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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로드 -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최광식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은 ‘한국문화 르네상스’의 원년이라고

어 중동, 아프리카, 남미로까지 전해졌다. 2008년

할 수 있을 만큼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

에는 그 위력을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에피소드

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한국 문화가 전

도 있었다. 페르시아문명전 개막식 행사에서 이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의미로 ‘한류로드’라고

란 문화부 장관에게 축사를 부탁했더니 그쪽에서

부른다. 이제 K·드라마와 K·POP에 대한 세계의

는 이란 대통령과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 씨의

관심이 한류로드를 타고 우리 문화 전반으로 확

동시참석을 타진해 왔다. 비록 이영애 씨의 일정

산된다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문제로 한상궁 역할의 양미경 씨와 이란의 부통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령이 대신 참석했지만 한류의 위력을 새삼 실감
할 수 있었다. 당시 이란에서 대장금의 시청률은

드라마에서 K·POP으로, 아시아에서 세계로

85%였다고 한다.
한류가 유럽의 벽을 넘어서는 데는 K·POP이

‘한류(韓流)’의 시발점은 한때 국민들의 사랑을

있었다. 과거 한국 젊은이들이 POP Star에게 열광

받았던 MBC의 ‘사랑이 뭐길래’의 1997년 중국 방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서구의 젊은이들이 우리 가

영이다. 이후 앙코르까지 포함하여 중국에서만

요에 열광하고 있다. 실제로 한류 현장을 가 보면

10억 명의 인구가 시청하였다. 2000년대에는 ‘겨

한국 문화 전반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쉽게 만

1)

울연가’를 시초로 ‘대장금’과 ‘주몽’이 아시아를 넘

날 수 있다. 2012년 4월 모스크바에 갔더니, 한국

* 본고는 지난 11월 7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라는 주제의 강연 내용을 박지혜 연구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이 요
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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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장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약 500명의 러

광고하는 화장품을 사고 심지어 성형수술을 위해

시아 청년들이 러시아에서도 K·POP 공연을 개최

한국을 찾기도 한다. 앞으로 한류열풍이 일시적

해 달라며 플래시몹을 벌이기도 했다.

문화현상이 아닌 관광과 수출 등으로 발전하기를

K·POP에서 시작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

기대한다.

국에 대한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
아를 비롯한 세계 43개국 90개소에 있는 세종학

법고창신의 정신으로‘한류 3.0’
을

당의 수강생이 2008년 3,971명에서 2011년 13,709

발전시켜야

명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류 저변을 확대하는 기지가 될 것이다.

홍콩의 액션영화처럼 한류의 인기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적으로

K-Culture, 지속성장 가능한 구조 구축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드라

필요

마 한류와 K·POP 한류에 이어 ‘법고창신(法古創
新)’의 정신으로 한류 3.0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한

드라마와 음악이 한류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 상품으로까지 확산이 필요

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복고가 아닌 새로운 것
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법고창신이다.

한 시점이다. ‘뽀로로’를 비롯해 폴리 등의 애니

우리 문화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독특

메이션은 유럽 등 각지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

한 아름다움이 많이 있다. 조각보는 직사각형, 정

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의 미국 진출처

사각형,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 등 할 것 없이 자

럼 문학과 예술 등 각 분야로 한류열풍이 보다 확

투리 천을 이어 붙여 만든 것인데도 절묘한 조화

산될 조짐도 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음악검색

를 이룬다. 비빔밥 역시 갖가지 다른 요소들이 모

채널에 K·POP을 추가했다. 이는 처음으로 특정

여 후각, 미각, 시각을 충족시키는 요소를 갖추며

국가의 대중음악이 장르에 포함된 사건이다. 또

오감을 만족시킨다. 단순히 시각적인 것만이 아

한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의 유물과 작

니라 한국의 샤머니즘, 불교, 기독교, 유교, 천주

품을 구글에 올릴 수 있는 구글 아트프로젝트가

교 등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조각된 문화

진행 중이다.

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K-Culture는 앞으

2011년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류가
한국 상품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3.6%,

로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패션, 음식 등
이 동반 진출해야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류 스타가 광고한 제품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가 ‘한류로드’ 라는 이름으

는 응답이 66.9%나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

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뿐만

속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009년부

아니라 기업인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터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추월하였고, 2011

앞으로도 여러 관련 주체들이 각 분야에서 서로

년 기준 약 98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드라

소통하면서 한류 3.0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쓸 것

마 촬영지였던 남이섬을 방문하거나 한류스타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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