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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

한·일간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한·일 지방정부간 문화교류의 현재를 분석해보고
❖ 미래 상호 우호적 관계 정립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Ⅰ

한·일간 문화교류 현황

□ 1998년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 2002월드컵 공동개최 후 활발한 문화교류
□ 한류현상으로 인한 양국 상호인식 변화 및 교류 증가
※ 참고-1 【인천-일본도시간 교류사례】
1. 자매/우호도시 협력 체결 : 기타큐슈(1988),고베시(2010),요코하마(2009)
2. 문화공연 교류
○ korea jazz wave (실내·외 공연 및 포럼)
○ 부평구 문화재단과 일본 훗카이도 연극재단 연극 공동제작 및 한일 순회공연

3.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
○ 2002년도부터 인천시와 일본 자매도시간 상호 격년으로 청소년대표단을 초청 ․ 파견
○ 인천소재 대학․일본자매대학생 초청 (한국어 수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Ⅱ

한·일간 지역문화교류 문제점

□ 문화교류의 실질적 참여 주체와 대상이 한정적
□ 문화교류 전문성 및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문화교류의 연속성 유지 결여 : 일회성 홍보행사
□ 최근 정치․외교적 사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 및 괴리 현상 발생

Ⅲ

한·일간 지역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지역간, 지방간 경계를 초월한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확대
□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청년들의 교류 장려 및 지원
□ 교류의 영속성 유지를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의 적극적 지원
□ 관광을 전략적 문화산업으로 특화시켜 교류를 극대화
※ 참고-3 【국제관광도시 인천 구축】
○ 근대화 유산 및 강화․옹진 섬 등의 역사적․지리적 해양 관광자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허브의 인프라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산업과 연계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행사

□ 지방간 공동협력 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확대
○ 지역(도시)의 고유한 가치 재발견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참고-4 【한․일 도시가치 창조 네트워크 구축】프로젝트 제안

■ 도시가치 창조
○ 도시가 지닌 역사, 문화, 자연, 산업 등 다양한 구성요소와 분야에 대해
새로운 접근과 인식의 변화를 통한 지역의 고유가치를 재발견

■ 제안배경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의 순기능 상실
○ 시민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도시가치 회
복
○ 성장과 발전, 균형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 인천 : 민선6기 출범 후 시정방향 ‘인천만의 가치창조’ 정책 추진 중

■ 한․일 도시가치 창조 의미
○ 도시가치는 공유를 통한 가치창조
○ 도시가치는 국가와 도시의 공존과 공생

 ○ 도시가치는 고유함, 독창성을 인정하는 것

■ 「도시가치 창조 포럼」구성
○ 의 의 : 도시가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도시의 미래가치로 만들어 가는
전략, 도시가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 단계
○ 구성방안
- 도시의 유산을 문화 경제적 가치로 재창안한 사례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논의
예) 일본 가나자와시(金澤市), 요코하마시(橫濱市)의 창조도시 조성 성공 사례 공유
-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 확대 기대

Ⅳ

한·일간 지역문화교류 기대효과

□ 문화교류를 통한 지방간 우호증진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기여
□ 맞춤형 교류 사업을 통한 상호 도시간 실익 증진
□ 양국 지방 도시간 정보와 지식 공유 및 민간 교류 활성화 증대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배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