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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1.

연구배경1.1. 전 지구적인 지역화 흐름과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지(glocalization)◦ 역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를창조적으로 가치화하고 일회적이거나 단기적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콘텐츠로 뿌리내리고자 하는 지역문화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국내에서도 년을 전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2000◦ 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전통지,역문화과(현 지역민족문화과 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 (1999~2004)>을 시작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 휴먼웨어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 휴먼웨어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 휴먼웨어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 휴먼웨어/ // // // /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정책성과가 차별화되어 드러나지 않고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정책성과가 차별화되어 드러나지 않고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정책성과가 차별화되어 드러나지 않고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정책성과가 차별화되어 드러나지 않고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음.이중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 업 이하 문전성시 및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은 일상공간을( ) “문화적으로 가치화함으로써 전통시장 문화를 지역문화콘텐츠로 재생하고 주민 주도적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역량을 구축,하는 등의 차별적 성과를 만들어 내었음 그러나 이.” 정책성과도 지정책성과도 지정책성과도 지정책성과도 지역문화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전망이 다역문화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전망이 다역문화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전망이 다역문화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전망이 다소 불투명소 불투명소 불투명소 불투명한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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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 , ,◦ 식품부 등의 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단위 등에서 최근에는 문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단위 등에서 최근에는 문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단위 등에서 최근에는 문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단위 등에서 최근에는 문,,,,화와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 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실시화 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실시화 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실시화 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실시”””” 하고 있음.지역 내에서는 여러 중앙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유사한 지역문화 활◦ 성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각 사업들이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지자체 정책별 사업 목적에 따라 지,역이 대상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결과적으로 정책성과가 분산되.고 지역문화역량으로 축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통합,적 발전보다는 부처별 경쟁 지역 간 경쟁구도를 가중하는 상황이,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극복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문화정◦ 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한국 지역문화의 현 단계에서 그동안 양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정책추진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지역문화정책 가운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문화 정책성과를 지역의 통합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문화 정책성과를 지역의 통합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문화 정책성과를 지역의 통합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분산되었던 지역문화 정책성과를 지역의 통합적 맥락 속에서 가치화하고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지역문화창적 맥락 속에서 가치화하고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지역문화창적 맥락 속에서 가치화하고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지역문화창적 맥락 속에서 가치화하고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세기 시대환경변화조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세기 시대환경변화조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세기 시대환경변화조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세기 시대환경변화. 21. 21. 21. 21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 틀 이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 틀 이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 틀 이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 틀 이자(policy frame)(policy frame)(policy frame)(policy frame)지역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지역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지역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지역문화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모델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정책모델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정책모델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정책모델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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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추진 관점과 방법을 지역발전의 통합적 관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 현 단계에서 필요한 창의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임.이러한 맥락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통합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문본 연구는 통합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문본 연구는 통합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문본 연구는 통합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문화를 활용하는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 도화를 활용하는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 도화를 활용하는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 도화를 활용하는 정책으로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방안 도““““ ””””출을 목적으로 함출을 목적으로 함출을 목적으로 함출을 목적으로 함....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재생 정책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 광범위한 지역재생 정책 가운데 창조사회로의 전환에서 중요. ,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화 를 통한 지역재생으로“ ”특성화된 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기법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기법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기법문화를 매개한 지역재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또 하나의 단위 정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역문화정책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역문화정책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역문화정책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역문화정책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정책 프레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정책 프레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정책 프레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정책 프레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그동안 개별 단위사업으로 분산되었던그동안 개별 단위사업으로 분산되었던그동안 개별 단위사업으로 분산되었던그동안 개별 단위사업으로 분산되었던지역문화정책 성과를 통합적 맥락으로 종합하여 드러내면서 지속가지역문화정책 성과를 통합적 맥락으로 종합하여 드러내면서 지속가지역문화정책 성과를 통합적 맥락으로 종합하여 드러내면서 지속가지역문화정책 성과를 통합적 맥락으로 종합하여 드러내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에 대능한 지역문화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에 대능한 지역문화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에 대능한 지역문화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모델 정립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한 정책모델 정립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한 정책모델 정립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한 정책모델 정립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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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범위 및 방법2.

연구범위2.1.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환경과 주요 정책동향 국내 시,◦ 기별 부처별 관련 정책사업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환경 검토문화체육관광부 내 관련 정책추진현황 및 사업별 정책 이슈를 검토◦ 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정책 추진방향 도출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에서 추진해야 하는 문화를 통한 지( )◦ “역재생 정책 개념 및 정책내용 추진체계 법제도적 장치 등 정책추, ,”진방안 도출하고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 로드맵 구성
연구방법2.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의 관점에서 지역문화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 보고서 등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함, .관련분야의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각 부처별 정책입안자로 구성된,◦ 자문집담회 자문회의 를 통해 복합적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도록 함.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서장서장서장서장....ⅠⅠⅠⅠ

5555

연구추진 프로세스3. 연구는 연구기획 문헌조사 연구분석 및 시사점도출 개념정립 및 정- - -◦ 책추진 전략 도출 정책운영 모델 구축 및 정책제언의 총 단계로- 5구분하여 추진함.먼저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사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연구내용의 토대를 마련함.또한 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에서 추진해야 하는 문화, ( ) “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추진방향과 정책 개념을 정립함.”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개념에 따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내용◦ 을 구성하고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로드맵 및 정책제언을 제시함,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연구추진 프로세스연구추진 프로세스연구추진 프로세스연구추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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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Ⅱ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등장배경1.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 변화하는 지역전략1.1. ,◦ 세기 글로벌 환경은 후기산업시대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재편세기 글로벌 환경은 후기산업시대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재편세기 글로벌 환경은 후기산업시대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재편세기 글로벌 환경은 후기산업시대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재편21212121 에 따른 세계화의 강조와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적인 특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전 지구적 지역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이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차별적 강점을 동시에 부각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glocalization)(glocalization)(glocalization)으로 설명됨.이러한 변화는 세기 산업사회의 특징인 대량 생산방식에 기반을20◦ 둔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업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소프트 산업 기반 경제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됨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사회 문화 공간 철학 등 사. , , ,회전반의 상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켜 기존의 고급예술과 엘리트 문화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광범위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를 촉발시켰음 이에 따라 대중문화의 급성장 문화의 산업화 및 서비스화 과정. ,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고, 후기산업사회의 제 영역에서 문화가후기산업사회의 제 영역에서 문화가후기산업사회의 제 영역에서 문화가후기산업사회의 제 영역에서 문화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중요한 화두로 등장중요한 화두로 등장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됨.1)후기산업사회에는◦ 문화의 산업화 및 서비스화와 연동되어 산업의 전문화의 산업화 및 서비스화와 연동되어 산업의 전문화의 산업화 및 서비스화와 연동되어 산업의 전문화의 산업화 및 서비스화와 연동되어 산업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소프트화 되는 창의적 문화생산반적인 요소들이 소프트화 되는 창의적 문화생산반적인 요소들이 소프트화 되는 창의적 문화생산반적인 요소들이 소프트화 되는 창의적 문화생산(creative cultural(creative cultural(creative cultural(creative cultural사회사회사회사회production)production)production)production) 2)2)2)2)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의 시대에서 지식기문화의 시대에서 지식기문화의 시대에서 지식기문화의 시대에서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음반사회 창조사회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음반사회 창조사회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음반사회 창조사회 패러다임으로 이어지고 있음, ., ., ., . 년에 발표되었1997던 미국의 영국의 같은'Creative America', 'Creative Britain'1) 추미경 도시문화전략과 장소마케팅의 흐름 홍익대출판부 재인용, , , 2006. .「 」2) 이병민 글로컬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방법론 고찰, 『 』, 재인용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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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가차원에서 창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례임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년대 문1990화산업 정책 년대 콘텐츠산업 정책 그리고 년대의 창조, 2000 , 2010산업 관련 정책으로 제시되어 왔음.◦ 문화의 시대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등 세기 시대변화를 나타내, , 21는 패러다임은 큰 틀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패러,다임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글로컬라이제이션 경향 속에서 지역의글로컬라이제이션 경향 속에서 지역의글로컬라이제이션 경향 속에서 지역의글로컬라이제이션 경향 속에서 지역의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함 지역은 이제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 또는 중심부로터의 변방이라는 낡은 인식과 존재기반에서,탈피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미래 경쟁력,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3)이와 같은◦ 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발전에 대한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발전에 대한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발전에 대한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발전에 대한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 등장은 지역의 발전 전략도 변화시키고 있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 등장은 지역의 발전 전략도 변화시키고 있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 등장은 지역의 발전 전략도 변화시키고 있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 등장은 지역의 발전 전략도 변화시키고 있음음음음.... 이전까지 지역은 대체로 자국 내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요성이 다루어져 왔는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는 지역문화를,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 경쟁력을 키우는,전지구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음.이제 지역은 역사 전통 관습 문화 생활문화 자원 지역 고유의, , , , ,◦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 독특한 차별적 요소를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고, 글로컬라이제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고 가고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세계화의 흐름 속에세계화의 흐름 속에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폭을 넓히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 고유의 기능을 유지한 채 전폭을 넓히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 고유의 기능을 유지한 채 전폭을 넓히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 고유의 기능을 유지한 채 전폭을 넓히면서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 고유의 기능을 유지한 채 전,,,,지구적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높여가고 있음지구적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높여가고 있음지구적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높여가고 있음지구적 차원에서 그 연계성을 높여가고 있음....3) 추미경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 지역에서의 전략 경남문화재단 정책세미나 자료집, , , 2012 ,「 」 『 』재인용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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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지역발전 전략은 세기 접근방식인 물리20◦ 적 환경 개발 또는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 개발 차원을 넘어 지역이지역이지역이지역이담고 있는 의미 역사 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 인간 중심의 콘텐츠담고 있는 의미 역사 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 인간 중심의 콘텐츠담고 있는 의미 역사 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 인간 중심의 콘텐츠담고 있는 의미 역사 문화 사회적 분위기 등 인간 중심의 콘텐츠, , ,, , ,, , ,, , ,를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전개되고 있음를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전개되고 있음를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전개되고 있음를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전개되고 있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등장1.2. 이와 같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환경 속에서 지역의 물리적 맥락과◦ 더불어 시간적 맥락이 함께 살아있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살릴 수있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년대. 1970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등장 확산,됨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맞이한 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년대 시작되어 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에서 년대 시작되어 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에서 년대 시작되어 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에서 년대 시작되어 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1980 1990 , 20001980 1990 , 20001980 1990 , 20001980 1990 , 2000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급격한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 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재생정책 경향 가운데 최근의 패러다임임.도시의 황폐화된 물리적 구조물을 개선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은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는데1950 , 년대1950도시재건축 년대 도시재활성화(urban reconstruction), 1960 (urban를 거쳐 년대 도시전면재개발revitalization) , 1970 (urban renewal),년대 도시재개발 등1980 (urban redevelopment) 4)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발방식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 및 시설개선 새로운,지역의 개발에만 머물면서 도시가 다시 쇠퇴하거나 개발과 성장주의적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기존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을기존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을기존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을기존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을통해 도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통해 도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통해 도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통해 도시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urban regeneration)(urban regeneration)(urban regeneration)4) 김인선 외 도시재생을 위한 컬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 , , 26 5「 」 『 』통권 호( 259 ), 2010,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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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개념이 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개념이 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개념이 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1980198019801980 하였음.국내 국토정책에서 도시재생은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전자공학 하이테크 등 신산업으로의 변화 및 신도시 신시가지, , IT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 , ,흥시키는 것”5) 이라 요약하고 있음 유럽에서의 도시재생 개념을 살.펴보면 일정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 ,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행동”6)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이와 같이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개선 정책이 신시가지,◦ 신도시 등의 특정 지역에 대한 물리적 시설 및 환경 개선 중심의 개발이익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도시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발도시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발도시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발도시와 지역에 대한 종합적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도시 지역 재개발 정책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도시 지역 재개발 정책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도시 지역 재개발 정책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도시 지역 재개발 정책( )( )( )( ) 임.사실 도시재생 도시마케팅 개념은 세기에 온전하게 새롭게 등장, 21◦ 한 개념은 아님 장소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반복적 흐름 속에서 도. /시와 지역을 개발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개 속에서 산업 기반의.도시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른 도시 발전 쇠퇴와 맞물려 도시개발,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 여러 형태로 전개되어 왔음.세기 도시재생 지역재생의21 ,◦ 새로운 것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새로운 것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새로운 것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새로운 것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 이 핵심 요소로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 이 핵심 요소로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 이 핵심 요소로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 이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등장했다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등장했다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등장했다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 ,. ,. ,. ,적 관점에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적 관점에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적 관점에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적 관점에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 )( )( )지역재생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지역재생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지역재생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지역재생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5)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http://kourc.or.kr/tb/jsp/index.jsp)6) Peter Roberts & Hugh Sykes,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 SAGE Publication,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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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및 미주 지역의 주요 공업 도시들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로 인한 도시 환경 피폐화와 년대 경제의 침체화로 인하여 도시1970쇠퇴를 경험하게 됨 도시에 닥친 장기간의 침체와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 년대부터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경제 활성1980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함7)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년대 쇠퇴한1980공업 도시들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방치된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고 대형 문화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문화주도형 도시,재생전략을 시도하면서 몇 가지 유형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년대 부분적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우리나라에서는 년대 부분적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우리나라에서는 년대 부분적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우리나라에서는 년대 부분적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1990199019901990작하였고 년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제시되면작하였고 년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제시되면작하였고 년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제시되면작하였고 년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제시되면, 2000, 2000, 2000, 2000 ‘‘‘‘ ’’’’서 지역과 결합된 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산업적 가치 창출 극대화서 지역과 결합된 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산업적 가치 창출 극대화서 지역과 결합된 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산업적 가치 창출 극대화서 지역과 결합된 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산업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었음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국내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확,산 노령인구 증가 주 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웰빙, , 5 ,추구 등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증대 현상 등이 있음8)◦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활성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활성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활성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추진 초반에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추진 초반에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추진 초반에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추진 초반에 큰 규모의 자본 기업을·유치하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개발사업 추진전략 같은 외생적 발전외생적 발전외생적 발전외생적 발전‘‘‘‘전략에 주목했음전략에 주목했음전략에 주목했음전략에 주목했음....’’’’ 지역관광축제의 개발과 활성화 각종 문화시설 아,이콘을 앞세운 지역마케팅 전략 추진 국제적 문화행사의 유치를 통,해 지역을 마케팅 하고자 한 수많은 도시들이 그러한 사례임.7) Bianchini & Parkins,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8) 오동훈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 집 제 호, , 23 1 ,「 」 『 』2010,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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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곧 이러한 외생적 접근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지역그러나 곧 이러한 외생적 접근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지역그러나 곧 이러한 외생적 접근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지역그러나 곧 이러한 외생적 접근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의 고유한 문화나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의 고유한 문화나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의 고유한 문화나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 ’’’’는 지역재생 전략에 주목하게 됨는 지역재생 전략에 주목하게 됨는 지역재생 전략에 주목하게 됨는 지역재생 전략에 주목하게 됨. 또한 지역문화가 지역 고유한 삶의 방식 및 생활양식의 총체라는 관점에서 지역정책에서 지역 내부주민들의 역량 강화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김효정◦ 9)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이 일차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과자원을 결합한 지역산업육성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이며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개발 형태라고 정의하였음 또한 이러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예.술성 쾌적성 경제성과 함께 개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김남일◦ 10)도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근간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추구하며 생산구조로서의,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중심의 문화민주주의 구현의 장으로 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오동훈◦ 11)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전략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 활성화 및 생산성 증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시 이미지 및 문화적 정체성 형성 공간환경적 측면에서,환경생태문제 개선 정치적 측면에서 시민참여로서의 민주정치 구현,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즉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개념은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9)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2007, p.10.『 』10) 김남일 도시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복원 및 활용의 도시재생전략 강릉학보, , vol.2, 2008.「 」 『 』11) 오동훈 문화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 집 제 호, , 23 1 ,「 」 『 』2010, p.178.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12121212

회 발전과 유지가 가능한 개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이미지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실질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 지역의 내적인 활성화를 만들어내는 구심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즉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지역의 고유한.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을 지역민 삶의 중심으로 놓음으로써 지역을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세기 지역재생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지만21◦ 지역재생 정책을 전반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음 지역을 둘러싼 광범.위한 환경과 사회구조 구성원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관여하는,지역재생의 기법은 영역별로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전체 지역재생 정책에서 핵심적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전체 지역재생 정책에서 핵심적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전체 지역재생 정책에서 핵심적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전체 지역재생 정책에서 핵심적 교교교교두보 역두보 역두보 역두보 역할할할할을 담을 담을 담을 담당할당할당할당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재생 기법 중 하나라고 위수 있는 중요한 지역재생 기법 중 하나라고 위수 있는 중요한 지역재생 기법 중 하나라고 위수 있는 중요한 지역재생 기법 중 하나라고 위치치치치 지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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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2.

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2.1. 유럽유럽유럽유럽2.1.1.2.1.1.2.1.1.2.1.1. 영국영국영국영국1)1)1)1) 도시재생 지역재생 정책에 있어 영국은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선도,◦ 하는 세계적 주창자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창조경제 창조산, ,업의 주창자로서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창조산업으로의 재구조화를적극 추진하고 있음 영국에서 도시재생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별적. ‘처방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하에서 지역의경제 사회 물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시도로 정, , ’립12)되어 왔음.영국은 년대 추진되었던 개별사업 단위의 물리적 재생 중심의1980◦ 시행착오를 개선하고자 년 초에는 지역기반으로 지역재생 지원1990프로그램을 통합한 시티 챌렌지 를 시행하였음(City Challenge) . 시시시시티 챌렌티 챌렌티 챌렌티 챌렌지는 지방정부 제안서에 기초한 공개지는 지방정부 제안서에 기초한 공개지는 지방정부 제안서에 기초한 공개지는 지방정부 제안서에 기초한 공개입찰입찰입찰입찰경경경경쟁쟁쟁쟁의의의의 상상상상향식 지역향식 지역향식 지역향식 지역재생 지원방식재생 지원방식재생 지원방식재생 지원방식임 이러한. 지역기반 통합적 접근과지역기반 통합적 접근과지역기반 통합적 접근과지역기반 통합적 접근과 상상상상향식의 장점은향식의 장점은향식의 장점은향식의 장점은년부년부년부년부터터터터 시시시시행행행행된 통합재생예산된 통합재생예산된 통합재생예산된 통합재생예산1991991991994444 ((((SRB: SSRB: SSRB: SSRB: Singleingleingleingle RRRRegenerationegenerationegenerationegeneration에서 계에서 계에서 계에서 계승승승승BBBBudget, 199udget, 199udget, 199udget, 1994~4~4~4~2002)2002)2002)2002) 되고 있음 년 공식적으로 시작. 1994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통합재생예산 은 개별사업 단위통합재생예산 은 개별사업 단위통합재생예산 은 개별사업 단위통합재생예산 은 개별사업 단위((((SRBSRBSRBSRB))))의 물리적 정비방식에서 년대 이후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역의 물리적 정비방식에서 년대 이후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역의 물리적 정비방식에서 년대 이후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역의 물리적 정비방식에서 년대 이후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지역1990199019901990재생방식으로재생방식으로재생방식으로재생방식으로 토토토토대를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계기대를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계기대를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계기대를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계기가 되었음.12) 최막중 윤세형 영국의 통합재생예산 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국토계획 제 권 제 호, , (SRB) , 44 3 , 2009,「 」 『 』재인용p.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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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통합재생예산은 사업 보다 주제 를 중심으로영국 통합재생예산은 사업 보다 주제 를 중심으로영국 통합재생예산은 사업 보다 주제 를 중심으로영국 통합재생예산은 사업 보다 주제 를 중심으로(pro(pro(pro(projjjject)ect)ect)ect)'''' (t(t(t(thhhheme)eme)eme)eme)''''‘‘‘‘ ‘‘‘‘한 보조금으로 지방주도형한 보조금으로 지방주도형한 보조금으로 지방주도형한 보조금으로 지방주도형 상상상상향식 재생방식이라는향식 재생방식이라는향식 재생방식이라는향식 재생방식이라는 측측측측면과 경제 사면과 경제 사면과 경제 사면과 경제 사····회 물리적 요소에 대한회 물리적 요소에 대한회 물리적 요소에 대한회 물리적 요소에 대한 포괄포괄포괄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재생방식적이고 통합적인 재생방식적이고 통합적인 재생방식적이고 통합적인 재생방식····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13)
주제주제주제주제 지역재생의 세부목표지역재생의 세부목표지역재생의 세부목표지역재생의 세부목표물리물리물리물리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 증진, 질 좋은 디자인을 통해 도시환경과 인프라를 개선주거환경 개선 물리적 개선 및 관리와 유지 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경제경제경제경제 교육 기술 고용기회 증진, , 지역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고 역량을 향상 시켜 고용기회를 촉진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역의 경제그룹들의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지역의경쟁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사회사회사회사회 지역안전 범죄예방, 범죄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향상소수취약계층 권익증진 소수취약계층의 이익을 위한 권익증진삶의 질 향상삶의 질 향상삶의 질 향상삶의 질 향상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 여가문화 여가문화 여가문화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 건강을 유지활동 및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 건강을 유지활동 및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 건강을 유지활동 및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 건강을 유지,,,,자료 을 참조하여 재정리: DCLG(2007:6)출처 최막중 윤세형 영국의 통합재생예산 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국토계획 제 권 제 호: , , (SRB) , 44 3 , 2009,「 」 『 』재구성p.46. .

표표표표<<<< 1111 통합재생예산 의 주제 및 세부목표통합재생예산 의 주제 및 세부목표통합재생예산 의 주제 및 세부목표통합재생예산 의 주제 및 세부목표> (SRB)> (SRB)> (SRB)> (SRB)

통합재생예산은 년부터 년까지 개 에 걸쳐 시행되1995 2001 6 Round◦ 며 봄에서 다음 해 봄까지 년 단위로 이루어짐 총 개의 재생1 . 1,028계획 에 대해 억 파운드를 지원함(scheme) 57 14) 년 이후 통합예. 2002산 으로 전환하였고 경쟁방식과 지역 쇠퇴정도를 고려하여 지역(SB) ,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전제로한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함.15) 지원기간은 계획별로 년간년간년간년간5~75~75~75~7 지원하되 지원 및 개선효과를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함.16)13) 최막중 윤세형 영국의 통합재생예산 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국토계획 제 권 제 호, , (SRB) , 44 3 , 2009,「 」 『 』pp.41~47.14) 최막중 윤세형 같은책, , , p.44.15) 양재섭 영국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시사점 서울정책포커스 제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43 , , 2007,「 · 」 『 』p.9.16) 양재섭 같은책,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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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기금 에 관한 흐름( )◦ 17)도임. 표표표표<<<< 2222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제도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제도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제도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제도>>>>

년 영국 노동당 블레어 정부 이후에는 지역주체 간 파트너십을1997◦ 더욱 강조하는 지역재생 정책지원모델로 통합재생예산 외 커뮤니티뉴딜기금 현재 과 근린지(NDC: New Deal for Communities. 1998~ )역재생기금 현재 이 새(NRF: Neighborhood Renewal Fund, 2001~ )롭게 등장하였음.◦ 커뮤니티 뉴딜커뮤니티 뉴딜커뮤니티 뉴딜커뮤니티 뉴딜기금 은기금 은기금 은기금 은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의 재생의 재생의 재생의 재생((((NDCNDCNDCNDC)))) 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17) 양재섭 영국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시사점 서울정책포커스 제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43 , , 2007,「 · 」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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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생예산에서부터 시작된 지역기반의 통합적 접근과 상향식 정책실행이라는 장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별 조직이나 개인이 아닌,지역의 여러 주체간의 파트주체간의 파트주체간의 파트주체간의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을 보조금수급대을 보조금수급대을 보조금수급대을 보조금수급대상상상상으로으로으로으로 설설설설정하여정하여정하여정하여 10101010년 기간의 계년 기간의 계년 기간의 계년 기간의 계획획획획을 지원하는 정책모델을 지원하는 정책모델을 지원하는 정책모델을 지원하는 정책모델임.◦ 근근근근린린린린지역재생기금지역재생기금지역재생기금지역재생기금 은 년(NRF : Neighborhood Renewal Fund) 2001블레어 정부의 근린재생 국가전략(A New Commitment to‘ 을 구Neighbourhood Renewal :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현하기 위해 근근근근린린린린지역 단위의지역 단위의지역 단위의지역 단위의 마마마마을재생사업 지원정책을 한을재생사업 지원정책을 한을재생사업 지원정책을 한을재생사업 지원정책을 한층층층층 강화강화강화강화한것임.18) 쇠퇴지역 지자체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실행하고자 빈곤,범죄 의료 및 교육 분야 등의 문제에 따른, 지역지역지역지역쇠퇴쇠퇴쇠퇴쇠퇴지수에 따라 재지수에 따라 재지수에 따라 재지수에 따라 재원을원을원을원을 배배배배분하는 정책모델분하는 정책모델분하는 정책모델분하는 정책모델임.한편,◦ 년 이후 영국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은년 이후 영국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은년 이후 영국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은년 이후 영국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은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의 재생과의 재생과의 재생과의 재생과1998199819981998이를 위한 주체간의 파트이를 위한 주체간의 파트이를 위한 주체간의 파트이를 위한 주체간의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을 점차 강화하는을 점차 강화하는을 점차 강화하는을 점차 강화하는 쪽쪽쪽쪽으로 전개으로 전개으로 전개으로 전개되고 있음 근린지역재생기금을 통한 마을재생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학교 경찰조직 자원조직 등· · · 지역전략 파트지역전략 파트지역전략 파트지역전략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LLLLocalocalocalocal SSSStrategictrategictrategictrategicPPPPartnerartnerartnerartnershshshship)ip)ip)ip)을 조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받은 근린지역재생,자금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책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19) 이와 같이 지자체가 보조금 수급 대상으로 총 개 지자체에 년 동안 억 파운드를 지원하였음88 7 29 .또한◦ 영국은영국은영국은영국은 민민민민 관 파트관 파트관 파트관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에 의해에 의해에 의해에 의해 독독독독자적으로자적으로자적으로자적으로 설설설설치된 지역발전기치된 지역발전기치된 지역발전기치된 지역발전기----구 를구 를구 를구 를 설설설설립립립립RDARDARDARDA((((RRRRegionalegionalegionalegional DDDDevelopmentevelopmentevelopmentevelopment AAAAgency)gency)gency)gency) 하여 년 약2007 22억 파운드에 달하는 물리적 재생 및 경제 재개발을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의 지방분산형 구조를 조정하, RDA는 새로운 거버넌스 및 전달구조를 구축하였음20).18) 염철호 외 지역기반 건축도시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코디네이터 기능 활성화 방안연구,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17.19) 염철호 외 같은책, , p.17.20) 배진희 임수경 영국지역발전기구 에 대한 평가체계 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RDA)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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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재섭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건설주택포럼 년 세미나 자료: , , 2008 , 2008, p.21.「 」『 』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영국의 도시재생 추진체계>>>>

◦ 영국의 는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영국의 는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영국의 는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영국의 는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준준준준 자자자자율율율율조조조조직직직직으로서 년 제으로서 년 제으로서 년 제으로서 년 제RDARDARDARDA 1998199819981998정된 지역발전기구법 에 따라정된 지역발전기구법 에 따라정된 지역발전기구법 에 따라정된 지역발전기구법 에 따라((((RRRRegionalegionalegionalegional DDDDevelopmentevelopmentevelopmentevelopment AAAAgencygencygencygency AAAAct)ct)ct)ct)년년년년 월월월월 지역별로 개소지역별로 개소지역별로 개소지역별로 개소씩씩씩씩 개의 가개의 가개의 가개의 가 설설설설치치치치1999199919991999 4444 1 81 81 81 8 RDARDARDARDA 되었고 년에, 2000는 런던권역에 개의 가 설치되어 총 개의 가 운영되었음1 RDA 9 RDA .지역경제발전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거나 중앙정부 부처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사무소 형태의 전담기구를 두어 전문적종합(Agency)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립됨.◦ 전국단위의전국단위의전국단위의전국단위의 RDARDARDARDA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주요전략으로 지역의 산업경제발전 지향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단위의지역단위의지역단위의지역단위의RDARDARDARDA는 경쟁력 있는 집적 경제단위로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물리적사회적 쇄신과 부흥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시책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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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클러스터 형성 지역 내 인프라 구축 사RDA ,◦ 업의 타당성 연구 지역연구 네트워크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 , ,원 등과 같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는 추가재정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투자수단의 다양화 및 확보와도 연관이 높음.이후◦ 년년년년2010201020102010 출범한 연합정부는 강력한 지자체를 표방하며 지역발,전에서 민간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을 개의 지역기기존 정책을 개의 지역기기존 정책을 개의 지역기기존 정책을 개의 지역기RDA 3RDA 3RDA 3RDA 30000~5~5~5~50000업 파트업 파트업 파트업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방식으로 전환방식으로 전환방식으로 전환방식으로 전환((((LEP: LLEP: LLEP: LLEP: Localocalocalocal EEEEnterprinterprinterprinterprisssseeee PPPPartnerartnerartnerartnershshshship)ip)ip)ip) 함.이는 기존 의 시행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 및 지역 내 격차가RDA◦ 완화되지 않은데다 성과가 대체로 공공부문 투자에 의존하여RDA ,지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또한 권역설정 문제 추진기구 거버넌스와 운영방식 변화. ,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었음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 재정문제 즉 재정지출의 삭감모색 또한 노동당 집권 동안 해체, ,된 대도시 지역의 부활과 권역 내의 도시지역 간 갈등문제를RDA완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함.21)구분구분구분구분 권역권역권역권역 지배구조지배구조지배구조지배구조 재원재원재원재원 기능기능기능기능RDA 잉글랜드 개 지역9한국의: 5+2광역권과 유사 RDA이사회 와(Board)지역위원회위원을(LALB)중앙정부에서 임명 개 중앙정부6부처의 예산을포괄보조금형태로 각에RDA중앙정부가 배분 권역계획 고용,및 인적자원개발,교통 등 포괄적지역경제개발가능LEP 통근권 중심의기능적 경제권:잉글랜드 내개30~40권역 한국의(개 시군통합3~4 규모) LEP이사회 위(Board)원의 이상을50%지역기업인 중에서선출 기업인이,의장직 수행 가 신청한LEP사업계획을심사하여지역성장기금에경쟁적으로배정 년(2011~24한정) 기존의 RDA기능 중 해외투자유치,국제무역혁신,기업투자지원등은 중앙정부주도로 전환출처 김재홍 잉글랜드 광역경제권 정책의 전환 의 폐지와 창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 : RDA LEP ,「 」 『 』제 권 제호15 1 , 2011, p205.

표표표표<<<< 3333 와 의 특징와 의 특징와 의 특징와 의 특징> RDA LEP> RDA LEP> RDA LEP> RDA LEP

21) 권영섭 외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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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와는 와는 와는 와 달달달달리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리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리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리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카카카카운운운운티티티티 수수수수준준준준의 지방자의 지방자의 지방자의 지방자LEP RDALEP RDALEP RDALEP RDA치단체들이치단체들이치단체들이치단체들이 민민민민간부문과 파트간부문과 파트간부문과 파트간부문과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에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에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에을 형성하여 중앙정부에 입찰입찰입찰입찰하는하는하는하는방식으로 선정방식으로 선정방식으로 선정방식으로 선정됨 제안서는 산업계로부터의 지원 자연적 경제. LEP ,지리 기능지역 해당 지방정부의 지원 부가가치 및 발전목표 등( ), ,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고 승인됨 투자유치 혁신 금. , ,융지원 등 핵심 경제정책 업무가 중앙정부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의 중앙집권화는 강화될 소지가 큰 것으로 전망됨.그런데 에서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의 개입이 줄어들RDA LEP◦ 고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예산 조달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지역성장기금 이 지역 사업주체 경쟁방식으(Regional Growth Fund)로 사업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외에 예산지원 없음으로인해 보다 더 중앙정부에 의존될 가능성이 대두됨 이에 경쟁력RDA .있는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차이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상당한 의견차를 보여 현재까지 가 설립되지 않, LEP은 지역도 있음 일각에서는 지역성장기금 이 경쟁방식으로 사. (RGF)업비를 지원하며 정밀실사 과정을 거쳐 효율성을 배가하는데 반하,여 대규모 회계컨설팅업체 수입만 증대시킬 뿐 실제로 에 비, RDA․해 재정지원의 효과성이 적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22)임.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City Challenge- Single Regeneration Budget- New Deal for Communities- Neighbourhood Renewal Fund- Local Strategic Partnership- Regional Development Agency-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년대 개별사업 단위의 물리적 지역재생 시행- 1980착오를 넘어 년 이후 지역 기반의 물리적 환1990경 개선 경제개발 및 재구조화 사회적 결속력, , ,삶의 질 등을 향한 통합적 지역재생 전략 추진지역기반 통합지역예산 년까지의 장기지원- , , 10커뮤니티 재생 여러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강력한 지자체 근린지역의 강조- ,

표표표표<<<< 4444 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22) 정준호 영국 보수당 연정의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지역성장기금 지역, - (Regional Growth Fund) ,「 」 『과 발전 vol10, 2013,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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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프랑스프랑스2)2)2)2) 프랑스는 주정부 주도로 도시설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및 빈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곽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됨에 따라 저밀도 도심지역 개발 사회적 통합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주정부는와와와와PNRUPNRUPNRUPNRU((((NNNNationalationalationalational PPPProgram forrogram forrogram forrogram for RRRRegeneration)egeneration)egeneration)egeneration) ANRUANRUANRUANRU((((NNNNationalationalationalational를 통해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AAAAgency forgency forgency forgency for UUUUrbanrbanrbanrban RRRRegeneration)egeneration)egeneration)egeneration)정부들의 분담금을 매정부들의 분담금을 매정부들의 분담금을 매정부들의 분담금을 매칭칭칭칭 조성하여 지원조성하여 지원조성하여 지원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PNRU(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 23)는 프프프프랑랑랑랑스의 보를로스의 보를로스의 보를로스의 보를로법법법법 권권권권 장에서장에서장에서장에서 규규규규정하는 도시재생 시정하는 도시재생 시정하는 도시재생 시정하는 도시재생 시행행행행 프로그프로그프로그프로그램램램램으로 사회통합 지으로 사회통합 지으로 사회통합 지으로 사회통합 지1 2 ,1 2 ,1 2 ,1 2 ,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 목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 목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 목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 목표표표표 하에서 도시하에서 도시하에서 도시하에서 도시취약취약취약취약구역을 재구조화하구역을 재구조화하구역을 재구조화하구역을 재구조화하는 것는 것는 것는 것임 지역주택계획을 고려하여 수립된 이 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주거개선사업 주택 철거 생산 공공시설 재생 철거 재구성 경제 상, , ,· · ·업활동 공간의 재구성 또는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포함함 보를로, .법을 통해 는 사회취약계층이 지리적으로 한 지역에 밀집 거PNRU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내 다른 지역과의 혼합을 촉진해서 지,역 활력을 창출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도시기능을 다양화하고.주택 다양성을 촉진하며 격리된 사업지구를 도시 안으로 포함하고자함 재생사업이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실업률 감소 경제발전 및 학. ,교교육과 의료혜택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년까지 시행을 위해 억 유로가 할당 지정됨 매2004~2008 PNRU 25 .◦ 년 최저 금액이 백만 유로 이하일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 이 금465 .액은 정부와 경제사회연합 예금공탁금고 등에서 지원함 또한 정부, .는 사업시행을 위해 억 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줌 재3 5 .생사업 후에는 부지 건축물의 관리 판매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음, .23) 이성근 최민아 보를로법에 의한 프랑스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 및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관한, , (PNRU)「연구 국토계획 제 권 제 호, 47 4 , 2012, p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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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U(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 24)는 년2004 2월 일 시행령에 의해 설립 도시재생관련 자금을 취합하는 단일기관9으로 지자체와 그 외 도시재생사업시행기관에 재정지원을 담당함.는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을 단순화하고 지자체와 임대주택사업ANRU자의 사업진행을 촉진하고자 함 중앙정부 및 관련지자체 대표들로.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은 재정지원과 함께 설립목적에적합한 지자체 공모안을 선정하고 실행 모니터링 함, .는 유일한 교섭상대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장하ANRU◦ 고 세부적 실행계획과 함께 사업시행의 역할을 함 재정지원은 다년.지원이 가능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 재정지원을 하고 달 동. 9안 모니터링을 하며 위원회 명 는 예금공탁금고, ANRU (36 ) , AL,등 주택관련 기관 도 광역도 지자체 대표자의 네 부문으로ANAH , ·구성되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 및 의 방향성PNRU ,규칙 및 협약 등을 결정함.는 개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ANRU◦ 재생사업을 종합 총괄하는 기능을 함 재생사업 추진형황 검토는, .매년 시행되며 보를로법에서 명시된 지표에 의해 평가됨 또한 협. “의개발지구 를 지정하여 사(ZAC: Zone d'am nagement concert ) ,ě ě ”업운영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수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사회적 재정적 통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협의개발지구(ZAC)◦ “ ”25)는 프랑스에서 우선도시화지구(ZUP: Zone“ ἀ라는 도시개발기업이 성행 후 년에 만Urbaniser en Priorit ) 1976ě ”들어진 것임 우선도시화지구 사업이 주택건설에만 집중되었던데. “ ”24) 이성근 최민아 보를로법에 의한 프랑스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 및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관한, , (PNRU)「연구 국토계획 제 권 제 호, 47 4 , 2012, p.23.」 『 』25) 박현찬 프랑스 협의개발지구 제도 검토 및 파리의 사례 건축과 사회, , , 2006, pp.98~107.「 」 『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22222222

반해 협의개발기구 기법은 다양한 도시개발목적에 활용하고자 하, “ ”며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에 관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고 시도함.공공부문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시설 사업계획의 일종으로 여러 사업◦ 주체가 도시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 활용 기초지방자치단체가,지정권한을 가지며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발지구가 지정됨 파리. ,리옹 마르세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장이 자치구 의회의 동의를,구해야 함 실행방식은 공공개발 사업이지만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발하여 는 공공 는 민간에 의해 실행됨 재정적으로도 지자24% , 47% .체와 중앙으로부터의 자립을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시작함.대표적 사례로 파리의 년 시트로앵 협의개발지구 년 뢰이1979 , 1986◦ 협의개발지구 년 베르시 협의개발지구 년 센리브고슈 협, 1987 , 1990의개발지구가 있음. 다목적 사전의다목적 사전의다목적 사전의다목적 사전의견견견견수수수수렴렴렴렴 보장 다수의보장 다수의보장 다수의보장 다수의 참참참참여여여여 상상상상위위위위, , ,, , ,, , ,, , ,지역계지역계지역계지역계획획획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율율율성 보장 등 우선도시화지성 보장 등 우선도시화지성 보장 등 우선도시화지성 보장 등 우선도시화지,,,,구와 구분이 되는 시사점구와 구분이 되는 시사점구와 구분이 되는 시사점구와 구분이 되는 시사점을 안김.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 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 ZAC; Zone d'am nagement concertě ě(Concerted Development Zone)- ZUP; Zone Urbaniser en Prioritἀ ě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사회- ,적 재정적 통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협의개발지구 등의 제도적 전개를 통해- 다목적 사전 의견수렴 보장 다수의 참, ,여 상위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 ,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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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미국미국2.1.2.2.1.2.2.1.2.2.1.2. 미국은 영국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지역재생 관련 사회적 흐름이 조◦ 성되었는데 영국과 차이가 나는 지점은 공공정책에 의한 드라이브,보다는 미국 시민사회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시장경제 중심으로 지시장경제 중심으로 지시장경제 중심으로 지시장경제 중심으로 지역개발 지역재생이 활성화역개발 지역재생이 활성화역개발 지역재생이 활성화역개발 지역재생이 활성화,,,, 되었다는 점임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역.재생이라는 용어보다는 장소마케팅 도시마케팅의 개념 즉 지역 마, ,케팅 차원에서 추진된 경향이 강함.최근 미국에서는 쇠퇴한 산업도시의 경제재생 지원정책이◦ 세금세금세금세금감감감감면면면면위주의 인위주의 인위주의 인위주의 인센티브센티브센티브센티브 제공방식에서 지역의 핵심자산제공방식에서 지역의 핵심자산제공방식에서 지역의 핵심자산제공방식에서 지역의 핵심자산 육육육육성방식으로 변화성방식으로 변화성방식으로 변화성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하고 있는하고 있는하고 있는데데데데 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록록록록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을 활용을 활용을 활용을 활용,,,,하는하는하는하는 포괄포괄포괄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주목적인 접근방식이 주목적인 접근방식이 주목적인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음26)년대에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사업 조직인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1970◦ 한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지역 차원의 마을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음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 주민 참가 프로그램들은 내부로부터 경제활동의 활‘ ’성화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역사문화적 건축물을 통한 지역재생의 경우 최근에는 비교적 가까,◦ 운 과거 의 유산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시( ) ,近過去대의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으로 건설되었던 것 중에는 도시경관 속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도 있음27)도심재생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생활 속생활 속생활 속생활 속 주요 공간들이 축제의 장으주요 공간들이 축제의 장으주요 공간들이 축제의 장으주요 공간들이 축제의 장으‘‘‘‘로 제공되고 있으로 제공되고 있으로 제공되고 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며며며 이러한 축제의 장이 다시이러한 축제의 장이 다시이러한 축제의 장이 다시이러한 축제의 장이 다시 상상상상업 활동으로 이어업 활동으로 이어업 활동으로 이어업 활동으로 이어’’’’26) 이왕건 미국 쇠퇴 산업도시의 도시경제 재생전략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호, , 285 , 2010.「 」 『 』27) 세기 전반에 계획된 주택가 혹은 교외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보존 관계자들이 꺼려하는 알루미늄 제20 ,석면제 등의 외장재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역사적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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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일종의 성격의 공간재생 흐름이 활성지는 일종의 성격의 공간재생 흐름이 활성지는 일종의 성격의 공간재생 흐름이 활성지는 일종의 성격의 공간재생 흐름이 활성""""fefefefesssstive martive martive martive markkkket placeet placeet placeet place""""화화화화되고 있음 는 제임스 라우즈. "festive market place" (James와 그의 회사에 의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벤자민 톰슨의W.Rouse) C.제휴로 인해 세기 후반 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20환으로 제안됨.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쇠퇴한 산업도시의 경제재생 지원정책에서 지역의- 핵심자산 육성방식으로 변화지역주민참가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내부 로- “ ”부터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주목함생활 속 주요 공간을 축제의 장이자 상업공간으로- 연계하는 흐름 활성화“Festive market place” 시장 중심의 장소마케팅에서 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록 파트너십을 활용한 재생정책으로 변화역사문화적 건축물을 통한 지역재생- 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유산,보존에 대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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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2.1.3.2.1.3.2.1.3.2.1.3. 일본일본일본일본1)1)1)1) 28)28)28)28)년대 이후 년까지 일본 경제는 동경 등 대도시의 국제경쟁1990 2002◦ 력 하락 버블경제의 붕괴 등으로 실제적 침체 상태가 지속됨 또한, .낙후된 기성 시가지 재정비 및 지진 대비 관련 사회적 필요와 더불어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권고를 받아들여 고이즈미 내각이OECD들어선 년 이후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함2001 .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었고 년2001 , 2002◦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년 지방도시 지역재생을 촉진하는, 200328) 양재섭 김정원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 경제포커스, , , , 2007「 」 『 』양재섭 영국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시사점 서울정책포커스 시정개발연구원 두 보고서, , , 2007, .「 」 『 』내용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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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즈쿠리 교부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재생 관련 추진기구 기,“ ”금 지원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었음, .그러나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하향식 접◦ 근방식 대도시 위주의 정책추진 민간개발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 , ,경제재생에 치우친 도시재생 정책 및 다양한 재생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의 저조함 초고층 아파트 등의 부동산 개발 붐과 같은 역기능,의 양산 등 비판적 요소를 수반하게 됨.한편◦ 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에 대한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에 대한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에 대한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과 창조도시에 대한1991991991995555 ,,,, ‘‘‘‘ ’’’’ ‘‘‘‘ ’’’’정책적 관심을정책적 관심을정책적 관심을정책적 관심을 넘넘넘넘어 지역 내부에서의 자발적 관심도 증대되었으어 지역 내부에서의 자발적 관심도 증대되었으어 지역 내부에서의 자발적 관심도 증대되었으어 지역 내부에서의 자발적 관심도 증대되었으며며며며,,,,지역 내지역 내지역 내지역 내 무무무무수히 존재하는 법인과 지자체가 결합해수히 존재하는 법인과 지자체가 결합해수히 존재하는 법인과 지자체가 결합해수히 존재하는 법인과 지자체가 결합해 크크크크고 작은고 작은고 작은고 작은NPONPONPONPO시시시시 군군군군들이들이들이들이 마마마마을을을을만만만만들기에들기에들기에들기에 힘힘힘힘을을을을 쏟쏟쏟쏟고 있음고 있음고 있음고 있음....···· ‘‘‘‘ ’’’’ 일본은 법을 제정함NPO으로써 시민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공익성을 강화함 우수한 법인은 선별되어 세법상의 특례가 부여됨 년 기. . 2011준으로 법인으로 인증 받은 법인 수는 개소임NPO 195,226 . NPO법인에는 개 활동 분야가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17보건 의료 복지 분야로 임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는, , 57.7% . , ,임33.6% .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중앙정부 도시재생본부 설치- (2001)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2002)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기금 설립과 운- 영 활성화

년대 이후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 2000이 추진되기 시작함도시재생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대도시 중심 지역주민의 배제 경제재생 위, ,주 제 의 개발붐 조성 등 비판적 요소를 수, 2반하게 됨.마을만들기 차원의 지역 내적 프로그램이 주- 민들의 자발적 를 중심으로 활발하게NPO운영되기 시작함.
표표표표<<<< 7777 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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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싱가폴싱가폴싱가폴2)2)2)2) 싱가폴은 인구 만이 넘은 도시국가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와700◦ 같은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것은 년부터이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1999 2000년대 중반 이후임 경제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세기 들어 지식. 21경제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인당 가 만1 GDP 3천 달러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고 싱가포르가 가진 다양성이라는7 ‘ ’강점을 활용한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게 됨 또한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우수성과 창의성이 직결됨.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 참,◦ 여하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확대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축적한 문.화예술적 토양은 다소 척박하나 정부 주도의 공공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룸.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년대의 경기침체를 분석하면서 다양1980~90◦ 한 국가전략 도시전략 을 모색하는 가운데( ) 년도에 본격적으로년도에 본격적으로년도에 본격적으로년도에 본격적으로1991991991997777시작한시작한시작한시작한 르네상르네상르네상르네상스 시스 시스 시스 시티티티티 프로젝트 를 추프로젝트 를 추프로젝트 를 추프로젝트 를 추((((RRRRenaienaienaienaissssssssanceanceanceance CCCCityityityity SSSSingapore)ingapore)ingapore)ingapore)진진진진하게 됨.이 프로젝트는◦ 강변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기강변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기강변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기강변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기획획획획으로 진으로 진으로 진으로 진행행행행됨 강변에됨 강변에됨 강변에됨 강변에....전통가전통가전통가전통가옥옥옥옥을을을을 살살살살려 새로운려 새로운려 새로운려 새로운 건건건건물과 대비되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물과 대비되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물과 대비되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물과 대비되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고고고 같같같같은 맥락에서 에스은 맥락에서 에스은 맥락에서 에스은 맥락에서 에스플플플플러러러러네네네네이드이드이드이드29)29)29)29)와와와와 같같같같은 문화적은 문화적은 문화적은 문화적 랜랜랜랜드드드드마크마크마크마크로 세계로 세계로 세계로 세계적인적인적인적인 복복복복합공연장을합공연장을합공연장을합공연장을 설설설설립립립립함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도시로서의.지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에는 잘 갖추어진 호텔 인프라들이 있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에스플러네이드가 하나의 상징적 문화적 장,29) 는 싱가포르 정부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년 월 개관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Esplanade ' ' 2000 10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약 년간의 사전기획과 공간건축 및 운영설계의 과정들이 있었다 시내 중심에 위15 .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잘 갖추어진 호텔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예술 문화 프로그램과 컨벤션 산,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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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상징화 되면서 도시 전체의 매력적 유인 요소를 강화하였음.싱가포르는◦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 를예술을 위한 국제도시 를예술을 위한 국제도시 를예술을 위한 국제도시 를 표표표표((((GGGGloballoballoballobal CCCCity for tity for tity for tity for thhhheeee AAAArtrtrtrtssss))))방하방하방하방하며며며며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지역경제와 통합하여 창조적 문화산업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지역경제와 통합하여 창조적 문화산업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지역경제와 통합하여 창조적 문화산업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지역경제와 통합하여 창조적 문화산업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를 구축하고자 하였고를 구축하고자 하였고를 구축하고자 하였고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현현현현재까지 비재까지 비재까지 비재까지 비교교교교적 성공사적 성공사적 성공사적 성공사례례례례로로로로 평평평평가가가가,,,, 받고 있음.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년대 경기침체 이후 년부터- 1980~90 1997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도시재생 정책으로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추진추진추진추진(Renaissance City Singapore)(Renaissance City Singapore)(Renaissance City Singapore)(Renaissance City Singapore)----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Global City for the를 표방Arts)정부 주도의 강력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 식임

도시국가 규모와 특성에 맞는 통합적 도- 시재생정책의 추진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전략을 지속적- 추진강변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 면서 에스플러네이드와 같은 국제적 특성을 강화한 문화공간 아이콘을 적극 활용함
표표표표<<<< 8888 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

유네스코 차원유네스코 차원유네스코 차원유네스코 차원2.1.4. EU/2.1.4. EU/2.1.4. EU/2.1.4. EU/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1) EU1) EU1) EU1) EU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1)(1)(1)(1)◦ 년 그리스 델년 그리스 델년 그리스 델년 그리스 델피피피피1981981981984444 에서 열린 유럽공동체 문화부장관과 유럽의회 문화위원회 모임에서 그리스 문화부장관그리스 문화부장관그리스 문화부장관그리스 문화부장관 멜멜멜멜리나리나리나리나 메르꾸메르꾸메르꾸메르꾸리리리리((((MMMMelinaelinaelinaelina의 발의로 시작의 발의로 시작의 발의로 시작의 발의로 시작MMMMercouri)ercouri)ercouri)ercouri) 되었음 문화 예술 창의성이 기술 상업. , , , ,경제적 교역만큼 중요한 시대에 맞추어 예술가 및 지식인들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함을 주장 해마다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유럽인들의,문화적 자부심을 공통으로 키워나가고 유럽 내에서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제안, 년 아년 아년 아년 아테네테네테네테네가 처음 지정되면서가 처음 지정되면서가 처음 지정되면서가 처음 지정되면서 현현현현재까지 지속재까지 지속재까지 지속재까지 지속1981981981985555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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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 개요지정제도 개요지정제도 개요지정제도 개요(2)(2)(2)(2)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유럽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공통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한편 유럽인“ ,상호간의 심층적인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유럽의회와 유럽이.”(1995 5 15 ,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호 제 조‘ 1419 ’ 1 )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유럽 연합 가맹국의 도시를 매년 선정하여 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 1행사를 전개하는 사업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 다양한 중장기 혹은 단기 문화활동 유럽문화수도 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의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EU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 유럽인들이 공유하면서 공헌하고 영감을 준 예술동향 스타일을 강조할 것- , ,의 다른 개별 국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촉진하고 지- EU ,속적인 문화협력을 이끌며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배양할 것EU창조적인 작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 보다 넓은 범위의 참여 이동 보장할 것- ,시민들의 방문을 장려하고 가능한 넓은 범위의 관객 접근을 촉진할 것- EU ,유럽 문화와 다른 지역 문화 간의 대화를 장려할 것- 역사적 유산 도시건축과 도시의 삶의 질을 강화할 것- ,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 회원국EU

표표표표<<<< 9999 유럽문화수도 개요유럽문화수도 개요유럽문화수도 개요유럽문화수도 개요> EU> EU> EU> EU

년까지 유럽문화도시 로 추진되다2004 (European City of Culture)◦ ‘ ’가 년 이후 유럽문화수도 로년 이후 유럽문화수도 로년 이후 유럽문화수도 로년 이후 유럽문화수도 로2002002002005555 ((((EEEEuropeanuropeanuropeanuropean CCCCapital ofapital ofapital ofapital of CCCCulture)ulture)ulture)ulture)‘‘‘‘ ’’’’명명명명칭칭칭칭이 변경이 변경이 변경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내용도 심화됨 선정도시는 최소 년간의, . 6과정을 거쳐 지정되고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준비함.지정현황지정현황지정현황지정현황(3)(3)(3)(3) 년에는 세기를 맞이한 특별 이벤트로 개 문화도시가 지정됨2000 21 9 .◦ 동서남북의 도시들이 선정되어 유럽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자축과부활을 꿈꾸는 상징적 특별행사로 기획됨 이 개 도시는 사업 전반. 9에 걸쳐 협의 협력 조정하는 일시단체인 유럽문화도시 연합을 형, ,성하였음.(AECC: Association of European Cultural Citie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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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순번순번순번 지정연도지정연도지정연도지정연도 지정도시지정도시지정도시지정도시 순번순번순번순번 지정연도지정연도지정연도지정연도 지정도시지정도시지정도시지정도시1111 년1985 아테네 15151515 년1999 바이마르2222 년1986 피렌체 16161616 년2000 아비뇽 베르겐 볼로냐, , ,브뤼셀 크라코우 헬싱키, , ,프라하 레이캬비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3333 년1987 암스테르담 17171717 년2001 로테르담 포르투,4444 년1988 베를린 18181818 년2002 브뤼헤 살라만카,5555 년1989 파리 19191919 년2003 그라츠6666 년1990 글래스고우 20202020 년2004 게누아 릴,7777 년1991 더블린 21212121 년2005 코르크8888 년1992 마드리드 22222222 년2006 파트라스9999 년1993 안트워프 23232323 년2007 룩셈부르크,시비우 헤르만슈타트/10101010 년1994 리스본 24242424 년2008 리버풀 스타방가/11111111 년1995 룩셈부르크 25252525 년2009 린츠 빌뉴스/12121212 년1996 코펜하겐 26262626 년2010 에센 이스탄불 페치/ /13131313 년1997 데살로니카 27272727 년2011 탈린 투르쿠/14141414 년1998 스톡호름 28282828 년2012 기마랑이스 마리보르/

표표표표<<<< 10101010 유럽문화수도 연도별 지정현황유럽문화수도 연도별 지정현황유럽문화수도 연도별 지정현황유럽문화수도 연도별 지정현황>>>>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4)(4)(4)(4)이 제도는 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1985◦ 유럽유럽유럽유럽문화수도로서 장소 매문화수도로서 장소 매문화수도로서 장소 매문화수도로서 장소 매력력력력도를 높인 일부 도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도를 높인 일부 도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도를 높인 일부 도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도를 높인 일부 도시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급급급효효효효과과과과를 가져왔음 최소 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년간 문화수. 4 1도로서 활동함으로써 해당 도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홍보되고 그에 수반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계하였음.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럽의 문화도시유럽의 문화도시유럽의 문화도시유럽의 문화도시 브랜브랜브랜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 ””””30) 임문영 유럽연합 의 문화수도 와 그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집, (EU) ( ) , 55 , 2006,「 文化首都 」 『 』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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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하였음하였음하였음 유럽문화수도에 영향을 받아 아메리카와 아랍 지역에서도.유사한 문화수도인 아아아아메메메메리리리리카카카카문화수도문화수도문화수도문화수도((((AAAAmericanmericanmericanmerican CCCCapital ofapital ofapital ofapital of아아아아랍랍랍랍문화수도 가 계문화수도 가 계문화수도 가 계문화수도 가 계획획획획CCCCulture), (ulture), (ulture), (ulture), (AAAArab cultural capital)rab cultural capital)rab cultural capital)rab cultural capital) 31)되는 등 국제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제도의 정책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함.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유럽 전역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의 정책"◦ “이슈를 확산하는 순기능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도시 간 경쟁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보여줌 유럽의 도시를 문화적으로 융합하고 도시마.다의 문화적 비전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지만 현현현현실적으로는실적으로는실적으로는실적으로는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도시간의 경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도시간의 경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도시간의 경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도시간의 경쟁쟁쟁쟁적인 구도로 나적인 구도로 나적인 구도로 나적인 구도로 나타타타타나는 경나는 경나는 경나는 경우가 많우가 많우가 많우가 많았았았았음음음음....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도시 자체를 문화화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책적으로 확산된 만큼 대규모의 외부 투자를 확보할 수 있고 관광인프라 등이 설립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사이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역기능이 존재함. 또 문또 문또 문또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에도화도시로 지정된 후에도화도시로 지정된 후에도화도시로 지정된 후에도 빨빨빨빨리리리리 좋좋좋좋아지는 모아지는 모아지는 모아지는 모습습습습을 보여을 보여을 보여을 보여줘야줘야줘야줘야 한다는 강한다는 강한다는 강한다는 강박박박박관념관념관념관념 때때때때문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하면서도문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하면서도문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하면서도문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하면서도 상징상징상징상징적 프로젝적 프로젝적 프로젝적 프로젝트 위주로 진트 위주로 진트 위주로 진트 위주로 진행행행행하는 경우가 많하는 경우가 많하는 경우가 많하는 경우가 많았았았았음음음음(flag(flag(flag(flagshshshship proip proip proip projjjject) .ect) .ect) .ect)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2) EU2) EU2) EU2) EU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1)(1)(1)(1) 32)32)32)32)유럽사회는 그간 문화 언어 사회 종교 지역 간 이질성이 심화되, , , ,◦ 고 국가와 민족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기반이 허약해지면서,이를 해소하고 다원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됨 년대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유럽의 공통된 정체성을 만. 1990들고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유럽 시민들을 동참하게 하는 방법으31) 임문영 유럽연합 의 문화수도 와 그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집, (EU) ( ) , 55 , 2006, p.467.「 文化首都 」 『 』32) 홍종열 유럽연합 의 문화정책 연구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EU) : ,『 』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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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럽시민권 제공 문화인적교류를 시행함 유럽연합의 문화창조, .산업정책 녹서에도 창조성의 근원은 지역이고 그 도달점은 세계이“다 라고 제시하는 등 유럽연합 개국의 조화로운 공존 추구와 독특27”한 지역들의 고유성 유지를 중시하고자 함을 분명히 명시함.◦ 유럽의유럽의유럽의유럽의 상호상호상호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이러한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이러한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이러한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상황상황상황 인식 속에서 유럽 도인식 속에서 유럽 도인식 속에서 유럽 도인식 속에서 유럽 도‘‘‘‘ ’’’’시 내 문화다양성을 어시 내 문화다양성을 어시 내 문화다양성을 어시 내 문화다양성을 어떻떻떻떻게 구게 구게 구게 구현현현현하고 도시 내 문화다양성 실하고 도시 내 문화다양성 실하고 도시 내 문화다양성 실하고 도시 내 문화다양성 실현현현현에서에서에서에서,,,,타타타타 도시 사도시 사도시 사도시 사례례례례를 보고를 보고를 보고를 보고 배배배배우우우우며 상호 피며 상호 피며 상호 피며 상호 피드드드드백백백백을 통한 제 의을 통한 제 의을 통한 제 의을 통한 제 의 길길길길 모모모모색색색색 등등등등3333을 추진하고자 유럽연합과 유럽을 추진하고자 유럽연합과 유럽을 추진하고자 유럽연합과 유럽을 추진하고자 유럽연합과 유럽평평평평의회가 공동으로 시의회가 공동으로 시의회가 공동으로 시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행행행한 정책한 정책한 정책한 정책임.지정제도 개요지정제도 개요지정제도 개요지정제도 개요(2)(2)(2)(2) 33)33)33)33)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현지인과 이민자가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 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 도시를 상호문화도시로 선정하는 것임. 제 단계는 년부제 단계는 년부제 단계는 년부제 단계는 년부터터터터 년까지 제 단계는 년 초년까지 제 단계는 년 초년까지 제 단계는 년 초년까지 제 단계는 년 초1 2008 2010 , 2 20111 2008 2010 , 2 20111 2008 2010 , 2 20111 2008 2010 , 2 2011부부부부터터터터 년년년년 말말말말까지 년간 지속까지 년간 지속까지 년간 지속까지 년간 지속2012 22012 22012 22012 2 됨.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시범도시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 사회적 결속을 화두로 하는 문화 간 접근에 관· ,한 폭넓은 논의와 정책입안을 자극시범도시 대상으로 도시의 다양성을 경영하는 종합적인 상호문화전략 발전·유럽의 다른 도시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활동 추진·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유럽의 도시 내 문화다양성 경영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프로젝트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 유럽평의회와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유럽도시개발 프로그램EU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 상호문화적 인프라 구축상황·도시의 고유한 전통과 경제여건·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최근 도시에서의 상호문화성 발전 잠재력·도시의 문화다양성 장점 이해도·이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프로그램 참여도·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 유럽평의회 개국 회원국 중47

표표표표<<<< 11111111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 EU> EU> EU> EU

33)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정책연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성결대학교, : , ,『 』다문화평화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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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상호문화에 대한 개념 소개 유럽 도시들의,◦ 시공무원 행정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 상호문화도시 선, ,정을 위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같은 평가작업 등으로 구성 전문가.위원회 같은 외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우수 상호문화도시 평가는 스위스 에 위치한 연구 및 컨설팅Bassel◦ 전문기관인 에 의해 개발된 지표를 사용 즉 상호문화도BAK Basel . ,시 지표 를 근거로 하여 유럽 상호문화(Inter-cultural City Index)도시의 상호문화성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운영됨 지표는 상호문화도.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도시에서 상호문화성을 측정하는데 공신력 있는 도구처럼 활용됨.지정현황지정현황지정현황지정현황(3)(3)(3)(3) 34)34)34)34)

출처 홈페이지: Council of Europe http://www.coe.int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선정도시 현황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선정도시 현황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선정도시 현황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선정도시 현황> EU> EU> EU> EU

34)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정책연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성결대학교, : , ,『 』다문화평화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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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단계 사업에서 개 도시 선정 제 단계에서 개 도시1 11 , 2 10◦ 가 선정되어 총 개 도시로 운영됨 각 도시마다 역사적으로 이민21 .자의 유입이 많거나 문화다양성이 오랫동안 형성된 환경을 가지고있음 지역에서 다양한 상호문화 관련 사업들이 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진행 중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다양성 이해도가 높아짐.폴란드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는 가Lublin ,◦ 운데 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짐 네덜란드 시는 이전NGO . Tilburg에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상호문화도시,프로그램 참여 후 일반시민과 이민자 사이의 교류증진에 초점을 둠.단계 사업 후 단계 사업에서는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며 각 도1 2◦ 시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지속적인 협력을 이룸 또한, .정회원 외에 준회원 도시들이 상호문화성 개발을 위해 자체평가를실행하고 타 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문화도시 발전을 도모함 미국의.멕시코의 캐나다의 같은 유럽 이외Lodi, Mexico city, Montreal지역 도시들도 참여함.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4)(4)(4)(4)이 프로젝트의◦ 상호상호상호상호문화주의 는 기존의 다문화문화주의 는 기존의 다문화문화주의 는 기존의 다문화문화주의 는 기존의 다문화(inter(inter(inter(inter----culturaliculturaliculturaliculturalissssm)m)m)m)‘‘‘‘ ’’’’주의에서 나주의에서 나주의에서 나주의에서 나타났타났타났타났던 소수자 그던 소수자 그던 소수자 그던 소수자 그룹 집룹 집룹 집룹 집단단단단 거거거거주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개주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개주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개주지 방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문화적선하고 모든 문화적선하고 모든 문화적선하고 모든 문화적 배배배배경의 사경의 사경의 사경의 사람람람람들이 사회 안에서들이 사회 안에서들이 사회 안에서들이 사회 안에서 교류교류교류교류 화합함으로화합함으로화합함으로화합함으로,,,, ····써써써써 실질적인 인종간 화합의 해결책을 모실질적인 인종간 화합의 해결책을 모실질적인 인종간 화합의 해결책을 모실질적인 인종간 화합의 해결책을 모색색색색하도하도하도하도록록록록 장려장려장려장려함.상호문화도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세부 영역들로는 교육 공공◦ ① ②장소 거주지 이웃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룹들,③ ④이 상호 접촉하고 공동 활동을 하도록 각 영역들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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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발전시키도록 유도1. 상호문화 간 렌즈를 통한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정책 추진2. 이문화간 공동체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위해 정부부처와 시민단체3. 들의 공동의 노력과 방안을 만듦언어로 인한 거리감 해소를 위해 이주민들이 제 공용 언어는 물론 소수민들의 언어 역시4. 1균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확대지역 미디어들이 이문화 간 대화의 중요성과 긍정적 미래를 홍보 지자체들의 활동이 계속5. ,알려지도록 유도도시의 대외적인 국제정책을 만들고 도시 간 정책이 펼쳐짐을 홍보 지역민들에게도 세계6. .시민임을 각인시킴상호문화 간 지적 교류 기능을 활성화시킴7. 상호문화에 대한 인식과 포용 훈련을 프로그램화시켜 정책입안자로부터 참여시킨 위로부8. 터의 개혁을 이끌어냄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에 대해 성숙된 도시 문화가 바탕이 된 프로그램들 도입9.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상호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하여 최상의 결정과 정책들이 나오는10. 모델 마련출처 홍종열 유럽연합 의 문화정책 연구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EU) : , ,『 』2011, pp.162~163.

표표표표<<<< 12121212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한 전략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한 전략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한 전략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한 전략>>>>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3)3)3)3) 35)35)35)35)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1)(1)(1)(1) 년대 이후 후기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창조성에 바탕을 창조사회1980◦ 로 전환되고 있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창의도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유유유유네네네네스스스스코코코코 창의도시창의도시창의도시창의도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는 창의도시의 고유문화자산이는 창의도시의 고유문화자산이는 창의도시의 고유문화자산이는 창의도시의 고유문화자산이세계적으로 재인식되도세계적으로 재인식되도세계적으로 재인식되도세계적으로 재인식되도록 협력록 협력록 협력록 협력하는 도시 간하는 도시 간하는 도시 간하는 도시 간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로 추진되었음로 추진되었음로 추진되었음로 추진되었음....년년년년 월월월월 유유유유네네네네스스스스코코코코 이사회에 의해 세계 문화다양성이사회에 의해 세계 문화다양성이사회에 의해 세계 문화다양성이사회에 의해 세계 문화다양성 협력협력협력협력망망망망2002002002004444 10101010 ““““ 일환으로 에일환으로 에일환으로 에일환으로 에딘버딘버딘버딘버러를 최러를 최러를 최러를 최((((GGGGloballoballoballobal AAAAlliance forlliance forlliance forlliance for CCCCulturalulturalulturalultural DDDDiveriveriveriverssssity)ity)ity)ity)””””초의 유초의 유초의 유초의 유네네네네스스스스코코코코 창의도시로 선정하면서 시작창의도시로 선정하면서 시작창의도시로 선정하면서 시작창의도시로 선정하면서 시작됨.35) 전병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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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개요네트워크 개요네트워크 개요네트워크 개요(2)(2)(2)(2)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지역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도시 간 비경쟁적 협력 지식 및 경험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장려하며 공공부, , ,문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조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 네트워크형 사업
가입기준가입기준가입기준가입기준 창조도시 지정을 신청한 도시의 해당 주제 분야의 창조산업 전반에 걸친 문화관·계자 활동가 를 모두 포함( )각 도시는 창조성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한·이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함도시의 창조적 잠재력과 역량은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문화 산업을 이끌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국제 시장으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어야 함지원 신청서에는 각 장르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로 자체의 기준을·제시할 수 있음가입대상가입대상가입대상가입대상 개 분야 주제 민속예술 문학 미디어 예술 음악 음식 디자인 영화 에서 선정7 ( , , , , , , )

표표표표<<<< 1313131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개요개요개요개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는 해당 도시의 문◦ 화적 자산에 대한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개 주제 중 해당 도시의 특7성과 환경에 맞는 신청 분야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함.36)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참여하게 되면 해당 도시는 국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참여국들과의 정보공유 적극적인 소통의지가 있어야 함 또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이, .행 상황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을 매년 유네스코에 알려야 함 연간, .보고나 네트워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가입을 해지할 수 있음.37)3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의도시네트워크 신청서 작성 매뉴얼, , 2009, p.54.『 』3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같은책, ,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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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문화적 자산 및 특성 연구 신청분야 결정/연락책임자 선정관리그룹 구성운영위원회 구성신청서 준비 및 제출 국내 차원( )신청서 준비 방향 및 진행일정 협의1. 신청서 초안 작성 및 검토2. 신청서 초안 영문 번역3. 신청서 최종 평가결과 발표

표표표표<<<< 1414141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절차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절차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절차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절차>>>>

신청 준비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적 창의적 자산과 그 가치 재인식1. ,문화적 창의적 자산에 바탕을 둔 중장기적 종합적 도시 발전 계획 수립 기회 제공2. , ,동 네트워크 가입 도시들과의 교류 및 발전 경험 공유 기회 확대3. 가입 도시의 문화적 창의적 자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 기회 확대4. ,동 네트워크 가입도시로서 유네스코 관련 지침에 따른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사용 가능5. 관련 창의산업 육성 및 관광 확대 등을 통한 경제적 수익 확대6. 지역민의 지역 내 창의적 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및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7.
표표표표<<<< 1515151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효과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효과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효과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효과>>>>

가입현황가입현황가입현황가입현황(3)(3)(3)(3)창의도시는 현재◦ 전 세계에 개 회원 도시전 세계에 개 회원 도시전 세계에 개 회원 도시전 세계에 개 회원 도시34343434 가 있음 각 분야마다 장.르적 특성에 따른 기준으로 도시 선정. 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 디디디디자인 분자인 분자인 분자인 분야야야야에에에에서서서서울울울울 음식분음식분음식분음식분야야야야에 전주 공예와에 전주 공예와에 전주 공예와에 전주 공예와 민민민민속예술 분속예술 분속예술 분속예술 분야야야야에 이에 이에 이에 이천천천천이 지정이 지정이 지정이 지정, ,, ,, ,, ,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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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분야별분야별분야별 도시도시도시도시문학문학문학문학(6)(6)(6)(6) 에딘버러 영국 멜버른 호주 아이오와 시티 미국 더블린 아일( ), ( ), ( ), (랜드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노리치 영국), ( ), ( )영상영상영상영상(2)(2)(2)(2) 브래드 포드 영국 시드니 호주( ), ( )음악음악음악음악(5)(5)(5)(5) 세비야 스페인 볼로냐 이탈리아 글래스고 영국 겐트 벨기에( ), ( ), ( ), ( ),보고타 콜롬비아( )공예와 민속예술공예와 민속예술공예와 민속예술공예와 민속예술(5)(5)(5)(5) 산타페 미국 아스완 이집트 가나자와 일본 이천 한국 항주( ), ( ), ( ), ( ),중국(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11)(11)(11)(11)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베를린 독일 몬트리올 캐나( ), ( ), (다 나고야 일본 고베 일본 선전 중국 상해 중국 서울), ( ), ( ), ( ), ( ),한국 생에티엔느 프랑스 그라츠 오스트리아 베이징 중국( ), ( ), ( ), ( )미디어 아트미디어 아트미디어 아트미디어 아트(1)(1)(1)(1) 리옹 프랑스( )음식음식음식음식(4)(4)(4)(4) 포파얀 콜롬비아 청두 중국 오스터순드 스웨덴 전주 한국( ), ( ), ( ), ( )

표표표표<<<< 1616161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현황>>>>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문학은 편집의 독창력 출판사의 질적 양적 다,◦ ·양성 문학적 도시환경 및 축제개최 도서관 서점 문화센터 보존에, , · ·따름 영상은 영화촬영소 영화세트장 영화인 양성센터 등 기반시설. , ,·영화제작 배포 상업화 연결과 축제 이벤트 개최 기록보관소 박물관,· · · · ·신작발표회가 이뤄지는지 봄.38)음악은 음악창조 활동 공간 조성 전문 음악학교 예술학교 유무 국, ,◦ ·제적 음악축제 및 행사 개최 독특한 장르의 음악 및 음악산업 활성,을 기준으로 함 공예와 민속예술에서는 독특하고 전통 있는 민속예.술공예 공예작가와 지역예술인 확보 예술인 양성센터 축제 전시, , , ·회 박람회 시장 등 박물관 수공예품 상점 등 기반 시설을 살펴봄, .· · ·디자인은 디자인산업 건축 인테리어 패션 등 디자인학교 연구센( , , ),◦ ·터 디자이너 활동범위 디자인박람회 이벤트 개최경험을 봄 미디어, , .·아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창조산업화 주민참여 삶의 질 향상 미디, ·어 아트 소재 미디어 아티스트 연수 프로그램 유무를 기준으로 봄, .38) 전병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2008, p.26.『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38383838

음식은 전통식당과 요리사 참여의 미식학 커뮤니티 형성 전통지역,◦ 요리 노하우 및 요리실습 전통음식시장 활성화 전통음식 산업개발, ,및 음식축제 생물다양성 보전계획 포함이 있는지를 봄,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4)(4)(4)(4)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가 유럽 도시들의 문화정체성을 대외적으로◦ 포지셔닝 하고 유럽도시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데 주목한 것에 비해, 유유유유네네네네스스스스코코코코 창의도시 지정제도는 전 세계 도시를 대창의도시 지정제도는 전 세계 도시를 대창의도시 지정제도는 전 세계 도시를 대창의도시 지정제도는 전 세계 도시를 대상상상상으로 문화산으로 문화산으로 문화산으로 문화산업 및 창조적 산업 활성화업 및 창조적 산업 활성화업 및 창조적 산업 활성화업 및 창조적 산업 활성화 측측측측면에서면에서면에서면에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를 구축를 구축를 구축를 구축하고자 함.이 제도는 공공영역과 민간분야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국내외 시장◦ 에 접근 예술가와 기타 창조가들 저작권 문제도 다룸 문화산업의, , .사회성 독창성 경제적 잠재성 표출하고자 함 또한 유네스코가 추, , .구하는 세계의 문화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여 지식의 국제적 공유를 추구함.39)◦ 창의도시의 본질인 인적창의도시의 본질인 인적창의도시의 본질인 인적창의도시의 본질인 인적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를 기반으로 도시 간에 경를 기반으로 도시 간에 경를 기반으로 도시 간에 경를 기반으로 도시 간에 경쟁쟁쟁쟁 대대대대신신신신‘‘‘‘ ’’’’상호 협력상호 협력상호 협력상호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높게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높게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높게에 초점을 맞추는 점이 높게 평평평평가가가가됨 최근 지역적이나 활.동 면에서도 서구의 도시들이 절대적인 강세를 보여 왔지만 최근 서최근 서최근 서최근 서구구구구권권권권을을을을 넘넘넘넘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화를 통한 발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화를 통한 발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화를 통한 발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문화를 통한 발‘‘‘‘ ’’’’전의 일환으로 창의도시가 주목전의 일환으로 창의도시가 주목전의 일환으로 창의도시가 주목전의 일환으로 창의도시가 주목받음 특히 서울 디자인 과 이천 공예. ( ) (와 민속예술 전주 음식 를 창의도시에 올린 한국 중국 곳 일본), ( ) , (5 ),곳 등 동북아의 활약이 두드러짐(3 ) .그러나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시스시스시스시스템템템템이 지나치게이 지나치게이 지나치게이 지나치게유연하고 명확한유연하고 명확한유연하고 명확한유연하고 명확한 규규규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창의도시로서의 실체에 대한정이 부재함에 따라 창의도시로서의 실체에 대한정이 부재함에 따라 창의도시로서의 실체에 대한정이 부재함에 따라 창의도시로서의 실체에 대한문제점이 부각문제점이 부각문제점이 부각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때문에 창의도시 가입 운영 모니터링 등. , ,전 과정에서 보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39) 전병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원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조, , , 2008, pp.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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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사점2.2.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1)1)1)1)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 /- /- /- /◦ 전 세계적으로 지역재생 정책은 세기 지역발전전략으로 중요전 세계적으로 지역재생 정책은 세기 지역발전전략으로 중요전 세계적으로 지역재생 정책은 세기 지역발전전략으로 중요전 세계적으로 지역재생 정책은 세기 지역발전전략으로 중요21212121 하게다루어지고 있음 또한 산업사회 경제기반 위에서 추진되었던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은 후기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로 접어들면서 점차로 접어들면서 점차로 접어들면서 점차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지역의 특성에 기반을지역의 특성에 기반을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둔둔둔 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삶의질 향상이 지역재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역문화환지역문화환지역문화환지역문화환경 및 지역문화콘텐츠경 및 지역문화콘텐츠경 및 지역문화콘텐츠경 및 지역문화콘텐츠,,,, 주주주주민민민민문화역량 등 하드 요소문화역량 등 하드 요소문화역량 등 하드 요소문화역량 등 하드 요소뿐만뿐만뿐만뿐만 아아아아니니니니라 소프라 소프라 소프라 소프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 .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으로의 전환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으로의 전환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으로의 전환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티 재생으로의 전환2) ; , , ,2) ; , , ,2) ; , , ,2) ; , , ,지역재생정책은◦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 상상상상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화해왔으화해왔으화해왔으며며며며 주주주주민민민민의 주체적 개의 주체적 개의 주체적 개의 주체적 개입입입입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점차 하드웨어적 개선이 아닌. 지지지지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 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파트다양한 주체의 파트다양한 주체의 파트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인식 강화되는 경향인식 강화되는 경향인식 강화되는 경향인식 강화되는 경향,,,, 임.단일 사업 개별 지역단위가 아닌 종합적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역재생정책에서는 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3333 10101010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 광범광범광범광범위위위위해지고 있으며 성과도 축적되,고 있음 다만 장기지원제도가 지원 의존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 섬세한 지원방식의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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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3)3)3)3)◦ 문화 창의성이 사회발전에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문화 창의성이 사회발전에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문화 창의성이 사회발전에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문화 창의성이 사회발전에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21, 21, 21, 21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사례례례례가가가가 광범광범광범광범위하게 증가위하게 증가위하게 증가위하게 증가하고 있음 초반에.는 국제적 아이콘으로서 대형 예술공간 문화시설의 건립이나 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를 통한 문화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구축하는 효과성에 주목하였음.그러나 점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재,◦ 생 프로젝트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 1990199019901990년 중후반 이후 도시들은 실질적이고 역량을년 중후반 이후 도시들은 실질적이고 역량을년 중후반 이후 도시들은 실질적이고 역량을년 중후반 이후 도시들은 실질적이고 역량을 갖춘갖춘갖춘갖춘 도시 문화를 구축도시 문화를 구축도시 문화를 구축도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도시문화자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도시문화자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도시문화자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도시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조원을 창조적으로 조원을 창조적으로 조원을 창조적으로 조직직직직하고 특성화하는 통합적 문화기하고 특성화하는 통합적 문화기하고 특성화하는 통합적 문화기하고 특성화하는 통합적 문화기획획획획과 도시문화과 도시문화과 도시문화과 도시문화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써써써 도시재생의 종합적 맥락 속에서 문화도시재생의 종합적 맥락 속에서 문화도시재생의 종합적 맥락 속에서 문화도시재생의 종합적 맥락 속에서 문화프로젝트를 구프로젝트를 구프로젝트를 구프로젝트를 구현현현현하고자 하고 있음하고자 하고 있음하고자 하고 있음하고자 하고 있음....즉 하나의 프로젝트나 하드웨어 구축으로 도시재생의 흐름을 단숨,◦ 에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도시나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광의적 개념의 유 무형 문화자원을 도시의 고유성과 특성에 기초해 조직하고,묶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략 이 중요하게 등장략 이 중요하게 등장략 이 중요하게 등장략 이 중요하게 등장(urban cultural(urban cultural(urban cultural(urban cultural sssstrategy)trategy)trategy)trategy) 하게 됨.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4) ,4) ,4) ,4) ,한편 종합적 문화도시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유럽문유럽문유럽문유럽문화도시 수도화도시 수도화도시 수도화도시 수도 상호상호상호상호문화도시 창의도시문화도시 창의도시문화도시 창의도시문화도시 창의도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 등으로 제도화되면등으로 제도화되면등으로 제도화되면등으로 제도화되면( ), ,( ), ,( ), ,( ), ,서 도시 간 국제 경서 도시 간 국제 경서 도시 간 국제 경서 도시 간 국제 경쟁쟁쟁쟁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된 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된 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된 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된 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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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3.

시기별 지역관련 정책추진 흐름3.1. 40)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은 년대 고도 경제성장기를 시작으로1960◦ 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성숙기 지역균형개발정책 추진기를1980 ,거쳐 년대 지역개발 정책의 안정기를 이루었음1990 . 년대 이후년대 이후년대 이후년대 이후2000200020002000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건건건변화에 능동적변화에 능동적변화에 능동적변화에 능동적, ,, ,, ,, ,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 포포포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함하는 지역개발정책함하는 지역개발정책함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의 전환기의 전환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현재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년년년년2002002002004 44 44 44 4월월월월 국가국가국가국가균균균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법안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법안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법안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법안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정책을 추진정책을 추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정부의 시기별 지역개발 정책을 년대 이후부터 년대 까지1960 2000◦ 지역개발에 문화적 요소가 도입된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가기간 산업과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 시기인 년대 지역균형1960~1970 ,발전개념이 도입된 시기 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작 시기인1980 ,년대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시기인 년대로 구분1990 , 2000됨.
40)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당 부분 인용 재구성함, , , 2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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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년대년대년대년대1960~19701960~19701960~19701960~1970 년대년대년대년대1980198019801980 년대년대년대년대1990199019901990 년대년대년대년대2000200020002000주요주요주요주요개발개발개발개발계획계획계획계획 차 차 경제개발1 ~4개년 계획 차5 , 1국토종합계획 차 경제개발5~6개년 계획5 ,차국토종합계획2 및 수정계획 차7경제사회개발계획 및신경제 개년계획5 ,차 국토종합계획3 차 국가균형발전1 개년계획5 ,차 국토종합계획4 및 수정계획경제경제경제경제개발개발개발개발및국및국및국및국토계토계토계토계획의획의획의획의목표목표목표목표 기간산업구축산업구조 근대화자립경제 확립기술혁신과능률향상 안정기조 정착계층지역간균형발․ 전복지수준제고수도권 성장 관리경제의 개방화 산업경쟁력강화사회적균형발전과국민복지향상국제화 자율화와,통일기반 조성 수도권과 지방의상생지역혁신체계 구축균형 개방 녹색, , ,복지 통일국토,주요주요주요주요지역지역지역지역개발개발개발개발정책정책정책정책 경인경부호남남해․ ․ ․고속도로 및소양안동댐 건설,․포항제철건설,한국수출산업단지울․산 미포공업단지건설
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전주권광주권․종합개발,다도해 고속도로88․주변 특정지역개발사업

영종도신공항고속철․도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간척사업착공,지역균형개발법 제정,오지도서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 제도도입
광역권 재편,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 도입,신활력사업,공공기관 및행정수도 이전평가평가평가평가 경부축을중심으로한 양극화도농간 격차 심화생활환경 낙후 불균형의 지속투자 저조SOC생활환경 낙후 수도권 인구집중의지속환경 관련 쟁점 부각 불균형 해소를 위한지역개발 사업의체계화 추진 중정책정책정책정책이슈이슈이슈이슈 도시 인프라 민주화 사람 생활, ,공동체중신 가치회복 지방자치(1995)지역경쟁력삶의 질 지역균형발전창조도시매력적 장소거버거버거버거버넌스넌스넌스넌스 정부주도 정부주도 중앙주도 지방협조/ 파트너십지역공동체( )이론이론이론이론 성장거점불균형발전 집중개발전략지역균형개발 지역불균형 해소 지속가능한 개발접근접근접근접근방식방식방식방식 하향식 하향식 지역개발내발적 지역개발 하향식 상향식출처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를 인용 항목 추가하여: , , , 2007. pp.35~36 ,『 』보완음영 부분 구성함( ) .

표표표표<<<< 17171717 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년대 지역개발 정책 비교> 1960~2000> 1960~2000> 1960~2000> 1960~2000

년년년년1919191966660000~~~~1919191977770000 ::::◦◦◦◦ 전후 국가 재전후 국가 재전후 국가 재전후 국가 재건건건건의 시대의 시대의 시대의 시대였던 이 시기 지역개발정책의주요 목표는 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국가 또는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을 효율효율효율효율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달달달달성성성성하는 것이었음 또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업 및 인구를.적절하게 분산시키는 것이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성장 우선의 불성장 우선의 불성장 우선의 불성장 우선의 불균균균균형형형형개발전략이 중심개발전략이 중심개발전략이 중심개발전략이 중심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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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책적 이슈는 국가 재건을 위한 정부 중심의 하향식 도시 인◦ 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이 시기에는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판단기준이었으며 공업화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투자가 최우선 과제였고 특정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주요 정책기조임.년대년대년대년대1980198019801980◦◦◦◦ 년대 이후: 1970 경제성장 위주의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미경제성장 위주의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미경제성장 위주의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미경제성장 위주의 지역개발정책 추진이 미친친친친 부정적부정적부정적부정적 효효효효과를 극과를 극과를 극과를 극복복복복하기 위한 지역 간 계하기 위한 지역 간 계하기 위한 지역 간 계하기 위한 지역 간 계층층층층 간 형간 형간 형간 형평평평평성 증진과성 증진과성 증진과성 증진과,,,,개인개인개인개인복복복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음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음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음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음.... 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1980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던 산업구조가 자본집약적,산업 기술 기반의 고효율 생산 등으로 이전하는 후기산업사회로의,전 지구적 변동과 더불어 국제경제 침체와 경쟁심화 및 블록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음.이 시기에는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수용 국민복지에 관한 정책적 목표가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하게 됨 이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추가하며 지역격차와 낙후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특,정지역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였음 그러나 지역불균형적인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일방적 집중개발 및 하향식 정책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은 지속되었음, .년대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경제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발전과년대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경제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발전과년대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경제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발전과년대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경제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발전과1990199019901990 ::::◦◦◦◦ 복복복복지 위주로 전환되지 위주로 전환되지 위주로 전환되지 위주로 전환되며며며며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재편이 본격화된 시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재편이 본격화된 시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재편이 본격화된 시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 재편이 본격화된 시,,,,기기기기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보급되는 시기이며. ,․년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년 민선 기 지방자치단체장 선1990 1995 1거를 통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시기임.이 시기는 정부주도에서 민간부문 및 경쟁력 있는 자율시장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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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지방정부와의 협조 삶의질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수도권, , ,집중 억제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 각 지역의 특성화에 기반을,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다각적으로 시도되었음 그러나.여전히 하향식 접근방식은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년대년대년대년대2000200020002000 ::::◦◦◦◦ 인류의 지속적 생존과 발전 차원에서 환경지향적 지역발환경지향적 지역발환경지향적 지역발환경지향적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경제위기로부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경제위기로부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경제위기로부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경제위기로부터터터터 서서히서서히서서히서서히 벗벗벗벗어나면서 주어나면서 주어나면서 주어나면서 주,,,,일제 시일제 시일제 시일제 시행행행행을 시작으로 문화 여가을 시작으로 문화 여가을 시작으로 문화 여가을 시작으로 문화 여가 삶삶삶삶의 질 고의 질 고의 질 고의 질 고령령령령화와화와화와화와 저저저저출산 등의출산 등의출산 등의출산 등의5555 , , ,, , ,, , ,, , ,문제가 부각문제가 부각문제가 부각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안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발생되었음, .년 초반까지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00◦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음 국가균형발전5 . 5개년 계획은 지역 간 불지역 간 불지역 간 불지역 간 불균균균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형을 해소하고 지역형을 해소하고 지역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혁신혁신혁신 및 특성에 맞는및 특성에 맞는및 특성에 맞는및 특성에 맞는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촉촉촉진진진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음.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개년 계획에 입각하여 지역혁신체5◦ 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 ,신활력 지역 발전계획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 ,방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함.◦ 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력력력력적 장소로서의적 장소로서의적 장소로서의적 장소로서의2000200020002000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펼펼펼펼치기 시작하였으치기 시작하였으치기 시작하였으치기 시작하였으며며며며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접근방식도 과접근방식도 과접근방식도 과접근방식도 과거거거거 하향식 구조에서 점차하향식 구조에서 점차하향식 구조에서 점차하향식 구조에서 점차 상상상상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균균균균형발전을 위형발전을 위형발전을 위형발전을 위,,,,해 각 관련 부처별 법해 각 관련 부처별 법해 각 관련 부처별 법해 각 관련 부처별 법령령령령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기 시작기 시작기 시작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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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관련법령관련법령관련법령관련법령최초제정일최초제정일최초제정일최초제정일( )( )( )( ) 관련계획관련계획관련계획관련계획계획명계획명계획명계획명 계획기간계획기간계획기간계획기간 수립주체수립주체수립주체수립주체
문화문화문화문화체육체육체육체육관광부관광부관광부관광부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문화권 조성사업 년9~16 시 도지사,문화예술진흥법 및시행령,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지구 관리계획 년마다3평가 후실적 우수시필요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 년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문화원진흥법 향토사대중화사업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사업지역문화경영과정 - 시 도지사,문화예술진흥법 문화의 날 문화의 달,행사 개최 - 대통령령고도 보존 및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년10 시도지사․
국토국토국토국토해양부해양부해양부해양부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년20년20-- 건교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중앙행정기관장제주특별자치도법 제주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년10 도지사지역균형개발법 광역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지역종합개발기구개발계획 신설(2006.3 ) 년10~20년10 년5~10- 시 도지사,시 도지사,시도지사․시장군수․도지사시장군수․ ․행정행정행정행정안전부안전부안전부안전부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종합개발 개년계획10 년10 행자부장관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 개년계획10 년10 행자부장관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 시도지사․소도읍육성지원법 소도읍육성계획 년10 시장군수․농림부농림부농림부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발전계획․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 년10 농림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정주생활권개발계획문화마을조성사업 - 시장군수․지식지식지식지식경제부경제부경제부경제부 폐광지역특별조치법 폐광진흥지구개발계획 년5 시도지사․균형위균형위균형위균형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활력지역 년3 시장군수․자료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 2007 : 185.출처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를 재인용 항목 추가하여 보: , , , 2007. p28 ,『 』완 구성함.

표표표표<<<< 18181818 소관 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소관 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소관 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소관 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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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동향3.2. ◦ 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르르르르러서 본러서 본러서 본러서 본2000200020002000격화되기 시작격화되기 시작격화되기 시작격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동안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주체 역량을 키워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지역활성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음.◦ 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커커커커지고 있으지고 있으지고 있으지고 있으며며며며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와들에서와들에서와들에서와 마찬마찬마찬마찬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 넘넘넘넘어 지역에 대한 종합어 지역에 대한 종합어 지역에 대한 종합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적 접근을 시도적 접근을 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년2004을 기점으로 여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 관련 정책을 비교검토 하면서 일반적 관점의 지역재생의 틀이 아닌 문화 를 통한, “ ”지역재생 정책모델의 정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함.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3.2.1.3.2.1.3.2.1.3.2.1.◦ 국국국국토토토토해양부는 년 이전까지 개발과 성장 위주의 공급정책을 시해양부는 년 이전까지 개발과 성장 위주의 공급정책을 시해양부는 년 이전까지 개발과 성장 위주의 공급정책을 시해양부는 년 이전까지 개발과 성장 위주의 공급정책을 시2000200020002000행행행행하였으나 세기가 시작된 이후 양적인하였으나 세기가 시작된 이후 양적인하였으나 세기가 시작된 이후 양적인하였으나 세기가 시작된 이후 양적인 충족충족충족충족에서 질적에서 질적에서 질적에서 질적 만족만족만족만족으로으로으로으로, 21, 21, 21, 21건건건건축도시국축도시국축도시국축도시국토토토토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함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도시국토의 조성과 더불어 세계도시화 시대 새로운 도시,․ ․경쟁력이 요구됨41)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주목하기 시작함.하지만 그동안 양적 공급 위주의 개발로 인해 획일적으로 조성된 도◦ 시환경은 단조롭고 개성 없는 국토 이미지로 년 세계 위의2008 13경제적 위상에 비하여 낮은 국가브랜드 평가를 받기도 했음.41) 김복환,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과제 년 월호, 2010 5 , 2010.｢ ｣ 『建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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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도시개발 사업이 양적 성장 위주였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도시개발 사업이 양적 성장 위주였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도시개발 사업이 양적 성장 위주였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도시개발 사업이 양적 성장 위주였2000200020002000다는 비다는 비다는 비다는 비판판판판과 함과 함과 함과 함께께께께 도시개발 과정에서도시개발 과정에서도시개발 과정에서도시개발 과정에서 훼손훼손훼손훼손된 자연환경과된 자연환경과된 자연환경과된 자연환경과 상상상상실된 문실된 문실된 문실된 문화 역사적화 역사적화 역사적화 역사적 측측측측면에서의 정체성 회면에서의 정체성 회면에서의 정체성 회면에서의 정체성 회복복복복에 대한 요구가 대두에 대한 요구가 대두에 대한 요구가 대두에 대한 요구가 대두,,,, 됨 이러한.환경변화 속에서 창조적인 도시재생은 국토해양부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에 살살살살고고고고싶싶싶싶은 도시은 도시은 도시은 도시만만만만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범범범범사업 도시활사업 도시활사업 도시활사업 도시활력력력력< >< >< >< >,,,, <<<<증진 지역개발사업증진 지역개발사업증진 지역개발사업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음.
구분구분구분구분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표표표표<<<< 19191919 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 살살살살고고고고싶싶싶싶은 도시은 도시은 도시은 도시만만만만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범범범범사업 은사업 은사업 은사업 은< >< >< >< >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지자체들로 하여금 이런 도시발전전략을 시행하도록 하는 정책적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자 시범사업의 성격을 지님.◦ 이 시이 시이 시이 시범범범범사업이 종사업이 종사업이 종사업이 종료료료료되면서되면서되면서되면서 도시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중 기존의 도시활력증진 사업지역 개 시 군 구 과(97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을 비롯한< > 개의 사업을개의 사업을개의 사업을개의 사업을 묶묶묶묶어어어어 포괄포괄포괄포괄11116666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활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활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활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활력력력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으로 재편 추진하고증진 지역개발사업 으로 재편 추진하고증진 지역개발사업 으로 재편 추진하고증진 지역개발사업 으로 재편 추진하고< >< >< >< > ,,,,있음있음있음있음....◦ 살살살살고고고고싶싶싶싶은 도시은 도시은 도시은 도시만만만만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범범범범사업 이나 도시활사업 이나 도시활사업 이나 도시활사업 이나 도시활력력력력증진 지역개발사업증진 지역개발사업증진 지역개발사업증진 지역개발사업< >< >< >< > ,,,, < >< >< >< >은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던 국은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던 국은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던 국은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던 국토토토토해양부 사업들과해양부 사업들과해양부 사업들과해양부 사업들과 달달달달리 하리 하리 하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주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주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주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추구하였고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주,,,,민민민민의의의의 참참참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을여를 유도하는 형식을여를 유도하는 형식을여를 유도하는 형식을 취취취취하였음하였음하였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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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향식 및 하드웨어적 사업추진방식의 관하향식 및 하드웨어적 사업추진방식의 관하향식 및 하드웨어적 사업추진방식의 관하향식 및 하드웨어적 사업추진방식의 관행행행행을을을을 효율효율효율효율적으로 극적으로 극적으로 극적으로 극복복복복하지하지하지하지 못못못못했고 사업운영조했고 사업운영조했고 사업운영조했고 사업운영조직직직직의 지속성 전문성의 문제 주의 지속성 전문성의 문제 주의 지속성 전문성의 문제 주의 지속성 전문성의 문제 주민 갈민 갈민 갈민 갈등등등등, , ,, , ,, , ,, , ,상황상황상황상황 극극극극복복복복의 문제는 과제의 문제는 과제의 문제는 과제의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정책배경정책배경정책배경정책배경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양적 위주의 개발에서 주민이 실제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고 삶의 질 공간의 질을 우선,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요구됨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국토의 균형발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주거 복지 교통에 대한 도시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도시민의 건강· · ,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해주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활기찬 경제기반을“ ”,갖추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여유 있고 문화적인 도시 를 지“ ”향하여 만들어 가는 과정 절차 및 사업 지자체와 도시민의 협력과 참여·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한국형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립주민주도 삶터가꾸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도시별 특화발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법적 제도적 기반 만들기로 조기정착 유도-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범도시 사‘ ’업과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을 담은 시범마을 사업으로 분류‘ ’하여 진행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활력도시형, “문화도시형문화도시형문화도시형문화도시형”,”,”,”, 환경도시형 안전 건강도시형 교육 과학도시형, · , · ,자유창의형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시범도시 사업 기초지자체 시 군 구 단위 중대규모 지역시범도시 사업 기초지자체 시 군 구 단위 중대규모 지역시범도시 사업 기초지자체 시 군 구 단위 중대규모 지역시범도시 사업 기초지자체 시 군 구 단위 중대규모 지역: ( · · ): ( · · ): ( · · ): ( · · )시범마을 사업 동 단위 및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공간시범마을 사업 동 단위 및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공간시범마을 사업 동 단위 및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공간시범마을 사업 동 단위 및 소규모 마을 단위 생활공간::::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년 총 개 억원2007 ~ 2009 94 (419 )년 개소 억원 년 개소 억원 년 개소 억원2007 36 (142 )/2008 32 (133 )/2009 26 (144 )시범도시시범도시시범도시시범도시 도시의 경제 사회- , , 문화적 특성을 살려문화적 특성을 살려문화적 특성을 살려문화적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가 그 도시의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특화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사업-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도시의 비전을 형성하고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도시의 비전을 형성하고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도시의 비전을 형성하고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도시의 비전을 형성하고, , ,, , ,, , ,, ,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전 영역에서 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킬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전 영역에서 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킬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전 영역에서 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킬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전 영역에서 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킬, · ,, · ,, · ,, · ,수 있는 전략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수 있는 전략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수 있는 전략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수 있는 전략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시범마을시범마을시범마을시범마을 주민이 동 단위 이하의 생활권 커뮤니티 을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스스로- ( )삶터를 가꾸어 나가는 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 규모의 마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지역주민 마을대표 시민단체 커뮤니티의 리더 등이 협력하여 마을가꾸기를, ,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

표표표표<<<< 20202020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개요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개요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개요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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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주요 쟁점주요 쟁점주요 쟁점주요 쟁점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사업시범사업시범사업시범사업42)42)42)42) 주민 거버넌스 인식 확산 등의 성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전환 이슈∙ 정형화된 사업유형을 넘어 다양한 유형으로 특화하기∙ 하향식 하드웨어적 사업추진방식이 실질적으로 극복되지 못함,∙ 사업운영조직의 지속성 전문성의 문제,∙ 주민 갈등상황 극복의 문제∙ 군지역 통폐합에 따른 행정적 통합관리체계의 문제∙
표표표표<<<< 21212121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 >< >< >의 이슈의 이슈의 이슈의 이슈

한편◦ 국국국국토토토토해양부는 년 도시재생사업단을 개소하여해양부는 년 도시재생사업단을 개소하여해양부는 년 도시재생사업단을 개소하여해양부는 년 도시재생사업단을 개소하여 현현현현재 차년재 차년재 차년재 차년2002002002007 67 67 67 6도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을 수도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을 수도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을 수도 도시재생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행행행 중중중중에 있음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의 하나로 정책 제VC(Value Creator)-10 , ,도 건설기술 환경기술 등 종합적인 면에서 선진국의 약 수준, , 40%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구구구구 분분분분 내내내내 용용용용비 전비 전비 전비 전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목 표목 표목 표목 표 국가수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시스템 구축G7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사회통합- ( ,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 구도심 복합용도 공간 재생기술 개,발 도시시스템 녹색재생 기술개발 등 인문 사회과학적 과제와 공,학 기술적 과제 연구, )한국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 및 국가 중장기 전략수립 도시재생-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 테스트베드 실행, ,및 실용화 방안 등 핵심과제 지원 종합 수행·최근 프로젝트최근 프로젝트최근 프로젝트최근 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개발기법 도시재생 기반기술 개발- /연구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

표표표표<<<< 2222222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42)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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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3.2.2.3.2.2.3.2.2.3.2.2. 행정안전부는 년 정부수립과 함께 총무처와 내무부로 발족한 이1948◦ 래 년 월 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 에 의해 총무처와 통합되1998 2 28 [ ]어 행정자치부로 년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 2008 [ ]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한 현재, ,의 행정안전부로 출범함.
총무처 국무원 사무국 국무원 사무처 내각사무처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 → → → →내무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표표표표<<<< 23232323 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행정안전부의 변천과정>>>>

◦ 행행행행안부는 년부안부는 년부안부는 년부안부는 년부터터터터 년에년에년에년에 청청청청와대 지역와대 지역와대 지역와대 지역균균균균형발전기형발전기형발전기형발전기획획획획단단단단 설설설설치치치치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1989 1990 ,년 지방자치제도의 실년 지방자치제도의 실년 지방자치제도의 실년 지방자치제도의 실행행행행 등등등등199199199199555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강화되면서 지역지역지역지역균균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오고있음 이러한 맥락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상생발전을 통해 더불어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도서 소도읍 접경지역 등 저발전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행정안전부의 정책들은 주로◦ 농농농농산어산어산어산어촌촌촌촌 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특수상상상상황황황황 지역들을 대지역들을 대지역들을 대지역들을 대상상상상으로 한으로 한으로 한으로 한 마마마마을을을을만만만만들기 및들기 및들기 및들기 및 마마마마을가을가을가을가꾸꾸꾸꾸기사업기사업기사업기사업임 사업지.역들은 대부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정책 초기에는,· ·생활환경 개선 등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으나, 년년년년2000200020002000대에 들어서면서대에 들어서면서대에 들어서면서대에 들어서면서 삶삶삶삶에 질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하드웨어 구축과에 질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하드웨어 구축과에 질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하드웨어 구축과에 질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하드웨어 구축과‘‘‘‘ ’’’’소프트웨어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변화소프트웨어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변화소프트웨어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변화소프트웨어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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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시범사업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접경특화발전지구(~‘30)
표표표표<<<< 24242424>>>>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정책배경정책배경정책배경정책배경 지역발전 정책을 이전의 균형발전 에서 녹색성장 으로 시각 전환하여 생지역발전 정책을 이전의 균형발전 에서 녹색성장 으로 시각 전환하여 생지역발전 정책을 이전의 균형발전 에서 녹색성장 으로 시각 전환하여 생지역발전 정책을 이전의 균형발전 에서 녹색성장 으로 시각 전환하여 생‘ ’ ‘ ’‘ ’ ‘ ’‘ ’ ‘ ’‘ ’ ‘ ’태 문화주의적 지역발전이 확산됨태 문화주의적 지역발전이 확산됨태 문화주의적 지역발전이 확산됨태 문화주의적 지역발전이 확산됨····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 지방자치 구현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주민 지자체 주도로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고품격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을 조성해나가는 세기형 지역재21창조 활동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 , ,는 지역으로 재창조 하는 세기 커뮤니’ 21티 운동인 동시에 민관협력 사업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의 개성과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색을 되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마을의 가치나 유 무형의 자원을 발굴하마을의 가치나 유 무형의 자원을 발굴하마을의 가치나 유 무형의 자원을 발굴하마을의 가치나 유 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가꾸는 과정여 가꾸는 과정여 가꾸는 과정여 가꾸는 과정을 통하여 나눔과 소통의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마을가꾸기로 매력 있는 동네 잘사는 우,리 동네를 만들고자 함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 지역공간디자인지역공간디자인지역공간디자인지역공간디자인교육 의료등삶의질제고- ·지역공동체복원- 지역브랜드창출을통한소득기반강화- 년 생활환경개선사업 위주 추진- 2007 :년 마을의 보물을 찾아 마을발전- 2008 : 동력을 삼는 보물찾기 추진년- 2009 :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점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점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점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점 추진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년2007 ~ 2009 년2007 ~

표표표표<<<< 25252525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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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주요 이슈주요 이슈주요 이슈주요 이슈
살기좋은살기좋은살기좋은살기좋은지역만들기지역만들기지역만들기지역만들기사업사업사업사업43)43)43)43)

추진주체가 대부분 복수마을로 구성되어 있어 결속력 마을의 전통 및 정체성,∙ 약화가 우려됨노령화로 리더역량 저하 구성원 역량 저하 주요 추진인력의 부족, ,∙ 계층구성의 편중화 세대간 계층간 이해차 토착원주민과 이주민과의 정체성: · ,∙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 새로운 시설물 건축 및 건립에 치중함새로운 시설물 건축 및 건립에 치중함새로운 시설물 건축 및 건립에 치중함새로운 시설물 건축 및 건립에 치중함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구상은 거의 없음∙ 자연경관 지역문화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자연경관 지역문화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자연경관 지역문화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자연경관 지역문화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 민 관 산 협력 네트워크 미흡 추진인력 협력단체의 부재민 관 산 협력 네트워크 미흡 추진인력 협력단체의 부재민 관 산 협력 네트워크 미흡 추진인력 협력단체의 부재민 관 산 협력 네트워크 미흡 추진인력 협력단체의 부재- - , ,- - , ,- - , ,- - , ,산업화 현대화로 인한 마을 고유성과 현대화 조화 부족산업화 현대화로 인한 마을 고유성과 현대화 조화 부족산업화 현대화로 인한 마을 고유성과 현대화 조화 부족산업화 현대화로 인한 마을 고유성과 현대화 조화 부족,,,,∙∙∙∙ 특화된 사업이 없고 지역과 사업의 차별성 경쟁력의 부족특화된 사업이 없고 지역과 사업의 차별성 경쟁력의 부족특화된 사업이 없고 지역과 사업의 차별성 경쟁력의 부족특화된 사업이 없고 지역과 사업의 차별성 경쟁력의 부족, ,, ,, ,, ,∙∙∙∙ 지역성의 부족지역성의 부족지역성의 부족지역성의 부족∙∙∙∙

접경특성화접경특성화접경특성화접경특성화마을마을마을마을44)44)44)44)
기존의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권역별 특화된 접경특성∙ 화마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년부터 시행 까지 추진예정 하여, 2011 (~2014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평가에 대해 보고되지 않았음기존의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쟁점 및 개선사항을 보면,∙ 기존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쟁점, 현 접경특성화마을 사업 개선사항,미흡한 종합계획 및 비효율적 추- 진체계 계획심의 및 사업우선순:위 조정만 있을 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의해 분산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 결여 및중복시행 실효성 반감 등의 문제,발생재원조달 방안 미흡 재원조달 규- :정의 부재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소관부처들이 몰아가기 사업 방식으로추진하는 문제점접경지역지원 법규정 미비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며 접,경지역법이 국토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하위법으로 규정되어사업추진 지난 중앙부처 계획에.의한 임의지원 조항이 있으나 실효성 없음

부처별 산재되어 있던 사업들을- 권역별로 개편하여 행정안전부,소관 사업으로 통합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추진접경지역의 개발가치 충족을 위한- 적정사업 규모 를 재설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별 권역- ·별 개발 추진 자연생태자원 권역( ,시설물자원 권역 문화자원 권역, ,인적자원 권역)

표표표표<<<< 26262626 행정안전부 지역재생사업 이슈행정안전부 지역재생사업 이슈행정안전부 지역재생사업 이슈행정안전부 지역재생사업 이슈>>>>

43)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 , 2007.『 』44)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원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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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목표가 뚜렷한 가운데◦ 년년년년2002002002007777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재생 관련 정책을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재생 관련 정책을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재생 관련 정책을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재생 관련 정책을 마마마마을단위로 추진하기 시작을단위로 추진하기 시작을단위로 추진하기 시작을단위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지역만들기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과거 시설 및 환경.개선방식에만 집중하였던 차원을 넘어 하드 소프트 휴먼의 종합적하드 소프트 휴먼의 종합적하드 소프트 휴먼의 종합적하드 소프트 휴먼의 종합적/ // // // /접근을 시도접근을 시도접근을 시도접근을 시도하였음.그러나 년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2008◦ 보면 주민공동체 의식 저조 주민참여의 저조 지역 여건의 한계점, ( ), ,운영지원의 한계점 지자체 자부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더불어 지역공동체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실제적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45) 마을만들기 사업들의 경우 추진주체가 복수 마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마을 간의 결속, ,력 문제나 이질적인 문화에 따른 갈등 정체성 문제들이 제기되기도,하였음.행안부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지역문화자원의 활용 지역주지역문화자원의 활용 지역주지역문화자원의 활용 지역주지역문화자원의 활용 지역주민 참민 참민 참민 참,,,,여 등 소프트 휴먼 요소를 정책사업에 중요하게 수용하여 문화를여 등 소프트 휴먼 요소를 정책사업에 중요하게 수용하여 문화를여 등 소프트 휴먼 요소를 정책사업에 중요하게 수용하여 문화를여 등 소프트 휴먼 요소를 정책사업에 중요하게 수용하여 문화를/ ,/ ,/ ,/ ,매개한 지역재생의 정책 경향으로 전환하매개한 지역재생의 정책 경향으로 전환하매개한 지역재생의 정책 경향으로 전환하매개한 지역재생의 정책 경향으로 전환하였으나, 실실실실천천천천적으로는 시적으로는 시적으로는 시적으로는 시설설설설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이 주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이 주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이 주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또한 공동체 간 의사결정이나 협력을 위한◦ 휴먼웨어적인 접근방법에휴먼웨어적인 접근방법에휴먼웨어적인 접근방법에휴먼웨어적인 접근방법에서도 성과가서도 성과가서도 성과가서도 성과가 잘잘잘잘 드러나지 않아 대안을 모드러나지 않아 대안을 모드러나지 않아 대안을 모드러나지 않아 대안을 모색색색색하는 것이 과제하는 것이 과제하는 것이 과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음 지역재생을 위한 콘텐츠가 지역경관과 문화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마마마마을간 차별성과 경을간 차별성과 경을간 차별성과 경을간 차별성과 경쟁력쟁력쟁력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구축이 요구웨어의 개발 구축이 요구웨어의 개발 구축이 요구웨어의 개발 구축이 요구···· 되고 있음.
45) 박승규 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록, , , 2008, p.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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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3.2.3.3.2.3.3.2.3.3.2.3.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년 농림부를 시작으로 정부조직법 에1945 [ ]◦ 의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이2008통합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됨 주요업무는 농산 축산 수산 식량 농. ,· · ·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임.농림부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 → →표표표표<<<< 27272727 농림수산식품부의 변천과정농림수산식품부의 변천과정농림수산식품부의 변천과정농림수산식품부의 변천과정>>>>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년대 후반 가 개발한 지역사회개1950 UN, ICA◦ 발사업 사업 을 시작으로(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CD )우리나라에서는 년대 새마을 운동 년대 정주권 개발을 거1970 , 1980치며 진화해옴.46)년대 이래로 년까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문제가 농촌지1960 1990◦ 역에 수반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 과밀도 현상과 맞물려 농촌지역은지속적으로 농업 기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 농림농림농림농림부는 이러한부는 이러한부는 이러한부는 이러한 상상상상황황황황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색색색하면서하면서하면서하면서 농촌농촌농촌농촌관관관관광광광광과 지역특화산과 지역특화산과 지역특화산과 지역특화산업 부문에 관심업 부문에 관심업 부문에 관심업 부문에 관심을 가지게 됨.이러한 흐름 속에서 년대부터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만한 잠재1990◦ 력을 인식하고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농어촌 민박마을 등의, ,농촌관광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년대 후반부년대 후반부년대 후반부년대 후반부터터터터는는는는 농촌농촌농촌농촌관관관관1990199019901990광광광광정책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정책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정책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정책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이나 유럽 사례를 통해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함.47)46) 송미령 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2008, p67.『 』47) 송미령 외 같은책, ,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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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년대 이후년대 이후년대 이후년대 이후1990199019901990 부터 농촌지역은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내생적 발전내생적 발전내생적 발전내생적 발전론론론론의 실의 실의 실의 실험험험험이라고이라고이라고이라고 표현할표현할표현할표현할 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 농촌농촌농촌농촌‘‘‘‘ ’’’’지역정책들이 등장지역정책들이 등장지역정책들이 등장지역정책들이 등장함.48) 년대에는년대에는년대에는년대에는 농촌농촌농촌농촌 지역개발 정책이지역개발 정책이지역개발 정책이지역개발 정책이 큰큰큰큰 폭폭폭폭2000200020002000으로 재편되으로 재편되으로 재편되으로 재편되며며며며 이전과는 다른 목이전과는 다른 목이전과는 다른 목이전과는 다른 목표표표표를를를를 갖갖갖갖는 정책 사업들이 등장는 정책 사업들이 등장는 정책 사업들이 등장는 정책 사업들이 등장함49)최근에는 농촌농촌농촌농촌지역 본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면서지역 본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면서지역 본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면서지역 본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면서농촌농촌농촌농촌지역의 고유한 어지역의 고유한 어지역의 고유한 어지역의 고유한 어메니티메니티메니티메니티와와와와 잠잠잠잠재자원을재자원을재자원을재자원을 복복복복합적으로 활용한합적으로 활용한합적으로 활용한합적으로 활용한 농촌농촌농촌농촌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루루루어지고 있음어지고 있음어지고 있음어지고 있음....

출처 송미령 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2008, p.69.『 』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도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도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도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도>>>>

이에 따라 사업추진방식도 과거 정부주도 지역주민 결합방식에서 탈◦ 피하여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복합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지역연계개발 패러다임을,수용하는 쪽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음.◦ 농림농림농림농림수산식수산식수산식수산식품품품품부에서 추진하는부에서 추진하는부에서 추진하는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농촌농촌농촌지역 대지역 대지역 대지역 대상상상상의 지역개발정책은 하드의 지역개발정책은 하드의 지역개발정책은 하드의 지역개발정책은 하드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구축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구축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구축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구축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며며며 이에 따라이에 따라이에 따라이에 따라,,,,농촌농촌농촌농촌지역 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지역의 창조역량 증진 필요성이지역 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지역의 창조역량 증진 필요성이지역 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지역의 창조역량 증진 필요성이지역 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지역의 창조역량 증진 필요성이더욱더욱더욱더욱 강화됨강화됨강화됨강화됨....50)
48) 김정섭 외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2011, p.11.『 』49) 김정섭 외 같은책, , p.28.50) 류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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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 2013201320132013하드하드하드하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농어촌 축제지원사업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 휴먼소프트 휴먼소프트 휴먼소프트 휴먼////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표표표표<<<< 28282828>>>>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년 이후 중앙 주도의년 이후 중앙 주도의년 이후 중앙 주도의년 이후 중앙 주도의 획획획획2002002002005555일적 지역개발로 인해 사라일적 지역개발로 인해 사라일적 지역개발로 인해 사라일적 지역개발로 인해 사라져져져져가고 있는 지역의 개성과 특가고 있는 지역의 개성과 특가고 있는 지역의 개성과 특가고 있는 지역의 개성과 특색색색색을 되을 되을 되을 되살살살살리고 주리고 주리고 주리고 주민 삶민 삶민 삶민 삶의질을 높이고자의질을 높이고자의질을 높이고자의질을 높이고자 농촌마농촌마농촌마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년 이후에는작함 년 이후에는작함 년 이후에는작함 년 이후에는. 2008. 2008. 2008. 2008 농어촌축제지원사업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문화와 연계한문화와 연계한문화와 연계한문화와 연계한 농농농농산어산어산어산어촌촌촌촌재생 사업을 추진재생 사업을 추진재생 사업을 추진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했던 농산어촌 지역 관련 정책은 농촌마을에서의 농업위주의 경제활성화를 넘어서는 농촌농촌농촌농촌문화와 결합된문화와 결합된문화와 결합된문화와 결합된농촌농촌농촌농촌창조경제 활성화로 전환되고 있음창조경제 활성화로 전환되고 있음창조경제 활성화로 전환되고 있음창조경제 활성화로 전환되고 있음....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주요한 정책사업 등이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휴먼웨어의/ 통합적 정책접근이 이통합적 정책접근이 이통합적 정책접근이 이통합적 정책접근이 이루루루루어어어어졌졌졌졌음에도 불구하고음에도 불구하고음에도 불구하고음에도 불구하고기존의 새기존의 새기존의 새기존의 새마마마마을운동 정주환경 개선 등을운동 정주환경 개선 등을운동 정주환경 개선 등을운동 정주환경 개선 등 농촌농촌농촌농촌환경 개선 및환경 개선 및환경 개선 및환경 개선 및 신신신신축이라는축이라는축이라는축이라는,,,,물리적 개선방식에 의존하는 경향물리적 개선방식에 의존하는 경향물리적 개선방식에 의존하는 경향물리적 개선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인 소프트 부문에서의소프트 부문에서의소프트 부문에서의소프트 부문에서의 획획획획일적 접근 휴먼일적 접근 휴먼일적 접근 휴먼일적 접근 휴먼,,,,부문에서의 주부문에서의 주부문에서의 주부문에서의 주민민민민 주체의 형식적 결합주체의 형식적 결합주체의 형식적 결합주체의 형식적 결합력력력력으로 인한 주으로 인한 주으로 인한 주으로 인한 주민참민참민참민참여 실체의여 실체의여 실체의여 실체의허약허약허약허약함 등 지역에 공통된 과제들함 등 지역에 공통된 과제들함 등 지역에 공통된 과제들함 등 지역에 공통된 과제들을 남기고 있음.이중에서◦ 년부년부년부년부터터터터 시시시시범범범범사업으로 추진되어사업으로 추진되어사업으로 추진되어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농온 농온 농온 농어어어어촌 신촌 신촌 신촌 신문화공문화공문화공문화공2009200920092009 <<<<간 조성사업간 조성사업간 조성사업간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을 통합적, , 51)으51) 이 사업에서 하드웨어는 사용빈도가 낮은 정미소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복원하여 도서관 전시관 등, ,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함 소프트웨어는 사라져 가는 지역자원을 찾아 보전하고 주민간 도시민과 문화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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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한 대표 사례임 그간. 농농농농어어어어촌마촌마촌마촌마을사업이 소을사업이 소을사업이 소을사업이 소득득득득 생산 유통에 치생산 유통에 치생산 유통에 치생산 유통에 치···· ····중한 개발이었다면중한 개발이었다면중한 개발이었다면중한 개발이었다면 농농농농어어어어촌 신촌 신촌 신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은 문화를 매개로문화공간 조성사업 은 문화를 매개로문화공간 조성사업 은 문화를 매개로문화공간 조성사업 은 문화를 매개로< >< >< >< >마마마마을주을주을주을주민민민민들이들이들이들이 즐겁즐겁즐겁즐겁게 소통하면서 지역 정체성도게 소통하면서 지역 정체성도게 소통하면서 지역 정체성도게 소통하면서 지역 정체성도 찾찾찾찾고고고고 농농농농어어어어촌촌촌촌 유휴자유휴자유휴자유휴자원을 활용원을 활용원을 활용원을 활용 마마마마을을 재생하는 등을을 재생하는 등을을 재생하는 등을을 재생하는 등 농농농농어어어어촌촌촌촌 개발에개발에개발에개발에 색색색색다른 접근을 시도다른 접근을 시도다른 접근을 시도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는했다는했다는했다는 평평평평가가가가를 받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2012.5.29.)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정책배경정책배경정책배경정책배경 농촌지역 본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 농촌지역개발 사업추진방식의 변화-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의 복합적 거버넌스· , ,도시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 지역연계개발 패러다임의 수용·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사업을 탈피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을 구성하고추진하여 기초기반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농촌 활성화 방,향 모색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사라져가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 복- ·원하고 농어촌의 유 무형 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공간을 조성기존 문화시설과 연계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거점 및 도농교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지역실정에 맞게 농촌마을의 경관개선,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위한 지역역량강화 등 종합정비 방앗간 등 농어촌 유휴자원과 폐교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도농교류 공간으로 조성 지역의 거점문,화공간으로 활용문화공간조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휴먼웨어 사업 추진,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권역당 년간 억원 범위 내3~5 40~70여건별 차등지원( ) 사업지역별로 년간 최대 억원3 30국고 지방비 범위 내 지원( 50%, 50%)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년2004 ~ 2017추진현황 년 기준 권역(2011 , 301 ) 년2009 ~강원 횡성 충북 옥천 충남 서산 전( ), ( ), ( ),북 완주 경북 의성 제주 서귀포 개( ), ( ), ( ) 6지역

표표표표<<<< 29292929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개요>>>>

류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적 활동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되었음 휴먼웨어는 지역주민의 문, .․화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직체 구성운영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으로 운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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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주요 쟁점주요 쟁점주요 쟁점주요 쟁점

농어촌농어촌농어촌농어촌신문화공간신문화공간신문화공간신문화공간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52)52)52)52)

동 사업은 마을의 고유한 문화나 자원을 보존활용 하는 것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는 점에 착안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기록,복원하되 주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와 결합시켜 새로운 농어촌 문화를 재생산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시작,시범사업 추진 후 해당 지역에는 젊은 청년 예술가 문화전문가 등이 귀촌해, ,∙ 창업 컨설팅 문화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년이 지난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마을에는 전통 등공예 목공 밴드3 , , ,∙ 타악 국궁 등 개 동아리가 활동 중, 13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는 바 이를 보완한 지속가능,∙ 한 사업의 운영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음53)구분 정책 이슈들하드웨어분야 기존 유휴시설의 리모델링 및 복원방법- 과다 조성 및 활용계획으로 사후 운영 및 유지관리 우려- 유휴시설과 마을 문화와의 정체성 관계 모호-소프트/휴먼웨어분야 사라져가는 농어촌의 삶터와 일상의 모습을 충분히 담았는가- 하는 지역 정체성의 문제전문가의 지원 종료 후에도 주민활동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자생력의 문제기타 사업추진상의어려움 그밖에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관계자의 이해 부족과 사- ,업 공감대의 부족 토지 소유자의 변심으로 토지 및 건축물,매입이 불가하여 일부 대상지 변경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논,란 사업비 편성에 따른 시설 소유권 문제 사후 시설물의 유, ,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실제 하드웨어 조성시 이를 고려하기 보다는 사업비 규모에 맞추어 시설 마련향후 건축물 개조범위에 대한 판단 추진위원회 및 공무원의 교체 시설의, , ,∙ 소유 및 운영권 하드웨어 사업의 착수 전 소프트 휴먼웨어 사업비 집행 사, · ,업관계자와의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필요가 있음54)

표표표표<<<< 30303030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의 이슈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의 이슈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의 이슈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의 이슈> < >> < >> < >> < >

52) 두리공간환경연구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도시재생지원사업단, , , 2011.『 』53) 전영미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건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 2010.「 」 『 』54) 전영미 농촌지역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중심, :「으로 한국주거학회 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 2011, pp.197~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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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3.2.4.3.2.4.3.2.4.3.2.4. 지역발전위원회 개요지역발전위원회 개요지역발전위원회 개요지역발전위원회 개요1)1)1)1) 55)55)55)55)◦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균균균형발전계형발전계형발전계형발전계획획획획을 체계적으로 수을 체계적으로 수을 체계적으로 수을 체계적으로 수행행행행하기 위하여하기 위하여하기 위하여하기 위하여‘‘‘‘ ’’’’년년년년 월월월월 대통대통대통대통령령령령 자문기관으로 출자문기관으로 출자문기관으로 출자문기관으로 출범범범범했던 국가했던 국가했던 국가했던 국가균균균균형발전위원회 가형발전위원회 가형발전위원회 가형발전위원회 가2002002002003 43 43 43 4 ,,,, ““““ ””””전전전전신신신신임. 참참참참여정부 기간에 국가여정부 기간에 국가여정부 기간에 국가여정부 기간에 국가균균균균형발전위원회 는 공간의 질과형발전위원회 는 공간의 질과형발전위원회 는 공간의 질과형발전위원회 는 공간의 질과 삶삶삶삶의의의의““““ ”””” ‘‘‘‘질을 제고하는질을 제고하는질을 제고하는질을 제고하는 살살살살기기기기좋좋좋좋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은 지역 창조라는 비전’’’’ 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년에서 년에는 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2005 2007 ,‘ ’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정도가 심한 하위 개 시군에 낙234 30% 70후정도에 따라 매년 억씩 시군별로 차등지원 하였고 지역브20~30 ,랜드 개발 및 소득기반 확충 등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지원하였음.56)◦ 참참참참여정부 국가여정부 국가여정부 국가여정부 국가균균균균형발전정책은 실질적 지방분형발전정책은 실질적 지방분형발전정책은 실질적 지방분형발전정책은 실질적 지방분권권권권이 아이 아이 아이 아닌닌닌닌 강제적인 수강제적인 수강제적인 수강제적인 수도도도도권권권권 분산정책으로서 시장기능분산정책으로서 시장기능분산정책으로서 시장기능분산정책으로서 시장기능 효율효율효율효율성과 지역의 자조적성과 지역의 자조적성과 지역의 자조적성과 지역의 자조적 노력노력노력노력을을을을 저저저저해해해해했다는했다는했다는했다는 저평저평저평저평가가 있음 그가가 있음 그가가 있음 그가가 있음 그럼럼럼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수단으로 지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수단으로 지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수단으로 지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수단으로 지역....혁신혁신혁신혁신 개념을 도개념을 도개념을 도개념을 도입입입입하고 지방대하고 지방대하고 지방대하고 지방대학학학학을 지역을 지역을 지역을 지역혁신혁신혁신혁신의 동인으로 파의 동인으로 파의 동인으로 파의 동인으로 파악악악악한 점한 점한 점한 점,,,,낙낙낙낙후지역개발에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높게후지역개발에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높게후지역개발에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높게후지역개발에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높게 평평평평가가가가됨57)◦ 현현현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재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박박박박 정부 제 기 국가정부 제 기 국가정부 제 기 국가정부 제 기 국가균균균균형발전정책형발전정책형발전정책형발전정책2222 이 이전 참여정부의 균형과 분산 위주의 정책에서 상상상상생과 분생과 분생과 분생과 분권권권권 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전환함에 따라 지역발전의전환함에 따라 지역발전의전환함에 따라 지역발전의전환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효율효율효율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한 자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한 자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한 자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문을 수문을 수문을 수행행행행하는 대통하는 대통하는 대통하는 대통령령령령 산하산하산하산하 직직직직속기구속기구속기구속기구임 지역발전위원회는 현 정부.대 국정과제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 확충 수도권과 지방의100 ( , ,상생 등 와 지역 관련 국정철학 중도실용주의 따뜻한 자유주의 을) ( ,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자문 및 지역소통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함.55)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gion.or.kr)56)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료실 지난정책 소개(http://www.region.or.kr) / ,57) 모성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월간 자치발전 년 월호 사한국자치발전연구, , 2009 5 ( )「 」 『 』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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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지역발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지역발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지역발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만만만만 실실실실․․․․제적으로는 지역발전을제적으로는 지역발전을제적으로는 지역발전을제적으로는 지역발전을 달달달달성하기 위해 기성하기 위해 기성하기 위해 기성하기 위해 기획 평획 평획 평획 평가가가가 교육 컨설팅교육 컨설팅교육 컨설팅교육 컨설팅 지지지지, , ,, , ,, , ,, , ,원 등원 등원 등원 등 광범광범광범광범위한 기능을 수위한 기능을 수위한 기능을 수위한 기능을 수행행행행하하하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발전정책의 대. 5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 5+2 , ,발권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등,기존시책과 더불어 과학기술벨트 등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자 함.◦ 그동안 분산 중그동안 분산 중그동안 분산 중그동안 분산 중복복복복시시시시행행행행된 지역발전사업의된 지역발전사업의된 지역발전사업의된 지역발전사업의 평평평평가체계가체계가체계가체계 균균균균형위 지경부형위 지경부형위 지경부형위 지경부( , ,( , ,( , ,( , ,행행행행안부 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안부 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안부 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안부 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 하였고 지역발전제도개선대책반,운영을 통해 지방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 하는 등 지역발전정책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는. , 2008지역발전사업 평가를 통하여 전국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230의 특화발전 및 광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된 광특회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함.년에는 년도 수행된 개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2012 2011 1,071◦ 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추진체계,우수사례 지역 연계협력 우수사례 지역 파급효과 우수사례 지5 / 5 / 4역 녹색친환경 우수사례 지역 효율적 집행 분야 우수사례 지역/ 3 / 3․으로 총 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함20 .창조지역사업창조지역사업창조지역사업창조지역사업2)2)2)2) 지역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지역정책이 시설물 건립 위주의 단기적 접◦ 근 지역의 실정과 주민 주체의 주도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못하는,관주도적 추진방식으로 인해 실패가 잦음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함을 비판적으로,수용함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재정 악화 예상 및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요구 등을 고려한 지역정책으로서 창조지역사업이 등장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ⅡⅡⅡⅡ

61616161

◦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의 유무무무무형 자산을형 자산을형 자산을형 자산을 토토토토대로 창의적 발대로 창의적 발대로 창의적 발대로 창의적 발상상상상을 이을 이을 이을 이끌끌끌끌어어어어내고 지역주내고 지역주내고 지역주내고 지역주민민민민의의의의 참참참참여 하에 이여 하에 이여 하에 이여 하에 이루루루루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서서서서 광광광광의적동태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음의적동태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음의적동태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음의적동태적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음,,,, ․․․․ . 문화콘텐츠는 창조지역문화콘텐츠는 창조지역문화콘텐츠는 창조지역문화콘텐츠는 창조지역의 필수적인 요소이지의 필수적인 요소이지의 필수적인 요소이지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만만만 전부가 아전부가 아전부가 아전부가 아닌닌닌닌 일부로 문화예술 자연자원일부로 문화예술 자연자원일부로 문화예술 자연자원일부로 문화예술 자연자원, ,, ,, ,, ,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업 등 지역별로 다양 할, , ,수 있음58)
권역권역권역권역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부처부처부처부처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 대전 국토부 대덕구 배달강좌제( ) 50ㅇ 평생학습 서비스개선+▪충북 농식품부 음성군 동요 에듀케어( ) projectㅇ 전래동요 교육문화+▪충남 농식품부 공주시 사이버시민과 도 촌 주말도( ) 5 2ㅇ 시 융복합 사업 사이버시민 도농교류+▪ 도시농업( )농식품부 서산시( ) Birds of Korea projectㅇ 철새▪ 모바일+ Application호남권호남권호남권호남권 전북 국토부 전주시 국선생 막프로젝트( )ㅇ 막걸리 전통주+▪ 지역재생+국토부 전주시 소리산업 아카이브 구축( )ㅇ 소리 음향산업+▪전남 농식품부 순천시 행복 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 24ㅇ 자원봉사 의료복지+▪ ․농식품부 순천시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ㅇ 논 캔버스 순천만+ +▪ 철새+동남권동남권동남권동남권 경남 농식품부 고성군 공룡특화자원화 입체( ) -4Dㅇ 공룡 영상+▪ 창조자원화→농식품부 남해군 생생테마랜드 에너지 자족( ) -ㅇ 마을 환경집적시설 공공디+▪자인 창조자원화→농식품부 산청군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개발( )ㅇ ▪동의보감 창조자원화→대경권대경권대경권대경권 경북 농식품부 ㅇ 경산시 로터스 아일랜드 가든( ) floating 연꽃 수상식물원+▪ 창조자원→농식품부 예천군 꿀벌 우수 종봉선발 사업( )ㅇ 꿀벌 창조자원화→▪강원강원강원강원 강원 농식품부 정선군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 )ㅇ 정선아리랑▪ 창조자원화→총 계 개 시군구 개 사업12 , 13․ ․

표표표표<<<< 31313131 년 창조지역사업 현황년 창조지역사업 현황년 창조지역사업 현황년 창조지역사업 현황> 2011> 2011> 2011> 2011

58)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가이드라인, 2012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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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지역사업은 년에 시작해서 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창조지역사업은 년에 시작해서 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창조지역사업은 년에 시작해서 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창조지역사업은 년에 시작해서 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2011 20122011 20122011 20122011 2012있는있는있는있는데데데데 문화부문화부문화부문화부 농농농농식식식식품품품품부 추부 추부 추부 추천천천천으로 문화기으로 문화기으로 문화기으로 문화기획획획획 지역지역지역지역 농촌농촌농촌농촌전문가전문가전문가전문가, , 9, , 9, , 9, , 9․․․․ ․․․․명으로명으로명으로명으로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을 구성하여단을 구성하여단을 구성하여단을 구성하여 현현현현장 모장 모장 모장 모니터링니터링니터링니터링 및및및및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 프로그프로그프로그프로그램램램램을을을을추진추진추진추진하고 있음. 지역사업에 대한지역사업에 대한지역사업에 대한지역사업에 대한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운영모델은 지역단 운영모델은 지역단 운영모델은 지역단 운영모델은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문화문화문화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및 생활문화공동체단 및 생활문화공동체단 및 생활문화공동체단 및 생활문화공동체 만만만만들기들기들기들기 컨컨컨컨< > << > << > << > <설팅설팅설팅설팅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례례례>>>> 임.컨설팅단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의 이해도에 따라 각 지자◦ 체의 창조지역사업 기창조지역사업 기창조지역사업 기창조지역사업 기획획획획 및 지역주및 지역주및 지역주및 지역주민민민민 연관성 정도에서 편차연관성 정도에서 편차연관성 정도에서 편차연관성 정도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음 또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및 통합적 관점의 기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및 통합적 관점의 기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및 통합적 관점의 기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및 통합적 관점의 기획총획총획총획총괄괄괄괄 부서의 부재부서의 부재부서의 부재부서의 부재 민민민민관관관관협력 거버넌협력 거버넌협력 거버넌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가 제기스 구축의 필요가 제기스 구축의 필요가 제기스 구축의 필요가 제기,,,, 됨 또한. ,컨설팅 시점이 사업 진행 중간에 이루어져 향후 적절한 시기의 컨설팅의 필요 및 창조지역사업의 지역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이해를높이고 성공사례의 공유를 위한 홍보활동 필요가 거론되었음.◦ 이와이와이와이와 더더더더불어 연계불어 연계불어 연계불어 연계협력협력협력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데데데 개 이개 이개 이개 이상상상상의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자치단체, 2, 2, 2, 2가가가가 참참참참여하여 공동의 목여하여 공동의 목여하여 공동의 목여하여 공동의 목표표표표를를를를 설설설설정하고 재원을 함정하고 재원을 함정하고 재원을 함정하고 재원을 함께께께께 분담하여분담하여분담하여분담하여 효효효효과를과를과를과를공유하는 사업 개념공유하는 사업 개념공유하는 사업 개념공유하는 사업 개념임 창조지역사업 및 연계협력사업은 각 지역에.서 시작하는 단계인데 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2011개발사업 개 시군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이 개120 7․군 창조지역사업은 개 읍면동 소관 지자체만 신청하는 데 그, 11침.5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사업을부처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사업을부처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사업을부처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역사업을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로 긍긍긍긍정적으로정적으로정적으로정적으로 볼볼볼볼 수 있음수 있음수 있음수 있음....연계협력사업의 추진사례로 곡성 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 , , , , ,◦ 양이 조합 형태로 참여한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 공주< >,와 부여가 협의회 형태로 참여한 백제문화제 통합개최 등이 있< >음60)59) 대한민국 국회 년도 공청회자료집 예산안기금운용, 2011 ( ) 2011, p.39.『 」』60) 지역발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편람, , , 2013, p.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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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사점3.3. 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1) 20001) 20001) 20001) 2000◦ 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 현현현현대사의대사의대사의대사의 굴곡굴곡굴곡굴곡과 맥락을과 맥락을과 맥락을과 맥락을 같같같같이하고 있으면이하고 있으면이하고 있으면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행행행행,,,,착오착오착오착오의 과정의 과정의 과정의 과정을 겪고 있음 년대까지는 경제성장 중심의 물리적. 1980개발과 환경개선에 기반을 둔 지역정책이 지배적이었지만 년대1990는 지역분권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패러다임이 세계화 경향과 연동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마찬마찬마찬가지로 지역가지로 지역가지로 지역가지로 지역2000200020002000고유의 특성에 기반을고유의 특성에 기반을고유의 특성에 기반을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둔둔둔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2) 20072) 20072) 20072) 2007 ‘‘‘‘ ’’’’지역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 ,◦ 품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년 이후부년 이후부년 이후부년 이후부터터터터 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2002002002007777 ““““ ”””” 했음 이전에는 지역재생정책에서 문화는 거의 비중이 없거나 일부였.던 것에 비해 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2007 .이는◦ 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 둘둘둘둘러러러러싼싼싼싼 패러다임이나 지역여패러다임이나 지역여패러다임이나 지역여패러다임이나 지역여건건건건이이이이변화하면서변화하면서변화하면서변화하면서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관점과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 삶삶삶삶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램램램램이 반영이 반영이 반영이 반영되고있는 것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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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3) / /3) / /3) / /3) / /◦ 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 시대적 변화에부합하여 과거와 같이 하드웨어적 개선에하드웨어적 개선에하드웨어적 개선에하드웨어적 개선에 머머머머물고 있지 않으물고 있지 않으물고 있지 않으물고 있지 않으며며며며 대체대체대체대체,,,,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 하고 있음 국토해양부.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 >, <기 참살고싶은 마을가꾸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 < >, <발사업 농어촌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모두 그러함>, < > .그러나 그동안 지역에서 주류였던◦ 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행행행행이이이이 잘잘잘잘 해결되지 않으해결되지 않으해결되지 않으해결되지 않으며며며며 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서도 창의적 기서도 창의적 기서도 창의적 기서도 창의적 기획획획획보다는 전형적이고보다는 전형적이고보다는 전형적이고보다는 전형적이고 획획획획일적인 모델로 진일적인 모델로 진일적인 모델로 진일적인 모델로 진행행행행되고 지되고 지되고 지되고 지,,,,역주역주역주역주민민민민들은 아들은 아들은 아들은 아직직직직도 수동적 시도 수동적 시도 수동적 시도 수동적 시혜혜혜혜 대대대대상상상상에서에서에서에서 참참참참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있지는 않음있지는 않음있지는 않음있지는 않음.... 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 허약허약허약허약함함함함....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4) ,4) ,4) ,4) ,지역재생은 개별 지역이나 프로젝트 단위를 넘어 지역의 종합적 관◦ 점에서 활성화하고자하는 정책이므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지역의 통합적 관점에 입입입입각한각한각한각한접근방식이 필요접근방식이 필요접근방식이 필요접근방식이 필요함. 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고고고고 교류교류교류교류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써써써써 지역의 자원 공간 사지역의 자원 공간 사지역의 자원 공간 사지역의 자원 공간 사람람람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 ,, ,, ,, ,를 자리매를 자리매를 자리매를 자리매김김김김 하는 과정 이 필요함하는 과정 이 필요함하는 과정 이 필요함하는 과정 이 필요함....““““ ””””지역재생 사업의 운영구조에서도◦ 한국 지역한국 지역한국 지역한국 지역상황상황상황상황에 실에 실에 실에 실천천천천적으로 적용적으로 적용적으로 적용적으로 적용할할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 혁신혁신혁신혁신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함 하드 소프트 휴먼 요. - -소에 대한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도도도도록록록록 추진과정을추진과정을추진과정을추진과정을 섬섬섬섬세하게세하게세하게세하게 돕돕돕돕는 정책운영이 필요는 정책운영이 필요는 정책운영이 필요는 정책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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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석.Ⅲ

지역민족문화과1.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1.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부 내 전담과인 현 지역민족문화과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게 됨. 현현현현재의 지역재의 지역재의 지역재의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의 정체성은 지역발문화과의 정체성은 지역발문화과의 정체성은 지역발문화과의 정체성은 지역발전에서 문화의 역전에서 문화의 역전에서 문화의 역전에서 문화의 역할할할할을 정립하고 구축해가는 중앙부처의 위을 정립하고 구축해가는 중앙부처의 위을 정립하고 구축해가는 중앙부처의 위을 정립하고 구축해가는 중앙부처의 위상상상상과 역과 역과 역과 역할할할할로부로부로부로부터터터터 출발하고 있음출발하고 있음출발하고 있음출발하고 있음....지역민족문화과는 년 문화정책국 소속인 문화진흥과가 예술진흥1996◦ 국으로 이관되고 지역문화예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초기에는 전담 정책과로서의 위상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정부인 년에는 지역문화예술과를 전통문화과와 통합하년에는 지역문화예술과를 전통문화과와 통합하년에는 지역문화예술과를 전통문화과와 통합하년에는 지역문화예술과를 전통문화과와 통합하며며며며1999199919991999명명명명칭칭칭칭을 전통지역문화과로 변경을 전통지역문화과로 변경을 전통지역문화과로 변경을 전통지역문화과로 변경하였음.◦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추진은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추진은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추진은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추진은 참참참참여정부여정부여정부여정부 때때때때부부부부터터터터 본격화되기 시작본격화되기 시작본격화되기 시작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참여정부는 자율 분권 참여라는 국정 기조를 제도화하고자 국. , ,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보조금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등지역분지역분지역분지역분권권권권에 적극적인 정책을에 적극적인 정책을에 적극적인 정책을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펼쳤펼쳤펼쳤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한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한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한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한,,,,기반체계기반체계기반체계기반체계마마마마련 대책으로서련 대책으로서련 대책으로서련 대책으로서 거거거거시적이고도 종합적 시각에시적이고도 종합적 시각에시적이고도 종합적 시각에시적이고도 종합적 시각에 입입입입각한 지역각한 지역각한 지역각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추진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추진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추진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추진’’’’ 하기 시작하였음.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정책국을 신설하고 예술국 소속의 전통지역문화과와 문화교류과를 통합 문화정책국 소속으로 지역문화과를 신설하였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66666666

년 이명박정부 출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국과 예2009◦ 술국을 문화예술국으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년 지역문화과를 지역년 지역문화과를 지역년 지역문화과를 지역년 지역문화과를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로 명문화과로 명문화과로 명문화과로 명칭칭칭칭을 변경을 변경을 변경을 변경2011201120112011하여 지역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역할주요역할주요역할주요역할

1999~20041999~20041999~20041999~2004전통지역문화과전통지역문화과전통지역문화과전통지역문화과 •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공예 등 전통예술 진흥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ㆍ ㆍ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세시풍속 민속예술의 육성 및 보급ㆍ• 전통문화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 ․국립국악원 및 국악중고등학교에 관련된 업무•2004~20112004~20112004~20112004~2011지역문화과지역문화과지역문화과지역문화과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추진ㆍ•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 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ㆍ•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 연구의 지원ㆍ• 지방문화원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ㆍ•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 조정ㆍ ㆍ ㆍ ㆍ•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현재현재현재현재2011~2011~2011~2011~지역민족문화과지역민족문화과지역민족문화과지역민족문화과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추진ㆍ•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지원ㆍ•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 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ㆍ•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 연구의 지원ㆍ• 지방문화원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ㆍ•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 조정ㆍ ㆍ ㆍ ㆍ•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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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1.2.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기울이◦ 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 ‘ ’확립과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음.◦ 문화체문화체문화체문화체육육육육관관관관광광광광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사업은 전통지역문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사업은 전통지역문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사업은 전통지역문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사업은 전통지역문““““ ””””화과화과화과화과 현현현현재의 지역재의 지역재의 지역재의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 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문화과 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문화과 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문화과 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 )( )( )( ) 음. 1999199919991999~~~~2002002002004444년 추진하였던 문화의년 추진하였던 문화의년 추진하였던 문화의년 추진하였던 문화의거거거거리 조성사업 을 시작리 조성사업 을 시작리 조성사업 을 시작리 조성사업 을 시작< >< >< >< > 으로 년을 전후해2004서 참여정부 시기에는 지역문화진흥 및 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따른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문화도시 조< >, < >, <성사업 등으로 본격화되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 , ,“ ” “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등 도시차원의 문화전략이자 국가적,” “ ”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으로 이어졌음< > .
구분구분구분구분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 문화의거리조성사업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프로그램휴먼휴먼휴먼휴먼 지역문화아카데미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디자인공간문화과이관 문화도시조성사업 경주 전주 부여 공주( , , · )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휴먼휴먼휴먼휴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여가정책과에서 이관 문화이모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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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온 지역문화정◦ 책의 또 다른 축으로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함.년 월 발표된 문화 체육 관광을 포괄하는 지역문화발전방안에2008 12◦ · ·서는 주요과제로 수요 측면에서 생활권 단위의 활력 넘치는 지역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 지역문화의창의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의 특성화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게 됨,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적 장소이자 일상적 생활공간인 전통시장을지역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 과 주민을 예술과 문화의 향유자가 아닌 창작자이자 생산> ,자로 이끌어내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이 추진됨< > .이 두 사업은 기존 지역문화정책과는 차별적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 되는데, 문전성시 시문전성시 시문전성시 시문전성시 시범범범범사업 은사업 은사업 은사업 은 상상상상업적으로업적으로업적으로업적으로 침침침침제된 전통시장에 문화제된 전통시장에 문화제된 전통시장에 문화제된 전통시장에 문화< >< >< >< >예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예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예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예술을 활용하여 시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탈바꿈탈바꿈탈바꿈시키는 것에시키는 것에시키는 것에시키는 것에 큰큰큰큰성과가 있었으성과가 있었으성과가 있었으성과가 있었으며며며며 지역지역지역지역민민민민들의 생활문화를 활용하고 프로그들의 생활문화를 활용하고 프로그들의 생활문화를 활용하고 프로그들의 생활문화를 활용하고 프로그램램램램과 사과 사과 사과 사, ,, ,, ,, ,람람람람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성과를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성과를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성과를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성과를 거거거거두게 됨두게 됨두게 됨두게 됨....◦ 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만만만만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범범범범사업 은 지역주사업 은 지역주사업 은 지역주사업 은 지역주민민민민이이이이 객객객객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상상상상화되기화되기화되기화되기< >< >< >< >쉬웠쉬웠쉬웠쉬웠던 기존 지원사업과는던 기존 지원사업과는던 기존 지원사업과는던 기존 지원사업과는 달달달달리 주리 주리 주리 주민민민민 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주체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주체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주체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주체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감감감감 프로그프로그프로그프로그램램램램으로 단기간에 성과를으로 단기간에 성과를으로 단기간에 성과를으로 단기간에 성과를내기 어려운 지역문화공동체에 새로운 성과를 구축내기 어려운 지역문화공동체에 새로운 성과를 구축내기 어려운 지역문화공동체에 새로운 성과를 구축내기 어려운 지역문화공동체에 새로운 성과를 구축해가고 있음.그런데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사,◦ 업은 개별 사업으로서는 가치와 성과가 분명한 것에 비해 사업의 지개별 사업으로서는 가치와 성과가 분명한 것에 비해 사업의 지개별 사업으로서는 가치와 성과가 분명한 것에 비해 사업의 지개별 사업으로서는 가치와 성과가 분명한 것에 비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지역에 정책성과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지역에 정책성과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지역에 정책성과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여 왔고 이에 따라 지역에 정책성과가,,,,종합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종합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종합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종합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 상황상황상황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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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간문화과2.

설립배경 및 역할 검토2.1.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과 자연 문화가 도시의 중심가치가 되는 살,◦ 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년 월 일 조직개편에 따라2005 8 16년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공간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2004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정책국 내에 공간문화과를 신설함.년 설립이후 년까지 공간문화과는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2005 2007◦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공간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간판문화개,․선 사업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 국가이미지 및 삶의 질 제, ,․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구분구분구분구분 주요 역할주요 역할주요 역할주요 역할2005~20072005~20072005~20072005~2007공간문화과공간문화과공간문화과공간문화과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및 관련법률 제정 등• 도시경관에 대한 문화가치 확산• 간판문화개선 도시공간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및 도시경· ,쟁력 제고국가이미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국책사업 분야에 문화 패러다임 도입 적극 추진 용산 민족역사공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2008~20122008~20122008~20122008~2012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공간문화과공간문화과공간문화과공간문화과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간판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국립 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ㆍ• 공예 진흥에 관한 사항•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재단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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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공간문화과를 디자인공간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2008 8◦ 가적 차원의 디자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자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정에 이르지 못함.◦ 이후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정책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대한민, ,국건축문화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등,다양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2.2. 디자인공간문화과는 일상 생활공간 속에서 문화를 느끼고 호흡하는◦ 정책추진이 절실한 시점에 설립되어 공간의 배치 형태 디자인 등, ,이 개인 감성이나 행동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됨 이중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은 년 지역문화과에서 시. < > 2002작한 사업으로 년 이후 디자인공간문화과로 이전되어 추진됨2006 .구분구분구분구분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휴먼휴먼휴먼휴먼 공공공공공공공공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문화디자인프로젝트 간이역( )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공간공간공간공간문화문화문화문화조성조성조성조성및및및및문화문화문화문화공간공간공간공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구 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조성( )舊 문화역서울284개관식 문화역서울284운영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휴먼휴먼휴먼휴먼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년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중점(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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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년 건립된 이후 근현대사의 역사적상징적 공간으로2007 1925◦ ․서 사적 제 호로 지정된 서울역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근대문284 <화유산을 활용한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 > ,舊년에 문화역 서울 로 개관하였음 또한 공공디자인엑스포2012 284 .“ ”를 개최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디자인을 확산보급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년에는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2008◦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문화, ,예술 관광 진흥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을 국정과제로 추진함 이때 국토연구원의 근대> .산업유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로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자체 추천 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16및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개소 대구 포천 아산 신안5 ( , , , ,군산 를 최종 선정하였음) .또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 한 학교 만들기 시범사업 을 추진 전국 공모신청을 통해 낙후정도> , ,개선의지 및 협력체계 여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개교를 선정 추, 5 ,진하였음 특히 이 사업은 실질적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여 개선된 공간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구축하였음.년은 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던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2009 2008 <◦ 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을 위해 선정된 개소 지역주민과 전문가> 5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인 년, 2010실시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 등 공사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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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2011◦ 기차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문화적 공간 모델 형성 및 공간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적용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지역 문화네트워크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시범<사업 을 문화콘텐츠와 공공디자인이 결합된 문화적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함.특히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시범사업 은 시설개선 중심의< >◦ 공공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를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커뮤니티 디자인을추구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디자인공간문화과 정책사업은 역사문화자원 및 공간 생활문화자원,◦ 및 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 특성을 띠며 추진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근근근근현현현현대 문화유산 생활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대 문화유산 생활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대 문화유산 생활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대 문화유산 생활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도시와 지,,,,역을 활성화하는역을 활성화하는역을 활성화하는역을 활성화하는 데데데데 다양한 물리적 문화환경 을 조성하여 성과를다양한 물리적 문화환경 을 조성하여 성과를다양한 물리적 문화환경 을 조성하여 성과를다양한 물리적 문화환경 을 조성하여 성과를““““ ””””거거거거두고 있지두고 있지두고 있지두고 있지만만만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이라는 정책 관점에서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이라는 정책 관점에서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이라는 정책 관점에서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이라는 정책 관점에서 볼볼볼볼 경경경경< >< >< >< >우 이를 통해 지역우 이를 통해 지역우 이를 통해 지역우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주주주주민민민민 주체의주체의주체의주체의 참참참참여와 재생 등에서 구여와 재생 등에서 구여와 재생 등에서 구여와 재생 등에서 구, ,, ,, ,, ,““““ ””””체적 성과를체적 성과를체적 성과를체적 성과를 거거거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판판판단단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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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별 검토3.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3.1. (2002~)◦ 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마마마마을가을가을가을가꾸꾸꾸꾸기 조성사업 은 우수한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기 조성사업 은 우수한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기 조성사업 은 우수한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기 조성사업 은 우수한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굴굴굴< >< >< >< > ․․․․육육육육성하여 관성하여 관성하여 관성하여 관광광광광자원화 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자원화 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자원화 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자원화 하고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답답답게 조화된 자생게 조화된 자생게 조화된 자생게 조화된 자생력력력력있는있는있는있는 마마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년부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년부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년부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년부터 총 억터 총 억터 총 억터 총 억 원을 투원을 투원을 투원을 투입입입입하여하여하여하여2002 22002 22002 22002 244440000추진추진추진추진하였음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을.활용하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문화역사의 복원과 보존 창조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됨.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물리적인< >◦ 사업정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역사환경소득 등이 조화롭게․ ․ ․반영된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있는 마을 조성하고자 하였음.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마을의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 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 역사 환경 소득이 조화된 장기- , · · ·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 역사 마을 가꾸- ·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램, ,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마을의 문화 역사적 환경을 활용한 마을 콘텐츠 개발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전국 개도의 각 도에 개 마을 원칙9 1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총 억원240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차년도 장수 태안 해남 합천 고양 사업 진행1 (2003)~ , , , ,차년도 곳 추가 총 개 지역 사업 진행2 (2004)~ 16 21차년도 단계 사업 진행한 곳 중 우수한 개 지역 선정 진행3 (2005)~ 2 21 3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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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범사업 이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으로 공식명2002 < >◦ 칭을 확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함 그러나 후에 개 사업이 취소. 4 ,중단되어 단발성 사업으로 그쳤다가 년 선택과 집중이 적용된2005기존 개 사업 대상지 중 개 사례지가 선정되면서 다시 추진됨16 3 .61)총 사업비는 억 원이었으며 전국 개도 별로 개 마을 조성을255 , 9 1◦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희망하는 시에는 도 단위 사업비 억 원, (30 :기금 억 지방비 억 내에서 개 마을 조성이 허용됨 개 마을20 , 10 ) 2 . 2조성 시 마을 규모와 기반시설 현황에 따라 차등 교부가 가능하도록하였음.지역 특성이 고려된 마을별 특화 사업으로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 광객 증대를 위해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체험 프, , ,로그램 개발 등 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관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별 순수민간 차원의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음, .하지만 차년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사업을 진행1, 2 < >◦ 하며 참여주체들 간 역할이 불분명하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짐에 따라 차년도 사업은 차년도 사업3 2중 개 마을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통한 사업을 진행하였음3 .차년도 사업은 차년도 진행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위3 1,2◦ 한 공간 정비와 함께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민의 적극적인,참여 유도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체계 및 각 지역 사업주제별로 사업초기부터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음.61) 이동균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마, :『 ·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00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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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단계단계단계 시기시기시기시기 시행범위시행범위시행범위시행범위 비고비고비고비고차년도1 2003 개 지역5 장수 태안 해남 합천 고양, , , ,차년도2 2003~2004 개 지역21 안동 군자마을 외 개 마을(2004) 20차년도3 2004~2007 개 지역3 안동 군자마을 영광 효동마을(2005), (2005)제주 법환마을(2005)출처 이동균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마을가꾸: , :『 ·기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007, p.8.』
표표표표<<<< 37373737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경위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경위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경위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경위>>>>

본 사업은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사업 시행주최가 되고 문화체육관광,◦ 부가 예산을 지원함 또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추진위원. < >회가 지역별로 구성 운영되어 각 분야별로 문화역사 관광 건축 행, , ,·정 등을 심의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함, .
예산배정 예산배정주요사항(심의통보)문화관광부방향설정 및( 예산지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 문화원OO 해당자치단체지방비 지원( ,행정지원)← 문화역사마을가꾸기심의위원회 ← OO문화역사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예산신청 예산신청주요사항(심의요청)자료 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컨설팅 워크숍 전국문화원연합회 재인용: 2006 , , Aug. 2006. .『 ․ 』출처 이동균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주체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마을가꾸기: , :『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2007, p.10.』

그림그림그림그림<<<< 6666 사업추진 체계도사업추진 체계도사업추진 체계도사업추진 체계도>>>>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역사를 발굴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자,하였음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의 다각적인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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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을 문화역사발굴 소개 향토문화역사 조사프로그램 운영 지명과 동네이름 찾기 문화역사 소개 강좌지역문화 역사 알리기 지역문화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체성 있고차별화된 축제 활성화 타임캡슐 제작보관작은 지역축제 만들기 문화 탐방 코스 개발
표표표표<<<< 38383838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예시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예시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예시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예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에서는 주민교육을 통한 인식 고취< > ,◦ 주민과 행정지원가 및 전문가 협력 주민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평가됨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서의 한계 마을과 주민의 자생력 한계에 부딪히게 됨, .62)
문화도시 조성사업3.2. (2005~)문화도시 조성사업 은 년 시작된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 의< > 1985 < >◦ 국제적 영향력을 전제로 년대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함1990께 문화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민족문화과 주도로지역문화진흥 및 균형발전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었음.문화도시 조성사업 의 도시선정 기준은 광역권별 특성과 지역 균형< >◦ 이 고려되었고 최종 부산 경주 전주 공주 부여가 선정되었음 이, , , .·도시들은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로 대표되는 역사문화도시들이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함께 한국과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조성되고 있음 현재 곳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은. 4 < > 2006년부터 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2035 .

62) 김승근 주민참여에 의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의 현황과 과제충주 목계 문화역사마을 중심으로, ( ) ,「 ․ ․ 」농촌건축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2008.『 』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ⅢⅢⅢⅢ

77777777

경주경주경주경주역사문화도시역사문화도시역사문화도시역사문화도시 전주전주전주전주전통문화도시전통문화도시전통문화도시전통문화도시 공주 부여공주 부여공주 부여공주 부여····백제역사문화도시백제역사문화도시백제역사문화도시백제역사문화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부산 영상문화도시부산 영상문화도시부산 영상문화도시사업사업사업사업비전비전비전비전 천년의 역사와“미래가 공존하는세계적인역사문화도시 경주, ” 세계와 소통하는“가장 한국적인 도시,전주” 역사자연사람이“ ․ ․미래를 만드는살맛나는 백제왕도,공주부여”․ 아시아“영상허브”사업사업사업사업목적목적목적목적 천년고도 경주를 문․ 화유산과 관광이조화되는 도시로재창조 세계적인,관광문화도시로 조성 전주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창출 백제의 고도인 공주․ 와 부여의 역사와문화자원을 활용한역사문화도시조성역사적 정체성 확립․ 과 고도경관 형성 아시아 시장 지향․ 산업 문화 동시육+․ 성클러스터 구성요․ 소 구비
사업사업사업사업내용내용내용내용 문화유산 발굴복원․ ․문화유산 환경정비․ 문화산업기반확충․ 관광기반활성화․기반구축도시기반정비․ 문화기반육성․ 대선도사업군4 개 전체사업65

전통문화 관련사업․ 역사유산관련사업․ 전통문화자원 활용기반․ 확충전통문화 교육 및 인적․ 체계 구축전통문화도시 홍보 및․ 관광활성화전통문화도시 공간정비․ 계획전통문화도시 교통체계․ 개선경관 관련제도 정비 및․ 시민참여 유도대 선도사업군4 개 전체사업64

고도정비사업․ 예술고을정비사업․ 관광도시 개발사업․ 백제학 연구원설립․․ 백제미술 공예센터 설립백제문화 애니메이션․ 개발본부설립고마나루 역사 진흥재․ 단운영공주시 문화재보존 센․ 터지원대선도사업군5 개 전체사업57
기업 유치 및육성․ 기초인프라 강화․ 네트워크 강화․ 국제화 전략․ 인력양성 전략․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전략개핵심과제4 개 전체사업44사업사업사업사업기간기간기간기간 년2006 ~ 2035년간(30 ) 2007 ~ 2026년간(20 ) 2009 ~ 2030년간(22 ) 2005 ~ 2014년간(10 )사업사업사업사업계획계획계획계획 ‘05~’09․ 선도사업: ‘10~’19․ 인프라구축: ‘20~’29․ 다양한 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개발‘30~’34․ 위상확보:

‘07~’11․ 기반 조성단계:‘12~’16․ 자립적 성장단계:‘17~26․ 가치 확산단계: ‘09~’15․ 기반 조성단계: ‘16~’20․ 성장 단계: ‘21~30․ 확산단계: ‘05~’08․ 산업기반 형성: ‘09~’12․영상클러스터 성장: ‘13~․ 안정적인 정착기:부산영상문화도시의 사업기간은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기준 자료이며,※ 년 사업이 종료되었음2011 .

표표표표<<<< 39393939>>>>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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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3.3. 63)(2005~)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디자인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공영역의 디자인으로 인해,통합적 도시이미지 창출 및 도시공간 조성의 한계가 노출됨 이에.따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공간을 조성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 디자인에 의한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형식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을 추진하게 됨< > .도시재생의 시범 모델로서 도시이미지 구축에 지역의 테마 지역주,◦ 민들의 참여로 발굴하는 문화콘텐츠 구축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와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었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도시 재생의 시범 모델로서 도시이미지 구축에 지역의 테마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발굴하는 문화 콘텐츠 구축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와,역량 향상에 중점을 둠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가로환경 개선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간사업,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역사 문화적 환경 조성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선정지역 주민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사업비 억 천만원 전년도 배정1 5 ( )사업별 억원 차등 지원 총 사업비의 사업연도 배정3~5 ( 50%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개 지역 조성9부산 광복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영등포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사업, ,양평 한강아트로드조성사업 익산 아름다운 금강 변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안동 인도교 및 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부산 진구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4040404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

63) 이윤경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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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업명 기간기간기간기간 구간구간구간구간 목적목적목적목적부산광복로부산광복로부산광복로부산광복로가로환경개선사업가로환경개선사업가로환경개선사업가로환경개선사업 2005~2009 광복로 광복로입구광복로 광복로입구광복로 광복로입구광복로 광복로입구----창선상가창선상가창선상가창선상가---- 광복로의 간판 보도 및 차도, ,시설물을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종합개선영등포 공공디자인영등포 공공디자인영등포 공공디자인영등포 공공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시범거리 조성사업시범거리 조성사업시범거리 조성사업 2006.6~2009.11 당산로당산로당산로당산로현대해상 친수공간현대해상 친수공간현대해상 친수공간현대해상 친수공간( - )( - )( - )( - ) 시범적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 모델 제시대구 동성로대구 동성로대구 동성로대구 동성로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007.5~2010.6 대구 동성로대구 동성로대구 동성로대구 동성로 대구 동성로의 정체성을 살린공간기획 및 디자인안양 만안구안양 만안구안양 만안구안양 만안구공공디자인 시범도시공공디자인 시범도시공공디자인 시범도시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 2007~2011 만안구 일원만안구 일원만안구 일원만안구 일원 도시지역 내 디자인 사업에 대한모델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 민관,협력으로 공간문화적 도시조성의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양평 한강아트로드양평 한강아트로드양평 한강아트로드양평 한강아트로드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 2009~2011
강하면강하면강하면강하면 한강아트로드조성문화커뮤니티 관광시설/익산 아름다운익산 아름다운익산 아름다운익산 아름다운금강변 포구마을금강변 포구마을금강변 포구마을금강변 포구마을가꾸기 사업가꾸기 사업가꾸기 사업가꾸기 사업 성당면 성당리성당면 성당리성당면 성당리성당면 성당리성당포구성당포구성당포구성당포구 성당포구마을만들기커뮤니티 역사환경보전/안동 인도교 및안동 인도교 및안동 인도교 및안동 인도교 및문화체육단지문화체육단지문화체육단지문화체육단지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 운흥동운흥동운흥동운흥동 낙낙낙낙동강변동강변동강변동강변 탈춤공원공공디자인조성사업관광특구 문화커뮤니티/부산 진구 서면부산 진구 서면부산 진구 서면부산 진구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특화거리 조성사업특화거리 조성사업특화거리 조성사업 서면교차로서면교차로서면교차로서면교차로----부전도서관부전도서관부전도서관부전도서관 피피피피에스에스에스에스----타 롯데타 롯데타 롯데타 롯데,,,,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도시형공공디자인청청청청주 사주 사주 사주 사직직직직공원공원공원공원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조성사업 2010~2012 충북 청충북 청충북 청충북 청주시 흥주시 흥주시 흥주시 흥덕덕덕덕구구구구사사사사직직직직동 산동 산동 산동 산번지 일원번지 일원번지 일원번지 일원126-9126-9126-9126-9 환경보전적인 공간 조성주민욕구를 만족시키는 공간 창출도시 내 녹지체계형성을 도모할수 있는 공원 조성출처 강현주 김주연 이윤경 장동련 문화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사업 평가지표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 , , , , ,『 』 ․원, 2011, p.22.

표표표표<<<< 41414141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문화부문화부문화부문화부국비지원- ,기획 조정· ←←←← 심심심심사사사사····자자자자문문문문 PMPMPMPM(Project Manager Team)(Project Manager Team)(Project Manager Team)(Project Manager Team)사업실행계획 수립 시행- , 보보보보고고고고····협협협협력력력력 →→→→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방비 지원- ,행정 지원↑↑↑↑참여참여참여참여지역주민 전문가지역주민 전문가지역주민 전문가지역주민 전문가····
그림그림그림그림<<<< 7777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체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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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체계에서 전문가의 독려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함 전국적으로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문화인식의 확장.을 위해 사업형식에 있어 공모형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고 주민참여방안의 개발을 다양하게 모색하였음.추진주체추진주체추진주체추진주체 업무업무업무업무문화부문화부문화부문화부 기본정책 수립 지침 제시 사업 전반의 기획 조정 평가 환류 등· , , · , ·국비 지원 및 각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각 사업지별 지정 및 전문인력 지원· PM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관련단체 등 지역 협조체계 구축· ,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 및 관리 행정 지원· ,사업 종류 후 지속화 방안 마련 및 시행·단단단단PMPMPMPM ((((PPPProrororojjjjectectectectMMMManageranageranageranager TTTTeaeaeaeammmm)))) 디자인 및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및 디자인 문화콘텐츠 개발 실행· ·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관련단체 등 지역 협조체계 구축·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수립 및 실행·평가단평가단평가단평가단 평가위원 및 사무국으로 구성· 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검토 자문· · ·사업결과 정리 및 사업도록 및 평가보고서 등 발간·주민주민주민주민 사업시행주체 와의 협력 관계 구축· (PM)디자인 및 문화콘텐츠 개발 실행에 동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 2010 ( ) , 2010.「 」

표표표표<<<< 42424242 추진주체별 업무분장추진주체별 업무분장추진주체별 업무분장추진주체별 업무분장>>>>

년 이후 수행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민간위탁 중심으로 추진2005◦ 되어오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지원 사업기간 및 규모도 축소하게 됨 반면 문화적 가치를, .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점차 강화되고 초기 사업대비 절차적타당성을 높여감 초기 토목공사 위주의 하드웨어 시공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문화콘텐츠를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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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3.4. ( /2006~)<◦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은 다양한 생활공간의 발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은 다양한 생활공간의 발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은 다양한 생활공간의 발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은 다양한 생활공간의 발굴굴굴굴과 인간중심과 인간중심과 인간중심과 인간중심>>>>의 공간을의 공간을의 공간을의 공간을 마마마마련하고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으련하고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으련하고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으련하고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로 추진로 추진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지원 외에 기획 컨설팅 등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음.64)년도 월 공고에 개 사업이 신청하였지만 개 사업만이 선정2006 2 34 3◦ 되고 월에 차 공고를 통해 개 사업이 선정됨 년에 개 지, 7 2 6 . 2006 7방자치단체의 개 사업에 억 원을 지원 년에는 개 지방자9 10 . 2007 9치단체의 개 사업에 억 원이 지원되었음17 9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구조 형태 디자인 질감 등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심미적 쾌적성 제고 또는· ·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와 소통이 원활한 공간으로의 개선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계획 중인 지자체 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원,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공모사업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지자체내 일정 구역에 대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년 억원 년 억원2006 : 10 2007 : 9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년 개2006 : 9 2007 : 17년부터 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점2008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43434343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년에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에서는 학교 를 머물고 싶고2008 < > ,◦ “ ”가고 싶고 즐거운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 >으로 추진하게 됨 전국에 걸쳐 총 개의 공모 신청 후 최종 개교. 43 5가 선정됨 선정기준은 낙후정도 개선의지 및 협력체계 여부 지역. , ,적 상황을 고려함 본 사업은 년 전국에서 개 학교가 신청할. 2011 278정도로 전국적인 관심도가 크게 확산되었음.64) 문화체육관광부 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추진 계획안, 2006 ( )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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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삭막한 학교공간을 활기찬 학교공간으로 기능적인 학교공간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숨 막히는 공간에서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를 통해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듦, ,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획일적이고 기능적으로 조성되던 학교공간에 문화적 디자인을 반영한 공간 조성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 공모사업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전국 초중고등 학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년 기준 원2011 450,000,000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총 개 학교 리모델링 진행35 년 기준*2011문화카페 갤러리 옥상공원 화장실 도서실 등 공간 조성( , , , , )년 개교 서울 대왕중 밀양 무인중 화성시 장명초 영주시 남산초2008 (5 ) : , , ,시범학교 전주시 양지중년 개교 고양시 호곡중 이천시 도예고 안양시 신성중 전주시 중앙초2009 (10 ): , , , ,서울시 용곡중 거창군 샛별중 대구시 명덕초, , ,김천시 다수초 부산시 구화 제천시 동중, ,년 개교 서울 경복여고 서울 대청중 광주 수피아여중 대구시2010 (11 ): , , ,영화학교 경기 안산 삼일초 경기 안양 충훈고 강원 고성, , ,동광농업고 경북 구룡포고 전북 익산 성북초 전남 순천, , ,성남초 제주 표선초,년 개교 서울 남서울중 김포 수남초 서산 가사초 충주 중앙중2011 (9 ) : , , , ,대구 신암초 경남 사천 삼천포 중앙여중 부산 신선초, , ,전북 전주 풍남초 평창 면온초,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44444444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

선정과정은 차 서류심사 차 현장심사 차 최종 심사를 거쳐 학1 , 2 , 3◦ 교를 선정하지만 학교의 실제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건축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반영하는 장치 워크숍 추진위, ( ,원회 를 마련하여 각 학교별로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고자 했음) .진행과정에서 건축가 승효상 외 경관 건축 공간 예술 조명 문화, , , ,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교육청 해당 공무원 학교 교사와 학생 및 학, , ,부모가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었음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실제 학. ,교에서 생활할 학생 교사 학부모가 총 차 회의 및 교내에 설치될, , 8작품제작에 참여하는 활동이 진행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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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개 학교에서 문화카페 갤러리 옥상공원 화장실 도서실 등35 , , , ,◦ 공간을 조성함 기존에 시설개선 중심이었던 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개선하기 위한 학교 화장실 문화로 가꾸기 사업 도서산간 지역의< >,유휴교실을 북카페 등으로 활용한 빈 교실 문화카페 만들기 사업 등< >이 추진됨. 주최문화체육관광부주관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예산집행 사업추진/학교 디렉터공간 디자인 기획 및· 워크숍 추진설계 및 시공 감리·결과완료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발표 사업 진행 일정 관리· 추진위원회 운영·추진형황 점검 보고· ·기획부문진행사업계획수립 → 추진위원회구성 → 전담부서마련 → 워크숍진행 → 기획안작성 → 재원조달계획 → 실시설계견적

그림그림그림그림<<<< 8888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체계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체계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체계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체계>>>> ‘‘‘‘ ’’’’

년부터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학교2011 < >◦ 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음 이를 통.하여 학교학교학교학교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함으로써 학교써 학교써 학교써 학교생활의생활의생활의생활의 즐거움즐거움즐거움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주을 제공하고 지역주을 제공하고 지역주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민민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 줌 더줌 더줌 더줌 더불어불어불어불어....지역 예술가의 자발적인지역 예술가의 자발적인지역 예술가의 자발적인지역 예술가의 자발적인 참참참참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할할할을 하는을 하는을 하는을 하는 학학학학,,,,교 밀착교 밀착교 밀착교 밀착형 공간문화형 공간문화형 공간문화형 공간문화교육교육교육교육의 장으로서 기존에 있던 인식에서 전반적의 장으로서 기존에 있던 인식에서 전반적의 장으로서 기존에 있던 인식에서 전반적의 장으로서 기존에 있던 인식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인 변화를 도모인 변화를 도모인 변화를 도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음66).65) 김경인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양지중학교전주시 시범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 )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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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3.5. (2008~)문전성시 사업은 일상에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 가치를 문화적◦ 가치로 재생하기 위해 시장공간의 장소성과 연계한 예술활동 상인,과 지역주민의 관계맺기 활동 전통과 현재를 잇는 매개활동 등을,통해 상인의 자존감자발성 강화 상인과 주민과의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일상공간 관광지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 ․ ․장소로서 미래시장의 모델을 창출하는데 주력하였음.67)그림그림그림그림<<<< 9999 문전성시의 문화가치와 정책목표문전성시의 문화가치와 정책목표문전성시의 문화가치와 정책목표문전성시의 문화가치와 정책목표>>>>

첫 시범사업에서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스토리텔링 건, , , ,◦ 축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통시장 문화전통시장 문화전통시장 문화전통시장 문화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을 구성단을 구성단을 구성단을 구성‘‘‘‘ ’’’’ 하였음 컨설팅단은 민과 관을 이어주는 중개자 및 사업추진의 실행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후보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사와,지역주체인 주민상인과의 대화를 거쳐 시범시장을 선정하였음.․ 68)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모델은단 모델은단 모델은단 모델은 현현현현 지역발전위원원회 창조지역지역발전위원원회 창조지역지역발전위원원회 창조지역지역발전위원원회 창조지역만만만만들기 와들기 와들기 와들기 와 같같같같은은은은 타타타타< >< >< >< >부처 지역재생 사업추진체계로부처 지역재생 사업추진체계로부처 지역재생 사업추진체계로부처 지역재생 사업추진체계로 벤벤벤벤치치치치마킹마킹마킹마킹 됨됨됨됨....66)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이트(http://www.happy-school.or.kr/)67) 문전성시사업단 문전성시 컨설팅 보고서, 2008-12 ,『 』 pp.6~7.6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008 , 2008, p.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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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문화를 통해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조성하여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함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시장별 전통과 독특성을 활용한 문화기획 스토리텔링 시장 콘텐츠 개발 등· ( , )문화적 환경 조성· 문화공간조성 공공예술 커뮤니티디자인등( , , )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복지형 문화예술형, ,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생활권 인근 전통시장 점포수 개 내외( 50~200 )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시장 당 연간 억 시장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등지원1.5~3 ( ,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소 년 개소 년 개소 년 개소2008 : 2 2009 : 6 2010 : 16 2011 : 22년 개소2012 : 13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표표표표<<<< 4545454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개요>>>>

그림그림그림그림<<<< 10101010 문전성시 사업대상 시장의 유형별 특징문전성시 사업대상 시장의 유형별 특징문전성시 사업대상 시장의 유형별 특징문전성시 사업대상 시장의 유형별 특징>>>>

선정된 시장은 시장여건 지역조건 인력자원수준 상인 상인회의, , , ,◦ 결속력 및 기획력, 상상상상인들의 문화정체성 단체 의 전문성인들의 문화정체성 단체 의 전문성인들의 문화정체성 단체 의 전문성인들의 문화정체성 단체 의 전문성,,,, PMPMPMPM( )( )( )( ) 등 시장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을 설정함 그리고.정책 유형별로 지원전략을 달리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한 후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 정책모델을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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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맞선 맞선 맞선 맞춤춤춤춤형형형형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 후 사업추진 프로세스로후 사업추진 프로세스로후 사업추진 프로세스로후 사업추진 프로세스로( ) , ( )( ) , ( )( ) , ( )( ) , ( )「「「「 先先先先 後後後後 」」」」 시장별 특성과전통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을 각 대상지마다 추구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내용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일회적인 행사로 여기지 않는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으로서 시장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그림그림그림그림<<<< 11111111 문전성시 추진전략문전성시 추진전략문전성시 추진전략문전성시 추진전략>>>>

문전성시의 추진체계는 행정적 지원주체와 내용적 지원주체 사업실,◦ 행주체로 구성됨 행정적 지원주체는 계획수립 주체 간 협력체계. ,조정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적 지원주체는 시범시장 및 심, PM사 실행계획 컨설팅 모니터링평가를 지원함 마지막으로 사업실행, , .․주체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 협조 및 동참 직접 프로그램에 참, ,여함.69)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은 년부터 년까지 컨설턴트2008 2011“ ”로서 시범시장 및 선정 계획컨설팅 모니터링 평가의 전 과정PM , ,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69) 문전성시사업단 문전성시 컨설팅 보고서, 2008-12 , p.10.『 』



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 정책 분석....ⅢⅢⅢⅢ

87878787

그림그림그림그림<<<< 12121212 문전성시 추진체계문전성시 추진체계문전성시 추진체계문전성시 추진체계>>>>

◦ 문전성시 시문전성시 시문전성시 시문전성시 시범범범범사업 은 년 지원 도사업 은 년 지원 도사업 은 년 지원 도사업 은 년 지원 도입입입입 년 정년 정년 정년 정착착착착 년 확산 년 을년 확산 년 을년 확산 년 을년 확산 년 을< > 3< > 3< > 3< > 3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원원원원칙칙칙칙으로 년까지으로 년까지으로 년까지으로 년까지 총 억총 억총 억총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원의 사업비가 투자원의 사업비가 투자원의 사업비가 투자2011 982011 982011 982011 98 되었음.70) 년2011에는 경북 경주와 충북 옥천에서 문화를 통한 일장 활성화 시범사5업이 착수되며 문전성시의 사업범위가 기존 정기 상설시장을 중점으로 진행한 것에서 오일장 등으로 확장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음.또한◦ 문전성시 프로젝트로 인해 년 기문전성시 프로젝트로 인해 년 기문전성시 프로젝트로 인해 년 기문전성시 프로젝트로 인해 년 기준준준준 문전성시 추진 시장문전성시 추진 시장문전성시 추진 시장문전성시 추진 시장 총총총총2011201120112011매출매출매출매출액액액액이이이이 평균평균평균평균 증가증가증가증가12.812.812.812.8%%%%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문전성시 사업추진문전성시 사업추진문전성시 사업추진문전성시 사업추진이전에 비해 생산파급이전에 비해 생산파급이전에 비해 생산파급이전에 비해 생산파급효효효효과가 지원과가 지원과가 지원과가 지원액액액액 대비대비대비대비 약 배 취약 배 취약 배 취약 배 취업파급업파급업파급업파급효효효효과가과가과가과가3333....4444 ,,,,약약약약 명으로 사회경제적인 성과명으로 사회경제적인 성과명으로 사회경제적인 성과명으로 사회경제적인 성과346346346346 를 이루었음.71)70) 김수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지역과 발전 지역발전위원, , vol.7,「 」 『 』회, 2011, p.46.71) 이충기 문전성시 프로젝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희대 산학협력단, 2010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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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전성시의 가장문전성시의 가장문전성시의 가장문전성시의 가장 큰큰큰큰 특특특특징징징징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은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행행행과정으로과정으로과정으로과정으로하드웨어가하드웨어가하드웨어가하드웨어가 만만만만들어지는 구조들어지는 구조들어지는 구조들어지는 구조로서 사업초기에는 휴먼웨어를 강화하여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만든 후 핵심사업인 소프트웨어를 전개하고상인 및 주민들의 자생력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장기적 비전 수립을통해 하드웨어적 사업을 추진함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통해 지역의 상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지역민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문전성시의 정책모델에서 전문문전성시의 정책모델에서 전문문전성시의 정책모델에서 전문문전성시의 정책모델에서 전문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방식 문전성단 구성 및 운영방식 문전성단 구성 및 운영방식 문전성단 구성 및 운영방식 문전성,,,,시 사업운영에서 전문인시 사업운영에서 전문인시 사업운영에서 전문인시 사업운영에서 전문인력력력력 책임운영제로서 제도 차년도의 단계책임운영제로서 제도 차년도의 단계책임운영제로서 제도 차년도의 단계책임운영제로서 제도 차년도의 단계PMPMPMPM ,,,, 3333적 연속지원과 지속적인적 연속지원과 지속적인적 연속지원과 지속적인적 연속지원과 지속적인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과과과과 협협협협업구조의 구축 등이 성공의 주업구조의 구축 등이 성공의 주업구조의 구축 등이 성공의 주업구조의 구축 등이 성공의 주요한 요인으로요한 요인으로요한 요인으로요한 요인으로 평평평평가가가가 타타타타 부처 사업 중기부처 사업 중기부처 사업 중기부처 사업 중기청청청청 문화관문화관문화관문화관광광광광형 시장사업 지형 시장사업 지형 시장사업 지형 시장사업 지, ( ,, ( ,, ( ,, ( ,발위 창조지역발위 창조지역발위 창조지역발위 창조지역만만만만들기 사업 등 에 확산되기도 함들기 사업 등 에 확산되기도 함들기 사업 등 에 확산되기도 함들기 사업 등 에 확산되기도 함)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성시 사업은 사업문전성시 사업은 사업문전성시 사업은 사업문전성시 사업은 사업완료완료완료완료 이후이후이후이후 주민과 상인 주도적 추진구조의 전환과 안정적 정착에는 성과가 고르지 않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상상상인주체 및 지역주인주체 및 지역주인주체 및 지역주인주체 및 지역주민민민민의 자발성 및 자생의 자발성 및 자생의 자발성 및 자생의 자발성 및 자생력력력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정책 과제가정책 과제가정책 과제가정책 과제가 남겨져남겨져남겨져남겨져 있음있음있음있음....또한 문전성시 사업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타 부처의 유사사,◦ 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족문화과에서는사업이 년 종료될 예정이어서2013 정책의 연속성이정책의 연속성이정책의 연속성이정책의 연속성이 만만만만들어지고 있지들어지고 있지들어지고 있지들어지고 있지는 않음는 않음는 않음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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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3.6. (2008~)본 정책은 문화 가치적 인식부족과 현대화를 위한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멸실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지․역근대산업유산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문화역사자연적 정체성에 기․ ․반을 둔 문화적 도시재생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됨.72)년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시범사업 이 국정과제로 추진되2008 < >◦ 어 년, 2009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벨벨벨트 조성사업 으로트 조성사업 으로트 조성사업 으로트 조성사업 으로< >< >< >< >명명명명칭칭칭칭이 변경되어 추진이 변경되어 추진이 변경되어 추진이 변경되어 추진됨. 본 사업은 근대산업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본 사업은 근대산업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본 사업은 근대산업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본 사업은 근대산업유산을 최대한 보존하며며며며 리모델리모델리모델리모델링링링링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을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을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을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을 살살살살리리리리며며며며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콘텐츠 프로그콘텐츠 프로그콘텐츠 프로그콘텐츠 프로그램램램램을 제공함으로을 제공함으로을 제공함으로을 제공함으로써써써써 예술창작기반 및 문화향유예술창작기반 및 문화향유예술창작기반 및 문화향유예술창작기반 및 문화향유권권권권을 확을 확을 확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재생에 기여대하고 나아가 지역재생에 기여대하고 나아가 지역재생에 기여대하고 나아가 지역재생에 기여하고자 함.73)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산업시대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 보존·지역주민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 ․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리모델링 등 물리적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국정과제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시범사업 대상지 군산 신안 포천 대구 아산 근대유산( , , , , )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억원400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총 개 지역5군산 조선은행 나가사키 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 18 , ,신안 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전망대 소금창고 리모델링 소금공원: , , , ,염전경관 조성포천 교육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 관람편의시설 확충: , ,․ ․대구 리모델링 미디어테크 문화예술자료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KT&G , ( ),아산 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농협창고 동 리모델링: , , (2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46464646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

72) 강동진 외 지역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장벨트화 시범사업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조, , , 2011.『 』7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 2011, p.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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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범사업대상지 개소가 선정되고 년 지역주민과 전문2008 5 , 2009◦ 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마스터플랜이 수립됨 이후 년 리모델링. 2010공사를 추진하여 년에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2011영함 각 시범사업은 년 기간으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3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후 매년 개소를 추가 선1~2정하여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등록문화재와 함께 등록과는 상관없지만 지역성을 보유한 대상도 모두 포함하여 선정하였음.74)
지역지역지역지역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특화영역특화영역특화영역특화영역 주요 사업내용주요 사업내용주요 사업내용주요 사업내용 추진추진추진추진실실실실적적적적전북군산 일제강점기근대유산 근대사,공연 일제강점기 건물을 활용한 문화공간화조선은행 나가사키 은행 미즈상· , 18 ,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진척률( 30%)리모델링 공사 추진 공- (정률 60%)전남신안 염전,소금창고 소금,체험 소금을 소재로 한 문화체험공간 조성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 , ,전망대소금창고 리모델링 소금공원 염전· , ,경관 조성 등 염전체험장 조성 완료-전통소금재현시설 공사-추진(60%)경기포천 폐채석장 돌 조각, 폐채석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교육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관람편의시설 확충· ․ 토목공사 완료 월- (12 )교육전시센터 공사 준-공 월(12 )대구 구KT&G연초장 예술창작복합문화공간 대구문화창작발전소 조성리모델링 미디어테크 문화· KT&G , (예술자료)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테크 구축완료(12월)리모델링 공사 추진 공- (정률 40%)실험적예술프로젝트 완-료 월(12 )충남아산 구장항선폐철도 공연,전시 폐철도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등· ,농협창고 동 리모델링· (2 ) 농협창고 설계 용역 완-료 폐역사 등 설계, 추진(10%)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 2011 , 2011, p.445.『 』

표표표표<<<< 47474747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시범사업 추진내용>>>>

74) 박신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예술공간 정책의 구도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 집 호, , 2012 26 1 ,「 」 『 』2012,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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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조성사업 은 지역의 근대산업유< >◦ 산에 대해 신규 개발이 아닌 보존적 수법으로서 공간계획을 통한 예술창작 기반 조성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경제적 낙후지역을 문화 인프라를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였음.사업대상 지역 및 특성을 살펴보면 전남 군산의 근대사 공연 전남, / ,◦ 신안의 소금 체험 경기 포천의 돌 조각 대구의 예술창작 충남 아/ , / , ,산의 공연 전시임 전반적으로 지역근대산업유산을 복합문화공간 또/ .는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문화예술창작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재생 거점을 삼고자하는 정책의도가 반영된 것임.
중앙정부사업추진단구성 → 사업화 가능성지자체 내부검토 → 지자체 사업추진자문위원회 구성 → 사업기본구상안작성→ 사업총괄책임자선정(MD) → 사업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계획종합평가 → 지방정부사업추진체구성→ 기본 사업환경구축업무 → 사업중심 컨셉및 콘텐츠심화계획 → 사업계획종합평가 → 지방정부사업추진체구성출처 강동진 외 지역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장벨트화 시범사업평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2011, pp.190~198.『 』재구성.

표표표표<<<< 48484848 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상세내용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상세내용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상세내용지역근대 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상세내용>>>>

그러나 이 사업은 대도시에 위치할 경우 충분한 인프라 활용을 통하◦ 여 지역재생 기능을 살릴 수 있지만, 지방소도시나지방소도시나지방소도시나지방소도시나 교교교교외지역의 경우외지역의 경우외지역의 경우외지역의 경우지역성을 제대로지역성을 제대로지역성을 제대로지역성을 제대로 살살살살리고 실질적인 주리고 실질적인 주리고 실질적인 주리고 실질적인 주민 참민 참민 참민 참여를 기대하기 어여를 기대하기 어여를 기대하기 어여를 기대하기 어렵렵렵렵게 됨게 됨게 됨게 됨....이에 지역과 연계된 안정된 인프라 구성과 프로그이에 지역과 연계된 안정된 인프라 구성과 프로그이에 지역과 연계된 안정된 인프라 구성과 프로그이에 지역과 연계된 안정된 인프라 구성과 프로그램램램램 도도도도입입입입이이이이 병행병행병행병행되되되되어어어어야야야야 한다고한다고한다고한다고 평평평평가가가가되고 있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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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3.7. 76)(2009~)문화체육관광부는 년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2008~2012 ,◦ ‘국이라는 중장기 문화비전에 근거하고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라,’ ‘ ’는 세부과제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을 추진하게 됨<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장하고 지역공동체를강화시키기 위함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대상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공동체예술형 공동체문화동아리형 생활문화네트워크형 문화예술교육형 기타, , ,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문화소외지역 주민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 )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백만원 복권기금2012: 1,200 (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지역 년 개 지역 년 개 지역2009 : 18 2010 : 19 2011 : 15년 개 지역2012 : 24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표표표표<<<< 49494949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 년 개 지역에서의 첫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개 지2009 18 15~24역에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본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개념을 상.대적으로 열어놓고 시작하였으며 시범사업 년 과정과 성과를 통해, 3실천적으로 정책개념을 정립하였음. 정책개념은정책개념은정책개념은정책개념은 마마마마을단위 생활을단위 생활을단위 생활을단위 생활권권권권 내내내내에서 주에서 주에서 주에서 주민민민민이 문화향유 대이 문화향유 대이 문화향유 대이 문화향유 대상상상상을을을을 넘넘넘넘어 문화생산자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어 문화생산자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어 문화생산자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어 문화생산자로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생활 속 문화를 조적으로 생활 속 문화를 조적으로 생활 속 문화를 조적으로 생활 속 문화를 조직직직직하고하고하고하고 만만만만들어가는 생활 속 문화공동체 활들어가는 생활 속 문화공동체 활들어가는 생활 속 문화공동체 활들어가는 생활 속 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성화 프로그성화 프로그성화 프로그램램램램임 정책개념에는 핵심적으로. 지역 생활문화 주지역 생활문화 주지역 생활문화 주지역 생활문화 주민민민민주주주주, ,, ,, ,, ,도적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주안에 중점도적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주안에 중점도적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주안에 중점도적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주안에 중점을 둠.75) 황소영 이정형 근대산업유산 활용수법으로서 연계 벨트화에 관한 연구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 , ;「예술창장벨트 조성사업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1 , 2011,」 『 』p.295.76) 추미경 외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2011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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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1313131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정책 개념도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정책 개념도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정책 개념도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정책 개념도>>>>

지원방식은◦ 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 취취취취지에 맞는 프로그지에 맞는 프로그지에 맞는 프로그지에 맞는 프로그램램램램을 기을 기을 기을 기획획획획한 실한 실한 실한 실행행행행주주주주관단체관단체관단체관단체 사업대상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 기관 를/ ) 공모로 선정공모로 선정공모로 선정공모로 선정하여 사업비를지원하되, 성과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심사를성과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심사를성과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심사를성과의 연속성을 위해 매년 심사를 거쳐거쳐거쳐거쳐 최대 년 연속지최대 년 연속지최대 년 연속지최대 년 연속지3333원체계로 운영원체계로 운영원체계로 운영원체계로 운영함 또한 우리동네 예술동네 수기공모를 통해. ‘ ’ 자발적자발적자발적자발적인 사인 사인 사인 사례례례례를 발를 발를 발를 발굴굴굴굴하고 우수 수기를 대외적으로 알려 생활문화공동체의대외적 인지도를 확산함.77)사업 추진구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소관으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함 년 년. 2009~2010 , 2012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 2011원사업을 주관하였으며 년은 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2사업지원을 주관하고 있음.
7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009 , 2009, p.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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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연도연도연도 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유형유형유형유형 내용내용내용내용
2009200920092009 지역의 인문 지,리 사회 경제, ,적 특성에 기반하여 주민들이생활문화 및 생활예술의 생산자가 되어 지역의갈등을 스스로해결하고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공동체공동체공동체공동체예술형예술형예술형예술형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예술가와 결합하여 지역주민이만들어가는 공동체적 예술작품 유형예술예술예술예술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 지역적 특성관련 예술활동을 매개로 지역주민을 지속적인 공동체 동아리활동으로 묶어내는 유형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 지역밀착형 생활문화활동을 매개로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 조직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 예술 문화적 방법으로 지역의 자원을 지역문화공동,체적 활동과 연계하는 유형
2010201020102010

지역 생활권의인문 사회적 특,성에 기초해 주민이 공동체 내주체적 문화생산자로 성장하게함으로써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고지역의 변화를유도하는 생활속 문화프로그램지원정책
공동체공동체공동체공동체예술형예술형예술형예술형 지역의 인문사회적 상황과 공동체 내의 갈등을 지역주민이 해소해가는 공동예술작업으로 예술가와 결합하는 공동체적 예술작품 유형공동체공동체공동체공동체문화 예술문화 예술문화 예술문화 예술////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 지역생활권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결속 및 공동체성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 자발적 문화생산조직으로서의 동아리 유형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 예술 생활문화 등을 활용해서 지역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끌어내는 여러가지 활동과 연계하는 유형

2011201120112011 지역공동체 속에서 지역주민이문화생산자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주체적으로구축해가는 생“활 속 문화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체공동체공동체공동체예술형예술형예술형예술형 예술가와 주민이 결합해서 지역공동체와 연관된 공동예술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창작 역량을 고양하는 공동체 예술작업 추진 유형공동체공동체공동체공동체문화문화문화문화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동아리형 예술활동이나 생활문화 등을 매개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및 주민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형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생활문화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네트워크형 지역문화 자원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연계하여지역주민의 공동체성을 이끌어내고 동네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유형문화예술문화예술문화예술문화예술교육형교육형교육형교육형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성 및 지역적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형기기기기타타타타 기존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새로운 사업모델로 시도되고 있는 유형 형 또는(+ )정확한 사업유형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모호한 유형형(- )

표표표표<<<< 5050505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연도별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연도별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연도별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연도별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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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비교적 중기적 전략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아래의 로드,◦ 맵78)에서와 같이 개년 연속지원을 통해 성과의 연속성을개년 연속지원을 통해 성과의 연속성을개년 연속지원을 통해 성과의 연속성을개년 연속지원을 통해 성과의 연속성을 만만만만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3333는 기조 하에서 추진방향이는 기조 하에서 추진방향이는 기조 하에서 추진방향이는 기조 하에서 추진방향이 준준준준비기 기반조성기 안정기 확대기의비기 기반조성기 안정기 확대기의비기 기반조성기 안정기 확대기의비기 기반조성기 안정기 확대기의, , ,, , ,, , ,, , ,진화과정을 지향진화과정을 지향진화과정을 지향진화과정을 지향하고 있음.그림그림그림그림<<<< 141414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 형성 로드맵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 형성 로드맵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 형성 로드맵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 형성 로드맵>>>>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은< >◦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민민민민이이이이 객객객객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체로 대상상상상화되기화되기화되기화되기쉬웠쉬웠쉬웠쉬웠던 기존의 지원방식과던 기존의 지원방식과던 기존의 지원방식과던 기존의 지원방식과 달달달달리 주리 주리 주리 주민민민민 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스스로 문화의 생산자가 되고주체화되도주체화되도주체화되도주체화되도록 독록 독록 독록 독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공감감감감 지역문화 프로그지역문화 프로그지역문화 프로그지역문화 프로그램램램램사업으로 추진되었음사업으로 추진되었음사업으로 추진되었음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공동체 관련 문화프로그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공동체 관련 문화프로그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공동체 관련 문화프로그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공동체 관련 문화프로그램램램램을 일관된을 일관된을 일관된을 일관된‘‘‘‘ ’’’’정책개념에 기초해 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축정책개념에 기초해 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축정책개념에 기초해 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축정책개념에 기초해 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축3333 ,,,,하였고, 주주주주민민민민들의 주체적들의 주체적들의 주체적들의 주체적 참참참참여가 두드러여가 두드러여가 두드러여가 두드러져져져져 문화자치 역량이 강화문화자치 역량이 강화문화자치 역량이 강화문화자치 역량이 강화됨.안정기에는 주민들의 공동체 결속력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수행단체간 상호신뢰도 또한 높아져 공동체 네트워크가 매우 활성화됨.생활문화공동체◦ 년차 연속 사업지역에서는 주년차 연속 사업지역에서는 주년차 연속 사업지역에서는 주년차 연속 사업지역에서는 주민민민민들과 사업실들과 사업실들과 사업실들과 사업실행행행행 주관주관주관주관3333단체 매개조단체 매개조단체 매개조단체 매개조직직직직 가가가가 협력협력협력협력에서에서에서에서 타타타타 부처의 지역관련 지원사업을 주체적부처의 지역관련 지원사업을 주체적부처의 지역관련 지원사업을 주체적부처의 지역관련 지원사업을 주체적( )( )( )( )78) 추미경 외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 , 2009.『 』발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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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으로 지원으로 지원으로 지원신청신청신청신청 또는 연계하여또는 연계하여또는 연계하여또는 연계하여 마마마마을을을을만만만만들기 사업으로 이어가는 성과들들기 사업으로 이어가는 성과들들기 사업으로 이어가는 성과들들기 사업으로 이어가는 성과들이 자연스럽게이 자연스럽게이 자연스럽게이 자연스럽게 만만만만들어들어들어들어짐짐짐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을 통해. < >주체적으로 성장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사업을 지원하고참여함으로써 기존 지역사업에서 자주 드러났던 형식적 주민참여의한계를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마을미술 프로젝트3.8. (2009~)◦ 마마마마을미술 프로젝트 는 지역을미술 프로젝트 는 지역을미술 프로젝트 는 지역을미술 프로젝트 는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와문화과와문화과와문화과와 디디디디자인공간문화가 아자인공간문화가 아자인공간문화가 아자인공간문화가 아닌닌닌닌 예예예예< >< >< >< >술정책과에 추진되었지술정책과에 추진되었지술정책과에 추진되었지술정책과에 추진되었지만만만만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과 연관된 정책개념예술을 통한 지역재생과 연관된 정책개념예술을 통한 지역재생과 연관된 정책개념예술을 통한 지역재생과 연관된 정책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이 프로젝트는 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주요 시책 중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 뉴딜 프로젝트 추‘ ’진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통해 마련되었음.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향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으로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 , , ,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지리 역사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 , ,어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행복프로젝트 기쁨두배 프로젝트 예술의 정원/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연차별 약 억 원 지원20~23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2009 : 21 2010 : 15 2011 : 10 2012 : 11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예술정책과예술정책과예술정책과예술정책과

표표표표<<<< 51515151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마을미술 프로젝트 는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과 일상공간의 예술적< >◦ 재구성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 및 문화예술 공간을 창출하고자 추진되었음 또한 주민의 생활 속 문화 예술 향유기회와 자긍심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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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시켜주고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공공미술 작가를 육성하,고 미술을 통한 마을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공공미술의 새로운 모공공미술의 새로운 모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델델델 창창창창출출출출 주민참여형 공공미술 추진-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미술 모델 개발- 사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공공미술의 제도 보완-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생활 속 미술문화 향유여건 개선 공공 공간을 문화친화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 문화 소외지역에서의 문화 나눔의 실현-예술가의 창예술가의 창예술가의 창예술가의 창작작작작활동 활성화활동 활성화활동 활성화활동 활성화 수용자와의 소통에 기반한 공동체 미술 활성화- 창작활동 기회 및 작은 일자리 창출-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마을미술 프로젝트 평가보고서: , 2009 , 2009, p.30.『 』

표표표표<<<< 52525252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방향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방향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방향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방향>>>>
년에는 가지 주제 우리동네 미술공간 만들기 길섶미술로 꾸2009 3 ,◦ ‘ ’ ‘미기 공공미술의 꽃피우기로 공모가 진행됨 총 사업장소 개소, . 21’ ‘ ’에서 공공미술이 구현되며 생활미술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확대및 미술문화 향유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가와 주민 여명의. 315공공미술 직접참여와 전국 개소 지역민의 문화적 수혜를 추구하고21자 하였음.년에는 소액다건 중심의 년 사업에 비해 대규모 미술마을2010 2009◦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사례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 공모.‘ ’사업 주제는 우리동네 문화소동 테마이야기 두 가지로 진행되었,‘ ’ ‘ ’으며 공공미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예산 매칭을 추진하여,사업규모를 확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사업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년부터 년까지는 가지 주제로 사업이 구분됨 년에는2011 2012 3 .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중 우수한 곳을 연계하여 예술지도2009~2011화 하고 지역의 타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하여 예술여행(Art map)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의(Art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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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공공미술 명소로 부각되도록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하였음.79)
사업 구분사업 구분사업 구분사업 구분 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 사업사업사업사업대상지대상지대상지대상지 지원 예산지원 예산지원 예산지원 예산공모공모공모공모1111 행복행복행복행복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대규모 미술마을 조성 전국 곳1 억원10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5 + 5억원 곳=10 x1 )지방비 지원 국비 대비:※ 이상100%공모공모공모공모2222 기기기기쁨두쁨두쁨두쁨두배배배배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년 년 사업지 중‘09 ~’11추가지원의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전국 곳4 억원4국비 천만원 지방비 천만원( 5 + 5억원 곳=1 x4 )지방비 지원 국비 대비:※ 이상100%공모공모공모공모3333 예술의예술의예술의예술의정원정원정원정원 주제1 마을 이야기 프로젝트 전국 곳2내외 억원6국비 천만원 지방비 천만원( 5 + 5억원 곳=1 x6 )지방비 지원 국비 대비:※ 이상100%주제2 예술적 외관 조성 프로젝트 (Art-Exterior) 전국 곳2내외주제3 생태미술 프로젝트 전국 곳2내외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공모 계획서: , 2012 , 2012.「 」

표표표표<<<< 53535353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 2012> 2012> 2012> 2012

마을미술 프로젝트 는 자유로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을 주관< >◦ 하고 있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는 개 분야임 전반적인2 .사업 진행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학제간 분야간 협력 팀으로( )구분하여 분야 간 협업체계가 필요한 공공미술의 특징을 고려하여응모 팀은 다양한 장르의 학제 간 구성을 장려하도록 하였음.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증< >◦ 진을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문화소외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생활 반경 내 일상에서의 예술향유가 가,능해지도록 하였음.79) 마을미술 프로젝트 홈페이지2012 (http://maeulmis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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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세스 아트 를 통해(Process art)◦ 주민간의 유대 및 귀속감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치된 마을미술 작품,을 통해 생활환경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지역장소를 예술의 눈으로 다각적으로 성.찰 재창출하는 공공미술의 장을 마련하고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의,모델을 전국에 창출 확산하고자 했음,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마을미술 프로젝트 평가보고서: , 2009 , 2009, p.35『 』

그림그림그림그림<<<< 15151515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절차와 조직구성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절차와 조직구성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절차와 조직구성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절차와 조직구성>>>>

이 사업은◦ 예술가에게는 일자리 창출예술가에게는 일자리 창출예술가에게는 일자리 창출예술가에게는 일자리 창출로서 실질적인 작업 기회 제공,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창작활동의 장이 제한된 지역작가들에게도지역작가들에게도지역작가들에게도지역작가들에게도기회가기회가기회가기회가 마마마마련되련되련되련되며며며며 공공미술의 스공공미술의 스공공미술의 스공공미술의 스펙펙펙펙트트트트럼럼럼럼 확장을 하게 되는확장을 하게 되는확장을 하게 되는확장을 하게 되는 효효효효과과과과를 가져 옴.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스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스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스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스토토토토리리리리텔링텔링텔링텔링 작작작작품품품품과 생활공간과 생활공간과 생활공간과 생활공간 친친친친화적화적화적화적작작작작품품품품으로 생활 동선과 연계된 장소 특으로 생활 동선과 연계된 장소 특으로 생활 동선과 연계된 장소 특으로 생활 동선과 연계된 장소 특징징징징적 작적 작적 작적 작품품품품이이이이 만만만만---- ((((SSSSiteiteiteite-s-s-s-specific)pecific)pecific)pecific)들어들어들어들어졌졌졌졌으으으으며며며며 단단단단순순순순히 시각으로히 시각으로히 시각으로히 시각으로만 감상만 감상만 감상만 감상하는 작하는 작하는 작하는 작품품품품이 아이 아이 아이 아닌닌닌닌 방문과 체방문과 체방문과 체방문과 체험험험험,,,, ‘‘‘‘ ’’’’이 결합된 작이 결합된 작이 결합된 작이 결합된 작품품품품으로 만들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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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모작 사업3.9. (2010~)최근 농촌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나◦ 도시지역과의 원활한 관계 도모 활성화 전략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 이에 대해 농촌지역의 문화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도농간 상생이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변화가 필요함에․따라 농촌농촌농촌농촌과 문화의 새로운과 문화의 새로운과 문화의 새로운과 문화의 새로운 협협협협업방식을 통한 문화이모작 사업이 추업방식을 통한 문화이모작 사업이 추업방식을 통한 문화이모작 사업이 추업방식을 통한 문화이모작 사업이 추진진진진됨.80)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지역 내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문화인력 양성과 자발적인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문화심기 모델 실현 및 전문 문화인력 활용성 제고농산어촌 마을 문화심기 정책에 따른 현장 기반의 사업추진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입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정책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기초와 심화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 선정하여 사업이 교,․ 육의 실습이 될 수 있게 함사업선정 마을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마을자․ 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둠농어촌마을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되는 문화사업이어야 함․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지역 컨설팅 교육 실습형 사업,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농산어촌 체험마을 리더 마을대표 추진위원장 부녀회장 등: , ,․ 농산어촌 마을 관련 기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의 기: , ,․ 관근무자 문화재단 근무자 등,농산어촌에 거주 또는 귀촌 귀농 희망자 문화예술인 개인사업자 등· : ,․ 농산어촌 지역 문화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 및 개인․ 기타 농산어촌 지역 외 문화이모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년 억 년 억 년 억2010 : 14 2011 : 4 2012 : 2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영덕군 강진군2010 : 2 ( , )년 교육 사업 총 명2011 : ( 200 )년 개 평창군 춘천시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익산시 완주군2012 : 13 ( , (3), , , , (2), ,칠곡군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표표표표<<<< 54545454 문화이모작 사업 개요문화이모작 사업 개요문화이모작 사업 개요문화이모작 사업 개요>>>>

80) 류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2010,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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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되었던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은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조성에 집중되어왔음 때문에 농어촌 지역주민의 문화적.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권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문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편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별적인 농촌지역 관련 사업들이 한계점을 도달하게 됨.이에 부처를부처를부처를부처를 떠떠떠떠나나나나 농농농농어어어어촌촌촌촌에 실제 필요한에 실제 필요한에 실제 필요한에 실제 필요한 농촌농촌농촌농촌문화사업에 대한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지역주주주주민민민민들의 정책체들의 정책체들의 정책체들의 정책체감감감감을 이을 이을 이을 이끌끌끌끌어어어어낼낼낼낼 수 있는 방안을 모수 있는 방안을 모수 있는 방안을 모수 있는 방안을 모색색색색 년년년년 농림농림농림농림수수수수, 2010, 2010, 2010, 2010산식산식산식산식품품품품부와 문화체부와 문화체부와 문화체부와 문화체육육육육관관관관광광광광부가 를부가 를부가 를부가 를 맺맺맺맺으으으으며며며며 문화이모작 관련 시문화이모작 관련 시문화이모작 관련 시문화이모작 관련 시MOU < >MOU < >MOU < >MOU < >범범범범사업을 추진사업을 추진사업을 추진사업을 추진하게 됨.년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에서는 문화리더 과정 마을2010 ,◦ ‘ ’에 문화심기 사업 전국적인 대학생 농촌 문화활동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의 문화성 회복이.라는 내재적 활성화를 우선으로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함.81)년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시범사업에서 년 문화이모작 농2010 2011 _◦ ‘ ’ ‘어촌 마을문화심기로 사업명이 변경됨 기초교육 심화교육 실습.’ → →사업으로 이뤄지는 단기간 고효율의 교육성과를 추구하도록 프로그램이 변화되었음.기초 심화과정 교육이수자들에게 이모작사업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 고 실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실무능력 향상 작성된 기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행해보도록 지원금이 지원되는 단계 교육사업으로 변3화되었고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사업의 우수성,및 사업 운영 소요비용 범위에 따라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되었음.수행 단체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계 및 제안을 하고 컨◦ 설팅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재설계 후 사업을,운영하며 선정된 사업과 마을에 지역문화컨설턴트와 한국문화관광연81) 류정아 같은책, ,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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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담 컨설턴트는 사업종료 시점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도록 되어 있음.영영영영덕덕덕덕군 창수면 인군 창수면 인군 창수면 인군 창수면 인량량량량리리리리꿈꿈꿈꿈의 농촌 한의 농촌 한의 농촌 한의 농촌 한옥옥옥옥마을마을마을마을““““ ”””” 전전전전남남남남 강진군강진군강진군강진군 병병병병영면 도영면 도영면 도영면 도룡룡룡룡리리리리이야기가 자이야기가 자이야기가 자이야기가 자라라라라는 마을는 마을는 마을는 마을““““ ””””분분분분류류류류 내용내용내용내용 분분분분류류류류 내용내용내용내용주민교육주민교육주민교육주민교육자원 활용자원 활용자원 활용자원 활용․․․․ 마을자원 및 주민의 예술적․ 재능조사 교육․한옥 문화지도 제작․ 주민주민주민주민교육교육교육교육자원자원자원자원․․․․활용활용활용활용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및 문화교류 역량 강화함주민교육 전문 특화반 운영 특,․ 화상품 개발 및 수익창출․ 사업구상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문화기획단문화기획단문화기획단문화기획단운영운영운영운영 대학생들을 통한 도농간 문화․ 교류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지역문․ 화 이해 기회 제공 마을의마을의마을의마을의문화자원문화자원문화자원문화자원활용활용활용활용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시민들과,․ 소통 계기 마련지역의 무형적 인문자원을 유형․ 의 문화자원으로 발전하멜 스토리텔링 활용 돌담길,․ 개보수 돌담길을 모티브로 경관,개선 관광자원화,문화공간 조성 도농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한한한한옥콘텐옥콘텐옥콘텐옥콘텐츠츠츠츠의의의의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부가가치창창창창출출출출 한옥에서 콘서트 영화제 사, ,․ 진전 축제 등을 개최해 영,덕 한옥에 대한 전국적 재조명 계기 마련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시범고․ 택 선정 및 리모델링종택 전통 문화와 생활 방12․ 식 조사 및 연구 유휴유휴유휴유휴자원의자원의자원의자원의콘텐콘텐콘텐콘텐츠화츠화츠화츠화 마을 내 유휴공간 돌담 마을회( ,․ 관 빈집 등 의 활용, )지역주민의 수요에 바탕을 둔 레․ 스토랑 전시관 운영․박물관 등 기존 공간 콘텐츠를․ 개선하여 체험 및 관광자원화작가 레시던스 프로그램 운영․농촌적농촌적농촌적농촌적삶의삶의삶의삶의자원화자원화자원화자원화 마을의 계절특성을 활용한 세․ 대교류 프로그램 개발체험프로그램인 농촌사랑‘ ’․ 캠페인의 전국적 이슈화 문화상문화상문화상문화상품품품품개발개발개발개발판매판매판매판매․․․․ 마을음식 매실과 장류 등 및 문( )․ 화상품 개발유통방식의 개선 등으로 수익상․ 승 유도마을개발상품 판매를 위한 공간․ 조성다다다다큐멘터큐멘터큐멘터큐멘터리리리리작작작작업업업업 에세이 히스토리북 등 사업과․ 정의 다큐멘터리화 작업인량리의 사계절과 주민 기,․ 획단 활동 사진첩 출판농촌문화기획단의 활동을 기․ 록하고 인량리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프로젝트 참여 모습을 기록한 다큐 제작출처 류정아 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2010, pp.50~54.『 』

표표표표<<<< 55555555 문화이모작 시범사업 내용문화이모작 시범사업 내용문화이모작 시범사업 내용문화이모작 시범사업 내용>>>>

문화 이모작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진행을 하며 년에3◦ 걸쳐 농어촌 마을 문화심기 사업에서 인력양성교육 커뮤니티 아트,사업이 결합된 형태로 다듬어졌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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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수진 진화하는 문화이모작으로 가까이 번지고 멀리 퍼지는 마을문화 향기 웹진 문화관광: , ,「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9&menu_seq=7&board_seq=1),2012.

그림그림그림그림<<<< 16161616 문화이모작 사업구조문화이모작 사업구조문화이모작 사업구조문화이모작 사업구조> 2012> 2012> 2012> 2012

◦ 년부년부년부년부터터터터는 지역문화재단과는 지역문화재단과는 지역문화재단과는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협력협력협력2012201220122012 하여 매칭 펀드로 예산을 확보,교육과 사업실행도 지역단위로 효율 높이도록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원강원강원강원 충청충청충청충청 전라 경전라 경전라 경전라 경상상상상 개개개개 권권권권역으로 나역으로 나역으로 나역으로 나누누누누어 지역의 문어 지역의 문어 지역의 문어 지역의 문, , ,, , ,, , ,, , , 4444화재단과 함화재단과 함화재단과 함화재단과 함께께께께 지역 문화콘텐츠 발지역 문화콘텐츠 발지역 문화콘텐츠 발지역 문화콘텐츠 발굴굴굴굴 문화문화문화문화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도활성화 방안 도활성화 방안 도활성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출을 주제로출을 주제로출을 주제로 교육교육교육교육과정을 운영과정을 운영과정을 운영과정을 운영’’’’ 하고 있음.문화이모작사업은◦ 지역 내 문화와 인적자원 기반을 가지고 지속가지역 내 문화와 인적자원 기반을 가지고 지속가지역 내 문화와 인적자원 기반을 가지고 지속가지역 내 문화와 인적자원 기반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을능한 문화 활동을능한 문화 활동을능한 문화 활동을 만만만만든든든든 효효효효과적인 사업으로과적인 사업으로과적인 사업으로과적인 사업으로 평평평평가가가가됨 향후 지역 인력.간의 네트워크 조성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행 구조 형성 창의, ,적이고 다양한 아이템 발굴과 확산 등의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되고있음.82) 노수진 진화하는 문화이모작으로 가까이 번지고 멀리 퍼지는 마을문화 향기 웹진 문화관광, ,「 」(http://www.kcti.re.kr/webzine2/webzineView.action?issue_count=9&menu_seq=7&board_seq=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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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사점4.

전반적 시사점 관련 정책의 선도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과 분산4.1. ;년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2000◦ 중앙중앙중앙중앙부처 중 문화관부처 중 문화관부처 중 문화관부처 중 문화관광광광광부 지역부 지역부 지역부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에서 가장 먼문화과에서 가장 먼문화과에서 가장 먼문화과에서 가장 먼저저저저 문화를 통한 지문화를 통한 지문화를 통한 지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해역재생에 해역재생에 해역재생에 해당당당당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이후에도. 디디디디자인자인자인자인공간문화과와 일정한 역공간문화과와 일정한 역공간문화과와 일정한 역공간문화과와 일정한 역할할할할분담 속에서분담 속에서분담 속에서분담 속에서 현재까지 생활문화공간 역사,문화마을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프로젝트 전통시장의 문화적 재생, ,등 새로운 관점의 정책대새로운 관점의 정책대새로운 관점의 정책대새로운 관점의 정책대상상상상 접근방법 정책추진 프로세스 등을 개접근방법 정책추진 프로세스 등을 개접근방법 정책추진 프로세스 등을 개접근방법 정책추진 프로세스 등을 개, ,, ,, ,, ,발하여 문화를 통해 지역을 재생하는 선도적 정책추진을 지속발하여 문화를 통해 지역을 재생하는 선도적 정책추진을 지속발하여 문화를 통해 지역을 재생하는 선도적 정책추진을 지속발하여 문화를 통해 지역을 재생하는 선도적 정책추진을 지속하고있음.그러나 이러한◦ 선도적선도적선도적선도적 정책추진과정 및 결과가 문화관정책추진과정 및 결과가 문화관정책추진과정 및 결과가 문화관정책추진과정 및 결과가 문화관광광광광부의 문화부의 문화부의 문화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으로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으로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으로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으로 브랜브랜브랜브랜드화 되드화 되드화 되드화 되거거거거나 체계적 정책성과로 축나 체계적 정책성과로 축나 체계적 정책성과로 축나 체계적 정책성과로 축””””적되고 있지는 않은 편적되고 있지는 않은 편적되고 있지는 않은 편적되고 있지는 않은 편임. 문화관문화관문화관문화관광광광광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여러 부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여러 부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여러 부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여러 부처로 확산처로 확산처로 확산처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경쟁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해 문화부 정책의 순기능적 확산에 대한 시각이 부처 간에 확보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정책 틀로.서 문화부만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개별 단위 정책사업으로만 존재해 왔음.이는◦ 관련 정책이 문화관관련 정책이 문화관관련 정책이 문화관관련 정책이 문화관광광광광부 내부 내부 내부 내 큰큰큰큰 정책의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정책의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정책의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정책의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은 가운은 가운은 가운데데데데 개별 단위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개별 단위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개별 단위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개별 단위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 상호상호상호상호연계와연계와연계와연계와 협력협력협력협력이 이이 이이 이이 이루루루루어지지 않기어지지 않기어지지 않기어지지 않기 때때때때문임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문임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문임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문임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성과가 단위 사업 차원에서 수책의 성과가 단위 사업 차원에서 수책의 성과가 단위 사업 차원에서 수책의 성과가 단위 사업 차원에서 수렴렴렴렴되는 것으로 그침으로써 지역문화정책 전반의 성과로 자리매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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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 초반기 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4.2. (2004~2008);서구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국내에서 한국적 토양과는 무관하게 해외 사례를적용한 문제점이 노출됨 즉.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지역재생 정책은 해외의 지역재생 사지역재생 정책은 해외의 지역재생 사지역재생 정책은 해외의 지역재생 사지역재생 정책은 해외의 지역재생 사례례례례를를를를 답습답습답습답습하는 경로의존성하는 경로의존성하는 경로의존성하는 경로의존성''''의 문제의 문제의 문제의 문제(pat(pat(pat(pathhhh dependency)dependency)dependency)dependency)'''' 가 나타나기 시작함.거대담론적인 지역재생 전략의 접근 한계거대담론적인 지역재생 전략의 접근 한계거대담론적인 지역재생 전략의 접근 한계거대담론적인 지역재생 전략의 접근 한계4.2.1.4.2.1.4.2.1.4.2.1. 년대에 들어 전국 수많은 도시가 문화도시전략으로서 문화도시2000◦ 조성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음 구체적으로 역사문화도시 교. ,통문화도시 과학문화도시 영화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 만화문화도, , , ,시 산업문화도시 음식문화도시 등의 명칭으로 각 도시의 문화 경, ,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문화관광부에서도 년. 2005시작된 문화도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등의 사업을 통해 이러한 흐,름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됨.이러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적 자산의 발굴과 문화적 역량 제◦ 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축제나 국. ‘제행사 등 문화 이벤트의 개최 문화예술지구 문화특구 문화거리, , ,’ ‘의 지정 및 조성 박물관 예술센터 공연장 등 문화시설물의 구, , ,’ ‘축 랜드마크형 건축물의 건립 문화산업의 육성과 집적 역사성, , ,’ ‘ ’ ‘ ’ ‘전통성 궁궐 성터 등 의 복원 거리와 장소의 풍물화 및 관광화( , ) , ,’ ‘ ’하천 등 환경복원 도시이미지 홍보 및 장소판촉 등이 활용되고,‘ ’ ‘ ’있음◦ 이들 사업들은 외연적 목이들 사업들은 외연적 목이들 사업들은 외연적 목이들 사업들은 외연적 목표표표표로는 물리적 시로는 물리적 시로는 물리적 시로는 물리적 시설설설설 확확확확충충충충 중심의 도시계중심의 도시계중심의 도시계중심의 도시계획획획획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니니니고 있음 하지고 있음 하지고 있음 하지고 있음 하지만만만만 실실실실행행행행과정에서 보다과정에서 보다과정에서 보다과정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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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큰 규큰 규큰 규모의모의모의모의 메메메메가 이가 이가 이가 이벤벤벤벤트적인 문화도시전략에 치중함으로서 지역주트적인 문화도시전략에 치중함으로서 지역주트적인 문화도시전략에 치중함으로서 지역주트적인 문화도시전략에 치중함으로서 지역주민민민민과 활동 중심의 내재적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도시 특성화를과 활동 중심의 내재적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도시 특성화를과 활동 중심의 내재적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도시 특성화를과 활동 중심의 내재적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도시 특성화를위한 외연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위한 외연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위한 외연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위한 외연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니니니니고 있음고 있음고 있음고 있음.결과적으로 도시발전전략으로서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쇠퇴한 개별도◦ 시의 특수성을 도시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지역에만독특한 장소자본을 만들고 이를 브랜드 이미지화하면서 재(unique)생을 도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충남발전연(구원, 2008).이에 따라◦ 메메메메가 이가 이가 이가 이벤벤벤벤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한계를 극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한계를 극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한계를 극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복복복하기 위하기 위하기 위하기 위해서 물리적 프로그해서 물리적 프로그해서 물리적 프로그해서 물리적 프로그램램램램과 비물리적 프로그과 비물리적 프로그과 비물리적 프로그과 비물리적 프로그램램램램을 연계하여 지역재생을 연계하여 지역재생을 연계하여 지역재생을 연계하여 지역재생,,,,경제재생 문화재생 환경재생경제재생 문화재생 환경재생경제재생 문화재생 환경재생경제재생 문화재생 환경재생 복복복복지재생 등으로 영역화 구체화 함지재생 등으로 영역화 구체화 함지재생 등으로 영역화 구체화 함지재생 등으로 영역화 구체화 함, , , /, , , /, , , /, , , /으로으로으로으로써써써써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참참참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생이 이생이 이생이 이생이 이루루루루어지도어지도어지도어지도록록록록 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4.2.2.4.2.2.4.2.2.4.2.2.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도한,년 이후 약 년간 정책추진 초반 기간의 정책은 여전히 하드웨2004 5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이 재현됨.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해왔던 지역재생사업은 대체적으로 경제 논리◦ 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기존의 도시정비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이순자 평가되기도 함( , 2008) .즉 한국에서의 지역재생은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정책보다는 도시개발 정비 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강조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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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현실의 영역에서 도시재생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 ’ ‘재정비촉진을위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정비법 지역균, ,’ ‘ ’ ‘형발전지원에관한 조례 서울 등 대도시 중심의 물리적 환경정비 촉( )’진을 위한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음 네모토 마사.(꾸즈 문수봉 이같은 도시정비 관리 사업들은 선진국처럼 도, 2010) /·시쇠퇴 문제에 부응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 패러다임이 개발주의에서 탈개발주의로 옮아가면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라고 지적되고 있음.이러한 현상은◦ 문화부의 지역재생 정책에서도 재문화부의 지역재생 정책에서도 재문화부의 지역재생 정책에서도 재문화부의 지역재생 정책에서도 재현현현현되는 양되는 양되는 양되는 양상상상상을 보이을 보이을 보이을 보이고 있음 대고 있음 대고 있음 대고 있음 대표표표표적으로 년 시작된 문화의적으로 년 시작된 문화의적으로 년 시작된 문화의적으로 년 시작된 문화의 거거거거리 조성 사업과리 조성 사업과리 조성 사업과리 조성 사업과. 1999. 1999. 1999. 1999 ‘‘‘‘ ’’’’년 시작된 문화역사년 시작된 문화역사년 시작된 문화역사년 시작된 문화역사마마마마을 가을 가을 가을 가꾸꾸꾸꾸기 사업 년 시작된 생활기 사업 년 시작된 생활기 사업 년 시작된 생활기 사업 년 시작된 생활2002 , 2002002 , 2002002 , 2002002 , 2004444‘‘‘‘ ’’’’ ‘‘‘‘친친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등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화적 문화공간 조성 등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화적 문화공간 조성 등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화적 문화공간 조성 등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 되었음.◦ 각 사업들은 법적 지원방안 콘텐츠 지각 사업들은 법적 지원방안 콘텐츠 지각 사업들은 법적 지원방안 콘텐츠 지각 사업들은 법적 지원방안 콘텐츠 지표표표표구성 등에 있어 소프트 인구성 등에 있어 소프트 인구성 등에 있어 소프트 인구성 등에 있어 소프트 인,,,,프라 방면이 구체적으로프라 방면이 구체적으로프라 방면이 구체적으로프라 방면이 구체적으로 설설설설정되어있지 않고정되어있지 않고정되어있지 않고정되어있지 않고 오오오오히려 하드웨어 인프라히려 하드웨어 인프라히려 하드웨어 인프라히려 하드웨어 인프라조성에조성에조성에조성에 집집집집중되어 있어 정책추진중되어 있어 정책추진중되어 있어 정책추진중되어 있어 정책추진취취취취지와 다지와 다지와 다지와 다르르르르게 하드웨어 중심으로게 하드웨어 중심으로게 하드웨어 중심으로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귀귀귀귀결결결결되기도 함.
최근 년 현재 정책대상 접근방식 정책과정에서 새로운 시도4.3. (2009 ~ ); , ,년 현재까지 최근 년 사이 지역민족문화과 및 디자인공간문화2009 ~ 5◦ 과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기존의 시행착“ ”오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해왔음. 생활문화와 일생활문화와 일생활문화와 일생활문화와 일상상상상공간으로 정책대공간으로 정책대공간으로 정책대공간으로 정책대상상상상의 확장 소프트 휴먼 중심으로의 접근방식의 확장 소프트 휴먼 중심으로의 접근방식의 확장 소프트 휴먼 중심으로의 접근방식의 확장 소프트 휴먼 중심으로의 접근방식 혁신혁신혁신혁신, / ,, / ,, / ,, / ,정책과정에서 중간매개자 제도의 도정책과정에서 중간매개자 제도의 도정책과정에서 중간매개자 제도의 도정책과정에서 중간매개자 제도의 도입입입입 등 기존의 시등 기존의 시등 기존의 시등 기존의 시행착오행착오행착오행착오를 개선하를 개선하를 개선하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행행행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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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간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정책대상 확대 내재적 접근으로 변화생활문화공간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정책대상 확대 내재적 접근으로 변화생활문화공간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정책대상 확대 내재적 접근으로 변화생활문화공간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정책대상 확대 내재적 접근으로 변화4.3.1. , -4.3.1. , -4.3.1. , -4.3.1. , -지역문화정책 특히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최,◦ 근 문화관광부의 정책경향은 전통시장전통시장전통시장전통시장 폐폐폐폐교 학교 마교 학교 마교 학교 마교 학교 마을과을과을과을과 같같같같은 생은 생은 생은 생, , ,, , ,, , ,, , ,활문화공간으로 정책대활문화공간으로 정책대활문화공간으로 정책대활문화공간으로 정책대상상상상을 확장을 확장을 확장을 확장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메가 이.벤트 중심의 문화도시 전략의 외재적 접근방식을외재적 접근방식을외재적 접근방식을외재적 접근방식을 넘넘넘넘어서 지역 내 문어서 지역 내 문어서 지역 내 문어서 지역 내 문화자원 특히 일화자원 특히 일화자원 특히 일화자원 특히 일상상상상 속에서 생활문화 자원 및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속에서 생활문화 자원 및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속에서 생활문화 자원 및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속에서 생활문화 자원 및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재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재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재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재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 바람직바람직바람직바람직한 경향한 경향한 경향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같은 맥락 속에서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지역지역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의 문화문화과의 문화문화과의 문화문화과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범범범사업사업사업사업 디디디디자인공간문화과의 생활공간자인공간문화과의 생활공간자인공간문화과의 생활공간자인공간문화과의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문화적 개선사업문화적 개선사업문화적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이 정책의 성과는 다른 부처에도 확,산되고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대상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도 확장되고 있음 과거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에 집중하던 차원을 넘어 근대근대근대근대 현현현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적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적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적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적////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속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속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속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방향의 정책대.상 확장은 매우 긍정적인데 지역 내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역사와문화의 공간을 현재적으로 재생함으로써 현재의 시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찾아 새로운 지역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됨. 디디디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벨벨벨트 조성사업 문트 조성사업 문트 조성사업 문트 조성사업 문< >< >< >< >,,,, <<<<화화화화디디디디자인 간이역 프로젝트 문화역 서자인 간이역 프로젝트 문화역 서자인 간이역 프로젝트 문화역 서자인 간이역 프로젝트 문화역 서울울울울 의 조성 및 운영 사의 조성 및 운영 사의 조성 및 운영 사의 조성 및 운영 사>>>>,,,, <<<< 282828284 >4 >4 >4 >업 등이 그러한 정책사업 등이 그러한 정책사업 등이 그러한 정책사업 등이 그러한 정책사례례례례임.사람 자원 중심으로 공간을 연계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사람 자원 중심으로 공간을 연계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사람 자원 중심으로 공간을 연계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사람 자원 중심으로 공간을 연계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4.3.2. / -4.3.2. / -4.3.2. / -4.3.2. / -지역은 장소와 생활이 결합된 의미로서의 장소와 공동체가 결합된◦ 의미를 지니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내부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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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생활공간환경 단위로 자리매김하고있음 이영범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재생 전략( , 2009).은 그동안 문화 없는 지역 재생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주,체인 주민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고 공동성 또는 공공성에 기반을,둔 재생의 형태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이러한 한계를 극이러한 한계를 극이러한 한계를 극복복복복하기 위해 지역의 내부 주체 고유한 자원이 결하기 위해 지역의 내부 주체 고유한 자원이 결하기 위해 지역의 내부 주체 고유한 자원이 결하기 위해 지역의 내부 주체 고유한 자원이 결,,,,합된 지역의 공간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시합된 지역의 공간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시합된 지역의 공간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시합된 지역의 공간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시설설설설, , ,, , ,, , ,, , ,프로그프로그프로그프로그램램램램 사회적 관계 제도의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 공간 내에 다사회적 관계 제도의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 공간 내에 다사회적 관계 제도의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 공간 내에 다사회적 관계 제도의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 공간 내에 다, ,, ,, ,, ,양한 자원을 구축하고 장소화된 문화 공동체를 생성시키기 위한양한 자원을 구축하고 장소화된 문화 공동체를 생성시키기 위한양한 자원을 구축하고 장소화된 문화 공동체를 생성시키기 위한양한 자원을 구축하고 장소화된 문화 공동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노노노노‘‘‘‘ ’’’’력력력력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즉. , 사사사사람람람람 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과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과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과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과////어어어어울울울울어 질 수 있도어 질 수 있도어 질 수 있도어 질 수 있도록록록록 하는 지역재생을 통해하는 지역재생을 통해하는 지역재생을 통해하는 지역재생을 통해 궁궁궁궁극적으로 사회 문화극적으로 사회 문화극적으로 사회 문화극적으로 사회 문화‘‘‘‘적 재생이 이적 재생이 이적 재생이 이적 재생이 이뤄뤄뤄뤄지고 창조적 사회 관계망의 재생까지 확장지고 창조적 사회 관계망의 재생까지 확장지고 창조적 사회 관계망의 재생까지 확장지고 창조적 사회 관계망의 재생까지 확장 할할할할 수 있수 있수 있수 있’’’’는 지역재생의는 지역재생의는 지역재생의는 지역재생의 토토토토대대대대 마마마마련에 주안점을련에 주안점을련에 주안점을련에 주안점을 둘둘둘둘 필요필요필요필요가 있음.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최근의 지역재생 정책은◦ 사람 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을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어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사람 자원 공간의 유기적 어우러짐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확인해가고 있는 단계임 지역민족문화의 문화. <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등에서 그>, < >러한 정책시도가 추진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조직 운영 정책과정의 체계화 시도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조직 운영 정책과정의 체계화 시도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조직 운영 정책과정의 체계화 시도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조직 운영 정책과정의 체계화 시도4.3.3. PM / -4.3.3. PM / -4.3.3. PM / -4.3.3. PM / -최근 년 사이 진행된 몇 가지 정책에서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5◦ 한 정책과정을 비정책과정을 비정책과정을 비정책과정을 비교교교교적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성과를적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성과를적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성과를적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성과를 만만만만들어내었다들어내었다들어내었다들어내었다고 볼 수 있음 기존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정책목표만 염. “ ”두에 둔 채 정책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의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책과정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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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 문전성시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 < >, <들기 시범사업 문화이모작 사업 등에서는>, < >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인인인인력력력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정립한 제도 정책과 실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정립한 제도 정책과 실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정립한 제도 정책과 실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정립한 제도 정책과 실행행행행을 매개을 매개을 매개을 매개PMPMPMPM ,,,,““““ ””””하는 전문매개조하는 전문매개조하는 전문매개조하는 전문매개조직직직직 또는 기관으로서또는 기관으로서또는 기관으로서또는 기관으로서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운영 등을 시단 운영 등을 시단 운영 등을 시단 운영 등을 시범범범범적으적으적으적으““““ ””””로 추진함으로로 추진함으로로 추진함으로로 추진함으로써써써써 구체적 정책성과구체적 정책성과구체적 정책성과구체적 정책성과를 거두게 됨.정책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제도적 성과는 다른 부처의 유◦ 사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확산되어 적용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나올 정도로 정책추진의 중요한 변화를 이루었음 그러나 아쉽게도.이러한 제도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이러한 제도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이러한 제도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이러한 제도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 ””””았았았았고 제도로서의 발전적 과정이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정책사고 제도로서의 발전적 과정이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정책사고 제도로서의 발전적 과정이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정책사고 제도로서의 발전적 과정이 수반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정책사,,,,업의 성과에서 그치고 있는업의 성과에서 그치고 있는업의 성과에서 그치고 있는업의 성과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상황상황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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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 ( )Ⅳ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정립1.

정책 추진방향1.1. 1)1)1)1) 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세기 사회발전의 핵심어인 문화 와21◦ “ ”지역 의 결합을 통한 지역재생 전략으로서 지역 에 대한 미래적 발“ ” “ ”전전략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정책임 때문에 본 정책은 미래.사회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방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함.◦ 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 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 (creative, (creative, (creative, (creative ssssociety)ociety)ociety)ociety)것이 필요것이 필요것이 필요것이 필요함 세기 후기산업사회는 문화의시대 지식기반사회에. 21 ,이어 창조사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창조사회로의 전환은.가속화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속에서 창조경제의 성장이라는 특성을수반하고 있는데 창조경제 영역에서 지역과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예술적 상상력과 문화적 창조력.은 창조경제의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 전반과도 다양한방식으로 결합되면서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때문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이러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지역◦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사회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력력력력을 구축하는을 구축하는을 구축하는을 구축하는, , ,, , ,, , ,, , ,사업이 지역사회와 동사업이 지역사회와 동사업이 지역사회와 동사업이 지역사회와 동떨떨떨떨어진 것이 아어진 것이 아어진 것이 아어진 것이 아니니니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정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정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정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정,,,,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스럽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스럽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스럽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스럽, ,, ,, ,, ,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 밀착밀착밀착밀착형이어형이어형이어형이어야야야야 함함함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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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번째번째번째번째 한국사회에서 진한국사회에서 진한국사회에서 진한국사회에서 진행행행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관점에서 지역을래의 관점에서 지역을래의 관점에서 지역을래의 관점에서 지역을 준준준준비하는 것이 필요비하는 것이 필요비하는 것이 필요비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사회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성장률로 인한 인구저성장과 고령화 인 가, 1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연령계층별 도시시설 수요와 활용도에 여러가지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경제성장경제성장경제성장율율율율둔둔둔둔화와 경제활동인구의화와 경제활동인구의화와 경제활동인구의화와 경제활동인구의 노령노령노령노령화 구도심의화 구도심의화 구도심의화 구도심의 쇠퇴쇠퇴쇠퇴쇠퇴 등등등등,,,, 은 다양하게 진행될 것임.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보다는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보다는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보다는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보다는 쇠퇴쇠퇴쇠퇴쇠퇴가 진가 진가 진가 진행행행행되는 구도심을 중심되는 구도심을 중심되는 구도심을 중심되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으로 전환으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으로 전환으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으로 전환으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으로 전환할할할할 필요성이 점점필요성이 점점필요성이 점점필요성이 점점 더더더더 높아지높아지높아지높아지고 있음고 있음고 있음고 있음.... 최근의 제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과 국4 (2011~2020)‘ ’ ‘토 대예측 연구 의 분석결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과 활( )Ⅱ ’성화가 강조되고 있음 즉. , 철철철철거거거거형 재생 방식보다는 기성 시가지의형 재생 방식보다는 기성 시가지의형 재생 방식보다는 기성 시가지의형 재생 방식보다는 기성 시가지의다양하고 고유한 지역 자산들 을 종합적으로 점다양하고 고유한 지역 자산들 을 종합적으로 점다양하고 고유한 지역 자산들 을 종합적으로 점다양하고 고유한 지역 자산들 을 종합적으로 점검검검검(regional a(regional a(regional a(regional assssssssetetetetssss))))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됨....83)83)83)83)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은 지역사회에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은 지역사회에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은 지역사회에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창조경제 구축과정과 결합되어 고유한 지역문화 가치를 발필요한 창조경제 구축과정과 결합되어 고유한 지역문화 가치를 발필요한 창조경제 구축과정과 결합되어 고유한 지역문화 가치를 발필요한 창조경제 구축과정과 결합되어 고유한 지역문화 가치를 발견견견견하고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전략하고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전략하고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전략하고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한 브랜드로서 정책가치와 프레임을 구축하는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지역 내 존재하는 사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지역 내 존재하는 사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지역 내 존재하는 사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지역 내 존재하는 사람람람람,,,,콘텐츠 공간의 가치를 예술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콘텐츠 공간의 가치를 예술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콘텐츠 공간의 가치를 예술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콘텐츠 공간의 가치를 예술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견견견하고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 /, /, /, /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83) 이왕건 외 지역자산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참조인용, , 2011, , pp.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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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2) ,2) ,2) ,2) ,미래사회의 근간으로 주목받는 창조산업 관점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와 예술의 연계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 ‘ ’아니라 지역민들의 유대감 형성 및 공동체 구축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확립해가는 전반적 과정과 결합되면서 지역의 창조적경제를 구축하는 특성을 가짐.84)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왔지왔지왔지왔지만만만만 지역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지역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지역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지역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관점이 미관점이 미관점이 미관점이 미약약약약했음했음했음했음....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역관광축제 활성화 관광산,업 관련 단위 정책사업 등으로 추진되거나 아예 도시 차원의 문화도시 전략으로 포괄적으로 접근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가치전환하지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가치전환하지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가치전환하지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가치전환하지 못못못못하는 경우가하는 경우가하는 경우가하는 경우가많많많많았았았았음음음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 넘넘넘넘어어어어““““ ”””” 지역지역지역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 무무무무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할할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수 있는 문화콘텐츠수 있는 문화콘텐츠수 있는 문화콘텐츠85)85)85)85)로 구축로 구축로 구축로 구축해가고, 지역사회의 일지역사회의 일지역사회의 일지역사회의 일상상상상적적적적 삶삶삶삶과과과과 직직직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구축해가는 것이 필요구축해가는 것이 필요구축해가는 것이 필요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즉 지금까지 지역문화는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지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과 문화를 종합적 관점에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과 문화를 종합적 관점에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과 문화를 종합적 관점에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지역과 문화를 종합적 관점에““““ ””””서 지속가능한 창조의 과정 과 활동서 지속가능한 창조의 과정 과 활동서 지속가능한 창조의 과정 과 활동서 지속가능한 창조의 과정 과 활동(creative proce(creative proce(creative proce(creative processssssss) (creative) (creative) (creative) (creative관련한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관련한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관련한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관련한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activity)activity)activity)activity) ““““ ”””” 임.
84) 추미경 외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분적으로 인용, , 2008, , .『 』85) 여기서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정보화된 문화자원으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구조 속에서 적절하게 유형 무형의 가치로 전환되어 자산화 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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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3) "How To"3) "How To"3) "How To"3) "How To"국내 여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정책에서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원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원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원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원칙칙칙칙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문화체체체체육육육육관관관관광광광광부 고유의 업부 고유의 업부 고유의 업부 고유의 업무무무무로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도로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도로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도로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도 타타타타 부처에 모델부처에 모델부처에 모델부처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이 될 수 있는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이 될 수 있는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이 될 수 있는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그동안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하여 개별적 성과로 귀결되었던 정책성과를 문화관광부의통합적 지역문화정책 성과로 종합하고 가치화하는지역문화정책 성과로 종합하고 가치화하는지역문화정책 성과로 종합하고 가치화하는지역문화정책 성과로 종합하고 가치화하는 플플플플랫폼랫폼랫폼랫폼 정책으로정책으로정책으로정책으로추진하는 것이 필요추진하는 것이 필요추진하는 것이 필요추진하는 것이 필요함.그림그림그림그림<<<< 17171717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은 지금까지 지역민족문화,◦ “ ”과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향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지향가치와 추진과정을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때문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템템템템((((wwwwhhhhat)at)at)at)““““ ””””에 대한 접근이 아에 대한 접근이 아에 대한 접근이 아에 대한 접근이 아니니니니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과 방법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과 방법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과 방법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과 방법((((hhhhoooowwww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to)to)to)to) 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 ( ). ( ). ( ). ( )ⅣⅣⅣ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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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념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가칭1.2. ; / ( )제안배경제안배경제안배경제안배경1.2.1.1.2.1.1.2.1.1.2.1. 창조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그 개념이 구축되고 있는 창조산업은 예◦ 술과 문화사업이 결합된 융합적 개념으로 양자의 영역뿐만 아니라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까지 포괄해서 창의성과 산업을 결합시키고 있음 창조산업은 과거처럼 단지 산업으로서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되는토대를 제공하여 노동과 여가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며 부가가치 생성에 일조하고 나아가 삶의 가치와, ,태도를 변모시키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한 지역이나 사회에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와 경제가 공한 지역이나 사회에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와 경제가 공한 지역이나 사회에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와 경제가 공한 지역이나 사회에 이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화와 경제가 공‘‘‘‘ ’’’’ ‘‘‘‘ ’’’’통의 목적 즉 인간이통의 목적 즉 인간이통의 목적 즉 인간이통의 목적 즉 인간이 살살살살고 있는 환경을 인간고 있는 환경을 인간고 있는 환경을 인간고 있는 환경을 인간답답답답게게게게 바꾸바꾸바꾸바꾸려는 목적에려는 목적에려는 목적에려는 목적에,,,,부합하도부합하도부합하도부합하도록록록록 기능하는 것이 창조산업의 특기능하는 것이 창조산업의 특기능하는 것이 창조산업의 특기능하는 것이 창조산업의 특징징징징이기이기이기이기 때때때때문에 창조경제는문에 창조경제는문에 창조경제는문에 창조경제는문화에 대한문화에 대한문화에 대한문화에 대한 저저저저급한급한급한급한 상상상상업주의 또는 반대로 문화지업주의 또는 반대로 문화지업주의 또는 반대로 문화지업주의 또는 반대로 문화지상상상상주의가 아주의가 아주의가 아주의가 아니니니니라라라라문화 예술 와 경제 영역이문화 예술 와 경제 영역이문화 예술 와 경제 영역이문화 예술 와 경제 영역이 상상상상생의 결과를 가생의 결과를 가생의 결과를 가생의 결과를 가져져져져올올올올 것으로 기대것으로 기대것으로 기대것으로 기대( )( )( )( ) 되고있음.86)때문에◦ 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 )( )( )( )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다하게 다하게 다하게 다룸룸룸룸 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 갇갇갇갇히는 것보히는 것보히는 것보히는 것보....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민 삶민 삶민 삶민 삶의 질적 발전을 이의 질적 발전을 이의 질적 발전을 이의 질적 발전을 이루루루루는는는는 데 무데 무데 무데 무엇엇엇엇이 어이 어이 어이 어,,,,떻떻떻떻게 창조적으로 다게 창조적으로 다게 창조적으로 다게 창조적으로 다루루루루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징징징징들을들을들을들을 만만만만들어들어들어들어내는 것이 중요내는 것이 중요내는 것이 중요내는 것이 중요함.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이러한◦ 창조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창조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창조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창조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86) 오민근 정헌일 도시조성과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문화관광 너울 월호, , , vol. 208, 2008, 11 ,․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용 및 재구성;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116116116116

로 진로 진로 진로 진행행행행되고 있는 가운되고 있는 가운되고 있는 가운되고 있는 가운데데데데 최근 시최근 시최근 시최근 시행행행행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예술과 문화를 중심에예술과 문화를 중심에예술과 문화를 중심에예술과 문화를 중심에 둔둔둔둔 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이 보장되지이 보장되지이 보장되지 못못못못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 상상상상황황황황임.또한 지방자체제도 실행 년 지역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15 ,◦ 지 년이 넘어서면서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많은 양적인10성장과 변화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사람 공간 자원 등의 측면에서, , ,내발적 진화과정이 수반되었음 때문에.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이제는 지역에 새로운이제는 지역에 새로운이제는 지역에 새로운 무무무무엇엇엇엇인가를 지속적으로인가를 지속적으로인가를 지속적으로인가를 지속적으로 만만만만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 묶묶묶묶어내고 연계함으로어내고 연계함으로어내고 연계함으로어내고 연계함으로써써써써지역의 창조경제로지역의 창조경제로지역의 창조경제로지역의 창조경제로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즉 지역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즉 지역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즉 지역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즉 지역문....화창조를 위한 사화창조를 위한 사화창조를 위한 사화창조를 위한 사람람람람 자원 공간의자원 공간의자원 공간의자원 공간의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 // // / 임.최근 도시재생 관련 연구 창조경제와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등에서도 유사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국토연구원.도시재생을 위한 문화도시재생을 위한 문화도시재생을 위한 문화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 활용방안연구활용방안연구활용방안연구활용방안연구(2011)(2011)(2011)(2011)『『『『 』』』』87)87)87)87)에서는 부에서는 부에서는 부에서는 부산의 생활산의 생활산의 생활산의 생활밀착밀착밀착밀착형 창작공간 또따또가 와형 창작공간 또따또가 와형 창작공간 또따또가 와형 창작공간 또따또가 와 광광광광주의 예술을 통한 시장공주의 예술을 통한 시장공주의 예술을 통한 시장공주의 예술을 통한 시장공< >< >< >< >간의 재생을 모간의 재생을 모간의 재생을 모간의 재생을 모색색색색하고 있는 대인시장 사하고 있는 대인시장 사하고 있는 대인시장 사하고 있는 대인시장 사례례례례 등을 문화등을 문화등을 문화등을 문화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와와와와< >< >< >< >사회사회사회사회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의 관점에서 분의 관점에서 분의 관점에서 분의 관점에서 분석석석석 도시재생에서의 실질적 역도시재생에서의 실질적 역도시재생에서의 실질적 역도시재생에서의 실질적 역할할할할,,,, 을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전국에 조성된 문화클러스터를 활성화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한편 구문모, (2012)◦ 88)는 지역발전에서 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의 부진 요인을 창조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향후 지역의 문화,중심 개발사업은 창조경제의 관점 속에서 문화적 배려와 경제적 목87) 박세훈 외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2011, .『 』88) 구문모 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의 창조생태계적 접근과 정책적 함의 개념적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 ; ,「 」 『경제연구 제 권 호 한국문화경제학회15 3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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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두 가지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에서 창조생태계적 관점과 정책추진방안의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에서 창조생태계적 관점과 정책추진방안의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에서 창조생태계적 관점과 정책추진방안의문화중심 지역개발사업에서 창조생태계적 관점과 정책추진방안의필요성을 제시필요성을 제시필요성을 제시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창조생태계는 문화와 창조분창조생태계는 문화와 창조분창조생태계는 문화와 창조분창조생태계는 문화와 창조분야야야야의의의의경제활동과 이를경제활동과 이를경제활동과 이를경제활동과 이를 뒷받뒷받뒷받뒷받침침침침하는 우수하고하는 우수하고하는 우수하고하는 우수하고 복복복복합적인 인프라를합적인 인프라를합적인 인프라를합적인 인프라를 갖춘갖춘갖춘갖춘 창조창조창조창조공간과 이러한 환경을공간과 이러한 환경을공간과 이러한 환경을공간과 이러한 환경을 찾찾찾찾아가는 창의적 인재가 핵심요소인아가는 창의적 인재가 핵심요소인아가는 창의적 인재가 핵심요소인아가는 창의적 인재가 핵심요소인 광광광광의적의적의적의적,,,,개념임 지역에서 창조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개념임 지역에서 창조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개념임 지역에서 창조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개념임 지역에서 창조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를를를 효효효효과적으로 추진과적으로 추진과적으로 추진과적으로 추진할할할할 수 있는 체계 및 구성요소 간 활발한수 있는 체계 및 구성요소 간 활발한수 있는 체계 및 구성요소 간 활발한수 있는 체계 및 구성요소 간 활발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킹킹킹킹이 이이 이이 이이 이루루루루어질어질어질어질 때때때때 가능가능가능가능함을 제시하고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구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추추추추진주체 간의진주체 간의진주체 간의진주체 간의 거버넌거버넌거버넌거버넌스 맥락이면서 공동 주체의 형성과스 맥락이면서 공동 주체의 형성과스 맥락이면서 공동 주체의 형성과스 맥락이면서 공동 주체의 형성과 상호협상호협상호협상호협업업업업 취취취취지를 강조하는 파트지를 강조하는 파트지를 강조하는 파트지를 강조하는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개념개념개념개념““““ ”””” 임 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 개념은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 미국 등 미주지역 일본 등 아시아 지, ,역 등에서 다양하게 시도된 바 있으며 순기능과 역기능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정책개념이자 제도임.파트너십은 공공 민간 중앙 지역 기업 개인 지자체 기업 시민- / - / - / - -◦ 단체 개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 사사사사람람람람 자원 공간을자원 공간을자원 공간을자원 공간을/ // // // /다다다다루루루루는 주체가 중심이 된 파트는 주체가 중심이 된 파트는 주체가 중심이 된 파트는 주체가 중심이 된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개념으로 적용하여 지역재생에개념으로 적용하여 지역재생에개념으로 적용하여 지역재생에개념으로 적용하여 지역재생에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의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의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의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의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과 맞물려 주체간의 결합에 초과 맞물려 주체간의 결합에 초과 맞물려 주체간의 결합에 초과 맞물려 주체간의 결합에 초점을 두는 정책개념으로 사용점을 두는 정책개념으로 사용점을 두는 정책개념으로 사용점을 두는 정책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음.본 연구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은 지역문화창조를 위한본 연구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은 지역문화창조를 위한본 연구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은 지역문화창조를 위한본 연구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은 지역문화창조를 위한◦◦◦◦ ““““ ””””기존의 사기존의 사기존의 사기존의 사람람람람 자원 공간에 대한자원 공간에 대한자원 공간에 대한자원 공간에 대한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개념과개념과개념과개념과 더더더더불어 추진체불어 추진체불어 추진체불어 추진체, ,, ,, ,, ,계로서 실계로서 실계로서 실계로서 실행행행행주체간의주체간의주체간의주체간의 협협협협업에 초점을업에 초점을업에 초점을업에 초점을 둔둔둔둔 지역문화창조 파트지역문화창조 파트지역문화창조 파트지역문화창조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개념개념개념개념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함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함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함을 동시에 제안하고자 함.... 양자의 개념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맥락속에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병렬적으로 구사해도무방할 것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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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클러스터 개념 및 현황 검토문화 클러스터 개념 및 현황 검토문화 클러스터 개념 및 현황 검토문화 클러스터 개념 및 현황 검토1.2.2.1.2.2.1.2.2.1.2.2. 89)89)89)89)문화 클러스터 관련 개념문화 클러스터 관련 개념문화 클러스터 관련 개념문화 클러스터 관련 개념1)1)1)1) 예술가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를 연구한 스턴과 세이퍼트 정의(Stern◦ 에 따르면and Seifert, 2007) 문화문화문화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는 서로는 서로는 서로는 서로 밀밀밀밀접한 연계를접한 연계를접한 연계를접한 연계를““““가지고 자기조가지고 자기조가지고 자기조가지고 자기조직직직직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상호상호상호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기능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기능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기능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기능의 지리적의 지리적의 지리적의 지리적 집집집집합체 로 예술가들의 창작 즉 문화의 생산기능의합체 로 예술가들의 창작 즉 문화의 생산기능의합체 로 예술가들의 창작 즉 문화의 생산기능의합체 로 예술가들의 창작 즉 문화의 생산기능의 집집집집합합합합,,,,””””체로체로체로체로 설설설설명됨명됨명됨명됨.... 이 정의에 따르면 문화 클러스터는 문화예술이 산업화되기 이전의 창작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자,생성 역동성 풍부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또한 예술가, , .의 창작클러스터를 문화 클러스터가 갖는 창조성의 원천이자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자원으로 보았을 때 산업 상,업적 기능이 중요한 요소인 문화산업지구 문화지구와 달리 예술창,조 문화창조에 주안점을 두게 됨, .문화 클러스터와 관련된 중요 개념 중 하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임 문화산업의 범위는 국가마다 조금(cultural industrial cluster) . ‘ ’씩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 만화 음악, , , ,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의 개, , , , , , 10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문화산업 간의문화산업 간의문화산업 간의문화산업 간의 협력협력협력협력과 연계를과 연계를과 연계를과 연계를위한 산업 연구위한 산업 연구위한 산업 연구위한 산업 연구 협력협력협력협력지구의 개념으로 산업화된 기능을 중심으로지구의 개념으로 산업화된 기능을 중심으로지구의 개념으로 산업화된 기능을 중심으로지구의 개념으로 산업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바바바바----라본 장소 개념라본 장소 개념라본 장소 개념라본 장소 개념이라 할 수 있음.또한 문화 클러스터와 흔히 함께 논의되는 개념이 문화지구(cultural◦ 임 문화지구는 문화 클러스터와 혼용되district, cultural quarter) .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고 있음. 문화지구는문화지구는문화지구는문화지구는문화예술의 소비와 유통 기능이 강조된 지역 또는 장소 개념문화예술의 소비와 유통 기능이 강조된 지역 또는 장소 개념문화예술의 소비와 유통 기능이 강조된 지역 또는 장소 개념문화예술의 소비와 유통 기능이 강조된 지역 또는 장소 개념으로,89) 박세훈 외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전반적으로 참조 재구, , 2011, ,『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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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창작 생산기능이 강조된 지역으로서의 문화 클러스터,개념과 구분되기도 함 일반적으로 지구 를 강. ' (district or quarter)'조하는 시각은 문화를 관광산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보며 소비지향적적 기능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영역영역영역영역 문화문화문화문화 클러클러클러클러스스스스터터터터 문화산업문화산업문화산업문화산업클러클러클러클러스스스스터터터터 문화지구문화지구문화지구문화지구특징 예술가 인적 네트워크와지역사회 연계 문화산업기업의기업연계 상업적 문화기능의집적핵심기능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기획 예술교육, 영화 게임 방송, , ,콘텐츠 패션 등, 박물관 갤러리, ,쇼핑몰 등관련이론 클러스터 이론예술세계론(Becker) 클러스터 이론 장소마케팅 이론관련기존연구 Becker(2008), Stern andSeifert(2007), Markusenand Gadwa(2010) Scott(2000),Power andScott(2004) Le Blanc(2010),Mommaas(2004),Montgomery(2003)
표표표표<<<< 56565656 문화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문화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문화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문화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

국내 문화 클러스터 현황 및 시사점국내 문화 클러스터 현황 및 시사점국내 문화 클러스터 현황 및 시사점국내 문화 클러스터 현황 및 시사점2)2)2)2)◦ 우리나라의 문화우리나라의 문화우리나라의 문화우리나라의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는 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는 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는 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는 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며며며1980 ,1980 ,1980 ,1980 ,년대 이후 문화경제의 부년대 이후 문화경제의 부년대 이후 문화경제의 부년대 이후 문화경제의 부상상상상 문화예술 분문화예술 분문화예술 분문화예술 분야야야야에서의 도시유휴시에서의 도시유휴시에서의 도시유휴시에서의 도시유휴시설설설설1990 ,1990 ,1990 ,1990 ,활용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등에활용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등에활용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등에활용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등에 힘입힘입힘입힘입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전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전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전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전,,,,국에 확산국에 확산국에 확산국에 확산됨.수도권에는 홍대 대학로 등 오랜 기간 자생적으로 성숙 변화해 온,◦ ·문화 클러스터가 종종 있지만 상당수는 개발압력에 밀려 급속히 상업화되고 있음 반면 지방도시의 문화 클러스터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된 사례가 적음 인천 대구 광주 부. , , ,산 등에서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명확.히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존재하지는않지만 문화기능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등 관련 정, ,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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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 클러스터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자생형 민간주도형, ,◦ 정책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음. 자생형 문화자생형 문화자생형 문화자생형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는 주 구성원인젊은 예술가들이 서울과 그 인근 지역에 풍부하기 때문에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민민민민간주도형 문화간주도형 문화간주도형 문화간주도형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는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데 단지조성을 통해 형성된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땅 값이 비싼 대도시 지역보다는농촌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폐교를 활용한 경우에는.폐교가 많은 농촌 산촌에 입지하고 있어 도시 외곽에 입지하고 있기때문에 자생형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지역이 많음. 정책지원형정책지원형정책지원형정책지원형의 경우의 경우의 경우의 경우 입지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도시에 위치한 정책지,원형 문화 클러스터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정책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많음 농촌지역의 폐교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폐교와 유휴시설에 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한 경우임.그림그림그림그림<<<< 18181818 전국문화 클러스터 분포 현황전국문화 클러스터 분포 현황전국문화 클러스터 분포 현황전국문화 클러스터 분포 현황>>>>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 ( ). ( ). ( ). ( )ⅣⅣⅣ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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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는 자생형 문화는 자생형 문화는 자생형 문화는 자생형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의 수의 수의 수의 수는 작고는 작고는 작고는 작고 민민민민간주도형과 정책지원형 문화간주도형과 정책지원형 문화간주도형과 정책지원형 문화간주도형과 정책지원형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가 많음가 많음가 많음가 많음, ., ., ., . 대부분의문화 클러스터 정책이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최근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최근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최근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최근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문화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는 사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는 사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는 사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례례례가가가가 늘늘늘늘어가고 있어가고 있어가고 있어가고 있는는는는데데데데 이 경우도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경우도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경우도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경우도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의그러나 대부분의그러나 대부분의그러나 대부분의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는 역사가는 역사가는 역사가는 역사가 짧짧짧짧고 소고 소고 소고 소규규규규모여서모여서모여서모여서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로서로서로서로서,,,,성성성성숙숙숙숙된된된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를를를를 갖갖갖갖지지지지 못못못못하고 있으하고 있으하고 있으하고 있으며며며며 자생형 문화자생형 문화자생형 문화자생형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는 그는 그는 그는 그,,,,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 상상상상업화업화업화업화에에에에 노노노노출되어 사라질 위기출되어 사라질 위기출되어 사라질 위기출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정책지원형 문화 클러스터는 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예술가 공동체가 고립되어 있어 지역사회 효과가 아직미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영향지역사회에 영향지역사회에 영향지역사회에 영향력력력력 있는 문화있는 문화있는 문화있는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를 발를 발를 발를 발굴굴굴굴하고하고하고하고지원하지원하지원하지원하며며며며 지역사회와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지역사회와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지역사회와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지역사회와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요함요함요함....정책적으로 조성된 문화 클러스터라 할지라도 예술가의 사회네트워◦ 크가 빠른 시기에 구축되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술가들의 공동체 형성이 곧 지역사회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설계가 중요함.이에 문화 클러스터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소에 입◦ 지시키고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공간 전략이 중요하며 문화 클러스터의 성과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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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 검토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 검토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 검토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 검토1.2.3.1.2.3.1.2.3.1.2.3. 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지역재생 파트너십 관련 개념1)1)1)1)◦ 지역재생에서 파트지역재생에서 파트지역재생에서 파트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은 지역은 지역은 지역은 지역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구성원의구성원의구성원의구성원의 광범광범광범광범위한위한위한위한 참참참참여를여를여를여를통한 내재적 재생의 필요성 지역성장산업의통한 내재적 재생의 필요성 지역성장산업의통한 내재적 재생의 필요성 지역성장산업의통한 내재적 재생의 필요성 지역성장산업의 육육육육성을 위한 다양한성을 위한 다양한성을 위한 다양한성을 위한 다양한 민민민민,,,,간체계의 활용과간체계의 활용과간체계의 활용과간체계의 활용과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과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과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과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과 협력협력협력협력 등이등이등이등이,,,,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로 인식되어 왔고 활용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로 인식되어 왔고 활용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로 인식되어 왔고 활용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로 인식되어 왔고 활용,,,, 되어왔음 또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정책이므로 추진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지역 내 다양한 시, , , , ,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묶어내는 파트너십 활성화가 강조되어 왔음,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의 개념은 복수의 개인이 이익 획득을 목적으◦ “로 자금 노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약속한 관계 라고 정, , ”의90)됨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지역재생을 위한 공공지역재생을 위한 공공 민민민민간간간간 민민민민간간간간---- ,,,,기업 시기업 시기업 시기업 시민민민민사회 등 다양사회 등 다양사회 등 다양사회 등 다양항항항항 여러 유형의 파트여러 유형의 파트여러 유형의 파트여러 유형의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은 구성원간의 법은 구성원간의 법은 구성원간의 법은 구성원간의 법- -- -- -- -적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의 책임과적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의 책임과적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의 책임과적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의 책임과 권권권권한을 공유하고 실한을 공유하고 실한을 공유하고 실한을 공유하고 실행행행행하게 됨.영국 도시재생 정책에서 추진되었던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지역기업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 (LEP; Local등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역재생사업의Enterprise Partnership)중요한 주체이자 제도로 활용되었음.◦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형태는형태는형태는형태는 크크크크게 프로그게 프로그게 프로그게 프로그램램램램 및 프로젝트및 프로젝트및 프로젝트및 프로젝트 베베베베이스 개의 유형으로이스 개의 유형으로이스 개의 유형으로이스 개의 유형으로2222이이이이루루루루어어어어짐짐짐짐.... 프로그램 베이스 파트너십은 지역 전체의 넓은 범위에서공공 민간의 다수 공동 주체가 참여하여 장기간 다수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이 종료되어도 각각 주체가 존속되는 경우임, .이이 비해 프로젝트 베이스 파트너십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파트너십도 종료되는 경우임91)90) 정철모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십제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 집제 호 한국도, , 22 1 ,「 」 『 』시행정학회, 2009,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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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역재생 파트너십 추진 시사점해외 지역재생 파트너십 추진 시사점해외 지역재생 파트너십 추진 시사점해외 지역재생 파트너십 추진 시사점2)2)2)2) 92)92)92)92)국내에서는 지역재생을 위한 파트너십 제도로 구체화되어 실행된 바◦ 는 없으며 거버넌스 형태로 유사한 협력체계가 운영되어 왔음 때, .문에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되었던 파트너십 제도의 추진 시사점을중심으로 살펴 봄.◦ 지역재생에서 파트지역재생에서 파트지역재생에서 파트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제도는 해외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정책과정제도는 해외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정책과정제도는 해외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정책과정제도는 해외 주요국가의 도시재생 정책과정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성격이 종합적이고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성격이 종합적이고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성격이 종합적이고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 성격이 종합적이고 협협협협업을 요구하는 부분업을 요구하는 부분업을 요구하는 부분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진화이 많아 자연스럽게 진화이 많아 자연스럽게 진화이 많아 자연스럽게 진화되어 왔음 지역재생을 위한 파트너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지역 내부로부터의 시민 참여 등을,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구조로 정책성과를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확대 수용되어 왔음.그런데 파트너십의 강화 및 확대는 지역사회의 직접 개입과 더불어,◦ 지역재생 사업 관련 이중 삼중적 권력분산 및 지나치게 많은 파트너/십의 등장으로 종합적인 조정의 어려종합적인 조정의 어려종합적인 조정의 어려종합적인 조정의 어려움움움움 장기적 시간소요 책임의장기적 시간소요 책임의장기적 시간소요 책임의장기적 시간소요 책임의, ,, ,, ,, ,분산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분산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분산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분산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총총총총체적 책임소재의 모체적 책임소재의 모체적 책임소재의 모체적 책임소재의 모호호호호함 등 부정적 요함 등 부정적 요함 등 부정적 요함 등 부정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소들을 지속적으로소들을 지속적으로소들을 지속적으로 만만만만들어내었음들어내었음들어내었음들어내었음.... 이에 따라 지역재생 파트너십에대한 막연한 정책 기대에 대한 반성적반성적반성적반성적 검검검검토토토토가 진가 진가 진가 진행행행행되고 있으되고 있으되고 있으되고 있으며며며며 적적적적,,,,절절절절한 수한 수한 수한 수준준준준의 파트의 파트의 파트의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모델과 정책모델과 정책모델과 정책모델과 정책효효효효과에 대한 재과에 대한 재과에 대한 재과에 대한 재검검검검토토토토가 진가 진가 진가 진행행행행되고있기도 함.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재생에서 파트너십은 영국 미국 일본 등의, ,◦ 선진국에서도 시선진국에서도 시선진국에서도 시선진국에서도 시행착오행착오행착오행착오를를를를 겪겪겪겪으면서 확대 정으면서 확대 정으면서 확대 정으면서 확대 정착착착착되어가고 있는 경향되어가고 있는 경향되어가고 있는 경향되어가고 있는 경향,,,,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점차 주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점차 주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점차 주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점차 주민참민참민참민참여형 파트여형 파트여형 파트여형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이 중이 중이 중이 중““““ ””””심적 위심적 위심적 위심적 위상상상상과 역과 역과 역과 역할할할할로 성장로 성장로 성장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재생이 과거의.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닌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으로 이어지게 되,91) 정철모 같은책 인용 재구성, , p.72 .92) 정철모 같은책 참조 재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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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민참여형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사회 교육 문화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 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있음.또한 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재생 파트너십 지원제도를 강화◦ 되면서 중앙 지방정부 주도적중앙 지방정부 주도적중앙 지방정부 주도적중앙 지방정부 주도적 거버넌거버넌거버넌거버넌스스스스 협력협력협력협력체계에서 주체계에서 주체계에서 주체계에서 주민참민참민참민참여형여형여형여형----도시재생 파트도시재생 파트도시재생 파트도시재생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추진체계로 재편추진체계로 재편추진체계로 재편추진체계로 재편되고 있음 지역재생에서 주민참.여형 파트너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장치가 다양하게구축되고 있는데,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인증인증인증인증 평평평평가제도의 도가제도의 도가제도의 도가제도의 도입 교육입 교육입 교육입 교육훈훈훈훈련의 체계련의 체계련의 체계련의 체계/ ,/ ,/ ,/ ,화 및 제도화 지역통합적 도시재생지원화 및 제도화 지역통합적 도시재생지원화 및 제도화 지역통합적 도시재생지원화 및 제도화 지역통합적 도시재생지원 행행행행정체계의정체계의정체계의정체계의 마마마마련련련련,,,, 등이 필요함.해외 국가들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파트너십 제도◦ 의 성공 요인은 먼저 지역재생을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십에서 공, -공 민간기업 시민이 지역의 비전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가, , NPO,지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되어야 하는 점임 또한 지역에서의 공동체 의식의 성장 시민사회. ,의 참여가 자연스러운 다문화사회의 기반 공공과 민간의 신뢰관계,의 토양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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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가칭 개념 정립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가칭 개념 정립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가칭 개념 정립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가칭 개념 정립1.2.4. / ( )1.2.4. / ( )1.2.4. / ( )1.2.4. / ( )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1)1)1)1) 문화 클러스터 개념은 원래 장소와 공간의 성격이 강한 편이며 예,◦ 술가 중심의 창작과 생산기능 중심의 클러스터에서부터 문화산업 클러스터 문화지구 등과 같이 산업 소비와 유통 기능으로까지 그 개, ,념이 확장되었음.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 클러스터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 해 지역 장소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의미화하고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됨으로써 예술가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시킴 이를 통해 예술가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지. ,역주민의 예술활동과의 연계가 활발해지면 지역사회 중심형 문화 클러스터가 활성화 될 수 있음.예술가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유는 기업 클러스터와 마찬가지◦ 로 클러스터는 문화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예술가 집단은 다른 어느 직업군보다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적 속성을지니고 있음 또한 예술가의 클러스터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확산.효과 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술가 개개인도 창조적(spill over effect)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가가가가칭칭칭칭 은 이러한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은 이러한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은 이러한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은 이러한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 )( )( )( )화화화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에서 그에서 그에서 그에서 그 범범범범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중심의 문화중심의 문화중심의 문화중심의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를 구축하는 개념를 구축하는 개념를 구축하는 개념를 구축하는 개념임.◦ 예술 지역문화 창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 지역문화 창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 지역문화 창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예술 지역문화 창조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 효터 효터 효터 효,,,,과는 모두 관련 기능의과는 모두 관련 기능의과는 모두 관련 기능의과는 모두 관련 기능의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에 기인하는에 기인하는에 기인하는에 기인하는데데데데 이는이는이는이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가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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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지역사회에지역사회에지역사회에 긍긍긍긍정적인 외부정적인 외부정적인 외부정적인 외부효효효효과를과를과를과를 만만만만들어들어들어들어 낼낼낼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수 있는 기반이 되고수 있는 기반이 되고수 있는 기반이 되고,,,,‘‘‘‘ ’’’’동시에 기존의 도시문화전략이동시에 기존의 도시문화전략이동시에 기존의 도시문화전략이동시에 기존의 도시문화전략이 갖갖갖갖는 한계를 극는 한계를 극는 한계를 극는 한계를 극복할복할복할복할 수 있는 자원이수 있는 자원이수 있는 자원이수 있는 자원이될 수 있기될 수 있기될 수 있기될 수 있기 때때때때문문문문임.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가칭 은 그동안 그( )◦ 가치와 정책 성과가 분가치와 정책 성과가 분가치와 정책 성과가 분가치와 정책 성과가 분산되어 있산되어 있산되어 있산되어 있거거거거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조사회로의 전환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조사회로의 전환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조사회로의 전환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에 맞추어 지역에 맞추어 지역에 맞추어 지역마마마마다의 개성과다의 개성과다의 개성과다의 개성과 규규규규모에 맞는 다양한 창조경제의 비전모에 맞는 다양한 창조경제의 비전모에 맞는 다양한 창조경제의 비전모에 맞는 다양한 창조경제의 비전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임 때문에. 정책 명정책 명정책 명정책 명칭칭칭칭도 장도 장도 장도 장소나 공간적 개념의소나 공간적 개념의소나 공간적 개념의소나 공간적 개념의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 대대대대신신신신 활동 과정활동 과정활동 과정활동 과정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 성격을성격을성격을성격을, ,, ,, ,, ,‘‘‘‘ ’’’’강조한 지역문화창조강조한 지역문화창조강조한 지역문화창조강조한 지역문화창조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 ’’’’ 함.지역문화자원사람 자원 공간의 창조적 클러스터링지역문화자원사람 자원 공간의 창조적 클러스터링지역문화자원사람 자원 공간의 창조적 클러스터링지역문화자원사람 자원 공간의 창조적 클러스터링2) ( , , )2) ( , , )2) ( , , )2) ( , ,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가칭 은 지역문화자원을 크게( )◦ 사사사사람람람람 자원자원자원자원, ,, ,, ,, ,공간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로공간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로공간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로공간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묶묶묶묶어내고 연계어내고 연계어내고 연계어내고 연계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함.◦ 사사사사람람람람은 지역문화창조은 지역문화창조은 지역문화창조은 지역문화창조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의 핵심 요소의 핵심 요소의 핵심 요소의 핵심 요소로 새롭게 인력을 양성하거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인한 유형의 지역문화인한 유형의 지역문화인한 유형의 지역문화인력력력력을 지역문화창조의을 지역문화창조의을 지역문화창조의을 지역문화창조의 큰큰큰큰 비전 속에서비전 속에서비전 속에서비전 속에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킹 협킹 협킹 협킹 협업 역량강화 등을업 역량강화 등을업 역량강화 등을업 역량강화 등을 돕돕돕돕는 지역문화 창조인는 지역문화 창조인는 지역문화 창조인는 지역문화 창조인력 클력 클력 클력 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 , (creator), , (creator), , (creator), , (creator)링링링링 개념으로 정책을 추진개념으로 정책을 추진개념으로 정책을 추진개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자원은 지역문화콘텐츠자원은 지역문화콘텐츠자원은 지역문화콘텐츠자원은 지역문화콘텐츠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정책정책정책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그동안 유형 무형의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의 발굴 지역문화자, ,원으로의 전환 관련 수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창조경제의 구조속에서 구체적 가치로 구현되는 지역문화콘텐츠로 정립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 ,, ,, ,와 연계와 연계와 연계와 연계할할할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록록록록 체계화하여체계화하여체계화하여체계화하여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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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은공간은공간은공간은 지역에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문화공간 예술공간을 비롯해,유휴시설로 존재하는 일상공간이나 문화유적 등을 모두 포함해서 지지지지역공동체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역공동체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역공동체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역공동체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할할할할 수 있는 공간전수 있는 공간전수 있는 공간전수 있는 공간전략개념으로략개념으로략개념으로략개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미 추진된 사업과 연동되어 만들어진 공간이 다수 존재함 최근에.◦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문전성시 공간 근대문화유산 예술창작벨트, ,생활문화공동체 공간 등이 있고 문화의집과 같이 기존에 구축되었,던 생활문화공간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이 지역에서 활성화된 문화공간이거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클러스터링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3)3)3)3)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 창조적 파트창조적 파트창조적 파트창조적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은 지역문화창조의은 지역문화창조의은 지역문화창조의은 지역문화창조의지속가능성을지속가능성을지속가능성을지속가능성을 만만만만들어가는 핵심전략들어가는 핵심전략들어가는 핵심전략들어가는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사람 자원. , ,공간이 어우러지는 지역재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세 요소를적절하게 묶어내는 추진방식 및 추진구조를 창조적 파트너십으로 설정할 수 있음.◦ 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지역재생을 위한 창조적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은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재구성은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재구성은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재구성은 지역문화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사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사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사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사람람람람 자원 공간과 연관된 다양한자원 공간과 연관된 다양한자원 공간과 연관된 다양한자원 공간과 연관된 다양한, ,, ,, ,, ,주체를 발주체를 발주체를 발주체를 발굴굴굴굴 연계하기 위한연계하기 위한연계하기 위한연계하기 위한 플플플플랫폼랫폼랫폼랫폼으로서 작동으로서 작동으로서 작동으로서 작동,,,,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때문에 공공 민간 기업 전문가 시민 등 여러 주체들의 협업. - - - -이 필요한데 지역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파트유연하고 개방적인 파트유연하고 개방적인 파트유연하고 개방적인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을 지향하는 것이을 지향하는 것이을 지향하는 것이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바람직바람직바람직함함함함.... 공공과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전, ,문가와 주민 지역 내부와 외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지역재생의 필,요에 맞는 정책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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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정책 가칭 내용2. / ( )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정책2.1. /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2.1.1.2.1.1.2.1.1.2.1.1.◦ 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문화를 창조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주요한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문화를 창조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주요한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문화를 창조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주요한지역문화콘텐츠는 지역문화를 창조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주요한문화자원의 영역을문화자원의 영역을문화자원의 영역을문화자원의 영역을 만만만만들고들고들고들고 묶묶묶묶어내는 정책 영역어내는 정책 영역어내는 정책 영역어내는 정책 영역임 지역문화의 개념.은 장르 중심의 예술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생활방식의 총체 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지역문화콘텐츠의지역문화콘텐츠의지역문화콘텐츠의지역문화콘텐츠의영역을 창조경제와 연관해서 구체적 영역을영역을 창조경제와 연관해서 구체적 영역을영역을 창조경제와 연관해서 구체적 영역을영역을 창조경제와 연관해서 구체적 영역을 범범범범주화하고 가치화하는주화하고 가치화하는주화하고 가치화하는주화하고 가치화하는것이 필요것이 필요것이 필요것이 필요함.기존에 다루어졌던 주요한 지역문화자원 영역으로 축제 문화재 중,◦ 심의 문화유산 등이 있음 이를 포함해서 미래적 관점에서 주안점을.주고 영역화해야 하는 지역문화콘텐츠 범주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것이 중요함.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 년 사이 선도적으최근 년 사이 선도적으최근 년 사이 선도적으최근 년 사이 선도적으5555로 다로 다로 다로 다루루루루기 시작한 생활문화자원 근대 문화유산을 비기 시작한 생활문화자원 근대 문화유산을 비기 시작한 생활문화자원 근대 문화유산을 비기 시작한 생활문화자원 근대 문화유산을 비롯롯롯롯해서 지역의해서 지역의해서 지역의해서 지역의,,,,자연환경 영역까지 확장하여 구체적 지역문화콘텐츠로자연환경 영역까지 확장하여 구체적 지역문화콘텐츠로자연환경 영역까지 확장하여 구체적 지역문화콘텐츠로자연환경 영역까지 확장하여 구체적 지역문화콘텐츠로 범범범범주화하고주화하고주화하고주화하고지역의 창조경제와 연동지역의 창조경제와 연동지역의 창조경제와 연동지역의 창조경제와 연동할할할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수 있는 관점에서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수 있는 관점에서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수 있는 관점에서 가치화하는 것이 필요함. 생활문화자원생활문화자원생활문화자원생활문화자원에는 문전성시와 같은 시장문화 시장공간 을 포함해( )서 지역의 이야기자원 지역 고유한 공예문화 음식문화 놀이문화, , , ,등 다양한 발굴이 가능함. 근근근근현현현현대 문화유산대 문화유산대 문화유산대 문화유산은 간이역 염전 등과 같,이 이미 발굴한 근대적 문화자산에서 확장하여 마을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근대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결정적 환경 요소가 되는. 지역 고유한지역 고유한지역 고유한지역 고유한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자연환경 역시 중요한 지역문화콘텐츠로 영역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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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추진방향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추진방향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추진방향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2.1.2. - < >2.1.2. - < >2.1.2. - < >2.1.2. - < >◦ 문화관문화관문화관문화관광광광광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등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등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등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 등록록록록운영제도 와 관련해 제도운영제도 와 관련해 제도운영제도 와 관련해 제도운영제도 와 관련해 제도< >< >< >< >를를를를 마마마마련하는 것이 필요련하는 것이 필요련하는 것이 필요련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록록록록운영제도 는 문화운영제도 는 문화운영제도 는 문화운영제도 는 문화< >< >< >< > ““““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큰큰큰큰 틀 안에서 지역문화콘텐츠틀 안에서 지역문화콘텐츠틀 안에서 지역문화콘텐츠틀 안에서 지역문화콘텐츠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정책 실정책 실정책 실정책 실행행행행방안으로 추진될 필요방안으로 추진될 필요방안으로 추진될 필요방안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음.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록록록록제도 및 질적 운영방안에 대한제도 및 질적 운영방안에 대한제도 및 질적 운영방안에 대한제도 및 질적 운영방안에 대한사전연구가 필요사전연구가 필요사전연구가 필요사전연구가 필요함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지. ,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조경제와 연계하여 가치를 만들어내도록돕는 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개발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개발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개발질적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 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문화콘텐츠는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정책 개념에 맞게 이미/ 지역에 존재해지역에 존재해지역에 존재해지역에 존재해 온온온온 지역지역지역지역문화가치를 창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발문화가치를 창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발문화가치를 창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발문화가치를 창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발견견견견하고 지역의 창조산업 요소하고 지역의 창조산업 요소하고 지역의 창조산업 요소하고 지역의 창조산업 요소로로로로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하는 접근방식하는 접근방식하는 접근방식하는 접근방식이어야 함.지역문화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살아가지만 지역 내부에서는◦ 그 가치를 객관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지역내부 전문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지역내부 전문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지역내부 전문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지역내부 전문, ,, ,, ,, ,가 지역주가 지역주가 지역주가 지역주민민민민의 창조적 파트의 창조적 파트의 창조적 파트의 창조적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에 기초해 운영될 필요에 기초해 운영될 필요에 기초해 운영될 필요에 기초해 운영될 필요,,,, 가 있음.또한◦ 실증적실증적실증적실증적 검검검검증과정을 위해증과정을 위해증과정을 위해증과정을 위해 몇몇몇몇 개 지역에 년 정도의 시개 지역에 년 정도의 시개 지역에 년 정도의 시개 지역에 년 정도의 시범범범범사업을사업을사업을사업을3333추진하면서 지역문화콘텐츠 등추진하면서 지역문화콘텐츠 등추진하면서 지역문화콘텐츠 등추진하면서 지역문화콘텐츠 등록록록록운영제도 가 지역운영제도 가 지역운영제도 가 지역운영제도 가 지역현현현현실에 적실에 적실에 적실에 적절절절절하게하게하게하게< >< >< >< >작동작동작동작동할할할할 수 있도수 있도수 있도수 있도록록록록 정책지원 장치를정책지원 장치를정책지원 장치를정책지원 장치를 섬섬섬섬세하게 보세하게 보세하게 보세하게 보완완완완하는 것이 필요함.일정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링 파트너십/정책 차원에서 점차 지역을 확산하여 전국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 <영제도 를 추진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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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창조인력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정책2.2. /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2.2.1.2.2.1.2.2.1.2.2.1.◦ 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은 창조산업 시대에 핵심인은 창조산업 시대에 핵심인은 창조산업 시대에 핵심인은 창조산업 시대에 핵심인력력력력으로 영국에서 개념화으로 영국에서 개념화으로 영국에서 개념화으로 영국에서 개념화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창조산업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의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창조산업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의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창조산업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의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창조산업의 콘텐츠 생산자로서의크크크크리에이리에이리에이리에이터터터터 개념을 지역문화인개념을 지역문화인개념을 지역문화인개념을 지역문화인력력력력으로 연계 적용한 개념으로 연계 적용한 개념으로 연계 적용한 개념으로 연계 적용한 개념(creator) ,(creator) ,(creator) ,(creator) , 임.그러나 지역문화창조인력의 개념 설정에서 영국으로부터 도입된 크리에이터 개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구체적 지역문화를한국의 구체적 지역문화를한국의 구체적 지역문화를한국의 구체적 지역문화를만만만만들어가는 인들어가는 인들어가는 인들어가는 인력력력력 전반을 지전반을 지전반을 지전반을 지칭칭칭칭하는 한국형 개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개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개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함.년 지역문화의 해를 분기점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이 꾸준히2000◦ 추진되어 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문화아카데미 문화이, < >, <모작사업 문전성시 시범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 < >, <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다루는 전문인력을 다양하게 구축해왔음> .◦ 이러한 인이러한 인이러한 인이러한 인력군력군력군력군에는에는에는에는 지역 내부에서 지역문화 전반을 다루면서 꾸준히활동해온 지역문화인지역문화인지역문화인지역문화인력력력력을을을을 포포포포함해서함해서함해서함해서 농농농농산어산어산어산어촌 마촌 마촌 마촌 마을을을을만만만만들기 관련 지역들기 관련 지역들기 관련 지역들기 관련 지역주주주주민민민민 활동가 문전성시 사업 등으로 영역을활동가 문전성시 사업 등으로 영역을활동가 문전성시 사업 등으로 영역을활동가 문전성시 사업 등으로 영역을 넘넘넘넘나들나들나들나들며며며며 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에 결합하고 있는 예술가 문화기에 결합하고 있는 예술가 문화기에 결합하고 있는 예술가 문화기에 결합하고 있는 예술가 문화기획획획획자자자자 상상상상인기인기인기인기획획획획자 등 다양한자 등 다양한자 등 다양한자 등 다양한 층층층층위위위위, ,, ,, ,, ,의 지역문화창조인의 지역문화창조인의 지역문화창조인의 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이 있음.지역문화 관련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인력군을 지역의 창조◦ 산업 전망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콘텐츠를 가치화하고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묶어낼 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으로으로으로으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킹킹킹킹하는 것이 필하는 것이 필하는 것이 필하는 것이 필요함요함요함요함.... 또한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활용해 지역발전으로 연계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에 동에 동에 동에 동참참참참하고 성과를하고 성과를하고 성과를하고 성과를 낼낼낼낼 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강화하는 다양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강화하는 다양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강화하는 다양수 있는 지역문화창조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한한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킹 협킹 협킹 협킹 협업 프로그업 프로그업 프로그업 프로그램램램램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정책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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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추진방향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추진방향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추진방향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2.2.2. - < >2.2.2. - < >2.2.2. - < >2.2.2. - <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 >< >< >과 같은 지역문화지역문화지역문화지역문화인인인인력력력력간간간간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킹킹킹킹 및및및및 협협협협업지원 프로그업지원 프로그업지원 프로그업지원 프로그램램램램을 구축을 구축을 구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즉 과거 추진했던 대상별 부서별 분화된 지역문화, , 전문인전문인전문인전문인력력력력 양성양성양성양성교육교육교육교육의 접근방식이 아의 접근방식이 아의 접근방식이 아의 접근방식이 아니니니니라 지역 기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라 지역 기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라 지역 기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라 지역 기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력군력군력군력군을을을을지역문화창조의 필요에 따라지역문화창조의 필요에 따라지역문화창조의 필요에 따라지역문화창조의 필요에 따라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킹킹킹킹하고 및하고 및하고 및하고 및 협협협협업을 지원하업을 지원하업을 지원하업을 지원하며며며며 그그그그,,,,에 수반되는 역량강화 프로그에 수반되는 역량강화 프로그에 수반되는 역량강화 프로그에 수반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램램램을 지원하는 제도을 지원하는 제도을 지원하는 제도을 지원하는 제도임.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 대대대대상범상범상범상범위에 대한 조사와 분위에 대한 조사와 분위에 대한 조사와 분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석석석 그그그그,,,,에 적합한 지역문화창조인에 적합한 지역문화창조인에 적합한 지역문화창조인에 적합한 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프로그프로그프로그프로그램램램램의 기의 기의 기의 기획획획획과 운영 매과 운영 매과 운영 매과 운영 매뉴뉴뉴뉴얼얼얼얼의의의의 설설설설계 등이 선계 등이 선계 등이 선계 등이 선행행행행되어야 함 그동안 다양한 교육을 거쳐간 수많.은 인력군이 있고 문화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에, /서 추진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 ”력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이와 같이. 기존에 구축된 지역문화기존에 구축된 지역문화기존에 구축된 지역문화기존에 구축된 지역문화인인인인력력력력에 대한 전반적 통계에 대한 전반적 통계에 대한 전반적 통계에 대한 전반적 통계현황현황현황현황 분분분분석석석석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근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근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근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근황황황황 및및및및,,,,분분분분포포포포 등에 대한 지형도를등에 대한 지형도를등에 대한 지형도를등에 대한 지형도를 만만만만들어서 지역문화창조인들어서 지역문화창조인들어서 지역문화창조인들어서 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프프프프< >< >< >< >로그로그로그로그램램램램을을을을 설설설설계계계계하도록 함.◦ 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프로그프로그프로그프로그램램램램은 지역의 창조인은 지역의 창조인은 지역의 창조인은 지역의 창조인력력력력인 사인 사인 사인 사람람람람을을을을< >< >< ><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공간을 연계하는 추진방향을 원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공간을 연계하는 추진방향을 원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공간을 연계하는 추진방향을 원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공간을 연계하는 추진방향을 원칙칙칙칙으로으로으로으로 삼삼삼삼아아아아,,,,지역문화창조를 위한 지역인지역문화창조를 위한 지역인지역문화창조를 위한 지역인지역문화창조를 위한 지역인력력력력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획획획 구구구구현현현현하는하는하는하는,,,,것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것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것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것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때문에.대규모의 집체교육 형식이거나 단기간 집중교육 차원과는 전혀 다른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인력간의 네트워킹 및,협업을 지원하고 그 지원성과가 지역의 지역문화창조로 귀결되게 하는 정책지원으로 접근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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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문화공간 클러스터링 파트너십 정책2.3. /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개념과 범위2.3.1.2.3.1.2.3.1.2.3.1.◦ 생활속문화공간의 개념은생활속문화공간의 개념은생활속문화공간의 개념은생활속문화공간의 개념은 전문 예술 및 문화 공간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문화 예술 공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역주생활 속에서 지역주생활 속에서 지역주생활 속에서 지역주민민민민들의 일들의 일들의 일들의 일상상상상적 문적 문적 문적 문화공간으로 작동하는 장소 또는 공간화공간으로 작동하는 장소 또는 공간화공간으로 작동하는 장소 또는 공간화공간으로 작동하는 장소 또는 공간임.이러한 생활속문화공간에는 오래 전에 생활권 시민문화창조 공간으◦ 로 만들어진 문화의문화의문화의문화의집집집집 과과과과 같같같같은 공간을은 공간을은 공간을은 공간을 포포포포함해서 최근 문전성시 시함해서 최근 문전성시 시함해서 최근 문전성시 시함해서 최근 문전성시 시< > << > << > << > <범범범범사업 으로사업 으로사업 으로사업 으로 만만만만들어진 생활들어진 생활들어진 생활들어진 생활권권권권 전통시장 속 문화공간 지역 근대유산전통시장 속 문화공간 지역 근대유산전통시장 속 문화공간 지역 근대유산전통시장 속 문화공간 지역 근대유산>>>> ,,,,을 활용해서 조성된을 활용해서 조성된을 활용해서 조성된을 활용해서 조성된 복복복복합문화공간합문화공간합문화공간합문화공간 마마마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만만만만들들들들,,,,어진어진어진어진 마마마마을의 특정한 장소 여러 부처의을의 특정한 장소 여러 부처의을의 특정한 장소 여러 부처의을의 특정한 장소 여러 부처의 마마마마을을을을만만만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들기 사업 등을 통해들기 사업 등을 통해들기 사업 등을 통해,,,,만만만만들어진들어진들어진들어진 마마마마을을을을박박박박물관이나물관이나물관이나물관이나 마마마마을회관 등의 다양한 생활공동체 문화공을회관 등의 다양한 생활공동체 문화공을회관 등의 다양한 생활공동체 문화공을회관 등의 다양한 생활공동체 문화공간 등이 모두간 등이 모두간 등이 모두간 등이 모두 포포포포함함함함됨.최근 세계적 동향도 커뮤니티 중심 지역주민 중심의 재생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상징적 예술공간 대형 문화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스펙터클한 외연적 정책추진은 점차 지양되고 있음 이제.는 지역주지역주지역주지역주민민민민의 일의 일의 일의 일상상상상과과과과 만만만만나는 생활속문화공간을 창조적으로 재생하나는 생활속문화공간을 창조적으로 재생하나는 생활속문화공간을 창조적으로 재생하나는 생활속문화공간을 창조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데데데 이러한 접근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정책이러한 접근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정책이러한 접근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정책이러한 접근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정책....을 가능하게을 가능하게을 가능하게을 가능하게 만만만만들들들들 뿐만뿐만뿐만뿐만 아아아아니니니니라 지역주라 지역주라 지역주라 지역주민민민민의 창의적 역량을 구체적으의 창의적 역량을 구체적으의 창의적 역량을 구체적으의 창의적 역량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공감감감감대가 확산되고 있기대가 확산되고 있기대가 확산되고 있기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때때때문문문문임.◦ 생활속문화공간생활속문화공간생활속문화공간생활속문화공간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정책은 창조적 생활공간을정책은 창조적 생활공간을정책은 창조적 생활공간을정책은 창조적 생활공간을 만만만만////들어내는들어내는들어내는들어내는 거거거거점 또는점 또는점 또는점 또는 플플플플랫폼랫폼랫폼랫폼 역역역역할할할할에 중점이 두어진 영역에 중점이 두어진 영역에 중점이 두어진 영역에 중점이 두어진 영역임 지역에.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문화공간을 포함해서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 새롭게 재생하여 지역 특성이지역 특성이지역 특성이지역 특성이 살살살살아있는 생활속아있는 생활속아있는 생활속아있는 생활속문화공간의 창조적문화공간의 창조적문화공간의 창조적문화공간의 창조적 플플플플랫폼랫폼랫폼랫폼으로으로으로으로 묶묶묶묶어내는 것어내는 것어내는 것어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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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추진방향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추진방향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추진방향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2.3.2. - < >2.3.2. - < >2.3.2. - < >2.3.2. - < >◦ 문화관문화관문화관문화관광광광광부 차원에서 생활문화공간부 차원에서 생활문화공간부 차원에서 생활문화공간부 차원에서 생활문화공간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지원제도를 추진하지원제도를 추진하지원제도를 추진하지원제도를 추진하< >< >< >< >는 것이 필요는 것이 필요는 것이 필요는 것이 필요함 이 제도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니니니라 각라 각라 각라 각지역의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지역의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지역의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지역의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 살살살살아나도아나도아나도아나도록록록록 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지역 내 다양한 문화공간 생활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간 생활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간 생활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간 생활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묶묶묶묶어내어 지역문화창조의어내어 지역문화창조의어내어 지역문화창조의어내어 지역문화창조의 플플플플랫폼랫폼랫폼랫폼,,,,으로 작동으로 작동으로 작동으로 작동할할할할 수 있도수 있도수 있도수 있도록록록록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원제도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원제도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원제도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원제도임.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 ,◦ 예술정책과 관광정책과 등에서 조성해왔던 여러 층위의 지역문화공,간 지역생활문화공간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전국에 분포된 공간문,화의 유형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분포현황을 기.반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지원제도를 설< >계하는 것이 필요함.생활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지원제도의 추진방향은 그동안 문화체육< >◦ 관광부가 만들어온 공간문화의 정책성과를 종합정책성과를 종합정책성과를 종합정책성과를 종합함으로써 개별 정책성과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있음. 지속가능한 정책기반의 핵심은 조성된 공간이 지역주지속가능한 정책기반의 핵심은 조성된 공간이 지역주지속가능한 정책기반의 핵심은 조성된 공간이 지역주지속가능한 정책기반의 핵심은 조성된 공간이 지역주민민민민의의의의생활생활생활생활권권권권 내에서 지역문화를 위한 창조적내에서 지역문화를 위한 창조적내에서 지역문화를 위한 창조적내에서 지역문화를 위한 창조적 플플플플랫폼랫폼랫폼랫폼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도도도록록록록 운영 기능을운영 기능을운영 기능을운영 기능을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중요““““ ”””” 함.또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체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체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체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체육육육육관관관관광광광광부 외부 외부 외부 외 타타타타 부처에서 추진부처에서 추진부처에서 추진부처에서 추진하였지하였지하였지하였지만만만만 지역에서 적지역에서 적지역에서 적지역에서 적절절절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생활문화공간을 적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생활문화공간을 적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생활문화공간을 적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생활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극적으로극적으로극적으로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하여 지역문화창조의 플랫폼으로 묶어내는 것이필요함 이 부분은 기존에 추진했던 문화이모작 정책처럼. < > 관련 부관련 부관련 부관련 부처와처와처와처와 협협협협정을정을정을정을 맺맺맺맺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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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장치 마련3.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 마련3.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 ” 향후 문화관향후 문화관향후 문화관향후 문화관광광광광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바람직바람직바람직하하하하며며며며 정정정정권권권권 및 정책담및 정책담및 정책담및 정책담당당당당 부서 담부서 담부서 담부서 담당당당당자자자자, /, /, /, /가 변하가 변하가 변하가 변하더더더더라도 되도라도 되도라도 되도라도 되도록록록록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절절절절대적으로 필요대적으로 필요대적으로 필요대적으로 필요함.이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과거 지역개발 정책처럼 지역◦ “ ”커뮤니티 지역주민을 배재한 외연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 내부와 긴,밀하게 연동된 추진과정의 지속성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임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변화가 잦아질 경우 정책성과를 내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역효과마저 초래할 수도 있음.이러한 맥락에서 본 정책은 일종의 사전계획 을 충(Pre-Production)◦ 분하게 진행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체계적인 사.전계획 단계에서 정책의 지속가능한 장치를 다각(Pre-Production)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법제도적 장법제도적 장법제도적 장법제도적 장치의치의치의치의 마마마마련이 매우 중요함 정책의 정립 및 추진 일정과 동일한 선련이 매우 중요함 정책의 정립 및 추진 일정과 동일한 선련이 매우 중요함 정책의 정립 및 추진 일정과 동일한 선련이 매우 중요함 정책의 정립 및 추진 일정과 동일한 선상상상상....에서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구조를에서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구조를에서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구조를에서 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구조를 만만만만들어가는 것이 필요들어가는 것이 필요들어가는 것이 필요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법제도적 장치마련 방안3.2. 문화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안 반영문화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안 반영문화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안 반영문화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안 반영3.2.1.3.2.1.3.2.1.3.2.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관련 정책 추진에 기초 근간이 될 수 있는 법◦ 령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법 과 현재 제정을 위< >해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안 이 있음< ( )>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및 추진체계 안. ( ). ( ). ( ). ( )ⅣⅣⅣ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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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안에서 지역재생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조항< >◦ 은 법 제 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조항으로 문화시설 문화예술8 ,“ ․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과 국민․ “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문화지구 지정관리 영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문화예술진흥법 의 제 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조항은 문화를 통< > 8◦ “ ․ ”한 지역재생 관련 정책개념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의관점에서 포함된 것이므로 향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일반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일반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일반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일반““““ ””””적 사적 사적 사적 사항항항항을 문화예술진흥법 에을 문화예술진흥법 에을 문화예술진흥법 에을 문화예술진흥법 에 포포포포함시킬 필요는함시킬 필요는함시킬 필요는함시킬 필요는 없없없없음음음음< >< >< >< >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는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는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는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는 현현현현재 계재 계재 계재 계““““ ””””류류류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안 에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안 에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안 에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안 에 포포포포함하는 것이함하는 것이함하는 것이함하는 것이 바람직바람직바람직바람직<<<< ( )( )( )( )>>>> 하며 포함내,용은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조항처럼 세부적 단위사업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단위사업을단위사업을단위사업을단위사업을 포괄할포괄할포괄할포괄할 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 상상상상위정책의 틀로서 반영하는 것위정책의 틀로서 반영하는 것위정책의 틀로서 반영하는 것위정책의 틀로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함.지역문화진흥법 안 은 년 월 일 이광철 의원 외 인이 처< ( )> 2006 5 10 31◦ 음 국회에 의원 발의 입법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다른 관련법과의,중복성 등의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였음 이후 법 조항 보완을 통해.년 월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도종환 의원 외 인이 다시2012 8 52법제정을 위해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음.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 안< ( )>◦ 93)에는 문화도시 문화지구의 지정,“및 지원 항목이 장으로 독립되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도시3 .”및 문화지구의 지정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현재의 정책동향에서도 다소 멀어진 개념이므로 이미 미래적 관점을확보하고 있지 않음.93)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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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진흥법 안 은지역문화진흥법 안 은지역문화진흥법 안 은지역문화진흥법 안 은 현현현현재 계재 계재 계재 계류류류류 중이지중이지중이지중이지만만만만 최종 결정되는 단계에최종 결정되는 단계에최종 결정되는 단계에최종 결정되는 단계에<<<< ( )( )( )( )>>>>이이이이르르르르게 되면 반드시 보다게 되면 반드시 보다게 되면 반드시 보다게 되면 반드시 보다 포괄포괄포괄포괄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적이고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지역재생 정책 관련 법조지역재생 정책 관련 법조지역재생 정책 관련 법조지역재생 정책 관련 법조항항항항을 수정 반영하는 것이 필요을 수정 반영하는 것이 필요을 수정 반영하는 것이 필요을 수정 반영하는 것이 필요,,,,”””” 함.타 부처 관련 법안과의 협력조항 연계타 부처 관련 법안과의 협력조항 연계타 부처 관련 법안과의 협력조항 연계타 부처 관련 법안과의 협력조항 연계3.2.2.3.2.2.3.2.2.3.2.2. 문화체육관광부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국국국국토토토토해양해양해양해양부 차원에서 추진 계부 차원에서 추진 계부 차원에서 추진 계부 차원에서 추진 계류류류류 중인 국가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중인 국가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중인 국가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중인 국가 차원의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추진을 위한 법생 정책추진을 위한 법생 정책추진을 위한 법생 정책추진을 위한 법률률률률안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안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안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안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관련 협력협력협력협력조조조조항항항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연관성 높은 두 법률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안 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 임( )> < ( )>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률률률 안 은안 은안 은안 은<<<< ( )( )( )( )>>>>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도심 쇠퇴 현상을 방지하며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 목적 제 조 목적 으로( 1 ( )) 국토해양위원회 년 월 양승조 의2012 5원 외 인의 의해 제안되었음11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 ( )( )( )( )>>>>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여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유로 2012년 월 일 국토해양위원회 서병수 의원 외 인이 발의하였음6 5 34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국가 차원의◦ “ ”지역재생 도시재생 정책의 일부이면서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는,것이므로 큰큰큰큰 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 전반과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 전반과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 전반과차원에서 도시재생 정책 전반과 협력협력협력협력관계를 분명히 하관계를 분명히 하관계를 분명히 하관계를 분명히 하는 법조는 법조는 법조는 법조항항항항을을을을 만만만만들어두는 것이 필요들어두는 것이 필요들어두는 것이 필요들어두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잘 추진.되지 않았던 부처간 협력과정에서 법제도적 장치에 힘입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계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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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방안 및 제언.Ⅴ

정책 추진방안1.

통합적 추진 방향1.1. 사람 자원 공간의 통합적 어우러짐에 기초해서 문화관광부 차원의,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 정책브랜브랜브랜브랜드로 추진하는 방안드로 추진하는 방안드로 추진하는 방안드로 추진하는 방안““““ ”””” 임.통합적 추진방법의◦ 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 방안은 사방안은 사방안은 사방안은 사람람람람 공간 자원에 해공간 자원에 해공간 자원에 해공간 자원에 해당당당당하는하는하는하는, ,, ,, ,, ,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지역문화콘텐츠 등록록록록운영제도 생운영제도 생운영제도 생운영제도 생< >< >< >< >,,,, < >< >< >< >,,,, <<<<활문화공간활문화공간활문화공간활문화공간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세 영역을세 영역을세 영역을세 영역을 복복복복합적으로 담은 하나의 통합적합적으로 담은 하나의 통합적합적으로 담은 하나의 통합적합적으로 담은 하나의 통합적>>>>정책프레임을정책프레임을정책프레임을정책프레임을 만만만만들어 지역들어 지역들어 지역들어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에서 추진문화과에서 추진문화과에서 추진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이.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사업 규규규규모가 가장모가 가장모가 가장모가 가장 커커커커질 것질 것질 것질 것이며 사업의,통합적 성과 및 리스통합적 성과 및 리스통합적 성과 및 리스통합적 성과 및 리스크크크크도 가장도 가장도 가장도 가장 크크크크게 도출게 도출게 도출게 도출될 것임.◦ 두두두두 번째번째번째번째 방안방안방안방안은 지역지역지역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되문화과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되문화과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되문화과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되,,,,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 지역문화창조인력 파트너십 생활>, < >, <문화공간 클러스터링 세 영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임 즉> . ,하나의 정책사업으로하나의 정책사업으로하나의 정책사업으로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묶묶묶묶어내는 것이 아어내는 것이 아어내는 것이 아어내는 것이 아니니니니라 세 사업을라 세 사업을라 세 사업을라 세 사업을 순순순순차적이고차적이고차적이고차적이고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임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임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임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임.... 이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규규규규모는 적모는 적모는 적모는 적절절절절하게 조하게 조하게 조하게 조절절절절할 수 있지만 정책추진의 기간이 매우추진의 기간이 매우추진의 기간이 매우추진의 기간이 매우 길길길길어지어지어지어지고 정책의 통합적 성과를고 정책의 통합적 성과를고 정책의 통합적 성과를고 정책의 통합적 성과를 거거거거두는두는두는두는데데데데 일정한 한계일정한 한계일정한 한계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통합 정책브랜드로 추진할 경우◦ 정책파급정책파급정책파급정책파급력력력력이나 정책이나 정책이나 정책이나 정책홍홍홍홍보 면에서 시보 면에서 시보 면에서 시보 면에서 시너너너너지지지지 효효효효과과과과를 거둘 수 있으며,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정책사업의그러나 정책사업의그러나 정책사업의그러나 정책사업의 규규규규모가모가모가모가 커커커커지면서지면서지면서지면서정책추진과정에서의정책추진과정에서의정책추진과정에서의정책추진과정에서의 섬섬섬섬세한 접근에 한계세한 접근에 한계세한 접근에 한계세한 접근에 한계가 따르게 되고, 내실 있는내실 있는내실 있는내실 있는정책추진성과 도출에 일정한 한계정책추진성과 도출에 일정한 한계정책추진성과 도출에 일정한 한계정책추진성과 도출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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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추진 방향1.2.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 관점으로◦ “ ”추진하되, 사사사사람람람람 자원에 해자원에 해자원에 해자원에 해당당당당하는 정책은 지역하는 정책은 지역하는 정책은 지역하는 정책은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에 추진하문화과에 추진하문화과에 추진하문화과에 추진하,,,,고 공간에 해고 공간에 해고 공간에 해고 공간에 해당당당당하는 정책은하는 정책은하는 정책은하는 정책은 디디디디자인공간문화과에 추진자인공간문화과에 추진자인공간문화과에 추진자인공간문화과에 추진,,,, 하는 방안임.먼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사람 자원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 통합적으로 두 영역을 묶어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두 번째 개별 사업을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두 가지 방안 모두 통합적 관점에서 세 영역을두 가지 방안 모두 통합적 관점에서 세 영역을두 가지 방안 모두 통합적 관점에서 세 영역을두 가지 방안 모두 통합적 관점에서 세 영역을 묶묶묶묶어서 추진하는 방어서 추진하는 방어서 추진하는 방어서 추진하는 방안보다는 사업안보다는 사업안보다는 사업안보다는 사업규규규규모에 부담이모에 부담이모에 부담이모에 부담이 줄줄줄줄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섬섬섬섬세한세한세한세한,,,,접근을접근을접근을접근을 할할할할 수 있게 됨수 있게 됨수 있게 됨수 있게 됨....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는 공간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지역민,◦ 족문화과와는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지역민족문화과의 긴밀한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양자 모두 문화를 통한 지양자 모두 문화를 통한 지양자 모두 문화를 통한 지양자 모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통합 정책역재생 통합 정책역재생 통합 정책역재생 통합 정책브랜브랜브랜브랜드를 구드를 구드를 구드를 구현현현현하는하는하는하는 데데데데는 변화를 가는 변화를 가는 변화를 가는 변화를 가져오져오져오져오기기기기 힘힘힘힘들들들들며며며며,,,,””””기존에 지역기존에 지역기존에 지역기존에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문화과문화과문화과 디디디디자인공간문화과 개별 정책사업의 추진과자인공간문화과 개별 정책사업의 추진과자인공간문화과 개별 정책사업의 추진과자인공간문화과 개별 정책사업의 추진과////동일한 선동일한 선동일한 선동일한 선상상상상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한.협력관계 속에서 추진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민족문화과와 디자인공간문화과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적극적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통합 정책브랜드가 아닌 정책 영역별로 추진◦ “ ”함에 따라 정책파급정책파급정책파급정책파급력력력력이나 정책이나 정책이나 정책이나 정책홍홍홍홍보 면에서 시보 면에서 시보 면에서 시보 면에서 시너너너너지지지지 효효효효과가과가과가과가 약할약할약할약할 수수수수있으있으있으있으며며며며 정책성과가 부분적으로 분산될 수 있음정책성과가 부분적으로 분산될 수 있음정책성과가 부분적으로 분산될 수 있음정책성과가 부분적으로 분산될 수 있음, ., ., ., . 그러나 각 과가 책임 있게 정책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되면서 정책추진과정에서의정책추진과정에서의정책추진과정에서의정책추진과정에서의 섬섬섬섬세세세세함이나 개별적 정책추진성과 도출이 용이함이나 개별적 정책추진성과 도출이 용이함이나 개별적 정책추진성과 도출이 용이함이나 개별적 정책추진성과 도출이 용이할할할할 수 있음수 있음수 있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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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3.추진추진추진추진방안방안방안방안 추진추진추진추진부서부서부서부서 사업사업사업사업 정책정책정책정책프레임프레임프레임프레임 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 특징특징특징특징
통합적통합적통합적통합적추진추진추진추진방향방향방향방향 지역지역지역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문화과문화과문화과

지역문화창조인력파트너십 사람 복합적 추진복합적 추진복합적 추진복합적 추진----정책규모가 가장 커지며 사업의 통합적,성과 및 리스크도 가장 크게 도출단계별 추진단계별 추진단계별 추진단계별 추진----정책사업 규모는 적절하게 조절 가능 추,진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통합적 성과를거두는데 일정한 한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정책브랜드로 추진하는 방안정책파급력이나 홍보-면에서 시너지 효과,정책성과를 체계적축적 가능하나 추진,과정에서 섬세한 접근에 한계 및 내실있는 정책추진성과 도출에 일정한 한계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 자원
생활문화공간클러스터링 공간

영역별영역별영역별영역별추진추진추진추진방향방향방향방향 지역지역지역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문화과문화과문화과
지역문화창조인력파트너십 사람 복합적 정책 추진방-안 개별사업을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있음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통합 브랜드를”구현하는 데는 한계통합적 추진방향보다-사업규모에 부담이줄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접근이 가능기존의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개별 정책사업 추진의 동일한 형태의 운영 가능성
지역문화콘텐츠 등록운영제도 자원

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공간공간공간공간문화과문화과문화과문화과 생활문화공간클러스터링 공간 지역민족문화과와-긴밀한 협력관계속에서 정책 추진

표표표표<<<< 57575757 정책 추진방안정책 추진방안정책 추진방안정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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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2.

통합적 관점의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2.1.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협의구조 구축 필요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협의구조 구축 필요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협의구조 구축 필요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정책협의구조 구축 필요2.1.1.2.1.1.2.1.1.2.1.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국가 차원의 지역재생 정책과 조화롭◦ 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때문에. 중앙 부처와의 통합적인 관점에중앙 부처와의 통합적인 관점에중앙 부처와의 통합적인 관점에중앙 부처와의 통합적인 관점에기초해서 정책을 추진기초해서 정책을 추진기초해서 정책을 추진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할할할할 필요필요필요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의 지정부 부처의 지정부 부처의 지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관련 담역재생 관련 담역재생 관련 담역재생 관련 담당당당당자들의자들의자들의자들의 협협협협의기반을의기반을의기반을의기반을 마마마마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합적으로 추진합적으로 추진합적으로 추진할할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획획획 수립이 필요수립이 필요수립이 필요수립이 필요함.특히 동일한 지역에 광역단위사업 도시단위사업 소규모 단위 사업, ,◦ 이 중복 운영되고 서로 이질적인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지,않도록 조정과 통합을 할 필요가 있음. 각 정부 부처가각 정부 부처가각 정부 부처가각 정부 부처가 참참참참여하여 통여하여 통여하여 통여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할할할할 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추진체계가 필요추진체계가 필요추진체계가 필요추진체계가 필요함.문화부 지역재생정책 관련 종합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문화부 지역재생정책 관련 종합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문화부 지역재생정책 관련 종합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문화부 지역재생정책 관련 종합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2.1. .2.1. .2.1. .2.1. .２２２２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지역재생정책 관련 종합적 실행계획(master◦ 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는 기본연구에 해당하action plan) .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정책개념과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정책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획을 담은 종합 정책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권역사업 도시사업 장소단위사업, ,◦ 의 개념 방향과 일관성 있는 기개념 방향과 일관성 있는 기개념 방향과 일관성 있는 기개념 방향과 일관성 있는 기준준준준 가이드를가이드를가이드를가이드를 마마마마련하고 문화관련하고 문화관련하고 문화관련하고 문화관광광광광체체체체/ , ,/ , ,/ , ,/ , ,육육육육부에서 추진해부에서 추진해부에서 추진해부에서 추진해야야야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할할할할 필요필요필요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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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성과의 계승과 체계화 필요2.2. 생활문화와 근현대 역사문화로 정책대상 확대 및 체계화생활문화와 근현대 역사문화로 정책대상 확대 및 체계화생활문화와 근현대 역사문화로 정책대상 확대 및 체계화생활문화와 근현대 역사문화로 정책대상 확대 및 체계화2.2.1.2.2.1.2.2.1.2.2.1.◦ 문화부에서 최근 추진했던 개별 단위사업의 지역재생 정책성과를 확문화부에서 최근 추진했던 개별 단위사업의 지역재생 정책성과를 확문화부에서 최근 추진했던 개별 단위사업의 지역재생 정책성과를 확문화부에서 최근 추진했던 개별 단위사업의 지역재생 정책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산하는 것이 필요산하는 것이 필요산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생활문화와 근생활문화와 근생활문화와 근생활문화와 근현현현현대 역사문화자원으로 정대 역사문화자원으로 정대 역사문화자원으로 정대 역사문화자원으로 정책대책대책대책대상상상상을 확대한 점은 지역재생 정책의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고을 확대한 점은 지역재생 정책의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고을 확대한 점은 지역재생 정책의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고을 확대한 점은 지역재생 정책의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고국내 지역문화환경에서도 실국내 지역문화환경에서도 실국내 지역문화환경에서도 실국내 지역문화환경에서도 실천천천천적으로 필요적으로 필요적으로 필요적으로 필요한 영역임.지역문화콘텐츠 등록관리제도 를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 >◦ “ ”책대상을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으로 확대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근현대 문화자원으로도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사람 자원 중심의 정책추진 방식의 혁신 강화사람 자원 중심의 정책추진 방식의 혁신 강화사람 자원 중심의 정책추진 방식의 혁신 강화사람 자원 중심의 정책추진 방식의 혁신 강화2.2.2. /2.2.2. /2.2.2. /2.2.2.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정책추진방식의 창조적은 정책추진방식의 창조적은 정책추진방식의 창조적은 정책추진방식의 창조적 혁신혁신혁신혁신을 이을 이을 이을 이루루루루는 것는 것는 것는 것임 이러한 차원에서. 국국국국내 정책은 휴먼 소프트 하드웨어의 종합적 정책추진이 비내 정책은 휴먼 소프트 하드웨어의 종합적 정책추진이 비내 정책은 휴먼 소프트 하드웨어의 종합적 정책추진이 비내 정책은 휴먼 소프트 하드웨어의 종합적 정책추진이 비교교교교적 일적 일적 일적 일찍찍찍찍/ // // //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천천천적 실체가 매우적 실체가 매우적 실체가 매우적 실체가 매우 허약허약허약허약하였음 이는 사.람 자원을 하드웨어인 공간 구축과 병렬적 관계 또는 공간으로부터/규정받는 위치로 설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임.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문전성시 시<◦ 범사업 을 비롯한 몇 가지 지역재생 정책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지역재생 정책추진과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정책추진과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정책추진과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정책추진과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타타타타 부처로도부처로도부처로도부처로도확산하는 것이 중요확산하는 것이 중요확산하는 것이 중요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이미 일정한 정책추진 성과가 다른 부처로.확산되고 있지만 문화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정책혁신의 성과가 전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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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서의문화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서의문화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서의문화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정에서의 혁신혁신혁신혁신모델 을 성공요인모델 을 성공요인모델 을 성공요인모델 을 성공요인““““ ””””으로 모델화 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으로 모델화 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으로 모델화 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으로 모델화 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이룩한 사람 자원이 중심이 되어 공간 등의 하드웨어/인프라를 지역과 주민의 필요에 맞게 구축해가는 과정은 보다 정교/하게 정책과정으로 체계화되고 모델링되어 대외적으로 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타 부처로도 확산할 필요가 있음, .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자 조직 역할 섬세한 정책설계 강화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자 조직 역할 섬세한 정책설계 강화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자 조직 역할 섬세한 정책설계 강화제도 컨설팅단 등 중간매개자 조직 역할 섬세한 정책설계 강화2.2.3. PM / ( ) -2.2.3. PM / ( ) -2.2.3. PM / ( ) -2.2.3. PM / ( )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서의과정에서의과정에서의과정에서의 혁신뿐만혁신뿐만혁신뿐만혁신뿐만 아아아아니니니니라 정책추진체계를라 정책추진체계를라 정책추진체계를라 정책추진체계를 섬섬섬섬세하게세하게세하게세하게 설설설설계하는 것계하는 것계하는 것계하는 것도 중요함도 중요함도 중요함도 중요함 정책추진체계를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의 의미는 정책목.표가 몇 가지의 제도를 통해 저절로 구현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단순한 기대치를 넘어 정책의 실현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추진된 정책에서◦ 제도제도제도제도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등의 중간단 등의 중간단 등의 중간단 등의 중간PMPMPMPM ////매개자 조매개자 조매개자 조매개자 조직직직직 의 역의 역의 역의 역할할할할을을을을 설설설설정하고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게정하고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게정하고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게정하고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 )( )( )만만만만든 것은 지역재생정책든 것은 지역재생정책든 것은 지역재생정책든 것은 지역재생정책 설설설설계에서계에서계에서계에서 큰큰큰큰 전환점전환점전환점전환점이 되었음 향후에도 이.러한 중간매개자 또는 중간조직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포함해서, 정책계정책계정책계정책계획획획획에서에서에서에서 섬섬섬섬세한 추진구조세한 추진구조세한 추진구조세한 추진구조에 대한에 대한에 대한에 대한 설설설설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그동안 추진된 지.역문화정책의 형식적이고 양적인 요소를 극복하도 내용적이고 질적인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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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지역재생 정책 통합적 홍보 채널의 구축 필요2.3. 문화부 지역재생 정책홍보를 위한 저널 온라인 코너의 마련문화부 지역재생 정책홍보를 위한 저널 온라인 코너의 마련문화부 지역재생 정책홍보를 위한 저널 온라인 코너의 마련문화부 지역재생 정책홍보를 위한 저널 온라인 코너의 마련2.3.1. -2.3.1. -2.3.1. -2.3.1. -광범위한 지역재생 정책 가운데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가장◦ “ ”주목받는 기법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년에 시작 년 이후에. 1999 , 2004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맥락의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정책성과가 분산되어 대외적으로 정책정책성과가 분산되어 대외적으로 정책정책성과가 분산되어 대외적으로 정책정책성과가 분산되어 대외적으로 정책브랜브랜브랜브랜드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드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드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드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뿐만뿐만뿐만뿐만 아아아아니니니니라 문화부에서 파생된 정책인라 문화부에서 파생된 정책인라 문화부에서 파생된 정책인라 문화부에서 파생된 정책인데데데데도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없없없이이이이피상피상피상피상적 정책성과로적 정책성과로적 정책성과로적 정책성과로 타타타타 부처로 전부처로 전부처로 전부처로 전달달달달 확산됨에 따라 정책의 실질 성과확산됨에 따라 정책의 실질 성과확산됨에 따라 정책의 실질 성과확산됨에 따라 정책의 실질 성과마저 퇴색마저 퇴색마저 퇴색마저 퇴색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향후 문화부의 통합적 정책브랜드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매체를 활용해서 문화부문화부문화부문화부지역재생 정책지역재생 정책지역재생 정책지역재생 정책홍홍홍홍보를 위한보를 위한보를 위한보를 위한 저저저저널널널널 온온온온라인라인라인라인 코너코너코너코너를를를를 마마마마련하여 주기적으련하여 주기적으련하여 주기적으련하여 주기적으----로 정책공로 정책공로 정책공로 정책공감감감감 및및및및 홍홍홍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한국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 연계하는 홍보 네트워크 채널 구축한국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 연계하는 홍보 네트워크 채널 구축한국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 연계하는 홍보 네트워크 채널 구축한국형 사례를 종합적으로 소개 연계하는 홍보 네트워크 채널 구축2.3.2. / -2.3.2. / -2.3.2. / -2.3.2. / -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주로 해외사2000◦ “ ”례의 소개와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음 그러나. 지지지지난난난난 년 국내 많은년 국내 많은년 국내 많은년 국내 많은10101010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및 시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및 시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및 시지역에서 다양한 성공 및 시행착오행착오행착오행착오의 한국형 사의 한국형 사의 한국형 사의 한국형 사례례례례가 구축되어 왔고가 구축되어 왔고가 구축되어 왔고가 구축되어 왔고,,,,이러한 사이러한 사이러한 사이러한 사례례례례는 한국에서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의 중요는 한국에서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의 중요는 한국에서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의 중요는 한국에서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의 중요““““ ””””한 활동경한 활동경한 활동경한 활동경험험험험이자이자이자이자 학습학습학습학습 공유의 자원 자산공유의 자원 자산공유의 자원 자산공유의 자원 자산, ( ), ( ), ( ), ( )이라 할 수 있음.지금까지는 문화부 사례도 타 부처 홍보물에 소개되는 경우가 더 많◦ 았는데, 문화부 차원에서 한국형 사문화부 차원에서 한국형 사문화부 차원에서 한국형 사문화부 차원에서 한국형 사례례례례를 주기적으로 업를 주기적으로 업를 주기적으로 업를 주기적으로 업데데데데이트하여이트하여이트하여이트하여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연계하여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연계하여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연계하여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연계하여 홍홍홍홍보와보와보와보와 더더더더불어 관계자들의불어 관계자들의불어 관계자들의불어 관계자들의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도 구축도 구축도 구축도 구축할할할할 수 있는 통합적수 있는 통합적수 있는 통합적수 있는 통합적 홍홍홍홍보 채보 채보 채보 채널널널널을을을을 만만만만드는 것이 필요드는 것이 필요드는 것이 필요드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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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4. 그림그림그림그림<<<< 19191919 문화부 지역재생 관련 정책제언문화부 지역재생 관련 정책제언문화부 지역재생 관련 정책제언문화부 지역재생 관련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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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Ⅵ 록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자료집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방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방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방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방안 전문가 집담회전문가 집담회전문가 집담회전문가 집담회일 시 년 월 일 목: 2013 1 31 ( ) 15:00~18:00◦ 장 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정책관 제 회의실: ( 2◦ 주 관 문화체육관광부 사 문화다움: , ( )◦
프 로 그 램프 로 그 램프 로 그 램프 로 그 램구분구분구분구분 시간시간시간시간 세부주제 및 발제자세부주제 및 발제자세부주제 및 발제자세부주제 및 발제자
session 1session 1session 1session 1 15:00~15:05 인사말인사말인사말인사말15:05~15:30 발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발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발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발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1>< 1>< 1>< 1>추미경: | 사 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15:30~15:50 발제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발제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발제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발제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 2>< 2>< 2>< 2>곽동원: | 진안군청 아토피전략 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15:50~16:10 발제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발제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발제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발제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3>< 3>< 3>< 3>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6:10~16:30 Break Timesession 2session 2session 2session 2 16:30~16:50 발제 장소성과 지역문화재생발제 장소성과 지역문화재생발제 장소성과 지역문화재생발제 장소성과 지역문화재생< 1>< 1>< 1>< 1> 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 , ,; , ,; , ,; ,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16:50~17:10 발제 공간 자원 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발제 공간 자원 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발제 공간 자원 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발제 공간 자원 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 2> / /< 2> / /< 2> / /< 2> / /지역재생 전략지역재생 전략지역재생 전략지역재생 전략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종합토론종합토론종합토론종합토론 17:10~18:00 발제자 전원18:00~ 저녁식사 및 간담회저녁식사 및 간담회저녁식사 및 간담회저녁식사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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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추미경사 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

전 지구적인 지역화 흐름과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지(glocalization)◦ 역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 중심의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 중심의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 중심의시대적 패러다임이 소프트 파워 중심의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도 년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도 년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도 년창조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에서도 년2000200020002000을 전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을 전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을 전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을 전후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전통지역문화과 현 지역민족문화과 에서 문( ) <화의거리 조성사업 을 시작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1999~2004)>한 하드웨어 소프트 휴먼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정책성과가 차별화되지 않고 지속성에정책성과가 차별화되지 않고 지속성에정책성과가 차별화되지 않고 지속성에정책성과가 차별화되지 않고 지속성에서 일정한 한계서 일정한 한계서 일정한 한계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음.한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 , ,◦ 식품부 등 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등에서 최근에는 문화와 창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등에서 최근에는 문화와 창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등에서 최근에는 문화와 창여러 중앙 부처 개별 지자체 등에서 최근에는 문화와 창,,,,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 를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 를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 를의성이 중요해진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문화 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증가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증가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증가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증가하고 있음.지역 내에서는 여러 중앙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유사한 지역문화 활◦ 성화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각 사업들이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지자체 정책별 사업 목적에 따라 지,역이 대상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결과적으로. 정책성과가 분산되정책성과가 분산되정책성과가 분산되정책성과가 분산되고 지역문화역량으로 축적되지고 지역문화역량으로 축적되지고 지역문화역량으로 축적되지고 지역문화역량으로 축적되지 못할 뿐만못할 뿐만못할 뿐만못할 뿐만 아아아아니니니니라 지역문화의 통합라 지역문화의 통합라 지역문화의 통합라 지역문화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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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전보다는 부처별 경적 발전보다는 부처별 경적 발전보다는 부처별 경적 발전보다는 부처별 경쟁쟁쟁쟁 지역 간 경지역 간 경지역 간 경지역 간 경쟁쟁쟁쟁구도를 가중하는구도를 가중하는구도를 가중하는구도를 가중하는 상황상황상황상황이이이이,,,,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만만만만들어지고 있음들어지고 있음들어지고 있음들어지고 있음....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극복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문화정◦ 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지역문화의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한국 지역문화의 현 단계에서 그동안 양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정책양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정책양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정책양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정책추진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지속추진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지속추진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지속추진 성과를 질적으로 전환하고 통합적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맥락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맥락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맥락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맥락 검검검검토토토토2.1.2.1.2.1.2.1. ◦ 글로컬라이제이션 환경변화 속에서 년대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1970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등장 확산됨 문화와 예술을 활용, .한 지역재생 정책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맞이한 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년대 시작되어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년대 시작되어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년대 시작되어서구 선진국 즉 서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년대 시작되어, 1980, 1980, 1980, 1980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 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 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 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년대 유럽지역 전반 년대 아시아 및 세계 모든 지역으로1990 , 20001990 , 20001990 , 20001990 , 2000확산되고 있음확산되고 있음확산되고 있음확산되고 있음....◦ 사실 도시재생 도시마케팅 개념은 세기에 온전하게 새롭게 등장, 21한 개념은 아님 장소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반복적 흐름 속에서 도. /시와 지역을 개발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세기 도시재생 지역재생의. 21 , 새로운 것은 창새로운 것은 창새로운 것은 창새로운 것은 창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조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과 맞물려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 이 지역재생에서 핵심 요소 또는 중요한 기법으로 등장했다의 관점 이 지역재생에서 핵심 요소 또는 중요한 기법으로 등장했다의 관점 이 지역재생에서 핵심 요소 또는 중요한 기법으로 등장했다의 관점 이 지역재생에서 핵심 요소 또는 중요한 기법으로 등장했다””””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적 관점에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적 관점에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적 관점에는 점임 또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미래적 관점에. ,. ,. ,. ,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서 진단한 성공적인 도시 지역 재생 정책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 )( )(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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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2.2.2.2.2.2.2.2. 국가별 국제기구별 주요 동향국가별 국제기구별 주요 동향국가별 국제기구별 주요 동향국가별 국제기구별 주요 동향 검검검검토토토토1) ,1) ,1) ,1)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City Challenge- Single Regeneration Budget- New Deal for Communities- Neighbourhood Renewal Fund- Local Strategic Partnership- Regional Development Agency-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년대 개별사업 단위의 물리적 지역재생 시행- 1980착오를 넘어 년 이후 지역 기반의 물리적 환1990경 개선 경제개발 및 재구조화 사회적 결속력, , ,삶의 질 등을 향한 통합적 지역재생 전략 추진지역기반 통합지역예산 년까지의 장기지원- , , 10커뮤니티 재생 여러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강력한 지자체 근린지역의 강조- ,

표표표표<<<< 60606060 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영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 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 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 ZAC; Zone d'am nagement concertě ě(Concerted Development Zone)- ZUP; Zone Urbaniser en Prioritἀ ě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사회- ,적 재정적 통합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협의개발지구 등의 제도적 전개를 통해- 다목적 사전 의견수렴 보장 다수의 참, ,여 상위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 ,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표표표표<<<< 61616161 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프랑스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쇠퇴한 산업도시의 경제재생 지원정책에서 지역의- 핵심자산 육성방식으로 변화지역주민참가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내부 로- “ ”부터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주목함생활 속 주요 공간을 축제의 장이자 상업공간으로- 연계하는 흐름 활성화“Festive market place” 시장 중심의 장소마케팅에서 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록 파트너십을 활용한 재생정책으로 변화역사문화적 건축물을 통한 지역재생- 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유산,보존에 대한 관심 증가
표표표표<<<< 62626262 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미국 지역재생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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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중앙정부 도시재생본부 설치- (2001)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2002)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기금 설립과 운- 영 활성화
년대 이후 국가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 2000이 추진되기 시작함도시재생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대도시 중심 지역주민의 배제 경제재생 위, ,주 제 의 개발붐 조성 등 비판적 요소를 수, 2반하게 됨.마을만들기 차원의 지역 내적 프로그램이 주- 민들의 자발적 를 중심으로 활발하게NPO운영되기 시작함.

표표표표<<<< 63636363 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일본 지역재생 정책동향>>>>

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정책의 동향 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년대 경기침체 이후 년부터- 1980~90 1997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통합적 도시재생 정책으로서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추진추진추진추진(Renaissance City Singapore)(Renaissance City Singapore)(Renaissance City Singapore)(Renaissance City Singapore)----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Global City for the를 표방Arts)정부 주도의 강력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 식임
도시국가 규모와 특성에 맞는 통합적 도- 시재생정책의 추진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전략을 지속적- 추진강변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 면서 에스플러네이드와 같은 국제적 특성을 강화한 문화공간 아이콘을 적극 활용함

표표표표<<<< 64646464 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싱가폴 지역재생 정책동향>>>>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유럽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 그리고 공통의 특징을 재조명하는 한편 유럽“ ,인 상호간의 심층적인 이해증진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유럽의회와.”(1995 5 15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호 제 조‘ 1419 ’ 1 )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유럽 연합 가맹국의 도시를 매년 선정하여 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 1행사를 전개하는 사업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 다양한 중장기 혹은 단기 문화활동 유럽문화수도 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의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EU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 유럽인들이 공유하면서 공헌하고 영감을 준 예술동향 스타일을 강조할 것- , ,의 다른 개별국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촉진하고 지속적- EU ,인 문화협력을 이끌며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배양할 것EU창조적인 작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보다 넓은 범위의 참여 이동 보장할 것- , ,시민들의 방문을 장려하고 가능한 넓은 범위의 관객 접근을 촉진할 것- EU ,유럽문화와 다른 지역 문화 간의 대화 장려할 것- 역사적 유산 도시건축과 도시의 삶의 질을 강화할 것- ,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 회원국EU

표표표표<<<< 65656565 유럽문화수도 개요유럽문화수도 개요유럽문화수도 개요유럽문화수도 개요> EU (1985~)> EU (1985~)> EU (1985~)> EU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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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시범도시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 사회적 결속을 화두로 하는 문화 간 접근에 관· ,한 폭넓은 논의와 정책입안을 자극시범도시 대상으로 도시의 다양성을 경영하는 종합적인 상호문화전략 발전·유럽의 다른 도시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활동 추진·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유럽의 도시 내 문화다양성 경영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프로젝트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 유럽평의회와 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유럽도시개발 프로그램EU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선정기준 상호문화적 인프라 구축상황 도시의 고유한 전통과 경제여건·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 최근 도시에서의 상호문화성 발전 잠재력· /도시의 문화다양성 장점 이해도 이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프로그램 참여도· /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선정대상 유럽평의회 개국 회원국 중47
표표표표<<<< 66666666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요> EU (2008~)> EU (2008~)> EU (2008~)> EU (2008~)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 용내 용내 용내 용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지역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조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정책개념 도시 간 비경쟁적 협력 지식 및 경험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장려하며 공공, , ,부문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조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정책유형 네트워크형 사업가입기준가입기준가입기준가입기준 창조도시 지정을 신청한 도시의 해당 주제 분야의 창조산업 전반에 걸친 문화관계자· 활동가 를 모두 포함( )각 도시는 창조성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창조적 잠재력과 역량은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문화 산업을 이끌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국제시장으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지원 신청서에는 각 장르별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로 자체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가입대상가입대상가입대상가입대상 개 분야 주제 민속예술 문학 미디어 예술 음악 음식 디자인 영화 에서 선정7 ( , , , , , , )

표표표표<<<< 67676767>>>>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개요개요개요개요(2004~)(2004~)(200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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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분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분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분해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동향 분석석석석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가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가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가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가 개별지역에 대한 물리적 재생에서 지역기반의 통합적 재생으로....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총체적 접근으로의 전환- /- /- /- /전 세계적으로 지역재생 정책◦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지역지역지역지역의 특성에 기반을의 특성에 기반을의 특성에 기반을의 특성에 기반을 둔둔둔둔 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지역사회의 통합적 재생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음음음을 알 수 있음 삶의 질 향상이 지역재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역문화환경 및 지역문화콘텐츠지역문화환경 및 지역문화콘텐츠지역문화환경 및 지역문화콘텐츠지역문화환경 및 지역문화콘텐츠,,,, 주주주주민민민민문화역량 등 하드문화역량 등 하드문화역량 등 하드문화역량 등 하드요소요소요소요소뿐만뿐만뿐만뿐만 아아아아니니니니라 소프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라 소프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라 소프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라 소프트 휴먼 요소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됨됨됨됨.나 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너티 재생으나 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너티 재생으나 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너티 재생으나 지원제도의 변화 상향식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너티 재생으. ; , , ,. ; , , ,. ; , , ,. ; , , ,로의 전환로의 전환로의 전환로의 전환지역재생정책은◦ 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하향식 정책추진방식에서 상상상상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향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화해왔으화해왔으화해왔으며며며며 주주주주민민민민의 주체적 개의 주체적 개의 주체적 개의 주체적 개입입입입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이나 지역재생에서의 주도성이 점차,,,,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점차 하드웨어적 개선이 아닌. 지지지지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역공동체 의 내부적 재생에 초점(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local community) 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파트다양한 주체의 파트다양한 주체의 파트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이 지역재생의 추진주체로인식 강화되는 경향인식 강화되는 경향인식 강화되는 경향인식 강화되는 경향,,,, 임.단일 사업 개별 지역단위가 아닌 종합적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역재생정책에서는 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지원기간이 최소 년에서 최장 년까지 지속되3333 10101010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는 장기지원구조가 국제적으로 광범광범광범광범위위위위해지고 있으며 성과도 축적되,고 있음 다만 장기지원제도가 지원의존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수반.할 수 있어 섬세한 지원방식 설계가 필요함.다 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다 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다 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다 지역재생에서 문화적 요소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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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발전에서 문화 창의성이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사회발전에서 문화 창의성이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사회발전에서 문화 창의성이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사회발전에서 문화 창의성이 중요해진 세기 패러다임 전환 속에, 21, 21, 21, 21서 지역재생에서 문화를 활용한 사서 지역재생에서 문화를 활용한 사서 지역재생에서 문화를 활용한 사서 지역재생에서 문화를 활용한 사례례례례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초반에는 국제적 아이콘으로서 대형 예술공간 문화시설의 건립이나,국제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를 통한 문화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구축하는 효과성에 주목하였음 그러나 점차 지역의 고유한.문화자원 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재생 프로젝트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즉 하나의 프로젝트나 하드웨어 구축으로 도시재생의 흐름을 단숨,◦ 에 보여주려는 것보다는 도시나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광의적 개념의 유 무형 문화자원을 도시의 고유성과 특성에 기초해 조직하고,묶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문화전략 이 중요하게 등장략 이 중요하게 등장략 이 중요하게 등장략 이 중요하게 등장(urban cultural(urban cultural(urban cultural(urban cultural sssstrategy)trategy)trategy)trategy) 하게 됨.라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라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라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라 문화도시 창조도시 등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경향화. ,. ,. ,. ,한편 종합적 문화도시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유럽문유럽문유럽문유럽문화도시 수도화도시 수도화도시 수도화도시 수도 상호상호상호상호문화도시 창의도시문화도시 창의도시문화도시 창의도시문화도시 창의도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 등으로 제도화되면등으로 제도화되면등으로 제도화되면등으로 제도화되면( ), ,( ), ,( ), ,( ), ,서 도시간 국제 경서 도시간 국제 경서 도시간 국제 경서 도시간 국제 경쟁쟁쟁쟁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된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된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된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경향임 유럽에서 시작된....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흐름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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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국내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국내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국내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2.2.2.2.3333....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은 년대 고도 경제성장기를 시작으로1960◦ 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성숙기 지역균형개발정책 추진기를1980 ,거쳐 년대 지역개발 정책의 안정기를 이루었음1990 . 년대 이후년대 이후년대 이후년대 이후2000200020002000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로는 세계경제화 지역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건건건 변화에 능동변화에 능동변화에 능동변화에 능동, ,, ,, ,, ,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을 포포포포함하는 지역개발정함하는 지역개발정함하는 지역개발정함하는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책의 전환기책의 전환기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년대에 들어 지역이 창조도시로서의 기능과 매력력력력적 장소로서의적 장소로서의적 장소로서의적 장소로서의2000200020002000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의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펼펼펼펼치기 시작하였으치기 시작하였으치기 시작하였으치기 시작하였으며며며며 정부의정부의정부의정부의,,,,접근방식도 과접근방식도 과접근방식도 과접근방식도 과거거거거 하향식 구조에서 점차하향식 구조에서 점차하향식 구조에서 점차하향식 구조에서 점차 상상상상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향식으로 변하기 시작함....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발전정책이 활성화 되고 지역균균균균형발전을 위형발전을 위형발전을 위형발전을 위,,,,해 각 관련 부처별 법해 각 관련 부처별 법해 각 관련 부처별 법해 각 관련 부처별 법령령령령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제정 및 구체적 지역개발 정책사업이 추진되기 시작기 시작기 시작기 시작함.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1)1)1)1)◦ 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우리나라 각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정책은 년대에 이르르르르러서 본러서 본러서 본러서 본2000200020002000격화되기 시작격화되기 시작격화되기 시작격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동안의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주체 역량을 키워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음.◦ 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최근 수년 사이에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 정책을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커커커커지고 있으지고 있으지고 있으지고 있으며며며며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와들에서와들에서와들에서와 마찬마찬마찬마찬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가지로 개별지역과 단위사업을 넘넘넘넘어 지역에 대한 종합어 지역에 대한 종합어 지역에 대한 종합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적 접근을 시도적 접근을 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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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구분구분구분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표표표표<<<< 68686868 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국토해양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구구구 분분분분 내내내내 용용용용비 전비 전비 전비 전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목 표목 표목 표목 표 국가수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시스템 구축G7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사회통합적 주- ( ,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 구도심 복합용도 공간 재생기술 개발 도시시스템, ,녹색재생 기술개발 등 인문 사회과학적 과제와 공학 기술적 과제 연구, )한국형 도시재생 패러다임 설정 및 국가 중장기 전략수립 도시재생 역량강- ,화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 테스트베드 실행 및 실용화 방, ,안 등 핵심과제 지원 종합 수행·최근최근최근최근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개발기법 도시재생 기반기술 개발 연구-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

표표표표<<<< 69696969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개요>>>>

구분구분구분구분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시범사업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접경특화발전지구(~‘30)
표표표표<<<< 70707070>>>> 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행정안전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구분구분구분구분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 2013201320132013하드하드하드하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농어촌 축제지원사업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 휴먼소프트 휴먼소프트 휴먼소프트 휴먼////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표표표표<<<< 71717171>>>> 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농림수산식품부 지역재생 관련 사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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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권역권역권역 지자체지자체지자체지자체 부처부처부처부처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충청권충청권충청권충청권 대전 국토부 대덕구 배달강좌제( ) 50ㅇ 평생학습 서비스개선+▪충북 농식품부 음성군 동요 에듀케어( ) projectㅇ 전래동요 교육문화+▪충남 농식품부 공주시 사이버시민과 도 촌 주말도시( ) 5 2ㅇ 융복합 사업 사이버시민 도농교류+▪ 도시농업( )농식품부 서산시( ) Birds of Korea projectㅇ 철새▪ 모바일+ Application호남권호남권호남권호남권 전북 국토부 전주시 국선생 막프로젝트( )ㅇ 막걸리 전통주+▪ 지역재생+국토부 전주시 소리산업 아카이브 구축( )ㅇ 소리 음향산업+▪전남 농식품부 순천시 행복 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 24ㅇ 자원봉사 의료복지+▪ ․농식품부 순천시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ㅇ 논 캔버스 순천만+ +▪ 철새+동남권동남권동남권동남권 경남 농식품부 고성군 공룡특화자원화 입체( ) -4Dㅇ 공룡 영상+▪ 창조자원화→농식품부 ㅇ 남해군 생생테마랜드 에너지 자족 마을( ) - 환경집적시설 공공디자+▪인 창조자원화→농식품부 산청군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개발( )ㅇ ▪동의보감 창조자원화→대경권대경권대경권대경권 경북 농식품부 경산시 로터스 아일랜드 가든( ) floatingㅇ 연꽃 수상식물원+▪ 창조자원→농식품부 예천군 꿀벌 우수 종봉선발 사업( )ㅇ 꿀벌 창조자원화→▪강원강원강원강원 강원 농식품부 정선군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 )ㅇ 정선아리랑▪ 창조자원화→총 계 개 시군구 개 사업12 , 13․ ․

표표표표<<<< 72727272 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현황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현황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현황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현황> 2011> 2011> 2011> 2011

창조지역사업은 그동안 지역정책이 시설물 건립 위주의 단기적 관,◦ 주도적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지방,재정 악화 예상 및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요구 등을 고려한 지역정책으로서 대통령산하 자문기구기인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게됨.창조지역사업은 년 년 추진되고 있는데 진행된 창조지역2011 , 2012 ,◦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부 농식품부 추천으로 문화기획 지역 농촌, ․ ․전문가 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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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지역사업에 대한지역사업에 대한지역사업에 대한지역사업에 대한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운영모델단 운영모델단 운영모델단 운영모델은 지역은 지역은 지역은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문화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문화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문화과에서 추진한 문전성시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단 및 생활문화공단 및 생활문화공단 및 생활문화공단 및 생활문화공< > << > << > << > <동체동체동체동체 만만만만들기들기들기들기 컨설팅컨설팅컨설팅컨설팅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위원회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례례례>>>> 임.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분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분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분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 분석석석석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2)2)2)2) 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년대 이후 개별단위 지역개발에서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으로 전환1) 20001) 20001) 20001) 2000◦ 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한국에서 지역정책은 한국 현현현현대사의대사의대사의대사의 굴곡굴곡굴곡굴곡과 맥락을과 맥락을과 맥락을과 맥락을 같같같같이하고 있으면이하고 있으면이하고 있으면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서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급속하게 변화와 발전 시행행행행,,,,착오착오착오착오의 과정의 과정의 과정의 과정을 겪고 있음 년대까지는 경제성장 중심의 물리적. 1980개발과 환경개선에 기반을 둔 지역정책이 지배적이었지만 년대1990는 지역분권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패러다임이 세계화 경향과 연동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년대가 되면서 한국도 세계의 다른2000200020002000국가들과국가들과국가들과국가들과 마찬마찬마찬마찬가지로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가지로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가지로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가지로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둔둔둔 통합적 관점에통합적 관점에통합적 관점에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서의 지역재생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함2) 20072) 20072) 20072) 2007 ‘‘‘‘ ’’’’지역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 ,◦ 품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년 이후부년 이후부년 이후부년 이후부터터터터 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문화 를 매개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목하기 시작2002002002007777 ““““ ”””” 했음 이전에는 지역재생정책에서 문화는 거의 비중이 없거나 일부였.다면 점차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이는◦ 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창조사회로의 전환 등 지역을 둘둘둘둘러러러러싼싼싼싼 패러다임이나 지역여패러다임이나 지역여패러다임이나 지역여패러다임이나 지역여건건건건이이이이변화하면서변화하면서변화하면서변화하면서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관점과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문화산업 및 창조경제에 대한 비전 삶삶삶삶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의 질 고양 및 사회통합 등과,,,,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관련해서 부처별 정책기조에 문화 관련 정책 프로그램램램램이 반영이 반영이 반영이 반영되고있는 것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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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하드 소프트 휴먼을 강화하는 종합적 시도가 있지만 실체가 허약함3) / /3) / /3) / /3) / /◦ 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최근 추진되는 지역재생 관련 여러 가지 정책사업은 시대적 변화에부합하여 과거와 같이 하드웨어적 개선에하드웨어적 개선에하드웨어적 개선에하드웨어적 개선에 머머머머물고 있지 않으물고 있지 않으물고 있지 않으물고 있지 않으며며며며 대체대체대체대체,,,,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로 소프트 휴먼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계 시도//// 하고 있음 국토해양부.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 >, <기 참살고싶은 마을가꾸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 < >, <발사업 농어촌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모두 그러함>, < > .그러나 그동안 지역에서 주류였던◦ 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물리적 개선위주의 지역개발의 관행행행행이이이이 잘잘잘잘 해결되지 않으해결되지 않으해결되지 않으해결되지 않으며며며며 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지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콘텐츠 개발에,,,,서도 창의적 기서도 창의적 기서도 창의적 기서도 창의적 기획획획획보다는 전형적이고보다는 전형적이고보다는 전형적이고보다는 전형적이고 획획획획일적인 모델로 진일적인 모델로 진일적인 모델로 진일적인 모델로 진행행행행되고 지되고 지되고 지되고 지,,,,역주역주역주역주민민민민들은 아들은 아들은 아들은 아직직직직도 수동적 시도 수동적 시도 수동적 시도 수동적 시혜혜혜혜 대대대대상상상상에서에서에서에서 참참참참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여와 주체로서 진화하고있지는 않음있지는 않음있지는 않음있지는 않음.... 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형식적 진화에 비해 내용적 실체는 허약허약허약허약함함함함....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지역재생의 접근방식에서 연계와 교류 운영구조의 혁신이 필요4) ,4) ,4) ,4) ,지역재생은 개별 지역이나 프로젝트 단위를 넘어 지역의 종합적 관◦ 점에서 활성화하고자하는 정책이므로 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지역의 통합적 관점에 입입입입각한각한각한각한접근방식이 필요접근방식이 필요접근방식이 필요접근방식이 필요함. 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즉 지역의 필요에 따라 정책과 지원을 연계하,,,,고고고고 교류교류교류교류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써써써써 지역의 자원 공간 사지역의 자원 공간 사지역의 자원 공간 사지역의 자원 공간 사람람람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을 지역재생의 핵심 요소, ,, ,, ,, ,를 자리매를 자리매를 자리매를 자리매김김김김 하는 과정 이 필요함하는 과정 이 필요함하는 과정 이 필요함하는 과정 이 필요함....““““ ””””지역재생 사업의 운영구조에서도◦ 한국 지역한국 지역한국 지역한국 지역상황상황상황상황에 실에 실에 실에 실천천천천적으로 적용적으로 적용적으로 적용적으로 적용할할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 혁신혁신혁신혁신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이 필요함 하드 소프트 휴먼 요. - -소에 대한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실체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 구축되도도도도록록록록 추진과정을추진과정을추진과정을추진과정을 섬섬섬섬세하게세하게세하게세하게 돕돕돕돕는 정책운영이 필요는 정책운영이 필요는 정책운영이 필요는 정책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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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역지역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현황현황현황3333.1..1..1..1.
구분구분구분구분 2004200420042004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 문화의거리조성사업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프로그램휴먼휴먼휴먼휴먼 지역문화아카데미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디자인공간문화과이관 문화도시조성사업 경주 전주 부여 공주( , , · )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휴먼휴먼휴먼휴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여가정책과에서 이관 문화이모작 사업

표표표표<<<< 73737373 지역민족문화과지역민족문화과지역민족문화과지역민족문화과>>>> 지역문화정책 흐름지역문화정책 흐름지역문화정책 흐름지역문화정책 흐름

디디디디자인공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자인공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자인공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자인공간문화과 지역재생 관련정책 추진현황현황현황현황3333.2..2..2..2.구분구분구분구분 2005200520052005 2006200620062006 2007200720072007 2008200820082008 2009200920092009 2010201020102010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휴먼휴먼휴먼휴먼 공공공공공공공공디자인디자인디자인디자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문화디자인프로젝트 간이역( )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공간공간공간공간문화문화문화문화조성 및조성 및조성 및조성 및문화문화문화문화공간공간공간공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 근대문화 유산을 활용한구 서울역사복합문화공간조성( )舊 문화역서울284개관식 문화역서울284운영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하드하드하드하드++++소프트소프트소프트소프트++++휴먼휴먼휴먼휴먼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년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중점(2008 )

표표표표<<<< 74747474 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디자인공간문화과 공간문화정책 흐름>>>>



부록부록부록부록....ⅥⅥⅥⅥ

159159159159

정책사업별정책사업별정책사업별정책사업별 현황현황현황현황3333....3333....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마마마마을가을가을가을가꾸꾸꾸꾸기 조성사업기 조성사업기 조성사업기 조성사업1) (20021) (20021) (20021) (2002~~~~))))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마을의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 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 역사 환경 소득이 조화된 장기- , · · ·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문화 역사 마을 가- ·꾸기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상징물 설치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체험 프로그, , ,램 및 마을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일률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마을의 문화 역사적 환경을 활용한 마을 콘텐츠 개발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전국 개도의 각 도에 개 마을 원칙9 1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총 억원240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차년도 장수 태안 해남 합천 고양 사업 진행1 (2003)- , , , ,차년도 곳 추가 총 개 지역 사업 진행2 (2004)- 16 21차년도 단계 사업 진행한 곳 중 우수한 개 지역 선정 진행3 (2005)- 2 21 3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75757575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문화역사마을가꾸기 조성사업 개요>>>>

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도시 조성사업2) (2005~)2) (2005~)2) (2005~)2) (2005~)경주 역사문화도시경주 역사문화도시경주 역사문화도시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전주 전통문화도시전주 전통문화도시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 부여공주 부여공주 부여공주 부여····백제역사문화도시백제역사문화도시백제역사문화도시백제역사문화도시 부산 영상문화도시부산 영상문화도시부산 영상문화도시부산 영상문화도시사업사업사업사업비전비전비전비전 천년의 역사와“미래가 공존하는세계적인역사문화도시 경주, ” 세계와 소통하는“가장 한국적인 도시,전주” 역사자연사람이“ ․ ․미래를 만드는살맛나는 백제왕도,공주부여”․ 아시아 영상허브“ ”사업사업사업사업목적목적목적목적 천년고도 경주를 문․ 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되는 도시로 재창조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로 조성 전주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가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창출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조성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고도경관 형성 아시아 시장을 지․ 향산업 문화 동시육+․ 성클러스터 구성요소․ 구비사업사업사업사업기간기간기간기간 년2006 ~ 2035년간(30 ) 2007 ~ 2026년간(20 ) 2009 ~ 2030년간(22 ) 2005 ~ 2014년간(10 )부산영상문화도시의 사업기간은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기준 자료이며,※ 년 사업이 종료되었음2011 .

표표표표<<<< 76767676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160160160160

공공공공공공공공디디디디자인 시자인 시자인 시자인 시범범범범도시 조성사업도시 조성사업도시 조성사업도시 조성사업3333) (200) (200) (200) (2005~5~5~5~))))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도시 재생의 시범 모델로서 도시이미지 구축에 지역의 테마 지역주민들의 참여로,발굴하는 문화 콘텐츠 구축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와 역량,향상에 중점을 둠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가로환경 개선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간사업,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역사 문화적 환경 조성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선정지역 주민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사업비 억 천만원 전년도 배정1 5 ( )사업별 억원 차등 지원 총 사업비의 사업년도 배정3~5 ( 50%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개 지역 조성9부산 광복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영등포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사업, ,양평 한강아트로드조성사업 익산 아름다운 금강 변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안동 인도교 및 문화체육단지 조성사업 부산 진구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77777777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개요>>>>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4) ( /2006~)4) ( /2006~)4) ( /2006~)4) ( /2006~)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구조 형태 디자인 질감 등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심미적 쾌적성 제고 또는 지· · ·역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와 소통이 원활한 공간으로의 개선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계획 중인 지자체 내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원,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공모사업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지자체내 일정 구역에 대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년 억원 년 억원2006 : 10 2007 : 9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년 개2006 : 9 2007 : 17년부터 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점2008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78787878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부록부록부록부록....ⅥⅥⅥⅥ

161161161161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삭막한 학교공간을 활기찬 학교공간으로 기능적인 학교공간을 문화적인 공간으로,숨 막히는 공간에서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를 통해 가고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듦, ,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획일적이고 기능적으로 조성되던 학교공간에 문화적 디자인을 반영한 공간 조성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 공모사업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전국 초중고등 학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년 기준 원2011 450,000,000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총 개 학교 리모델링 진행35 년 기준*2011문화카페 갤러리 옥상공원 화장실 도서실 등 공간 조성( , , , , )년 개교 서울 대왕중 밀양 무인중 화성시 장명초 영주시 남산초2008 (5 ) : , , ,시범학교 전주시 양지중년 개교 고양시 호곡중 이천시 도예고 안양시 신성중 전주시 중앙초2009 (10 ): , , , ,서울시 용곡중 거창군 샛별중 대구시 명덕초, , ,김천시 다수초 부산시 구화 제천시 동중, ,년 개교 서울 경복여고 서울 대청중 광주 수피아여중 대구시2010 (11 ): , , ,영화학교 경기 안산 삼일초 경기 안양 충훈고 강원 고성, , ,동광농업고 경북 구룡포고 전북 익산 성북초 전남 순천, , ,성남초 제주 표선초,년 개교 서울 남서울중 김포 수남초 서산 가사초 충주 중앙중2011 (9 ) : , , , ,대구 신암초 경남 사천 삼천포 중앙여중 부산 신선초, , ,전북 전주 풍남초 평창 면온초,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79797979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개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범범범사업사업사업사업5555) (2008) (2008) (2008) (2008~~~~))))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문화를 통해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함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시장별 전통과 독특성을 활용한 문화기획 스토리텔링 시장 콘텐츠 개발 등· ( , )문화적 환경 조성· 문화공간조성 공공예술 커뮤니티디자인등( , , )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문화복지형 문화예술형, ,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생활권 인근 전통시장 점포수 개 내외( 50~200 )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시장 당 연간 억 시장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등지원1.5~3 ( ,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소 년 개소 년 개소 년 개소2008 : 2 2009 : 6 2010 : 16 2011 : 22년 개소2012 : 13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표표표표<<<< 8080808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개요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개요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개요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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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20202020 문전성시 추진체계문전성시 추진체계문전성시 추진체계문전성시 추진체계>>>>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벨벨벨트 조성사업트 조성사업트 조성사업트 조성사업6666) (2008) (2008) (2008) (2008~~~~))))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산업시대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 보존·지역주민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문화예술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 ․ ․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리모델링 등 물리적 문화 환경 조성과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국정과제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시범사업 대상지 군산 신안 포천 대구 아산 근대유산( , , , , )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억원400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총 개 지역5군산 조선은행 나가사키 은행 미즈상사 대한통운 창고 리모델링: , 18 , ,신안 염전체험장 염생식물관찰원 염전전망대 소금창고 리모델링 소금공원 염: , , , ,전경관 조성포천 교육전시센터 조성 문화예술 카페 리모델링 관람편의시설 확충: , ,․ ․대구 리모델링 미디어테크 문화예술자료 예술창작 프로그램 운영: KT&G , ( ),아산 폐역사 폐선로 경관정비 농협창고 동 리모델링: , , (2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표표표표<<<< 81818181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개요>>>>



부록부록부록부록....ⅥⅥⅥⅥ

163163163163

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생활문화공동체 만만만만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들기 시범범범범사업사업사업사업7777)))) 94)94)94)94)(2009(2009(2009(2009~~~~))))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장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함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공동체예술형 공동체문화동아리형 생활문화네트워크형 문화예술교육형 기타, , ,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문화소외지역 주민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 )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년 백만원 복권기금2011 : 1,200 (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지역 년 개 지역 년 개 지역 년 개2009 :18 / 2010 :19 / 2011 :15 / 2012 :24지역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지역민족문화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지원주관( / )

표표표표<<<< 8282828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그림그림그림그림<<<< 21212121 년 년 생문공 시범사업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년 년 생문공 시범사업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년 년 생문공 시범사업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년 년 생문공 시범사업 정책개념 및 사업유형> 2009 ~ 2011> 2009 ~ 2011> 2009 ~ 2011> 2009 ~ 2011

94) 추미경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컨설팅 연구 한국문화원연합회, 2011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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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을미술 프로젝트을미술 프로젝트을미술 프로젝트을미술 프로젝트8) (20098) (20098) (20098) (2009~~~~))))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향유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으로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 , , ,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으로 지리 역사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 ,있는 마을과 거점시설을 공공미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행복프로젝트 기쁨두배 프로젝트 예술의 정원/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연차별 약 억 원 지원20~23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년 개 년 개 년 개2009 : 21 2010 : 15 2011 : 10 2012 : 11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예술정책과예술정책과예술정책과예술정책과

표표표표<<<< 83838383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개요>>>>

문화이모작 사업문화이모작 사업문화이모작 사업문화이모작 사업9) (20109) (20109) (20109) (2010~~~~))))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내용내용내용내용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지역 내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문화인력 양성과 자발적인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문화심기 모델 실현 및 전문 문화인력 활용성 제고농산어촌 마을 문화심기 정책에 따른 현장 기반의 사업추진과정을 실행할 수 있․ 도록 체계적 입체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정책현장 참여 기회를·확대하여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기초와 심화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 선정하여 사업이 교육,․ 의 실습이 될 수 있게 함사업선정 마을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마을자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둠농어촌마을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되는 문화사업이어야 함․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사업유형 지역 컨설팅 교육 실습형 사업, ,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 농산어촌 체험마을 리더 마을대표 추진위원장 부녀회장 등: , ,․ 농산어촌 마을 관련 기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의 기관: , ,․ 근무자 문화재단 근무자 등,농산어촌에 거주 또는 귀촌 귀농 희망자 문화예술인 개인사업자 등· : ,․ 농산어촌 지역 문화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 및 개인․ 기타 농산어촌 지역 외 문화이모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 년 억 년 억 년 억2010 : 14 2011 : 4 2012 : 2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년 개 영덕군 강진군2010 : 2 ( , )년 교육 사업 총 명2011 : ( 200 )년 개 평창군 춘천시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익산시 완주군2012 : 13 ( , (3), , , , (2), ,칠곡군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표표표표<<<< 84848484 문화이모작 사업 개요문화이모작 사업 개요문화이모작 사업 개요문화이모작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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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분석석석석시사점시사점시사점시사점3333....4444....하드웨어 중심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 개별적 정책성과의 한계하드웨어 중심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 개별적 정책성과의 한계하드웨어 중심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 개별적 정책성과의 한계하드웨어 중심 지역재생 방식의 재현 개별적 정책성과의 한계1) ,1) ,1) ,1) ,문화부의 지역재생 정책에서도 하드웨어 중심 방식이 재현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음 년 시작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문화역사. 1999 ,‘ ’ ‘마을 가꾸기 사업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디자인문화도시 시,’ ‘ ’ ‘범사업 등의 하드웨어 중심 조성사업이 최근까지 주를 이루고 있음.’또한 추진한 사업들은 법적 지원방안 콘텐츠 지표구성 등에 있어,소프트 인프라 방면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지 않고 오히려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에 집중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함.최근 문전성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이모작 사업 등에서 이러, ,◦ 한 경향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문화와 지역재생이라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내재적 성과를 구축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2)2)2)2) 도시발전전략으로서 거대담론 메가 이벤트 적인 지역 재생 전략 접근도시발전전략으로서 거대담론 메가 이벤트 적인 지역 재생 전략 접근도시발전전략으로서 거대담론 메가 이벤트 적인 지역 재생 전략 접근도시발전전략으로서 거대담론 메가 이벤트 적인 지역 재생 전략 접근( )( )( )( )문화부에서 주도한 문화도시 디자인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영향으로,◦ 년대에 들어 전국 수많은 도시가 문화도시조성사업 전략을 경2000쟁적으로 추진해 왔음 이러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적 자산의.발굴과 문화적 역량 제고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 들 사업들 사업들 사업들 사업들은 물리적 시들은 물리적 시들은 물리적 시들은 물리적 시설설설설 확확확확충충충충 중심의 도시계중심의 도시계중심의 도시계중심의 도시계획획획획 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성을지지지지니니니니고 있음 하지고 있음 하지고 있음 하지고 있음 하지만만만만 보다보다보다보다 큰 규큰 규큰 규큰 규모의모의모의모의 메메메메가 이가 이가 이가 이벤벤벤벤트적인 문화도시전략트적인 문화도시전략트적인 문화도시전략트적인 문화도시전략....에 치중함으로서 여전히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 특에 치중함으로서 여전히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 특에 치중함으로서 여전히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 특에 치중함으로서 여전히 지역재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도시 특성화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성화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성화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성화 사업의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러한◦ 메메메메가 이가 이가 이가 이벤벤벤벤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물리적 프로그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물리적 프로그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물리적 프로그트적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물리적 프로그램램램램과 비과 비과 비과 비물리적 프로그물리적 프로그물리적 프로그물리적 프로그램램램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재생 경제재생 문화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재생 경제재생 문화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재생 경제재생 문화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재생 경제재생 문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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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환경재생재생 환경재생재생 환경재생재생 환경재생 복복복복지재생 등으로 영역화하고 구체화함으로서 다양지재생 등으로 영역화하고 구체화함으로서 다양지재생 등으로 영역화하고 구체화함으로서 다양지재생 등으로 영역화하고 구체화함으로서 다양, ,, ,, ,, ,한 주체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한 주체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한 주체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한 주체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참참참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생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생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생여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역재생이 이이 이이 이이 이루루루루어지는 사회적 가치 실어지는 사회적 가치 실어지는 사회적 가치 실어지는 사회적 가치 실현현현현에 한계에 한계에 한계에 한계적임.3)3)3)3) 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심화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심화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심화획일적 지역문화 정책의 경로 의존성 심화서구를 중심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게 되자 국내에서 한국적 토양과는 무관하게 표준화되고획일적인 해외 사례 적용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즉. 한국에서한국에서한국에서한국에서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추진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무무무무분별한 해외의 지역분별한 해외의 지역분별한 해외의 지역분별한 해외의 지역재생 사재생 사재생 사재생 사례례례례를를를를 답습답습답습답습하는 경로의존성 의 문제하는 경로의존성 의 문제하는 경로의존성 의 문제하는 경로의존성 의 문제'''' (pat(pat(pat(pathhhh dependency)dependency)dependency)dependency)'''' 가 나타나기 시작함.즉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많은 사업의 결과 실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상쇄하면서 다른 지역과 동일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해외의 지역재생 정책이 국.내 도시의 지역재생 정책으로 보편화되고 제도로 표준화됨으로서,지역재생의 실질적인 모습은 기존 도시정비방식과의 변별이 뚜렷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조명래( , 2011).4)4)4)4) 사람 공간 자원의 어우러짐 없는 지역재생의 반복사람 공간 자원의 어우러짐 없는 지역재생의 반복사람 공간 자원의 어우러짐 없는 지역재생의 반복사람 공간 자원의 어우러짐 없는 지역재생의 반복/ // // // /지역은 장소와 생활이 결합된 의미로서의 장소와 공동체가 결합된◦ 의미를 지니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내부의 지속가능한,발전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생활공간환경 단위로 자리매김하고있음 이영범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재생 전략은( , 2009)그동안 문화 없는 지역 재생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주체인,주민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고 공동성 또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재,생의 형태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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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소와 공동체가 결합된 지역의 재생◦ 을 추진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시설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 , , ,제도의 형태와 방식으로 도시 공간 내에 다양한 자원을 구축하고 장소화된 문화 공동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사람 공간. / /‘ ’자원이 어울릴 수 있는 지역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문화적‘재생이 이뤄지고 창조의 사회적 관계망의 재생까지 확장 할 수 있’는 지역재생의 토대 마련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향후 추진전략 수립 시사점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향후 추진전략 수립 시사점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향후 추진전략 수립 시사점문화부 내 지역재생 관련정책 향후 추진전략 수립 시사점3333....5555....통합적 관점의 정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통합적 관점의 정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통합적 관점의 정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통합적 관점의 정부 지역재생 정책 수립 및 조정1)1)1)1)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방향은 사업방향은◦ 크크크크게 정부 부처의 통합게 정부 부처의 통합게 정부 부처의 통합게 정부 부처의 통합적인 관점적인 관점적인 관점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 을 추진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 을 추진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 을 추진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정책 을 추진할할할할 필요필요필요필요< >< >< >< > 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관련 담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관련 담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관련 담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관련 담당당당당자들의자들의자들의자들의 협협협협의기반을의기반을의기반을의기반을마마마마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련하고 지역재생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할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수 있는 중장기적인수 있는 중장기적인수 있는 중장기적인,,,,계계계계획획획획 수립수립수립수립이 필요함.특히 동일한 지역에 광역단위사업 도시단위사업 소규모 단위 사업, ,◦ 이 중복 운영되고 서로 이질적인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지,않도록 조정과 통합을 할 필요가 있음. 각 정부 부처가각 정부 부처가각 정부 부처가각 정부 부처가 참참참참여하여 통여하여 통여하여 통여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합적 관점에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조정할할할할 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수 있는,,,,추진체계가 필요추진체계가 필요추진체계가 필요추진체계가 필요함.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권역사업 도시사업 장소단위사업, ,◦ 의 개념과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개념과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개념과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개념과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할할할할 수 있는 기수 있는 기수 있는 기수 있는 기준준준준과 가이드를과 가이드를과 가이드를과 가이드를 마마마마련하련하련하련하고 문화관고 문화관고 문화관고 문화관광광광광체체체체육육육육부에서 추진해부에서 추진해부에서 추진해부에서 추진해야야야야 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일관성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일관성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일관성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일관성 있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을 도출할할할할 필요필요필요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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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지역재생 추진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지역재생 추진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지역재생 추진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지역재생 추진지역문화의 생산자이자 주체자로서 지역주민과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현대 지역민의 문화적 감성을 포괄한 지역정체성 구축과 문화발전을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함.◦ 또한 최근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문화예술 생태또한 최근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문화예술 생태또한 최근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문화예술 생태또한 최근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문화예술 생태 복복복복지 비지 비지 비지 비즈즈즈즈니니니니, , ,, , ,, , ,, , ,스 주스 주스 주스 주거거거거 등 다양한 분등 다양한 분등 다양한 분등 다양한 분야야야야의 사업이의 사업이의 사업이의 사업이 복복복복합적으로 추진됨 따라서 사업합적으로 추진됨 따라서 사업합적으로 추진됨 따라서 사업합적으로 추진됨 따라서 사업, ., ., ., .의의의의 참참참참여 주체로서 지역주여 주체로서 지역주여 주체로서 지역주여 주체로서 지역주민민민민 문화예술인이 보다 다양한 파트문화예술인이 보다 다양한 파트문화예술인이 보다 다양한 파트문화예술인이 보다 다양한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을을을을,,,,구축하여 다면적으로구축하여 다면적으로구축하여 다면적으로구축하여 다면적으로 협력협력협력협력하는 지역재생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재생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재생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재생 체계를 구축할할할할 필요필요필요필요가 있음 특히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협의체가.자주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공공부문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이룰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할,필요가 있음.3)3)3)3)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통합추진에서의 실체 확보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통합추진에서의 실체 확보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통합추진에서의 실체 확보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통합추진에서의 실체 확보그동안 정부 부처의 지역재생 정책의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 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책과정 및 지역현장에서 실체가 허약한 편임 때문에 형식적 구조는.갖추었지만 실체가 공허한 상황이 갈 필요가 있음.이를 위해◦ 공간적 재생 생활적 재생 문화적 재생이 일정 부분공간적 재생 생활적 재생 문화적 재생이 일정 부분공간적 재생 생활적 재생 문화적 재생이 일정 부분공간적 재생 생활적 재생 문화적 재생이 일정 부분 상호상호상호상호, ,, ,, ,, ,간에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중첩첩첩첩되되되되며 밀며 밀며 밀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업을 추진접한 관련을 가진 사업을 추진접한 관련을 가진 사업을 추진접한 관련을 가진 사업을 추진할할할할 필요필요필요필요가 있음 즉.지역의 공간문화를지역의 공간문화를지역의 공간문화를지역의 공간문화를 살살살살리는 콘텐츠는 지역의리는 콘텐츠는 지역의리는 콘텐츠는 지역의리는 콘텐츠는 지역의 쇠쇠쇠쇠락한 공간구조 하드웨락한 공간구조 하드웨락한 공간구조 하드웨락한 공간구조 하드웨((((어 를 재생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이러한 지역의 유어 를 재생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이러한 지역의 유어 를 재생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이러한 지역의 유어 를 재생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되고 이러한 지역의 유무무무무형의 자원형의 자원형의 자원형의 자원) ,) ,) ,) ,을 주을 주을 주을 주민민민민이이이이 직직직직접 발접 발접 발접 발굴굴굴굴 활용하고활용하고활용하고활용하고 때때때때로는 지역 주로는 지역 주로는 지역 주로는 지역 주민민민민이 주체적으로이 주체적으로이 주체적으로이 주체적으로 참참참참,,,,여하고 재생산하는 일련의 활동 휴먼웨어 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여하고 재생산하는 일련의 활동 휴먼웨어 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여하고 재생산하는 일련의 활동 휴먼웨어 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여하고 재생산하는 일련의 활동 휴먼웨어 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정( )( )( )( )체성이 회체성이 회체성이 회체성이 회복복복복되는 선되는 선되는 선되는 선순순순순환의 재생전략을환의 재생전략을환의 재생전략을환의 재생전략을 취할취할취할취할 필요필요필요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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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향4444.1..1..1..1. 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1)1)1)1)반 구축반 구축반 구축반 구축◦ 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첫 번째 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창조사회 로의 시대적 전환을 고려하는, (creative, (creative, (creative, (creative ssssociety)ociety)ociety)ociety)것이 필요것이 필요것이 필요것이 필요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이러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을.지역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사회기반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즉 문화 지식기반 창의력력력력을 구축을 구축을 구축을 구축, , ,, , ,, , ,, ,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와 동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와 동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와 동하는 사업이 지역사회와 동떨떨떨떨어진 것이 아어진 것이 아어진 것이 아어진 것이 아니니니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정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화정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화정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화정체성 지역경제 환경 등 지역을 구성하는 전반의 요소와 자연, ,, ,, ,, ,스럽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스럽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스럽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스럽게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연계 밀착밀착밀착밀착형이어형이어형이어형이어야야야야 함함함함/ ./ ./ ./ .◦ 두두두두 번째번째번째번째 한국사회에서 진한국사회에서 진한국사회에서 진한국사회에서 진행행행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미,,,,래의 관점에서 지역을래의 관점에서 지역을래의 관점에서 지역을래의 관점에서 지역을 준준준준비하는 것이 필요비하는 것이 필요비하는 것이 필요비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사회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성장률로 인한 인구저성장과 고령화 인 가, 1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연령계층별 도시시설 수요와 활용도에 변화가 수반될 것임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보다는 쇠퇴가 진행되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음.두 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은◦ “ ” 창조사회로창조사회로창조사회로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문화체의 전환에 발맞추어 문화체의 전환에 발맞추어 문화체의 전환에 발맞추어 문화체육육육육관관관관광광광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도시부가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도시부가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도시부가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기법 으로서 고유한 가치재생 기법 으로서 고유한 가치재생 기법 으로서 고유한 가치재생 기법 으로서 고유한 가치 브랜브랜브랜브랜드 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드 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드 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드 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 )( )( )””””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의 기반으로서 예술 문화창의성의 기반으로서 예술 문화창의성의 기반으로서 예술 문화창의성의 기반으로서 예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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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 활용하되 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기존의 콘텐츠 공간를 적극 활용하되 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기존의 콘텐츠 공간를 적극 활용하되 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기존의 콘텐츠 공간를 적극 활용하되 새로운 개발과 조성보다는 기존의 콘텐츠 공간, , ,, , ,, , ,, , ,사사사사람람람람 자원의 가치를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자원의 가치를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자원의 가치를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자원의 가치를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견견견하고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의 창조적 기반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2) ,2) ,2) ,2) ,창조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문◦ ‘화와 예술의 연계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 ’아니라 지역민들의 유대감 형성 및 공동체 구축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확립해가는 전반적 과정과 결합되면서 지역의 창조적경제를 구축하는 특성을 가짐.95)◦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만만만 지역문화자원지역문화자원지역문화자원지역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 관점이 미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 관점이 미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 관점이 미을 창조경제와 연계된 문화콘텐츠로서 접근하는 관점이 미약약약약했음했음했음했음....지역관광축제 활성화 관광산업 관련 단위 정책사업 등으로 추진되,거나 아예 도시 차원의 문화도시 전략으로 포괄적으로 접근됨으로써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지역 고유한 문화콘텐츠로,,,,가치전환하지가치전환하지가치전환하지가치전환하지 못못못못하는 경우가 많하는 경우가 많하는 경우가 많하는 경우가 많았았았았음음음음....◦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 넘넘넘넘어어어어““““ ”””” 지역지역지역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 무무무무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형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창조경제와 연동,,,,할할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수 있는 문화콘텐츠수 있는 문화콘텐츠수 있는 문화콘텐츠96)96)96)96)로 구축로 구축로 구축로 구축해가고, 지역사회의 일지역사회의 일지역사회의 일지역사회의 일상상상상적적적적 삶삶삶삶과과과과 직직직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접적으로 연동되는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으로구축해가는 것이 필요구축해가는 것이 필요구축해가는 것이 필요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즉 지금까지 지역문화는 문화자원을 발굴. ,하고 지역문화정체성의 대상화 경향이 컸지만 문화를 통한 지역재, “생 정책은 지역과 문화를 종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의 과”정 활동과 관련한 역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 “ ”임.95) 추미경 외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분적으로 인용, , 2008, , .『 』96) 여기서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정보화된 문화자원으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구조 속에서 적절하게 유형 무형의 가치로 전환되어 자산화 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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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지역문화창조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 마련3) "How To"3) "How To"3) "How To"3) "How To"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전국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등 여러 부처에서도 내용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유사 프로젝트들이 최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특히 창조사. ,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에는 도시재생에서 문화 지역의 고유한,자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그러나 이중에서도◦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접근방식은문화체문화체문화체문화체육육육육관관관관광광광광부 지역부 지역부 지역부 지역민족민족민족민족문화과 고유의 업문화과 고유의 업문화과 고유의 업문화과 고유의 업무무무무이이이이며며며며 과과과과 설설설설립의 근간립의 근간립의 근간립의 근간,,,, 이기도 함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지. " “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통합적통합적통합적지역문화정책의 성과로 모아내기 어려지역문화정책의 성과로 모아내기 어려지역문화정책의 성과로 모아내기 어려지역문화정책의 성과로 모아내기 어려웠웠웠웠던 개별적 정책성과를 종합던 개별적 정책성과를 종합던 개별적 정책성과를 종합던 개별적 정책성과를 종합하고 가치화하는하고 가치화하는하고 가치화하는하고 가치화하는 플플플플랫폼랫폼랫폼랫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그림그림그림그림<<<< 2222222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틀>>>>

따라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개념 및 추진전략은 지금까지,◦ “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을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지향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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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립하는것이 필요함 때문에.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아이아이아이템템템템 에 대한 접근이 아에 대한 접근이 아에 대한 접근이 아에 대한 접근이 아니니니니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추진과정((((wwwwhhhhat)at)at)at)과 방법 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과 방법 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과 방법 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과 방법 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hhhhoooowwww to)to)to)to) 함.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제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제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제안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제안4444.2..2..2..2. 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지역문화창조 파트지역문화창조 파트지역문화창조 파트지역문화창조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가가가가칭칭칭칭---- vvvvssss ( )( )( )( )제안제안제안제안배배배배경경경경1)1)1)1) 창조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그 개념이 구축되고 있는 창조산업은 예◦ 술과 문화사업이 결합된 융합적 개념으로 양자의 영역뿐만 아니라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까지 포괄해서 창의성과 산업을 결합시키고 있음 창조산업은 과거처럼 단지 산업으로서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되는토대를 제공하여 노동과 여가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증진시키며 부가가치 생성에 일조하고 나아가 삶의 가치와, ,태도를 변모시키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때문에◦ 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창조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술과 지역개발 재생 의 연계( )( )( )( )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는 구체적인 하나의 결과물 자체보다는 지속적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다하게 다하게 다하게 다룸룸룸룸 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또 지역의 발전을 진단하는 정형적인 틀에 갇갇갇갇히는 것보히는 것보히는 것보히는 것보....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다는 지역의 활성화 지역민 삶민 삶민 삶민 삶의 질적 발전을 이의 질적 발전을 이의 질적 발전을 이의 질적 발전을 이루루루루는는는는 데 무데 무데 무데 무엇엇엇엇이 어이 어이 어이 어,,,,떻떻떻떻게 창조적으로 다게 창조적으로 다게 창조적으로 다게 창조적으로 다루루루루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특징징징징들을들을들을들을 만만만만들어들어들어들어내는 것이 중요내는 것이 중요내는 것이 중요내는 것이 중요함.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이러한 창조경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실질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최근 시최근 시최근 시행행행행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에서예술과 문화를 중심에예술과 문화를 중심에예술과 문화를 중심에예술과 문화를 중심에 둔둔둔둔 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지역재생 사업이 부처별로 동시다발적으로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한편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및 정책적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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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지이 보장되지이 보장되지이 보장되지 못못못못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그 성과가 분산되고 있는 상상상상황황황황임.또한 지방자체제도 실행 년 지역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15 ,◦ 지 년이 넘어서면서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많은 양적인10성장과 변화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사람 공간 자원 등의 측면에서, , ,내발적 진화과정이 수반되었음. 때때때때문에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문에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문에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문에 이제는 지역에 새로운 무무무무엇엇엇엇인가를 지속적으로인가를 지속적으로인가를 지속적으로인가를 지속적으로 만만만만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고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유한 지역문화자원 및 정책성과를 가치롭게 묶묶묶묶어내고 연계함으로어내고 연계함으로어내고 연계함으로어내고 연계함으로써써써써지역의 창조경제로지역의 창조경제로지역의 창조경제로지역의 창조경제로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정책개념 정립정책개념 정립정책개념 정립정책개념 정립2)2)2)2)가 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가 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가 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가 창조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가가가가칭칭칭칭 의 개념의 개념의 개념의 개념<<<< / ( )/ ( )/ ( )/ ( ) >>>> 은 예술가들의창작활동 및 사회적 생산활동 클러스터의 기능에 기초하여 지역문화자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임. 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예술가 창작활동 중심의 문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에서 그에서 그에서 그에서 그 범범범범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위를 지역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지역에 고유한 문화자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 중심의 문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 중심의 문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 중심의 문원 생활문화 등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지역문화 창조활동 중심의 문,,,,화화화화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터터터를 구축하는 개념를 구축하는 개념를 구축하는 개념를 구축하는 개념임.◦ 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가가가가칭칭칭칭<<<< / ( )/ ( )/ ( )/ ( ) >>>>은 그동안 그 가치와가치와가치와가치와정책 성과가 분산되어 있정책 성과가 분산되어 있정책 성과가 분산되어 있정책 성과가 분산되어 있거거거거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나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역마마마마다의 개성과다의 개성과다의 개성과다의 개성과 규규규규모에 맞는 다양한모에 맞는 다양한모에 맞는 다양한모에 맞는 다양한창조경제의 비전 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창조경제의 비전 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창조경제의 비전 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창조경제의 비전 속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념임 장소.나 공간적 개념의 클러스터 가 아닌 과정 네트워크 성격을 강조한,‘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파트너십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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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자원 자원 공간 사람 의 창조적 엮음지역문화자원 자원 공간 사람 의 창조적 엮음지역문화자원 자원 공간 사람 의 창조적 엮음지역문화자원 자원 공간 사람 의 창조적 엮음2) ( , , )2) ( , , )2) ( , , )2) ( , , )◦ 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지역문화창조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파트파트파트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가가가가칭칭칭칭<<<< / ( )/ ( )/ ( )/ ( ) >>>>은 지역문화자원을 크게 자원 공간 사자원 공간 사자원 공간 사자원 공간 사람람람람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으로 구분하여 세 영역에서의 자원을 창조적으, ,, ,, ,, ,로로로로 묶묶묶묶어내고 연계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어내고 연계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어내고 연계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어내고 연계하고 소통하여 창조적 지역문화로 엮엮엮엮어어어어냄냄냄냄.그동안 유형 무형의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의 발굴 지역문화자, ,◦ 원으로의 전환 관련 수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창조경제의 구조속에서 구체적 가치로 구현되는 지역문화콘텐츠로 정립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을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 ,, ,, ,와 연계와 연계와 연계와 연계할할할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로 등록록록록 체계화하여체계화하여체계화하여체계화하여 클클클클,,,,러스러스러스러스터링터링터링터링 하도록 함.◦ 공간은공간은공간은공간은 지역에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문화공간 예술공간을 비롯해,유휴시설로 존재하는 일상공간이나 문화유적 등을 모두 포함해서 지지지지역공동체의 생활속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역공동체의 생활속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역공동체의 생활속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역공동체의 생활속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계할할할할 수 있는 공간전략수 있는 공간전략수 있는 공간전략수 있는 공간전략개념으로개념으로개념으로개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사사사람람람람은 새롭게 인력을 양성하거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인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인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인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인력력력력을 지역문화창조을 지역문화창조을 지역문화창조을 지역문화창조비전 속에서비전 속에서비전 속에서비전 속에서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킹 협킹 협킹 협킹 협업 역량강화 등을업 역량강화 등을업 역량강화 등을업 역량강화 등을 돕돕돕돕는 지역문화창조인는 지역문화창조인는 지역문화창조인는 지역문화창조인력력력력, ,, ,, ,, ,네네네네트워트워트워트워크크크크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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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년 성과와 과제- 10 - 곽동원진안군청 아토피전략 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농업농촌은 식량안보의 시대를 대비해 우리가 지켜야 할∙ ․ 자존이며 생명과 같은 것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접근해야 함∙ 마을만들기사업은 몰락하고 있는 농촌을 재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핵심은 마을공동체를 복원에 있음마∙ 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각 지역 각 마을의 특색을 살려 고유문화를 되살리거나 새로운 문화의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 주민을 문화의 주체로 내세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와 진안군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와 진안군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와 진안군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와 진안군1.1.1.1. 농촌 마을만들기의 의미농촌 마을만들기의 의미농촌 마을만들기의 의미농촌 마을만들기의 의미마을만들기는• 농촌살리기의 핵심 사업농촌살리기의 핵심 사업농촌살리기의 핵심 사업농촌살리기의 핵심 사업풀뿌리 마을 공동체 복원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장-마을만들기는• 녹색성장 산업녹색성장 산업녹색성장 산업녹색성장 산업자연친화적이고 순환경제가 살아있는 농촌 마을 복원의 출발점-마을만들기는•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종합적 농촌개발사업종합적 농촌개발사업종합적 농촌개발사업마을을 기반으로 경제와 문화 복지 환경 등 종합적 개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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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는• 거버넌스 민관협치거버넌스 민관협치거버넌스 민관협치거버넌스 민관협치( )( )( )( ) 시스템마을에서 출발하여 행정과 민간의 긴장된 균형관계 구축 계기- ‘ ’당장의 성과는 작지만 농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진안군과 마을만들기 성과진안군과 마을만들기 성과진안군과 마을만들기 성과진안군과 마을만들기 성과진안군은•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발상지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발상지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발상지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의 발상지년 으뜸마을가꾸기 년 그린빌리지 사업 등 년 역사- 2003 , 2008 10진안군은• 마을만들기의 백화점마을만들기의 백화점마을만들기의 백화점마을만들기의 백화점다양한 영역 체험마을 귀농귀촌 사회적 기업 등 의 시도가 집중- ( , , )진안군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집중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집중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집중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집중마을만들기 주민 지도자 계약직 공무원 귀농귀촌인 등- , ,진안군은• 마을만들기의 전국적 국제적 선진지마을만들기의 전국적 국제적 선진지마을만들기의 전국적 국제적 선진지마을만들기의 전국적 국제적 선진지,,,, 로 정착 중연간 팀 명 이상 방문- 150 , 2,500진안군은 농촌 마을만들기의 성과와 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사와 시스템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사와 시스템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사와 시스템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역사와 시스템2.2.2.2.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과 정착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과 정착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과 정착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의 도입과 정착• 주민 주도 상향식의 농촌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년부터2001도입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이 출발점주민주도상향식의내발적발전론원칙을견지하며도시민인재유치 귀농- ‘ ’ (귀촌 사업으로 보완하는 방법론 모색)• 년 월 전국 농촌 최초로 군청 마을만들기담당 신설2007 2 ,행정내 각종 마을 단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무국 역할 수행- 마을 사업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업무의 총괄 기능 담당- ,주민 주도 상향식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행정내 시스템 구축- ‘ ’년 제 회 대산농촌문화재단 농촌발전부문 대상 수상* 20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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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소액 지원 경관 중심의 그린빌리지 사업을 도입2008 , ‘ ’주민의 공동훈련을 강조하며 개 마을당 백만원 내외 지원- 1 2마을 단위 사업의 가장 기초 단계로 설정 매년 개 마을 내외 추진- , 30주민- 스스로만족하며새로운사업을다시시도하며마을발전의새로운희망을 확보마을 단위 사업에서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산마을 단위 사업에서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산마을 단위 사업에서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산마을 단위 사업에서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산• 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인력 보완 시스템 구축년 월귀농귀촌인중심의마을간사제도를도입하고 년부터는- 2006 1 , 2007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 ’업무의 통합을 자발적으로 추진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 타 자치단체와 달리 진안군에서는 귀농귀촌* 업무를 마을만들기 업무와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마을 단위 사업에서 면소재지 군 단위 네트워크로 확산,행정리 중심의 마을 단위 사업 특히 체험마을 을 통한 마을 자체의 활성화- ( )는쉽지않고 면소재지중심기능강화와마을네트워크구축을통해보완되,어야 함진안군의마을만들기는 년시작된이래로점에서선 면으로중장기전- 2001 ,략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전해왔음단체장과 계약직공무원이 바뀌어도 정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마을 경관과 경제 사업에서 문화 복지 환경으로 확산, ,주민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에서 출발하여 주민 스스로 문화와 복지- ,환경 영역을 통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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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성숙되기 시작한 마을은 행정의 업무 영역을 넘어 스스로 관*련 사업을 파악하고 공모사업 신청 읍면장 재량사업 요청 개인 농가, ,지원사업 확보 등을 추진함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공 시스템 사례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공 시스템 사례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공 시스템 사례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성공 시스템 사례3.3.3.3.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과 행정 팀 구성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과 행정 팀 구성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과 행정 팀 구성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과 행정 팀 구성TFTFTFTF• 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으로 행정 전문성 강화• 전국 농촌 최초로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2007.2)계약직 공무원 박사급 은 년째 근무 후 민간조직과 연계- ( ) 8행정담당 공무원 년이상 근무중- 10• 마을 단위 사업의 행정 협조를 위한 팀 구성TF (2007.3)개별사업을통한협력경험을바탕으로 개담당이참여하는행정 팀구성- 8 TF행정창구일원화와전문성강화를통해민간그룹에대한대표성과신뢰==>성 확보 공무원 업무 경험자의 순환풀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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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로 성공모델 창출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로 성공모델 창출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로 성공모델 창출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로 성공모델 창출• 개 담당별로 분산 추진되는 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를 명확하게 명7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년 월 공포된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정식으로 반영- 2010 5• 단계 그린빌리지사업으로 주민 공동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단계적으1로 발전주민들도 마을 공동활동을 열심히 하면 소득사업도 가능하고 꼭 성공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됨

민간 영역의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민간 영역의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민간 영역의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민간 영역의 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년 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임시 사무실 개소2008 2 ,마을사업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등의 민간조직이 공동 입주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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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규 설립 필요성 제기2008 8 ,진안군마을만들기 년활동들의경험을축적하여행정과협력하고민간의- 10다양한 활동들이 연계될 수 있는 핵심 거점 공간 확보 차원년 월 공표된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명시* 2010 5• 년 예산 확보 년 리모델링 월 개소2010 , 2011 , 2012. 12마을만들기컨설팅과교육 지자체연구용역수탁등을수행할수있는민간- ,연구소 역할 병행 추진 마을만들기 관련 개 단체 여명 상주( 15 50 )사회적 기업 인증 농어촌공동체회사 형태로 발전 모색중* ,진안군마을만들기 년의성과를모아핵심 거점공간구축으로주민==> 10들에게 상징적인 자부심을 제공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마을 주식회사 창립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마을 주식회사 창립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마을 주식회사 창립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마을 주식회사 창립• 법인 설립 총회 개최2011. 7. 8. :• 상근 근무자 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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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구성 총 명 및 출자금 총액 백만원 월 현재( 128 ) ( 150 , 2012. 9 )• 현재 진행중인 주요 사업생산자 교육 및 조직화 마을 순회 교육 학습회 등- : ,독자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매 산나물세트 잡곡세트 상품 고추부각 등- : ,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 2012. 8. 20• 설립목적 사회적 목적과 수익성의 조화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기여마을농산물의공동유통을책임지는전문법인으로서농산물의친환경생산과직-거래 유통을 통해 판매소득의 마을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고- 령화 영세농가 독거 노인 등 농촌 마을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농특산물,판매 기여다- 품종 소량생산 체계에 있는 노인농가 및 귀농귀촌인 농가들의 농산물 판로확대 기여지역 관내 농산물 가공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판매 기회 확대 기여- 생산가공유통의안정적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마을==> ․ ․주민들의 안정적 삶을 유지토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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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종합평가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종합평가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종합평가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종합평가4.4.4.4.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년 역사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년 역사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년 역사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년 역사10101010•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단위 사업 도입으뜸마을가꾸기에서 시작하여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강화-• 마을 단위 사업에서 귀농귀촌 도농교류 영역으로 확산,최근들어민간주도로마을농특산물유통 마실길 농촌창업 사회적기업- , , ,등으로 계속 확산중• 마을 단위 사업도 경제와 문화 복지 환경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중, ,주민들의 역량 상승으로 주체적으로 통합 시도-진안군 마을만들기는더디 가도 제대로 가는 길을 걸으며 주민들이 주==> ‘ ’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화 발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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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경제 영역까지 외연을 확대2011마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마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마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마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 주민들의 역량 강화 농사 등 농업이외의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마을의 고유 기능 회복 전통적으로 함께 해 온 마을의 소중함을 인:식• 마을문화 정착 같은 풍토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 마을만들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형성 함: 께 하는 훈련을 통해 공동체의중요성인식확대마을문화를통해지역주민들의결속력강화및자신감회복으로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에 일조전국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부각전국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부각전국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부각전국 마을만들기의 선진지로 부각• 연간 여팀 천명 이상의 견학 조사팀이 방문150 , 2 /• ‘마을만들기 년의 경험과 시스템 책자 발간10 ’ 국토연구원: 2011.• 년 대산농촌문화대상 농촌발전부문 대상 수상 년 제 회 대2009 , 2011 1한민국농어촌마을대상 대통령상 수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주관 지,방자치 년 변화와 혁신사례 좋은 변화상 수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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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과와 더불어 풀어야 할 숙제도 계속 확인하며 전국==> 10농촌 마을만들기의 선두주자로서 계속 발전해갈 것임진안군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전략 과제진안군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전략 과제진안군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전략 과제진안군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전략 과제,,,,• 관련 행정 실과소 협력 민간 역량 강화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단계,적 추진•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법론이 지자체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기대함단기적으로는 마을 단위 사업 도농교류 귀농귀촌 주민자치 평생학습 등의- , , , ,업무가 상호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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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동향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동향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동향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동향1.1.1.1. 전개과정전개과정전개과정전개과정1.1.1.1.1.1.1.1.유럽문화수도 사업으로 점화유럽문화수도 사업으로 점화유럽문화수도 사업으로 점화유럽문화수도 사업으로 점화■■■■ 년유럽문화의풍부함과다양성증진 유럽시민간문화공유 상호이해증진을목1985 , ,○ 적으로유럽연합에서시작한 유럽문화도수도사업이일부도시에서사회경제적파급‘ ’효과를 유발하면서 세계전역에 문화도시 열풍 전개년 아테네를 시작으로 년 기마랑이스 마리보르까지 개가 지정되- 1985 2012 , 46었고 앞으로 년 마르세유 코치세부터 년의 브로츠와프 산세바스티안, 2013 , 2016 ,까지 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음6문화도시로지정되면서다양한문화행사를진행시민뿐만아니라유럽인 세계- ,인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하나의 도시브랜드로 문화도시 부각‘ ’미주문화도시 아랍문화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논의 등 세계(1998), (2000), (2010)○ 적으로 문화도시사업 추진 또는 구상우리나라 역시 년 대선 공약을 시작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 부산여앙문화도시2002 , ,○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문화도시 나주역사문화도시 포항과학문화도시 문경영상문, , , ,화도시 서울창의문화도시 등 국가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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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로 개념 확대창조도시로 개념 확대창조도시로 개념 확대창조도시로 개념 확대■■■■ 유럽문화수도가 유럽지역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표로 예술가와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다면 유네스코에서 년 논의되기 시작한 창조도시네트워크는2002전세계지역을대상으로문화예술을도시발전전략으로추구 도시산업으로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문학 영화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미식학 음악 등 개 영역을 중심으로 도, , , , , , 7○ 시발전전략을추구하는도시를선정하고 도시문화자산증진과창의산업육성 회원, ,도시들과 공유년 창조도시네트워크에 문학의 도시로 에딘버러가 선정되면서 본격화 현- 2004재 개 도시 가입 년 현재 되었으며 년 서울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28 (2011 ) , 2010 ,도시네트워크에 가입

그림 문화를 통한 사업전개그림 문화를 통한 사업전개그림 문화를 통한 사업전개그림 문화를 통한 사업전개[ ][ ][ ][ ]다 창의성과 도시발전 간의 상관성 논의.문화도시와창조도시에대한국내외적관심이고조되면서문화성과창조성 문화지수,○ 와 지역개발 문화를 통한 도시창조성 증진 도시창조성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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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연구진행

그림 문화를 통한 국제적 주요 사업의 변화그림 문화를 통한 국제적 주요 사업의 변화그림 문화를 통한 국제적 주요 사업의 변화그림 문화를 통한 국제적 주요 사업의 변화[ ][ ][ ][ ]문화적용 형태문화적용 형태문화적용 형태문화적용 형태1.2.1.2.1.2.1.2.도시재생 모델로 문화적용도시재생 모델로 문화적용도시재생 모델로 문화적용도시재생 모델로 문화적용■■■■ 년 영국의글래스고우와같이쇠퇴한 도시의재생모델로서문화도시사업이 전1990○ 개되어 성과를 거두면서 도시재생 모델로서 문화도시사업 추진사례 증가특히 년스펜인빌바오에서구겐하임미술관개관으로도시가재구성되자문화를1997○ 통한지역개발의가능성을확신하게되었으며 도시랜드마크로서문화시설의활용가,치 문화시설로 인한 도시홍보마케팅 전략개발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브랜드화 추,진 년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시작으로경주 전주등역사도시를중심으- 2004 ,로 하는 국가주도형 도시재생 문화도시 프로젝트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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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화자원 개발사례그림 문화자원 개발사례그림 문화자원 개발사례그림 문화자원 개발사례[ ][ ][ ][ ]지역 문화자원 활용지역 문화자원 활용지역 문화자원 활용지역 문화자원 활용■■■■ 년대이후영화 게임 디지털미디어등통신정보기술의발달로문화산업의가치2000 , ,○ 와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원형 문화가치에 대한 재해석 시작,년 애플폰의 등장으로 문화콘텐츠 문화산업 급성장- 2007 ,문화도시에서 추진되었던 주요 프로그램인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활동의 성과 역시○문화산업의 하나로 주목하면서 도시와 문화산업 간의 상관성 주목년 된 발표된 마사유키 사사키의창조도시 년에 발표된 플로리다의- 2001 , ‘ ’2005창의계층등 이 지역개발에 있어 문화산업과 창의성의 중요성을 강조 지역개발‘ ’ ,에 있어 문화자원의 비중 확대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창조도시사업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도시발전의- 2010 ‘ ’핵심자원으로써 인적자원의 가치 확대 인력중심의 특화프로젝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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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나라그림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나라그림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나라그림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나라[ ][ ][ ][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2.2.2.2. 전개과정전개과정전개과정전개과정2.1.2.1.2.1.2.1.문화행사와 연계 단지지구형 개발 시작문화행사와 연계 단지지구형 개발 시작문화행사와 연계 단지지구형 개발 시작문화행사와 연계 단지지구형 개발 시작////■■■■ 대 이후 지역개발에서 축제 등 관광자원 주목하면서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인력1990○ 유입수단 또는 조건으로서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산,업발전 특성화 분야 기반 확충 시작년 백제문화권 지정 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 년 광주비엔날레- 1993 , 1994 , 1995 ,년 부산국제영화제 년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년 부천국제판타스1996 , 1997 , 1997틱영화제개최등다양한문화행사주관하여집객효과를비롯한지역개발동력으로 작용년개발촉진지구로선정된 개지구중 몇몇지구에문화를통한지역- 1996 17개발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서 문화의 중요성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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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영향으로 도시로 정책영역 확대외부영향으로 도시로 정책영역 확대외부영향으로 도시로 정책영역 확대외부영향으로 도시로 정책영역 확대■■■■ 유럽발문화도시의성과와주 시간근무제도입으로인하여여가활동에대한요구40○ 가 증가하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짐또한부산 마산 등제조업 중심의도시가 쇠퇴하고광주 경주 등여러 도시들이도, ,○ 청및시청이전등으로인해도시공동화현상을겪으면서새로운도시재생모델모색문화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년 대선공약으로 광주문화도시- 2002추진 역사문화도시사업 탄력, 년본격적으로문화부내지역문화과신설등문화를통한지역개발에대한- 2004정책추진

그림 지역개발사업 정책 및 시책그림 지역개발사업 정책 및 시책그림 지역개발사업 정책 및 시책그림 지역개발사업 정책 및 시책[ ][ ][ ][ ]문화예술에서 문화경제로 중심이동문화예술에서 문화경제로 중심이동문화예술에서 문화경제로 중심이동문화예술에서 문화경제로 중심이동■■■■ 우리나라에서 년역사문화도시사업이추진되기시작할때국제사회에서는문화2004○ 도시의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 경제모델로서 문화도시의 변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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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산업 창조도시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기전에우리나라에서문화산업육성정책,○ 이 년 문화산업기본법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나 도시와 연계 창조도시의 핵심1996자원으로자리메김하기 시작한것은 최근의일로 년서울창의도시를 모델로많2010은 도시들이 창의도시를 표방한 정책 및 사업 수립창의인재를중심으로창조산업육성을기본으로도시디자인 도시브랜드 도시- , ,경제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발전

그림 문화산업 인력양성과 법 제도그림 문화산업 인력양성과 법 제도그림 문화산업 인력양성과 법 제도그림 문화산업 인력양성과 법 제도[ ] , /[ ] , /[ ] , /[ ] , /주요이슈주요이슈주요이슈주요이슈2.2.2.2.2.2.2.2.지역경제 및 지역재생지역경제 및 지역재생지역경제 및 지역재생지역경제 및 지역재생■■■■ 문화도시의 도입동기 배경에서 나타나듯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사업추진 진행도시민의문화향유등을고려예술활동진흥및문화복지차원에서접근하고있으나○그 이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도시경제와 연계한 문화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에문화자원 활용을 가치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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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사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사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사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유네스코지정디자인창의도시선정 축적된디자인시정에대한국제적인증을바탕으로도시브랜드2010.7 .가치 높이고 풍부한 문화유산 창의적 잠재력 바탕으로 다자인 산업과 창의인재 육성해 나감, ,디지털콘텐츠 관광 녹색사업등서울 대신성장동력산업기반이되는디자인산업체계적육성- , `MICE, 8 ,디자인밀집지역 동대문 마포 구로 강남 등 디자인클러스커 중심 마케팅지원 자금지원 컨설팅 지원을, , , , ,통해 디자인기업 지원자료 창의도시포럼: 2011도시디자인 개선도시디자인 개선도시디자인 개선도시디자인 개선■■■■ 궁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사업의 결과로 도시전반의 미적 수○준 향상이 내제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도시경관 도시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도시간판정비 및 환경 도시미관 개- , ,선에 기여사례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사례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사례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사례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년예술공원조성사업을시작으로공공시설및장소에예술성을추구하여지역공동체에새로운활력과2005시민드이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디자인 향상에 기여
석수아트프로젝트 로라쿠퍼 자료- ( : www.apap2010.or)유휴공간 활용유휴공간 활용유휴공간 활용유휴공간 활용■■■■ 도청사 시청사 군사기지 이전등 공공청사이전으로 인한유휴 공간활용 및주변, ,○ 지역개발에 문화를활용하고자 하는 사례 증가충남도청사 경북도청사 용산미군기지 문화부 등 정부청사 를 활용한 문화공- , , ,간 조성 프로젝트 증가채석장 탄광 발전소 역사등산업유휴공간을활용한문화공간으로조성으로지역활성, , ,○ 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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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아트벨리 서울역사문화공간 안양유유산업이전적지등폐산업시설을이용- , ,사례 포천아트벨리사례 포천아트벨리사례 포천아트벨리사례 포천아트벨리::::년대중반화강석채취를중단한폐채석장을 년부터 년까지 억사업비를투자하여문화예술공90 2005 2009 155간으로전환 영화상영 공연 전시관을통한기획및상설전시 호수를배경으로하는다양한퍼포먼스가. , , ,전개 년 교육전시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체험 교육이 이루어짐 자료. 2010 , , ( :www.artvalley.or)
문화 예술 환경 유기적 결합문화 예술 환경 유기적 결합문화 예술 환경 유기적 결합문화 예술 환경 유기적 결합, ,, ,, ,, ,■■■■ 지역내문화공간의활용에있어장기적인대책수립이세워자립적인활용과지속적○인 관리에 중점을 둔 유휴공간 활용 문화지구 예술지구 등 조성, ,최근 들어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전략이 강조되며 변화를 포용하는 능동적인 움직임○과지역의미래에영향을미치는동인들이지속적으로작용 발전해가는양상을띠며,이에 맞춘 문화공간 활용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기존에조성된문화공간역시지역고유의문화자원을이용하여특수성을드러낼수○있도록 지역민과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활용 가능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2.32.32.32.3대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전개대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전개대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전개대규모 시설 위주의 사업전개■■■■ 지역및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안하고있는사업에대부분포함되어있는것이○대규모의 문화시설과 메가 이벤트 예술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실제 많은,지역에서기대이하의성과를얻고있으며특히예산및인력등운영상의문제를안고 있음지역 활성화 도시재생 모델로일차적으로 대규모문화시설 및특화거리 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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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창작센터 등 제안하는 경우 다수,외형지상 표준화 및 획일화 위험외형지상 표준화 및 획일화 위험외형지상 표준화 및 획일화 위험외형지상 표준화 및 획일화 위험,,,,■■■■ 문화를적용한지역개발개념확산과동시에 디자인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지역경‘ ’○ 관 도시경관 문화경관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증가, ,지역과도시의외형적모습의질적수준을중시하면서 건축기본법 경관법 등,○ 「 」 「 」제정되고평균적인 미의기준을설정하여디자인하면서과거난개발에의한무차별‘ ’적인 경관과 다른 또 다른 차원에서 의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지역 경관이 형성되고있음난삽한지역및도시디자인수준을개선하고자시행하는정책이자칫디자인은일정○수준을 유지할수 있으나 문화적 감동은없는 모습을 연출할 수있다는 모순이 내제되어 있음주민 수혜자 없는 일방적 사업주민 수혜자 없는 일방적 사업주민 수혜자 없는 일방적 사업주민 수혜자 없는 일방적 사업( )( )( )(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토대로○사업이추진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사업일정및절차등을이유로주민없는지역재생이 이루어 경우 다수지역재생사업결과 원주민은떠나고새로운주민이이주하여또다른형태의지역을,○만들어 가는 형태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전개 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전개 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전개 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전개 방향3.3.3.3. 앞서 나타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형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변화>>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사업자 행정 등 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 지역주민에 의해 지역재생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전개시간과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통합과정이 어렵더라도 지역자원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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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스스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만들기에서 지역문제해결 과정으로만들기에서 지역문제해결 과정으로만들기에서 지역문제해결 과정으로만들기에서 지역문제해결 과정으로■■■■ 새로운공간이나시설조성등을통하여지역재생및발전을유도하기보다는지역이○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지역재생사업 접근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토대로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사업전개예 지역주민에의해 전문가와협력 지역의문제를발견하고해결하는공동체문화- ) ( )로서 지역재생사업 공모 지역의 새로운 문화발견 프로젝트“ ”수혜대상에서 주체로수혜대상에서 주체로수혜대상에서 주체로수혜대상에서 주체로■■■■ 지역주민은 사업결과의 수혜대상인 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해결할 수 있는 사업주체로서 인식전환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세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사업주체적 성격 부여-지역주민에의해진행하는지역재생사업전개 규모가크지않으면서 인이할수있( “1○ 는 명할수 있는 명이 할수있는 명이 할수 있는 명이할 수있는10 100 1000 10000사업 등 개발 를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 )문화와 예술 틀에서 일상으로문화와 예술 틀에서 일상으로문화와 예술 틀에서 일상으로문화와 예술 틀에서 일상으로,,,,■■■■ 기존에 규정되어있는 문화와 예술의 장르와 형식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들의 삶에○집중하여 사업개발 및 전개문화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업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방법 또는 사업○전개를 통해 얻어진 무형의 결과 등 보다 자유롭게 접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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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장소성과 지역문화재생 ;

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 , 이영범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장소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의미장소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의미장소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의미장소성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의미1.1.1.1.도시재생은 장소의 재생이고 관계의 재생이다도시재생은 장소의 재생이고 관계의 재생이다도시재생은 장소의 재생이고 관계의 재생이다도시재생은 장소의 재생이고 관계의 재생이다....도시에서 장소라 함은 그 특정한 공간환경에 내재된 사람들의 삶의 과거와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시간성 역사성 사회성 문화 정치경제적, , , , , ,에피소드 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편린 등의 복합체이며 동시에 그 공간환경,주변의 도시적 맥락에 대한 관계의 복합체이기도 하다 도시에서의 재생은.결국 이러한 관계성을 담고 있는 장소성에 대한 보존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관계성의 공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재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도시에서 재생이란 이름으로 개발되는 공간은 대부분 비장소성을 갖는다 이.를 프랑스 인류학자인 마르크 아우게 는 비장소 라(Marc Augé) (‘non-places)'고 명명한다 도시의 오래된 사회성이나 역사적 가치 거주자들의 거주환경. ,특성 문화성 등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삽입 가능한 보편화된 후기자본주의적,공간들 예를 들면 거대한 쇼핑몰 복합영화관 주상복합타워 등이 비장소들, , ,이다 도시를 재생한다고 장소의 특정한 관계망을 오려내고 거기에다 어디에.두어도 상관없는 가치중립적이고 몰개성적인 초 근대적 공간(super modern을 삽입한다 이 경우 부분의 재생이 결코 도시 전체의 재생을 위한space) . ,긍정적인 합 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을 압도하거(positive sum) .나 억압할 뿐이지 자신을 통한 공간의 사회적 공유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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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재생은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삶의 방식까지도 포도시의 재생은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삶의 방식까지도 포도시의 재생은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삶의 방식까지도 포도시의 재생은 물리적 외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삶의 방식까지도 포함한다함한다함한다함한다....도시재생에서는 재생의 안과 밖의 문제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모스.라포포트나 하이데거의 주거의 근대성에 근거하여 재생의 안과 밖의 문제를살펴보면 외연과 내포 사이의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껍데기는 고전주.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내부는 현대화된 인테리어와 가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거생활을 영위한다면 이를 주거의 근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극히 현대적인 외형을 한 주택이지만 내부는 안티크 가구로 단장하고 사는이들이 전통과 격식에 찬 주거방식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주거의 근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즉 진정한 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재생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도시재생을 물리적 외형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집착하지나 않는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북촌의 한옥도.마찬가지이다 한옥의 외형은 더 수려해지지만 한옥에 담긴 전통적인 주거방.식 즉 길과 마당을 통한 공간과 생활의 확장이나 길과 집과의 관계를 통한,마을이나 공동체의 가능성은 한옥의 재생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 마당은.있지만 열린 마당이 아니라 닫힌 마당만이 있을 뿐이다 전통의 담장으로 개.보수를 했지만 담장을 넘나드는 길과 집과의 관계는 더 높은 담을 쌓아 올렸다 한옥은 재생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생활이 사라지고 만다면 그.재생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가.재생은 공유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재생은 공유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재생은 공유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재생은 공유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우리주변에도 재생의 좋은 사례들이 많다 나비 하나로 지방축제의 대명사.가 된 함평나비축제 그리고 재래시장으로 대박을 터트린 정선 일장이나 겨, 5울철 가족여행의 으뜸 행선지가 된 강원도 인제의 빙어낚시축제가 그런 것들이다 죽어간다는 재래시장이나 시골의 얼음판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메워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과 우리의.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되살려 내는 지혜가 바로 재생의 가장 창의적인 밑거름임을 이야기해 준다 대체로 재생의 언어는 사회적인 성격을 띠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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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형식을 띠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재생은 흔히 시간성의 무시 비. ,가시적 가치의 무시 자신만의 정체성의 무시 등의 오류를 범한다 지금 원하, .는 유행적인 가치에 의존해 극히 자극적인 물리적인 재생을 통해 직접적인가치를 만들어 내려고 하기에 생기는 오류들이다 재생의 가치는 절대적이지.않고 상대적이며 개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재생은 기본적으로 공유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시간성. .과의 공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의 공유 도시와 자연과의 공유 등등 공, , .유의 가치를 가질 때 재생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역사와 삶을 이어준다 공유의 가능성은 단절이 아닌 연속된 흐름에서 생기며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가치와 지혜에서 싹틈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 주변의 좋은 사례들을 보자 이들은 한결같이 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임을 이야기한다 즉 버려.야 할 것으로서의 과거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 활용하는 가치로서의 과거에대한 성찰이 도시재생에서는 중요하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되살.려 내는 지혜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재생의 방법론이다 도.시재생에서도 온고지신 의 지혜가 요구된다고나 할까 잊혀져 가는( ) .溫故知新것들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생명띠로 하여 지금 우리의,일상과 연결하는 지혜야말로 재생의 지름길이자 살림의 올바른 길이다.공간을 통한 시간과 의미의 재생공간을 통한 시간과 의미의 재생공간을 통한 시간과 의미의 재생공간을 통한 시간과 의미의 재생패션플라자와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철거된 동대문 운동장의 경우 철거를둘러싸고 야구인들의 반발이 거세었다 운동장의 철거반대가 비단 야구인만.의 바램일까 건물이 멋있어서 보존하자는 게 아니다 동대문 운동장에는 거. .기에만 담긴 시간과 의미가 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 경기의 단체응원 덕에 상경하여 처음 서울구경을해보기도 했다 도시의 역사를 함께 했던 공간은 이처럼 개인의 미시적 일상.에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동대문운동장은 보잘것없는 개인의 추억을 담고.있음으로써 한 시대를 증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동대문 운동장을 재생하면.서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의미가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재화하지 못한다면 그재생은 결국 껍데기만 재생한 꼴이 될 것이다 남들이 이뤄놓은 모범사례를.많이 본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우리에게는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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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현존을 무시한 물리적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듯하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재생이 아니다 말 그래도 다시 살리는 것이. .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한단 말인가 도시재생의 문제는 공. .간의 공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간의 공유는 시간의 공유와 함께 도.시재생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오래되고 쓸모없는 것들이 시간성.을 초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생이고 재활용이,고 지속가능성이다 버려진 폐광촌과 산업화시대의 발전소나 공장건물들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들을 우리는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라고 부른다 성공의 비법을 캐내려고 여기저기 견학 다니느라 바쁘지만 전가. ( )傳家의 보도 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다듬어( ) .寶刀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라고나 할까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간을 통한 시간과 의미의 공유이다 시, .간과 의미의 공유는 도시재생이 다루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다 이들은 재.생된 물리적 실체에 존재의 당위를 부여하는 정신적 가치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간 안에 개입된 관계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지 않고공동의 가치를 향해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이해관계의 공유가 공간공유의실체이다 관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공간의 공유가 시간의 공유와 함께 결.합될 때 도시재생의 가능성은 커진다 시간의 공유는 그 장소에 담긴 역사성.을 현재화하여 지금 우리가 일상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창조적 혁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장소만이 갖는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도시에서의. .현재의 시간이 과거의 시간과 끊임없이 교차되고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도시의 과거와 미래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현재의 흐름 속에서 긴장관.계를 맺고 통합되느냐가 성공적인 도시재생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도시재.생에 수학문제와 같은 해답이 있을 리 없지만 적어도 재생을 이야기할 수,있으려면 관계 가치 공간 시간의 공유를 통해 장소적 의미를 되살려야 하, , , ‘ ’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발췌 이영범 저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서울 미메시스: , “ ” (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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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의 과제역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의 과제역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의 과제역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재생의 과제2.2.2.2.
역사도시에 대한 모순된 가치와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역사도시에 대한 모순된 가치와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역사도시에 대한 모순된 가치와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역사도시에 대한 모순된 가치와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잃어버린 도시공간역사의 일상생활의 가치를 간직한 골목길과 그 길을 맞대고 서 있는 시대의 생활공간과 건축유산이 자본과 시간의 흐름을 거역하지못한 채 물밀 듯이 밀려드는 자본의 개발논리에 의해 하루아침에 부서지고파괴되는 것이 역사도시 서울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사대문 안의 풍경이다 도시 속에 시대와 사회의 정신과 가치를 담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무한하나 사회의 무관심과 자본의 이해가 도시의 흔적을 쓸어버리는 데에걸리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도시의 역사문화와 생활문화의 켜가 적층된.종로의 피맛골과 청진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순간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웃한 세종로변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는 시도가 진행되고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도시역사와 전통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일관성을.상실한 채 서로 모순된 양상만을 노출하고 있다.역사문화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역사문화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역사문화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역사문화공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이처럼 서로 가치를 달리 하는 도시정책이 양립하며 도시역사문화의 회복과보존에 대한 일관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역사문화도시만들기의 큰 그림과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흔히 큰.그림그리기는 정책개발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또 다른.문제가 노출된다 정책개발과 제도적 보완이 행정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를.구현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역사문화도시에 대한.큰 그림 그리기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모든 내용이 일정 내 목표구현이라는강박관념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정책의 한 끝 특히 일정과 목표 이 열려있. ( )는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의 전통문화를 통한 재생이라는 큰 틀은 목표와일정 예산에 의해 집행되기 보다는 도시민들의 내부적 합의와 자발적 참여, ,자생적 문화상품에 의해 완성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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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나 협약을 활성화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둘러싼 사적재산권의 문제와 공공의 지원 그리고 일정한 장소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조성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현대성을 어떻게 제어할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현대성을 어떻게 제어할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현대성을 어떻게 제어할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현대성을 어떻게 제어할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한옥보다는 비한옥이 문제의 핵심으로 본 북촌의 사례처럼 우리의 역사도시문제는 내재된 전통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내재된 자원이 현재적 욕구에 의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훼손되는 현대성의 문제가 시급하다 흔히 자본과 개발을 통해 드러나는 도시의 현대성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폄하될 뿐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현대성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진지하게 고민되진 않는다 도시의 현대성이 역사문화환경과.양립해야 할 가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성.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볼 경우 역사문화환경과 현대성을다룰 때 서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전통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도시의.현대성을 바라볼 경우 활용가능한 자원인 전통문화보다는 도시 전체의 경관을 해치는 현대성 개발압력 개인재산권 건축형태 상업화 을 어떻게 제어할 것( / / / )인가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대성의 긍정적 평가 전통의. :가치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동력으로 도시의 현대성을 바라볼 경우 현대를어떻게 전통과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역사문화공간이 디지털시대의 변화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자역사문화공간이 디지털시대의 변화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자역사문화공간이 디지털시대의 변화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자역사문화공간이 디지털시대의 변화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자....도시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회복과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은 세월의,흐름에 따라 달라진 세상에서 변해서는 안될 것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며,동시에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여 도시경제와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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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가치이다 하지만 역사문화를 보존.과 활용이라는 보수적인 틀에서만 다룰 경우 역사문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치를 만들어내기 힘들어진다 도시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물리적 도시경관의 보존 개선 활용과 더불어 전통문화를 현, ,대적 도시생활과 접목시키는 컨버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의 다양한 콘텐츠가 어떻게 보존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인해 물리적 훼손이 용납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의 품격으로 인해 다양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의 장벽을 극복할 것인가 역시 도시역사문화공간의 조성에서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단편적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을 지양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역단편적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을 지양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역단편적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을 지양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역단편적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을 지양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의 흐름을 만들자사문화공간의 흐름을 만들자사문화공간의 흐름을 만들자사문화공간의 흐름을 만들자....역사문화환경도시 내의 단편적인 거점을 분산된 형태로 조성할 경우 도시의문화밀도를 느끼게 할 수 없다 지나치게 도식화된 개발내용은 지양하고 압.축된 핵심거점 북촌 한옥마을처럼 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 핵심거점을 통해( )역사문화공간의 집적화된 육성을 통해 도시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공간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이 징검다리처럼 도시.에 입체적으로 뿌려질 때 사람들이 걸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흐름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역사문화공간 주변부에 다양한 부가가치가.창출된다 즉 역사문화공간과 주변부 생활공간이 서로 공유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역사문화공간을 통해 삶과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찾기가 필요.하며 전통적 형태와 문화를 유지한 채로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생태적 변신 과정을 통해 옛 것과 새 것이 생태적 거부반응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융화되어 어울리고 현재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 )現在제이다.역사문화공간의 스케일과 레벨을 차별화하여 접근하자역사문화공간의 스케일과 레벨을 차별화하여 접근하자역사문화공간의 스케일과 레벨을 차별화하여 접근하자역사문화공간의 스케일과 레벨을 차별화하여 접근하자....역사문화공간을 다룰 때 도시계획의 차원 도시디자인의 차원 건축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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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스케일에 따라서 서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미시적인 건축디자인영역에서만 역사문화공간을 다루거나 도시계획의 차원에서만 규정된 채 역사문화공간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역사문화공간의 일관된 실현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역사문화공간을 도시거주자와 방문자의 레벨.에서 다르게 보고 이를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문화환경은 도시내부의 거주자 입장에서는 살고 싶은 가치. (Livable)를 가져야 하며 도시외부의 방문자 입장에서는 기념하고 싶은, (Memorable)가치를 가져야 한다 도시거주자나 도시방문자의 입장이 서로 차이를 가질.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 단순히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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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공간 자원 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 지역재생/ /

전략 최정한공간문화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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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전문가 집담회 주요내용2.

발제2.1. Session 1,2

발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추미경1.◇ ∣∣∣∣소프트 파워 중심의 창조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국내에서도 년 전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정책적 관2000심이 본격화됨 이에 국제 정책동향 및 국내 문화체육관광부 및.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등 부처별 지역재생 관련 동, ,향을 살펴봄.지역재생의 국제적 흐름은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지역에 대한 종/◦ 합적 접근 상향식 년까지의 장기지원 파트너십 강화 커뮤니, , 10 , ,티 재생으로 전환 도시 간 국제 경쟁구조의 강화 등으로 요약됨, .국내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년대 이후 통합적 지역재생 정책2000으로 전환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주‘ ’목 하드 소프트 휴먼이 결합된 종합적 정책모델을 추진하고 있으, / /나 형식 요소에 맞는 내용적 실체가 매우 허약함.문화부에서는 지역민족문화과 디자인공간문화과 중심으로 년, 2000◦ 전후부터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최근 문,전성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 ,어와 휴먼웨어의 종합적 접근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재생 방식 재현 사람 공간 자원의, / /어우러짐 없는 개별 정책성과의 한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문화와 지역재생이라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내재적 성과를 구축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에 문화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지역재생 정책 파트에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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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영역을 브랜드 특화시키고 창조적 경제기반과의 유기적 연계/ ,”위에서 사람 공간 자원이 어우러지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즉 창조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창조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및 생활문화를 가치화하는 지역문화창조 전략 지역문화역량의,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How To"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새로운 정책 아이템 에 대한(what)“ ”접근이 아니라 정책 지향가치에 따른 창의적 추진과정(creative과 질적 방법 을 중심으로 추진하도process) (qualitative how to)록 함 개별화 되어 있는 지역문화자원 및 지역문화정책 성과를.창조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 개성과 규모에맞도록 재구성하는 지역문화창조 클러스터링 또는 지역문화창조<파트너십가칭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
발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주요활동 곽동원2.◇ ∣∣∣∣마을 만들기는 자연스럽게 삶의 뿌리를 만듦으로써 농촌 마을을◦ 살리는 작업임 파괴된 공동체를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마을 단. ‘ ’위가 회복되어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음 또한 농촌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이는 식량 문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국가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므로 운동의 개념으로 마을만들기“ ”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진안군의 마을만들기는 외부자원이 아닌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상향식 방법에대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 옴 또한 주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 ,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을에서 하는 일의 라도 공공을, 10%위한 일을 하는 것을 구성원들과 공유토록 노력함 이러한 원칙.속에서 작년 월에 진안군에 마을만들기 지역센터가 구성되어12 “ ”방향을 갖추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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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으로 진안군청에서 박사급의 전문가를 컨설턴트가 아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지난 년 동안 일시적인 자문이 아닌 정, 8책을 함께 수립하고 실현하는 구조를 운영해왔음 이를 통해 일관.된 의지를 갖고 전문가와 행정이 호흡을 맞춰 주민의 신뢰를 이끌수 있었음 더불어 마을 구성원들의 공공적 방향성 및 자발성을. ,이끌기 위하여 단계적 예산 지원 및 평가를 통해 일종의 공동체훈련이 진행됨 처음부터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아닌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익힐 수 있도록 한 후 점차적으로 사업의확대 이를 통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줄임. .행정조직이 각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모두 관할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이에 외부 인재를 끌어들이거나 귀농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중간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마을만들기 측.면지원을 위하여 축제를 활용함 이를 위해서는 축제가 단순히, .외부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닌 마을 구성원이 즐거울 수 있어야함.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윤 가시화된 성과만,◦ 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문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장기적인 관점으로 농촌의 지,역민들이 문화를 만들고 참여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활기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함특이사특이사특이사특이사항항항항< >< >< >< >◦ 진안군은 곽동원 공무원이 년 이상 담당하며 지속성을 띌 수 있10었음.◦ 사업 시 한 마을에 예산을 다 주지 않음 개 마을에 만.(30 150~200원의 예산 지급 성과에 따라 만원을 지급하는 단계적 구1000→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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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진안진안진안군군군군의 사업의 사업의 사업의 사업< >< >< >< >◦ 축제 마을단위 주민들의 참여로 추진 월 초 휴가기간에 농촌- , , 8으로 가도록 홍보 방문객보다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기획.◦ 기록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와 삶을 기록함으로써 경쟁력 있는-스토리 콘텐츠 개발◦ 길 관광지가 아닌 마을의 길 선조들의 삶과 이야기를 녹임- , . 14주간 걸어서 프로젝트 진행◦ 귀농인 젊은 귀농인들 상대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만듦- .◦ 마을박물관 버려지던 마을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만듦 한- .군데 설립 후 옆 마을들이 연달아 시행하여 마을문화 콘텐츠로,자리잡음.◦ 한글교육 어르신들의 편지 시 등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짐- , .마을 안에서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제작됨향후 방향향후 방향향후 방향향후 방향< >< >< >< >◦ 통합적 사고가 필요 공동체의 효과 많은 범죄 예방 가능. -◦ 문화적 접근 공존의 필요성 주민학습 평생학습 상부상조의, - , ,역할을 함
발제 공간과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향 김효정3.◇ ∣∣∣∣국제적으로 문화도시의 경우 문화자원역사 예술 시설 생활 등, ( , , , )◦ 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진행함 국내에는 개발 중심의.정책으로 도시에 접근 도시경제와 결합하는 방식 또한 유휴공간. ,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수 있는지 등으로 접근하여 물리적 재생에머문 경향이 큼.각 부처들의 지역재생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큰 규모의,◦ 시설을 먼저 생각함 이는 예산집행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결. , ,국 비슷한 매뉴얼의 똑같은 모습을 만들게 됨 지역재생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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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대부분 행정에서 일방향적인 소통에 의존하고 있으며,구성원들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면서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지 않음.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은 일방적인 형태가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 문제를 전문가가 푸. ‘ ’는 것이 아닌 주민들로 의해서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프로세스가, ‘ ’필요한 것임 문화가 특별한 것이라는 문화 강박에 빠지는 것이.아닌 만들어가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함, , .주민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에 사업전체가 만들기에서 과정으로 패러다임의. ‘ ’ ‘ ’변화가 필요함 과정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필요함.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전개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전개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전개방향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전개방향< >< >< >< >◦ 완성이 아닌 과정형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전문가의 강요를 넘:‘ ’어서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함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함께 만드는 문화에 중점.‘ ’◦ 전문가 주민 지역과 다른 차원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임 문화예술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재생사업만큼은.함께 만들어가야 함.◦ 주민 주체적 주인의식을 가져야 함 수혜나 학습의 대상으로 머: .물게 하면 안 되며 주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의식전환 필,요 최근에 이루어지는 여러 유형의 마을 탐색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는 주민 주도성이 성과를 내고 있음.◦ 재생사업내용 참여자들 모두가 즐거운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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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장소성과 지역재생 관계의 재생 가치의 재생 공간의 재생; , ,
이영범∣∣∣∣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법을 통하여 통합적인 접근과 재생 범 부,◦ 처 간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부처 내에서,조차 각각의 칸막이가 존재함 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이라는.가치와 패러다임이 아닌 기존의 개발 논리 성향을 답습함 또한, .‘ ’추진 시스템의 경직성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 진행이 어려움 사업의 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음.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개념화◦ → 제도화 → 사업화가 진행되는과정에서 경직성이 생기고 실현 가능성이 축소됨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량이 제도적인 사업에서 발휘‘ ’되기 어려움 문제의 대안으로는 사업의 가치와 방향성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의 결합이 필요함 또한 주체. ,세분화가 필요한데 주체별 역량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차별화될,수 있어야 함 사업의 일반적인 형태로 모든 지역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도시재생에는 시간적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속성 사업으로.◦ 서 도시재생 안에서 시간은 중요한 자원임 사실 문화에서 가장.중요한 차원이 공간과 더불어 시간의 요소임 문화를 다룰 때 시.간을 압축시키거나 빼버리게 되면 표준화된 형태가 됨.또한 마을기업을 통한 사회적 개발경험을 살펴보면 자산관리 부분◦ 에 관심을 가져야 함 특히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선 재정의 독립성 수익구조가 필요함 문화공간을 위한 일종의, .신탁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며 재정적인 독립성이 필요한 기.법의 개발이 필요한데 일종의 지역재생을 위한 자산관리. (asset기법의 개발이 필요함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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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지역재생에서 역사문화에 몰입되기 전에 도시의 현대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함 즉 현대성의 부정. ,적 단면인 상업화 자본화 물질화 경향에 맞서 고유한 가치의 보, ,존 및 공존 사회와의 공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역사문화마마마마을을을을만만만만들기 사업의 실패적 요소들기 사업의 실패적 요소들기 사업의 실패적 요소들기 사업의 실패적 요소< >< >< >< >◦ 내용 취지는 좋았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사례,◦ 마을역사자원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역사문화의 동일한 맥락,→속에 있는 옆 마을은 차별받았다는 상실감 공허감 등에 위화감이,조성됨.◦ 내용적으로는 가령 한 마을에 주어진 지원예산 억을 분의 로20 n 1주민이 가져간다는 지원금에 대한 왜곡된 기대와 의존감이 지배적이면서 마을문화를 해치는 경우가 많음.투여된 지원금 자본 으로 인해 마을의 공동체가 망가지는 경우임( ) .⇒성공한 사성공한 사성공한 사성공한 사례례례례의 특의 특의 특의 특징징징징< >< >< >< >◦ 똑같은 사람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진행 단체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체의 조직화가 되어있기 때문임.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 >< >< > ◦ 공무원이든 담당정책제안자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바뀌어버림.◦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 실정→ 공무원은 사업에 관심이 있어도 체계상 버티기 힘든 구조.→ 개인의 입장에서도 책임이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듦.◦ 문화적 재개발 결국 자본이 들어가면 사업에 영향을 미치므로: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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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공간 자원 사람의 연계에 의한 장소기반형 재생전략5. / /◇
최정한∣∣∣∣ 지역의 실제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함 즉 서울 대도. , ,◦ 시에 집중된 관계망과 라이프 스타일 지역의 공동화 창조인력, ,젊은 계층의 대도시 집중으로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자생성의( ) , ,결여로 인해 지역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임 때문에 고.“ ”정관념에 있는 지역의 모습을 벗어나서 현실적 지역의 조건을 전제로 공간 지역자원 사람의 융합을 통한 지역의 창조적 재구성, ,필요 더불어 젊은 계층을 어떻게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전.략이 필요함.특정한 취향 소셜 라이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문화생태계,◦ 가 형성됨 공간문화전략과 거점이 조성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 , ,공간과 자원 사람이 융합이 되어야 함, .지역이 가지는 콘텐츠는 질 이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함 이(quality) .◦ 에 지역이 치열하고 질 높은 콘텐츠의 고민과 더불어 좋은 사람들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지는 개방성과 유입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함.문화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 이에 장소기반형의 창조적인 플랫,◦ 폼이 필요 이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숨통이 될 수.있어야 함.문화생태계와 소문화생태계와 소문화생태계와 소문화생태계와 소셜셜셜셜라이프 형성의 중요성라이프 형성의 중요성라이프 형성의 중요성라이프 형성의 중요성< >< >< >< >◦ 한 지역에서 생태계 만드는 것이 중요 소셜 라이프 스토리- →장소성 장소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소셜 라이프 뉴욕 소호 등의 성공적 평가 사례도 시장구조 안에서- :의 연계 때문임.소셜 라이프인 을 연결하는 커넥터 역할이 중요- ( )‘ 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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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향 협동조합법도 생김으로써 콘텐츠 형성이 편리해짐- : .국내외사국내외사국내외사국내외사례례례례 소소소소셜셜셜셜 라이프 형성라이프 형성라이프 형성라이프 형성< - >< - >< - >< - >◦ 홍대의 사례 클럽으로 콘텐츠화-전주남부시장 전통시장 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사업으로- : 2 12개 가게를 통한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 청년장사꾼 프로젝트와.야시장 문화프로그램이 융합된 소셜 비즈니스의 플랫폼,태국 풀문 파티 코팡안 해변에서 매월 보름달이 뜰 때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파티 태국 주요 관광상품으로 육성되며 하프 문 블랙문 파티. ,까지 생김.국내외사국내외사국내외사국내외사례례례례 공간 자원 사공간 자원 사공간 자원 사공간 자원 사람람람람의의의의 융융융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합을 위한 공간문화전략< -< -< -< - / // // // / >>>>◦ 북촌한옥마을 멸실되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 행정 주민 전문가 문화예술인들이 협력한, / / /사례◦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픽셀호텔 유서 깊은 유/ :휴공간을 호텔 객실화하고 조식을 위한 레스토랑 등과 연계한 도시투어를 만듦.◦ 오스트리아 소도시 의 연극 가설무대 마을의 주차광장에HAAG :독특한 조립형 가설객석 설치 여름연극제에 활용, .선선선선셋셋셋셋장장장장항항항항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 >< >< >◦ 장항의 도시기능 상실 및 공동화현상 심화 근대산업유산과 자연,환경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새로운 도시형 창조관광산업 기, ,반 조성이 절실◦ 외부의 문화예술콘텐츠와 근대산업유산의 결합 통한 관광 및 미역경제 활성화 장항읍 지역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창조관광,기반 조성◦ 프로젝트의 기본 콘텐츠는 미디어 콘텐츠 클럽문화 미디어문화체, ,험교육과 로컬푸트 특히 개념을 형성하고, Seafood , Local Food으로서 아카이브 홀을 만듦 미곡창고안에서 클럽놀이를 하는Lab .컨셉의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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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통한 지역선문화를 통한 지역선문화를 통한 지역선문화를 통한 지역선순순순순환 창조경제와 장소환 창조경제와 장소환 창조경제와 장소환 창조경제와 장소마마마마케케케케팅팅팅팅< >< >< >< >◦ 거점조성 지역에서 거점 조성이 이뤄져야 함 즉 장소기반형인: . ,창조적 플랫폼이 필요 새로운 시도 기반 마련 지역의 눈높이, .→로 가면 안 됨 공간 자원 사람이 융합되어야 함 굳이 외부사. , , .람을 찾는 것보다 내부인력을 활용해야 함.◦ 지역의 문화사업 콘텐츠의 질이 높아야 지속 가능 향수만 건드: .리면 안 됨 지역이 좀 더 치열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야.함 또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성과 관용성이 필요. .◦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사례 초반에 지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만 받다가 회째부터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 창출과 지역브랜드를4형성하며 투자의 통인으로 작용됨.◦ 지역민에게 필요한 자세 바깥의 창조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함: .현재 대부분 공무원 아니면 지역의 교수나 지역의 업자들이 지역문화에 변화를 시도하여 제대로 된 비전이 나오기 힘든 환경 지.역민들이 전반적으로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
종합토론2.2. Session 3◇ 종합토론 주요 의견지역재생 유형의 다양화지역재생 유형의 다양화지역재생 유형의 다양화지역재생 유형의 다양화▪▪▪▪ 지역재생의 유형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 음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맞는 방법론이 필요.문화의 높낮이를 떠나서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적절하- 게 살리는 것이 중요함지역 내부의 자원을 활용 외부 질 높은 콘텐츠의 유입에서의- vs유연성 필요



부록부록부록부록....ⅥⅥⅥⅥ

229229229229

공공 및공공 및공공 및공공 및 행행행행정의 지역재생의 역정의 지역재생의 역정의 지역재생의 역정의 지역재생의 역할할할할▪▪▪▪ 공공 또는 행정이 지역재생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대부분 토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험이 부족함.◦ 모든 지자체가 구도심 문제를 고민함 문화부에서 다른 부처와는.다른 접근방식의 구도심 재생문화를 통한 구도심 재생 등의 롤(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 사업 아이템에 있어 문화부가 문화부만.의 가치를 정확히 브랜딩 해야 함.문화부만이 할 수 있는◦ 지역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즉 다른 부처의 성과와 물리적 접근방식의 한. ,계에 문화적 접근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함 실.제적으로 문화부 문전성시 생문공 사업 등의 추진개념 및, , PM컨설팅단 등과 같은 추진구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의 정책,개념이나 프로세스가 타 부처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해 문화부가 타 부처에 성과를 주었다는 관점보다는.대국적 차원에서 롤모델 또는 문화적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공간의 자본화로 인한공간의 자본화로 인한공간의 자본화로 인한공간의 자본화로 인한 갈갈갈갈등등등등▪▪▪▪ 많은 경우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공간의 자본화의 모순과 갈,◦ 등이 따라옴 이에 지역재생 초기에 이러한 현대성을 제어할 수. ‘ ’있는 계획이 필요공간이 상업화자본화되며 초기 지역의 플랫폼을 형성시킨 예술가- ․들의 설자리가 없어짐.공동체가 자산관리의 개념으로 공간을 관리하여 사회자본의 결실- ,을 공공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함.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매개조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매개조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매개조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매개조직직직직 중간조중간조중간조중간조직직직직 의 중요성의 중요성의 중요성의 중요성( )( )( )( )▪▪▪▪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시 매개자 또는 코디네이터 등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방향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매개조직의 설정과 적절한결합이 중요전문가들의 결합을 통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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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지원하고 지역이 가진 자원과 사람을 효과적으로 연계,이에 정책적으로 각각의 주체 및 사이에 정책적으로 각각의 주체 및 사이에 정책적으로 각각의 주체 및 사이에 정책적으로 각각의 주체 및 사람람람람 자원 공간을 연계하고 통합적인자원 공간을 연계하고 통합적인자원 공간을 연계하고 통합적인자원 공간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 // // /▪▪▪▪ 차원에서 이차원에서 이차원에서 이차원에서 이끌끌끌끌어어어어 낼낼낼낼 수 있는 지역문화 파트수 있는 지역문화 파트수 있는 지역문화 파트수 있는 지역문화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 또는 창조적 파트또는 창조적 파트또는 창조적 파트또는 창조적 파트너십너십너십너십의 필요의 필요의 필요의 필요논논논논의의의의주제주제주제주제 지역문화지역문화지역문화지역문화 파파파파트트트트너십너십너십너십 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추진방법 지역사업의 질적 전환 방법지역사업의 질적 전환 방법지역사업의 질적 전환 방법지역사업의 질적 전환 방법
추미경추미경추미경추미경 새로운 발전전략과 지역내적 진화과정 중․ 지역에 맞는 선택이 필요 양자 중 한번:이라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사업에 적절한 충격과 밸런스가 필요․ 주민들의 주체화 수혜가 아닌 공동참여:․ 필요권한과 의무의 공평한 역할분담이/필요함여러 주체들 사이에 컨설팅과 코디네이터. 가 이어져야 함.

장소성 기반 외:․ 부 에너지를 지역에 끌고오는 것의 장점이 있지만 내부 자원과의 부합성 및 균형감이 전제되어야 함.지역의 오랫동안 고립되어온 안목에 변화․가 필요지역문화 다양성에 걸맞은 제도화 필요․ 사업담당자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 능한 운영조직의 장치가 필요함곽곽곽곽동원동원동원동원 지역사업에서 인재의 중요성 지역에 리:․ 더십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존재하는 것이 중요.지역 내적 에너지에 기반을 둔 단계적 접․ 근이 중요함. 지역민들의 주체성 지역민들이 스스로 참:․ 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함.
김효김효김효김효정정정정 단발적인 사업은 지양 지역민들에게 부:․ 정적인 인식 형성가능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법의 균형이․필요좋은 콘텐츠라도 지역민에게 수용이 가능․해야 함발전과 유지에 있어서 지역의 선택권이․ 필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고민필요

지역민들의 성취감이 중요․ 인사동의 사례 싼값의 외국공예품이:․ 이상 유입되어 활성화되면서 국산이40%줄어들고 질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됨.이영범이영범이영범이영범 관광식민주의 급에서 급으로만 추구: B A .․ 문화예술에 있어 공간의 자본화가 가장큰 문제 어떤 식으로든 성공스토리에만.치중 대안으로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공간 플랫폼이 필요 다양성의 생태계 지역마다 고유 정체성을:․ 기반으로 콘텐츠 형성 다양한 정체성들이.지역문화의 가치 다들 급만 원하지만. A B급도 필요.최정한최정한최정한최정한 자발적 욕구의 한계 지역에서 부정적이:․ 게 볼 경우 사회적 자원 배분에도 가치가쉽게 왜곡됨.민간의 책임 제도적 시스템 운영방식: ,․ 에서 민간도 책임을 지며 공무원과 함께가야 함. 문화예술의 다양성 모든 에서: Subculture․ 시작 비주류가 주류를 잠식해가므로 등급.을 설정하는 용어는 적절치 않음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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