판들은 Nye(2011)의 “스마트 파워”론으

로 수용되었다. 그는 하드 파워에 대비된 소프트 파워

의 독자적 중요성울 부각시킨 종래의 입장을 수정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자원을

성공적으로 조합하는 국가 전략 능력“으로 정의되는

”스마트 파워“가 현실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주장

을 폄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자신의 논

의에 대폭 반영하였다.

즉 국제 사회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쳐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능력의 크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

가 된다고 본다.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특정 국

가의 각종 문화자원들은 문화정책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 과정, 즉 해당 국가의 문화자원을 생

산, 관리(육성 및 보존), 유통(확산)하는 과정적 매

개변수를 통해 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외국 지도

자와 국민들의 호감의 정도, 즉 문화 매력도에 영

향을 준다고 본다. 즉 문화적 매력이라고 하는 변

수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적 바탕이

라고 하는 조건 변수가 그 국가의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인위적 노력 변수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특정국가가이루고자하는바에대한외국의지지와

협력을이끌어내어, 결국특정국가가원하는바를실

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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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화력’ 개념도

<그림 4> ‘문화력’ 측정모형

자국의 문화자원을 국력으로 전환시키는 국가의

능력을 본 연구에서는 ‘문화력’이라는 개념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한 국가의 ‘문

화력’은 자국의 문화자원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 국가의 문화적 바탕을 그 국가에 대해 외

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문화적 매력으

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그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화력은 그 국가가 발휘하는 소프트 파

워의 일종, 또는 소프트 파워의 크기와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이해된다. 또한 하드 파

워와 소프트 파워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해 한

국가의 문화력은 해당 국가의 하드 파워에도 그 발

휘의 능률성과 비용 효과성 면에서 간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력’과 유사한 것으로

‘문화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문화경쟁력’이란

“문화예술의 생산, 소비, 여건의 선순환적 확대를 통

해 타 사회, 국가에 비해 문화예술적 우위와 문화예

술적 자존감을 강화시켜 주고 삶의 질을 확보해 주

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정정숙 외, 2006). 이러

한 문화경쟁력 개념에서는 공동체의 정체성, 삶의

질 차원에서의 접근으로서, 자국 자체의 내부적인

문화자산 증진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반면, 문화력

개념에서는 국력의 한 원천으로서 타국이 자국의 국

익에 도움이 되도록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 즉 타

국(인)에 대한 국가의 외부 영향력이 중시된다.

‘문화력’과 유사한 또 다른 개념으로 ‘국가브랜드’

라는 개념이 있다. 한 국가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 등 유형·무형의 가치들을 총합한 것을 이르

는 개념으로(지식백과, 2019) 영화, 음악, 문학, 역

사문화 유산 등 문화력 개념의 핵심 요소들이 이

국가브랜드 개념에서는 정부, 국민, 이민․투자, 관

광, 수출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개념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로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브

랜드라는 개념은 그 속에 문화력 개념이 부분으로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력 측정 모형

이렇게 정의된 문화력 개념은 추상적 요소개념들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 관

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를 관찰 또는 측정 가

능한 속성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측정 모형화 작업인데, 그 핵심은 문화력을 구

성하는 요소 개념들을 측정가능하게 해 주는 지표

들을 개발하고, 지표들 간의 함수 관계를 전술한 문

화력 요소 개념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에 입각하

여 설정해 주는 것이다.

측정 지표들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을수있겠으나, 본연구에서는 Sullivan and Feldman

(1979)의 다중 지표 접근법(multiple indicators ap-

proach)에 입각해서 한 국가의 문화력은 <그림 4>

에서 보듯이 크게 ①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국가의

문화적 매력도, ② 그 국가의 문화력 증진노력도,

③그국가가지닌문화적바탕의적정도등 3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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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콘텐츠

문학

문학인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Nobel_
laureates_in_Literature(1901～2014)

문학작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

도서(publishing) 수출액(백만$)
UNCTAD Stat(2013)
(http://unctadstat.unctad.org/)

공연
예술

음악작품 수준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롤링스톤지 선정 세계 100대
명음반

http://www.rollingstone.com/music/lists/500
-greatest-albums-of-all-time-20120531/the
-zombies-odessey-and-oracle-20120525

대중음악인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롤링스톤지 선정 세계 100대
위대한 가수

http://www.rollingstone.com/music/lists/100
-greatest-singers-of-all-time-19691231/the
-everly-brothers-20101202

음악인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세계3대 음악 콩쿠르 입상자 :
퀸엘리자베스 5위 이내
쇼팽 6위 이내
차이코프스키 3위 이내

http://en.wikipedia.org/wiki/Queen_Elisabeth_
Music_Competition(1937～2013)
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
Chopin_Piano_Competition(1927～2013)
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
Tchaikovsky_Competition(1958～2013)

공연에대한세계적수요
공연(performing Arts)
수출액(백만$)

UNCTAD Stat(2013)
(http://unctadstat.unctad.org/)

표현
예술

디자인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

디자인(design) 수출액(백만$)
UNCTAD Stat(2013)
(http://unctadstat.unctad.org/)

미술작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

미술작품(Art Crafts, Visual Arts)
수출액(백만$)

UNCTAD Stat(2013)
(http://unctadstat.unctad.org/)

영상
예술

영화작품 수준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국제영화제 수상작품 수
(칸 영화제, 1946～2013;
베를린 영화제, 1953～2013;
베네치아 영화제, 1949～2013)

http://ko.wikipedia.org/wiki/%ED%99%A9
%EA%B8%88%EC%A2%85%EB%A0%A4
%EC%83%81
http://ko.wikipedia.org/wiki/%ED%99%A9
%EA%B8%88%EA%B3%B0%EC%83%81
http://ko.wikipedia.org/wiki/%ED%99%A9
%EA%B8%88%EC%82%AC%EC%9E%90
%EC%83%81

<표 1> ‘문화적 매력도’ 세부측정지표

1차 요소지표들로 분류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1차 요소지표들 각각을 문화예술 콘

텐츠, 역사문화재, 관광, 체육, 언어, 사상, 종교와

같은 문화부문별로 나누어 세부측정지표들을 개발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성립 가능한 지표이지만, 자

료의 존재 내지 확보 가능성이 낮거나 국가 간에

큰차이가나지않은것으로판단되는지표들을제외

하고 총 61개의 세부측정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

렇게 개발된 세부측정지표들을 각 요소지표별로 나

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 문화적 매력도 세부특정지표

한 국가의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으로 느껴지는가 하는 문화적 매력도라는 변수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나라의 문학, 공연예술, 표현

예술, 영상예술, 게임, 음식, 캐릭터, 문화예술인 등

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국제사회 구

성원들의 인정 정도로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16개의 세부 특정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사문화재, 관광, 체육, 언어, 사상,

종교 등 여타 문화 자원 부문에 존재하는 그 나라

고유의 것들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수준을 측정하

는 지표들 16개를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

서는 문화적 매력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 31개

의 세부지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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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콘텐츠

영상
예술

영화인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국제영화제 수상자 수
(칸 영화제, 1946～2013;
베를린 영화제, 1953～2013;
베네치아 영화제, 1949～2013)

http://ko.wikipedia.org/wiki/%ED%99%A9
%EA%B8%88%EC%A2%85%EB%A0%A4
%EC%83%81
http://ko.wikipedia.org/wiki/%ED%99%A9
%EA%B8%88%EA%B3%B0%EC%83%81
http://ko.wikipedia.org/wiki/%ED%99%A9
%EA%B8%88%EC%82%AC%EC%9E%90
%EC%83%81

영화/방송에 대한
세계적 수요

영화/방송(Audio Visual) 수출액
UNCTAD Stat(2013)
(http://unctadstat.unctad.org/)

게임
게임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Time지 선정 역대 100대 게임
http://techland.time.com/2012/11/15/all-time
-100-video-games/slide/all/

음식
음식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CNN 선정 50대 음식
http://travel.cnn.com/explorations/eat/world
s-50-most-delicious-foods-067535

캐릭터
캐릭터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Empire지 선정 50대 만화 캐릭터
http://www.empireonline.com/features/50-g
reatest-animated-characters/default.asp?fil
m=50

Empire지 선정 50대 비디오게임
캐릭터

http://www.empireonline.com/features/50-g
reatest-video-game-characters/default.asp?
film=4

문화
예술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Time지 선정 100대 인물 중
문화예술인

http://time.com/70861/arunachalam-muruga
nantham-2014-time-100/

역사/문화재

영화작품 수준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UNESCO 등재
세계유산 수(2014)

http://www.unesco.or.kr/heritage/wh/list_al
l.asp

UNESCO 등재
세계기록유산 수(2014)

http://www.unesco.or.kr/heritage/mow/list.
asp

문화재전시시설에대한
세계적 인정도

The art newspaper 선정 세계
100대 박물관 (2013)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most_vi
sited_art_museums_in_the_world

관광 해당 국가 관광 선호도

관광수입(백만$) 국제통계연감2013

주요 관광지수
BBC선정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50선, 2012
(http://www.bbc.co.uk/50/places/index)

외국인관광객수 (천명) 국제통계연감2013

체육

해당국가발원스포츠의
세계적 수용도

올림픽 종목 중 해당 국가에서
발원한 종목

http://ko.wikipedia.org/wiki/%EC%9C%84%
ED%82%A4%EB%B0%B1%EA%B3%BC:%
EB%8C%80%EB%AC%B8

체육인의 세계적 수준 하계올림픽 메달 수
http://en.wikipedia.org/wiki/All-time_Olym
pic_Games_medal_table

체육인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Complex media 선정 최근 10년
100대 최고의 선수

http://www.complex.com/sports/2012/04/the
-100-greatest-athletes-of-the-complex-dec
ade/lisa-leslie(2012)

언어

언어의 국제적 공용도 UN 공용어 여부 http://www.un.org/en/2014)

해당 국가 언어에 대한
선호도

해당국가의언어를사용하는인구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
m(2011)

전체인터넷사용자중해당국가의
언어 사용자 비율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
m(2011)

고등교육수준학생의국제적이동
(종착국)

http://www.uis.unesco.org/Education/Pages
/international-student-flow-viz.aspx(2014)

사상
사상가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

american prospect magazine 선정
세계적 사상가 65명에 포함 수

http://www.prospectmagazine.co.uk/feature
s/world-thinkers-2013

종교
해당 국가 발원 종교의
세계적 수용도

국제적(미국종교전문사이트adhe
rents.com)의 종교인 수 순위

http://www.prospectmagazine.co.uk/feature
s/world-thinkers-2013

<표 1> ‘문화적 매력도’ 세부측정지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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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콘텐츠

일반

문화예술콘텐츠 수준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예산지출액(문화와 여가에 대한
정부지출)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
d-factbook-2009/recreation-and-culture_fac
tbook-2009-94-en

지적재산권 소비자 민감도
IPSNATIONALCOMPETITIVENESSRESE
ARCH 2010-2011

지적재산권보호수준(우선감시대
상국 1점, 감시대상국 2점,
비감시대상국 3점)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문화예술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한 가계의
활동(노력)

GDP 중 문화여가 가계지출 비중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
d-factbook-2009/recreation-and-culture_fac
tbook-2009-94-en

공연
예술

음악 작품 수준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노력

세계국제음악 콩쿠르 연맹에
출원된 각국의 국제콩쿠르 수

http://www.wfimc.org/Webnodes/en/Web/P
ublic/Home

표현
예술

미술 작품 수준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노력

공인 세계미술대전(비엔날레)
개최수

http://www.biennialfoundation.org/biennial-
map/

영상
예술

영화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영화스크린 수
http://www.kobiz.or.kr/jsp/foreign/main.jsp
?conCd=WORLD

관광
관광 인프라 제고를
위한 노력

전체 예산 중 관련 예산 비율 WEF_TT_Competitiveness_Report_2013

관광객 유치 활동 수준 WEF_TT_Competitiveness_Report_2013

공항 인프라 수준 WEF_TT_Competitiveness_Report_2013

취항항공사 수 WEF_TT_Competitiveness_Report_2013

체육
스포츠 수준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노력

국가 대항 국제경기참여
수(올림픽, 월드컵 본선)

http://en.wikipedia.org/wiki/All-time_Olym
pic_Games_medal_table
http://ko.wikipedia.org/wiki/FIFA_%EC%9
B%94%EB%93%9C%EC%BB%B5#.EA.B8.
B0.EB.A1.9D

국제대회유치 수(올림픽, 월드컵)

http://ko.wikipedia.org/wiki/%EC%98%AC
%EB%A6%BC%ED%94%BD
http://ko.wikipedia.org/wiki/FIFA_%EC%9
B%94%EB%93%9C%EC%BB%B5

<표 2> ‘문화력 증진 노력도’ 세부측정지표

3.2 문화력 증진 노력도

한 국가의 문화력 증진 노력도, 즉 한 국가의 문

화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수준도 부문별로

세부특정지표를 개발하였는데, 문화력 증진 노력

도의 경우에는 여러 문화부문들 중 국가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해당 부문의 문화자원에 대한 세계적

인정도가 변화되는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

으로서 관련 자료 수집이 용이한 부문에 집중하여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3개

문화정책 부문과 관련된 총 13개의 문화력 증진

노력도 측정 세부지표를 제시한다. 문화에술 콘텐

츠 부문과 관련한 세부측정지표 개발에서도 동일

한 이유로 여러 세부 부문들 중에서 공연예술, 표

현예술, 영상예술 부문에 한정시켜 지표를 선정했

다. 또한 특기할 것으로는 한 국가의 문화력은 정

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로서의 국민의 노력이 있어야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지표 개발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

에서는 문화예술콘텐트 수준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GDP 중 문화여가 가계

지출로 측정되는 문화예술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

한 가계의 노력도를 주요 측정지표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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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화발전의바탕이되는
국민성

혁신과 창조에 대한
국민 인식도

IPSNATIONALCOMPETITIVENESSRESEARCH
2010-2011

IT 시대의문화예술접근,
전파, 확산 환경

인터넷 이용률 국제통계연감 2013

문화
예술
콘텐츠

문학 문학 잠재력

출판도서수
http://en.wikipedia.org/wiki/Books_published_per_co
untry_per_year#List_of_countries

출판시장규모(백만$)
2013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한국 : 2012콘텐츠산업통계조사(http://www.investkorea.
org/ikwork/iko/kor/cont/contents.jsp?code=1010206)

공연
예술

공연예술 잠재력 음악시장규모(백만$)
2013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한국 : 2012콘텐츠산업통계조사(http://www.investkorea.
org/ikwork/iko/kor/cont/contents.jsp?code=1010206)

표현
예술

표현예술 잠재력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IPSNATIONALCOMPETITIVENESSRESEARCH
2010-2011

영상
예술

영상예술 잠재력

영화제작편수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55(2011)

영화시장규모(백만$)
2013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한국 : 2012콘텐츠산업통계조사(http://www.investkorea.
org/ikwork/iko/kor/cont/contents.jsp?code=1010206)

방송시장규모(백만$)
2013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한국 : 2012콘텐츠산업통계조사(http://www.investkorea.
org/ikwork/iko/kor/cont/contents.jsp?code=1010206)

게임 게임 잠재력 게임시장규모(백만$)
2013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한국 : 2012콘텐츠산업통계조사(http://www.investkorea.
org/ikwork/iko/kor/cont/contents.jsp?code=1010206)

캐릭터 캐릭터 잠재력 캐릭터시장규모(백만$)
2013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한국 : 2012콘텐츠산업통계조사(http://www.investkorea.
org/ikwork/iko/kor/cont/contents.jsp?code=1010206)

관광 관광 잠재력 자연환경의 질 WEF_TT_Competitiveness_Report_2013

체육 체육 잠재력 인구100만명당종합경기장수 WEF_TT_Competitiveness_Report_2013

언어 언어 확산 잠재력

자국언어 보유여부
http://ko.wikipedia.org/wiki/%EC%96%B8%EC%96
%B4#.EC.84.B8.EA.B3.84.EC.9D.98_.EC.96.B8.EC.96.B4

문해율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
factbook/

사상 사상 발전 잠재력 사상의 자유(언론자유 지수) http://rsf.org/index2014/data/index2014_en.pdf

종교 종교 확산 잠재력
종교의자유(종교배척도지수,
10점 만점)

Global Religious Futures(http://www.globalreligiousfu
tures.org/explorer#/?subtopic=76&countries=Worldwi
de&index=SHI&chartType=map&year=2012)

<표 3>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 세부측정지표

3.3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력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문화적 바탕을

지니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또한 한 나라가 어

떤 문화적 바탕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의 문화정책적 노력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인지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

에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국가의 문화

적 바탕의 적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들

로서 문화예술 컨텐츠, 관광, 체육, 언어, 사상, 종교

등 6개 문화부문으로 나누고, 이 중 문화예술 콘텐

츠 부문의 경우에는 문확, 공연예술, 표현예술, 영상

예술, 게임. 케릭터 등으로 보다 더 세분화시켜 선정

한 총 17개의 세부 측정지표들을 국가 간 비교가 가

능하고 자료 수집이 가능한 지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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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문화적 매력도 문화력 증진 노력도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 문화력 종합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종합지수 종합순위

ARGENTINA 40.76 19 37.47 19 43.97 13 39.49 18

AUSTRALIA 46.16 11 46.82 12 62.35 2 52.01 9

BRAZIL 43.31 15 41.99 16 47.60 11 43.53 12

CANADA 45.18 13 56.03 6 60.94 3 54.59 6

CHINA 60.61 3 50.63 9 41.62 15 51.09 10

FRANCE 57.35 4 63.94 2 56.44 9 60.49 3

GERMANY 51.73 7 61.29 4 59.65 4 58.57 4

INDIA 53.87 5 42.72 15 34.24 20 42.75 14

INDONESIA 40.95 18 40.21 17 36.04 19 37.59 20

ITALY 49.49 9 55.31 7 51.82 10 52.51 8

JAPAN 50.43 8 53.72 8 57.69 7 54.48 7

KOREA 44.75 14 47.10 11 58.77 6 50.23 11

MEXICO 45.60 12 47.37 10 37.38 18 42.57 15

RUSSIA 48.84 10 38.95 18 39.78 17 41.51 16

SAUDI ARABIA 39.77 20 36.51 20 42.63 14 38.24 19

SOUTH AFRICA 41.94 16 43.38 14 45.52 12 42.75 13

SPAIN 52.15 6 59.20 5 57.36 8 57.07 5

TURKEY 41.93 17 43.58 13 41.43 16 41.28 17

UNITED KINGDOM 63.76 2 61.43 3 58.82 5 62.86 2

UNITED STATES 81.43 1 72.35 1 65.96 1 76.37 1

<표 4> G20 국가들의 문화력 비교 측정 결과

3.4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수화 방법

이상의 세부지표들로 측정된 여러 나라들의 문화

력 수준을 지표들 간의 이질성과 측정치 분포의 상

이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는 각 측정치들을 표준점수화해서 비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 지수화 공식을 적

용하여 모든 개별 지표들의 측정치들이 동일하게 평

균 50점에 표준편차 10점의 분포를 갖는 지수값들

로 표현되게 한 상태로 해당 국가의 측정치들이 다

른 국가의 측정치들과 비교될 수 있도록 했다.

  



  




  



 × 

 

 


  i번째 국가의 문화력을 표준지수화 방법으

로 계산한 지수 점수

  k개의 문화력 지표들 중 j번째 지표로 측정

된 i번째 국가의 표준화 점수

  j번째 지표로 측정된 i번째 국가의 문화력

점수

  j번째 지표로 측정된 측정 대상 집단 전체

의 평균 점수

  j번째 지표로 측정된 값들의 측정 대상 집

단 전체의 표준편차

  전체 측정대상 국가 수

  총 개별 지표 수

  1, 2, 3, …, n

  1, 3, 3, …, k

4. G20 국가들 간 문화력 비교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측정지표 모형을

실제 국제사회에서 주요 국력 소유 국가들로 분류

인식되고 있는 G20들에 적용하여 <표 4>에서 보

는 것과 같은 측정 결과치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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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문화력 측정모형의 측정도구로서의 적합도

문화력 종합 지수 점수를 순위로 나열해 보면

<그림 5>와 같이 되는데, 지수 점수들이 평균 50

점을 중심으로 약 ±2×표준편차(= 10점)에 해당하

는 최대 76.37점에서 최소 37.59점 사이에서 골고

루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7) 이것은 그 만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력 측정모형이 변별력

면에서 적절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측정된 국

가 간 순위가 문화력과 관련한 G20국가들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미

국이 문화력 종합 순위에 있어 다른 나들보다 크

게 앞서고 있는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카나다, 일본, 이태리 호주,

차이나, 한국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국가 간 문화력 비교

측정모형의 안면 타당성(face validity)이 적지 않

은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림 5> G20 국가들의 문화력 종합 순위도

측정도구로서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기

준인 내적 타당도, 즉 지표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로 확인하는 것인데, 문화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된 3가지 요소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음의 <그림 6>에서 보듯이 모두 크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러한 사실은 ‘문화력’의 요소지표들의 점수 분포에

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그림 6> ‘문화력’ 요소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화력 측정 모형이

국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연구(황성돈, 신도

철 외, 2016)에서 확인된 G20국가들의 종합 국력

순위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G20 국가들의 문화

력 관련 순위는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 순위와 소

프트 파워 순위와 매우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正)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 문화력 측정 모형

이 국력 측정 모형으로서 그만큼 높은 타당성을 지

닌다는 것을 시사한다.

4.2 우리나라 문화력의 특징

4.2.1 종합 문화력

앞의 <그림 5>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문화력

전체 지수점수는 50.23으로 G20 국가들 중 11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G20 국가들 중 우리

나라의 경제력(10위)과 종합국력(9위)인 것을 감

안하면, 문화력의 순위가 기대치보다 다소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우리나

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

는 여력이 있는 나라이며, 이를 통해 국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

석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4.2.2 문화적 매력도

한국의문화적 매력도는지수값 44.75로 G20 국가

들 중 14위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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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매력도를구성하는세부지표별순위는다음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7> 문화적 매력도 세부지표별 한국의 G20 국가
중 순위 특성 유형도

즉 문화적 매력도를 구성하는 7개의 세부지표들

중 종교(5위)와 사상(6위), 체육(6위), 언어(10위),

역사문화재(11위) 면에서의 특성은 대한민국의 전

체 문화적 매력도 순위인 14위 보다 낮은 순위를

보였고, 문화예술 콘텐츠(15위)와 관광(17위) 면

에서의 특성은 대한민국의 전체 문화적 매력도

순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우 문화적 매력도는 특히 종교와 사

상, 체육 부문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며,

이와는 반대로 문화예술콘텐츠와 관광 분야에서

의 특성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매력도 제고에 오

히려 순위 하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2.3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

문화적 바탕 면에서는 대한민국은 지수값 58.77

로 G20 국가들 중 6위로 측정되었다. 문화적 매력

도가 14위인 것에 비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것으

로, 이는 우리나라가 문화적 여건이 나빠서 문화적

매력도나 문화력 종합 순위가 낮게 나온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이 앞으

로 문화적 바탕을 잘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

울인다면 문화력과 국력 면에서 상당한 증진이 가

능할 것임을 알려준다.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를 구성하는 세부지표별로

대한민국의 순위를 보면 다음의 <그림 8>과 같은

데, 종교(1위)와 문화예술콘텐츠 부문의 잠재력(3

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화 접근 및 전파․확

산 환경 (3) 등이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 전체 순

위인 6위보다 상위 순위를 기록함으로써 이런 것

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를 끌어 올

리는 견인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각각 사상의 자유, 혁신과 창조에 대한 개방적 국

민성, 자연환경의 질로 측정되는 사상(11위), 국민

성(11위), 관광(12위) 등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바

탕의 적정도 전체 순위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8>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 세부지표별 한국의
G20국가 중 순위 특성 유형도

4.2.4. 문화력 증진 노력도

국가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문화력으로 전환시

켜주는 국가 및 국민의 제반 노력도를 의미하는

문화력 증진 노력도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수

값 47.10으로 G20 국가들 중에서 11위의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력 증

진 노력도를 구성하는 3가지 세부 요소 지표별로

보면 12위를 기록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와 체육

분야에서의 노력에 비해 특히 14위를 기록한 관광

분야에서의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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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문화력 증진 노력도 세부지표별 한국의 G20
국가 중 순위 특성 유형도

4.3 국가 간 문화력 특성 유형 분석

문화력을 구성하는 3대 요소지표를 각각 X축, Y

축, Z축으로 하여 각 축별로 국가들의 순위를 나타

내면 각 국가들은 다음의 <그림 10>에서 보는 것

과 같은 3차원 공간에 위치하는 어느 한 점으로 표

현될 수 있다. 이 공간의 중심점 좌표는 이론적인

것으로 (10.5위, 10.5위, 10.5위)가된다. 본 연구에

서의 문화력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확인되는 문화력

요소지표별 순위를 이 공간에 표시한 후, 3대 요소

지표별로 중앙 순위를 지나는 면들을 교차시키면

국가 간 문화력 특성을 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총 8가지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0> G20 국가들의 문화력 특성 비교 유형

이 유형론을 본 연구에서 확인한 G20국가들의

문화력 요소지표별 순위들에 적용하면 제1유형, 즉

문화적 매력도와 문화력 증진 노력도, 문화적 바탕

의 적정도가 모두 10위 이내로 높은 유형에는 프

랑스, 이태리,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등 국

제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지지도와 영향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나라들이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 즉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와 문

화력 증진 노력도는 모두 10위 이내로 높지만, 문

화적 매력도는 11위 이하로 그리 높지 않은 나라

인데, 여기에는 캐나다가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제3유형, 즉 문화적 바탕

의 적정도가 10위 이내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문화적 증진 노력도와 문화적 매력도는

모두 11위 이상으로 낮은 국가 유형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의 국가는 문화력 증진 노

력은 별로 하지 않는데, 문화적 바탕 덕분에 높은

문화적 매력도를 유지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G20

국가들 중에 실제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유형의 국가는

높은 문화적 매력도에 상당한 문화력 증진노력을

기울이지만,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문화 환경이나

사상의 자유 등 문화적 바탕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국가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유형의 국가들

은 문화적 매력도와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는 낮지

만, 문화력 증진 노력도는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유형은 문화적 매력도, 문화력 증진

노력도,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가 모두 낮은 국가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

질,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

국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8유형은 문화적 증진 노력도와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는 낮지만, 문화적 매력도는 높은 국가를 말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 러시아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국가 간 문화력 유형 분석 결

과는 국가의 중장기 문화 전략 기획에 매우 유용

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제3유형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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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떤 단계를 거쳐

우리나라의 문화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

을 가능케 한다.

즉 문화적 바탕은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문화

력 증진 노력도를 높이는 전략을 통해 카나다와

같은 제2유형의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중기 목표

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문화력 증진 노력도와 문화적 바탕의 적정도 간의

유의미한 정(正)의 상관관계 (.755)를 감안할 때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문화적 바탕

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문화력 증진 노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력 증진 노력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문화적 매력도 상승으로 연결되어(상

관관계 = .791) 결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

페인, 일본과 같은 제1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진입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한국의 문화력 강화 전략 기본 방향

5. 결 론

이상에서 한 국가의 국력요소로서 문화를 이해하

는 이론적 배경과 이를 국가 간에 비교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문화력 측정 모형을 제시하고, G20국가

들의 관련 실증 자료들을 활용하여 측정도구로서

이 모형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대한

민국 국가 문화력의 흥미로운 특징들을 다른 G20국

가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문화력 측정모형은 한 나라가 문화력

면에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향후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방향으로 이행해야 할 것인지와 같은 중

장기전략기획수립에매우유용한국가문화력유형

론까지도 도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와 대한

민국 국보 1호 남대문 화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

응이 왜 그렇게도 큰 차이가 난 것인지에 대한 질

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

치고자 한다. 그러한 차이는 바로 ‘문화력’의 차이

이며, 본 연구를 통해 그러한 차이의 크기는 대한

민국 11위와 프랑스 3위 사이의 격차감(隔差感)으

로 실증되었다(<표 4> 참조). 두 나라 사이의 문

화력 차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

원인과 핵심적인 문제의 소재, 앞으로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하는지가 본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

난다. 그러한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은 외국인들이

프랑스와 우리나라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매력도

상의 차이(프랑스 4위, 우리나라 14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인

위적인 노력으로 개선시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문화적 바탕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이 문화력 증진 노력도 상의 차이에

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화적 환경과 문화

예술 콘텐츠, 종교적 포용력과 확산력 등 문화적

바탕 면에서 대한민국은 프랑스에 결코 뒤지지 않

는다. 한국 6위, 프랑스 9위로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인이 느끼는 문화적 매력도

가 프랑스에 비해 그렇게 크게 낮아지게 된 직접

적인 이유는 결국 문화력 증진 노력의 부족 때문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프랑스 4위, 우리나라 11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력은 앞으로 특히 “문화

예술 콘텐츠 저변 확대와 수준 제고 및 확산,” “음

악․미술 작품수준제고및확산,” “영화 산업저변

확대,” “관광 인프라 제고,” 그리고 “스포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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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및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실증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이 주제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

는 학문적 탐구와 정책 당국자들의 실용적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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