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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는 각각의 지역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쟁력

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조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장소마케팅과 장소자산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장소자산의 구성요소로서 ‘예술’을 독립된 콘텐츠로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재

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도입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소자산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술자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재생의 창조적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의 가능성과 활용가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어 : 예술자산, 장소마케팅, 장소자산, 창조적 지역재생 

Abstract : As the era of glocalization arrives, each area of the world with the uniqueness trying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 In this context, the ‘Art asset’ should be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Content’ 
in terms of place marketing & creative regional regeneration. Especially in a place as a component of as-
sets ‘art’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content & as a means for new areas of creative regeneration and 
the local economy will be discussed. To do this, place the property on the basis of a review of existing 
research on the concept of a new arrangement of art assets were classified by type and each of the cases 
examined. Ultimately, through the review of creative play area as a place of art assets and utilize the po-
tential value of plce asset is the goal of this article.

Key Words :  art asset, place marketing, place asset, creativ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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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 

개인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차이와 같

은 사회문제와 끊임없이 대면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도시화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도시재생의 의미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

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

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

입·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

키는 하드웨어적 재생을 의미했다면, 점차 장소자

산이나 문화 중심적 경쟁을 반영하는 연성적 지역

개발의 개념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부각되

고 있다(이정훈, 2008). 더 나아가 최근의 도시재

생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과 함께 보다 인간중심

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주체, 즉 소비자를 중심으

로 하는 휴먼웨어와 콘텐츠웨어 중심으로 변화되

어 가고 있다(이병민·이원호·김동윤, 2013). 이
와 같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는 비단 경제성

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

적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로서 문화

를 중시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를 비롯한 창

조도시의 개념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창조도시

에 대한 논의는 창조경제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

적인 도시모델로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새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함께 창

조도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

적 재생’이 도시 재생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조적 재생이란, 주어진 조건과 현실의 한

계를 극복하는 기량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강형

기, 2010). 즉, 지역의 오래된 경관, 쓸모없이 버

려진 장소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없애 새로운 

건조환경(bulit environment)을 만드는 것이 아니

라 구성원들을 위해 이를 새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공윤경·양홍숙, 2011), 물리적 환경을 문화적 환

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잘 구축된 도시는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

게 하며, 외부인에게는 도시에 대한 신뢰감을 주

고 방문하고 싶어 하는 기대감과 도시를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매동기를 일으키게 한다(김

홍범·김지숙, 2011). 이것이 바로 장소마케팅의 

핵심이며, 성공적인 장소마케팅을 위해서는 장소

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장소자산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4
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이 채택되고 문

화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화정책이 전면에 대두되

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지역문화 부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실정이다(이무용, 2013). 
본 연구는 창조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장소마

케팅과 장소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고민

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장소자산의 구성요소로서 

‘예술’을 독립된 콘텐츠로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

재생의 수단으로서 어떤 형태로 도입되고 사용되

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소

자산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술자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정리하였으며, 이를 

도입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각각의 유형은 해당 사례의 분석을 통해 

다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적

인 지역재생의 핵심요소로서 예술자산의 가능성

과 활용가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정수희·이병민30

2.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에  

대한 논의

1) 장소자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1)의 대두와 함

께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경쟁력 확보

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은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

려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에 대한 전략

으로 발전했다. 장소마케팅은 장소가 가진 매력을 

극대화시켜 이를 판매하는 전략으로 장소성의 발

견과 이를 위한 요소로서 장소자산(place asset)의 

개념과 연결된다. 

‘장소(place)’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

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에 특정

한 경험과 시간이 축적되어 의미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공간을 장소라고 지칭한다. 공간이 물리적 

개념의 접근이라면, 장소는 보다 개념적이고 복합

적인 개념이다. 즉, 장소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와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 인

지되어 의미를 갖는 공간적 실체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백선혜, 2004).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통

해 인지된 공간으로서 장소는 ‘장소성(placeness)’
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장소성은 곧 집단적으

로 인식된 그 장소가 지니는 장소의 정체성 (iden-
tity of place)이며, 장소에 대한 애착을 통해 드러

나는 구체적 의미를 뜻한다. 즉, 물리적 공간과 인

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되며, 

구체적 의미를 지닌 장소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

다(이정연·여홍구, 2010). 
장소마케팅 전략에서 요구하는 장소성은 개인

의 경험이나 친밀함, 시간성과 함께 논의되는 일

반적인 의미에서의 장소성과는 차이가 있다. 장

소마케팅의 경우,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판매

를 위한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즉, 어떤 장

소의 장소성이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취하며, 반대로 부정적 요소

를 가지고 있을 경우, 혹은 특수한 장소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인위적

인 개입을 통해서 장소의 매력을 가중시키는 전략

적 요소들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이때 고려하게 

되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유·무형

의 자원들을 ‘장소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백선혜, 

2004).2)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분류체계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장소

마케팅적 관점에서 장소자산에 대한 논의는 경제

학자 Kotler(2002)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

으며, 국내 연구자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

다. 김현호(2003)는 이를 크게 제도·문화·사회

적 관계 등의 연성적요소와 건조환경, 자연환경, 

물리적 시설 등을 포함한 경성적 요소로 분류하였

으며, 이무용(2003)은 자연적 요소, 인적 요소, 삶

의 질 요소, 경영환경요소, 문화적 요소로, 백선혜

(2004)는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

소 이외에 정서적·상징적 요소, 상대적 요소의 개

념을 추가하여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고려

를 반영하여 차별화하였으며, 이용균(2005)의 경

우는, 자연환경, 문화, 사회경제, 제도부문으로 분

류하였다, 이를 정리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

소의 구성요소를 창조적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하

드웨어적 요소, 휴먼웨어적 요소, 콘텐츠웨어적 

요소로 재분류하였다. 기존의 물리적·환경적요

소를 하드웨어적 요소, 이를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제도 혹은 인재와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요소들

을 휴먼웨어적 요소로 정리했으며, 그 밖에 이들

을 구성하게 되는 세부적인 내용, 혹은 장소 내에

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로서의 



31창조적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의 유형과 사례 연구

핵심내용들을 콘텐츠웨어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장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하드

웨어적 요소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하드웨어적 요

소의 구성원들인 휴먼웨어적 요소가 상호간의 소

통와 공유를 지향하는 것은 장소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마케팅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그 안에 어떤 콘텐츠적 요소가 

유입되는가의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되며, 콘텐츠웨

어적 요소는 지역의 특수성을 부여하는 가장 효과

적인 장치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요

소이며, 장소마케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위에서 세 유형으로 분류한 장소의 구성요소들

은 세부 유형에 따라 다시 자연자산, 인프라자산, 

제도자산, 인적자산, 문화자산, 예술자산으로 나

눌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장소자산은 가시성과 시간의 요소를 통해 장소

성을 형성하게 되지만(Tuan, 1997), 필요에 따라 

인위적인 형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백선혜, 2004). 특히, 콘텐츠웨어적 요소는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소마케팅의 주요한 도구

로서 실제적인 장소의 이미지(place image)와 직결

되며 장소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다각도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2)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의 유형과 그 

특징

(1) 장소자산의 요소로서 예술자산

창조경제시대의 지역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

해 단편적인 경제활동에 머물지 않고, 고유의 문

화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개념이 물리

적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개개인의 공간으로 확

장되며,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더

욱 경쟁력이 생기고 지속가능성을 보유하게 된다

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이병민·이원호·김동윤, 

2013). 

표 1. 장소 구성요소의 유형별 분류

연구자 김현호(2003) 이무용(2003) 백선혜(2004) 이용균(2005)



통합적 정리

장소의

구성요소

경성적요소
자연적요소

물리적·환경적요소
자연환경

하드웨어적 요소
경영환경적요소 사회경제

연성적요소

인적요소

인적·문화적요소

제도 휴먼웨어적 요소

삶의질요소
문화 콘텐츠웨어적 요소

문화적요소

-
정서적·상징적요소

- -
상대적요소

출처: 김현호(2003), 이무용(2003), 백선혜(2004), 이용균(2005)의 자료를 종합하여 재정리

표 2. 장소구성요소와 장소자산

장소 구성요소 장소자산

하드웨어적 요소
자연자산

인프라자산

휴먼웨어적 요소
제도자산

인적자산

콘텐츠웨어적 요소
문화자산

예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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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장소의 

구성요소는 앞 장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콘텐츠

웨어적 요소를 주요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며, 콘

텐츠웨어적 요소는 문화자산과 예술자산으로 재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문화자산과 예술

자산의 구분 기준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임의의 

정의를 통해 분류하고자 한다.

‘문화자산’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 축적되어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태와 그 결과물을 뜻한다. 즉, 

지역이라는 범주가 정해진 장소 안에서 구성원들

의 삶 속에서 시간성과 관계성을 통해 구축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내발적(內發的) 성격은 지

속가능성을 수반한다.

반면, ‘예술자산’은 예술을 ‘미적 가치와 활동을 

추구하는 결과’로 설명한 Frey(1999)의 정의에 따

라 미적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물과 그와 관련

된 모든 요소로 정의하고자 한다. 예술자산은 내

부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여된 상황에

서 외부의 요소를 인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비교

적 쉽고 수용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용이한 성격을 갖는다. 또한 예술이 가진 고급

문화(high culture)의 성격으로 인해 부정적, 한계

적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더욱 효과적

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술자산은 지역에 예술의 이미지와 가치, 인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생산된 유·무형의 가치이며, 

지역 내에서 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반복하며 지역

의 창조적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더 나아

가 변화된 지역의 이미지, 또는 정체성을 소비하

고자 하는 외부의 인력을 유입시켜 창조적인 지

역, 창조도시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으로는 하드웨어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구성원들

의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킨다. 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자긍심을 높

여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과 

발전을 야기하는 대안으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

고 있다(백선혜·라도삼 외, 2008). 또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창조성의 흐름이 공유와 소통

의 맥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이병민, 2013), 예술을 통해 구성원들은 사

회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신뢰라는 사회

적 자본 이외에 또 다른 차원에서 개인들의 관계

를 촉발·유지·강화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인설, 2013). 
그러므로 예술자산의 도입은 단순한 콘텐츠 도

입 개념을 넘어, 주체의 확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원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지역의 창조적 재

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예술자산의 유형

기존의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연

구는 주로 사업의 종류와 주체의 문제에 집중하

여 유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백선혜·라도

그림 2. 예술자산과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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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외, 2008). 즉, 문화와 예술을 분류하지 않고 하

나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도구적 관점에서 접

근했기 때문에 주체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원고에서는 예술자

산의 구성요소들을 장소마케팅적 관점에서 인위

적으로 투입 가능한 하나의 독립된 콘텐츠로 인식

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각각을 지역 생태계내의 콘텐츠로서의 가치

를 인정하고,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콘텐츠의 유형과 함께 

이를 실행하는 주체의 문제도 역시 살펴보고자 한

다. 이에 따라 예술자산을 표 3과 같은 3개의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Ⅰ유형은 예술창작의 주체인 예술가를 직접 지

역으로 끌어들여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는 전

략이다. 이 경우,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이동과 집

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

만, 지역의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이유

와 형성 시간의 단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단위

의 정책적 지원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

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

데, 단독 혹은 소수의 예술가의 이주 혹은 유입을 

통한 경우와 다수의 예술가의 집단이주 혹은 유입

을 통한 경우이다. 

Ⅱ유형은 예술작품을 직접 투입시켜 예술작품

이 가진 이미지와 가치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정부나 지자체 단

위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관된 기업이나 개인을 통

해서도 시행이 가능하다. 초기에 예술작품의 구입

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및 환경 등이 요구되나, 성공적으로 유치될 경우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확대되어 창조관광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Ⅲ유형은 예술을 창작하거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 예술가를 유입시키고, 지역

구성원들이 시설을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3) 이는 인프

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에 일정한 자본

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혹은 기

업, 자본을 가진 개인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목적에 따라 지역이 추구하는 방

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지역 내부의 삶을 변화시키고,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다.

이상 분류한 각각의 예술자산의 유형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투입되기도 하지만, 각각

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하며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논의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에서는 예술자산이 지역을 재생시킨 국

내외 대표적인 몇몇 사례의 분석을 통해 지역재생

표 3. 예술자산의 유형 분류

유형 속성

Ⅰ 유형 예술가 투입형 Human resource
지역에 인적자원으로서의 예술가를 직접 투입하여 예술창작을 통해 새로운 장

소성을 부여

Ⅱ 유형 예술작품 투입형 Contents
지역에 콘텐츠로서의 예술작품을 투입하여 예술작품의 가치를 통해 지역에 새

로운 이미지를 형성함

Ⅲ 유형 예술시설 투입형 Infrastructure
지역에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예술시설을 투입하여 예술가와 지역민들이 자연

스럽게 예술 환경에 노출되어 일상성의 변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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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예술자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3. 예술자산의 투입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

1) Ⅰ유형 예술가 투입형 

-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과 중국 베이징 따산즈 

798 예술구

예술가 개인 혹은 예술가 집단을 지역에 유입시

켜 지역재생을 유도하는 경우, 예술가는 지역의 

이미지가 결합되며 ‘예술가=지역’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한다. 예술자산의 개념에서 

예술가는 지역재생을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지역발전에 유의미한 장소자산

으로서 도구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명망 있는 예술가 개인을 통한 방법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과 예술가의 관계가 매

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예술가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통해 예술가의 명성과 지역의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예술가를 지역에 투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수

의 예술가를 유입시켜 예술가들의 공간을 인위적

으로 형성하는 경우이다.4) 미국 뉴욕의 소호, 중

국 베이징의 따산즈 예술구, 한국의 홍대지역과 

같은 지역들은 모두 예술가 집단의 이주로 인한 

예술지구를 형성을 통해 지역이 변화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예술가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지구

가 형성되는 과정은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이동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역재생의 수단으로서 

정책적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술지구의 

경우, 소호효과(soho effect)라고 불리는 부차적 결

과를 불러오기도 한다.5) 

예술가 집단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진 예술

지구의 형성은 상향식(Bottom-up) 지역재생의 방

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지역재생의 유형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발성이 중

심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

부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예술지구를 보

존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하향식(Top-down)의 

지원을 시행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시도하기도 한

다.

(1)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

강원도 화천군은 작가 이외수를 유입하여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새로운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 사례이다. 

화천군은 909㎢의 면적 중 산이 차지하는 비율

이 86%, 물 6%, 농경지 또한 6%에 불과하며, 인

구 6만 명 중 군인이 3만 5천명인 소도시이다. 화

천은 지리적 특성상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

건도 아니며,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을 갖

고 있지도 않다. 이에 화천군은 장소자산의 인위

적 도입을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

표 4. 예술자산의 투입을 통한 지역의 변화 - 화천군 사례

예술자산 여부 콘텐츠 지역재생 주체 지역이미지 파급효과

투입 전 군사, 자연 관(화천군) 군사도시 -

투입 후
예술가

(이외수)

관(화천군)

+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문학도시

- 문학콘텐츠 재생산

- 경제적 효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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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2004년부터 감성테마문학공원을 조성

할 목적으로 이외수 작가에게 화천군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고, 작가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광자원

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이 사업은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799 일대를 감성마을

로 조성하고, 국내 최초의 살아있는 작가의 기념

관, 작가의 작업실, 문학 산책로 등 다양한 관광콘

텐츠를 구축하였으며, 작가 이외수를 지역의 홍보

대사로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

미지를 쇄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작가를 

중심으로 문학연수생 제도를 운영하여, 실제적으

로 예술창작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6)

이를 통해 화천군은 기존의 삭막한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변화시켰다. 이 계획은 실제

로 한 해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만 5만여 명, 이

로 인한 수입이 매해 1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

를 불러왔다.7)

화천군의 사례는 지자체의 주도로 예술가를 지

역에 직접 투입하여 지역이미지의 변신을 유도한 

경우이다. 예술가의 투입은 그 자체가 콘텐츠로서

의 개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예술가의 작품창작의 장소적 기반으로 

가치를 갖는 동시에 이를 위한 예술창작과 향유

를 위한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되고 있다. 이는 예

술자산의 투입에 있어 각각의 요소들이 필요충분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

자산의 특성 중 하나인 예술의 재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지역자산 도입의 효과적인 요

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천시의 지역재생 노력은 표 4와 같이 예술자

산의 투입 전과 후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화천시의 예술가 투입 전략은 군사도시에서 문학

도시로의 지역 이미지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

니라, 지역 재생의 주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

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행정적 재생전

략은 주체에 있어 지자체와 예술가를 주축으로 지

역주민과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된 새로운 계층으

로 확대되며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주체의 확장은 지역의 문화콘텐츠 재생산

과 경제적 이윤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 베이징 798 따산즈 예술구 

   (中國 北京 798 大山子 藝術區)

베이징 798 따산즈 예술구의 형성은 중국 베이

징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산업육성전략과 관계가 

있다. 베이징시는 11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문

화 창의 산업을 수도(首都)의 지주 산업으로 육성

하고자 천명하였으며, 10개 이상의 창의산업 클러

스터를 승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따산즈 예
그림 2. 화천군 감성마을 표지판

출처: 화천군 홈페이지

그림 3. 예술자산의 순환구조-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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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구는 이 중 하나로, 2006년 문화창의산업특구

로 지정되었다.8)

이 지역은 원래 1900년대 초반 군수물자를 만들

던 공장지대였으나, 1950년대 이후 군수산업이 쇠

락하며 슬럼화(slumism)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 값싼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 독특한 건축양

식 등을 이유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이후 인근 미술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시작으로 

예술가, 관련 시설들이 모여들며 점차 대규모 예

술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

흥하자 공장주가 이 지역에 전자상가를 세울 계획

과 함께 철수를 요구하여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

나, 예술가들과 중국 문화예술계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예술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이 결정되

었다. 2007년 베이징올림픽의 개최와 함께 베이

징시 중점지원 10대 문화창조산업단지에 선정되

며, 시설과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으며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었다.9) 그 결과 따산즈 예술

구는 100여 개가 넘는 갤러리, 스튜디오, 디자인

사무소, 소극장 등 예술시설이 조성되며 중국 문

화예술 산업의 중심지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이 

지역은 국제적 예술거점을 형성하여 호황을 누렸

으나, 점차 소호효과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

하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

안이 요구되고 있다.

예술자산이 투입되기 전, 따산즈 지역은 쇠퇴기

를 맞은 폐산업단지에 불과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공간에 예술가 집단이 모여들면서 그들을 중심

으로 부수적인 예술생산의 시설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고, 인프라가 구축되자 외부의 관계 인력들

이 이곳을 거점으로 모여들며, 새로운 장소로 탈

바꿈하였다.

예술가들의 투입을 통한 지역의 변화는 기능을 

잃은 폐건축물로 여겨졌던 공장건물은 예술가들

표 5. 예술자산의 투입을 통한 지역의 변화 - 베이징 따산즈 예술구 사례

예술자산 여부 콘텐츠 지역재생 주체 지역이미지 파급효과

투입 전 건축 관(베이징시+정부) + 민 공장지역 -

투입 후

예술가 +

예술작품, 문화예

술 상업지구

예술가 +

 관(베이징시+정부)

중국 문화예술의 중

심지

- 폐산업시설의 활용

- 문화예술거점 구축

-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림 4. 따산즈 예술구 입구 그림 5. 따산즈 예술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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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작공간으로 이용되었고, 그와 함께 바우하우

스(bauhaus) 양식의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

었다. 이렇게 장소의 기능과 이미지가 변화하자, 

장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이를 중심

으로 예술상업지구가 형성되며 지역경제의 활성

화가 이루어졌다.

따산즈의 형성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전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초기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원동력에는 예술가의 주체적 

영향력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은 명확한 사

실이다. 이러한 특징이 예술인프라와 결합되며, 

예술자산의 특징을 보인다.

2) Ⅱ유형 예술작품 투입형

- 일본 나오시마 ‘예술의 섬’ 프로젝트

예술자산의 두 번째 유형은 예술작품을 직접 지

역에 투입시키는 경우이다. 이는 예술자산을 이용

한 전략 중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실행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형성 단계

와 지속을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및 후원

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자체 및 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예술작품 투입으로 인한 지역재생의 효과는 우

선 예술작품의 감상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한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생각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이미지와 지역의 이

미지가 결합 혹은 더 나아가 동일시되며 지역의 

장소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그렇

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투입은 지역의 새로운 이미

지 창출을 통한 장소마케팅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

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나오시마(直島)는 예술작품을 통한 지

역재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오시마는 세토 내

해 16km 둘레의 작은 섬으로 구리제련소로 인해 

심각한 오염이 있었으며, 이후 구리제련소가 폐업

을 하며 급속한 인구감소와 쇠퇴를 경험한 지역이

었다. 이 지역이 변화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일본

의 대표적 교육 기업인 베네세(Benness)재단의 후

원으로 ‘자연과 예술을 통한 인간구원’이라는 목표 

아래 아트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나오시

마는 현재는 연간 36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예술

의 섬’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경제적인 효과도 창

출하고 있다.

나오시마의 아트프로젝트는 베네세하우스를 중

심으로 한 3대 미술관의 조성과 혼무라(本村) 지

역을 중심으로 하는 <家프로젝트(Art house proj-
ect)>, <세토우치국제예술제(瀬戸内国際芸術祭)>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10) 

나오시마의 대표적 관광콘텐츠인 3대 미술관11)

그림 6. 따산즈 예술구의 바우하우스 양식의 구(舊)공장 건물

그림 7. 예술자산의 순환구조-따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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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은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1941~)의 작품으로 어메

니티 차원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그 자체가 작품이

자 예술콘텐츠이다. 

<家프로젝트>는 섬 내부에 버려진 공간(집, 절, 

신사 등) 11채를 설치미술작품으로 변모시켜 섬 

전체를 예술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동시에 섬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섬의 출입

구에는 일본의 조각가 겸 행위예술가인 쿠사마 야

요이(草間彌生, 1929~)의 <호박>이 섬의 일부가 

되어 예술적 경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나오시마는 기업의 주

도 아래 예술자산을 인위적으로 투입시켜 새로운 

장소가치를 창출해냈다. 특히 명성 있는 예술가

의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통해 나오시마를 찾는 관

광객들에게 새로운 장소이미지를 심어준다. 관광

객들은 나오시마를 안도 다다오의 섬 혹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이미지로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예술이 곧 장소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대체

되면서, 예술의 강렬한 이미지가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이미지를 잊게 하고 예술작품과 장

소를 동일시하여 인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버려진 섬으로 불리던 나오시마는 세

그림 8. 베네세미술관 전경 

출처: Benesse Art site Naoshima
(http://www.benesse-artsite.jp/chichu/)

그림 9. <家프로젝트> 중 하이샤 가옥의 <Dreaming 

Tongue>

그림 10. 쿠사마 야요이作, <호박>

표 6. 예술자산의 투입을 통한 지역의 변화 - 일본 나오시마

예술자산 여부 콘텐츠 지역재생 주체 지역이미지 파급효과

투입 전 구리제련소 - 쓰레기 섬
 -  구리제련소의 폐업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감

소와 지역경제기능의 상실

투입 후
예술작품 /

예술공간

기업(베네세기업)

+ 예술가 + 지역구성원
예술의 섬

-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관광지

-  예술가, 예술작품, 자연을 함께 경험하는 특

화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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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여행 전문 권위지인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Conde Nast Traveler》가 뽑은 ‘세계 7대 관광지’에 

선정되는 등 새로운 장소성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3) Ⅲ유형 예술시설 투입형

- 일본 가나자와시

예술자산의 마지막 유형은 예술을 위한 시설을 

투입하여 예술의 창작과 향유, 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일본 이시카와현(石川縣)에 위치한 가나자와(金

澤)는 인구 45만의 소도시로 일반적으로 금박공예

를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

시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나자와는 근세에 시

작된 전통공예를 현대 산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지

역의 내발적 발전을 일으켰으며, 유네스코의 창조

도시 네트워크 ‘공예와 민속분야 Craft & Folk Art’ 
대표도시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공예도시로 명

성을 떨치고 있다.12) 그런데 이 도시는 전통산업 

이외에도 현대적 예술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목받

고 있다. 바로 ‘21세기 미술관’과 ‘시민예술촌’이

다. 

‘21세기 미술관’은 기존에 청사(廳舍)로 사용되

던 건물이 이전하며 비어있던 건물을 활용하여 세

워졌다. 미술관은 설립 당시부터 가나자와 구도

심의 공동화를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상되었으며, 기본 구상은 ‘지역에 개

방된 공원과 같은 미술관’이었다.13) 이러한 구상

은 지역주민들이 미술관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열린 문화거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미술관의 설계에서부터 기

획된 ‘장소성’을 획득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민예술촌’은 가나자와시의 근대 주요 산업이

었던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게 

된 방적공장을 시(市)가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공

개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사례이다. 내부는 주

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실 형태의 

작은 공간들과, 객석이 있는 오픈 스페이스, 공연

장 중심의 퍼포밍스퀘어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시민예술촌’은 평범한 시민들

에게 예술창작의 거점을 제공하여 예술 창작의 주

체이자 소비자로 변모시켰다. 시민들은 이러한 지

원 속에서 지역의 예술성을 발현시키는 창조적 주

체로 성장하게 된다.

가나자와의 사례는 예술시설을 투입하여 지역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

그림 11. 예술자산의 순환구조-나오시마 그림 12. <21세기미술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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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덧입히는 동시에 지역의 구성원의 삶을 질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통

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자와

에 현대적인 예술 공간의 도입은 외부에서 바라보

는 지역이미지의 쇄신뿐만 아니라, 지역구성원들

의 삶을 변화시켰다. 흔히 전통을 중시하는 도시

가 갖기 쉬운 정체된 이미지를 현대예술의 공간을 

통해 도약과 진행의 이미지로 변화시켰으며, 지역

구성원들의 삶에 있어서도 보다 활동적인 측면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1세기미술관’은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일본 미술관‘으로 선

정되었으며, ‘시민예술촌’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도시 관계자들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나자와의 사례와 같이 예술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은 초기 자본이 요구되기 때

문에 관이나 기업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전략의 성패는 시설의 구축 이후 사용

자들이 주체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

다. 예술시설을 중심으로 예술가 혹은 시민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자발적 콘텐

츠로 인해 지역은 예술과 예술가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되며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게 된

다. 

4)  사례분석을 통한 예술자산의 전략적 검토

이상 한국의 강원도 화천, 중국의 베이징 따산

즈 예술구, 일본 나오시마, 일본 가나자와의 사례

들을 통해 예술자산의 투입을 통한 지역재생의 실

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례들은 지역

그림 14. 예술자산의 순환구조-가나자와 그림 13. <시민예술촌> 전경 

표 7. 예술자산의 투입을 통한 지역의 변화 - 일본 가나자와 

예술자산 여부 콘텐츠 지역재생 주체 지역이미지 파급효과

투입 전 금박공예
관(가나자와시) + 

학 + 예술가(장인) 
전통이 숨 쉬는 도시

- 전통산업 근간 공예도시

- 다소 정체된 이미지

투입 후 예술공간
관(가나자와시) + 예술가

(장인) + 학 + 지역구성원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  전통산업과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현재

진행형의 도시

-  지역구성원의 삶의 질과 환경의 변화

- 관광자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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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각각의 유형으로 투입되

었으며, 이로 인해 기대하는 가치 역시 다소 차이

가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모두 지역이 가진 한

계(예를 들어, 부정적 이미지, 혹은 장소자산의 결

여 등)을 극복하여 새로운 장소성의 구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그 궁극적 목

적을 가지고 있다. 

예술자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문화자산과는 달리, 상

대적으로 단시간에 예술의 요소를 선별적으로 투

입하여 인위적인 장소매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 즉, 예술자산을 통한 지역재생은 지역의 상황

을 고려하여 인적자원(예술가), 개체로서의 콘텐

츠(예술작품), 인프라(예술시설)에 해당하는 각각

의 예술의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

다. 때문에 예술자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 지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예술자산의 각각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표 8 참조, 상대적 관점에서 예술자산

의 유형별 특징을 정리함)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

다 효과적인 장소마케팅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예술자산의 각각의 유형들은 형태는 다르

지만 장소자산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그 특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베이징의 사례에서 살

펴보았듯이 중심이 되는 예술자산의 투입이 이루

어지면 점차 나머지 요소들이 주변 요소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구축되어지며 중심 예술자산의 

기능을 보완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자산은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의 특징이 지역경

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8. 예술자산의 유형별 특징(사례분석 결과) 

예술자산 유형
특징

중심주체 기간 경제성 대표효과

Ⅰ유형 

예술가 투입형

관(지방정부 등)

+ 지역주민
중장기

초기 정착비용

지속적인 지원 

- 예술가의 명성과 지역이미지 결합, 홍보 효과를 발생시킴

-  예술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술의 소비와 재생산의 예술생

태계 구축 가능

Ⅱ유형 

예술작품 투입형
관, 기업, 개인 중/단기 초기자본 큼

- 예술작품과 지역이미지 결합하며 지역 이미지의 상승

- 상대적으로 단기간 구축, 효과 발생 가능

- 창조관광 효과를 통한 경제효과 기대

Ⅲ유형 

예술시설 투입형
기업, 관 중장기 초기자본 큼

- 지역구성원의 삶 변화 등질적인 혜택

- 지역의 예술거점 구축

-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그림 15. 예술자산의 구조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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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역의 외연적 발전이 중요시되었던 이전의 하

드웨어 중심의 장소자산의 발굴과 개발에 비교해 

보았을 때, 최근의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은 인구

구조의 변화, 창조경제의 대두와 같은 사회적 변

화와 함께 인간중심의 인문학적 가치로 옮겨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역발전의 전략과 삶의 질 향

상에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으로서의 예술자산의 

의미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에 부합하는 

장소마케팅의 전략적 도구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으로서 장소마

케팅의 관점에서 ‘예술’을 장소자산의 한 요소로 

정의하고, 예술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을 독립시

켜 인위적으로 투입 가능한 콘텐츠로써 바라보았

다. 지역이라는 그릇에 담긴 예술가와 작품, 시설

이라는 ‘콘텐츠’로서의 예술자산은 사례를 통해 살

펴보았듯이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선

별적 투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와 정체성

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주체의 확장과 각각의 요

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

역의 성장을 통한 창조적 지역재생을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단위의 경쟁력이 세계화의 핵심으로 연결

되며,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글로컬라이제이

션의 시대 속에서 지역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장소마케팅의 요소로

서 문화예술적 가치,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

다. 이는 종래의 토지와 노동, 자본의 조성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었던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창

조경제 시대 상대적으로 소프트(soft)한 연성발전

의 전략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재생에 있어 창조적 접근은 사회·문화·경

제적 관점에서의 융합적 접근과 협력이 요구된다. 

예술자산이 창조적 지역재생을 위한 전략적 도구

라면,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은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지역재생 정

책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지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지역에서 

필요한 시기이다.

주

1) 세계적 차원의 압력과 요구가 어떻게 지역적 요구와 조응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세계적인 것이 동시에 

지역적인 것이며, 세계성은 지역성에 의해 수정되고 변경

된다” 라고 규정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지역성이 

세계성을 좌우하는 주체적 요소, 또는 필요조건인 측면을 

반영하는 공간적 특성의 변화라고 통상적으로 이해된다.

2) 자산(資産)의 사전적 의미에는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성

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재생의 잠재

적 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도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된

다.

3) 이는 일종의 하드웨어의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는 미적 가치의 확산과 공유를 통한 지역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예술자

산의 유형으로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4) 이 경우, 뉴욕의 소호 등과 같이 자발적인 예술가들의 이주

로 인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위적인 장소성의 

형성을 위한 예술자산의 투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5) 예술가들의 문화를 동경하는(혹은 지지하는) 예술적 마인

드를 가진 일반인들이 예술지구로 모여들면서 지역은 자연

스럽게 많은 인구와 소비성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들만의 

문화가 지역의 브랜드로서 형성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홍대의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그 지역은 본래의 의도

를 상실한 채 높은 임대료를 갖게 되며, 예술가들은 다시 

값싼 임대료를 찾아 주변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타의적으로 

확장시키게 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6)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춘문예에 당선한 문학연수

생은 총 5명에 이른다. “감성마을 문학연수생 신춘문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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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잇따라”, 강원일보, 2014년 1월6일자 기사 참조.

7) ‘이외수 “감성마을 ‘아방궁’으로 놀러오세요”, 오마이뉴스, 

2013년 1월 6일자 기사.

8) 안태선, 2010, “중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

시재생 비교 연구-베이징 타산즈 지역과 서울 문래동 지

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vol.13 No.3, pp.119-121.

9) 안태선, 앞의 글, pp.122-125.; 김태만, 2009, “베이징의 창

의도시 전략과 창의산업클러스터의 특징”, 동북아문화연

구 제19집, pp.292-294.

10) 이재준·김도영·박상철, 201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연구 -일본 나오시마와 수원시 행둥

공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제47권 1호, pp.27-

29.

11) 나오시마의 3대 미술관은 베네세하우스(1992), 지중미술

관(2004), 이우환미술관(2010)이다.

12) 박신의, 2013, “서울시 창작공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연구 -금천예술공장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1호, p.222.

13) 김후련, 위의 글, pp.98-99.; 실제로 미술관은 일반적인 

미술관의 엄격한 정문 대신 오픈된 형태의 공원과 같은 마

당 형식의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관의 내외부에는 상

당수의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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