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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2015년 11월 24일 - 26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

세션주제

2014

1) 아시아 유럽재단(ASEF) 공공포럼 - 아시아와 유럽의 창조도시
아시아의 문화융성과 동반성장

2013

2015 아시아 문화 포럼

2014년 10월 1일 - 2일
전남대학교 용봉홀

문화, 기술, 창의성
2013년 9월 8일 - 10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

2012

문화, 기술, 창의성
2012년 8월 20일 - 22일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

2011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
2011년 8월 22일 -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0

새로운 아시아
2010년 9월 7일 -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Articles for
Session 2 and 4

- “도시: 문화를 위한 역동적인 실험실”
2) 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시장 라운드테이블
4) 문화정책 국제컨퍼런스 (ICCPR) 2016 사전회의
- “창조산업의 이슈들: 북유럽과 아시아의 사례”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컨퍼런스
- “한국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방향성”

2015 아시아문화포럼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2008 유럽문화도시와 아시아문화콘텐츠를 통해
본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
2008년 10월 31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 그랜드 볼룸(4F)

2007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2007년 11월 15일 -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6 문화와 기술
2006년 10월 26일 -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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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2015. 11. 24. TUE - 11. 26. THU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 3

2015
요
아시아
개
문화
포럼

주제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세션주제
1) 아시아-유럽재단(ASEF) 공공포럼 - 아시아와 유럽의 창조도시
- “도시: 문화를 위한 역동적인 실험실”
2) 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3)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시장 라운드테이블
4) 문화정책 국제컨퍼런스(ICCPR) 2016 사전회의
- “창조산업의 이슈들: 북유럽과 아시아의 사례”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컨퍼런스
- “한국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방향성”

2015 아시아문화포럼 일정
기간

2015. 11. 24(화)~26(목)(3일간)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구 분

일 시

내 용
∙ 아시아문화전당 소개 : 5~7분, 시각자료 및 설명

∙ 개회사

주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유라시아연구소)

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유럽 재단(ASEF)
문화정책 국제컨퍼런스(ICCPR), 한국관광공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아시아문화학회

참가규모 국내·외 인사 500여명
* 국내·외 문화계 인사, 발제자, 토론자, 학생(대학생·대학원생), 시민 등

행사내용 학술행사(발제·토론) 및 부대행사 등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축 사1
임향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2015
∙축 사2

아시아
문화포럼
개회식 및

11. 24(화)

장 옌 (아시아-유럽 재단(ASEF) 사무총장)

10:30 - 11:45
∙ 기념사진촬영

기조연설
∙ 아시아문화포럼 소개 : 5~7분, 시각자료

부대행사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참여, 환영리셉션, 문화투어, 기자회견 등
∙ 기조연설
장-프랑소와 슈네
(지중해문명박물관(MuCEM)관장)
‘마르세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MuCEM의 사례를 통하여’

오찬

12:00 -13:30

∙오찬

∙ 제8회 ASEF 공공포럼: 무대 세팅
13:30 - 13:45

15:20 - 15:40

휴식

∙ 제7회 ASEM 문화장관회의 프레젠테이션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과장)
3. 창조 도시 형성을 위해 문화기관 및 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도시의 문화와 정책입안:
일반 대중에게 쉽게 문화를 접근시킬 방법은?
좌장
· 아누파마 세카르
(아시아-유럽 재단(ASEF) 문화부 국장)

세션 1 :
제 8회

발제
13:45 - 14:30

· 캐터린 컬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문화위원회 의장)

아시아-유럽재단

토론

(ASEF)

· 드위니타 라라사티

공공포럼

(동남아시아 창의도시 네트워크(SEACCN) 대표)

아시아와 유럽의

· 야스민 오스텐도르프 (『Creative Responses to

창조도시

Sustainability (Korea Guide) 』의 작가)

-도시: 문화를

· 김윤경 (구글 문화원 지원전문가)

좌장
· 류재한 (2015 아시아문화포럼 추진단장)

세션 1 :
제 8회

15:40 - 16:30

패널
· 죠 시덱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페스티벌 미술감독)

아시아-유럽재단

· 마크 던힐 (영국 센트럴 세인트마틴 예술대학 학장)
토론

(ASEF)

· 피오누알라 크로케

공공포럼

(아일랜드 체스터 비티 도서관 관장)

아시아와 유럽의
창조도시
-도시: 문화를

4. 도시: 리더십과 창조성의 인큐베이터

위한 역동적인
실험실

좌장
· 수잔나 사이들-폭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위한 역동적인

글로벌 세미나 프로그램 감독)

실험실

2. 문화수도 모델: 도시의 문화 발전을 위한 촉매

16:30 - 17:30

· 아룬다티 고쉬 (인도예술기구 이사)

·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 피오누알라 크로케
(아일랜드 체스터 비티 도서관 관장)

패널
14:30 - 15:20

패널

좌장

· 프로에움 프림 (캄보디아 Living Arts‘ 총감독)

· 카르스텐 슈에렙
(Valletta 2018 Foundation의 상임이사)
· 유사쿠 이마무라 (일본 도쿄 원더사이트 관장)
17:30 - 17:40

토론

요약 및 끝맺는 말

· 한나 예드라스
(폴란드 2016 브로츠와프 유럽문화도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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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만찬

18:00 -

환영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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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

11. 25(수)

당 개관식

10:30 - 12:30

오찬

12:40∼14:00

서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 참석 및 전당 투어

세션 3 :
오찬
기조연설
지건길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
1. ‘앙기엥레벵과 창의성 : 미디어 아트’

이천: 조병돈 (이천시장)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15:00 - 17:00

네트워크 시장

광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라운드테이블

부산: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발제자: 도미니크 롤랑
(앙기엥레벵 미디어아트센터 소장)
14:30 - 15:55

전주: 김승수 (전주시장)

리셉션

18:00 -

리셉션

토론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제1

문화기획·평가센터장)

지크리드 로오이셍 (노르웨이 비즈니스스쿨 교수)
2. ‘시민의 창의성을 통한 삿포로와

‘창조산업시대의 예술가의 사회 계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북유럽의 관점에서’

발제자: 마나부 치노

창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제2

(삿포로 창의도시 홍보부 책임자)

세션 2 :

토론자: 황병하 (조선대학교 아랍어학과 교수)
15:55 - 16:15

휴식

3. ‘상하이와 창의성: 라오창팡 사례를 통하여’

도시발전

발제자: 리 시엔더

16:15 - 17:30

국제컨퍼런스

토론자: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 창조산업의

발제자: 구니히로 노다

문화정책’

문화정책
사전회의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북유럽의 creative place-making과 초국경적

ICCPR

(상하이 사범대학교 도시발전연구원 부교수)

4. ‘요코하마와 창의성:

제니 요하니슨 (스웨덴 보로스대학 교수)

세션 4 :

이슈들:
북유럽과
아시아의 사례

발제3

11. 26(목)
10:30 - 12:30

노부코 카와시마 (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
토론1
루스 베레슨 (호주 그리피스대학 교수)
토론2

(일본 창의도시네트워크 고문)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토론자: 이흥재

토론3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원장)

정종은 (민간 문화경영 및 문화전략연구소
(메타(METAA) 지식정보실장)

좌장: 이 철 (누리문화재단 이사장)

좌장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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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12:30 - 14:00

오찬
기조연설1
구니히로 노다 (일본 창의도시네트워크 고문)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방향성’
기조연설2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의의 및 가능성’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 팀장)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 최근 동향’

세션 5 :

발제1 - 이천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컨퍼런스
- 한국 창의도시

오재환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담당 주무관)
14:00 - 18:30
발제2 -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류재한 (광주미디어아트창의시민포럼 대표)

네트워크의
방향성

발제3 - 전주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정승원
(전주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주무관)
발제4 - 부산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윤지영 (부산발전연구원)
발제5 - 통영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추진 단계)
이지연 (통영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위원장)
발제6 - 원주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추진 단계)
전영철 (상지영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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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2015
아시아
문화
포럼

축사1

Session #2

임향순

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사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기조연설: 지건길
발제: 도미니크 롤랑
토론: 김규원

축사2
장 옌 (ASEF 사무총장)

발제: 마나부 치노
토론: 황병하
발제: 리 시엔더
토론: 김세준
발제: 구니히로 노다
토론: 이흥재

기조연설
장-프랑소와 슈네

Session #4
문화정책 국제컨퍼런스 2016사전회의
발제: 지크리드 로오이셍
발제: 제니 요하니슨
발제: 노부코 카와시마
토론: 루스 베레슨
토론: 김세훈
토론: 정종은

11월도 하순에 접어들어 제법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요즘 국
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5 아시아문화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문화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광주를 찾
아주신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계 전문가와 석학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150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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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권위 있는 ASEF(Asia-Europe Foundation)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ASEF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문화포럼’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상호 교류와 협
력을 통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로 발전하
고,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담론의 장입니다.

9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창조도
시 간의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명실공히 아시
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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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ASEF와 공동으로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은 시

아무쪼록 ‘아시아문화포럼’이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의적절한 시도라고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아시아를

시아문화포럼’이 ASEF의 공인된 공공포럼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넘어 세계를 향해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문화프로젝트로 지난 10년간의

거듭,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산고 끝에 드디어 화려한 첫발을 내딛게 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축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포럼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

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이

니다.

교류하고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융복합하고 재창조하는 문화발전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

고맙습니다.

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2016년 ASEM 문화장관 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9월에
윤 장 현 광주광역시장
우리 광주는 ‘2016년 ASEM 문화장관 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로
부터 맛과 멋, 의를 숭상해왔던 우리 광주는 ‘ASEM 문화장관 회의’가 추구하
는 시대정신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포럼이 ‘2016 ASEM 문화장관 회의’
의 성공을 뒷받침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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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식 개관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2015 아시아문화포럼’을 이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관에 즈음하여 개
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했던 광주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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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경험을 기념하고 아시아 각국과 문화교류를 통해 소통한다는 아시아문
화전당의 설립 취지가 포럼의 운영목적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광주가 추구하
는 도시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 민주화의 성
지인 광주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고 아시아 각국의 동반 성장을 견
인하는 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
기의 신성장 동력인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 동안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왔으
며, 도시는 공업적 산업생산의 중심이었습니다. 2004년 정부가 광주를 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이 계획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도시가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문화적 가치
로 승화시키고 문화적 창조성을 바탕으로 도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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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시는 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공간만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치유와
나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창조성이 도시의 발전과 성장
을 이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사례에 대한 다
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집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가 알찬 성과를 거두어
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의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오신 장 옌 ASEF사무총장님,
장-프랑소와 슈네 지중해문명박물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귀빈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럼 일정이 바쁘더라도 틈틈이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와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개관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남대학교 류재한 교수님,
사무국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향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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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시아문화포럼 및 제 8회 아시아유럽재단 공공포럼
— 아시아와 유럽의 창조도시 개회식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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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님, 민동
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장-프랑소와 슈네 유럽지중해문명박물
관 관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아시아-유럽재단(ASEF)을 대표하여, 2015 아시아문화포럼 및 제 8회 아
시아유럽재단 공공포럼-아시아와 유럽의 창조도시에 관한 중대한 토론을 시
작하기 위해 이 곳 광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저는 이 뜻 깊은 행사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광주를 선정한 것은 정말 탁
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고 새로운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 즉, 아시
아 문화의 허브도시로서, 그리고 새로 지정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로서의 혁신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광주광역시는 두 포럼을 위한 완벽한 무
대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성과는 사실 한국 정부의 선구자
적 문화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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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에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이 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

있는 세계의 도시들은 국제 자본과 관광객, 그리고 인재들을 빠른 속도로 유

관을 비롯하여 그 동안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해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도시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술 활동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건평 17만 8

이유들 중 하나는 활기찬 실험 공간으로서 도시의 새로운 비전, 즉, 문화가 중

천 평방미터 이상의 거대 문화시설을 마주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

심을 차지하게 된 프로세스 때문입니다.

다. 아름다운 ‘빛의 숲’을 컨셉으로 지어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분명 한국에
서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문화 랜드마크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걸쳐 ‘창조도시’ 및 ‘문화자본’이 부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교류의 플랫폼으로서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역동적이고 새로운 창조 중심지로서 도시 지자체들의

명성을 쌓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번 ASEF 공공포럼이 이렇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도시들은 신속한 행동과 좀 더 통

게 멋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시점에 맞추어 개최됨으로써 두 배나 뜻

합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정책입안의 진원지로서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도시변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가 말했듯이 “도시는 어려운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연

저는 창조도시 분야의 주요 주체들을 위한 유익한 대화를 촉진시키는 이

구소와 같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기술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임계 질량을 가지

번 2015 아시아문화포럼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남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토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및 아시아문화학회

유럽 전반이 가진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

를 비롯한 다양한 포럼 지원 기구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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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오후 이렇게 제 8회 ASEF 공공포럼이 개최

결과물은 문화부 장관들과 공유되고, 그 결과 향후의 정책입안 이니셔티브에

되고 있으며, 40개가 넘는 도시의 혁신사례를 담은 ‘도시, 살아 숨쉬는 문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

연구소’라는 출판물 또한 창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훌륭한 패널

의 토론에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부 장관들에게 전달할 혁신적인 권고사

분들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이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전문가들 사이에 협력을

안들을 창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끌어낼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해 주신 대한민국 문화체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아시아문화포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이 2016년 이곳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 7차 ASEM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앞으로 포럼 기간 동안 결실 가득한 토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ASEM 대화 프로세스가 출범 20주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몽고에서 제 11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측면에서, 이 장관회의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ASEM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의 주제인 ‘오늘날 도시의 문화와 창조경제’ 또한 ASEM
의 문화 아젠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아시아문화포럼과
내년에 개최될 ASEM 장관회의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

장 옌(Zhang Yan) 중국대사
아시아-유럽재단(ASEF) 사무총장

실을 말씀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우리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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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세유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MuCEM의 사례를 통하여
장-프랑소와 슈네(Jean-François Chougnet)
유럽 지중해 문명박물관(MuCEM) 관장

검색엔진에 불어로 ‘마르세유(Marseille)’를 한번 입력해 보자. 아마 “위
험한 도시”, “더러운 도시”로 시작하는 수식어를 먼저 보게 되거나, 특정 “지역
사회”(영어로는 ‘community’이지만 불어에는 없음), 예를 들어 알제리인, 아
르메니아인, 이탈리아인, 튀니지인 등을 가리키며 마르세유 주민들의 지리적
다양성을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이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단어도
현직 유럽 지중해문명박물관(MuCEM) 관장(2014-)

거의 볼 수 없을 것이다.

학력 파리1대학(Panthéon-Sorbonne)졸업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경영대학 석사(1977)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경력 퐁피두센터 내 파리국립현대 미술관(1985-1987)
		 프랑스 국립 박물관 연합(1990-1996)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공동책임자(1997)

진부한 표현이 더 긍정적일(?) 때가 있다. “그 도시는 2,600년 전에 그리
스인들이 세웠다”라고 쓰여진 글을 보고 ‘저항의 도시(rebel city)’ 로 이해하기
도 한다.

		 일드프랑스 주 의회 문화부 책임자(1998-2000)
		 파리 라 빌레트 공원 총감독 (2000-2006)
		 포르투갈 베르나도 박물관 관장 (2007-2011)
		 마르세유 2013 유럽문화수도 총감독 (2011-2014)
		 유럽 지중해문명박물관(MuCEM) 관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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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몇 년간, 특히 ‘유로메디테라네(Euroméditerranée)’ 도시 정
비사업(20년 전인 1995년에 오래된 항만지역개발을 위해 출범)이 시행되고
2013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지정되면서, 마르세유

기조연설

시는 도시가 지닌 창의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장-프랑소와 슈네, 프랑스

유로메디테라네 프로젝트
유로메디테라네(Euroméditerranée) 프로젝트는 로베르 비구뢰(Robert

먼저 마르세유시가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겪은 전면적인 도시변

Vigouroux) 마르세유 시장이 시작하고 후임인 장-클로드 고당(Jean-Claude

화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쇠락하던 항구도시에 위치한 가난한 도시

Gaudin) 시장과 프랑스 정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1995년 마르세유 기획

였던 마르세유는 도시 중심지역과 해안가 지역이 완전히 리노베이션되었다.

개발당국이 설립되면서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50% 기금 출
연). 2007년, “2차 유로메디테라네(Euroméditerranée 2)” 프로젝트가 출범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마르세유는 (사회학자 장 비아르 Jean Viard에
따르자면) 열정적으로 역사적인(passionately historic) 도시라기보다는 ‘열

하면서 170헥타르(420에이커)가 추가되면서 사업부지는 총 약 1,200에이커
(약 150만평)에 달하게 된다.

정적으로 지리적인(passionately geographical)’ 도시로 불리고 있다. 마르세
유의 과거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갔지만, 과거에 따라다녔

이브 리옹(Yves Lion) 프로젝트(개념적 설계)의 핵심에는 국립박물관

던 상투적인 수식어들을 떨쳐내지 못했다. 마르세유의 과거 이미지는 골칫거

(MuCEM), 빌라 메디테라네(국제교류 및 친선진흥문화센터)를 비롯한 각종

리(pastis), 부야베스(bouillabaisse), 마르세유 비누, 페리 보트, 성모마리아교

상점과 서비스업 등 페리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계

회(Bonne Mère basilica), 어부의 집, 그리고 항구에 박힌 정어리에 대한 전설

획되었다.

(유명한 마르세유인에 대한 과장이 담긴 웃긴 이야기) 등의 꼬리표가 계속 따
라다녔다. 마르세유는 교역 및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창고로 가득 찬 무역의

유로메디테라네 프로젝트는 시정부와 중앙정부가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

도시였다. 다른 유럽도시가 그랬듯이 발달한 중심지역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면서 마르세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출범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7년 시

이러한 유산의 개념은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지은 ‘시떼 라디

작된 이니셔티브인 유럽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이 절실했다. 유럽문화수도 선

유즈(Cité Radieuse)’ 아파트, 페르낭 푸이용(Fernand Pouillon)이 설계한 구

정 위원회는 마르세유가 충분히 유럽문화수도에 지정될 만 하다고 하면서 “마

항구 재개발과 같은 20세기 건물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

르세유는 수년간, 도시재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심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

아직 가난한 도시이다. 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유럽
문화수도 선정위원회 프로젝트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이 선언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유럽연합은 마르세유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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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평가수치를 비추어 볼 때(방문객 1,100만 명, 관광 및 경제적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마르세유는 2011년 미래지역

의 큰 성장 등) 유럽문화수도에 선정되면서 마르세유가 이룬 성공을 부정할

도시계획프로그램(PLU) 시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프로젝트(PADD)

수는 없지만, 간과할 수 없는 실질적인 쟁점이 몇 가지 있다.

를 준비했다. 다음은 계획서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마르세유의 도시계획은
갈림길에 섰다. 다른 주요 주거밀집지역 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우리는 지금까

그 중에 가장 큰 쟁점이자 지금도 계속되는 비판 중 하나는 ‘트로이의 목

지 녹지와 농지를 없애고 그 위에 대규모 도시계획을 세워왔지만, 이제는 이

마’의 은유로, 일부의 함축된 문화가 마르세유시와 주민들을 일정 규범수준까

미 점거된(occupied) 공간을 집중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양질의 대

지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숨기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자주 비판 받는 약점 중

규모 자연지대(육지 및 바다)의 유지 및 도시 내 녹지 확보가 마르세유 재개발

의 하나가 공간적 불평등(spatial inequiality)을 다루는 방식이다. 대규모 프로

노력의 중심 내용이자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젝트, 공공 장소나 상징적인 도시운영은 주목을 받는 반면, 외부의 주변지역은

른 프랑스 도시나 유럽 도시에 비해, 마르세유의 구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

도시정책에서 잊혀진다는 것이다.

심 바깥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도시의 주거선호도는 역사의 흔적(trace of
history)과 매개변수(parameter)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도시복구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기다리던 화려한 건축
프 로젝트를 선전하 는 언론 홍보가 전국 적으 로 또 지역적으 로 동시에

의 조직(fabric)과 그 건물들이 모두 동등한 수준이 아니므로, 마르세유의 재
개발 및 집중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장 누벨(Jean Nouvel), 자하 하디드(Zaha Hadid),
스테파노 보에리(Stephano Boeri), 루디 리치오티(Rudy Ricciotti),
패트릭 부생(Patrick Bouchain) 등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멋진

사례 연구: 뮤셈(Mucem)

건축물이 대규모로 몰려있는 도시가 프랑스 내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뮤셈’(Mucem,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의 줄임말)은 마르세유가 유럽문

애널리스트들은 “오뜨 뀔뛰르(haute-culture, 고급문화)” 컬렉션이라는

화수도로 선정된 2013년 6월 7일 개관 이후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

표현을 만들어 내기도 했는데, 마르세유는 도시의 변화로 완전히 새로운

은 무엇을 전시하는 박물관인지, 심지어 박물관인지 다른 건물인지 설명할 필

상징적인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문화유산이 빠른 속도로 생산된

요조차 없을 정도로 뮤셈이라는 박물관의 이름 그 자체가 기준점이며 도시의

훌륭한 사례에 해당된다.

상징이다. 그러나 뮤셈 프로젝트의 시작은 더디고 힘들었다. 뮤셈이 자리잡은
산책로인 J4구역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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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을, 벽의 구조가 나무구조나 생선뼈에 비길 만큼 골격과 같은 느낌을 가지
박물관 개관 소식을 타전한 언론기사들은 뮤셈이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고 있기 때문에 밀도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건축가에 따르면

에 이르는 여러 지중해 문명을 문화, 사회, 과학, 정치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

이러한 두 개의 교차된 양상은 건축자재, 즉 3cm 두께의 무광 느낌의 고성능

다”고 묘사했다.

섬유보강콘크리트로 인해 더욱 강해졌다. 새 건물은 항구의 끝자락에 위치할
예정이었고, 방문객들은 생 장 요새(Fort Saint-Jean)에서 인도교를 하나 건너

처음 박물관은 1970년대 초 파리 서쪽 블로뉴 숲(Bois de Boulogne)

면 도착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생 장

에 개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중예술전통박물관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

요새와 생 로랑(Saint-Laurent) 교회 사이에 두 번째 인도교 건립이 결정되었

작되었다. 1990년대 말, 미쉘 콜라르델(Michel Colardelle)은 유로메디테라

다. 생 장 요새 꼭대기에서 새로 지어진 건물 옥상까지 연결된 이 인도교는 이

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르세유시가 변하면, 이론적으로는 파리보다 더 쉽

역사적인 유산에 새로운 수평선을 더했다. 이를 두고 루디 리치오티는 ‘지중해

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이를 통한 프랑스 남

의 형이상학적 수평선’이라고 적절히 표현했다.

쪽지역의 변화를 구상했다. 과학문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건축
공모전이 개최되면서 디자이너이자 건축사인 루디 리치오티(Rudy Ricciotti)

리치오티 프로젝트가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는 2004년 2월 롤랑 카르타(Roland Carta)와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서에서

경쟁자인 자하 하디드(Zaha Hadid) 또한 유력한 우승 후보자로 여러 심사위

“수직적인 성(Kasbah)을 상상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제안서는 라 졸리에트항

원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고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심사위원단은 상당히

(Port de la Joliette) 에 위치할 박물관을 위한 국제건축공모전에서 8명의 다

고심했다. 리치오티의 제안서는 심사위원 21명 중 11명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른 후보들을 제치고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되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소 3곳은 표면적이 40,000m²에 달했다.

루디 리치오티의 설명에 따르면 “건물의 공간구성은 1평방미터를 기준으
로 한다. 한쪽면에 72미터로 52미터의 건물체적이 나와 전시회나 회의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평행육면체를 기본으로 한다.” ‘수직적인 성(Kasbah)’은 바위

• J4구역: 15,000m², 3,700m²의 전시회 공간 포함(건축가: 루디 리치
오티와 롤랑 카르타).

처럼 다공 메쉬로 뒤덮여 있는데 이에 대해 리치오티는 “약하면서도 밀도 있

• 생 장 요새: 15,000m², 1,900m²의 전시회 공간 포함. 건물은 롤랑 카

는 느낌을 동시에 내고 싶었다. 외부 벽이 아주 고운 느낌이기 때문에 약한 느

르타와 역사기념물 전문 건축가인 프랑소와 보통(François Bott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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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리노베이션을 맡음. 정원 설계는 APS 조경 디자이너가 맡음.
• 라 벨 드 메(la Belle de mai) 복합문화센터: 10,000m², 7,000m²의
아카이브 공간 포함(건축가: 코린느 베초니).

장-프랑소와 슈네, 프랑스

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이라 함은 마르세유가 대도시 내륙지역(도시 내 인구
850,000명 외에도 1백만 명을 의미)에 행정적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고
지중해라 함은, 적어도 명칭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중해가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관심의 한복판(아랍의 봄, 이주민과 난민 위기 등)에 있기는

유럽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에서는 박물관 건립, 복합문화센터,
생 장 요새의 복원에 따른 총비용(기획팀 포함)을 3억 5000만 유로로 추정했
다. 이 수치는 여러 관련 프로젝트 비용까지 합산한 금액이며, J4구역의 건물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6000만 유로로, 최근 프랑스에서 지어진 박물관
(퐁피두 메츠 Pompidou Metz, 루브르 랑스 Louvre Lens, 리옹의 콩플루앙스
박물관 Musée des Confluences)과 비교했을때 평방미터 당 건립 비용이 가
장 낮았다.

집합적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새로운 뮤셈이 2013년에 지어
진 다른 인상적인 건축 창작물들, 즉 미쉘 드비뉴(Michel Desvignes)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 건축사무소의 구 항구 리노베이션, 쿠마 켄고(Kengo
Kuma)가 설계한 프락(FRAC, 프랑스현대미술지방재단)의 신규 부지, 버려졌
던 산업지대를 매튜 푸아트방(Mathieu Poitevin)을 비롯한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 리노베이션한 프리쉬 라 벨 드 메(la Friche la Belle de Mai) 등을 다소
뛰어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얻은 뮤셈은(개장 후 2년 반 동안 500만 명 방
문) 마르세유의 메트로폴리탄 도시, 지중해 도시라는 포부를 상징처럼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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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르세유가 핵심 역할을 하는 ‘공동 운명체(common destiny)’에 대
한 사명감이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Marseille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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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사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중심으로지건길(Ji Gon-gil)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2015 아시아문화포럼 추진단이 주최하는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문
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설
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의 포럼이 아
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지혜를 상
호 교환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구자적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을 가져 봅니다.

창조성의 시대에는 문화가 성장의 기반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지난 한 세대 동안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 동안 도농都農 간에 이루어진 점진적 균형 발전이 1990년대 초반에 이르
러서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낙후되고 침체된 도시환경과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이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
의 결과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문화도시로서, 도시 고유의 요소, 즉 역사와 문
화, 또는 환경 등을 재조명하고 이 요소들을 도시발전 전략과 연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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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길, 한국

이러한 문화도시의 등장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차원을 넘어 감성이나 체

되는 화합적 거점을 의미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아

험 등의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는 ‘창의적 문화경제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시

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공유·공존하는 공동체’로서, ‘국가와 장르의 경

대적 조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발전의 성장

계를 넘어 창조와 교류를 통해 아시아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도시’인 것이다.

원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이 되고 문화가 갖는 연성적 힘soft power이 국가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내건 구체적인

전략적 가치로 부각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문화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소통과 신뢰, 나눔과

첫째, ‘아시아 문화교류도시’의 조성이다.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공동체로서의 아시아를 지향하고, 국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의 다양

수 있다. 또한 상상력과 창의성, 감성을 길러내며 창조성의 핵심으로 작용함으

한 문화가 모여들고 연구와 교육은 물론 창조와 교육을 통하여 아시아인 모두

로써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해지는 선순환의 매개체이기도 한 것이다.

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문

둘째, ‘아시아 평화예술도시’의 조성이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와 창조

화를 성장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의 이상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적 상상력이 새로운 문화적 창의와 표현으로 승화되도록 하고, 문화예술을 바

있는 사업인 것이다.

탕으로 자유·평화·사회적 통합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 서남부의 핵심도시인 광주광역시는 예로부터 ‘예향(藝鄕, 예술의 도

셋째, ‘미래형 문화경제도시’의 조성이다. 시민의 문화적 일상 하나하나가

시)’, ‘미향(味鄕, 음식의 도시)’, ‘의향(義鄕,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으로 일컬어

문화상품이 되고, 문화를 성장엔진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경제적 이익을 실현

져 왔다. 특히 전통음악인 판소리의 고향이자 수많은 문인들을 배출해 낸 문

하는 차세대 문화경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예의 고장이고,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의 운영 역
량을 보여준 도시이기도 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신개념 문화발전소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교류·평화예술·문화경제에 의한 도시조성

첫째,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관리·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

7년 반의 공사기간(2008.6월 기공)을 거쳐 오늘 개관하는 문화전당은

시는 패권적 의미의 중심도시가 아닌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가 소통되고 창조

광주의 7대 문화권과 인근 문화예술기관 등을 잇는 문화시설 네트워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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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광주에서 전국으로,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으로 공
급하는 문화발전소의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지건길, 한국

이루면서 함께 호흡하는 여러 기획들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획의 중심에는 아시아 전역의 창조적 예술가들과 시민들
의 역할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을 주체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획은 광

문화전당은 국제적인 건축설계경기를 거쳐 건축가 우규승의 <빛의 숲>

주와 아시아 민주화의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정부 간 문화교류 채

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빛의 숲>은 21세기 최첨단 복합문화시설로서 새

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예술가(단체)들의 차원에서 교류

로운 시설물을 기존 지표면보다 낮게 배치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

의 채널을 마련할 것이다.

사적 건물을 기념비화 하고, 지상의 시민공원과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

둘째, 도시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으로 구성되고 있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전당의 제반 기능과 아시아 및 지역

문화전당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의 옛 전남도청 일원에 자리 잡고 있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7대 문화권을 조성한다. 7대 문화권으로는 문화전당권,

으며 부지면적 128,600㎡, 연면적 178,200㎡의 규모이다. 전당의 핵심 시설

아시아전승문화권, 아시아문화교류권, 문화경관 및 생태환경보존권, 교육문화

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지식문화원 등

권, 시각미디어문화권, 아시아신과학권으로 구성된다. 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5개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의 연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시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을 도

문화전당은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들이 자유로
운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

모하며, 이를 위해 도시경관 사업과 문화벨트 구축, 지역문화자산의 리모델링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화발전소를 지향한다. 이와 함께 아시아 문화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확산을

셋째,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

통해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축적하여 아시아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문화전당의 설립은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일환
으로 아시아 권역별 문화장관회의, 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아시아문화 포
럼,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또
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창설, ‘월드뮤직 페스티발’ 개최, ‘아시아 문화유
산 공동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이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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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판소리 등 전통예술로부터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 지역의 예술역량을 강화하
고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분야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를 5대 콘텐츠 산업으로 설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예술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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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아트페어, 국제창의문화산업전, 세계아리랑축

참여자 및 유관 기관, 국가 간의 협력적 소통관리가 사업 성공의 관건

전, 정율성국제음악제 등을 개최했고, 아시아 예술인들간 담론의 장 마련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광주지만 이 사업의

공동창작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광주CGI (Computer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과 실행

Generated Image)센터 건립 등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연계하여 관광객

한 소통관리(governance)가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비전과 방향성

을 유치함으로서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광기반시

에 대한 대전제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실천이 지역사회에서 일관

설 확충 및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되게 진행되어야 지역주민과 온 국민이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을 강화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각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문화교류도시로 견인하기 위해 인적 역량을 강화

과의 소통관리를 통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의 광범위한 주체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의 관광지가 세계

우선, 도시의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마켓팅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

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펼칠 것이며, 민자 유

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한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권, 동남아시아

치를 통해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알찬 결실을 맺게 될

권, 중앙아시아권, 서남아시아권, 서아시아권 등 교류 대상지역 및 권역 다변

것이다.

화·입체화를 꾀하며 권역별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문화교류 활동을 지향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같은 문화전문 주요 국제기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마지막으로, 국제문화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각국의 문화도시, 국제예술단

국의 정부기관,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체 및 전문가, 해외 한민족, 국내 다문화 가족 등을 포함하는 전방위 협력망을

공동 창·제작 및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화된 소통관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공동작업 공간을 조성하는
창작 교류공간인 ‘아시아 창작 레지던스 시설’ 조성사업이 그러한 예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식경제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아시아 문화예술을 집중 조명하고 여기에서 형성된 새로운 창조성을 통해 개
인의 삶, 도시 재생, 국가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도시단위, 국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문화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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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이 새로운 만남과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위한 의미 있
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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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엥레벵시와
디지털 아트를 통한 창의성
도미니크 롤랑(Dominique Roland)
프랑스 앙기엥레벵 미디어아트센터 센터장

도시의 역사
1850년에 세워진 앙기엥레벵(Enghien-les-Bains)시는 지역내에서 창의
성과 성장을 견인할 역량이 풍부한 도시로, 도시의 DNA에 특별한 요소를 분
명히 지니고 있다. 앙기엥레벵시의 가장 큰 특색은 유황성분이 풍부한 온천수
로 1820년에는 치유효과가 있는 이 유황수로 인해 파리온천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온천휴양지인 앙기엥레벵시를 관광객과 가까운 파리시민들이(기차근접
성 좋음) 꾸준히 찾게 되면서 1910년 카지노가 호숫가에 개장하게 된다. 이후
에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시대가 시작되면서, 다른 도시와 마찬
가지로 앙기엥레벵시에도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 호숫가를 따라 펼쳐지는 수
상 퍼레이드, 카니발, 연회, 카바레, 게임, 경기, 야외 댄스홀, 파티 등은 환상
현직 프랑스 앙기엥레벵 Centre des arts (Cda) 관장

적인 풋라이트 조명과 불꽃놀이로 피날레가 장식되곤 했다. 스타예술가가 없

		 프랑스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 “Bains Numeriques” 예술 감독

었던 이 시대는 곧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1) 를 발굴하게 된다. 부

		 앙기엥레벵 “Digital innovation&Department” 부서 정책관
경력 Digital Arts Network 설립(2005)

르주아는 후에 프랑스 및 전세계에서 ‘음악 전당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도시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된다. 한편, 앙기엥레벵시 카지노는 급성장하여 프랑스 내 최고의 카지노 도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 훈장 수훈
		 “Knight of the French and Literature Order”

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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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롤랑, 프랑스

여기에서 잠깐, 앙기엥레벵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언급을 하고 넘어가

션, 3인의 전시회(로랑 미뇨노, 크리스타 소메레, 라우젠버그와 카를로스 사

고자 한다. 앙기엥레벵시는 파리 샹젤리제에서 북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우), 고탄 프로젝트(Gotan Project)인 일렉트로 탱고 콘서트로 이루어진 개관

파리 외곽에 위치한 도시로, 더 정확하게는 발두아즈 주에 자리한다. 발두아

기념 프로그램을 통해 CDA는 나름의 고유한 분위기를 정립하게 되었다. 개관

즈 주는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샤를 드 골 공항(루아시)과 국립 르네상

식 테마는 장소에 대한 예술적 소명, 에드가 모린(Edgar Morin)에 대한 언급

스 박물관을 포함한 뛰어난 문화유적지의 본고장이다.

및 과학과 상상적 지식간의 관계성 등으로 진행되었다.

온천수 다음으로 앙기엥레벵과 주변지역이 자랑하는 것은 계몽주의의

디지털 기술이 미디어의 지평에 새로 떠오르면서 CDA는 편집 정책을 정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출처는 철학이다. 장 마크 루소가 ‘사회계

의하고, 센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받은 영감을 통해 지금까지 4545회차의

약론(Social Contract)’에서 썼듯이, 호수지역이기 때문에 계몽주의나 철학의

인상적인 카달로그를 만들어 펴내고 있다. 센터의 편집 정책은 새로 출현하는

영향을 쉽게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세번째로, 앙기엥레벵과 주변지역은 피

미학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나 예술, 기술, 과학, 디지털 미디어의 하이브리드

사로(Pissarro)나 위트릴로(Utrillo) 또는 반 고흐와 같은 화가들이 영감을 받

화와 같은 이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

은 곳이다. 마지막으로 20세기의 여명이 밝아오면서, 앞의 이러한 특성들이

되었다. 전시회는 주로 모노그래프를 선보였고 CDA에 특수한 설치작품을 적

다른 예술과 레옹 고몽(Léon Gaumont)과 같은 영화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3컬러 공정(three-color process)을 개발하기도 한 영화기술 발전의 선구자인
레옹 고몽은 1912년 앙기엥호수에서 세계 최초의 컬러 영화를 상영한바 있다.

개관 직후에, 창의 레지던스 조직에 대한 정책과 공연예술 분야에서 예
술작품의 분산에 대한 정책이 뒤따랐다. CDA에서는 안무 동작을 통해 디지
털 신체를 만들어 보여주는 최초의 쇼를 선보였다. 생성시스템(Generative

앙기엥레벵 아트센터(CDA)

systems)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실험을 통해 CDA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전 가르니에 양조장이었던 리버라시옹가 12-16번

게 되었다. 즉, 증강신체(시각, 음성, 촉감에 기반한 상호작용), 공간을 공유하

지에 종합 예술 센터 CDA가 건립되었다. 2002년 9월 19일에 예술, 과학, 기

고 있는 실제와 가상의 신체(홀로그램과 프로젝션), 원거리 프레즌스(실시간

술의 기로에 섰을 때 마리코 모리와 칸지 무라카미(1997년 베니스 비엔날레

으로 두 장소간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과 상호작용), 기계신체(로봇 댄서와

에서 특별상 수상)가 만든 비주얼 3D 장치인 너바나(Nirvina) 프리젠테이

무용수)라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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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디지털아트 축제, 벵 뉘메리끄(Bains Numériques)

도미니크 롤랑, 프랑스

매회 개최될 때마다 공원, 정원, 학교뿐만 아니라 엥겡 기차역, 보행자

당시 새로운 디지털 아트의 시도는 관객과 설치미술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전용다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라이브 행사와 공연이 펼쳐졌다. 베르됭광

작용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고, 이에 따라 2005년, CDA는 세계 최초로 국제

장(Place de Verdun)같은 곳에 가면, 비엔날레 당시 피터 그리너웨이(Peter

디지널아트 비엔날레인 ‘벵 뉘메리끄’를 조직하게 된다. 벵 뉘메리끄의 첫번째

Greenaway)감독 영화의 한 시퀀스인 6개 장면을 대형화면에 전시했던 것을

이니셔티브는 박물관, 극장 등 종래의 문화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예술축제를

두고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비엔날레의 지역주

야외공간으로 가져와 도시를 야외실험실처럼 탈바꿈시키는 것이었다.

민참가행사는 앙기엥레벵과 다른 지역이 텔레프레즌스 기술(Telepresence)
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예술형태로 인해 구현된 디지털 창의성
을 볼 때, 변화하고 있는 도시를 표현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공공장소인듯했다.

첫 번째 텔레프레즌스 행사는 2005년도에 있었다. 앙기엥 재래시장과

시각예술과 전자음악(VJing, architectural mapping),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일본의 오사카시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었다. 실시간으로 두 개의 다른 장소가

연출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설치미술과 볼거리로 들어찬 도시는 도시 전체가

3D 터널로 연결되었고 관객들은 앙기엥레벵과 일본의 생선장수가 내다 팔 상

무대가 되었다. ‘광란의 20년대’ 이후로 거의 1세기 만에 엥겡호수는 과거의 영

품을 준비하고 각 나라별 전통적인 방법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광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전자음악 콘서트를 위한 400평 규모의 수상 무대

두 번째는, 3D 터널보다 더 큰 텔레프레즌스를 이용한 창문이 한국에 세워진

라든지 기념비적인 시각설치물과 같이 8000명에서 15000명의 사람들을 이

2010년 비엔날레에서였다. 당시 주제는 서울과 앙기엥레벵간의 양방향 연회

끄는 형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interactive banquet)로, 서울과 앙기엥레벵에서 각각 1개의 레스토랑을 정한
후에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손님들은 두 명의 요리사가 프랑스식 요리스타일과

이후 7회를 거듭하면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는 각각 다른 경관 처리법

한국식 요리스타일로 각각 시연하는 요리공연을 지켜볼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scenic treatment)을 차용하고 다듬어왔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2014년

연결했다. 연회는 한국에서는 무용수, 프랑스에서는 음악가(Bee Bing)가 동시

비엔날레에서는 체펠린 비행선이 수상무대에서 펼쳐진 전자음악콘서트의 선

에 시작해서 양쪽의 무용수들의 춤을 각각 감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

율에 맞춰 300미터 상공 위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한 실시간 문화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로 인해 양쪽의 관객들은 서로
매료를 느꼈고, 이 실험은 양쪽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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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롤랑, 프랑스

“디지털 사회를 두려워하는 것은 현대세계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

결론

록 격려하면서 무시하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는 현시대에 사회를 대표하는 강력한 상징이며 새로운 관례
(practice)와 사용법(use), 기술(technology)이 융합되는 지점으로 설명될 수

디지털아트네트워크 DAN

있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 이러한 패러다임은 다분야 과정속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2007년 디지털아트네트워크(Digital Art

부문간의 장벽붕괴 현상을 촉진하는 창의적 표현과 디지털 혁신의 하이브리

Network)가 설립될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교차플랫폼으로서

드화의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술의 직접적인

DAN은 현재 연구소, 대학교, 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5

영향을 받는 공간과 시간의 인식간의 관계로 특징지어 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개 이상의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국제협업네트워크로서의 DAN은 예술, 과학,

직접적인 물리적 세계와 우리와 연결된 장소 또는 사람간의 이진법적 관계를

기술, 디지털 미디어를 대표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계이다. 활동은 다음과 같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이러한 투과성(porosity)은 점점 더 증가하여

이 다양하다.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이 세상에 대한 인식 및 관계성에 변화를 도입하는 일련의 테크닉이다. 근본

1. 신생 예술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공유 인텔리전스 툴 생성

적으로, 디지털 문화는 여러가지 패러다임을 바꾸어 우리가 구상하는 삶의 모

2. 화가들과 그 작품들의 모빌리티(이동성)를 장려하여(특히 유럽 내 디지털

델에 대해 한번 생각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화 중에는, 도시 및

아트 모빌리티를 위한 MADE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예술작품의 공동제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지역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변화도 있다. 오늘날

작 및 배급

지역 생태계(regional ecosystem)의 발생은 사회적 관계의 재창조을 위한 지

3. 각 국의 예술팀이 참여하는 다양 한 분야의 초영역 레지던스(crossdisciplinary residences) 프로그램 운영

원정책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정책(digital culture policy)에 기
반하고 있다. 따라서 앙기엥레벵의 디지털 생태계는 시너지 창출과 도시 내 공

4. 입상프로젝트 쇼케이스(작품 해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공서비스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한 5개 분야는 창조와 혁신, 도시 개

5. 공동 오디오 비주얼(AV) 설치작품 제작

발, 관광, 경제적 지속 가능한 성장, 교육 및 훈련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앙기엥
레벵은 2013년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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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엥레벵시와 디지털 아트를 통한
창의성
김규 원(KIM Kyuwo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획 연구위원

앙기엥레벵은 본인도 인연이 있어 여러 번 방문한 적 있는 도시이며 특히
경마장 주변에 지인이 있어 자주 방문하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파리 북부에서 과거 여가, 문화, 그리고 예술이 활발한 지역이었던 앙기
엥레벵이 새로이 창의도시로 발돋음하게 된 연유와 역사적 맥락은 본인도 충
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현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획/평가센터장 연구위원

학력

1999 Paris 4 대학 (소르본느) 지리학과 박사학위 취득

		

199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

		

1991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경력

2013 대만 국립사범대 교환교수 및 프랑스 ENeC 연구소 객원

연구원 2012 문화예술연구실장
		

2008. 8-2011. 1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정책보좌관

		

2006-200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 민간투자 문화분야 부팀장

		

2006 KBS 문화가 경쟁력이다 시리즈 자문위원

		

2005-2006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선정위원

		

2003-2004 문화관광부 생활친화시설 평가 및 선정위원

		

2000-200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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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며 또한 가장 진화된 예술의 복합장르로서 디
지털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한 점이 매우 돋보이는 부분이다. 더구나 폐산업시
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그리고 나아가 국제적 예술 중심 역할을 새로이 매김하
는 부분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발제문에 대하여 긍정하고 배울점을 느끼며 몇가지 추가하
여 질문하자면 다음과 같다.

61

토 론

1.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문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도입할 때 지역의 저항감 혹은 다소 획기적이라는
의견은 없었는지. 물론 20세기 가장 첨단 예술인 영화의 최초 자취가 있는
곳이지만 현대의 조용한 앙기엥레벵의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도입
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2. 레지던스, 비엔날레 및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부의 창의 인력
혹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앙기엥레벵의 창의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혹시 지역 내의 예술
혹은 전문인력이 이러한 CDA 혹은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
도는 어느정도인지 혹은 미래를 위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인력 중 지역 내 상주 혹은
향후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3. 디지털아트네트워크 DAN은 지속적인 창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네트워크에 연계된 파트너쉽인 연구소, 대학교, 전문집
단의 지리적인 분포는 혹시 알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
는 교훈을 제시해 주어서 매우 감사하며 동시에 본인의 기억이 있는 앙기엥레
벵이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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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시민의 창의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마나부 치노(Manabu Chino)
일본 삿포로시 시장실 산하 정책기획실 창의도시진흥국 책임자

도시 개요
삿포로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섬인 홋카이도의 수도이다. 역사는 150
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인구 194만 명의 도시로 일본에서 5번째로 큰 대도시
이다. 삿포로는 197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으며 자연자원,
특히 눈으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삿포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같은 해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뮌헨(독일)을 비롯, 전세계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대전(한국)과도 최근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다.
삿포로는 연평균 적설량이 6미터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가장 눈이
풍부한 도시 중 하나이다. 한편으로, 도시개발측면에서 보았을 때 눈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 왔다. 매년 시 예산 150억엔(미화 약 1억 달러) 이상이
제설작업에 소요된다. 다른 한편으로 삿포로는 눈의 축복을 받은 도시이기도
하다. 삿포로 시민의 창의성 덕분에 눈이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된 것
현직 일본 삿포로시 창의도시 진흥국 국장
학력 일본 주노 대학교 법학부 졸업(1991)
경력 Hokkaido Takushoku 은행 근무
		 삿포로시 비서실 과장, 정책기획부 부장(2009-2011)
		 삿포로시 시민 진흥국 과장(2012-2013)
		 삿포로시 창의도시 진흥국 과장(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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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50년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눈 조각품을 전시하기 위
한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삿포로 눈 축제(Sapporo Snow Festival)는, 이
제 매년 세계 각 국에서 온 2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다. 도

마나부 치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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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삶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삿포로의 독특한 환경의 상징(symbol)이 된

class)과 같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삿포

것이다.

로는 더 창의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
히 노력해왔다.

삿포로는 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더 창의적인 도시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도시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일본 도시가 그렇듯이, 삿포로시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

창의 이니셔티브

회로의 진입이 예상되었고, 어느 정도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삿포로는 2006년 3월 ‘창의도시 삿포로 선언(Creative City Sapporo

사회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으며 도시생

Declaration)’과 함께 창의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선

활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 우리는 노령화 인구 및 인구 감소 뿐만 아니

언문에는 다른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산업 및 신문화를 만들어내고 모

라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한다.

든 시민의 창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삿포로 인구는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주민의 1/3이 2025년이 되면 노령인구(64세 이상)가 될 것으로 추

삿포로 창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가지 핵
심어는 다음과 같다.

정된다. 그러나 삿포로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
령인구는 우리가 이 창의이니셔티브를 시작한 2006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

		

작했으며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

	창조산업, 창조적인 삶의 방식은 새로운 개념, 제품, 활동 뿐 아니라 다
양한 문화를 수용하게 해준다.

망된다.
게다가 삿포로의 생산연령인구와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은 서로 큰 상관관

1. 시민의 창의성(Citizen’s creativity)

		

2. 타 도시와의 활발한 상호교류(Active interaction with other cities)
여러 문화간의 상호작용(cross-cultural interaction)은 도시에 생동

계가 있다.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은 2005년 회계년도 이후 감소했고, 이는 생
산연령인구가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한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삿포로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켜 시민들의 소
득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 산업으로 인해 고부가가치가 끊임없이

성과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3. 강력한 도시 브랜드와 시민의 자부심(Strong city brand and civic
pride) 도시 브랜드는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인구 유입(new citizen)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창출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전세계에서 투자자와 창의계층(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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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창의성

린다. 오도리 공원은 일본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Isamu No-

위에서 언급했듯이, 눈은 삿포로 시민의 창의성을 이끌어낸 원천이다.

guchi)가 만든 미끄럼틀 ‘블랙 슬라이드 만트라(Black Slide Mantra)’뿐만 아

65년 전 눈을 이용한 창작 작품을 만들던 학생들에 의해 처음 시작된 ‘삿포로

니라 다른 여러 조각상과 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삿포로에는 노구치

눈 축제’는, 이제 북부 지역에 내려진 축복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에는 대

가 설계를 맡은 또 하나의 작품인 ‘모에레누마 공원(Moerenuma Park)’도 있

형 설상에 영상을 투영하는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이나, 인형

다. 노구치의 역동적인 컨셉에 따라 삿포로 동부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곳이

극과 오페라를 결합한 퓨전공연과 같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노력을 통해 그

예술공원으로 탈바꿈 되었다. 모두 188.8헥타르에 달하는 공원전체를 하나의

매력이 배가되었다.

조각품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2015년 2월에는 눈과 빛을 결합하는 미디어 아트 기술을 이용한 ‘삿포로
유키테라스2015(SAPPORO YUKITERRACE 2015)’프로젝트가 밤하늘을 장

‘퍼시픽뮤직페스티발(PMF)’은 클래식 음악가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식했다. 5개의 라이트빔이 눈 내리는 하늘에 세워져 5개의 끝이 뾰족한 별 형

세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알려진 작곡가이자

상을 만들어냈다.

지휘자인 레나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창설한 PMF는 주로 삿포
로 예술의 숲 야외무대와 콘서트 홀 ‘키타라(Kitara)’에서 열린다. 콘서트 홀 키

도시 그 자체는 도시의 매력을 소개하는 매체이다. 삿포로에는 2,725개

타라는 뛰어난 음향설비와 무대 위 천장에 달려 있는 콘크리트 음향반사판으

의 공원이 있는데, ‘삿포로 예술의 숲(Sapporo Art Park)’은 삿포로시 남쪽

로 인해 키타라홀만의 부드럽지만 깊은 음향효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

의 자연공원에 위치해 있다. 방문객들은 이스라엘 출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

금까지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PMF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유명 오케스트

인 대니 카라반(Dani Karavan)의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조각품을 예술의 숲

라 단원으로 진출했다.

에서 감상 할 수 있다. 전체 길이가 1.5km에 달하는 오도리 공원은 도시의 남

‘삿포로 시티 재즈(Sapporo City Jazz)’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재즈

북을 가로지르는 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연중 내내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

축제이다. 행사기간 동안 2개 층으로 된 임시텐트가 오도리 공원에 설치되며,

를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고 있다. 삿포로시에서는 일년 내내 다양한 색채의

사람들은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흰색 텐트 안에 투영된 영상을 감

행사가 열린다. 같은 맥락에서 삿포로에서는 눈 축제로 겨울의 절정을 맞이하

상하며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고 ‘요사코이 소란 축제(Yosakoi Soran festival)’로 여름을 시작한다. 일본 전
역에서 온 270여 개의 댄스 팀이 이 축제에 참가하며 190만 명의 관중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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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시는 차세대를 위한 창조경제재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삿포로

으로서 설비를 재단장했다.

스타일(Sapporo Style)”은 삿포로시 브랜드로 로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
표로 한다. 각 인증 받은 제품들은 고유한 디자인을 통해 삿포로의 독특함을

위에 언급된 성공사례는 2009년 1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드러내며 사람들은 공식 샵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삿포로시의 브랜드 제품을

되고 삿포로시는 문화청장상(Commissioner for Cultural Affairs Award)를

구매할 수 있다.

수상하게 된다. 수상이유는 아래 세 가지이다.

일본정부는 삿포로시를 일본 최초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종합특

첫 번째는 문화자산 즉, 삿포로 예술공원이나 삿포로 콘서트 홀 키타라

구’로 선정했다. 삿포로 컨텐츠 특구를 통해, 삿포로를 아시아 지역 영상컨텐

와 같은 대규모 문화예술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

츠 허브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삿포로시는 현재 영상컨텐츠 및 국제업무회의

었고 지역 내 다른 장소도 함께 선호대상이 되었다.

등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
‘삿포로 국제 단편영화제(Sapporo Short Fest)’는 매년 가을 약 일주일

두 번째는 산업자산이다. 디지털컨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해주는 통섭창조성센터가 대표적이다.

간 열리는 국제영화제이다. 2015년 10월이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영화제

세 번째는 인적자원이다. 삿포로시립대학에는 디자인학부가 있어 대학

에는 ‘마켓(Market)’부문이 있는데 일본 내에서 어떤 분야의 선도적인 사례로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해 예술문화지향적 인력개발이 육성

꼽힌 영화의 매출에 초점을 맞춘다.

되어 왔다.

2001년 4월에 설립된 통섭 창조성 센터(ICC)는 이미지 및 음악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 인력을 육성·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이다. 2013년 4월 이후로,

뉴 이니셔티브의 다섯 가지 과제

ICC는 연구개발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워크샵, 마케팅 지원, 코디네이션 서비

삿포로시에서는 2009년 3월, ‘창조도시 삿포로 장려 컨퍼런스(Creative

스 및 다른 무형의 지원형태를 통해 크리에이터나 기업이 신사업 기회를 찾을

City Sapporo Promotion Conference)에서 처음 제안되었던 내용을 새로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로 발표했다. 뉴 이니셔티브의 목표달성을 위해 5개의 과제가 선정

삿포로테크노파크에 있는 주요시설인 삿포로전자센터(SEC)는 IT산업육

되었다.

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4년 SEC는, IT 회사는 물론
식품 및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홋카이도에 유치하기 위한 연구개발(R&D)거점

70 2015 Asia Culture Forum

1.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 것.

71

마나부 치노, 일본

발 제

	2. 도심의 지하 네트워크를 미디어아트를 위한 장소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2014년 8월에는 광장 개관을 기념하여 꽃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 “삿포로 플

	3.‘삿포로국제예술제(Sapporo International Art Festival)’를 상징적인 행사

라워카펫(Sapporo Flower Carpet)” 이벤트가 열렸었다. 연속된 도시의 문화

로 개최하고 “창의도시상(Creative City Award)”을 조직할 것.

활동을 위한 훌륭한 시설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4. 모에레누마 공원과 같은 상징적인 시설에서의 혁신창조활동을 장려할 것.
	5.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할 것.

일본 창의도시네트워크(CCNJ)은 2013년 1월 일본의 창의도시 육성 및
현재 시점에서 위 과제에 대한 삿포로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어 창의도시간 상호교류를 위한 발판으로서 기능해왔

지 들어보자면, 두 번째 제안에 따른 창조활동시설을 그것도 도심에 조성한 점

다. 삿포로는 프로모터(promoter) 자격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회원도시

이다.

와의 교류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삿포로는 국내에 “창의도시”로 널리
2011년 3월, 길이 520미터, 폭 20미터에 달하는 지하보행공간(Under-

인식되고 있다.

ground Walkway)이 건설되었다. 이 보행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

다음 단계 목표는 삿포로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이었

의 메인스트리트 JR 삿포로역과 오도리 지하철역을 서로 연결하게 되었다. 보

다. 삿포로는 2013년 11월, 창조산업육성 노력과 도시전체를 삿포로를 알리

행로 건설 중에, 소비자 또는 시민 발신형 미디어(GCM), 디지털 사이니지(Digi-

는 미디어로 보고 애쓴 노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City of Media

tal Signage) 전용 광장이 생기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 제작 및 공유

Arts)’로 회원자격을 얻었다.

활동에 참여했으며, 지역주민, 전문 크리에이터, 지역 산업 리더, 지방 정부, 교
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프랑스 북부의 앙기엥레벵(Enghien-les-bains)시와 일본 삿포로시는
2013년 함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을 받는다. 이후 2년 동

2011년에 만들어진 소세이가와 공원은 보행통행 흐름을 개선하여 삿포

안 앙기엥레벵시와의 파트너관계를 통해 많은 결실이 있었다. 2014년 6월

로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내 동서지역간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건립되

에는 삿포로 전 시장이 앙기엥레벵에서 열린 디지털아트축제 ‘벵-뉘메리끄

었다.

(Bainsnumériques)’에 초청받았으며, 그 답례로 2015년 2월에는 앙기엥레벵
삿포로오도리 지하갤러리 ‘500m 미술관’은 2011월 11월 개장하여 주민

들이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상설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7월, 홋카이도 구 본청사였던 홋카이도 섬의 역사적 유적지인
“붉은 벽돌(Red Brick)” 청사 건물 앞에 삿포로시 기타 3죠 광장이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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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삿포로 눈 축제에 초청되어 방문했다. 또한, 양 도시는 삿포로 통섭창
조성센터(ICC)와 앙기엥레벵 아트센터(CDA)간의 인사교류프로그램도 운영했
으며, 발두아즈주(Val d’Oise)의 첫 번째 경제목표도 함께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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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시의 창의성을 알리기 위해, 제1회 삿포로국제예술제(SIAF)가

마나부 치노, 일본

미디어 아트 도시, 삿포로의 미래

2014년 7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72일간 열렸다. 예술감독으로는 세계적

삿포로시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이름을 올린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

인 아티스트 류이치 사카모토가 게스트 디렉터로 초빙되었다. 예술제 테마를

트워크를 활용하여, 삿포로의 창조문화예술활동, 풍부한 음식문화, 자연환경

‘도시와 자연’으로 정한 후, 삿포로시는 ‘어떻게 하면 도시와 자연이 서로 조화

과의 공존 등 삿포로만의 특색 있는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롭게 공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관람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

결론적으로 삿포로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시책은 삿포로의 밝은 미래

로운 방식의 예술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예술의 힘을 통해 삿포로의 역

를 만들어 줄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는

사, 문화, 기후, 경제, 라이프스타일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었다. 예술

바이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명명 받은 세계 선진 도시로서 삿포

제 프로그램은 전시회, 공연예술, 기타 실습 클래스로 이루어졌으며 미술관뿐

로는 지금도 새로운 가치와 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만 아니라 삿포로 역전도로 지하보행공간이나 공원과 같은 다양한 공공공간
에서도 진행되었으며 ‘도시 전체가 미디어가 되다’라는 컨셉을 소개했다. 처음
목표는 30만명이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총 47만 8,000명 정도가 예술제
를 관람했다. 삿포로시가 처음 개최한 국제현대예술제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앞으로는 3년 주기로 개최될 예정이다.
창의도시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이후, 삿포로시는 현재 미디어아트 창
의도시로서 삿포로를 알리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인 ‘믹스 삿포로(MIX
Sapporo)’를 준비 중이다. 2017년 개최를 목표로 2016년 10월에 사전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믹스 삿포로는 대규모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로 공공부문, 문화
전문가,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기업가, 학계 및 시민사회의 협업을 통해 이루
어진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국제단편영화제와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컨
퍼런스 및 워크샵 도입, 통합디지털사운드기술을 이용한 실황 공연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믹스 삿포로의 목표는 창의도시 이니셔티브의 진흥, 창조산업의 활
성화, 시민의 창의성 육성이다.

74 2015 Asia Culture Forum

75

발 제

참고문헌
삿포로시 공식 홈페이지
http://www4.city.sapporo.jp/global/english/
삿포로 공식 관광 홈페이지
(앞에서 언급된 여러 행사 및 행사 장소 등의 정보와 관광정보가 소개되어 있음)
http://www.welcome.city.sapporo.jp/?lang=en
삿포로 국제 예술제 공식 홈페이지(SIAF)
http://www.sapporo-internationalartfestival.jp/2014/en/
창의도시 네트워크 재팬 (UCCN)
http://ccn-j.net/english/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UCCN)
https://en.unesco.org/creative-cities/

76 2015 Asia Culture Forum

토론

삿포로: 시민의 창의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황 병하 (HWANG Byungha)
조선대학교 아랍어학과 교수

삿포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사전 준비와 문제 해
결 과정, 문화자산과 자연환경의 활용 방안 수립,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그
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 등이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삿포로의 사례는 창의도시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고, 도시의 창의
적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석을 제시해주고 있다.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
시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삿포로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현직 조선대학교 아랍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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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현재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실현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환경인 눈(snow)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으며, 두
번째 단계는 눈을 활용한 고등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예술적 승화였고,
세 번째는 예술의 힘을 통한 삿포로 역사, 문화, 기후, 경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브랜드 가치 창출이었다. 이는 삿포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자연환경
과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예술적 힘을 융합시키는 노력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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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한 논의는 인구 감소와 출산율 감소, 그리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삿포로 시는 눈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고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절실했던 절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도시의 모습을 변모시킨 시민 개개인의 역

박한 상황에서 눈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자는 소박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되

량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개인의 역량을 중시한 플로리다는 창조적 경제시

었다. 전 세계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중 하나였던 삿포로의 눈은 한

대의 주역으로 개개인의 집합인 창조계급을 주목하였다. 그는 창조도시를 창

편으로 다양한 놀이와 축제의 자연적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

조계급이 선호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갖춘 도시라고 정의하면서, 창조도시

시개발과 생활을 저해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로 간주되었다. 삿포로 시는 눈이

는 도시만의 개성과 특성, 길거리 문화의 활성화, 소규모 하위문화의 발달, 다

가져다주는 자연적 축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회적 골칫거리인 눈을 해결해

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tolerance)과 개방성(openness)을 중시하였

야 하는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눈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의적 아

다. 삿포로 시의 창조도시 실현은 마치 플로리다의 주장을 구체화한 듯하다.

이디어를 제공한 주체는 삿포로 시 공무원들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주
체는 바로 삿포로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눈과 함께 생

삿포로의 대표적인 트랜드인 ‘삿포로 눈 축제’는 눈+빛의 축제이다. 삿포

활하였고, 눈은 학생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었다.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

로 창의도시의 기본 구도는 눈+빛+자연환경+예술이다. 삿포로의 축제는 자

공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도시의 눈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탈바

연환경을 예술, 댄스, 음악, 재즈, 음식과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있으며, 여름과

꿈하였다. 창의도시에서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과 아이디어가 도시를 활성화시

겨울을 환상적으로 대비시키고 있고, 일본의 예술가, 시민, 청소년뿐만 아니라

키고, 도시의 경제활동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창조도시 학자 플로리다

세계의 관광객과 청소년들을 창조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 축제를 통해 네

(Florida)의 주장을 입증한 셈이다. 삿포로 고등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청소년들은 미래 창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삿포로 눈 축제(Sapporo Snow Festival)를 탄생시켰으

의도시의 주축들이다. 삿포로 축제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발적으로 자극시킬

며, 골칫거리였던 눈을 삿포로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역량에 창조의 날개를 달아주고,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창의도시

삿포로는 2006년 창의도시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시민의 창의성, 타

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일본의 창조도시 학자인 사사키 마사유키

도시와 활발한 상호교류,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시민의 자부

가 말하는 창조도시와 유사하다. 그는 창조도시란 문화예술에서 지역 문화를

심 확립을 지속발전 가능성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삿포로 창

활용하여 새로운 트랜드를 육성하고, 다양한 창조적 환경과 혁신적 환경을 마

의도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시민 개개인

련하여 예술가, 창작자, 일반 시민의 활발한 창조적 활동을 유도하며,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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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창조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과 시민활동을 통해 도시의 문제에 대

소통과 네트워크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도시라고 말했다.

것이다.

삿포로 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축제는 미래 세대의 육성과 지역경제

현재 삿포로 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래 세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삿포로 스타일’이란 삿포로 시의 브랜드 가치

대에 대한 투자는 자연환경의 적극적 활용 및 공존, 개인의 창의 능력 지원, 창

인 눈과 빛과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의 판

의적 아이디어 창출 교육의 활성화,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자

매량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문제는 지역의 문화자산과 자연환

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이다. 삿포로 시는 콘텐츠의 개

의식의 함양, 자부심 고취로 이어질 것이다. 삿포로는 현재의 삿포로에 만족하

발을 위해 콘텐츠 종합 특구를 설치하였으며, 삿포로를 아시아 영상콘텐츠 허

지 않고, 미래의 삿포로를 위한 다양한 몸짓을 콘텐츠 개발로 표현하고 있다.

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삿포로 시가 문화자산을 산
업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

마지막으로 삿포로 유네스코 창조도시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기원하며,

자원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적 자원의 육성은 교육과 실습

1. 창조도시의 핵심 역량은 개인의 창조적 능력, 창조적 개인들의 집단화, 집단

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삿포로 시의 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교육

화를 장려하기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공간 활용을 통한 소통과 대중화와

과 현실의 적응 프로그램 수립이 기대된다.

일반화, 이를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해 강화된다고 전제할 때, 개인이나
개인 집단을 위한 창조적 공간 조성의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지 삿포로의

삿포로 시가 200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제시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이니셔티브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콘텐츠 허브 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창조도시의 미래 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과 국제교류를 활성화했다는

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삿포로 시의 사

점이다. 시민사회 참여 독려는 삿포로 창의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었

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는 타 국가의 정보 유입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끊임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한 의견 교환을 가능케 하였다. 문제는 삿포로 시의 인구 감

3.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삿포로 시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
인지 알고 싶다.

소와 출산율 감소, 그리고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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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라오창팡 사례를 통해 본 창의성
리 시엔더(Li Xiande)
중국 상하이사범대학교 지리학부

초록: 상하이의 경제구조가 산업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단
핵도시 모형이었던 공간구조 또한 다핵도시 모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산업단지 또한 교외화 과정을 겪게 된다. 도심지역에 남겨진 산업유산은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창조산업이 상하이 전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6%에서 2014년 12%로 증가했다. 라오창팡은
상하이에 있는 87개 창조산업 클러스터 중 하나이다. 라오창팡은 이전에 도
살장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상하이 뮤직 밸리(Shanghai Music Valley)’의
발전에 긍정적인 공간적 외형을 가진 상업적인 소비자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라오창팡은 동질적인 경쟁과 치솟는 임대료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라오
창팡의 재개발은 상하이시의 창조성이나 지속가능성에 훨씬 더 중요한 혁신
창조과정이기보다는 도시재생(도시고급화, gentrification)과정이다. 실질적인
현직 중국 상하이 사범대학교 교수
학력 화둥 사범대학교 졸업(2012)

창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상하이는 혁신 역량과 문화 창의성을 창의디자인

		 인문지리학 박사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통합하고, 소비자 중심의 창의적 공간보다 제조업자 중

경력 일본 Aichi 대학교 객원연구원(2004-2015)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기금지원 프로젝트 연구원
		(“The structure and evolution mechanism of the Yangtze River
Delta urban network”)
연구분야 도시지리학, 도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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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창의적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임대를 위한 공간” 정책보다는 “인
재를 위한 공간”정책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창조산업, 창조성, 재개발, 라오창팡(Lao Chang Fang), 상하이

리 시엔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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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tive)’라는 새로운 정책 의제를 내보이게 된다. 이 이니셔티브에서 상하이의 개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 최대의 경제거점도시 상하이는 점진적으로 전

발 목표는 국제 경제의 중심, 국제 금융의 중심, 국제 무역의 중심, 국제 문류

세계 도시 네트워크에 재합류하게 된다. 기존 도시기능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

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상하이 시정부는 3차 산업발전에 초

다(Ning, Liu, 2006). 창조산업의 부상과 상하이시에 미친 공간적, 경제적 효

점을 맞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 이후 상하이의 3차 산업은 가파른 성장을

과는 지방정부 및 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종래의 연구는 주로 창조산

기록하게 된다(그림1).

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분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Chu, 2010). 반면,

1999년, 상하이 GDP 내에서 3차 산업이 처음으로 2차 산업을 넘어서게

본 연구에서는 라오창팡(Lao Chang Fang) 사례연구를 통해 창조산업의 지

되었다. 2013년 1차, 2차, 3차 산업은 각각 0.6%, 7.2%, 62.2%를 차지했다

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상하이의 혁신역량 및 창의성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그림1). 상하이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 전환된 것이다.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섹션 1은 연구 배경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다. 섹션 2는 상하이의 도시기능과 공간적 구조에 일어난 변천과
정에 대한 소개이다. 섹션 3은 상하이의 창조산업의 부상에 대한 개략적인 설
명이다. 섹션 4는 라오창팡의 재개발에 대한 분석이다. 섹션 5는 본 연구에 대
한 결론 및 논의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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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산업의 비율

2. 상하이의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상의 변천
2.1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신중국 건립 이후, 상하이는 국제금융의 중심에서 최대 산업기반도시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상하이의 3차 산업은 축소되었다(Ning, Liu, 2006).
1990년대 들어, 상하이는 ‘4대 센터 이니셔티브(Four Centers In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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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산업의 비율

삼차산업

그림 1. 상하이의 산업구조 (1978-2013년)

프리드먼과 울프(Friedman, Wolf, 1982)는 중추-변두리(core-edge) 지
역발전이론에 기반한 ‘세계도시(World City)’가설을 제언했는데, 이들은 ‘세계
도시’가 세계경제의 지휘통제센터라고 주장했다. 사센(Sassen, 1991)은 세계
도시를 ‘글로벌 도시(Global City)’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사센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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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고급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를 모이게 하고, 두 개의 중추

2.2 단핵 공간 구조에서 다핵 CBD 시스템으로의 전환

기능, 즉 금융센터와 TNCs 본사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글로벌 도

1990년 이후, 상하이 도심은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한 광범위한 산업조

시란 세계경제시스템의 관리기능을 실현시킨 것이다. Taylor(2004)와 세계

정을 거쳐왔다. 제조업이 도심 변두리 지역으로 급격히 퍼지고 도심은 점차적

화 및 세계도시 리서치 네트워크(GaWC)는 프리드먼과 사센의 이론을 기초로

으로 서비스 경제 구조를 형성하여, 생산자 서비스의 집중화(concentration)

하여 전세계 고급 생산자 서비스기업 네트워크에 따른 도시 네트워크의 연결

와 확산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이종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상하이는 세계도시 네트워크 순위 상승으로 2000

도시의 도로(street)를 기본 공간 분석 단위로 삼아보겠다. 즉, 공간적 분포,

년과 2012년 각각 31위와 6위를 기록하게 되었다(표1). 상하이는 이제 막강한

임대료 수준 및 고급 사무실 빌딩이 가지고 있는 여러 변수들이 되겠다. 다음

글로벌 도시이다.

으로 지도정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공간적 집적패턴을 구현해
본다. 이를 통해 루자주이-주위안, 와이탄-인민광장, 난징시루, 화이하이 중루,

표 1. 중국 내 주요도시들의 세계 도시 네트워크 연결성 순위
도시

2000

2004

2008

2010

2012

상하이

31

23

9

7

6

베이징

36

22

10

12

8

광저우

109

98

73

67

50

선전

200

179

102

106

120

톈진

-

-

205

188

162

청두

-

-

179

252

188

칭다오

-

-

-

267

193

항저우

-

-

-

262

211

난징

-

-

215

245

220

충칭

-

-

-

-

222

다롄

-

-

218

275

237

샤먼

-

-

-

-

249

우한

-

-

-

-

273

시안

-

-

-

-

293

쉬자후이, 상하이무역센터 6곳의 생산자 서비스가 집적된 중심구역을 발견하
게 되었다. 이러한 다핵발전 패턴은 그림2(Li, Ma, 2011)에서 볼 수 있다.

출처: GaWC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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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기존의 중추-변두리 패턴이 점차 변화되어 더 균형 잡히고
역동적인 멀티센터 CBD 시스템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것은 신흥 글로벌 도시가 되는데 필요한 강한 추진력을 촉진시켰다.

office center
administrative center
trade center
CBD

office center
financial center
Real Estate

CBD

center

Sub.CBD

Retail Center

Line
One

advanced
producer
services

Ⅰ single center

Retail Center
Ⅱ function diversity

CBD

financial
center

Retail Center
Ⅲ polycentric CBDs

the elevated inner
ring road

그림 3. 상하이의 CBD 시스템 형성 과정

4

출처: Li, Ma(2011)

2
1

3
6

2013년 기준 모든 1차, 2차, 3차 산업활동의 단위 데이터의 지오 코딩

1Line Two

5

(geo-coding)을 실행한 후(그림4), 2013년 기준 모든 산업활동단위의 수입을
legend

Center producer services agglomeration areas

1. Lujiazui-Zhuyuan

2. Bund-People’s Square Ring 3. Huaihai Zhong Road

4. West Nanjing Road

5. Xujiahui

이를 통해 상하이의 도심지역은 여전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

6. Hong Qiao International Trade Center
0

기반으로 하한 커널 밀도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분석했다(그림5).

2.5

5

게 되었다. 그래서 중심도시의 도시재생은 핫 스폿(hot spot)이 되었다.

km

그림 2. 상하이의 다핵 CBD 시스템
출처: Li, M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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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조업의 도심집적”에서 “교외화”로의 전환
1930년대(그림 6)와 1940년대(그림 7), 1980년대(그림 8)의 상하이 산
업단지 분포를 비교해보면, 수자원과 수상운송의 편리성 때문에 쑤저우강
(Suzhou River)과 황푸강(Huangpu River) 주변에 집중해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Revenue (ten million Yuan)
-,389898 - 2,571850
2,571851 - 10.506153
0 4.5 9

18

27

36

kilometers

10,506154 - 25,869830
25,869831 - 112,450480

그림 4. 2013년 상하이의 모든 산업 활동 단위

Industrial areas in 1930s

그림 6. 1930년대 산업단지
출처: Zhang,1932

Kernel density
0-2,417,833,75

4,835,667,501 - 7,253,501,25

2,417,833,751 - 4,835,667,5

7,253,501,251 - 9,671,335

그림 5. 2013년 모든 산업활동 단위의 수입 기반 커널 밀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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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1990년 이후, 상하이 중심 도시는 상하이 정부 주도의 급격한 탈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업구조 조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체 수, 직원 수, 산업
생산량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에는 상하이의 산업통계기준이 달
라지기 때문에 1993-2004년 사이와 2005-2008년간의 상황을 각각 연구하
Employees number of factories
8,000
4,000
800

고자 한다.
1993-2004년 사이 도심지역은 급격한 탈산업화과정을 겪게 된다(표2).
2005-2008년 사이(표3), 상하이 도심 모든 지역에서의 산업지표비율은 더

1937 War destructions
Partially burn out
Burn out
Police districts in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1937-1945)
French Concession
Railway
Street

하락하게 된다. 2차 산업이 도심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생산자서비스
업의 도심지역 집적과 제조업의 교외지역 집적이라는 노동패턴의 공간적 분리
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7. 1940년대 산업공장
출처: Christian., Isabelle, 2012

표 2. 상하이 도심지역의 일부 산업지표 비율의 변화(1993-2004)

지역

기업체수
비율 변화
（%）

직원 수
비율 변화
（%）

총 산업생산
가치 비율
（%）

양푸 구

-2.52

-7.53

-8.22

후푸 구

-3.81

-3.6

-3.67

훙커우 구

-3.01

-2.9

-3.63

창닝 구

-2.97

-2.84

-2.64

푸퉈 구

-2.3

-3.01

-2.6

자베이 구

-2.66

-2.93

-2.49

징안 구

-2.7

-3.62

-2.26

루완 구

-1.94

-1.79

-2.09

-1.76

-2.46

0.12

6

5

1

4
3

2

The industrial area in Shanghai (1980s)

쉬후이 구
그림 8. 1980년대 산업단지

출처: 상하이 통계연보(1994-2005년)

출처: Yu,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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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0

표 3. 상하이 도심지역의 일부 산업지표 비율의 변화(2005-2008)

10,000

지역

기업체수
비율 변화
（%）

직원 수
비율 변화
（%）

총 산업생산
가치 비율
（%）

쉬후이 구

-1.27

-1.07

-1.77

양푸 구

-0.77

-0.85

-0.42

루완 구

-0.23

-0.58

-0.41

후푸 구

-0.36

-0.34

-0.36

푸퉈 구

-0.39

-0.62

-0.29

자베이 구

-0.59

-0.54

-0.28

창닝 구

-0.36

-0.39

-0.18

훙커우 구

-0.27

-0.29

-0.17

징안 구

-0.16

-0.17

-0.09

20,000

Industrial base
Industrial park
Town industrial land

그림 9. 2010년 산업단지
출처: 상하이시 경제정보기술위원회

출처: 상하이 통계연보(1994-2005년)

2010년도 기준 상하이 산업단지 분포도를 확인해 보면, 도시 내 황푸강

3. 상하이 창조산업의 부상

과 쑤저우강 주변에는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하이 산업단

3.1 상하이 시정부 산업개발정책에 나타난 창조산업의 부상

지는 교외화라는 분명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그림9).

상하이 시정부는 창조산업발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련의 정책을 내놓게
된다. 2005년 8월, 상하이는 중국 최초로 창조산업협회를 설립한다. 2010년
2월, 상하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한다. 이로부터 3개월 후 상
하이는 창조도시청을 위한 진흥부서를 만든다.
상하이의 창조산업 개발비전은 ‘디자인 도시’이다. 상하이는 2014년, 문
화창조산업을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디자인도시’ 3개년 실천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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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하이 경제에 나타난 창조산업의 부상

3.3 상하이 도시공간구조 내의 창조산업클러스터 부상

상하이는 문화창조산업의 핵심으로 디자인을 제안하고 산업적 혁신의

이전에 산업단지로 사용되었던 도심지역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사무실

전환 및 발전을 위해 창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의 경쟁력 및

건물 부지로 사용되는 업무단지로 바뀌었다. 낡은 공장들은 창조산업단지로

브랜드 소프트 파워 강화와 함께 산업 구조개편, 경제체제 전환 및 업그레이

변모되었다. 창조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상하이 도시공간구조에서 중요한 요

드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기술, 신산업, 새로운 운영방식 및 신모델을 장려하고

소로 간주된다. 상하이에는 현재 87개의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있고 총면적은

있다.

336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은 도심지역(그림 11), 특히 이전에 제
창조산업의 GDP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05년에서 2014년간 총

조업 공장지대로 사용되었던 쑤저우 강과 황푸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GDP는 6%에서 12%로 증가했다(그림 10). 창조산업은 이제 상하이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부문이 되었다.
3000

2833
2555.39

2500

12%

2269.76
10%

1923.75

2000

8%

1477.99

1500
6%
1048.75
1000
500

12%

14%

6%

1149

857.8
549.4

Suzhou River

4%

674.59

2%

0

Huangpu River

Creative Industry
Cluster Area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River

2014
0 4.5 9

18

27

36

kilometers

GDP of creative industry (ten million Yuan)
Accounted for the proportion of Shanghai

그림 11. 상하이의 창조산업클러스터 위치

그림 10. 상하이의 창조산업 GDP(2005-2014)
출처: 상하이시 경제정보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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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라오창팡’은 원래 도축장이었다. 1933년 11월 상하이공부국(工部局)
Outer Ring Road
Huangpu

데, 발포스는 설계 당시 건축적인 미학과 산업적 미학을 건물에서 함께 찾을

River

Suzhou
River

에서 도축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영국인 건축가 발포스(Balfours)가 설계했는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제 제국주의 식민통치 이후, 중국정부

Inner Ring Road

River

Creative Industry Cluster Area

그림 12. 상하이 도심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위치

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도축장을 운영하게 된다. 라오창팡은 당시 상하이
및 동아시아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도축장이었다.
1949년 5월 중국 공산당이 도축장 운영권을 맡게 된다. 이때까지 라오창팡은
상하이 최대의 육류생산기지였으나 이후 제조업의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도축

4. 상하이 라오창팡 사례연구

장 건물은 2002년 무기한 폐업에 들어가게 된다.

4.1 라오창팡의 위치 및 역사
‘1993라오창팡(1933 Lao Chang Fang)’은 상하이의 창조클러스터 중 하
나이다. 상하이 훙커우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4번, 10번 노선의 하이
룬역(Hailun Station)이 근처를 지나고 상하이의 최고 랜드마크인 와이탄이
1km 반경에 있어 입지조건이 우수하다.

4.2 라오창팡의 재개발
2006년 8월 1일, 상해창조산업투자(Shanghai Creative Industry Investment Co., Ltd )와 상해 진지앙국제산업개발(Shanghai Jin Jiang Inter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Co., Ltd.)간 상하이시 도축장에 대한 임대

Outer Ring Road

계약서가 체결되고 1933 창조산업클러스터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그림 14).

Huangpu
Suzhou
River

1933

Bund

River
Lujiazhui

Inner Ring Road

그림 13. 상하이 도심에 위치한 1933라오창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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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style
before
redevelopment

The new
style after
redevelopment

그림 14. 라오창팡의 과거와 현재
출처: 라오창팡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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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 라오창팡의 주기능은 패션 랜드마크이다.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

4.4 라오창팡 개발의 단점

인 것이다. 비즈니스, 리테일(소매업), 문화, 관광구역이 포함된다. 패션업계 제

현재 상하이의 창조산업 클러스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품발표, 창의적인 사무실, 레저·엔터테인먼트·외식 서비스 등이 신 라오창팡의

사무실중심 유형이고 하나는 리테일 및 레저 서비스중심 유형이다. 라오창팡

주요 5개 기능으로 꼽힌다.

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전형적인 소비자 공간이다. 현재 상하이에는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 너무 많다. 아직 창조산업 클러스터가 생기지 않은 상하이의 다

4.3 라오창팡 개발의 스필오버 효과

른 지역에서는 소비자 공간 유형을 따라 만들기가 훨씬 용이한 실정이다. 반면

라오창팡이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영향력

생산자 공간이나 제조업자 공간은 암묵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을 미치게 되면서 훙커우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체들은 라오창팡 인근지역에

라오창팡은 동질적 경쟁과 치솟는 임대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 창조산업단지(Creative Industry Park)를 건립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창

라오창팡의 개발은 상하이시의 창조성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조산업단지들과 라오창팡은 함께 ‘상하이 뮤직 밸리(Shanghai Music Valley)’

훨씬 더 중요한 혁신 및 창조 과정이라기 보다는 도시재생(도시고급화, gen-

로 불린다. 상하이 뮤직 밸리는 주로 음악 및 기타 관련 문화공연산업의 발전

trification)과정이다.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tar-dream
Theater

Triangle Art Park
China Music Industry Park

5. 결론 및 논의
5.1 창조디자인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혁신 역량과 문화 창의성 통합 필요

The Old Comercial
House 1913
1933 Laochangfang

과거, 상하이 경제발전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나 건설이었다. 오늘날은 인
구, 자원, 에너지, 환경적 제약과 같은 요소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시장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전통
적인 규모의 성장은 오늘날 보기 어렵게 되었다.

Peninsula Bay

그림 15. 라오창팡 인근의 창조단지

2014년 5월 23일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시진핑은 상하이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술혁신

출처: http://sh.house.163.com/14/0709/09/A0MV765B00073SD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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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과학기술혁신 장려정책에 있어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

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상하이는 소비자(consumer) 중심의 창의공간보다

계의 선봉에 서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제조자(maker) 중심의 창의공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상하이는 처음에 세웠던 혁신목표와 통합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하이 제조

5.3 “임대공간”보다는 “인재를 위한 공간” 정책 채택 필요

(Made in Shanghai)”가 아닌 “상하이 창조(Created in Shanghai)”로 바뀔 수

미국의 창조도시 이론가 플로리다(Florida, 2002)는 ‘재능(talents)’, ‘기

있도록 해야 한다. 상하이는 기술혁신역량과 문화창조역량을 통합해야 가능

술(technology)’, ‘관용(tolerance)’이 창조산업의 근간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한 창조디자인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상하이 또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은 재능이 필요하다.
상하이 시정부는 “왜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을 상하이에 잡아둘 수

	5.2 소비자중심의 창조공간보다 제조업자중심의 창조공간으로 초점

는 없었는가?”라며 탄식했다. 좋은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혁신 역량이라

맞출 필요

든가 창의성, 포괄적 비용, 인구 구조, 시정부의 시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영기업이 중국의 경제시스템에 출연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네트워크가

답변을 할 수 있겠다.

변화되고 있다(Ning and Wu, 2011, Li, Krätke, 2015). 베이징은 중국 도시

실제로, 빈든(Winden et al, 2014)은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혁

네트워크 내 강력한 관계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한편 동시에 국영기업의 주요

신 생태계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책적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는

기지로서의 명성 또한 높아졌다.

학생, 연구자, (세계적인)지식노동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베이징에 소재한 A 증시(상해거래소) 상장기

수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 상하이는 “임대를 위한

업 수는 232개, 상하이는 201개였다. 베이징은 중국 내 A증시 상장기업이 가

공간”보다는 “인재를 위한 공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상하이는 정책의제에

장 많이 위치한 도시가 되었다. 베이징은 또한 중국 내 전체 A증시 상장기업

있어서 인재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총 수입의 46.83%를 차지했다. 상하이는 10.78%에 그쳤다. 이러한 중국상장
기업의 구도는 ‘베이징 양극화’의 패턴을 보여준다(Li, 2015).
중국도시네트워크 내 입지를 개선하고 베이징의 강력한 경쟁적 입지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이는 기존의 지휘통제기능을 개선하
고, 지사경제(branch economy) 보다는 본사경제(HQ Economy) 개발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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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상하이와 창의성:
라오창팡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창조산업
김세준 (KIM Saejune)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저자는 원고에서 상하이의 산업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서 발생하는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상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인식하고, 창조산
업의 대두에 의한 창조산업클러스터의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
공간과 산업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논거를 제시하고 창조산업의 핵심동인인
창조자 중심의 창조공간을 우선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자는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논의된 문화와 경제개발에 대한 몇 개의
주장을 기술하며 창조산업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인식적, 실천적 논쟁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문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측면은 고전적으로 개발론적 입장에서의 문
화에 관한 관점을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개발도
현직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2016 문화정책 국제컨퍼런스> 집행자문위원
		 (사)한국예술경영학회의 부회장과 편집위원장
		 국내외 문화시설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기획과
		 평가부문에 다양한 연구 및 자문활동
학력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예술행정 분야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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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에서는 문화는 경제개발의 중요한 요소이기 보다는 장애물이거나 무시되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발과정중심의 경제에서 최근 상품제조보다는 인
간중심의 경제전환시 문화의 유용성에 관해 전지구적인 다양한 문화에 관한
다층적 입장이 노출되었다. 국제적 질서에 합류하면서도 고유의 문화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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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부수적 행위가 발생되었다. 근대 이전 개발도상국가의 제도와 태도는
문화를 합리적으로 보지 않고 전통적인 인습으로 치부하였던 반면 저명한 경
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인간중심의 경제에서 인간의 경제적 만족과 행복
의 관계에서 고유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사회자본으로서 갈
등을 사회변화를 위한 필수품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민주국가에서의 내외
부의 갈등을 변화의 동인으로 삼기도 한다. 모든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
어내는 그래서 가난과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화적인 창의성의 역할
이다.

도시에서 문화의 발전이 경제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혹은 경제개
발이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는 큰 화두이다. 문화와 예술이 도시
개발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상호의존성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문화를 전통적인 가치관,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 예술위주의 고유한 영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창조산업
에서의 문화는 대체로 다양한 영역의 문화를 의미한다.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경제개발은 일정한 기간 소득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 현재 인간개발의 측면
이 강조되어 간다. 저자가 논의하였듯이 단기간 문화의 경제에 대한 효용성은
측정이 가능한 경제활동에 한정되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직접변수와 유도, 간
접 변수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한 지역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혹은 대표적
기관에 적용가능한 모형도 있으며, 혹은 도시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가능
하다. 향후 저자는 창조클러스터의 도시경제에 끼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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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와 창조성:
예술과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구니히로 노다 (Kunihiro Noda)
일본 돗토리 대학 지역과학부, nomad@rs.tottori-u.ac.jp

초록
예술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이니셔티브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의 도시(Creative Cities) 계획으로
알 려진 이러한 지역 재 생 이니셔티브는 이 제 아시아 각 국 에 도 널리
보편화되었다. 일본에서는 21세기 초반부터 지방 정부 주도하에 창의 도시
정책을 차용해오고 있다. 선두주자는 가나자와시와 요코하마시였다. 본
현직 일본 돗토리대학교 교수
학력 와세다대학교 정치학 학사
경력 요코하마시 예술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1980년~1989)
		 요코하마 아트 웨이브 기획(1987~1989)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기획(2004)
		 아이치 트리엔날레 집행위원회(20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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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요코하마시에서 2004년부터 시행되어온 신도시정책인 ‘창의도시
요코하마(Creative City Yokohama)’의 발전, 방법론, 내용 및 그 성과에 대해
간결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창의도시 요코하마 정책이 일본 전국에 미친
영향과 일본의 창의도시 정책의 현 시점 또한 함께 점검해 보기로 한다.

발 제

구니히로 노다, 일본

1. 창의 도시(Creative City) 개념의 발생

된다. 회의 결과로 ‘영국과 독일의 창의 도시(Landry et al., 1996)’ 보고서가

도시를 논할 때 창의성(creativity)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고대

도출되었으며 랜드리 역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 『창의 도시(The Creative

그리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도시 거점(creative urban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2000)를 쓰게 되었다.

centers)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피터 홀(Peter Hall)의 저서 『문명화속의
도시들(The Cities in Civilization)』(1998)을 보면, 도시 발달에 있어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시의 1차 산업이었던 제조업이 사양화의 길을 걷게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잘 기술되어 있다. 책에는 인류 역사의 각

되자 실업률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는 문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다른 시점에서 혁신이 일어난 도시 거점들의 뚜렷한 차별성에 대해 기술하고

채택함으로써 활력을 되찾았다(Booth and Boyle, 1993).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있다. 피터 홀에 따르면, 어떤 도시의 창의성을 반영하는 핵심 개념은

랜드리 외의 연구학자들이 실업률과 같은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도시 재생사업의

혁신적인 환경(milieu)이다. 혁신적인 환경은 “사람들이 만나고, 얘기하고,

매커니즘-오늘날에는 ‘글래스고 신드롬(Gloasgow Syndrome)’으로 불리운다-을

상대방의 음악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상대방의

조명해낸 것이다.

생각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리고 지리적 우연에 의해서, 스파크가 튀고 뭔가
새로운 것이 그러한 조우속에서 생겨나는 장소”(Hall, 1998)이다. 피터 홀은

1985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 프로그램이

이것이 뭔가 논리적 설명이 힘든 현상이며, 더 나아가 혁신이란 어떤 하나의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스 문화 장관 이 처음 제안 할 당시에는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혁신이 사슬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쇄

예술올림픽의 성격이 강했으나,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문화를 통한 도시

현상(cascading phenomenon)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피터 홀은

재생(urban renewal)으로 바뀌었다(Palmer/Rae Associates, 2004). 1990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010).

영국이 처음으로 프로그램 의장국을 맡게 되었을 때, 개최장소는 런던이 아닌
글래스고가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글래스고시가 문화 활동을 통해 도심

창의 도시(Creative Cit y)라 는 개념은 도시계획 전문가 찰스

지역 재생을 성공시킨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랜드리(Charles Landry)의 『글래스고: 창의 도시와 문화 경제(Glasgow:
The Creative City and its Cultural Economy』(1990)에서 처음으로 상세히
연구되었다. 이후 1994년에 독일의 5개 도시와 영국의 5개 도시 대표들이

경제분석학자 아케 앤더슨(Ake E. Andersson)은 진정으로 창의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여 도시 창의성(urban creativity)이라는 주제로 글래스고에서 회의를 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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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히로 노다, 일본

1. 축적된 부와 긍정적인 경제 성장의 임계질량

이루어진 창의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를 설립한다. 또한

2. 계속 증가하는 많은 인구수 + 상당한 수의 이주자 유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창의 경제

3. 박식한 지식을 가진 인재 풀

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를 발간하기도 했다. 창의 도시 정책은

4. 다른 지역과의 큰 규모의 다양한 무역 및 커뮤니케이션 흐름

현재 아시아 전체에도 광범위하게 보편화되고 있다.

5. “열린 사회”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관대하고 접근이 가능한
일본 에서의 창 의도시 계획은 가 나자 와 도시에서 처음으 로

공간
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인식하고 있는 수요와 실제 공급간의 불균형. 즉

이루어졌다 (Sasaki, 2001). ‘소 교 토( 작은 교 토)’로 불리던 특 색있는

정성, 정량적 의미에서 모두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가

가나자와시의 역사적인 도시경관이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존재할 것

시 당국은 1968년에 시의 전통적인 풍광을 보존하기 위해 ‘가나자와

7. 제도발전 및 철학적, 과학적, 예술적 패러다임의 발전과정에서 구조적인
불안정과 불확실성 존재

전통환경보존 조례(Kanazawa City Traditional Environment Preservation
Ordinance)’를 제정하게 된다. 1996년에는 폐업한 지 오래된 방적 공장을
‘가나자와 시민아트센터’로 리모델링 한다(Sasaki, 2001). 게다가 2004년에는

1990년대 이후로 각국 정부는 창의 도시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SANAA 건축사무소의 가즈요 세지마와 류에 니시자와가 설계한 ‘가나자와

1994년 폴 키팅 총리가 이끄는 호주 정부는 문화 정책의 초점을 창의성으로

21세기현대미술관’이 건립되어, 지금은 매년 백만명 이상이 꾸준히 찾는

바꾼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또한 1997년 총리 취임

명소가 되었다. 같은 해 세이지마와 니시자와는 베네치아 비엘날레에서 열린

이후, 영국의 씽크탱크인 디자인진흥원(Demos)에서 펴낸 「우리 정체성의

제9회 국제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개선(BritainTM: Renewing Our Identity), Lanard, 1997」이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창조 산업1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차용했다.

역사 와 전통 문화가 풍 부한 가 나자 와 에 비해 , 요 코하 마 는
상대적으로 신생 도시이다. 지역 기업가 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2004년, 유럽연합은 유네스코 산하에 전세계 69개 회원도시,

수 있었던 가 나자 와 에 비해 , 요 코하 마 는 항구도시이자 도 쿄 근교 의

7개 창조영역(민속예술, 미디어예술, 영화, 디자인, 요리, 문학, 음악)으로

주택도시(베드타운)로 발전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로 대조되는

1

창조산업은 예술, 디자인, 과학, 기술 관련 일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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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와 요코하마는 일본 전역의 문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치러졌으며, 선거 결과 비공 산당계의 일본사회당 소속이 홋카이도현,
나 가 노현 , 도 쿠 시 마 현 , 후 쿠오 카 현 도 지 사 에 당 선 되 었 다 . 이 후 에

2. 요코하마의 역사
요코하마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이다. 150년 전만해도,
요코하마는 약 100여 가구로 이루어진 작은 시골이었다. 17세기 초부터
일본은 외국으로 통하는 문을 닫고 250년간 쇄국정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교토현(1950년), 효고현(1954년), 오이타현(1955년)에서도 개혁주의 성향의
도지사들이 연달아 당선되었다. 이런 식으로 개혁주의 지방 정부 2 들이
1947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본정치역사에 긴 족적을 남겼다.

1853년 미국해군함정이 일본에 도착하게 되면서 당시 일본을 통치했던
1963년 치러진 다섯번째 통합지방선거에서는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막부(shogunate)에 압력을 가해 고립주의정책을 그만 둘 것을 종용했다.
일본 막부는 어려운 시경에 처하게 되었다. 미군 함대는 에도(현 도쿄)만에
정박하고자 했으나, 당시 일본 막부는 에도가 당시 일본의 수도였으므로 에도
개항이 너무 위험하다고 결론내렸다. 대신에 30킬로미터 떨어진 요코하마에
새 항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 결과 요코하마 항구가 신설되고 1854년

기타큐슈에 시정부 차원의 개혁주의 지방 정부가 출현했다. 요코하마시
이시오 아수카타 시장은 1964년 전국개혁주의시장연합회를 발족시켰다.
연합회 회장이었던 아수카타 시장은 일본 전국의 개혁주의 시장들의 리더
격이었다(Narumi, 1970).

미일간 ‘화친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쇄국정책은 종지부를
산업을 우선시했던 중앙 자유민주주의 정부와는 달리, 아수카타

찍게 된다. 뒤를 이어 미국과 다른 유럽국가들도 요코하마항의 조계지에
영사관을 짓게 되면서 요코하마항은 국제무역항구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다.
요코하마시의 발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 요코하마는 인구 370만 명의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가 되었다.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양식에 관심을 쏟는 정책을 펼쳤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던 1960년대에, 요코하마시는
산화질소나 산화유황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을 시정부 차원에서 엄격히
금했으며 시의 제한기준은 중앙정부가 내놓은 기준보다 훨씬 엄격했다.

2 차 세계대전이 끝 나 면서 미 점령군 은 일본 에 민주 주의를
전파하고, 메이지 시대 이후 처음으로, 일본은 중앙집권 관료체제에서

요코하마시는 또한 시가 정한 규제3를 기업들이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2

개혁주의 지방 정부는 개혁당 소속의 비보수적인 도지사가 이끄는 지방 정부를 뜻함.

3

지방분권체제로의 이행을 겪게 된다. 1947년, 일본 최초의 통합지방선거가

요코하마시가 도입한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인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

게 된다. 이러한 요코하마의 이니셔티브는 1967년 환경보전에 대한 최초의 법인 “환경오염 통제 기
본법”이 정립될 만큼 일본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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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본 최초로

새로운 도시 센터를 짓는 도시 재생 계획이다. 부지의 대부분은 바다를

도시경관개선계획과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메운 간석지였다. 1983년에 출범한 MM21 프로젝트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시디자인청(Urban Design Office)을 세우기도 했다.

접어들었다. 이곳은 현재 인구 8만 명이 일하는 새로운 도시 센터로 발전했다.

아 수 카 타시 정부 는 시대 를 훨 씬 앞선 선도적인 국가 창 의

MM21의 발전과 함께, 이전에 카나이5 시내지역에 있었던 사무실들이

이니셔티브를 많이 제정했다. 당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대한 전례가

새로운 도시센터로 이전하기 시작했다(그림 1). 그 결과,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전무했기 때문에, 시 관료들은 연구 및 토론 활동에도 관여해야 했다. 이 당시,

카나이 지역이 쇠락하게 되었다. 요코하마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무지가

요코하마시는 창의도시의 선두자라는 이미지로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끌게

카나이 지역인 직장인들이 1996년 십이만 명에서 2006년 9만 명으로

되었고. 전국의 대학 졸업생들이 요코하마시에서 일하고 싶어 몰려들었다.

크게 줄었다(Yokohama City, 2010). 게다가, 구도심에 있는 많은 역사적

아수카타 시정부에서 훈련된 시관료들은 2000년부터 시작된 창의도시

건물과 창고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제안되었다. 요코하마는 과거

요코하마(Creative City Yokohama)를 이끌게 된다.

항구도시로 쌓아온 매력점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요코하마로 오는 관광객 수에도 영향을 미칠 일이었다6.

3. 창의도시 요코하마의 탄생
요코하마의 도심지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 오랫동안 미군 점령지역으 로 남 아 있었다. 그
결과, 도심지역은 도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요코하마시
도시중심부는 196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야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 중 가 장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가 미나토-미라이21 4 (MM21)
프로젝트였다. MM21은 186 헥타르에 달하는 요코하마 해안가 빈 부지에
4

“미나토-미라이”의 일본어 뜻을 영어로 풀면 “미래항구(future port)”이다.

그림 1. 미나토-미라이21과 카나이
5

1859년에 요코하마항이 처음 지어진 위치가 카나이다.

6

연간 4,000만명이 찾는 요코하마는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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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지역개발계획으로 국립예술공원(National Art Park)의 건립이다. 목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취임한 히로시 나카다 시장은 2002년
가을, 오래된 카나이 시내 지역을 예술문화를 통해 재생시킬 새로운 도시

옛 항만지역의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제문화관광교류센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정책 개발을 목표로 연구팀을 결성하게 된다. 당시 요코하마 도시 디자인
국장이었던 타게루 기타자와가 연구팀장으로 임명되었다 7. 기타자와는 이후
도쿄대 교수가 된다.

보 고 서는 또한 요 코하 마시에 이러한 프 로젝트 관 리를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후, 요코하마시는 2004년 예술문화
창의도시본부(Creative City of Art and Culture Headquarters) 9 라는

2004년 초, 연구팀은 제안보고서 「창의도시 요코하마(Towards

이름으 로 된 부 서를 따로 신설한 다. 신규 부 서는 창 의도시진흥팀과

the Formation of a Creative City of Art and Culture–Creative City

문화정책팀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설된 창의도시진흥팀이 앞의 세가지 의제를

Yokohama)」를 펴내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세 개의 의제를 다루었는데,

담당했다.

첫째는 창조 핵심의 형성(Formation of Creative Core)이었다. 첫 번째
의제의 목표는 구도심의 역사적 건물과 부둣가의 창고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창조적인 근무환경 및 창조 단지(creative district)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4. 뱅크아트 프로젝트(BankART1929): 요코하마 구도심 재생

위해, 보고서에서는 도심8내에 창조적 근로자수의 증가를 위해 순차적 목표를

선도프로젝트

제시한다 ‘창조 핵심(Creative Core)’이라는 개념은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요코하마시는 도시디자인정책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역사가

Florida)의 ‘슈퍼 창조 핵심(super creative core)’(Florida, 2002)에서 차용된

오래된 것이 아니기에,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교외지역에 위치한 역사적 건물

것이다.

보존에도 힘을 쏟는 등 역사경관의 보존노력을 활발히 해왔다.

두 번째는 이미지 문화 도시(Image Culture City)로, 카나이(Kannai)

창조핵심 형성사업의 일환으 로 , 요 코하마시는 구도심 지역의

지역에 창조 클러스터 형성뿐만 아니라 영화 및 비디오를 포함한 창조산업의

역사적 건물을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원래 다이이치 은행과

신세대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의제는 카나이 지역에 초점을

후지 은행이었던 2개의 낡은 건물이 프로젝트 부지로 선정되었다. 둘

7

9

본 연구의 저자는 요코하마 시관리국의 정책부서에서 본 연구그룹을 책임지고 있다.

8

‘도심(city center)’은 나카 워드와 니시 워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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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소유 부지였다. 요코하마시는 프로젝트지원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뱅크아트1929바샤미치는 구 후지은행에서 새로운 창고로 이전하게 되고,

프로젝트 관리업체 모집을 맡겼다. 24개 업체가 지원했고 위원회는 그

뱅크아트 스튜디오NYK(BankART Studio NYK)10 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중 2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와 시정부는 즉시 프로젝트관리에

2006년, 요코하마시는 뱅크아트1929 프로젝트의 2년간의 성과를

대한 논의를 시작 했다. 프 로젝트를 위한 공 동 조 직이 만 들 어지고

담은 평가보고서를 펴낸다.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2년간의 성과를

뱅크아트1929(BankART1929)로 명명되었다. 뱅크아트1929는 관리기관 및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프로젝트 기간을 4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시설을 이르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이름 또한 뱅크아트1929로

내렸다. 다음은 보고서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불리게 되었다. ‘1929’라는 숫자는 2개의 은행건물이 세워진 연도를 뜻한다
뱅크아트1929 프로젝트는
뱅크아트1929 프로젝트는 2년의 사업기간을 목표로 2004년 3월
출범했다. 뱅크아트1929의 활동에는 입주작가 프로그램, 커피숍, 서점뿐만

1) 도심에 예술문화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창의도시 요코하마의 개념에
긍정적인 공공성을 불어넣었다.

아니라 전시회, 연극, 무용, 콘서트, 강연 등이 포함되었다. 예술가, 프로듀서,

2) 역사적 건물과 창고시설의 활용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편집인, 학자, 정책입안가 등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얘기를

3) 창조적 핵심을 형성하고 예술 및 문화를 통해 도시재개발의 씨를 육성하여

나누었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탄생되었다.

구도심 지역의 재생에 기여하였다.
4) NPO(비영리기구)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성공했다.

뱅크아트1929의 활동은 뱅크아트1929 요코하마(전 다이이치 은행
표 1. 뱅크아트1929 성과 (2004-2006)

건물)와 뱅크아트1929 바샤미치(전 후지 은행 건물) 두 개의 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출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뱅크아트1929
바샤미치(BankART Bashamichi)는 후지 은행 건물 자리를 비워줘야 했다.
요코하마시에서 도쿄국립예술대학 영화뉴미디어예술대학원 건립을 후지
은행 자리에 유치했기 때문이다. 시정부는 뱅크아트1929를 위한 다른 역사적

아트 프로그램
참석인원

601
170,943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41

언론 보도

437

카페 방문객 수

건물을 찾아보았으며 이후 근방에 있는 창고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따라

53,720
(요코하마시, 2006)

10 

NYK는 니폰유센(Nihon Yusen Kaisha)의 약자로 전에 창고를 운영하던 운송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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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도심의 창의성 축적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ZAIM에는 25명의 아티스트, NPO 사무실 및 기타

뱅크아트1929의 성공 이후에, 아트 스튜디오와 디자이너 사무실이

입주업체들의 작업실과 사무실이 자리잡게 되었다. ZAIM은 또한 2008년에

카나이 지역에 많이 들어서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 내에는 진정한 의미의

요코하마 아트 트리엔날레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14

창조적 핵심(creative core)이 만들어졌다. 뱅크아트1929 요코하마 건너편에



있는 전 테이산 소코 실크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에 재개발계획이 세워졌다.

뱅크아트 스튜디오 NYK옆에 위치한 뱅크오쿠바시(Bankokubashi)15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모리 빌딩사에서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창고 또한, 구도심의 또 다른 창조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창고건물을 소유하고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작업실과 사무실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있던 회사는 요코하마시에 시정부의 창의도시정책을 통해 창조적인 회사를

키타나카 브릭 앤 화이트(Kitanaka Brick & Kitanaka White)11 프로젝트를

창고건물에 유치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다. 요코하마시는 영화영상산업

출범시킨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50여명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컴퓨터 그래픽회사인 I-Toon이나 다른 창조적인 비즈니스

2개의 역사적인 건물에 자신들의 작업실과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업체들을 뱅크오쿠바시 창고에 유치할 수 있었다.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자, 해당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요코하마시의 창조핵심은 이제 카나이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카나이 인근 노게지역에서 시가 운영하던 오래된 결혼예식장이

이 프 로젝트 말고 도 , 비슷한 프 로젝트가 시행된 키타 나 카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었다. 2006년 이 건물을 3개의 연극 및 무용 회사의

브릭&화이트 앞에 있는 혼초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디자이너들이

리허설 스튜디오로 탈바꿈시키는 ‘급경사 스튜디오(Kyuna-saka Studio)’16

생겨났다. 혼초빌딩 4&5(Honcho Building Shigokai) 12 로 이름 붙여진

건설 이니셔티브가 수립되었다. 현재 이 스튜디오는 아트 네트워크 재팬(Art

프로젝트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입주사 10개

Network Japan)17 과 ST 스폿 요코하마(ST Spot Yokohama)18 에서 운영하고

중 7개는 건축사무소였다. 이와 비슷하게, 요코하마시는 2006년 6월부터

있다.

2008년 12월까지 요코하마시 소유의 전 지역금융국(Regional Finance
Bureau) 빌딩에 ZAIM13이라는 프로젝트를 조직하게 된다. 혼초 빌딩에서

14 

11 

15 

12 

16 

13 

17 

2008년 열린 제3차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일본재단과 함께 주최한 것이다.

http://yokohamatriennale.jp/2008/en/
키타나카는 창고위치가 있었던 지역이름.
혼초는 빌딩이 위치해있는 지역이름이다. ‘시-고-카이’는 일본말로 4층, 5층을 뜻한다.
ZAIM(‘zaimu’)이라는 일본말의 뜻은 영어로 ‘금융’이라는 뜻이다.

‘뱅크오쿠바시’의 일본말 뜻은 ‘모든 국가의 다리’를 의미한다.
‘쿠나 사카’의 일본말 뜻은 ‘급경사’임.

도쿄에 위치한 NPO.

18 

요코하마에 위치한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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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지역에 형성된 창조핵심은 대학 캠퍼스 클러스터링에도 영향을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주민, 시공무원,

미쳤다. 2005년 뱅크아트1929 바샤미치에서 진행된 영화제작과정19 을 필두로

민간기업, 대학, 예술가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가 이끄는 아트 페스티벌

도쿄국립예술대 영화뉴미디어대학원이 카나이 지역에 3개 과정을 열었다.

코가네초 바자(Koganecho Bazaar)가 2008년 출범하여 매년 열리고

또한 동 대학원 뉴미디어과정이 2006년 신코 20 나루터에 신규 오픈했고

있다. 2014년 코가네초 바자 축제는 일본 및 해외에서 35여 개 예술단체가

2008년에는 뱅크오쿠바시 컨퍼런스 센터에 애니메이션 과정을 열었다. 더

참여하기도 했다.

나아가, 요코하마국립대에서도 카나이에 건축도시스쿨 Y-GSA21 를 세우기도
했다.

코 가 네초 지역 관 리 센터(Ko g an e c h o A re a Mana g e m e n t
Center)라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이 지역의 빈 건물들의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6. 코가네초: 사창가에서 예술단지로

입주자 임대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2012년 5월 기준, 센터에서 관리하는

창의도시 요코하마의 정책은 카나이 인근지역이면서 일본에서 가장

임대가능 공간은 90여 실에 달한다. 이중 72개실은 현재 프로덕션 스튜디오,

큰 불법사창가지역으로 알려진 코가네초에도 적용되었다22 . 요코하마시,

주거공간, 커피숍, 상점, 전시관, 행사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경찰, 지역주민은 사창가 를 없애기로 협약 을 체결했다. 요코하마시는

13개실은 아직 공실 상태이다.

지역개선프로젝트 공모전을 발표했다. 그 결과, 코가네초의 오래된 건물을
이용 한 새로운 뱅 크아트 프 로젝 트인 뱅 크아트 사 쿠 라 소 (B a n k A RT

이런 사업 시행 결과, 이전에 사창가로 알려진 지역은 예술지역으로

Sakuraso)가 채택되었다. 사쿠라소 프로젝트를 통해 2006년부터 2009년

변모하게 되었다. 토지가 격이 상승하고 , 코가 네초 맨션과 같은 고급

사이에 수많은 예술 행사가 지역내에서 열렸다. 게다가 2007년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이전의 코가네초가 지녔던 나쁜 이미지는 이제 모두

요코하마시립대학에서 코가네-X랩(Kogane-X Lab)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사라졌다. 하추코-히노데쵸 환경 정화 추진 협의회(Hatsuko–Hinodecho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재생과정 연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Environmental Cleanup Association)의 야수토시 타니구치 부회장은

도심 캠퍼스 프로젝트였다. 또한 윤락소 건물이 미술가와 예술학교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얼마나

19 

배우겸 영화감독인 기타노 타케시가 강의했다.

대단한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23.”

20 

일본어 ‘신코’는 영어로 ‘신 항구(new port)’를 뜻함.

21

Y-GSA는 요코하마건축대학원의 줄임말.

22

코가네초 지역은 200여개 이상의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사창가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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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표 2. 요코하마 트리엔날레(2001-2014)

창 의도 시 요 코하 마 를 이루 는 세가지 의제(창조핵심 형성,

2001

2005

2008

2011

2014

주제

메가 웨이브:
새로운 통합을
향하여

아트 서커스:
일상으로
부터의 도약

시간의 틈새

우리들의
마법
같은
시간

화씨 451의
예술: 예술의
중심에는
망각의
바다가 있다

예술
감독

코모토 신지
다테하다 아키라
나카무라 노부오
후미오 난조

타다시
가와마타

츠토쿠
미주사

아키코
미키

모리무라
야스마사

주요
장소

퍼시피코
요코하마
붉은 벽돌 창고

야마시타
3번, 4번
부두 창고

신코 전시홀
뱅크아트
스튜디오
NYK, 붉은
벽돌 창고,
산케이엔
정원

붉은
벽돌
창고

요코하마
예술박물관,
뱅크아트
스튜디오
NYK

아티스트

109

86

72

79

79

총비용

700
million yen

900
million yen

900
million yen

900
million
yen

900
million yen

관람객

350,000

190,000

550,000

330,000

210,000

자원
봉사자

719

1,222

1,510

940

1,631

이미지문화도시, 국립예술단지)와 함께 2001년 개최된 세계예술박람회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요코하마시의 4번째 정책의제로 꼽힌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정부가 참여한 일본 최초의 예술박람회이다.
일본재단이 기획하고 2001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일본재단(Japan Foundation), 요코하마시, 일본방송사(NHK), 아사히
신문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재단은 일본문화의 해외홍보에만 전념하기로
활동방향을 전환하면서 제4차 트리엔날레(2011)부터는 위원회에서 빠지게
된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현재 5차까지 개최되었다(표 2).

가장 최근에 2014년 8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89일간 열린 2014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아티스트 모리무라 야스마사가 예술감독을 맡고 세계
19개국 65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하여 444개 예술작품이 출품되었다. 박람회
장소는 요코하마 미술관과 신코 항구(임시 장소)로 방문객 총 210,000명을
기록했다. 이 중 60퍼센트가 여성방문객이었다. 방문객의 절반 정도는
10세-40세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4퍼센트가 전시작품에
“굉장히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44퍼센트는 “아주 만족”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요코하마시가 추산한 산업관련자료에 따르면 박람회에 참가한

(요코하마시 추산 데이터)

방문객으로 창출된 경제효과는 15억엔(표3)이며 주최자 구매금액은 8억
3,000만엔으로 총 23억 3,000만엔에 달한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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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람객의 소비에 기반한 경제영향(백만 엔)
경제 영향(생산 파급)

총계

표 5. 일본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1,494

직접 영향

975

간접 영향

519

1차

288

2차

232

개최연도

비엔날레/트리엔날레 행사

주최

1999

후쿠오카 아시안 아트 트리엔날레

후쿠오카시

2000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니가타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요코하마시

기타큐슈 비엔날레

기타큐슈시

고베 비엔날레

고베시

나카노조 비엔날레

군마현

니가타 아트 페스티벌

니가타

벳푸현대예술페스티벌
(Mixed Bathing World)

벳푸시

아이치 트리엔날레

니가타시

아트 세토우치

나오시마외 기타 섬

2014

삿포로 국제 예술제

삿포로시

2015

파라소피아(Parasofia)

교토시

사이타마 트리엔날레

사이타마시

북이바라키 국제예술제 (가칭)

이바라키현의
6개 자치정부

오쿠노토 국제 페스티벌

스즈시

직업 창출: 148 (명)

2001

표 4. 주최측 구매에 기반한 경제영향(백만 엔)
2007
경제 영향(생산 파급)

총계

832

직접 영향

448

간접 영향

384

1차

316

2차

68

2009

직업 창출: 148 (명)

2010

비엔날레는 1990년대부터 아시아국가에서 개최되기 시작했으나,
트리엔날레는 2000년부터 일본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의 주요
형태가 되었다(표5).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일본의 도시를 기반으로 열린
트리엔날레의 첫 사례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시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매 행사때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 그
결과, 행사 개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했다. 게다가 트리엔날레 전담

2016

상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장소 확보도 계속 어려웠던 점으로 꼽힌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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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대도시인 요코하마의 창의도시 정책 성공은 일본 전역에

창 의 도 시 요 코하 마가 시 작 된 지 11년이 흘 렀다. 요 코하 마시

창의도시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문화청(Agency of

주도로 발간된 정책성과 평가보고서를 보면, 요코하마 도심(나카 워드 및

Cultural Affairs)에서는 2007년 예술문화 창의도시 정책을 수립하기에

니시 워드)에 기반을 둔 창조산업 업체수는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이른 다. 문화 청은 초반 에 활동 범위를 문화 홍보에만 국 한시킨 반 면 ,

225개가 더 증가했고, 8,553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 2009년

신규정책 시행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져 문화를 통한 지방 재개발도 활동에

기준, 요코하마의 창조산업계 종사자수는 31,666명으로, 30,000명을

포함되었다. 게다가 2013년에는 59개 지방정부와 19개 민간기구로 구성된

목표로 세웠던 창의도시 요코하마 프로젝트의 목표치인 30,000명을

창의도시네트워크재팬(CCNJ)이 설립된다(표6).

넘어섰다(Yokohama City, 2013).
일본 지방 정부들은 2004년 유네스코가 설립한 창의도시네트워크에도
요코하마 예술위원회의 활동은 요코하마시의 창조산 업과 관련

참여하고 있다. 현재 카나자와(민속예술), 고베(디자인), 나고야(디자인),

종사자수 증가라는 성공을 이루었다. 창조적인 인재들을 한 데 모으는

하마마츄(음악), 삿포로(미디어예술), 츄루오카(요리)가 회원도시로 있다. 또한

것을 목표로 2007년 발족한 위원회는 요코하마시의 보조기관인 요코하마

2014년 이후, 일본, 중국, 한국의 3개 도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예술재단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재단은 요코하마에서 일하기를

통해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첫해 참가 도시는 요코하마(일본), 광저우(중국),

원하는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컨설팅 서비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예술

광주 (한 국)이었으며, 2015년 올해에는 니가 타 (일본), 칭다오(중 국),

부동산(창조적 활동 장소) 관리 등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청주(한국)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의 아시아 버전으로
일본, 중국, 한국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이다.

창 의도시 요 코하 마 프 로젝트 초기에는 도심 재개발 이 유일한
목표였다. 따라서 지역주민간 시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24

2020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일본정부는 런던 올림픽을 모델로

증가하는 창조산업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경제관광국과의 협력 또한

삼고, 2016년 가을부터 2020년 여름까지 5만 명의 아티스트 참가자, 5천만명의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대내적 조정(internal coordination)은 충분한 것과는

방문객이 모이는 2십만건의 행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라 전역의

매우 거리가 있다(Noda, 2008).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주체는 바로 새롭게 생겨나는 창의도시가 될 것이다.

24

창의도시 요코하마가 성공함에 따라, 도시전체 규모의 이니셔티브로 정책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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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창의도시 네트워크 재팬의 회원도시

참고문헌
Andersson, David Emanuel (2011) “Creative People Need Creative Cities,” in

홋카이도
도호쿠

삿포로, 비바이, 히가시카와
하치노헤, 센다이, 센보쿠, 야마가타, 쓰루오카, 이와키

간토

도리데, 나카노조, 사이타마, 소카, 후지미, 마쓰도,
사쿠라, 도시마구, 요코하마, 오다와라

주부

니가타, 도카마치, 다카오카, 히미, 난토, 가나자와,
기소, 가니, 시즈오카, 하마마쓰, 나고야

David Emanuel Andersson, Åke
E. Andersson and Charlotta Mellander (eds.) Handbook of Creative Cities ,
Edward Elger, pp.14-55
Booth, Peter and Boyle, Robin (1993) “See Glasgow See Culture,” in Franco
Bianchini and Michael Parkinson (eds.)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회원 도시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나가하마, 구사쓰, 모리야마, 고카, 교토, 마이즈루,
난탄, 사카이, 고베, 사사야마, 나라, 이카루가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주고쿠

오카야마, 마니와, 오노미치, 우베

Hall, Peter (1998) The Cities in Civilization , Pantheon.

시코쿠

다카마쓰, 마쓰야마

Hall, Peter (2010) Creativity Alter City (Lecture at Yokohama Port’s 150 year

간사이

규슈

구루메, 오이타

Books.

	Anniversary Symposium in 2009) Quoted from Suzuki, Shinji, et al.
(2010) Souzousei ga Toshi wo Kaeru , Gakugei. (in Japanese)

현 (Prefectures)

사이타마, 시가, 교토, 효고, 도쿠시마, 돗토리, 오이타

Landry, Charles, Bianchini, Franco, Ebert, Ralph and Gnad, Fritz (1996) The

	Creative City in Britain and Germany, Anglo-German Foundation for
아트 에이드 도호쿠, 아트 NPO 링크, 오카야마
심포니 홀, 음악문화창조(Ongakubunkasouzou),
창의협회(Creative Association), 시가현
문화진흥재단, 시가차세대문화예술센터,
기관

스루가 개발 및 공간관리학교(Suruga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Area Management),
거리공연 월드컵 집행위원, 댄스 박스, 창의 도시
컨소시엄, BIRD 극단 돗토, 일본패션협회, NOTE,
효고예술문화협회, 비와코 공연예술홀, 벳푸 프로젝트,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요코하마예술재단

the Study of Industrial Society.
Landry, Charles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
Earthscan Publications.
Landry, Charles (2012) The Origins & Futures of the Creative City, Comedia.
Lenard, Mark (1997) BritainTM: Renewing Our Identity, Demos.
Narumi, Masayasu (1970) “Reviving Resident Self-Governance,”

Bessatsu Keizai Hyoron (August) (in Japanese)
Noda, Kunihiro (2008) Souzoutoshi Yokohama no Senryaku , Gakugei. (in 		

136 2015 Asia Culture Forum

발 제

Japanese)

구니히로 노다, 일본

참고 웹사이트

Noda, Kunihiro (2014) Bunka-Seisaku no Tenkai , Gakugei. (in Japanese)

문화청 홈페이지

Palmer/Rae Associates (2004) European Cities and Capitals of Culture,

http://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hodohappyo/2015071701.html

Study Prepared for the European Commission PART1.

창조적 국가(호주 정부 문화정책)

Sasaki, Masayuki (2001) Souzoutoshi eno Chousen, Iwanami. (in Japanese)

http://pandora.nla.gov.au/pan/21336/20031011-0000/www.nla.gov.au/

Yokohama City (2004) Towards the Formation of a Creative City of Art and

creative.nation/contents.html

Culture – Creative City Yokohama (in Japanese)

창의 도시 네트워크 재팬

Yokohama City (2006) Evaluation Report on BankART1929. (in Japanese)

http://ccn-j.net

Yokohama City (2010) Master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Kannai-Kangai

코가네초 지역 관리 센터

Area. (in Japanese)
Yokohama City (2013) Report on Yokohama Creative City School Project .
(in Japanese)
Yokohama Triennale Organizing Committee (2015) Yokohama Triennale 2014

“ART Fahrenheit 451: Sailing into the Sea of Oblivion.”

http://www.koganecho.net/contents/town-planning.html
요코하마 예술 위원회
http://acy.yafjp.org/
UNCTAD 창의경제 보고서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s/Creative-Economy-Report(Series).aspx
UNESCO 창의도시 네트워크
http://en.unesco.org/creative-cities/home

138 2015 Asia Culture Forum

139

토론

‘요코하마와 창의성: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이흥 재(LEE Hungjae)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ｏ 구니히로 노다교수님은 요코하마시가 창조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을 주
요 사업 중심으로 잘 소개해 주셨다. 결론에서는 그 성과, 운영 과제, 창조도시
정책 기반의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전략 논의를 강조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이
를 통해서 요코하마 창조도시는 하드웨어,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고루 갖춰
전략적으로 추진해 성공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발표자료는 주요 창조도시
사례를 비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글 감사드린다.

ｏ 우리가 창조도시 정책을 펼치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대개 지역경제, 도
시재생, 도시공동체 강화와 변화, 주민 삶의 질 제고, 장소개발 등에 있다고 본
다. 이를 정리하여 창조도시 기대모형을 몇 가지 만들 수 있겠다.
첫째는 도시경제 발전을 위해 창조산업, 네트워크기반, 지역자원을 활용
현직 2015 아시아문화포럼 자문위원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원장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아시아문화원 이사
경력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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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업지향적 모델이다. 둘째는 폐허지역과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를 새롭
게 재생시키려는 장소지향적 모델이다. 셋째는 창조계급을 이론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창조인력 육성을 통한 교육지향적 모델이다. 넷째는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생활지향적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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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한국

ｏ 앞에서 본 기대효과와 모형 중 앞의 세가지는 도시의 기존 자원을 활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노다 교수님이 발표하신 아케 앤더슨의 이른바

용하는 추진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형은 모두 섞여서 함께 추

창조도시 전제조건들을 하나 하나씩 충족시키는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자원 발굴과 활용을 중심

것으로 보인다.

으로 하는 전략은 자원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
계를 지닌다.

ｏ 노다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요코하마의 경우 초창기에는 도시재

그런데 창조도시의 최종 기대, 목표는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뛰어넘어 시

생형 장소지향성을 지닌 것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창조산업, 경제 및 관광지향

민들의 삶을 바꿔가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생활지향적 모델

으로 나아가 지금은 전체 통합적인 지향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에 더 관심을 갖고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적인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ｏ 이러한 시민생활 지향적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창조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문화정책은 크게 도약할 것으로

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창조성을 활용해서 시민생

보이는데, 올림픽과 문화정책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지금 까지 무엇이 발표 되

활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성 정책의 역할, 범위를 재검토한다.

었는지 소개해주면 고맙겠다.

아울러 커뮤니티 구축, 대화를 통한 학습, 협동프로젝트 전개와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전략적으로는 문화복지, 교육과 놀이, 창조 환경, 안
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접근해야 한다.
또한, 창조성 제고를 위한 사회학습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 특히 기존
교육채널 외에도 멀티미디어에 기초한 사회적 학습을 거쳐 시민참여적 예술창
조를 시도한다. 여기에서 토론연극, 역할게임, 무대극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
둘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참여자들은 의식된 경험을 활용하
여 생활 속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나아가 시민 개개인은 개성과
창조성을 높이며,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사회문제해결형 창조성학습을 생활화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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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시대 예술가의 사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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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가들은 점점 더 노르웨이 문화 정책뿐 아
니라 기타 다수 국가들의 경험 경제, 창조 산업 및 문화 산업의 중복된 개념과
다소 연관되어 왔다. 이런 중복 개념은 점점 더 자주 일부 시급한 문제에 대
한 해답으로 소개된다: 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예술가들의 경력을 위한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해의 가스와 원유가 고갈되면 노르웨이 인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 가야 할까?
현직 노르웨이 비즈니스 학교(Norwegean Business School) 교수
		 Nordic Journal of Cultural Policy 편집장
		 문화정책국제컨퍼런스(ICCPR) 과학위원회 의원
학력 University of Bergen 사회학 박사(2007)
경력 텔레마크 대학교(University of Telemark) 교수 (2007~2010)
		 노르웨이 예술위원회 선임연구원(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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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예술 작품을 위한 공적 지원은 시장 소득과는 상당히 다른

특히 예술가의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Hall 과 Lamont에 따르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Hesmondalgh 와 Pratt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 정

면,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시공을 초월해 균일하다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

책과 문화 산업은 역사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었다: “문화 산업은 문화 정책

하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인 자극으로

이 반발하는 ‘다른 하나’였다, (…)” (Hesmondalgh and Pratt 2006:3). 민간

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Hall and Lamont 2013:1).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가

재정지원과 시장 수입이 예술 자율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예

각기 다른 직업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었다거나, 적어도 이러한 영향이 각각의

술가를 위한 공적 지원이 예술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여겨졌는데,

직업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경험 경제, 문화 산업 및 창조 산업 개념이 문화 정책에 도입된 방식을 통해
공공과 민간 자금 간의 전통적 대립에 변화가 있음이 드러난다. 정치 이념의

신자유주의가 직업적 자율성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자율성이 직업 개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발 맞춰 민간 재정과 시장 지향주의가 예술가의 생계뿐

발에 관한 기타 원칙의 완전 정반대라고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직

아니라 자유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Sundvollen-erklæringen

업적 자율성과 기타 직업 원칙을 서로 정반대 및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함으로

2013). 그러나 민간 재정과 예술 분야의 시장 지향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 이

써 직업의 사회적 역할과 상태가 단순하게 묘사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Funck

니셔티브는 예술가의 직업적 자율성이 위태로워 진다고 주장하는 예술 종사

2012:2). 보다 덜 이원화된 방식으로 직업 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Funck는 직

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업적 자율성을 “최선의 사회 이익 구현을 위한 직업 과 정책 엘리트 간의 사회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ibid.).

직업적 자율성은 직업 연구의 핵심 개념인데, 이 개념은 탈 전문화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의 변화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개별 직업과 그 무

본 논문은 예술가와 관련해 예술 정책 안에서 점차 강조되는 경험 경제,

엇인가를 정의하는 핵심 가치로 다루어졌다. 예술 직업에 관한 연구도 예술

문화 산업 및 창조 산업 개념이 어떻게 예술가의 사회 계약 협상을 위한 방법

자율성 개념과 예술 자율성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집착하고 있다(Mangset

으로 여겨질 수 있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최근 위에 언급된 개념의 사용을 통

2004, Røyseng et al 2007).

해 어떻게 예술 종사자의 사회적 기여가 구축되는가? 이 같은 개념의 사용을
통해 어떻게 예술가의 직업적 자율성이 구축되는가?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직업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과
종국에는 탈 전문화를 초래하는 전개로 이해되었고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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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산업 연구 보고서이다. 예술가의 직업 구축 방식을 소개하기 전에 본 논문
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적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직업 사회학은 직업 권한이 직업과 사회 간에 구축된 신뢰 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계약 개념을 사용했는데(Freidson
1986, Funck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 계약 개념은 직업의
필수 구성 요소로 인식된다(Cruess et al 2000). 사회 계약은 사회가 직

사회 계약과 예술가의 자율성

업을 정당화하고 사회 기능 수행을 위해 직업에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

사회계약 개념의 기원은 계몽주의 정치 철학이며, 주요 철학자는 루

는 메커니즘이다(ibid). 직업적 위치에 따라 수반되는 각기 다른 사회 경

소, 홉스, 로크와 칸트이다. 사회계약 개념은 국가와 시민들 간의 관계를

제적 권한과 더불어 직업적 자율성도 중요하다. 사회계약 개념에 의지해

설명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계약 이론의 출발점은 어떠한 정치적 명령

Funck는 한 직업의 자율성은 “권한과 동시에 최선의 사회 이익을 위해 행

이 없는, 즉 홉스가 명명한 이른바 “자연의 상태(state of nature)”에서의

동할 책임이다”라고 기술하는데(Funck 2012:4) 즉, 직업의 자율성은 완전

인간 조건에 관한 조사이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합의란 불가능하

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에서 구축된 신뢰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것

고,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이다. 따라서 직업을 이타적인 정신에 따른 행동 혹은 이익 추구 행위 자체

체적 혼란의 방지를 위해 국가의 강압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로 볼 지 여부가 중요하다.

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인정이다(Jos 2006:140). 사회 계약에 따
라,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개인은 남아있는 권리 보호에 대한 대가로 통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직업 종사자들이 발전시킨 내부 가치에만 중

치자에게 자유의 일부를 넘겼다. 사회계약 이론가들은 여러 방식을 통해

점을 두고 직업의 자율성을 연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직업과 사회 간

왜 합리적인 개인이 정치 질서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일부분 자유를 포기하

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계약 개념은 이러한 연구 수행에

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인지 증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논란이 있었

일조하는데 Funck에 따르면 직업과 정책 엘리트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은 철학적 담론에 계속 등장한다(Bertram

다.

2004). 특히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Rawls 1971)을 포함한 John
Rawls의 영향력 있는 공헌은 사회 계약의 개조된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사회 계약은 법적 계약이라기 보다는 암묵적 계약에 더 가깝
고 직업과 사회 모두를 향한 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계약 개념의 현대
적 해석은 상호 이해의 기초인 “합리적 기대”라는 아이디어에 크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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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Cruess and Cruess 2008:582), 더 나아가 사회계약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주의 문헌은 직업주의가 사회

예술 자율성 및 직업적 자율성

변화에 대응해 변한다는 점을 인식한다(Cruess and Cruess 2008:582).

자율성은 예술가를 직업군으로 이해하는 학문의 중심 개념이며 자율적

직업의 내외부 조건이 변할 때 사회 계약 협상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인 예술 분야의 발전도 예술가가 특정한 직업 종사자로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술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낭만적인 아이디어는 특히 중요하다.

과연 직업 사회학의 관점이 예술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생산적일 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술가는 의사, 변호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적

프랑스 사회학자 Pierre Bourdieu는 이 같은 아이디어가 ‘카리스마’ 이데올
로기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요약했다(Bourdieu 1993).

인 직업은 아니다. 직업 정의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직업이란 특
별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행하는 직

첫째, 카리스마 예술가는 더 이상 자율 공예가가 아닌 개별 예술가이

업군이라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Molander and Terum

다. 일반적으로 시각 예술가들이 작품에 서명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예술가

2008:13). 대표적인 직업으로서의 예술가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지

와 예술작품 간 강한 유대감의 결속을 시사했다. Bourdieu에 따르면 이 같

않은 특화된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더욱이 예술가가 대표하

은 관행은 서명으로 진품이라는 느낌을 주는 예술 작품에 대한 맹목적인 숭

는 직업군은 직업 이론에서 강조되는 특성인 투철한 직업의식과 관련된다

배(fetishization)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예술가의 본질이 작품을 통해 구현되

(Abbott 1988). 직업의 또 다른 특징은 직업이 다소 중요한 가치를 통해

면서 이를 통해 작품은 다른 대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변형된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다소 정형화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계약 개

둘째, 카리스마 예술가는 특별한 영감과 소명에 따라 움직인다. 원래 이러한

념을 통해 이를 연구할 수 있다.

영감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문자 그대로 카리스마를 의미하는 신의
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낭만주의는 예술가의 영감을 개인적인 것, 즉 예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술가는 다른 사명과 관련 되어 왔다. 본 논

술가의 재능과 내면의 힘으로 인식했다. 예술가의 이러한 특징은 사회로부

문은 오늘날 예술가의 사회 계약 내용 및 특징을 논의할 것인데 자료를 분

터 분리된 인간으로서 예술가의 이미지와도 연관될 수 있다. 한편, 이는 사

석하기에 앞서 예술가의 사회 계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빠르게 살

회 통념을 부수거나 초월하는 능력과 연관되었고, 따라서 현실과 현실 경험

펴보고자 한다. 즉, 변화를 나타내는 자율성 개념을 중심에 둔 새로운 담

을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연관되었는데 이는 예술가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우 중요한 임무와 관련되어 왔음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 예술가의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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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는 보헤미안 스타일과 연관되어 왔다. 셋째, 경제적 동기와 야망

따라 움직이는 획일적인 직업군으로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에 대한 부인은 카리스마 예술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카리스마 예

각기 다른 유형의 예술가는 각기 다른 일련의 가치에 동질감을 느낀다. Ab-

술가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심미안적 야망에 따라 동기부여 되고, 가능한

bing의 유형학에 영감을 받은 Mangset은 젊은 노르웨이 예술가들에 관한

한 경제적인 이익이 예술 작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이런 방식으

연구(2004)를 통해 카리스마 예술가, 포스트모던 예술가, 문화 기업가 및

로 예술과 경제 간의 모순이 예술의 카리스마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놓여

예술가 공예인을 확인했다. Mangset은 연구 데이터를 통해 카리스마 예술

있고, 이 같은 모순은 근본적으로 예술 자율성이라는 아이디어 연관되어

가의 역할이 가장 전도유망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와는 상당히 반대로

있다.

Gran(2003) 은 보다 젊은 예술가 세대가 수입원 대해 실용적인 입장이고
따라서 실용적인 수입원 추구에 대한 금기를 거의 느끼지 않거나 완전히 느
지난 10년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예술의 카리스마 이데올로기가 여

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히 예술가의 정체성을 이끌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됐다. 카리
스마가 있는 예술가는 일차적으로 오늘날의 예술가와 관련성이 적고 덜

이제껏 참고한 모든 연구는 대부분 예술가의 특징과 동기부여에 중심

규범적인 힘을 지닌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되었다. 포스트모던 이론

을 두고 있고,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 안에서의 예술가 역할에 대한

(후기 모더니즘 이론)은 예술가들이 현재 예술과 비 예술의 경계가 모호

관심은 보다 낮다. Hans van Maanen(2009)은 예술 사회학이 예술분야 내

한 세상에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적용되었고, 예술가들이 이전에 누렸던

부의 사회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의 관

고귀한 지위를 현재 상실했음도 강조한다. 일부 연구의 주장에 따르면,

련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Maanen에 따르면 예술 사회학은 소위 “자치

변화하는 문화적 맥락은 다양한 예술 자율성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 예술

주의(autonomism)”에 갇혀 예술 분야 너머 그 이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

가들이 일련의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

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과 가치를 보다 일반적으로 이

한다.

해하기 위해 반드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Mannen은 예술 철학에 의지한 반면,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본인은

Abbing 은 포스트모던 예술가, 예술가 연구자, 예술가 공예인 및

직업 사회학에서 기인한 사회 계약과 직업 자율성 개념을 이용할 것이다.

예술가 엔터테이너를 식별하는 예술가 역할 유형학을 소개했다(Abbing
2002). Abbing은 이런 방식을 통해 예술가는 더 이상 똑 같은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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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업의 경제적 의미에 중점을 둔 최초 국가들 중 하나였다고 지적되며,
1998년에 문화 산업의 기록 보고서를 발간했다.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작
연구 디자인

업을 했고, Bille와 Lorenzen는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관심이 높다고

노르웨이 문화 정책의 경험 경제, 문화 산업 및 창조 산업에 대한 중점

주장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국가들은 각기 다른 개념을 다양한 수준으로

이 증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같은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이 언급하는 현

강조했다. 이론적으로, Richard Florida(2002), Joseph B. Pine과 James

상의 각기 다른 측면을 문서화 하기 위해 응용 연구 활동도 증가했다. 본 연

H. Gilmore(1999), Richard E. Caves(2000), Charles Leadbeater와 Kate

구활동은 주로 노르웨이 정책 시스템 내 단계가 각기 다른 공공기관이 의뢰

Oakley(1999)의 작업이 노르웨이 연구 보고서의 주요 참고 문헌이다.

한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은 이 주제에 대한 표본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할 것이며 예술과 예술가를 명확히 언급하는 보고서가 중요한 포함 기준이
사랑 받는 아이는 이름이 많다(A dear child has many names)

다.

문화 산업, 창조 산업 및 경험 경제는 거의 똑 같은 현상에 대한 모든
데이터 자료 구축을 위해 “문화 산업”, “창조 산업” 및 “경험 경제”와 같

개념이다. 개념은 한편에서는 예술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다른

은 검색어를 사용해 Bibsys데이터 베이스의 문헌을 검색했으며, 소위 가계

한편에서는 예술과 경제활동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가정과 관련된 경

조사 방법(ancestry method)을 사용해 참고문헌 목록상의 참고문헌을 더

향을 포착하는 약간 다른 방법이다. 동시에 이러한 개념은 이 같은 전개의

검색해 추가 보고서를 찾아냈다. 자료는 전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다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은 예술가의 사회 기여 이미지에

발간된 28개 연구 보고서로 구성된다.

각기 다른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념은 국제 연구
문헌에서 기인한다.

노르웨이 맥락에서 문서를 수집 하지만, 노르웨이 문헌에-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나타난 영감의 원천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
할 것이다. 국가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문화 정책과 응용 연구의 경험

경험 경제

경제, 문화 산업, 창조 산업 및 문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발전하지

경험 경제 개념은 1999년 Pine과 Gilmore의 저서 『경험 경제–작업은

않았다. 국제 문헌은 노르웨이 담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문

극장이고 모든 사업은 무대이다(The Experience Economy–Wor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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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tre & Every Business a Stage)』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저자들은

춰져야 한다는 카리스마 이데올로기의 전제를 거부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경

본 저서에서 기업 성공이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경험의 우주(an

험 경제 개념을 예술의 고귀한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스트모더

experience universe)를 개발 할 수 있는 기업 능력에 달려있다고

니티 이론과 관련 지을 수 있는데,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지 않지만 예술은 경

주장했다. Pine과 Gilmore에 따르면 경험은 개인을 개인적인 방식으로

험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이다. 다른 보고서는 노

관여시키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험 경제 개념은 상품과 소비자의

르웨이 남부 지역의 경험 경제에 중점을 둔다. 보고서의 관점은 주요 지역경제

관계로 관심을 돌린다. 저서의 주요 요점은 상품과 서비스로 촉발된 경험이

내 유형이 다른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이 시너지라는 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대표한다는 것인데,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개발의 강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주체들이 지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 경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경험적 측면 개발에 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

개념은 이런 방식을 통해 경제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일반

고서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음악가와 호텔에 전시된 작품의 창작자인 예술가

이론을 대표한다.

뿐 아니라 믹싱 데스크와 축제 무대의 무선 연결을 개발하는 연구자, 현대 미
술 개념을 개발한 호텔 소유주에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둔다. 보고서의 관점

경험 경제는 본 문서가 분석한 일부 노르웨이 연구 보고서에 사용되었고,
한 보고서에서 저자는 경험 경제를 이처럼 정의한다(DePaoli 2006:8).

은 각기 다른 직업군의 기여에 구별을 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업군 간의 상
호작용에 중점을 둔다.

	원자재, 제조 상품 및 서비스에 경험이 더해져 경제 발전을 견인할 때 우리는
경험 경제와 관련 된다. 경험이 독립 판매 단위 (음악, 문학, 영화, 축제, 놀이
공원 등)로서 경제에 포함될 때, 경험이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증대하
기 위한 부가가치로 사용될 때, 선진 경험 경제는 이 같은 “부가가치”에 가격
을 부과하고 이를 독립 상품에 포함시킨다.

창조 산업
경제 개발의 핵심인 창조 개념은 지난 10여년 동안 Richard Florida의 작
업과 그의 저서 “창조 계층의 부상(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Florida
2002)과 관련되어 왔다. Florida의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창조 계층

예술 활동은 이런 방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중요한 경험 경제의 한 부분
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예술 활동을 정의에 포함하는 방식은, 예술은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장이 아닌 예술가의 자유롭고 진정한 창의성 표현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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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계획 개발을 위한 주요 기준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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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 녹음, 영화와 TV 영화, 심지어는 패션과 장난감 및 게임”을 포함 한다고
창조성이 현 경제의 주요 요소라는 주장은 노르웨이 연구 보고서에서

강조한다(Caves 2000:1). 문화 생산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이런 방식을 통

도 중요했다. Jøsendahl 등은 예를 들어 “창조성이 오늘날 경제의 주요 성장

해 전통적으로 고귀한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문화로 여겨졌던 것 모두를 포함

동력이며, 이런 점에서 혁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기술한다(Jøsendal et al

한다.

2004:13). Florida를 참조하며 Aronsen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기술한다.

노르웨이 맥락에서 창조 산업 개념은 일차적으로 연구에 사용됐으며 로
갈란주(Rogaland) 지역(Jøsendal 등 2004)과 아렌달(Arendal) 도시 (Aron-

	문화와 창조성은 이런 방식을 통해 경제 성장 요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매우

sen 2006a) 연구가 그 중 하나이다. Jøsendal 등은 DCMS의 정의에 기대 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 문화와 장소의 특성은 유능한 근로 인력을 유치하고 유

정의가 개별 창의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고 강조한다. 경험 경제 개념과

지하는 중요한 기여 요소이며, 이런 방식을 통해 지역화의 주요 변수가 된다.

비교 시, 창조 산업 개념은 소비자의 경험보다는 생산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따라서 문화적 투자는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및 관광과 관련된 경쟁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Aronsen 2006a:5).

창조성은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Jøsendal 등(2004)에 따르면 창조성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창조 산업 개념은 창조성이 경제 개발을 위한 특별한
잠재력을 지닌다는 아이디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게다가, 이 개념은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British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잘 알려진 창조성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방법은 기존 지식을 새로운 방
식으로 한 데 모은 것을 창조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창조성의 가장 중요
한 성장동력은 내재적 동기인데, 이는 외부 환경에 의해 정의되거나 압박을

DCMS)가 시행한 수많은 맵핑(mapping)과 연관된다. 첫 맵핑은 1998년 발간

받는 목표가 한 개인의 창의성을 결코 강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되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영국의 창조 산업 매핑에 적

(Jøsendal et al 2004:13).

용된 정의는: “개별 창의성, 기술과 재능에서 기인한 산업과 세대에 걸쳐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적 재산 활용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다(DCMS 2001:5).
게다가, 미국 경제학자 Richard E. Caves(2000)의 저서 창조 산업–예술과 상
업의 계약(Creative Industries–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은
창조 산업 개념을 위한 중요한 참고 서적이며 Caves는 창조 산업이 “서적과
잡지 출판, 시각 예술 (그림, 조각), 공연 예술 (연극, 오페라, 콘서트, 댄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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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을 통해 창조성은 외부 요소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창
의적인 개인의 내적 힘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추론 방법은 카리스마 예술가
라는 아이디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천부적 재능이건 개인의 내적 힘이
건 간에 예술가의 영감은 카리스마 예술가 개념의 중심에 놓여있다. 카리스마
예술가 개념에 관한 일부 해석에 따르면, 외부 영향은 심지어 예술가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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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손상 시킬 수 있다(Mangset 2004).

창조 산업 개념과 경험 경제 개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문화
생산 가치 사슬의 각기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 두 개념은 예술에 어
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운영상 공통점이 있다. 노르웨이의 창조
산업 맵핑에서 예술은 홍보 및 미디어 등 기타 창조 작업과 동일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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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발전에 기여한다(Haraldsen et al 2008:12-13).

Haraldsen 등에 따르면 해결책은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다. 문화 산업의 정의 및 서술 방식을 명시하기 위해 Haraldsen 등은
국제 연구 문헌, 특히 David Hesmondhalgh와 David Throsby의 연구에 의
지한다. Hesmondhalgh은 일차적인 특징으로 소통하는 상품(communicative products)과 기능 상품(functional products)을 구별하며, Hesmondhalgh 에 따르면 소통하는 상품은 문화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

문화 산업
노르웨이 맥락에서 문화 산업 개념은 정치와 학계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발판을 얻고 있고, 이는 본 개념이 무역 산업부가 의뢰한 가장 포괄적인 맵핑
을 사용했다는 점과 연관된다. 개념 선택에 관한 논의에서 처음으로 노르웨

능 상품과 소통하는 상품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Hesmondhalgh
등은 상품의 기능 측면보다 소통 측면이 더 지배적인 경우 문화 상품이 된다
고 강조한다. 경험 경제는 상품과 소비자의 관계, 창조 산업은 상품과 생산자
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반면, 문화 산업 개념은 상품에 관심을 유도한다.

이 문화 산업의 포괄적 맵핑을 한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산업을 식별하기 위
해 산업 생산품에 따른 구역의 특징을 명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경험 경제도 창조 산업도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
장한다.

Haraldsen 등(2004)은 예술 활동이 문화 산업의 핵심이라 주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술 활동이 문화 산업의 매우 큰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
이다. Haraldsen 등이 제작한 맵핑에 따르면 예술 활동은 문화 사업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이고, 문화 사업 총 고용의 12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작가

	“창조 산업”과 “경험 경제” 모두 제한된 분석 가치를 지닌 개념이고, 대다수

로서의 예술가, 시각 예술가, 음악가 등이 문화 산업 내에서 가장 주요한 생산

산업에서 모두 중요한 창조성과 경험 측면으로 관심을 유도하지만 창조 산업,

자이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간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경험 경제 모두 개별 산업 혹은 한 그룹으로 구성된 산업의 구체적인 특징을

다. 다른 보고서(Løyland et al 2007:11)의 용어 “창조 핵심(creative core)”

확인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이는 창조 산업 및 경험 경제가 공통점이

은 문화 산업 내 예술의 역할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다. Løyland 등은 이것

거의 없는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문화적 표현이 창출된다는 일반적 가정과 관

다. 이로 인해 현상 연구는 어렵고 따라서 정책 수립에 사용될 수 있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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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고 강조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경제학자인 David Throsby(2001)는 문

방식을 통해 예술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예술은 창조력으로 특징지어진

화 산업의 예술 역할 개념화에 영감을 불어 넣었고, 예술 활동이 문화 산업의

특화된 영역으로 이해된다. Haraldsen 등은(2004:26, Haraldsen et al

핵심이라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예술 활동이

2008:22) 더 나아가 예술 활동을 문화 산업의 역동적 핵심으로 간주한다.
예술 활동은 예술 산업과 함께 가장 높은 고용 및 가장 높은 총생산 성장을

	창조적인 아이디어 궤적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데, 이러한 아이디

이루는 산업 그룹으로서 신규 사업을 가장 많이 창출하고, 사업이 가장 많이

어가 보다 다양한 상품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다른 투입요소와 합쳐지기 때문

폐업하는 예술 산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Haraldsen 등은 예술 활동이 문화

이다. 따라서 문화 산업 모델의 핵심에는 전통적으로 정의된 창조 예술이 놓

산업의 역동적 핵심을 대표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지배적인

여있다: 음악, 댄스, 연극, 문학, 시각예술, 공예… (Throsby 2001:112).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예술 활동 기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 예술이 문화 산업의 중심에 자리잡게 될 때, 예술은

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해 다른 사업에 의존한다. 즉, 예술 기업들은 상품의

다른 문화 산업 분야의 새로운 혁신 원자재를 창출해내는 창조 센터로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른 사업에 의존하는데 예술 사업이 의존하는

간주된다. Throsby에 따르면 문화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관계는 “확대되는

사업 대부분이 예술 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고 관계에 있어서도 지배적이기

동심원의 패턴”으로 간주되는데, 중심에 놓인 예술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때문이다. Haraldsen 등(2005:26)에 따르면 이는 관계의 비대칭을 의미한다.

레이어드 혹은 원을 형성하는 다른 산업이 창조 아이디어의 활용으로

예술이 원자재와 함께 문화 산업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인해 더욱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다 폭 넓은 생산 맥락에서 이해하는

취약한 사업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는 문화 산업의 다른 부분이

것이다(Throsby 2001:113). 이런 방식을 통해 Throsby는 예술 활동을 보다

예술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Haraldsen 등은 비대칭이 예술에

폭 넓은 생산 맥락에서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창조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산업의 지배적인 부문에서

간주한다. Haraldsen 등은(2005:25) 이를 구체화하고 예술 작품을 작성,

역동적 핵심을 활용한다면 문화 산업은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

구성 및 창조하는 예술 활동을 정수(essence), 즉 예술 산업의 일차 생산 및

주장한다. 예술 활동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문화 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부여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창조 산업 내 기타 생산은 직간접적으로 일차

받는다. 예술 없이 문화 산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생산에서 기인한다.
문화 산업의 공헌
경험 경제 개념 및 창조 산업 개념과 비교 시, 문화 산업 개념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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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일부 새로운 경향에 관한 각기 다른 개념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 인해 가치 창출이 증가하는 기타 산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급하는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에 대한 투입 요소로도 간주된다. 문화 산업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치 이전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인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 산업의 개념

대해서도 평가되고 이것이 나머지 두 가지 요점의 중심 아이디어이다.

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대부분 보고서의 공통점은 미래 경
제 개발에 있어서 문화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으로서 일반적으로 문화 사
업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에는 세 가지 주요 요점이 있다.

둘째, 문화 산업은 도시 및 지역 재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런 추론 과정에 영감을 불어 넣은 것은 Richard Florida의 창조 계층 개념이
다. 문화 산업은 문화 계층의 중심부분이고, Florida의 주장에 따르면 최선의

첫째, 문화 산업이 상당한 가치 창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사업 개발은 창조 계층이 안착하려고 선택한 곳이 될 것이다. 문화 산업은 이

다. 한편으로 이는 문화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관련 있다. 총생산을

런 방식을 통해 산업 정책의 중대한 역할을 부여 받는다. 일부 보고서는 이러

기준으로 노르웨이 문화 산업은 농업보다 두 배 더 클 것으로 예상 되며, 분

한 방식의 주장을 한다.

석된 일부 보고서는 문화 산업이 농업 및 산림업 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감안
했을 때,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은 놀라울 만큼 낮다고 주장한다(Haraldsen

Haraldsen et al 등은: “역동적인 문화 분야(문화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2004:36). 여태까지의 문화 산업의 큰 중요성에 더해, 문화 산업과 관련된 가

수행하는)는 인구, 사업 및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장소로서의 매력을 더할 수

치 창출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주장한다. 문화 산업은 일부 중요한 사회 변

있다.”고 기술하며(Haraldsen et al 2004:9). 저자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문

화에 아주 잘 들어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 더 높은 소득 수준과 더 많은 레저

화가 한 장소의 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간은 더 많은 문화 상품 소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문화 산업은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기여 요소로 여겨질 뿐 아니라, 경제 발전도 문화 산업

	도시, 지역 및 국가는 성장 정도에 따라 거주자, 사업, 공적 자금이 지원된 활

발전을 위한 주요 기여 요소로 여겨진다. 게다가 계속 진행 중인 개인화는 소

동, 관광객 등을 유지하거나 끌어 들이기 위한 경쟁을 한다. 이런 지리적 경

비자가 표준화된 제품보다는 점점 더 독특한 제품을 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

쟁에서 중요한 것은 독특한 특징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장소로 보이는 것이다
(ibid.:63).

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은 반드시 소비자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저소득
국가와 비교 시, 노르웨이는 높은 교육 수준 덕분에 문화 산업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문화 산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 창출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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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지역 구속적(locality bound)인데 즉, 기업 생산 기반이 특별한 환경에

고, 예술가에게는 더 많은 대중들이 매력을 느낄 장소를 찾아내는 특별한 능

뿌리를 내리고 있다. Haraldsen등은 이는 이 같은 기업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력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예술가는 이런 방식을 통해 도시와 지역 개발에

가능성이 낮다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ibid.:64). 저자들은 이런 방식을 통

있어서 일종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새로운 경향이나 작품을 선보이는

해 문화 산업 기업을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도시 혹은 지역은 문화 산업이 머

사람)로 간주되는데, 이 주장은 노동자층 구역이 중산층 구역으로 변신하는

무를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전도 유망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Haraldsen 등은

초기 혹은 창의적인 단계에서 예술가가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고급 주

문화 산업 상품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소비되어야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

택화(gentrification) 이론과 유사하다(Sæter and Ruud 2005). 본 논문 맥

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특정하다 주장하고, 이는 문화 산업이 문화 생산 증

락에서 예술가에게 부여된 역할은 특별한 관심 대상이고, 예술가는 변화의 동

가뿐 아니라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문화 산업이

인으로 간주된다. 예술가가 부가한 문화 가치는 결과적으로 예술 가치로 전환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한

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문화 산업이 젊은 층에 특히 더 매력적이라 주장 한
다. 이 주장은 더 발전 되지는 않았지만, 문화 산업이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셋째, 문화 산업은 보다 폭넓은 사업 관점에서 이를 특별히 흥미롭게 만
드는 다양한 특질과 함께 특징 지어진다. 한 보고서에서 이는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표현된다.

다른 보고서는 매력적인 장소를 창출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이 보고서들이 중점적으로 참고 하는 것은 Florida이다.

	문화 산업은 사업 개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데 예를 들어 상품과 서비스의
디자인과 마케팅에 기여함으로써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무엇보다 Florida는 고등교육을 받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장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할은 각기 다른 주체간의 적극적인 학습이 포함된

의 특징을 나타내는(여러 지표 중에서) 하나의 지표로 한 지역의 예술가 비율

사화과정으로서 이해되는 혁신에 대한 폭넓은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을 사용한다. 예술가는 Florida의 창조 계층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매력적이

일반적으로, 혁신은 기존 상품, 서비스 및 활동을 주관하는 방식의 개발 혹은

고 즐거운 생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일차 그룹으로 여겨진다(Isaksen et al

상당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Bugge and Isaksen 2007:10f).

2006:10).

저자들은 문화 산업이 문화 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훨씬 뛰어넘
예술가의 밀집도가 높은 것은 그 곳이 매력적인 장소라는 분명한 표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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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다. Haraldsen 등은 비슷한 주장을 한다.
여기에서 예술 분야의 중심 특성인 새롭고 혁신적인 표현 창출을 위한
	문화 산업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우 혁신적이고 따라서 그들은 느슨하게

지속적 탐색은 산업 정책 담화의 혁신 개념과 거의 동등하게 해석된다. 예술

결합된 유연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기업과 협업하는 회사를 학습한다. 즉

가의 창조적 혁신적 작업은 사업 개발에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

그들은 일반 기업이 추구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대다수의 특질을 보유하고 있

면 예술가의 혁신은 다른 산업 개발을 위해 어떻게 이전 될 수 있는가?

다(Haraldsen et al 2004:64).

Haraldsen 등은(2004:28) 문화 산업이 연구 개발(R&D)과 똑 같은 방식
혁신, 학습 및 유연성은 오늘날 산업 정책 담화의 중심개념이다. 문화 산
업은 이러한 개념으로 특징 지어질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산업으로 구성되
며, 이 같은 방식의 추론은 산업 정책에 관한 현대 담화의 보다 일반적 변화
와 관련 있다. 재원 접근 및 저임금 노동력을 경제 발전의 이유로 보는 관점에
서 혁신을 통한 기술과 지식 발전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적 사고
가 변화해왔다(Gjelsvik 2007:15). 문화 산업이 이 같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는 주장이 나오면서 문화 산업은 그 자체로 가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

으로 소위 혁신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혁신 문헌에서 혁신 시
스템은 혁신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모든 요소를 구성하며, 혁신의 개발, 유포
및 사용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에 더해 경제, 사회, 정치, 조직 및 제도적 요
소를 포함한다(Fagerberg et al 2005). 혁신 이론에서 연구 개발은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문화 산업이 혁신 시스템에서 연구개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고 제안함으로써, 문화 산업은 혁신의 힘이 존재하는 혁신 시스템의 중심에
놓인다.

도 가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문화 산업은 다른 산업의 모범으로 간주된다.
Haraldsen 등은 역동적 핵심, 즉 예술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태도의 문제
보고서의 대부분은 문화 산업의 잠재력이 거대하다 주장하지만 일부 보

	혁신과 디자인이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점차 중요해지는 글로벌 경제에서
일반적으로는 문화 산업, 구체적으로는 역동적 핵심이 다른 산업의 모범이 될

고서는 이런 잠재력 실현을 위해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

수 있다. Wood도 문화 산업은 혁신이 핵심이라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고

어 한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취약한 사업 역량과 빈약한 시장 지식이 더 많

대표적인 학습 산업이다”고 강조(Wood 1999)하며 이것이 특히 거의 대부분

은 문화 산업 발전에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Bugge and Isaksen

의 상품이 혁신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역동적 핵심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2007:32f). 다른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태도의 문제(problem of attitudes)”

(Haraldsen et al 2005:29).

170 2015 Asia Culture Forum

171

발 제

가 문화 산업이 직면한 몇 가지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언급한다: “문화 분

지크리드 로오이셍, 노르웨이

직업적 자율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야의 극소수만이 자신을 기업가, 기업 혹은 상업 주체로 확인하는데 그들
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술가, 문화적 인물이자 직업인이다” (Hansen et al

분석한 자료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 및 잠재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관점

2010:36). Hansen 등에 따르면, 태도의 문제는 잠재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을 전달하고, 문화 산업은 이미 경제 가치 창출에 중요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 산업 주체들이 손익이 없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

거대하다고 주장한다.

인다고 언급한다.
일부 보고서는–특히 경험 경제 개념 및 창조 산업 개념을 사용하는–예술
태도의 문제를 논의한 보고서는 이를 해결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

가의 역할과 다른 주체의 역할을 구별하지 않는 반면, 문화 산업 개념에 중점

보고서는 태도의 변화는 예술가가 사업 기여를 예술가의 사회적 임무의 일부

을 둔 보고서는 예술가를 문화 산업의 중심에 놓는다. 예술가는 문화 산업의

로 간주하고, 임무 실행을 위해 작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한다(Ervik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et al 2009). 예술이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을 할 수 밖에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는 예술가의 수입 성장 가능성에

없다 하더라도 예술가는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대해 설명한다.

가져야 하는데 예술도 보다 큰 그림의 일부이다. 예술의 주요 기능은 인정되지
만, 동시에 저자들은 예술가가 이런 임무를 넘어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예술가의 사업 개발 기여에 대해 고려하는 방식은 카리스마 이데올로기

주장한다. 예술의 잠재적인 사업 기여는 예술가 자신에게 보다 초점을 맞춰야

및 신 자유주의적 사고 모두에 의지 한다. 한편 문화 산업뿐 아니라 기타 산업

하는 임무로서 표현된다.

혁신에 대한 예술가의 기여는 세계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예
술가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예술가에 대한 비슷한 시각은 도시 및 지역 재
생에 관한 주장에도 상존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술가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결론

는 볼 수 없는 장소의 특징을 알아보고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방가

본 논문의 목적은 증가하는 경험 경제, 창조 산업 및 문화 산업 개념에

르드로 간주된다. 예술가의 기여가 상품을 매력 있고 독특하게 만든다는 주장

대한 주안점을 예술가의 사회 계약 협상 방식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예술

을 할 때, 이처럼 상품을 숭배하는(fetishize) 능력이 있는 예술가 개념에 비추

가의 사회 기여는 이 같은 개념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예술가의

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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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직업이 일상 작업의 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는 정도로 정의된
직업적 자율성에 대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업
또 다른 한편 구체적으로는 예술가의 문화 산업에 대한 기여가, 일반적으

담화에서의 예술가의 사회적 임무가 경제적 자율성 측면에서 직업적 자율성

로는 사업 개발이, 경제 가치 창출과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 예술가의 탐구적

의 증대 혹은 감소로 기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

활동이 혁신을 위해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주장할 수 있을 때, 예술가의 기여

해 우리는 직업예술을 통한 예술 작품 가격의 책정과 통제 가능성에 대해 더

는 산업 정책 담화 내 혁신의 중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담화의 혁신

많이 알아야 하며, 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

은 지역 및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요소로 이해되고(Gjelsvik 2007), 이

야 한다.

런 방식을 통해 예술가에게 중요한 사회 임무가 부여 되는데, 예술가의 역할
은 사업 혁신의 힘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지속적인 사회계약 협상 과정의 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예술가를 향한 새로운 기대를 서술하고, 예술가는 사업 개발에 기여하도록 독
려하며, 심지어 예술가가 태도를 바꾸고 사업 게임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고 제
안한다. Funck에 따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와 정책 엘리트 간의 신뢰
관계이고, 신뢰 수준은 예술가의 직업적 자율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직업
사회학에 따르면, 직업적 자율성은 절대적 현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각기 다른 차원을 지닌 상대적 개념이다. 직업적 자율성에 대한 질문에 적절
한 방식으로 답변하는데 있어서 분석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일부분 답변을 제시할 기회가 생긴다.

예술가는 카리스마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사고 모두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한편 예술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고,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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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의 창조적 장소 만들기와
초국가적 문화정책
제니 요하니슨(Jenny Johannisson)
스웨덴 보로스대학 문화정책연구센터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jenny.johannisson@hb.se

들어가기
본 논문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공공문화정책 내에서 이루어진 장소
만들기(place-making)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유럽 국가의 문화정책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작성한 논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일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화정책이다. 즉, 예술문화활동정책의 결과보다는 문화정책의
정치행정적 틀에 더 주력한다. 또한 스웨덴의 지방 및 지역별 문화 정책에
현직 보로스대학교 (University of Borås)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보로스대학교 (University of Borås) 부총장
		 문화정책국제컨퍼런스(ICCPR) 과학위원회 의장
경력 저널 Culture Unbound: Journal on Current Cultural Research의
		 공동편집자(2009-2012)
연구관심분야

지역의 문화정책

저서	Making Geography Matter in Cultural Policy Research: The Case

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설명할 것이므로, 본 논문의 논의 내용 또한 다분히
스웨덴적인 맥락에서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한 동료들의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주장이 스웨덴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기를 바란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흔히 동질적인 나라로 비춰지기 때문에, 유럽의

of Regional Cultural Policy in Sweden(ed. 2010)
		 International Cultural Policies and Power (Palgrave MacMillan)

다른 국가나 유럽 이외에 다른 국가들과도 별개의 특정 지역으로 구분되고

		Cult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e Case of

있다. 크게 보면, 북유럽 국가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그 근거가 충분하다.

Norrby, Sweden(eds. 2015)
		 Culture and Sustainability in European Cities(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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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실례로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는 오랫동안 함께 과거

p.345), 즉 “예술 및 문화분야에 있어서 공공지출의 분산”의 도구일 뿐만

다른 북유럽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기도 했었다. 20세기 초 들어서 북유럽

아니라 문화 분권화, 즉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술의 ‘공정한’ 분산을

국가들은 모두 각자의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nation-state)가 된다. 그러면서,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권화의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진다(위의 책,

모두 오늘날과 같은 공공영역(public sector)이 상대적으로 강한, 복지지향적

p.344). 그러나, 북유럽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공공 문화정책의 목표는 가능한

정치민주주의의 모습을 서로 비슷하게 갖추게 되었다. 또한 복지지향적

한 많은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갖게

한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Mangset 등.

되었다. 이로 인해, 북유럽 문화정책 연구자들은 “북유럽 문화 모델(Duelund,

2008). 이러한 이원적 문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ed. 2003)”의 증거 또는 적어도 북유럽 국가들의 문화정책상 중요한

전문 예술활동 생산, 전문 예술가의 업무 환경 및 제도적인 인프라 (극장,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 이외에 중요한 차이점 또한

콘서트 홀, 박물관 등)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책임을 전통적으로 담당해왔다.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차이점 중 일부를 다루어 보겠다.

지방정부 차 원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 에 재정적인 기여를 항상
해왔지만, 일차적인 관심은 공공 도서관이나 시립청소년음악예술학교와

19 60년대 와 1970년대 이후 에 북 유 럽 국가 에서 문화 정책은

같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더 넓은 의미의 문화에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민주주의 복지 정책 내에서 따로 구별된 정책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예술활동의 생산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지방정부는 시민의 문화참여에

문화 정책분야 에서 힘의 공 간적 배분 은 중요한 이슈였다. 민주 주의적

집중했다.

복지정책 체제가 자원의 동등한 배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한 정부를
전제했다면,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 단계에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데 큰

이러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기본적인 책임구분은 아직도 북유럽

역할을 했다(Bogason 1996).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책임 분리는

국가에 남아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시 정부(municipality)의 역할에는

아직도 북유럽국가들의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화(globalization)

노부코 가와시마(1997, p.346)가 정치적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로

즉, 여기에서는 세계화(internationalization)와 분권화의 평행과정(parallel

표현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정치력과 행정력의 분산”은 북유럽

process)으로 이해되는 국제화 과정으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이 이름

문화 정책의 특징이다(Duelund, ed. 2003; Mangset 1995; Mangset 등.

붙인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라는 것이 정치체제와 정책

2008). 더 나아가, 수직적 정치 분권화는 재정 분권화(Kawashima 1997,

실천 안으로 크게 들어오게 되었다(Farrell, Hettne&van Langen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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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 2005 참조).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북유럽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유럽연합은, 한편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정부 개념을 각 국가의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은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그 문화적 자산의

정치체제에 도입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및 지역 차원의 정부의 역할을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주안점을 둔 도시계획이다. 여기에서 문화의

더 크게 강조하는데 기여했다.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유럽

개념은 예술, 문화, 스포츠, 도시농업에 이르는 어떠한 표현도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인류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화계획의 초점은

국가들은 이제 탈공업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향후 공공 정책을 개정할 때
지역(region)을 최적의 기능실체(optimal functional entity)로 간주한다는

도시 내 공공 장소, 사회적 생활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에 있다(City of
Gothenburg 2013, p.22, 저자 번역).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기능실체로서의 지역에서는 도시(city)가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지역경쟁이 일어나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도시는 발전의

위 발췌문에서, 인구 53만 명의 스웨덴 제2대 도시 구텐베르크시는

중심지(hub)이자 견인차로 간주된다. 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도시나

문화계획이 무엇인지, 도시의 공공 문화 정책과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지역을 더 매력적인 곳으로 어필하는 도구로 문화가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계획이란 문화와 도시개발에 대한 접근법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문화정책은 본 저자가 ‘창조적 장소 만들기(creative

영국의 문화연구가 프랑코 비안키니(Bianchini& Parkinson, eds, 1993)가

place-making)’라고 명명한 과정에 있어서 문화정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스웨덴적인 맥락으로 바꾼 것이다. 1998년, 구텐베르크시는 스웨덴에서

있나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는 양면의 문제가 있다. 즉, 적어도

문화계획을 문화정책의 틀에 포함시킨 최초의 시정부가 된다. 그 후로,

수사적으로는 예술과 문화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몇몇 도시들도 그 뒤를

공공문화정책 체제 내에 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경향을 더욱 강조시킬

따르게 되며, 오늘날에는 문화계획을 함께 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시정 부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호의존성이나 다른 층위에 있는 정부간의 갈등을

위한 북유럽 도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URL:http://www.culturalplan

가시화시키는 방식으로 문화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ninglaboratory.se/). 문화계획에 따라 수반되는 문화, 장소 만들기(place-

이러한 장단점을 스웨덴 문화정책 위주로 다루어 보되, 동시에 나머지 북유럽

making), 부문간 협력, 이 세가지 요소간의 명백한 연결고리가 본 저자의

국가들과의 연관성도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흥미를 끌었고, 1990년대 구텐베르크에서 일어난 ‘문화정책의 (재)구성’을
박사논문 주제로 삼게 되었다(Johannisson 2006, 2009).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문화계획으로 인해 지방 문화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된 것처럼

북유럽 문화 정책의 장소 만들기(plac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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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기준으로 평가 받는다.

스웨덴적인 맥락 에서의 공 공 문화 정책에 도입된 것처럼 보인다 는
점이었다.

구텐베르 크의 문화 정책 (재)구 성에 대해 연구한 본 논 문에서는,
이 세 가지 논거를 품질 담론(quality discourse), 복지 담론(welfare

1990년대 구텐베르크시 공공 문화 정책의 비전과 조직이라는 두 가지

discourse), 동맹 담론(alliance discourse)의 세가지 담론으로 바꿔보았다.

정책 과제에 대한 본 저자의 연구를 통해, 20세기 초 이후 북유럽 국가들의

논거(rationale)를 담론(discourse)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본 저자는 담론의

문화정책 통제원칙(governing principle)이 구텐베르크에도 적용되었음을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는 공간(space)/장소(place)의 구별되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덴마크 문화 정책 연구학자 도르테 스콧-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본주의 논거의 모든 요소가 품질

한센DorteSkot-Hansen(1998)은 이러한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을

담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저자는 진정으로 초국가적인 요소를 담론에

인본주의적 논거(humanistic rationale), 사회학적 논거(sociological

주입시켜, 품질 담론이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예술적, 우주적 공간에

rationale), 도구적 논거(instrumental rationale) 라는 세 가지의 문화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복지 담론에는 사회학적 논거의

정책 논거로 설명하고 있다. 스콘-한센(위의 책)은 이 세가지 논거들은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공간(national space)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대체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사적,

복지정책으로 도입될 때의 문화정책은, 다른 복지 자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리학적 특별한 상황에서는 각 논거가 얼마큼은 더 강조된다고 주장한다.

자원을 가능한 한 동등하고 공평하게 나라 전체에 분배할 책임이 있다는

193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는, 공공 복지 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전문적인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구텐베르크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원을

고전 예술의 전파에 초점을 맞춘 인본주의적 논거가 북유럽 국가들의 문화

시정부가 도시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정책을 좌우했다. 1970년대에는, 문화민주주의 논거가 사회학적 논거로

“문화 활동은 장소에 기반한 유물생산, 다양한 물건의 소비, 문화정체성

뒷받침되어, 시민의 문화적 실천 및 문화 민주주주 참여에 대한 관심이

재생산 및 예술공연과 관련될 수 있다(Järvelä 2009, p.165)”는 의미에서

공공 문화정책 내에 크게 늘어났다. 1980년대 이후로는 도구적 논거, 주로

복지 담론은 문화의 인류학적 개념을 포함시킬 때 장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장친화적 논거가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체에서 설득력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별로 다른 양상(local

얻게 되었다. 이러한 논거에서는, 예술 및 문화의 가치가 예술적 또는

variation)과 장소특성적(place-specific) 표현들은 국가적 균일(national

사회학적 기준으로 평가 받지 않고, 사회 발전, 특히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uniformity)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86 2015 Asia Culture Forum

187

발 제

제니 요하니슨, 스웨덴

볼 때, 이러한 내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로 수사적인 차원이지 실제

위해, 스웨덴과 북유럽 문화 정책의 지역층위(regional level)에 대해 먼저

정책조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동맹 담론에서 ‘지역별 다른 양상’이라는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글로컬(glocal)한 장소간의 경쟁
속에서는 어떤 (가치있는)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위의 논거들과 마찬가지로,
그 공간적, 장소적 개념을 포함한 담론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서로를

북유럽 문화 정책에서의 지역

대체하지 못하며, 그보다는 어떤 특정한 정책 환경에서는 하나의 담론이

20세기 초부터 모든 북유럽 국가의 중앙정부와 시 정부(municipality)는

다른 담론들보다 우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동맹

공공정책결정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서로간의 책임분리는 북유럽

담론은 기본적으로 품질 담론과 복지 담론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만,

5개국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동등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각 지역정부 별로는

나머지 담론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동맹 담론은 공공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층위에서 볼 때, 시 정부는 자치권을

문화정책을 입안과정에서 장소를 중대한 범주(crucial category)로 도입한다.

누리며 과세권을 가지지만, 지역 차 원에서 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만

둘째, 공공정책과 민간부문간의 어떠한 갈등이나 긴장도 구별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국가만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 지역,

대신에 공공, 민간, 시민 부문은 함께 노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3자 정치체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시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의 목표는 구별되는 지리적 단위, 즉 특정 장소(specific

정부 수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책임도 더

place)의 재정적·사회적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잠재적으로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핀란드의 경우, 자치적인 지역정부를 세우기보다는

민족국가(nation-state)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지역이 될 수도

시 정부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는 듯하다. 이런 국가에서는

있지만, 구텐베르크의 경우에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정책과정이

지역적 관점에서의 사회발전을 목표로, 지역적 층위는 지난 10여 년간

도시 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명한 얘기처럼 들릴 지는 몰라도,

시 정부와 다른 행위자(agent)간의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역할을

본 박사논문에서 살펴본 발전 단위로서의 도시는 실증적 사례를 초월한다.

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공식적인 층위의 정부로서의 지역을 사회발전의
선봉장(instigator)으로서의 지역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북유럽

다른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문화정책에서도, 도시는

국가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예술 및 문화의 주요 공간으로, 또 사회발전을 위한 창의적 장소 만들기의
동력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역할을 더 상세하게 연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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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주(州)의회(county council)가 합병되어

governance)가 하나의 논거로써 지역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에 통합되어,

좀 더 큰 정치적 단위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단위는, 종전에 중앙층위의

한편으로는 지방-중앙정부간, 또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어 활동한다. 주(州)간

정부에게 있었던 권력의 지역층위로 분산한다는 사안을 함축하고 있기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각 지역들이 각자의

때문에 정치분권화의 현상(manifestation)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이

비공식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새로운 지역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통적인 책임 이외에, 지역발전과

일이다(Johannisson 2010). 이런 측면에서 초국가적 관계(transnational

문화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 건설에는 두 가지의

relations)는 지역적 정책 결정의 근간이자 필수부분이다.

기본적인 모티브가 깔려있다. 하나는 금융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에
대한 필요이며, 다른 하나는 그 당시 EU에서 차용하던 지역적 논거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의 실제 콘텐츠는 전통적인 문화 정책의 논거와

이러한 논거는 지역을 민족국가 대신에 정책수립 및 사회발전을 이루는

담론만을 재생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Blomgren& Johannisson

최적의 기능단위(optimal fun-ctional unit)로 자리잡게 하였다. 핵심이

2014). 한편으로, 지역문화정책을 보면, 종전에 주로 중앙정부가 소유했던

되는 논란은 지역의 역할 이 국민경제에 종 속 된 전달 단위(deliver y

예술문화제도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 대부분의 재정적 자원을 쏟아

unit)에서 경제성장의 자치적인 선봉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Keating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및 문화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에만 많은

2002). 이 논쟁은 스웨덴의 지방 및 지역 정치가들이 지역적 관점에서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장소 만들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스웨덴 지역들은 자신들의

아니라 중앙정부적 관점에서도 좀 더 크고 더 독자적인 자치력을 가진

정치적 정통성이 지역적 문화정체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지역이 필요함을 중앙정부에 피력하는데 사용되었다. 유럽연합이 “지역의

다른 유럽지역(예: 스페인의 카탈루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보여진

유럽(Europe of regions)”을 표방하듯이, 스웨덴도 미래 번영을 “지역의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국가(a nation of regions)”위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화

“지역”이란, 특정 문화정체성을 지닌 장소라기 보다는 정치-행정적 단위로

과정에 따른 문화정책 결과에 대한 일부 스웨덴 지역의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남아있다. 그리하여 정체성에 기반한 장소 만들기는 도시를 뜻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지역의 역할에 대해 가지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정부가 국가의 정치체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한편, 지역에서 본 중앙정부는 여러 다른

북유럽 문화 정책에서의 지역

정치단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입장에서는, 다층 거버넌스(multi-

20세기 초부터 모든 북유럽 국가의 중앙정부와 시 정부(municipal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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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결정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서로간의 책임분리는 북유럽

기본적인 모티브가 깔려있다. 하나는 금융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에

5개국에서 기본적으로 모두 동등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각 지역정부 별로는

대한 필요이며, 다른 하나는 그 당시 EU에서 차용하던 지역적 논거이다.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층위에서 볼 때, 시 정부는 자치권을

이러한 논거는 지역을 민족국가대신에 정책수립 및 사회발전을 이루는

누리며 과세권을 가지지만, 지역 차 원에서 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만

최적의 기능단위(optimal functional unit)로 자리잡게 하였다. 핵심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국가만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 지역,

되는 논란은 지역의 역할 이 국민경제에 종 속 된 전달 단위(deliver y

중앙정부의 3자 정치체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시

unit)에서 경제성장의 자치적인 선봉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Keating

정부 수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책임도 더

2002). 이 논쟁은 스웨덴의 지방 및 지역 정치가들이 지역적 관점에서뿐만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핀란드의 경우, 자치적인 지역정부를 세우기보다는

아니라 중앙정부적 관점에서도 좀 더 크고 더 독자적인 자치력을 가진

시 정부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는 듯하다. 이런 국가에서는

지역이 필요함을 중앙정부에 피력하는데 사용되었다. 유럽연합이 “지역의

지역적 관점에서의 사회발전을 목표로, 지역적 층위는 지난 10여 년간

유럽(Europe of regions)”을 표방하듯이, 스웨덴도 미래 번영을 “지역의

시 정부와 다른 행위자(agent)간의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역할을

국가(a nation of regions)”위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화

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공식적인 층위의 정부로서의 지역을 사회발전의

과정에 따른 문화정책 결과에 대한 일부 스웨덴 지역의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선봉장(instigator)으로서의 지역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북유럽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지역의 역할에 대해 가지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른

국가들과 확연히 구별된다.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정부가 국가의 정치체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한편, 지역에서 본 중앙정부는 여러 다른

1990년대에는 좀 더 자급자족하는 지역들이 스웨덴에서 나타났으며,

정치단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입장에서는, 다층 거버넌스(multi-

이들 지역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주(州)의회(county council)가 합병되어

governance)가 하나의 논거로써 지역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에 통합되어,

좀 더 큰 정치적 단위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단위는, 종전에 중앙층위의

한편으로는 지방-중앙정부간, 또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어 활동한다. 주(州)간

정부에게 있었던 권력의 지역층위로 분산한다는 사안을 함축하고 있기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각 지역들이 각자의

때문에 정치분권화의 현상(manifestation)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이

비공식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는 것을 관찰하기란 흥미로운

새로운 지역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통적인 책임 이외에, 지역발전과

일이다(Johannisson 2010). 이런 측면에서 초국가적 관계(transnational

문화정책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었다. 새로운 지역 건설에는 두 가지의

relations)는 지역적 정책 결정의 근간이자 필수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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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발전에도 위협으 로 비춰진다 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렇게
그러나 지역문화정책의 실제 콘텐츠는 전통적인 문화 정책의 논거와

“지식기반경제” 속에서 이룬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기반한 성장 속에서,

담론만을 재생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Blomgren& Johannisson

스톡홀름보다는 문화 및 “문화센터(cultural center)”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2014). 한편으로 지역문화정책을 보면, 종전에 주로 중앙정부가 소유했던

한다는 것이었다.

예술문화제도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에 대부분의 재정적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및 문화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에만 많은

	저희 의견으로는, ‘문화분야’라는 것은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동력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장소 만들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스웨덴 지역들은 자신들의

문화 인프라와 역량(competence)이 가 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정치적 정통성이 지역적 문화정체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합니다. 다른 발전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 관련 정책수단은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에 기반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발전이란 국가 전체적으로

다른 유럽지역(예: 스페인의 카탈루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보여진

동등한 생활여건을 뜻합니다. 저희는 역동적인 센터간에 책임을 분산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것이 이 목표를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식기반발전은

“지역”이란, 특정 문화정체성을 지닌 장소라기 보다는 정치-행정적 단위로

인구와 역량의 집중화 뿐만 아니라 연구, R&D 활동, 지식집중 생산을

남아있다. 그리하여 정체성에 기반한 장소 만들기는 도시를 뜻하는 것이다.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문화는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Göteborgsstad, Malmö stad&Umeåkommun 1994, p.2, 저자
번역).

북유럽 문화정책에서의 도시
스웨덴에서는 문화정책적으로 더욱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가는 정치적 과정으로 인해,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행동공간(acting
space)이 스웨덴의 주요도시에도 만들어졌다. 1994년 구텐베르크는
말뫼(인구 25만명의 스웨덴 3대도시), 우메오(인구 10만 명)와 함께 당시
문화정책조사당국에 공동서한을 제출했다. 서한에는 예술기관 및 전문
아티스트의 집중화와 수도 스톡홀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스웨덴
예술발전 및 문화정책의 발전에 위협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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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한이 쓰여진 동기는 유럽위원회가 1980년대 후반 스웨덴의
국가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를 내놓으면서였다. 영국의 문화 정책연구가
존 메이어스코프(John Myerscough)가 이끄는 전문가 그룹이 평가를
담당했고, 그 결과 나온 최종보고서에는 문화센터의 수적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스웨덴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 확대는
이미 시기적으로 지났으며, 그 대신 현존하는 문화 정책수단을 자세히
조사, 평가, 집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고서에 실려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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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의 우월적 위치는 와해되고 새로운 문화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한)내에서의 문화의 역할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것이었다(Myerscough 1990, p.59, 88, 148). 보고서는 지역에 대한 주장과

발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예술생산센터나 다양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정치권력의 창출, 재생산 및 변형의 주요장소였던

문화정체성을 위한 어떤 장소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는 세계시장에

민족국가의 우월적 위치와(Volkerling 1996, p.190), 또한 이에 따라

나와있는 원자재이기도 하다. 도르테 스콧-한센은 이러한 발전상을 예술 및

하위정부(subnational)의 형태를 “국가의 영토 조직(territorial organization

문화의 도시계획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개의 다른 전략을 통해

of the state)”으로 조정하려는 민족국가 건설의 포부에 대해서도(Agnew

구별하고 있다.

1987, p.38)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다른 도시지역에 대한 수도의
우월적 위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수도 이외의 도시들의 포부는 수직적 정치 분권화(vertical

창의 도시
- 플로리다 방식

문화 계획
- 문화로 계획하기

예술 정책
- 예술을 위한 계획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도시

지역공간으로서의 도시
- 지리학적

예술현장으로서의 도시
- 부문별

창의 계층을 위한 ‘펀 앤
플로우(fun and flow)’ 계획

다양한 생활양식 및
하위문화를 위한 계획

“창의적인 순간”을 위한 계획

경험으로서의 문화

광의의 인류학적 문화 정의

협의의 인본주의적 문화 정의

경제적 자본으로서의
창의성

로컬 자원으로서의 창의성

고유한 가치를 지닌 미학적
경험으로서의 창의성

3T에 기반한 문화주도형
경제전략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의
문화의 전략적 사용

예술 및 그 관객의 전략적
발전

political decentralization), 즉, 민주주의 강 화 를 위해 정치권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야심의 발로로 조명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수평적
정치 분권화(horizontal political decentralization), 즉, 정부의 같은
층위의 다른 행위자간의 권력분산(Kawashima 1997)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시민부문의 행위자간의 권력분산(Kangas 2004)의 사례로도 생각되어야
한다. 스웨덴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모든 정부차원에서-문화정책분야의
사유화에 소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시장지향적 논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21세기 초, “창의 계층(creative class)”과 창의계층의
주거지로서의 도시에 대한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2002)의 주장은

스콧-한센에서 발췌, 수정 (2009, p.194)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북유럽을 포함한 일부 유럽의 지방 및 지역정부에서는

스콧-한센이 위의 전략들을 어떤 명시된 기간에 따라 짝지은 것은

“플로리다처럼 하기(Doing a Florida thing)”가 유행처럼 번졌다(cf.

아니나, 위 표의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아도 가능하며 이렇게 볼

Egeland 2009; Skot-Hansen 2004). 결국, 도시계획(즉, 장소 만들기를

때, 북유럽-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서유럽까지도-의 일시적 발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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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가 도시계획에 사용되는 전략이 가시화된다는 것이 본 저자의

이해되었던-공공정책에 어떤 변화(shift)를 도입하는 동시에 뚜렷이 구별되는

의견이다. 예술정책은 인본주의적 논거 및 품질 담론과의 명백한 상관관계가

사회의 한 경제부문이 되었다. 여기에서 변화란 거시경제차원의 활동에

있으며, 이는 20세기 초 이후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 문화 정책에서 뚜렷하게

점점 더 관련성 있는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적 제품

드러난다. 사회학적 논거와, 문화정책 내에서 인류학적 문화의 역할을

및 경험에 대한 청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및 기업가

강조하는 복지담론은, 문화계획의 중요한 시발점인 것이 명백하다. 1970년대

역량 증진의 문제도 점점 더 많이 다루게 된”(위의 책, p.3) 변화를 뜻한다.

후반 문화계획은, 한편으로는 문화의 더 넓은 개념을 공공문화 정책에

이것은 문화, 도시, 공공정책결정간의 관계를 풀어서 번역해놓은 것으로

도입한 데 대해 반응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탈산업화시대 유럽도시들의

“문화 1.0 모델”과는 상당히 다르다. 문화 1.0모델은 사회전체의 유익을 위해

“부유하고 건강한 소수와 가난하고 병들고 낙인 찍힌 다수와의 격차(Skot-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공공자원을 쏟아붓는 공공후원(public

Hansen 2009, p.202)”를 극복하고자 하는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서 처음

patronage)”(위의 책, p.2)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던 모델이다. 후자인

실시된 것이었다. 결국, 창의 도시는 1980년대 이후로 서유럽을 대대적으로

1.0모델의 가장 큰 취약점은 어느 정도의 사회 및 경제적 자본을 전제로

휩쓸고 간 공공정책의 규제철폐 현상이 꾸준히 증가한 데에 대한 반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생산과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더 넓히지 못한다는

간주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종전에 존재했던 공공, 민간, 시민

무기력함이 모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 문제는 지금은

부문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Mangset 1995, p.73). 앞서 세 개의 전략은 모두

주로 경제적 자본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문화 2.0모델에도 남아있다.

예술과 문화를 사회발전 장려의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예술의 사회적

게다가, 경제부문으로서의 창조산업이 가지는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각 전략간, 그리고 ‘도시’, ‘도시 계획’, ‘문화’, 그리고

증명하기가 어려웠다(위의 책, p.3). 그러나 사코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문화

‘창의성’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다.

3.0 모델”로 가는 또 다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의
생산자와 참여자를 구분하는 선도 더 이상 쓸모가 없을 정도로 문화의 생산

이러한 개념을 창의도시 전략으로 바꾸어 봤을 때, 이것은 시간이

및 사용에 대한 참여를 가능케 해준다. 유럽연합의 구조기금프로그래밍의

흐르면서 문화가 서구 사회 내에 어떻게 포지셔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전략에서 문화의 도시계획 및 장소 만들기 역할과 특히 관계가 있는 전략을

중대한 주장을 펼첬던 이탈리아 문화경제학자 피에르 루이지 사코(Pier Luigi

하나 꼽자면, 그것은 사코(Sacco)가 이름 붙인 “지역 정체성”이라는 전략이다.

Sacco)가 말하는 “문화 2.0모델”(e.g. Sacco 2011)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문화 2.0’에서 문화는-문화 및 창의 산업의 측면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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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는 새로운 문화 거버넌스의 기초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문화 의제

측면으로 인해 경시되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매우

21’(http://www.agenda21culture.net)은 각 도시들이 장기적인 문화전략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의 창의적 요소와 혁신적 요소간의 연결성을

세우고 문화시스템이 도시/지역의 주요 계획 수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예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사례에서 본 문화와 문화계획은 예술 및

격려하는 것이다. 문화생산과 참여의 모든 간접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문화부문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이는 사코의 접근법 그 자체를 반대하는

조정하는 좀 더 일관되고 포괄적인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문화재생

데에는 아무런 근거도 제공해주지 못하지만, 도시계획과 장소 만들기에

프로젝트의 방향을 진정성이 없는(inauthentic) 도구적인 광경만 많이

있어서 문화가 도구로서 어떻게 사 용되는 지에 대한 실증 적 연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지역 기술과 역량 자산을 키우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밝혀주고 있다.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이

접근법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Sacco 2011, p.9).

도시문화정책의 전략과 비전에서 강조되는 동안에도, PasiSaukkonen와
M i n n a Ru u s u v i r t a (2012 ) 가 핀란드 도 시문 화 정책 에 대 한 글 에 서

저 자가 생 각 하기에 이 글 에 서 , 사 코는 문 화계 획의 재 조 정이나

지적했듯이, 예술과 문화가 실제로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거나 북유럽 국가의

개선(refinement)을 내포하는 듯한 대안적 접근법의 근거를 제시하고

도시문화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은 그리 크지 않은 실험적

있다. 사코의 주장은 특히, 스웨덴의 지방 및 지역층위 정부의 문화정책

지원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입안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정부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공공 문화 정책의 참여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사코는 문화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다. 스웨덴적인
맥락에서, 이것은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으로 흐르는 문화정책 컨텐츠에 관한,
상대적으로 독특한 사례이다. 즉,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문화정책의 목표는

맺는 말

동일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반면, 지속가능한 발전 내에서

본 논문에서 저자는 대략적이고 잠정적인 방식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문화의 역할이란 지역단계에서 주로 생성되는 요소라는 것이다(Johannisson

공공문화정책에서 볼 수 있는 ‘장소 만들기’의 발자국을 따라가보았다.

2010). 그러나, 최근에 스웨덴 보로스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서의

저자는 주로 스웨덴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다른 북유럽 국가에

문화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바(Johannisson 2015), 문화 및

대한 연구를 참고해 나가면서, 국가적 복지 시스템 및 민주주의적 복지

문화계획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른 측면, 즉 생태학적, 경제적

시스템에 주로 기반한 문화정책에서, 정부의 하위 층위, 초국가적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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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시민 영역간의 부문간 협력도 확대, 포함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참고자료

이행과정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이행은 한편으로는

Agnew, J. (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서구 정치 민주주의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탈규제화와 시장지향성의
증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문화 정책 내에서의 필요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 만들기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정에서 모두 도구로
생각될 수 있다. 첫째, 어떤 장소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society. Winchester, Mass.: Allen & Urwin.
Bianchini, F. & Parkinson, M. (eds.) (1993).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Blomgren, R. & Johannisson, J. (2014). Varför regional kulturpolitik? 		
	Legitimeringsberättelser i svenska regioner. Sosiologi i dag , 44 (1),

매력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을 구별해내는 도구로, 둘째, 시민의

39-65. Heywood et al. (eds.), Developments in West European politics .

일상생활에서 문화의 역할을 식별하는-즉, 진정으로 문화를 ‘장소특정적’으로

London: Palgrave.

만드는 의미에서의-도구로 생각될 수 있겠다.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 문화의

Bogason, P. (1996). Changes in local government and governance. Bogason,

역할은 ‘장소의 브랜드화’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사람들의 일상생활

	P. (ed.), New modes of local organizing: Local government

속에서의 문화의 공명과 관계 있는 두 번째 프로세스는 ‘장소 만들기’라는

fragmentation in Scandinavia . Comack, N.Y.: Nova Science Publishers,

약속을 안고 있다. 즉, 어떤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Inc., 1-13.

장소를 만들어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City of Gothenburg (2013). Göteborgs stads kulturprogram. URL: https://goteborg.se/
	wps/wcm/connect/114b48c7-d360-4b91-b94a-ec16cba90b58/
kulturprogram_web.pdf?MOD=AJPERES&CACHEID=114b48c7-d3604b91-b94a-ec16cba90b58
Duelund, P. (ed.) (2003). The Nordic cultural model . Copenhagen: The Nordic
Cultural Institute.
Egeland, H. (2009). ‘Drammen er en internasjonalt sammensatt by’: kulturliv i
	ei tid prega av imagebygging. Aagedal, O., Egeland, H. & Villa, M. (eds.),

Lokalt kulturliv i endring. Oslo: Fagbokforlaget/Norsk kulturråd, 85126.

202 2015 Asia Culture Forum

203

발 제

Farrell, Mary, Hettne, B. & L. van Langenbove (eds.)(2005). Global Politics of

Regionalism: Theory and Practice. London: Pluto.
Göteborgs stad, Malmö stad & Umeå kommun (1994). Sverige behöver fler

kulturella centra.

제니 요하니슨, 스웨덴

60-årsdagen. Bø: Telemarksforskning-Bø, 133-143.
Kawashima, N. (1997). Theorising decentralisation in cultural policy: concepts,
	values and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3 (2),
341-359.

Johannisson, J. (2006). Det lokala möter världen: Kulturpolitiskt 			

Keating, M. (2002). Territorial politics and new regionalism . London: Palgrave.

	förändringsarbete i 1990-talets Göteborg. Borås: Valfrid. Diss.

Mangset, P. (1995). Risks and benefits of decentralization: the development of local

URL: http://hdl.handle.net/2320/2422
Johannisson, J. (2009). A sense of place: tracing a spatial approach to cultural
	policy. Pyykkönen, M., Simanainen, N. & Sokka, S. (eds.), What about

cultural polic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ultural policy
research. Jyväskylä: SoPhi, 173-192.
Johannisson, J. (2010). Förändringar i kulturpolitikens geografi. Stockholm:
	Statens kulturråd. URL: http://kulturradet.se/Documents/
publikationer/2010/kulturpolitikens_geografi.pdf
Johannisson, J. (2015). Cult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e
	case of Norrby, Sweden. Hristova, S., Dragicevic Sesic, M. & Duxbury,
N. (eds.) (2015), Culture and Sustainability in European Cities:

Imagining Europolis. London: Routledge, 166-177.

	cultural administration in Norwa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Policy, 2,
(1), 67-86.
Mangset, P., Kangas, A., Skot-Hansen, D. & Vestheim, G. (2008). Editors’ 		
	introduction: Nordic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4 (1), 1-5.
McGuigan, J. (2009). Doing a Florida thing: the creative class thesis and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5 (3), 291-300.
Myerscough, J. (1990). National cultural policy in Sweden: a report from a

European group of experts . Stockholm: Libergraf.
Sacco, P.L. (2011). Culture 3.0: A new perspective for the EU 2013-2020 structural

	funds programming. Produced for the OMC Working Group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April 2011. URL: http://www.culturalpolicies.

Järvelä, M. (2009). Reclaiming space as a meaningful place. Pyykkönen, M.,

net/web/files/241/en/Sacco_culture-3-0_CCIs-Local-and-Regional-

	Simanainen, N. & Sokka, S. (eds.), What about cultural policy?

Development_final.pdf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ultural policy research . Jyväskylä:

Saukkonen, P. & Ruusuvirta, M. (2012). Reveries and realities: recent 		

SoPhi, 161-172.

	developments in Finnish urban cultural policy. Nordisk Kulturpolitisk

Kangas, A. (2004). Decentralization and cultural policy. Røyseng, S. & Solhjell, D.

Tidskrift, 16 (2). URL: https://www.idunn.no/nkt/2012/02/reveries_

(eds.), Kultur, politikk og forskning: festskrift till Per Mangset på
	

and_realities_recent_developments_in_finnish_urb

204 2015 Asia Culture Forum

발 제

Skot-Hansen, D. (1998). Kultur til tiden: strategier i den lokale kulturpolitik.

Nordisk Kulturpolitisk Tidskrift, 3 (1), 7-27.
Skot-Hansen, D. (2004). Culture & the city: kulturalisering af byudviklingen
	eller uvikling av bykulturen. Røyseng, S. & Solhjell, D. (eds.), Kultur,

politikk og forskning: festskrift till Per Mangset på 60-årsdagen. Bø:
Telemarksforskning-Bø, 202-217.
Skot-Hansen, D. (2009). Whose city? Planning for creativity and cultural 		
	diversity. Pyykkönen, M., Simanainen, N. & Sokka, S. (eds.), What

about cultural policy?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cultural policy
research. Jyväskylä: SoPhi, 193-208.
Volkerling, M. (1996). Deconstructing the difference-engine: a theory of cultural
polic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Policy, 2 (2), 189-212.

206 2015 Asia Culture Forum

발제

국경을 넘는 문화 정책
— 유럽의 경험과 아시아에 시사하는 점
동아시아 창조 산업에 관한 접근법
노부코 카와시마(Nobuko Kawashima)

*본 논문은 본인이 사회 및 행동과학의 국제 백과사전(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에 게재한 장(chapter)에 기반을 둔다. 패널에서는 본
논문의 짧은 버전을 전달하고자 한다.

도입
본 논문은 창조 산업에 관한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한국, 대만 및 싱
현직 일본 도시샤대학교(Doshisha University) 경제학부 교수

가포르) 문화 정책 발전의 공통 혹은 다른 궤적의 일부를 논의할 것이다. 이용

		도시샤 대학교 창조경제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the

가능한 공간과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 문화 정책의 분석적인 ‘모델(들)’을

Creative Economy) 총괄
		 일본문화경제학회(Japan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회장

제안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 지리적 초점을 맞춘 문화정책

		 국제문화정책연구 컨퍼런스 과학위원회

연구를 위해 미약하나마 예비적 성격의 기여를 할 것이다.

학력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도시정책 분야 박사
연구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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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2. 최근 동향—문화 창조 산업 정책

본 논문에서 다루는 5개국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대한 중국에서부

정책 결정의 전개 및 형태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차이가 있고,

터 가장 작은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국토 면적이 상당히 다르

서양의 모델(문화 정책 문헌이 중점을 두는)과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 국가는 경제적 성공과 아시아 지역 전체의 산업

하고 경제, 기술, 정보 및 문화의 세계화 덕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정책

기지임을 자부한다(Vogel 1999의 ‘네 마리 작은 용’ – 한국, 대만, 싱가포르,

에는 다른 지역 문화 정책의 주요 동향이 반영되어 있다: 문화 창조 산업 정책

홍콩 참조).

이 그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지식창출 분야로의 그
들의 경제 기반 이전(진행 중이요, 조만간 중국에서 일어날)을 감안하면, 이는

표 1. 동아시아 5개국의 인구 (2010) 및 경제 규모 (2011)
인구
(백만, 2010)

명목 GDP
(십억 USD, 2011)

일인당 GDP
(USD, 2011)

중국

1,341

5,739

5,417

일본

127

5,459

45,870

한국

48

1,014

24,900

대만

23

466

20,083

5

334

49,271

국가

싱가포르

세계인구전망: 2010년 개정, 유엔;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2012, 국제통화기구

놀라울 것도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가 부유해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서 불가피하게 태국,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과 같이 이웃한 개도국에 제조기반
을 빼앗긴다. 창조 경제와 창조 도시 개념과 창조 산업에 대한 관심은 학계뿐
아니라 정책 담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싱가포르도 이런 정책 방향의 선두에 서 있다. 호주에 가깝고, 국제적인
마음가짐을 갖춘, 영어를 폭넓게 사용하는 싱가포르는 글로벌 정책 동향에 적
응하는데 보다 유연하고 빠른 것처럼 보인다. 문화 창조 산업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겠다는 싱가포르의 야심을 매우 분명했다. 사실 싱

이들 국가의 경제 개발 특징은 모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발전했다는
점이다. 또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수세기 동안 중국 문명 및 문화의 영역에 자
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 국민들의 특징은 자기절제, 근
면성(긴 근로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음), 아동 교육에 가치부여, 능력주의와 지
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집단주의이다. 이런 특성
이 문화 정책 발전에 이바지 했는지 여부는 보다 복잡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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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르는 정치적 단결과 같이 비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문화 정책뿐 아니라 관
광 개발(따라서 경제 개발)에 맞춰 조정한 상대적으로 긴 문화정책 역사를 보
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예술과 문화의 글로
벌(혹은 적어도 지역) 허브(Kwok and Low 2001; Kong 2012: 282)인 싱가
포르라는 지원 슬로건과 함께 상당히 많은 공적 자금을 대표 예술장소 및 박
물관의 건설에 투입했다. 동남아,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교차로 및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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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접거리에 놓인 싱가포르의 슬로건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

한 다운스트림 공장이 아닌 지식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어 브로드웨이에서 ‘수입’된 장기 공연 뮤지컬과 웨스트 앤드(the West End)

문화 창조 산업 정책은 경제 변환을 위해 2002년 정부가 시행한 전반적 장기

는 싱가포르에서 지속적으로 상연되고 번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질의 식

계획을 통해 바이오 기술 및 디지털 컨텐츠 사업과 함께 굳건히 자리를 잡았

당과 셀 수 없이 많은 쇼핑몰과 함께 싱가포르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거주

고, 2008년 창조적 대만(Creative Taiwan)이라는 또 다른 계획을 통해 더욱

하면서 주말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자 하는 중상류

발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은 창조 클러스터 및 ‘문화 창조 단지’(산업 연

층과 해외주재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이들은 비슷한 목적으로 분명 홍콩

구기관들이 이전에 따른 금융 인센티브를 받아 클러스터를 구성한 과학 단지

을 방문하거나 카지노 때문에 마카오를 방문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연중 내

처럼)의 개발을 강조했다. 문화 창조 산업 증진을 위한 그 같은 활발한 노력은

내 보다 현대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예술 행사를 가지고 경쟁한다.

2010년 문화 창조 산업 개발 특별법(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Act)의 제정과 함께 정점을 찍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대만

2000년대에 싱가포르는 이 단계를 뛰어 넘어 분명한 목표와 이행 계획

의 문화 정책은 내각 수준의 대만 문화 위원회(Council for Cultural Affairs,

을 가지고 창조 산업을 위한 정책을 명확히 했다. 즉, 예술과 문화, 미디어, 디자

CCA)를 뛰어 넘어 경제, 교육, 교통 및 기타 부문 장관들이 관여한다(Chung

인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창조 산업 정책의 중점 분야로 확인했다. 이들 산업

2012). 그 동안 CCA는 창조 경제 세계에서 대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의 국가 GDP 기여 비율을 2004년 3%에서 2012년까지 6%로 증가시키기 위

노력에 박차를 가하며 2012년 문화부로 승격했다.

해 해당 산업에 국내 및 해외 투자와 인재 유치를 포함해 수 많은 방안도 발표
했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미래 창조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아동과 젊은이 교육
의 창조 활동 강화 또한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였다(Kong 2012).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동아시아가 문화 정책 개발에 있어서 늦었거
나 느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글로벌 세계에서 창조 산업 정
책의 발전에 있어서는 유럽 및 기타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대만도 문화 창조 산업의 증진을 위해 활발히

한 국가나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형용사로서의 창조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반

움직였다(광고 등을 비롯해 미술, 전통 민속 예술, 방송, 미디어, 패션 디자인,

복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책 담화를 UNESCO, EU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1997년 영국 정부가 창조 산업으로 간주한 분야

니라 심지어 UNCTAD에서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격차와 각기 다

와 유사함). 이론적 근거는 싱가포르와 동일하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

른 이해 당사자 간의 투쟁 및 긴장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기업으로부터 전자 부품을 수입하는 산업 경제에서 더 이상은 외국기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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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예술가들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정

본토가 주요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지난 몇 년간 대만에서는 정부가 어

부의 슬로건을 가부장적이고 제한적인 지배구조 수단에 비추어 피상적

떤 문화를 홍보해야 하는 지가 보다 눈에 띠는 사안이 됐다. 한편 대만의 독창

인 것으로만 인식한다. 특히 검열 행위는 개인의 창조성에 대한 저해로

성과 대만의 인종 및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한 지역 창조성을 더욱 강조해야

간주된다. 따라서 도시국가의 활기는 경계가 그어진 정부 통제 지역에서

한다. 다른 한편 대 중국 문화(a Greater Chinese culture) 건설의 기회가 있

만 찾을 수 있다(Ooi 2010). 측정 가능한 결과에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대만 창조산업이 아시아 문화경제 시장에서 중국의

빠른 성공에 대한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높은 기대, 일각에서 싱가포르

수요 공급 규모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Chung 2012).

가 이제껏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는데 일조한 특성이라 주장하는 그 같
은 높은 기대가 창조 산업에서는 똑 같은 방식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한국과 중국도 주도적으로 문화 산업 정책(see Keane 2004 on China)

도 있다(Kong 2012: 291). 사회발전을 위해 문화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에 대한 그들의 중점을 공식 선포한 반면 일본은 이 분야에 대해 전혀 관심이

또 다른 사안은 싱가포르의 문화 논쟁을 위한 ‘환경(milieu)’ 부족이다

없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처럼 일본도 국가 경

(Kong 2012: 291). 행사에서 방문객과 예술 소비자들(그들 중 대다수는

제와 수출에 대한 기여 및 관광객 유치와 해당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 양산

해외 소비자들이다)의 숫자를 세고, 수적 증가를 축하하는 것은 매우 잘

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와 관련된 창조 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시민들이 이러한 문화

이 글로벌 차원에서 특히 애니메이션, 만화책 및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 성공

행사에 접근하고 작품을 보며 칭찬하거나 비판하면서 관점과 의견을 교

하고 있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영어 에니메이션(animation)의 일본식

환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예술은 소비될 뿐 아니라 자아의 표현과 사회

약칭인 아니메(Animé)는 이미 그 자체로 영어 단어로 자리를 잡았고, 만화책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문화 정책의 그러한 관점이 이제 막 싱가포

을 지칭하는 망가(manga)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파리 외곽에 위치한 컨

르에서 부상하고 있지만, 문화 정책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집착으로 인

벤션 센터에서 매년 개최되는 일본 엑스포는 불과 4일 만에 20만 명이 다녀

해 쉽게 가려질 수 있다.

간다. 일부는 부모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이며, 이들은 자신들
이 좋아하는 아니메의 등장인물처럼 차려 입고 ‘코스프레’(cosplay, costume

그 동안 주로 경제적 전망에 중점을 둔 대만의 문화 창조 산업 정책

play의 일본식 약칭)를 하러 오고, 아니메와 망가와 관련된 피규어나 기타 상

은 문화 사회적 측면도 추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지

품을 사거나 일본에서 온 유명한 창작자들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는

역을 위한 정책과 글로벌을 위한 정책 간의 긴장이 발생했다. 즉, 중국

다. 그러나 13년간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 이 대규모 행사는 민간

214 2015 Asia Culture Forum

215

발 제

상업 투자이며, 따라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지원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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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일 필요는 없다. 싱가포르의 일본 패션쇼부터 뭄바이의 일본 음식과 요리 홍
보 행사에 이르기까지 멋진 일본(Cool Japan)이라는 기치를 내건 프로젝트는

창조산업 정책의 사촌인 창조 도시라는 미사여구는 일본의 도시 및 현

사실 절충적, 임의적이다 (METI 2012). 문화 창조 산업 부처 관련사안에 대한

정부(prefectural governments)에서 약간의 중요성을 띤다. 이는 전통 제조

METI의 이해가 일반적으로는 건전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헌신과

업 쇠락의 결과로 이들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고 또한 중앙

성실함이 없는 일본의 문화 창조 산업 정책은 최근 쇠퇴했다.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정부가 각자 생존 방법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 지방분권화 때문이기도 하다. 이 맥락에서 한 가지 해결책은
추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일련의 창조활동 증진을 통해 도시를 보다 창조적으

3. 동아시아 지역 내 문화의 흐름

로 만들면서, 비영리 혹은 비영리 특성(그 경계가 불분명 하지만)을 지니고, 창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외 수출뿐 아니라 일본의 국내 문화 창조 산업

조성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거주

증진을 위한 공동 정책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TV 드라마, 소비자

적합성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패션, 아니메 및 망가를 비롯한 일본 대중 문화는 과거 한국에서는 수입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폭넓게 받아

그러나 국가 차원의 문화창조 산업 정책은 유산 보존, 공연 예술을 위

들여진다. 하지만 일본 국경을 벗어난 모든 문화 상품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

한 일부 재정 지원, 언어 정책, 저작권 정책과 종교관련 사항에 책임이 있는

로 배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대부분 복잡한 저작

중앙 문화 부처의 관할권 밖에 놓여 있다. 따라서 문화 산업의 경제 및 산업

권(및 저작인접권) 때문에, 일본 TV 프로그램은 수출을 포함해 2차 사용이 쉽

적 증진은 대부분 경제무역산업부처(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지 않다. 일본 프로그램이 해외 방송사에서 방영되기 전에 해야 하는 권리 처

Industry, METI)의 소관이고, 작은 범위로 기타 부처 및 지역 거버넌스, 통신,

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지역 소비자들의 일본 상품에 대한

관광 및 내각을 위한 부서의 소관이다. 새로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METI는

긴급한 수요에 대응해 일본 프로그램의 불법적 취득은 공공연했고 디지털 기

창조 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장기 개발을 위한 사안을 확

술 발전이 이에 일조했다(Hu 2004, Davis and Yen 2004의 일본을 제외한

인했다. 예를 들어 재정 전문성, 법적 지식 및 글로벌 마케팅 기술을 지닌 양질

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사용된 미디어 기술, VCD, 참조).

의 사업 매니저의 부족을 핵심 사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안의 대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단기적인 성격의 정책 개입을 반드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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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의 잠재적 시장 확대를 지향하는 그 같은 동향의 배경은
동아시아 국가의 수입 및 교육 수준의 향상, 타 문화를 잘 아는 소비자의 수요

노부코 카와시마, 일본

미국 프로그램보다 더 저가였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도 한국 상품을 특권적 위치에 올려 놓았다.

이다. 미디어 기술 발전뿐 아니라 컨텐츠 및 전송 규제완화는 분명 아시아 내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흐름 증가에 기여했다. 수입 문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그 같이 지역을 넘나드는 문화 상품의 수송은 원칙적으로 축하할

욕구는 지역 전반에 걸쳐 주요 도시를 통해 공유된 도시 및 국제적 라이프 스

일이지만, 문화 흐름이 각기 다른 국가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에 기여하고

타일을 동반했고, 국적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엘리트 계층은 그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다. 한류의 부상과

흥미를 느끼고 잘 만들어졌다고 인식한 문화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더불어 전후 일본 최초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꽃처럼 개화되고

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유리했고 성공적이었다. 그러

있다. 일본 대중 문화의 열성적인 팬인 한국의 보다 젊은 층은 일본에 대해

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중국, 대만도 작은 범위이지만 동아시아의 문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 증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동시에 대만, 한국, 일본과 중국 간에 극장 및 TV용 영

전시에 일본에 끌려온 한국인 거주자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의

화 공동 제작이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역내 문화 흐름은 훨씬 더 다각적

후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류는 한국

으로 상호작용하며 교차한다(Iwabuchi 2011).

태생의 일본 영구거주 한국인들을 심지어 성가시게 한다. 이들은 일본 내
한류 열풍을 상업미디어 문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피상적인 것으로만

한류 혹은 한국 대중문화 바람(Korean Wave)은 아시아 국가(및 그 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Iwabuchi 2011: 270-271; Jung 2009의 아시아와

상)로 한국 TV 드라마와 대중 음악을 성공적으로 수출한 사례이다. 수 십 년

미국의 한국 대중문화도 참조). 그러나 국제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위한

간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한국인 점(그 반대도 가능)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기존 문화 정책 방안은 미디어 및 상업 문화와는 별개이다.

겨울 소나타(Winter Sonata, TV 드라마)의 성공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한류
열풍은 경이적이고 놀랍다. 한국 정부가 자국의 창조 문화 산업 정책에 중점

기타 지역에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문화 흐름의 증가로 인해 복잡해진 비

을 둔 것이 이 같은 수출 부상에 기여한 주요 요소라 종종 사료되지만, 갑작

슷한 문화정치 문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다. 이미 언급된 바

스러운 부상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더 많다(Choi 2008). 그 이유 중 하나는

와 같이, 대만과 중국 본토는 합법적인 중국다움을 두고 충돌을 경험하고 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 자본과 새로운 인재의 구조조정이다.

다. 중국은 국외적으로 자국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중국 문화의 홍

또 다른 성공 이유는 중국 같은 수입 국가를 위한 한국의 프로그램이 일본과

보에 문화 정책의 중점을 두는 반면, 국내적으로는 소수 민족의 문화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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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소수 민족의 문화 보존 정책에는 중국 전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문화 정책 연

역 소수 민족의 건축 상징물의 개조뿐 아니라 민요, 신화 및 지역 역사의 출간

구 발전에 일조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서구세계 연구자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이 포함되며(Tong and Hung 2012: 274-275), 이 같은 정책은 거대한 대륙

있는 글로벌 문화에 관한 문헌에 나온 주장의 일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수용 없이 오직 거대한 문화 놀이공

새로운 연구가 성숙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연

원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외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구자들은 동아시아 문화 정책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순조롭게 형성하는 일
을 시작하고 있다.

결론
비록 노력의 정도와 공적 투자 수준은 각기 다르지만,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은 창조 문화 산업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 일본은 이 산업의 가
치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국가에 일본 대중문화를 매우
성공적으로 수출해 왔다. 최근 문화 상품의 국경을 초월한 흐름이 더 이상 일
본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문화, 경제 및 사회적 세계화와
미디어 규제 완화로 인해 생긴 기회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기인하고 있다. 초
반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의존할 수 있는 설명 데이터와 연구 자료가 불충분 하
기 때문에, 본 논문은 탐색적인 논문이고, 더 많은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를 남겨놓고 있다.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 비서구적이며 전통적인 지역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문화 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가?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와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 계층과 문화소비 간의 관계가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존 연구에서 훨씬 더 많이 논의된
유럽과 미국의 모델과는 다른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 정책 모델이 있는가? 특
히 동아시아로부터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위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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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n “The social contract
of artists in the era of cultural
industries”
Ruth Bereson(Griffith University)

This article is certainly an ambitious paper with great scope. It is
trying to do a lot of things at once, from looking at the profession of a
certain kind of artist, to a discussion of enlightenment concepts of the
social contract, to claims about the nature of cultural policy making leaps
towards the creative industries, all the while looking at attitudes and
beliefs, urbanization, cultural economics and innovation. It started with
questions of the artist, and public support and ended up by speaking
현직 호주 그리피스대학(Griffith University) 예술,교육,법 전공계열 학장
학력 영국 시티대학(City University London) 예술행정 및
		 정책학과 박사학위
경력 싱가폴 라살예술대학의 창조산업 교수로 재직
콜럼비아대학 교육대학원(Teacher’s College)

to experience economy and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The
author explains to us that ‘the material .. analysed communicates a very
optimistic view on the significance and potential of the cultural industries’,

싱가폴 예술위원회의 ‘문화경영 리더 랩(Cultural Leader’s Lab)을

and claims that this connection has at its basis ‘charismatic ideology’

설립, 예술경영인 양성

which she links to the nature of the artist’s profession.

프로그램 운영
콜럼비아대학 교육대학원(Teacher’s College) 예술경영 전공 조교수
연구관심분야

Because of its scope, I find that it would be interesting to draw the
author out on a number of aspects of raised in order to more successfully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뮤지컬 극단의 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분야의 영리와 비영리 활동에 걸쳐 있으며 국제교류,

engage with the argument. If I were to actually discuss it with her I’d be

국제축제의 조직 및 운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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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ing for elaboration on a few questions such as:
∙

	Could you tell us how enlightenment thought in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

루스 베레슨, 호주

one would ask perhaps to some bibliographical references to literature
which describes workforce in that field from the C18th.

from Jean-Jacque Rousseau to Thomas Hobbes, can be evidenced in the
interplay of the artist and the state in the present day?
∙

So for me this article was certainly thought provoking, as I wondered if

	Would concepts such as Professor John’ Pick’s Aesthetic Contract which can

the historical gymnastics it required did not involve some invisible loops.

be explained by the dictum ‘the best work for the best possible audience’

It is a big reach to talk about production and reception of a work and

and describes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artist, audience and patron

support structure for its producer (the artist), to making claims about

better take into account the way art is made, meets its public and is supported

creative economy, cultural industries and the like. For they are in some

throughout the period under question?

ways like evaluating apples and pears. It is perfectly possible, for example

I would also like to know more about Norwegian Cultural Policy as

for 10s of thousands of copies of a book to be distributed, to people via

it is not entirely clear to me if it is a set of rules, or an accumulation of

various modes of production from paper to virtual world, but that does

approaches. For it is hard to evaluate how it relates if at all to the way

not say whether anyone has read the book or made meaning of it. If it

the author describes the approach the UK began when speaking about

is wallpaper or only decorative or if the person is not equipped with an

cultural industries from the 1990s.

appropriate reading level or cultural capacity, the work becomes reduced

My central question is perhaps somewhat tangential to the argument

to its properties (paper, text, screen). Therefore it is not the same as a

put forward but which wouldn’t leave my mind while engaging with the

work which has been read and found its meaning in that space. What

text which is : what art and which artists is the author addressing? If

may be similar is the support mechanisms (the contract = aesthetic or

the author is speaking about all art making and artistic product then my

social) which the artist has with the society in which she finds herself.

critique may involve a conversation about making distinctions between

Nonetheless, outcomes would depend on social or economic value as well

the different kinds of subvention and distribution systems involving

as aesthetic value and this is not unpicked in this particular article.

different kinds of practice. If it is confined, as I suspect is the case, to that

So therefore as I began, this article was certainly thought provoking and

of the visual artist working in traditional fields from a studio base, then

if I were a discussant in a Nordic doctoral viva I would certainly be inv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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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to elaborate on almost every point, focusing on the validity of
connecting concepts (such as) and the bibliographical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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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의 창조적 장소 만들기와
초국가적 문화정책
김세훈 (KIM Sehun)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노르딕 국가 문화정책의 최근 경향을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준
이 논문은 노르딕 국가 문화정책에 대한 신선한 정보와 도시문화정책 및
place-making과 관련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저자는 노르딕
국가의 문화정책을 중앙(central government)-광역(regional government)기초(local government) 정부 차원을 통하여 살펴보고,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문화정책이 최근 지역(regional and local)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르딕 국가들 사이에 지역
특히 광역(region) 정부의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중앙정부 역할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 향이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ropean Union이 각 국가에게 다층적
현직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학력 영국 버밍햄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 문화이론연구부
박사학위 취득
경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역임
연구관심분야
문화복지, 문화교류, 예술교육, 예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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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정치 상황을 만들어 놓았음도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노르딕
국가들은 현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국가 중심 발전전략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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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한국

놓인 듯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이제 지역의

문화정책의 중요한 principle과 이와 관련된 담론, 나아가 도시기획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으로 전환되고, 과거와 달리 지역이 국가(중앙정부)에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이태리

단순히 귀속되는 정치 단위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지역이 모여 국가를

문화경제학자 Sacco의 ‘문화 3.0 모델’(Culture 3.0 model)을 인용하여

구성한다고 하는 인식의 변화까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도시기획, place-making에서 문화예술이 지역의 local identity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존의 도시기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노르딕 국가들의 이러한 상황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상황과 다르지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측면이나, 공공, 민간, 시민영역간 협력을 통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들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한다고

위와 같은 차원에서 논문의 의의를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할 수 있다. 물론 노르딕 국가들이 EU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됨에
따라 각 지역이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첫째,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맞이하고 있는 것이나, 지역 특히 로컬 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지는

역할 분담이 궁금하다. 논문에서는, 중앙정부는 주로 전문예술창작활동의

자율성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지원,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극장이나 박물관, 콘서트 홀 같은 문화시설 건립

보이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이러한 부분에 문화와 예술이 기여할 수

등에 집중하고, 지역정부는 도서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예술, 공립예술학교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모습 등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활동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설립한 문화시설을 지역정부가 재정적으로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Hansen의 논의에 기반하여 문화정책의

지원한다고 했는데, 열악한 지역정부 재정으로 지역정부가 설립한 시설이

guiding principle을 인본주의적(humanistic), 사회학적(sociological),

아닌 중앙정부가 설립한 시설을 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지? 중앙정부는

수단적(instrumental)으로 제시한 것과, 저자가 이를 자신의 접근 곧, quality

시민(같은 말이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지?

discourse, welfare discourse, alliance discourse로 재구성하였다는

지방정부에서 regional과 local government의 역할은 중복되지 않는지 등등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도시기획에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세가지
전략, creative cities, cultural planning, arts policy과 연계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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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했는데, regional이나 local 차원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다. 지역정부 차원의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문화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의 논문에서는 healthcare나 cultural
policy 등이 기능이 지역으로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능이 자체
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셋 째 , 문화의 민주화 (d e m o c ratiz ati o n of c ul tur e) 와
문화민주 주의(cultural democracy)에 대해 이 둘 을 대립되는 개념
또는 단계적인 개념(곧 이전에는 문화의 민주화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문화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지?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현재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이 가운데 어느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넷째, 저자는 place-making이 urban planing에서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과정에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discourse)들만
존재하고 실재로는 여전히 문화예술이 도시기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local identity의 형성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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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주의 문화정책’은 어디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창조산업 부상을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틀거리
정종 은 (CHUNG Jongeun)
메타기획컨설팅 부소장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이 영국 신노동당 정부(1997-2010)
에 의해 처음 시작된 국가 단위 문화정책에서의 ‘창조적 전회’에 대해 깊은 관
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조는 ‘창조산업은 얼마나 멀리
여행할 수 있을까?’(Wang, 2004)와 같은 질문들을 불러일으킬 만큼 ‘전 세계
의 여러 지역에 걸쳐서 주목할 만한 세를 형성해왔다’(Cunningham, 2009:
375).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많은 나라들이 이상의 새
로운 경향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창조성에 관한 영국식
담론은 비단 영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일종의 ‘독트린’ 또는 ‘신
조’(Schlesinger, 2007)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직 메타(METAA-)민간 문화경영 및 문화전략 연구소 지식정보실장
		 현재 문화 컨설팅과 함께 서울대학교 미학과, 숙명여대 행정학과
		 등에서 강의
학력 영국 글래스고우대학(Glasgow University) 문화정책연구소
문화산업연구 박사학위(2014)
경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역임
연구관심분야

카와시마 교수(이하 발표자)는 동아시아의 다섯 나라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폴) 역시 이러한 맥락과 흐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다섯 국가를 중심으로 한 ‘예비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서, 발표자는 각 나라들이 창조산업, 창조경제, 창의교육, 창조도시 등과 같은

창조산업, 문화분야의 스타트업 경영, 사회미학 (현재 문화 컨설팅과

일련의 창조성 담론의 영향 아래 자신들의 문화정책의 변형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서울대학교 미학과, 숙명여대 행정학과 등에서 강의)

추진해오고 있는지를 다채롭게 탐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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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창조산업 이란 주제]은 현재 다양한 이유에서 투자되고 있으며 다양한

다. 애초에 제시된 상징적인 슬로건은 ‘쿨 브리타니아’ 였는바, ‘창조산업’ 담론

강조점과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르샤흐 반점으로 사유되는 편

의 부상도 이와 같은 더 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

이 나을 것이다. 특히 창조산업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

실은 유사한 종류의 국가변환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도 거의 같은 해에 추진되

는 정책 담론이 서로 다른 증거기반과 관심, 설명적 도식을 조합하는 것은 피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 한 정책 담론이 유용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 아
니면 유해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 결정짓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상충하는 요

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양국에서의 산업화 속도와 궤적이 매우 상이한데도 불
구하고 말이다.

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효과들에 대해 미리 전제를 깔
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Cunningham, 2009: 376).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매우 압축적인 기간에 걸쳐 극도로 빠른 산
업화를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개발국가’(Johnson, 1982; Amsden,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로르샤흐 반점의 의미와 의의를 보다 깊이 이해하

1989; Woo, 1991; Evans, 1995)라고 불리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였는바, 이

기 위해서, 본 토론자는 ‘신개발주의 문화정책’이라는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는 앵글로-아메리칸 모델과 스탈린주의 모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이러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개념은 영국의 조절국가 모델과 한국의 개발국가 모델 사

한 체제 아래서 한국은 1965년에서 1999년 사이에 연 평균 8.1%의 성장률을

이의 핵심 요소들을 결합하여 구성된, 한국 문화산업정책의 프레임워크를 묘

달성할 수 있었다(Akhand & Gupta, 2006: 6). 이와 같이 ‘걸출한’(Amsden,

사하기 위해서 처음 주조된 것이다. 이 개념 1 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의 논의

1989), ‘인상적인’(Wade, 1990) ‘극도로 빠른’(World Bank, 1993) 경제 성장

를 확장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발표자에게 드리고자 한다.

은 이웃한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선두주자였던 일본을 포함에서
이차대전 이후 기간에는 대만과 싱가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요약하자면,
일종의 혼합주의(또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산업화의 시발 이래로 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배후에 존재하는 국가 변환 프로젝트

러한 국가들의 중요한 특질이 되어왔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의 개발국가의 경
우 그 문화정책이 크게 두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될 필요가

1997년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당시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있다. 첫째는 문화를 하나의 장식품(add-on)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

‘제 3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상당히 독특한 국가 변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

나는 문화를 대중 기만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1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술을 참조할 것. Chung, Jong-Eun (2012) From Developmental to Neo-Developmental Cultural Industries Policy: The Korean Experience of the
‘Creative Turn’, Phd. Thesis, Glasgow University,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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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발주의 문화정책의 두 가지 특징이 1998년과 2008년 사이의 중도좌

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던 기든스의 제 3의 길이라는 정책

파 정부 하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화산업의 부상을 통해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

방향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고 접목하기 위한 맥락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한국

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에서 일어난 문화(창조)산업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역학 관계 하에서 설계되
고 추동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이러한 문화(산업)정책의 변화가 1997년에 발생한 두 가지 이례적인 사
건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압축하자면, (발표자께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아

사건은 아시아 지역의 ‘대공황’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아시아 금융위기였다. 이

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문화(창조)산업 정책의 이행은 의심의

거대한 경제적 위기는 당시 한국에서 ‘제 2의 국치’라고 간주되었으며, 결정

여지없이 더 넓은 차원에서 발생한 국가 변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

적으로 과거의 개발국가 모델에 타격을 입혔고 같은 해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다. ‘제 2의 국치’를 극복하기 위한 ‘제 2의 건국’이라는 관점과 종종 결합되었

에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0년 노벨상

던 담론적 실천들은 종국적으로는 개발국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주

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최초의 평화적인 정

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조절 국가 모델의 몇몇

권교체를 통해 당선된 새 대통령은 과거 개발 시대의 대통령들과는 매우 달랐

요소들이 의도적으로 소개되고 철저하게 실행되었다(예: 팔길이 원칙, 검열 철

다. 허나 거대한 위기의 한 가운데서 그는 두 개의 커다란 쟁점과 즉각적으로

폐 등). 여기에서 수입된 것이 대처리즘이 아니라 제 3의 길이었다는 점을 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바, ‘위기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러한 전유(appropriations)는 새로운 체제가 기존

정도로 광범위하게 ‘국제 금융과 탈경계적인 자본의 이동’에 동참할 것인가가

의 개발국가의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질을 계승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했다는

바로 그 쟁점들이었다(Pempel, 1999: 225).

점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예: 카리스마적인 대통령의 비전 제시자 역할, 몇몇

개발 연대의 대척점에 존재했던 ‘분배 연대’(distributional allies)의 대표
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정실자본주의와 국가-재벌
간의 공모, 즉 개발국가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관행들을 위기의 근
원으로 지목했다. 이로써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자신
의 오랜 철학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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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에 진행한 두 달간의 현장조사 기간에 토론자는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
로 살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선 국민의정부의 문화부장관들이 문화와 창조성의 역할을 사회
적, 경제적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확장시키고자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칭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문화부의 문화산업국장들 역시 영국 문화부
의 실험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발
견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영국에서 1998년에 그 유명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가 출간되었을 때 당시 유일한 문화정책 관련 정부 연구소였던 ‘문화정책개발원’의 연구자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해당 문건을 입수하고 연구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정책
이전(policy transfer)의 견지에서 볼 때, 한국에서 문화(창조)산업 정책의 부상은 선출직 공직자, 공
무원, 정책 전문가 등 여러 주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진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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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들을 전략적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설정하여 육성하는 것 등). 이러한 이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조점이 기존의 동아시아

유로 토론자는 그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를 신자유주의적(Bilton, 2007)이라기

개발국가에 의해 확산되었던 성장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

보다는 ‘신개발주의적’ 변환, 즉 옛날의 개발국가 방식과 현재의 조절국가 방식

아에서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특별한 의문 없이 이러한 종류의 논리를 따르

사이의 어딘가에서 혼합주의적인 위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변환으로 파악하

도록 훈련받아왔다. 즉, 신개발주의 국가는 오래된 포도주를 위한 새 부대를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마련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창조산업/창조경제/창조도
시/창의교육 등의 담론은 권위주의적인 개발시대로부터의 출구전략을 모색하
고 있었던 국가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 담론을 제공해주었으며,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로르샤흐 반점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는 개발국가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것이 사용했던 잘 알려진 실천들의 일부를

이상과 같은 한국 사례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토론자는 동아시아에서

재생산하는 것을 위장하는 양가적인 기능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것이

확인되는 영국 창조산업(정책)의 인기는 이 지역이 강력한 개발국가의 온상으

다. 한국의 사례를 기초로 창조산업 정책이 동아시아에서 누려온 인기의 요인

로 기능했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0세기 후반을 강타했

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러한 가설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개발국가의 신화는 이 지역에서 빠르게 해체되었다.
제 3의 길이란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영국식 창조성 담론은 이러한

둘째로, 신개발주의 문화정책이란 개념은 국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

상황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영국식 창조적 전회의 핵심 논

에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리는 개인의 창조성과 재능을 육성하여 신 경제의 화폐라 할 수 있는 지식재

특히 리처드 힐(2007)의 동

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이로써 부와 일자

아시아 국가들의 현황에 대

리를 창출하여 도시와 국가 전체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

한 분석에서 영감을 받았

엇보다도 창조경제 시대에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창조성

다. 개발국가를 ‘따라잡기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환경(milieu)을 조성하는 데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오히

(catching-up)를 위한 최고

려 장애물이 된다는 논리가 열정적으로 수용되었다.

의 수단’으로 정의하면서,
그는 2007년 현재 일본은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그 두 번째 논리, 즉 국가 전략산업의 국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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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여전히 따라잡아야만 한다’는 목표를 가진 신개발국가의 범주에 해당하고, 태
국과 같은 국가들은 따라잡기란 신조에 ‘헌신’하고자 하는 개발국가의 범주에

마지막으로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2위의 위상을 뽐내고 있는 국가, 중국

넣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구분에 동의하면서도, 본 토

이 존재한다. ‘Made in China’의 시대에서 ‘Created in China’ 시대로의 전환

론자는 단일한 기준, 즉 따라잡기 이데올로기에 국한된 범주화는 한계가 있다

(Kean, 2006)을 꿈꾸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과연 정부 당국이 권위주의적인 사

고 생각한다. 특별히 문화(산업)정책에 관해서 운위하고자 할 때, 한국의 사례

고체계와 공공영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 이러한 목표를 달

는 정치 행위자와 산업계 사이의 민주적 거버넌스 정도가 동아시아 개발국가/

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 발생한 개발주의에서 신개

신개발국가/후기개발국가의 범주 구분을 위한 중요한 척도로 포함될 필요성

발주의 문화정책으로의 이행(필자는 이것이 한류의 성공 배후에 존재하는 가

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은 표현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돌려주
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신뢰할 수 있

‘일본이 아마도 이러한 분야에 가장 관심이 적은 또는 가장 헌신도가 약

는 환경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이행을 보증하는 것 없이는 사람들 및

한 국가인 것 같다’는 발표자의 분석에 대한 이유를 이러한 견지에서 탐색해

해당 산업이 최대한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격려

보아도 괜찮을까? 만일 긍정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발표자께서는 중국의 문화창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한류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

조산업이 근 미래 동아시아의 국제문화교류라는 영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

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태도 차이에서 일정 부분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일

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까? 기존의 대표적인 개발국가이자 이제는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이룩한 신
개발국가로서, 한국의 사례는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
는 국가 정책의 창조적 전회라는 경향을 전유하고자 할 때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전지구적인 경제 체제에서 한국의 위상, 즉 신
흥 경제의 맨 윗단 혹은 선진 경제의 맨 아랫단이라는 위상으로 인해 한국에
서 발생한 근본적인 문화(창조)산업 정책의 변화는 두 그룹 모두에게 정책적
인 관심과 학술적인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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