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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인지문화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

간적 변화 및 문화 사회적 변동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관찰하고 함의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최

근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문화콘텐츠’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창조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

간·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의 관련성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지문화경제’라고 하는 새로

운 경제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지리와 지역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지역발

전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른 문화변동의 특징은 재현과 이미지의 해석 등 추상적인 담론에서, 지역단위에

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젝트로 등으로 대변하게 되며 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더 나아가 글로컬라이

제이션 시대의 지역발전의 가능성은 한류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등과 같은 현대 미디어의 환

경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로컬 단위의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간

을 확대시키고 있다. 향후 글로컬 콘텐츠의 보다 높은 가능성을 위해 공간과 지역의 연계 강조,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

적인 연계와 활성화, 로컬 단위의 발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주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글로컬라이제이션, 문화변동, 지역발전, 문화콘텐츠, 인지문화경제

Abstract : This study aim to do observation to 1) Trajectory of cognitive-cultural economy growth with 
regional historical context, 2) Spatial, cultural and social change caused by cognitive-culture economy 
growth, and 3) Draw the meaning of the change in glocalizational view. They said that ‘Creativity’ has 
been related with spatial, economical, cultural and social change and it leads to new economical system, 
what we call ‘Cognitive-cultural economy’. It is the important event which is to affect economic geogra-
phy and local development greatly. New cultural changes are characterized by variations from abstract 
discourse to concrete reality and show the emphasis on real project specific in the region.
Further mor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in the glocalization found in the specific form of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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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창조경제와  

글로컬시대의 도래 

지난 20세기에 인류에게 최대의 부를 가져다 준 

산업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의 

배분이었다. 하지만, 20세기 말 급속히 진행된 정

보통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서, 지식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패러다임의 발달이 전면에 부

각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식’이 사회적 부의 원

천으로 등장하였다. 뒤를 이어 나타난 21세기는 

지식경제가 진화하여 소위 창조경제라고 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게 되었으며, 이는 지식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융합하는 인간의 ‘창조성’을 사

회적 핵심으로 부상시켰다.

최근 특히 회자되는 창조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

한 것은 창조성과 상상력이 사회적 부의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구조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

조성은 역사이전부터 문명과 사회의 성장과 발달

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나, 창조성을 본격적인 담론

으로 거론된 것은 현재에 와서이다.

이러한 창조경제가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그 핵

심이 되는 창조인력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을 바탕으로 지역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면서, 다양한 발전을 유도하고, 창조적인 인프

라를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력에 힘입

어,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창조적인 산업의 효과가 

창출되는 등 지역발전의 다양한 가능성이 나타난

다. 이는 산학연의 협력과 고용창출, 새로운 산업

의 태동, 새로운 협력과 소통의 관계성 등으로 나

타나는데, 특히, 최근에는 인지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조성이 중요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지문화를 기반으로 

창조성이 가득 찬 지역에는 활력이 나타나고, 창

조인력과 창조산업, 그리고 개방성, 다양성, 포용

력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창조성과 인지문화경제1)의 도래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

화가 공간적인 변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시대를 거쳐 최근의 글로컬시

대2)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발전이 우리가 갖

고 있는 인문학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화, 관행, 규범 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에 공간적 발전이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연계되어 

그 의미와 맥락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섬유산업에서부터 21세기 문화산

업에 이르기까지의 산업들, 그 이전과 향후의 산

업생산양식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하나의 발전 궤

적(trajectory)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발전을 이끌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인류의 발전은 

역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등의 형태로 

다양한 창조성을 전승해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경

content, for example, Korean Wave. New media environment changes that include SNS function not only 
interact each other in space but also expand the scope of local units and cultural content to the world.
In order to enhance the further development of local content, it will require conjunction with space and 
specific region, variety of organic link between the principal participant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or 
future development.

Key Words :  Glocalization, Cultural Change, Regional Development, Cultural Contents., Cognitive-
cultur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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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과 이어지면서, 다양한 범위의 공간적 발전

을 추동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의 발전을 시

대적으로, 공간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측면에서 지

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인지문화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 및 문화, 사회적 변동을 ‘글로컬라이

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주제로 관찰하고 함

의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문화변동이

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3)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한류’라는 개념

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컬시대의 지역발전의 방

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컬 

문화변동과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방

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

겨진다.

2. 인지문화경제의 발달

창조경제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가 재고해야 할 점은 기존의 경

제학적이면서, 구조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구체적 

주제에 대해 사화과학적 시각을 토대로 다양한 방

법의 융합적 학문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미래 목표가 인

간 혹은 우리 사회의 창조성 발현을 통한 인류 공

동체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이

는 실제적 공간을 넘어 가상적 공간에서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공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이는 창조성이란 특징이 정보네트워크라든지 

창조적인 분야로서의 도시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는 창조성의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물리적인 인프라와 사회구조, 시스템, 제도, 인간

상호와 경제 상호작용, 다양한 인간대화가 존재하

는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한다. 자본주의시대

의 도시들을 살펴보면, 당시 19세기의 맨체스터 

지역에서도 섬유와 관련된 기계들은 시대 맥락에

서 분명 창조적이었으며, 20세기 상반기의 디트로

이트도 자동차와 공학에 국한되어있긴 했으나 창

조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실리콘 밸리

도 그렇다. 즉, 창조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왔지만 형태나 내용이 바뀌며 패러다임의 변

화에 따라, 경제 형태에 따라 달라져왔다는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궤적에 따라 살펴

보자면,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오늘날의 창조성은 

결국 공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촘촘

한 연관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도 전자기계적인 근간, 노동력, 

자본과 연관되어 있다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변화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인지 문화적’ 경제

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인지문화적인 

경제에서는 인지, 그리고 문화적인 능력을 노동력

에 활용하는 특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관계자원으로서의 특징뿐 아니

라, 인간이 중심이 된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

여, 물적, 정보적, 인적 자원의 모든 요소가 망라

된 종합적 관점에서 경제지리와 지역발전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종래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이

론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경우가 ‘관계성’을 중요시

하는 개념이라면, 창조경제시대의 인지 문화적 특

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요소는 전반

적인 생태계의 구성과 선순환에 보다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간상에

서도 다양한 물질과 아이디어, 인적자원 등이 상

호연결성에 의해 창조되는 일종의 ‘관계적 공간’을 

창출하고, 로컬과 글로벌의 특징이 모두 어우러지

는 트랜스 로컬리티(trans-locality)의 특징을 강조

하게 되며, 이는 종래의 기술 발전을 통한 탈영토

화가 다시 ‘공간’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재영토화의 

특징과 관련을 맺으며, 독특한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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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민, 2013).
창조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가 필

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지 문화는 현대 클러스터

개발과 경제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간적 집적형태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지 모든 노동이 정규적이고 일반적인 일로 구성

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상호작용

과 토론, 대면접촉을 기반으로 늘 유동적인 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을 두고, 노동과정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인적자본의 형

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인지 문화

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정책입안자들은 경제개발, 지역개발

에 관심이 많은데 이들은 이제 클러스터 개발의 

응집과 도시화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

다. 과거의 다이내믹했던 역사들이 새로운 경제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동력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 파리, 런던

과 같은 도시들은 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형태가 

융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구경제가 새로운 

경제 속에서 퇴출되고 있다. 표준화되어 업무/알

고리즘에 기반을 둔 반복적인 작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일들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가 대신할 수 있으며 해외의 저임금 국가로 보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지 문화적 경제에 역

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경제 형태이며 금융, 기업, 

문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문화콘텐츠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이와 같은 산업들은 새로운 인적자

본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동력은 과거

의 추론능력, 기술적 통찰력, 문제해결 능력 외에

도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문화적인 인지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재

를 길러내도록 교육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

기는 창조경제를 통해 해쳐나가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어젠다 설정을 통해 한 발 빠르게 고민하

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는 비

단 특정 국가만의 역할은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고민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도 헤쳐 나가야 할 관문일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

문에 지역과 사회문화, 경제적 발전의 방향을 이

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경제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사

용해왔던 경제개발 공식들로는 원하는 성장을 이

룰 수 없다.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노동분업이 필요하며, 인지문화경제에 입각

한 창조성이 글로벌 수준에서뿐 아니라 지역단위

에서의 발전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와 

지역개발의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 제도

이며, 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글로벌 수준의 발

전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중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수준에서는 경제 중심부에

서 이와 같은 격차들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도시

공동체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입안이 이루

어 질것이며, 지역단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

에 적응하고, 자체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 나타날 것이다. 글로컬 시대의 발전과 소셜네

트워크 서비스 등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출현함에 

따라, 종래와는 다른 발전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

문이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개

인들의 삶의 가치와도 잇닿아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글로컬 시대의 공간과 사회, 문화변동을 살

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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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컬 시대 공간·사회· 

문화의 변화

1) 역사적 흐름에 따른 변화

전근대적인 사회를 지나, 근대사회의 발전을 지

나 탈근대적 사회의 발전은 20세기 후반 이후, 후

기자본주의 체제로의 사회적 변동, 개인 소비주

의의 확대, 포스트모던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미적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김예란 

외, 2005). 이러한 변화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

화에 비추어 다양한 양상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글로컬 담론으로 이어지는 몇 가

지 특성을 구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역사적인 변화와 가치의 특성을 고려해본

다면, 신과 인간의 관계에 바탕을 둔 종교 중심적 

전근대적 사회에서 집권자로의 권력이양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 통제가 가능해진 근대를 거쳐, 포

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가치변화에 따른 개인 중심

적 권력의 분산 시대를 거쳐 소셜네트워킹과 사회

적 영향력의 결집이 가능해진 집단지성의 시대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간의 범위에 있어

서도 글로컬 변화의 동인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이 촉발되었다는 의미도 연

결될 수 있다. 이에, 정신이 중심이 되는 전근대적 

사회의 중심이 근대의 유물론적 물질주의 사회와 

탈물질화의 시대를 거쳐, 무형의 자산이 중요시되

는 창조경제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현상이 융합되

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변동의 근원으로 자리 

잡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변화를 경제적, 생산양식의 변화와 연결

해 해석해본다면, 경제적 발전의 상품이 중요성이 

생산이라는 가치사슬의 특성에서 유통이라는 부

분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갔다가 소비와 사용이라

는 가치사슬의 다른 부분으로 무게중심이 전이되

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은 글로컬시대에는 수용과 체험이 콘텐츠를 중심

으로 일어나는 복합적인 창조환경, 생태계의 변화

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경제발전의 주안점도 생

산성과 비용의 문제에서 효율성과 혁신이 중요시

되는 단계를 거쳐, 개발방식의 발전을 부인하는 

표 1. 역사적 흐름에 따른 공간적 변화 및 사회·경제·문화적 현상

구분 전근대적 근대적 탈근대적 글로컬 담론

권력 (특성) 신 (종교) 집권자 (미디어) 개인 (탈중심) 소셜네트워킹

사조의 발전 전통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네트워크 사회론

가치관 집합표상 합리주의 감성주의 소통중시

행위이론 전통적 행위 합리적 행위 정서적 행위 의사소통적 행위

현상 정신 중심 물질화 탈물질화 융합적 현상

상품/가치사슬 생산 유통 소비·사용 수용·체험/생태계

주력자본 자연자본 물적자본 문화자본 문화/사회적/인적 자본

경제발전의 주안점 생산성/비용계획 및 통제 효율성/혁신 발전의 부인 창조성/인지문화

주도자/콘텐츠 저자/원천 생산자/상품 소비자/상품 수용자/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듣기 읽기 읽기·보기 읽기, 보기, 쓰기, 말하기

공간 특성 Local Global Re-Local Glocal (Global+Local)
집적 특성 중앙 집중 클러스터/도시화 분산과 집중 글로컬 네트워킹

* 출처: 김예란 외, 2005, 미래사회의 문화인프라 예측 및 구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27를 기초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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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를 거치고, 창조성과 문화적 요소가 중시되

는 인지문화경제의 단계로 발전해나가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전근대적인 시대의 자연자본과 

노동과 물자가 중심이 되는 물적자본의 토대가 아

비투스4)의 특성을 따라 문화자본의 시대를 거치

고, 맥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문화자본과 

인적자본, 창조적 계급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는 

시대가 태동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문화원형과 유산 

등 사회문화적 발전의 원천이 특정한 몇 사람의 

천재성을 중심으로 태동되었다가, 수요와 공급이 

중심 되는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거쳐, 수용자 중

심으로 한 단계 더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형적인 상품의 영역에서 상품

에 그 가치가 내재되어 분리되지 않고, 가치가 합

일되는 브랜드의 측면으로 문화콘텐츠의 특성이 

변화하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생산의 주체

라는 입장과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기술의 발전

이 개인화된 미디어 생산, 유통, 소비의 가능성을 

확대하였고, 정보화와 문화콘텐츠의 발전은 개인

의 상징적 자원을 통한 자기 조직화의 역량을 강

화하였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변화에 따라 탈

경계적 흐름과 다양한 변화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고 할 수 있다(Lash, 2002). 커뮤니케이션의 관점

에서 보자면, 콘텐츠와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듣는 

전근대적 시대에서, 읽어내는 단계의 근대적 시대

를 거쳐, 읽기와 보기의 탈근대적 시대 특성을 지

나, 프로슈머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주도권을 수용자가 가져가는 시대가 등장함에 따

라, 텍스트의 읽기, 보기, 쓰기, 말하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로 변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21세
기 현재는 인간과 인간이,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만들어 낸 현대의 각종 문화들은 대중적으로 확대

되어,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계속 상호 소통하면

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으며, 

개인은 이 문화적 상호소통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김성수, 2012).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

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장, 지구적이며 동시에 지역적인 문화적 혼종성

의 발전, 인지문화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 지

식,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브랜드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자원의 왕성한 발전 등을 통해 ‘글로컬라이제

이션’이라는 변화를 통해, 공간적 지형이 변화하

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때의 변화는 새로운 가치와 기호의 경제를 통

해 지금까지의 물질 경제의 역할을 대체 혹은 보

완하는 특징을 수반한다. 이에, 권력의 대행자이

며 대상으로서, 동시에 노동력의 제공자이자 문화

(상품) 향유자(소비자)로서의 개인 주체에 대한 관

심이 창조경제의 발전과 함께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다. 생산양식과 연결하여 살펴보자면, 소규모 

주문 생산양식 및 스타일을 중시하는 생산 양식

이 강조됨에 따라, 상품 자체보다는 조형적인 ‘브

랜드’의 특성이 더욱 강조되게 된다(Lash & Lury, 
2007). 

이는 공간적 특성으로 살펴볼 때, 지역단위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헤리티지(의식주, 전

통문화, 문화재 등)가 글로벌 시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성으로 확산되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이 세계

로, 다시 세계는 지역으로 이어지는 글로컬의 단

계로 변화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중앙집권적인 

공간의 세력이 클러스터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

로 발전이 일어나는 형태에서 전 지구적인 분산

과 집중을 거쳐 글로컬 형태의 네트워킹이 나타나

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그

림 1). 특히 경제, 문화와 공간개념간의 밀접한 관

계에 대한 지리학의 천착은 글로벌 미디어의 형성

을 일종의 ‘문화생산의 클러스터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문상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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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컬 시대 문화변동의 특징

(1) 문화변동과 공간변화

근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던, 전근대적 상황에서

는 문화제국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현상이 근대적 배경으로 넘어갈 때에도 이

때의 지구화현상은 서구 소비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확산은 필연적으

로 지역문화를 축소시키고 전 세계적인 문화의 동

질화 현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동질화는 근대주

의에 이르러서는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상징적 문

화를 앞세우고 실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인 미국 문화의 지배와 동일시되었다. 이 같

은 주장의 기저에는 일국의 문화가 정체성을 가지

고 있지만, 글로벌 동력에 가려져서, 하나의 일관

되고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동화되는 특징을 나

타내는 것이다. 이에, 문화유산 등 독특한 진정성

의 지역 문화들이, 특정 문화에 의해 대체되고 동

질화된 흐름을 이겨내고 다양성의 독특한 문화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원래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문화변동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문화의 획일적인 특성과 달리 유럽에서

의 전통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지역, 국

민국가와 생산단위들의 문화는 “고유성(unique-
ness)”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상품과 서

비스들이 공간적인 특성에서도 다른 영역의 상품

과 서비스와는 다르며, 그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

서 일괄적으로 지배될 수 없는 특징을 보인다. 이

것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모토라고 할 수 있다(홍

종열, 2011).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미디어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지역화/현지화 전략

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져왔음이 나타난다. 

지역문화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 수용자들의 취향

과 지역 미디어 기업과의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

하기 위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장르, 소재 및 내

용, 캐스팅 등에서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

다. 그 결과 글로벌시대를 거쳐 탈근대적인 시대

를 거친 문화흐름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
tion)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

호영, 2012).
이는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전근대적인 문화제

국주의론의 주장과 달리 근대성의 소비자들의 세

력 증가와 함께, 탈근대적인 상황에 이르러서는 

수용자들의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경

험에 근거해 미디어와 콘텐츠를 해독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문화콘텐츠에 담겨져 있는 이데올로

기를 그대로 내면화하지 않고 교섭과 저항의 형태

로 해독하게 되면서, 글로벌 미디어의 문화콘텐츠

를 로컬 수용자들이 다양하게 해독하고 내면화하

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문상현, 2012).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큰 흐름으로 대변되

는 특징들은 지역발전에도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

그림 1. 글로컬라이제이션과 문화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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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공간적인 변화와도 밀

접한 관계를 갖는다. 

첫째, 지역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사회문화적

인 차이를 기본으로 하는 흐름에서, 글로벌 시대 

전 세계적인 범역에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차이

를 인정하는 흐름으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다. 이는 산업의 생산물과 결과물로서의 문화콘텐

츠를 가지고 보았을 때도 이전 시대의 고정적이고 

가시적인 성태의 생산물이 비확정적이면서, 유동

적이며, 다양성을 나타내는 가치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산업성장이 주도를 하

면서, 제조업의 제품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

던 시대에서, K-pop과 같은 문화상품이 국가의 브

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무형의 가치가 더 인정받

는 시대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

계의 가치기준의 전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자본의 성공적인 축적방식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이는 경쟁력의 근간이 유형적인 것에서 

무형적인 것으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산업

경제의 경쟁력이 인지문화경제의 바탕에서 변화

를 일으키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Scott, 2013). 
따라서, 이전 산업경제 시대의 산업이 구체적인 

상품을 통해서 작동했다면 글로컬 시대 새로운 인

지문화경제의 결과물, ‘문화콘텐츠’는 상징적인 의

미로서 ‘브랜드’를 통해 작동하게 된다. 이때, 상품

은 앞에서 이야기한 정체성과 동일성의 논리를 통

해서 작동하지만 브랜드는 지역단위와 문화콘텐

츠의 차이의 논리를 통해서 작동한다. 상품은 그

것이 갖고 있는 교환가치의 추상적 등가물인 화폐

를 통해 구매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구매할 수 없

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상품이 생산된다면 

브랜드는 생산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다. 이때, 교환가치와 상품은 생산물의 질과 관련

되어 있지만, 기호 가치와 브랜드는 생산물의 질

보다는 오히려 경험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Lash & 

Lury, 2007)

셋째, 이러한 특징에 따라 글로컬시대의 문화

변동의 특징은 재현과 이미지의 해석 등 추상적인 

담론에서 지역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프

로젝트로, 상징적인 주장에서 실재적인 현실의 운

동으로 대변되게 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시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문화산업적인 논리가 ‘헐리우드’

라는 꿈의 공장을 통해 미국중심의 팍스아메리카

나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시대였다

면, 글로컬시대는 인도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등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이 문화콘텐

츠의 표상이 되고,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재현으

로서, 지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원천이 된

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자신들

의 이야기로서, 역사적 사실에서 모티프를 얻고, 

가치에 대한 공유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

탄생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회자되

면서, 글로벌화되는 가능성들을 엿보게 되는 것이

다. 

(2) 문화변동의 반영 사례

문화적인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예전에는 창

조성의 원천이 문화의 기반이 되는 문화원형과 유

산 등 사회문화적 발전의 원천이 특정한 몇 사람

의 특정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태동되었다면, 최근

에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무

게중심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유형적인 상품의 영역에서 상품에 그 가

치가 내재되어 분리되지 않고, 가치가 합일되는 

브랜드의 측면으로 문화콘텐츠의 특성이 변화하

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양식과 연결하여 

살펴보자면, 소규모 주문 생산양식 및 스타일을 

중시하는 생산 양식이 강조됨에 따라, 상품 자체

보다는 지역의 헤리티지 등이 강조되면서, 조형적

인 ‘브랜드’와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의 특성 등이 더욱 강조되게 되는 것

이다. 이는 발신자의 ‘원천’이 다양한 창조적 환경

의 특성에 따라 수신자에게 브랜드로 여겨지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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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2 참

조).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아스테릭스, 일본의 지역캐릭터로서의 유류카라 

등 많은 성공사례 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구름빵 디피에스(춘천), 포코팡 트

리노드(부산) 등 지역 문화콘텐츠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특화 문화콘

텐츠 발굴사례하고도 연결되는데, 숨비소리(뮤지

컬, 제주), 변신싸움소(애니메이션-경북 청도)등

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아스테릭스 & 오벨릭스> 

사례의 경우 1961년 르네 고시니와 알베르 우데르

조가 지역서사를 기반으로 창작한 만화이면서, 로

마군과 싸우는 켈트족 전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의 하나의 이야기가 창작되

고,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OSMU 효과

를 통해 문화콘텐츠로 재탄생되고, 브랜드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효과를 창출하는 하

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문화콘텐츠

의 세계시장 공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임동

욱, 2009). 이를 통해, ‘아스테릭스’라고 하는 브랜

그림 2. 글로컬라이제이션 문화변동의 커뮤니케이션

* 출처: 임동욱, 2009, 글로벌마케팅의 두 얼굴, 글로벌문화콘텐츠, pp.114-116를 기초로 필자가 수정.

그림 3. 글로컬라이제이션 문화변동의 사례(아스테릭스, 프랑스)

출처: http://www.asterix.com, Copyright ⓒ 2013 LES EDITIONS ALBERT 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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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전 세계적으로 3억 권 이상의 판매부수와 영

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테마파크 등 다양

한 형태의 콘텐츠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부가가치

를 창출함은 물론 프랑스에 대한 또 하나의 브랜

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사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글로컬콘텐츠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국가

적인 이미지, 브랜드 구체화전략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데, 일본의 Cool Japan 전략 사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집중 공략하여 인지

문화경제의 흐름을 타려는 국가전략의 하나로도 

인식된다. 유명한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의 애니메이션 <마루 밑 아루에티>가 성공을 거둠

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배경지로서의 지역을 강조

하고, 실제 아오모리현 히라카와시의 세비엔(盛美

園)을 애니메이션 브랜드와 일치시킴으로써, 실제

적인 문화상품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성지순례”라는 말로 대변되는 이러한 전략

은 가상의 공간에 대한 개발로 장소콘텐츠를 활용

하고, 개발함으로서, 관광지로서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관광 상품으로서 확장을 한 사례이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 수익 발생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

가와 지역단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도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대구의 경우는 ‘골목길 투어’를 통해 하나

의 브랜드를 창출한 사례이다. 대구는 과거에는 

“예향의 도시”, “문화도시”로 불릴 만큼 많은 예술

가 들을 배출하고 키웠으며, 이들이 활동하던 공

간이었다. 박태준, 이은상 등 음악가와 이인성 등 

미술가, 항일시인 이상화 등 많은 역사적인 인물

들이 태어나고 활동한 공간이며 현재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 옛 터, 학생 3.1운동의 현장, 

많은 화교들이 운영하는 중국집과 옛날 맛집들

이 오롯이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의 대구는 나름대로의 색깔이나 특색을 잃어버리

고 보수적이고 음식이 맛없는 이름의 도시로 남게 

되었다. 이런 대구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지역의 

리더들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산물로 탄생한 것

이 바로 「대구 골목투어」라 할 수 있다.

대구 골목투어의 주된 무대인 대구광역시 중

구는 대구의 “삼청동” 혹은 “북촌한옥마을”이라

고 할 만큼 많은 근대문화의 역사적 발자취가 남

아 있다. 「대구 골목투어」는 2001년 대구문화봉사

단이 지역사회에 지역고유의 문화가 절실함을 깨

닫고 생활문화, 역사생태문화 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림 4. 글로컬라이제이션 문화변동의 사례(마루 밑 아리에티, 일본)

출처: http://www.karigurashi.jp/index.html, Copyright ⓒ 2010 GNDHDD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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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투어의 시초이다. 이어서 2002년에는 대구문

화를 알리고 가꾸기 위해서 “골목문화팀”을 구성

하여 정기적인 골목답사와 문화안내활동, 골목해

설사 양성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대

구신택리지」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

다. 2008년 5월부터 대구시 중구청이 주도하여 골

목답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 관광의 별”과 “한국인

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곳”에 선정된 골

목길투어는 주제별로 5개의 테마별 코스로 이루어

져 있으며, 2008년 300여 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골목투어가 점차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홍보가판

대 설치, 관광안내판 추가 제작 등 각종 인프라 조

성 이후 2009년에는 3,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20만 명이 다녀가는 등 대구의 대

표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아졌다. 특

히, 4코스에는 대구 출신으로 작고한 가수인 김광

석이 생가가 있는 김광석 거리는 전국의 김광석 

팬들과 젊은이들에게는 필수 답사 코스로 여겨지

고 있다. 

4. 글로컬 시대 지역발전의 가능성: 

한류의 발전을 중심으로

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한류

페이스북와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대변되는 소

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은 글로벌 환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공

간일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떨어져있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쌍방향

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콘텐츠의 전 지

구적 유통은 역으로 로컬 단위의 콘텐츠를 전 세

계로 송출하는 발신지의 역할을 극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주류문화의 단방향적인 지역으로 이동

이라는 기존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화의 소통을 이루어낸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문화

콘텐츠의 유통은 전 세계 유통망을 독점한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진입장벽을 우회하

여 이루어지면서, 독특한 비주류 문화콘텐츠의 생

산과 소비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반도

의 작은 국가인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5. 글로컬라이제이션 문화변동의 사례(대구 골목투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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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주류문화와 로컬단위의 독특한 

문화가 소위 혼성화(hybrid)된 문화는 단지 제 3세

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초국적 문화상품을 생

산하는 서구국가들에서도 나타나면서, 글로컬라

이제이션의 문화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와 콘텐츠의 환경변화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소설네트워크서비스의 

발전이 이를 주동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소셜미

디어,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

셜미디어는 지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

원에서도 미디어 콘텐츠의 중요한 유통채널로 부

상하고 있다. ‘문화적 로컬리티’의 개념이 이러한 

환경의 이해를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겠다. 문화

생성의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문화생산자와 향

유자들의 삶의 공간이 되며, 다른 문화와는 차이

가 나는 것이 코드로 작동되면서, 문화적 특수성

이자 고유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박치완, 2011).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

ture)’ 개념을 제안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별개

의 역할을 점유하는 상이한 특성의 존재들로 이해

하기 보다는 글로벌과 로컬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

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칙들이 나타나는 환경에

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참여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는 학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을 받는

다(Jenkins, 2006). 근대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에 미디어 생산과 수용의 경계가 분명하던 흐

름이 깨어지고, 전 지구적으로는 컨버전스 문화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과 

그들의 미디어 간, 그리고 전문적인 미디어 생산

자와 아마추어 생산자 간의 증대되는 참여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봐야한

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에서도 아마추

어의 수용자들이 프로슈머의 특징을 내세우면서, 

주류문화의 장으로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볼 때, 199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의 열풍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

며, 그렇다고 해서 경제주의적 접근에서 주장하듯

이 한국대중문화상품의 우수한 경쟁력에서 자생

적으로 비롯되거나 한국문화산업의 치밀한 상업

적 전략 하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라

고 보여진다. 글로컬 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른 환

경의 변화와 글로벌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호영, 2012). 
보편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지구문화의 

요소들과 함께, 오랜 역사를 통해 계승, 발전시

켜 온 지역문화의 유산은 이들 지역에서의 문화발

전과정을 한결 복잡하게 만들었다. 즉 전통과 혁

신의 조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구문화의 창조

적 재구성과정이 이들 지역 문화의 특징이 된 것

이며, 이러한 양상이 한류라는 독특한 ‘문화콘텐

츠’의 특성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류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

록 이끈 요소는 한류 속에 들어 있는 자유롭고 창

조적인 현대적 사유이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정체성과 글로벌 환경

에서의 다양성이 결합된 혼종성의 문화로 봐야한

다는 것이다. 이에, 한류에는 수천 년에 걸쳐 지속

되었던 한반도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지만, 실질

적으로 한류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현대 대중문화이

며, 그 구체적인 원동력은 우리 근·현대사 속에 

들어있는 억압과 억눌림의 무의식에서 탈출하고

자 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적 의지, 곧 불굴과 

정열의 문화적 의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

성수, 2010).
이러한 측면에서 한류의 미래, 굳이 3.05)이라

는 버전을 붙이자면, 이를 글로컬(glocal)적 관점

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하

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

(global)과 로컬(local)로 구성된 이 글로컬이란 개

념에는 ‘세계적인 동시에 지역적이며, 세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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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글로컬 개념은 공간적으로도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융합의 의미를 담

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양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속성

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글로컬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또는 문화상품)는 지역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도 시대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작품성이 있게 바뀌

어야 하는 것이지 역사적 정통성이나 전래의 문법

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김성수, 2012)

2) 글로컬콘텐츠로서의 발전방향

앞에서 언급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은 

글로컬 환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

서, 문화상품으로서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쌍

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의 전 지구적 유통은 

지역에서의 문화상품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특히, 소설네트

워크서비스의 발전이 이를 주동하면서, 한류의 예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업적인 성공을 창출하

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문화유산의 범위로까지 이

러한 가능성을 넓히면서 K-style이라는 용어를 창

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오랜 역사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 온 지역문화의 유산 또한 글로벌 

진출의 새로운 경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컬 콘텐츠의 발굴, 육성방안을 네트

워킹을 강조하되 전략방향의 기능별 분할을 고려

해본다면, 하나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네트

워킹이라는 맥락에서 3가지 구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글로컬시대, 공간과 지역에서의 연계

(Net)를 강조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이라는 화두에 

따라, 글로벌 단위의 확장뿐 아니라, 공간적인 연

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융합적 브랜드와 이야기

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지역

간의 연계협력,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연계, 

글로벌 연계 등 다양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연

계망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따르자면, 한

류의 예가 아니더라도, 지역단위의 이야기와 문화

상품, 지역기업과 수도권기업, 부처간 협력뿐 아

니라, 지역과 지역의 파트너쉽 및 연계 프로젝트

와 제작인프라 상호협력 등을 통해, 복합적인 프

로젝트 실험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하면, 지역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지원을 위

한 해외교류협력도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때, 기존 지원 사업들을 확대 발전시키되, 한류

의 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지역발전의 기반을 통해 살펴볼 때, 사

회, 문화적인 영역뿐 아니라, 경제 등 타 영역과

의 협력, 주체들과의 연계성이 중요한 만큼 다양

한 관련 기업, 기관 및 주민, 행위주체간의 유기적 

연계와 활성화(Work)를 강조하는 것으로 산학협

력 등 다양한 관계를 창출하는 기업, 대학, 주민, 

다양한 관련 기관 등 지역에서의 주체들의 주도성

과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한류의 경우는 매우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보았을 때, 콘텐츠산업기반시

설, 문화예술단체, 지역 내 유관기관, 각급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공동사업, 협력

사업, 프로그램 교환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

하되, 컨버젼스 시대의 특성에 따라 콘텐츠산업분

야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 및 기능들과 상호협력

과 횡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지역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루

어진다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성공사례들이 창

출될 수 있다. 이때, 산-학, 산-연, 관-학 등 다

양한 연계망 구조 성립이 가능해야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장르별, 기능별, 업종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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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한 새로운 글로컬콘텐

츠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히 지역콘텐

츠의 소비자들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음으로써, 활성화의 기틀

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환경을 고

려해 본다면, 세계로 확장되는 사회문화적 변화

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서, 로컬 단위의 발전성

을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주기적인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문화경영 및 

장소마케팅 등을 통한 가치사슬별 기능연계와 진

보(Ing)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소의 완성 및 혁신가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

조하며, 향후 발전성을 담보하는 것 등이 될 것이

다. 이를 위해 지역콘텐츠산업과 관련된 혁신기획

(planning), 인력양성, 경영문화마케팅, 콘텐츠산

업자원의 체계적인 DB구축, 관련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가치사슬별 기능별 연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자율적 수요를 토대

로 한 특화소재의 발굴 및 장소마케팅을 위한 노

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적인 환

경(creative milieu)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내 창조

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성공 브랜드가 분명

히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가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마주치는 동시적인 경향

이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상

호침투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의 문화콘텐츠 연구 분야에서도 세계화에 대한 대

안으로서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담론에 불이 

지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다. 박치완은 “세계화는 단순한 정의나 기준 통일

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본과 권

력의 논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일되어가는 식의 

세계화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치

완, 2011). 
중요한 것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현

상이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도 하지만,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

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컬 쌍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연구의 측면으로 보자면, 문화현상의 하나로

써, 엘리트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문화산물에 대

한 향유가 벤야민(W. Benjamin) 등이 희구했던 대

로 고급-하층의 구분이 희석되며 대중화된 문화

상품의 전면적 등장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

회문화적으로도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

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

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는 제국주의적 논리

가 아니더라도 주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양태의 

초국가적 기업의 자본의 먹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

라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민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적으로 주의하지 않

을 경우 자기 구성(self-constitution)이나 자기 정

체성(self-identity)에 대한 반성, 즉 성찰적 근대화

(reflexive modernization)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세계화도 세계지역화도 요원할지 모르기 때문

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스스로가 자문화(국가)

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을 때, 글로

컬라이제이션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느 정도의 성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류의 예를 보더라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현대 지구촌의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

해서는 국수주의적인 한계를 벗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곁들여져야 하다는 이야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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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서만, 한류는 역설(逆說)적이게도 오

히려 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학문적 고민도 더 굳건하

게 토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

었을 때야 비로소 해외에서 한류를 즐기는 외국의 

수용자들과 국내의 수용자들이 서로를 한류라는 

매개체를 통해 보고 느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

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인

지문화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살펴보

고,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 및 문화, 사회적 변동

을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주제

로 관찰하고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함의점을 알

아보았다. 개념의 변천과 몇 가지 사례뿐 아니라 

세계의 작은 변방인 한국에서 ‘한류’라는 개념을 

발산시킨 현상은 새로운 글로컬시대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컬적 융합은 사회문화적으로 본

다면, 한국 고유의 정서와 외국의 문화 내용들이 

적절하게 섞인 한국형 다문화주의와 궁극적으로

는 맞닿게 될 것이며, 이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어

떻게 포용하는가 하는 우리의 자세와 시각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컬라이제이션과 지역

발전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고민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소통을 위한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글로컬 문화변동과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도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1) 인지문화경제(cognitive-cultural economy)와 관련하여 스

캇(Scott. A.J)은 포스트포디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

히, ‘노동과정과 생산양식’에서 시작된 변화는 도시화와 공

간적인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cott, 2008; 

2010; 2013)

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는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은 

국내에서는 흔히 ‘세방화’, ‘세계지역화’ 라고 번역되고 있

다(박치완, 2011). 이에 대해서는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다

국적기업의 전략이자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임동욱, 

2009)

3)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관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

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

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에 근거하여, 대중적인 특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콘텐츠를 다루고자 한다.

4) 계급이나 계급분파의 ‘관행’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지

속적으로 생성력이 있는 원칙들을 말한다. 부르디외

(Bourdieu)에 따르면, 이것은 의식이나 언어보다 더 근본

적이며,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을 부과하면서 집단이 

계승하는 수단들이 된다(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

화연구소).

5) 소량의 드라마, 중화권 중심의 1.0에서 드라마, 영화, 소

량의 음악, 중화권, 일본, 동남아 중심의 2.0에서 다량의 

음악, 드라마, 영화, 전세계 대상 지역확산의 현상을 한류 

3.0으로 특징지우는 구분이 가능하다(김성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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