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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과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함의: 

가나자와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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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ications of Creative-Based Strategies and Culture-Art 
Creative Urban Policy in Japan: Focusing on Kanazawa and Yokoh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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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

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

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자와

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의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을 자연·건축환경, 사회적·상징

적 자본, 경제활동·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

가 상이하였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 관점에서 보면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

행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사례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어 : 문화예술, 창조도시, 창조기반전략, 일본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city policy for Japanese culture and arts 
creation cities and finds the implications of culture and arts city policy by reexamining the examples of 
Kanazawa and Yokohama from the viewpoint of creation-based strategy of the city. The policy implica-
tions of creative-based strategie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governance of the creative-based 
strategy, Kanazawa conducted governance through a citizen-led cooperative network, while Yokohama 
promoted creative city policy through a local government-led cooperative network. Second, The mecha-
nism of action of the endogenous resources of Kanazawa and Yokohama was different. Third, the territo-
rial embeddedness in Kanazawa and Yokohama was easy for pedestrians to access to the customer center 
in the creation core area. Both cities have good acces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and amenity 
is well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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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기존

의 산업화시대의 성장과 개발방식이 노정하는 한

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전

의 고속성장시대에 유효했던 요소투입 확대형 모

델에 한계를 느끼고, 창조경제의 모색을 통해 대

안을 찾고 있다(김태경, 2010). 창조경제는 “수많

은 거래에 의해 창의적인 생산물의 가치가 증대되

는 경제”로서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Howkins, J. 2001; 이영주, 2014).
이처럼 인간의 창조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경제

성장과 도시발전에 관한 이론이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

운데 창조도시가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리고 창조도시정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저성장의 지속이라는 뉴노멀 시대의 경제환

경 속에서 도시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

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특히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제4차 산업혁명의 논

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창의성을 발현하는 공

간으로서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조도시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창조도시에 관한 사례연구는 창의

적 여건을 확보한 공간으로 인력이 모이고, 문화

적 자원, 시설 등의 도시환경이 창조적인 활동을 

추동해내는 기반을 제공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

를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론 정립을 위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접한 일본의 지자체가 추진

하는 창조도시 사례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하여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선행적인 사례로서 유용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문화예술창

조도시 사업의 사례에 대해 창조기반전략의 관점

에서 살펴보는 것은 창조도시 성공의 근간이 무엇

인가를 도출해내는데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

상으로 창조도시정책에 사업추진 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 관점

에서 지자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을 재조명

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2장에서는 일본의 창조도시에 대한 선행

연구와 분석의 틀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의 특성과 사례지역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을 살펴본다. 제4장에

서는 도시의 창조기반전략의 관점에서 사례지역

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2.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1) 일본의 창조도시에 대한 선행연구

일본의 창조도시 정책은 국가정책이 주도적으

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정

책으로서 성격이 강하다.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

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창의성을 산업진흥, 지역

진흥 등에 횡단면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과제의 해

결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자

리 매김하여 문화청 장관표창, 지역 네트워크 및 

모델 구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

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창조도시네트워크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간의 연계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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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2014)는 한국의 창조경제 및 창조도시 정책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남기범·송

정은(2014)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

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 점을 고찰하였고, 문미성

(2014)은 창조경제가 지역에서 실현되는 방식과 

원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일본의 창조도시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에 집중되어 있다. 김후

련(2012)은 문화와 산업 그리고 전통과 현대라는 

서로 상반되는 과제를 극복해 가고 있는 가나자와

의 도시재생 사례를 대상으로 내발적 발전의 관점

에서 문화행정, 문화주체,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김인현(2011)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창조도시

를 제창한 가나자와 시와 요코하마 시의 문화예술

의 창조정책과 배경, 정책내용과 방법, 과제 등을 

고찰하여 지자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오민근(2008)은 문화예술창조도시로서 요코하

마를 대상으로 도시디자인보다는 도시의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문화와 예술로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고, 요코하마의 창조도시

정책에 대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재희(2009)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도시(Creative City)

의 의미와 개념 및 중요성을 지자체 차원에서 살

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향후 경남지역에 도

입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여기서 창

조도시 유형을 창조적 인재유치형, 창조적 환경조

성형, 창조적 산업추구형으로 구분하고 요코하마

를 창조적 환경조성형으로 가나자와를 창조적 산

업추구형으로 표 1와 같이 분류하였다. 

인재유입형은 창조적 인재(창조계급)이 선호하

는 도시환경을 구축을 위해 문화 및 예술공간이

나 공공 민간 대학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중요시한

다. 그리고 환경조성형 창조도시는 문화예술의 활

성화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해 도시의 창조성

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 환경의 조성,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전환 등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추구형 창조도시는 창조적 산업을 강조

하면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창조적 융합을 추

구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강인호·이계만·신영순(2013)은 창조도시의 유

형을 도시재생형 창조도시와 문화친화형 창조도

시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문화친화형 창조도시로 가나자

와와 전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도시 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도시전략의 구성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정호(2013)는 창조도시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

지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고자 

표 1. 창조도시 유형

분류기준 인재유입형 환경조성형 산업추구형

대상 창조적 인재 창조적 환경 창조적 산업

주요개념
창조적 인재(창조계급)가 선호하는 도

시환경 구축

문화예술, 네트워크 등을 통해 도시

의 창조성 유도

전통장인 산업과 첨단산업 창조

적 융합

키워드
-근린 문화 및 예술공간

- 공공 민간 대학의 유기적 네트워크

- 문화 예술환경

- 유연한 조직문화 

- 창조산업

- 전통장인과 첨단산업

사례도시 바로셀로나 요코하마, 하이트헤드 가나자와

출처: 정재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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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창조도시의 경쟁력은 독립변수인 투입과정

에서 창조도시의 내부자산 요인으로 창조계급이

라는 인적 자산과 도시에 독특한 문화·예술적 자

산이 투입되고, 창조도시의 외부환경요인으로 외

부환경에 대한 개방성에 근거한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 의하여 도시의 활력과 효용성을 증대하

며 새로운 연결과 통찰력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투입된 내부자산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을 매개변수인 전환과정에서 내부관리요인에 

의하여 도시성과를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술한 일본의 창조도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창

조도시의 대표적인 지역에 대해 지역차원의 연구

가 이루어져왔으며, 창조도시의 메커니즘을 고찰

하는 연구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개념적 틀을 제

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창조도시에서 문

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추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체계를 살펴보

고 이 중에서 일본 창조도시의 대표적 사례인 가

나자와와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창조기반전략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2)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공동화와 경제

침체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유럽 등에서는 문화 

예술의 창조성을 살린 산업 진흥, 지역 활성화 등

의 대책이 행정, 예술가나 문화 단체, 기업, 대학, 

주민 등의 연계 하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의 문화청은 문화 예술

의 창조성을 지역 진흥, 관광 산업 진흥 등에 영역 

횡단면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에 대응하

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를 ‘문화예술창조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창조도시정책으로 문화 

예술 창조 도시 부문(2007년부터~)의 문화청장

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또한 창조도시추진사업

(2009년부터~), 창조도시시범사업(2010~2012년
도)등 의 정책을 통해 창조도시에 대한 추진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창조도시추진사업은 2009년도부

터 ‘문화예술창조도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제공, 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국내의 문화 예술 창조 도시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전체가 문화 예술의 창조

성에 의한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사업

이다. 2014년 3월에 책정된 문화예술입국 중기계

획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CCNJ(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의 회원 단체 수를 약 17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3) 사례연구에 대한 분석의 틀

인간 또는 인간으로 구성된 조직의 성장과정

에서는 학습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

라 외부로부터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 들여 그것

을 해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인간 또는 이들 조직은 성장된 힘

으로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

서 내발적으로 정보를 창조하고, 그것을 내적 모

델로 변환·형성·기억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을 진

행하게 된다. 여기서 자기조직화란 시스템이 환

경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자기 구조를 만들고 바꾸고 새로운 질서

를 형성하는 성질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창조적

인 적응은 새로운 자연 법칙과 사회 법칙 등을 발

견하여 그것을 현실화함에 따라서 환경 자체를 변

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자기 자체의 

구조·기능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상호 관련을 유지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자기조직화과정은 창조도시의 정의에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Jacobs는 탈대량생산시대

에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혁신적인 ‘경제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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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능력’을 갖춘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정의하

였으며, Jacobs의 ‘다양성’은 도시의 혁신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과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의미한다(佐マ木雅幸, 2012, 41).
Landry는 예술과 문화가 지닌 창조적인 힘에 착

안하여 자유롭게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 또는 도

시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를 창조도시라 정의하였

다(김현호 등, 2011, 24).
佐マ木雅幸는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

시에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佐マ木雅幸, 2012) 보았다.

김현호 등(2011)은 창조도시가 평온하고 안정적

인 상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혼란스럽고 격

동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화하게 된다고 주장하면

서 창조도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창조도시란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조활동에 의

해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문화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독자적인 예술문화

를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내발적인 발전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 인재가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회경제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lada, Cunha and Tomaz(2012)
의 중소도시 창조기반 발전전략의 분석의 틀을 통

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창조

기반 발전전략의 분석의 틀은 본래 중소도시 창조

기반 발전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도시의 

자기조직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중핵도

시인 가나자와와 정령도시인 요코하마를 대상으

로 사용한다.

Selada, Cunha and Tomaz(2012)는 중소도시의 

창조기반 발전전략(creative-based strategy) 분석을 

그림 1과 같이 세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 세 차원은 최상위 수준의 거버넌스(Gover-
nance) 측면, 두 번째 수준의 내생적 자원(Endog-
enous Resources) 측면, 세 번째 수준의 영역적 착

근성(Territorial Embeddedness) 측면으로 이루어

져 있다. 

제1차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이

다. 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서 창조적인 

경제 추진에 핵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공유와 

경제발전 시스템의 재정립에 의해 지식생산이나 

소비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시민참여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만남, 상호작

용, 지식공유는 이를 촉진시킨다. 또한, 참여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집단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2차원은 도시의 내생적 자원이다. 자연·건축

환경, 사회적·상징적 자본, 경제활동·문화시설 

측면들이 이에 해당한다. 내생적 자원으로 자연과 

건축환경은 창의적인 사람들을 유인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연 건축과 고고학적 유산을 말한다. 

그것은 장소, 도시 풍경, 기후, 공공 장소 및 기타 

유형과 자연 자산의 구조를 포함한다. 

자연적·건축적·고고학적 유산들은 창조적인 사

그림 1 창조기반 전략의 개념모형

출처: Selada. C, Cunha I. V. and Tomaz 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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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끌어 들이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사회적, 상징적 자본은 하위 차원으로 강하게 

지역사회와 사회적 상호 작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기억, 지역 정체성과 무형 유산뿐만 아니

라, 비물질적 요소와 장소의 사회 분위기와 관련

이 있다. 경제 활동 및 문화 시설의 하위 차원은 비

즈니스 환경, 기업가 정신 수준, 지역 경제 활동과 

지식, 문화 및 창조적 인 기반 시설(호텔, 레스토

랑, 박물관, 아트 갤러리, 이벤트 등)과 연결된다.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 삶의 질, 어메니티를 중

심으로 하는 차별화는 중소도시에 특히 더 중요하

다. 독특한 환경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등의 비

경제적 측면은 고숙련노동자를 유인하는 요소이

며, 클럽하우스, 스튜디오, 공연공간 등의 물리적 

시설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3차원은 영역적 착근성이다. 도시 내 어떤 기

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물·시설·사람 등이 

일정 수준까지 밀집(critical mass)되는 것도 필요

하다. 또한 도시는 어떤 광역권 내에 있거나 그 주

변부에 위치하는 경우, 다른 중소도시와 네트워크

를 이루는 경우, 다른 도시보다 좋은 접근성을 가

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도시들은 시민참여의 협

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를 줄

이면서 주변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도시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일본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의 특성

1) 일본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의 특성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문화청이 발간

한 2014과 2015년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 성

과보고서(이하 문화예술창조도시 성과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추

진사업은 2015년 11월 말 시점에서 64개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포함)가 창조도시네트워크일본(이

하, CCNJ)에 참여하고 있다. CCNJ가입 단체가 

2015년에는 2014년의 43단체보다 21개 증가하여 

2014년 대비 약 33%의 지자체가 증가했다. 본 연

구에서는 주로 2015년 문화예술창조도시 성과보

고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해 보완해야할 

사항은 2014년 문화예술창조도시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추

진사업의 추진실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며, 이를 통해 일본 문화예술창조도시 정책의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창조도시 성과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

는 CCNJ가입에 가입한 64개 지자체 중에서 43
개 지자체가 응답하여 전체 67.2%에 해당하는 설

문조사자료를 기초로 살펴본다. 주요한 분석의 관

점은 문화예술창조도시 사업은 어떤 것이며, 어떤 

체제 및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

하는 담당자는 어떻게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 이다. 이것은 창조도시사업의 특징, 사업

추진체계와 방법의 특징, 담당자에 의한 사업평가

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창조도시사업의 특징으로 문화예술창조

도시 추진사업을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 보통

시·구(10만인 이상), 보통시·정(10만인 이하)로 

나누어 지자체의 전략사업으로서 창조도시를 추

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리고 이것을 어떤 부서에서 담당 하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정령시·중핵시는 61.5%의 지자체

가 종합계획을 가지고 창조도시 전략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창조도시를 도시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여 나름대로 예술문화진흥

계획, 미래창조비전, 문화예술창조계획, 문화예

술진흥플랜 등 다양한 형태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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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사업을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조도시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의 주관부서는 사업·문화부문이 전체 응답

에 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령시, 중핵

시에서는 77.0%가 사업·문화 부문에서 주관하고 

있다.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의 주요 내용의 성

격을 보면, 2014년 성과보고서 조사에서는 문화예

술창조도시 80개의 추진사업 중에 54개사업이 이

벤트의 형태로 추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추진사업의 67.5%가 이벤트 형태의 성격을 띤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성과보고서에

서는 각 지자체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102
개 사업 가운데 52사업이 이벤트형태(50.49%), 주

민문화활동형태(20.39%), 복합적인형태(11.65%), 

시설정비운영형태(10.68%), 인재육성형태(4.85 
%), 기타(1.9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벤트 형태

의 사업은 2014년 67.5%에 비해 50.49%로 줄어 든 

반면, 주민문화활동 형태가 10.0%에 비해 2015년
에는 20.39%로 늘어나서 사업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내용 측면에서 

보면 지역 외의 집객을 목표로 한 것, 지역 내의 번

영을 목표로 한 것, 아티스트의 집적을 목표로 한 

것 등과 다양하고 규모도 국제적인 것부터 지역적

인 것까지 폭넓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업추진체계와 방법의 특징으로서 문화

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의 사업집행체제, 추진방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업집행체제는 창조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행

정이 사무국으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

고 있다. 대부분이 외부위탁 성격을 가지고 운영

하고 있는데 개별사업의 연계·위탁이 30.2%, 문

화예술시설의 관리·사업운영 조직에 의한 것이 

20.9%, 문화예술 이벤트 사무국 11.6%를 차지해,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의 62.7%가 행정

이외의 조직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도시의 추진사업이 외부 위탁을 

중심으로 한 사업 집행 체제 안에서 행정이 자신

의 기획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점은 과제

로 남는다. 

담당 부서의 전문인력 측면에서 살펴 보면, ‘문

화 정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지자체는 도도부현에서 33.3%, 

정령시·중핵시에서 23.1%, 10만명 이상의 시구 

읍면에서 36.4%, 10만명 미만의 시구 읍면에서 

15.4%로 전체적으로 2014년 보다 감소세에 있다. 

특히 창조도시 사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령시·중핵시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직원배

치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76.9%로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조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어려움

을 느낀 것을 복수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

자체에서 창조도시사업 추진에 어려운 사항은 1위
가 예산확보, 2위 주민사업참여, 3위 행정내 연계

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종류별로 보면 정령시·중

핵시는 예산확보 83.3%, 주민사업참여 66.%, 행

정내 연계 50.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도부현 

및 보통시·구(10만인 이상)는 예산확보, 행정내 

연계, 주민사업참여 순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났으

며, 보통시·구(10만인 이하)는 행정내 연계를 가

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창조도시 사업에 대한 담당자들의 평가

와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향후에 창조도시

사업을 향후 지속성에 대한 질문 결과는, ‘갱신하

고 계속’이 65.1%로 가장 높아 많은 지자체가 창조

도시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보통시·구(10만인 이하)’는 창도도시사업 

추진에 있어 ‘갱신하고 계속’이 38.5%이고 ‘현상태 

계속’이 23.1%로 상대적으로 ‘갱신하고 계속’한다

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주력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전망에 대해 복

수응답을 포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서 향후 주력하고자 하는 분야는 ①국제적 이벤트 



649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과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함의: 가나자와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53.5%, ⑦시설·제도정비 37.2%, ④크리에이티브 

인재의 집적 34.9%, ⑥문화활동거점 정비·운영 

34.9%, ③전통문화·공예의 계승 30.2%, ⑤지역

자원의 활용 30.2%, ②문화이벤트 25.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종류별로 보면 도도부현와 보통시·구

(10만인 이상)는 국제적 이벤트가 83.3%로 향후 

주력분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정령시·

중핵시는 지역자원활용 53.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2)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 특성

일본에서 대표적인 창조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는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이다. 가나자와에서

는 도시의 창조기반전략으로 2001년부터 경제계

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가나자와창조도시회의’를 

설립하고 창조도시를 향한 운동을 개시했다. 한편 

요코하마에서도 도시의 창조기반전략으로 2004
년 1월에 나카다 히로(中田宏) 시장이 ‘크리에이티

브 요코하마’ 플랜을 제안하면서 예술문화창조도

시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일본의 대표적인 창조도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에 대해 ‘2015년 문화예

술창조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설문의 조사결과를 

통해 문화예술창조도시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가나자와는 중핵시에 해

당하며, 요코하마는 정령시에 속한다.

첫째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에서 지자체 

유형별로 가나자와와 요코하마 사례지역이 해당

하는 정령시·중핵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령시·중핵시는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

에 있어 창조도시전략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주로 문화사

업부문에서 수행하였다. 사업 추진은 주로 문화예

술시설의 관리·사업운영조직, 문화예술이벤트의 

사무국, 개별사업의 연계·위탁과 같은 조직에 의

해 외부위탁의 성격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전문성을 가진 직원배치의 비중은 23.1%로 상

대적으로 낮았다. 창조도시추진에 애로사항의 중

요도는 주로 예산확보, 주민사업참여, 행정내 연

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사

업추진 전망에 대해 76.9%가 ‘갱신하여 계속 추진’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사업의 주력분야는 

다른 지자체 유형과 상이하게 지역자원의 활용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제적 이벤트 

38.5%, 크리에이티브 인재의 집적 38.5%, 시설·

제도정비 30.8%, 전통문화·공예의 계승 30.8%, 

문화이벤트 7.7%로 나타났다. 특히 정령시·중핵

시에서는 문화이벤트에 대한 주력사업으로 인식

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비전계획에 있어 가나자와는 가나자와문

화예술진흥계획(2006년), 가나자와 창조도시추

진프로그램(2010년, 2011년·2013년 개정)을 추진

하고 있으며, 한편 요코하마는 ‘문화예술창조도시

시책의 기본적 생각’(2012년 12월), 요코하마시 중

기 4개년 계획(2014년 12월), 창조도시 액션프랜

(2015년 7월)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셋째, 주력하고 있는 창조도시사업의 집행체

제에 대해 행정주도형, 지역주도형, 관민공동형,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나자와

의 주력 창조도시사업은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

엔날레 개최사업(관민공동형), 가나자와 JAZZ 
STREET개최 사업(행정주도형), 가나자와 아카

펠라타운 개최사업(지역주도형), 카나자와 21세
기미술관 기획운영사업(행정주도형), 우다쓰야마 

공예공방 기술연수자 장려사업(행정주도형)을 추

진하고 있다. 가나자와의 행정주도형은 가나자와

시의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에 의해 사업이 수행

되고 있다.

한편 요코하마는 요코하마트리엔날레 사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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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도형), 스마트 일루미네이션 사업(행정주도

형), 다양한 NPO법인 등에 의한 창조핵심지구활

동지원사업(지역주도형), 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

흥재단에 의한 아트 커미션 사업(관민공동형)이 

추진되고 있다. 

넷째, 창조도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나

자와는 ‘유네스코 창조 도시 네트워크 회원 도시

차원에서 대응’, ‘젊은 인재의 육성’이라고 응답했

고, 한편 요코하마는 ‘역사적 건조물을 살린 경관 

조성’, ‘아트 관계의 민간 섹터의 집적 등을 활용한 

대응’, ‘동 아시아 문화 도시로 향한 대응’, ‘요코하

마 트리엔날레’ 등의 개최라고 응답을 했다. 이를 

통해 요코하마는 도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4.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창조기반전략

1) 가나자와의 창조기반전략

(1) 거버넌스 차원

가나자와는 창조도시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다

양한 주체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네트워킹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

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가나자와에서 창조도

시회의 등을 통하여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

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고양하여 도시성과와 경쟁력을 창출하

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가나자와경제동호회가 시민들을 불러 모아, 

2001년에 ‘가나자와창조도시회의’가 개최되고, 

2002년에 제1회 가나자와학회에서는 도시재생플

랜이 제안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시민문화를 형성

하기 위해 국제회의인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를 

제창하고 2001년부터 2년에 한번씩 개최하여 전

통공예의 기능인과 도시문화의 자율적인 도시 경

제를 이루었다. 문화와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하

는 도시유산의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도시가 되었

다. 또한 가나자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전통문화의 보존 및 도시경관보존에 힘쓰고 

조화와 공생과 비판의 문화전통에 가나자와경제

동우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나자와에서는 창조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

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가와 시의 행정정책과 지역

의 경제인들이 합심해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협

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를 통해 살기 좋

은 창조도시로 예술문화, 사회복제 등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형성할 수 있고, 전통문화를 유지하

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혁신과 투자로 소득

이 지역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세계적인 국

제도시와 경쟁하여 공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 

했다.

이에 가나자와는 가나자와의 과제와 발전방향

을 경제계와 시민, 시행정의 3자가 협력, 협조, 상

호비판을 통해 주민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

한 창조도시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의 관점에

서 가나자와마치즈쿠리에 있어서는 ‘지역환경, 지

역문화, 지역산업’이 상호균형을 이루고 ‘시행정, 

산업계, 시민’이 도시재생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

다. 이들이 상호협력이 가나자와시의 정책연구와 

문화행정을 선도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가나자와

창조도시회의, 가나자와학회, 가나자와 마치즈쿠

리시민연구기구 등이다.

민간기업과 시민이 주체가 된 이들 조직은 가나

자와시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은 물론이고, 도시

조례 제정에서 시작해서 문화행정,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2) 내생적 자원

① 자연·건축환경

가나자와시의 인구는 2010년 1월 현재 458,000
명이며, 이시카와현뿐만 아니라 호쿠리쿠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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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현, 이시카와현)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적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시가지의 중심

에는 가나자와성 공원와 겐로쿠엔(兼六園)이 있

고, 번화가인 고린보·가타마치, 무사시, 가나자와 

역 주변에 역사적인 유산이 있다.

가나자와시는 시내에는 역사적인 거리가 많이 

남아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공습이

나 대규모 천재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통공

예와 전통예술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나자와시의 창조도시에 대한 대응으로서 경관

조례, 전통건축물군 보존지구보존조례, 사찰풍경

보존조례 등에 의한 역사적 경관의 보전 외에도 가

나자와 전통 공예품 산업의 보급·진흥을 위한 기

술보존·후계자 육성 사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가나자와에서는 전통공예와 새로운 창작활동이 

활발하여 관광명소 방문에 창작활동 장소 견학과 

공예 체험을 조합시킨 코스를 갖고 있으며, 가나

자와 고유의 관광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가나자와시는 2009년 6월에 유네스코가 창설한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등록되었다. 이 네크워크는 

창조적·문화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세계 각 

도시의 국제적인 제휴·상호교류를 유네스코가 지

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크라프트&포크 아트, 디

자인, 영화, 식문화, 문학, 음악, 미디어 아트의 7
가지 분야가 있고, 가나자와시는 크라프트&포크 

아트의 분야에 등록된 크라프트 창조도시이다.

② 사회적·상징적 자본

창조도시 가나자와의 최대 강점은 가나자와의 

창조산업을 주도하는 창조계급하는 장인들의‘물

건 만들기(物づくり)’정신이 현대 문화산업으로 

계승되고, 이 정신이 다시 ‘마치즈쿠리(町づくり)’ 

정신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공예를 만

들고 전통예능을 즐겨온 가나자와의 도시정체성

과 문화전통이 현대로 계승되어 가나자와 시민예

술촌과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다(김후련, 2013).

창조적인 시민들의 예술활동이 공예와 문화산

업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도시재

생으로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를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의 

4개의 공방에서 연중무휴로 계속되는 시민들의 창

작활동에 힘을 입어 가나자와 도심 전체가 창조도

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 결과 로 가나자와 시내에 

악기점, 아틀리에, 창작활동 관련 재료상이 늘어

나면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도 동시

에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가나자와시민예술촌을 비롯하여 ‘창작

의 숲’과 우타쓰야마공예공방과 같은 가나자와시

가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들은 이용료가 저렴하

기에 각 시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투입되는 예산

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외형상 적자를 내어 

있다. 가나자와는 이러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내

하면서‘문화복지’로 간주하여 20여 년에 걸쳐 투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가나자와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자본을 단적으로 나타내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경제활동·문화시설

가나자와시는 근세에 시작된 전통공예품산업을 

계승하고 근대에 들어서 섬유공업과 섬유기계공

업으로 산업이 이동한다. 다시 현대에 들어서 섬

유산업이 쇠퇴하면서 최근에는 공작기계와 식품

관련기계, 출판, 인쇄공업, 컴퓨터 관련산업 등이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다른 지방 도시들이 외부의 대기업을 유치

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달리, 외부의 대

기업을 가나자와에 유치하기 보다는 지역 내의 주

력산업을 주축으로 하여 ‘내발적 발전’을 이룩했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나자와의 산업구조가 결

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창출한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중견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문화적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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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과 현대산업의 유연하고 즉흥적인 접

목과 교류, 장인기질이 풍부하고 혁신을 자랑으로 

삼으며 독자기술을 가지고 틈새시장에서 선두를 

지키는 기업이 많으며, 상호 자극하면서 발전을 

이루는 자율성 높은 도시경제시스템이 창조도시

인 가나자와의 도시경쟁력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

았다(김정호, 2013). 특히 가내 섬유공업이 섬유 

기계공업으로 미술공예에서 산업디자인으로 공작

기계에서 컴퓨터 산업으로 발전 하였다.지역의 다

양한 교육기관에서 인재육성을 통한 제조업은 계

승 보존 되었다.

가나자와시에는 전통에 기반을 둔 사업체가 현

재 천 여 개가 넘는다. 화구, 찻잔, 술잔, 다기 등

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고 있다. 

가나자와는 전통문화를 현대산업으로 연계함으로

써 일본에서 가장 창조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먼저 가나자와시의 창조도시 사업의 추진 성과

의 대표적인 것은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이다. 언

제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연극, 음악 등의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중무휴이며, 

낮은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가 높다. 운영은 공모에 의해 시민으로부터 선택

된 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의 기획·운

영 및 연간 사업예산의 집행·관리를 실시하는 등 

예술마을 활성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연간 60개 

이상의 자체 사업에 많은 시민 자원봉사자가 참

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문화 예술에 접할 기회

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창조도시 사업의 추진 성과로는 새로

운 문화의 창조와 새로운 거리의 활기의 창출을 

목적으로 현대 미술을 테마로 2004년에 오픈 한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이 있다. 가나자와시는 

도청이 교외로 이전하면서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을 설립하였다. 미

술관에서는 세계의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수집하

고 전시하여 전통예능과 현대예술의 융합을 이루

고, 미술관을 중심으로 패션 산업과 디지털 콘텐

츠산업을 창출하여 전통예능과 융합하여 발전시

키고 있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입장객 수는 2004
년에 682,193명이였던 것이 2014년에 1,761,324
명으로 2.6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인근에 있는 겐

로크엔(兼六圓)의 입장객은 2005년에 1,605,808
명에서 2014년에 2,037,240명으로 1.27배가 증

가하였다. 특히 2013년에 겐로크엔의 입장객이 

1,726,743이였던 것이 2014년에 동경과 이어지는 

호쿠리쿠신칸센의 개통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

가하여 가나자와를 방문할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영역적 착근성

佐々木雅幸(2013)은 가나자와시가 인구 45만명

의 휴면스케일의 도시로 전통적인 거리와 전통예

술·예술공예를 육성하는 생활문화를 영위하고 독

자적인 경제기반을 보유하고 경제발전과 문화·환

경과의 조화를 이룬 중견규모의 도시로 내발적인 

발전의 관점에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2014년에 신간센 개통으

로 인해 도쿄와 일일생활권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

려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가나자와의 상권이 무너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가나자와시는 

구도심의 변화에 있어 도청이 교외로 이전하면서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가나자와 21세기 미술

관’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신간센의 개통이 가

나자와역에서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으로 이어져 

오히려 도심이 관광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창조기반의 영역적 착근성을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보산업, 대학과의 유대관계 

강화, 미술관 등과 연계를 통해 수준 높은 도시문

화의 매력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

다. 더욱이 관광수요의 증가는 지역특산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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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술이나 음식문화와 축제를 통해 창조계급과 지

식인이 모여 들게 하여 창조적 환경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 문화와 융합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요코하마의 창조기반전략

(1) 거버넌스 차원

요코하마는 창조기반전략의 조직적 차원에서 

행정주도의 유연한 조직과 수평적인 네트워크, 즉

흥적이고 혁신적으로 변모하는 유기적인 행정과 

조직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즉, 행정주도의 협력

적 거버넌스에 있어 강한 유대보다는 유연하고 약

한 유대를 지닌 구성원들의 결합체를 이루었다. 

행정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전통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코하마에서 1963년 4월 시장선거에서 당선한 

아스카타 이치오 시장은 1964년 ‘전국 혁신 시장

회’를 결성하여 각 시의 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외

국의 자치단체를 시찰하였다. 특히 요코하마는 이

탈리아의 볼로냐 구의회를 모델로 하여 1974년 아

사히 구민회의가 시작되었고, 그 후 각 구에서 구

민회의가 실시되었다. 또한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업과 공해 방지 협정을 체

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전통을 이어받아 요코하마시는 2004
년 4월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장 먼저 문화예술 

도시창조 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창조도시를 제창

하면서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하였다(佐々木雅幸 

2009).
요코하마는 예술창조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

한 관민의 행정주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오래

된 BankART1929 운영 단체는 ‘BankART1929 

Yokohama’, ‘Studio NYK’, ‘桜荘’의 3개의 건물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심부 역사적 건

축물 등 활용사업 시설로는 ‘北仲 BRICK & 北仲 

WHITE’ 사례가 있으며 여기에 입주했던 50여 입

주자의 대부분은 심부 역사적 건축물 등 활용사업 

시설로는 ‘北仲 BRICK & 北仲 WHITE’ 종료 후

에도 공모에 의한 ZAIM 입주를 했다. 

더욱이 불법 특수 음식점으로 알려진 마을을 예

술로 재생하는 ‘黃金町(코가네쵸)’ 바자가 대표적

이지만, NPO법인인 “코가네쵸 에리어 매니지먼

트 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를 시작하는 이벤트 사

업과 지역과의 연계 등 일상적인 마을 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안심·안전의 마을 만들

기’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요코하마시는 문화시설을 지정관리자 제

도를 도입하고, 대폭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였다. 

이유는 다양한 주민들의 필요나 요구에 대한 대

응, 주민 서비스의 향상, 경비절감 등이다. 특히, 

쓰레기 감량정책인 G30 계획으로 2010년의 요코

하마 시 전체의 쓰레기 배출량은 2001년에 대비하

여 30%삭감하자는 것이다. 2005년에는 시 전체의 

쓰레기 배출량은 34% 삭감하였고 연간 30억 엔의 

경비를 절약하게 되었다.

(2) 내생적 자원

① 자연·건축환경

요코하마의 도심부는 항구를 중심으로 일본의 

개항지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선

구적인 도시디자인 정책을 시도한 결과, 매력적

인 도시공간을 형성해 왔다. 또한 중화거리 등 사

람들이 모이는 거점의 존재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발전해 왔다.

특히 구도심은 장기간 미군에 의해 접수되어 점

차적으로 해제되어 갔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었

다. 한편, 요코하마역 주변은 상업 집적이 시작되

고 구도심과 요코하마역 사이에 미쓰비시 중공업

의 조선소가 있어 이것을 이전시켜 매립에 의해 

구 도심과 요코하마 역을 잇는 신도심을 형성하였

다. 요코하마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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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도시의 기본 비전을 가지고 다음의 6대 

사업을 시의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즉 도심부 강

화, 가나자와 근처매립, 항구 북쪽의 뉴타운, 고속

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베이브리지 등을 요코하

마시의 국제 문화 도시의 골격 사업으로서 추진하

였다. 그러나 너무 방대한 사업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했지만, 관민합동의 파트너십과 자치단체개

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발상은 민간공공 파트너십

에 기초하여 선진적으로 극복하였다. 

요코하마시는 2004년에 일본에서 지자체로서 

가장 먼저 창조도시를 지향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예술 및 문화의 창조성이 앞으로의 지역발전에 가

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성을 책임질 

아티스트, 크리에이터의 활동 거점을 형성하여 그

들을 유치하고 그 성과를 도시 조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요코하마는 개항지로서 유럽식 근대도시 계획

이 처음 실시되어 바샤미치와 니혼오도리 등이 질

서 정연한 모습이 되어 있다. 주민과 행정 기관은 

문화예술의 창조도시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항

구를 둘러싼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고 문화

와 예술의 독창성이 있는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2004년이후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가 모이

는 창조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며, 번화가와 극장가

가 형성되고 연극이 상영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문화예술도시 실험을 위한 시책

으로 하나로 역사적 건조물의 주변에 예술가가 

창작·발표·거주하는 창조적 핵심지구(Creative 
Core)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였

다. 특히 창조핵심지구의 조성에 있어 정책적 제

언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중에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과 함께 그 주변에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가 

창작 발표 체재할 수 있는 창조핵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디자인, 영상, 음악, 미술 등의 창조적 산

업은 항상 움직이는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독창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분야를 만들

어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창조성이 높은 산업이라

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공간적 재활용과 더불어 동

경예술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창조적 예술활동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창조핵심형성지구의 모델은 역사적 배경과 풍

토가 모두 다른 니혼오도리지구, 사쿠라키초, 바

샤미치의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오민근, 2008).

② 사회적·상징적 자본

요코하마시의 정책 중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전

국에 영향을 미친 정책 중 하나가 도시디자인 분

표 2. 요코하마시의 창조핵심형성지구

현황 역사적 건축물

니혼오도리

• 현청, 재판소 등이 늘어서 있는 관

청, 근처에는 개항자료관 및 신문

박물관 등의 시설존재

• 옛 관동재무국

• 옛 노동기준국

• 2005년에 개최한 요코하마트리엔날

레의 자원봉자가 및 작가의 활동거점

•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사쿠라키초·

노계

• 저층음식점이 모여 있는 변화가

• 미나토미라이 폐션으로 사쿠라키

초역 폐지되어 경제적 쇠퇴 진행

• 노게야마의 옛 결혼식장

• 무대예술 창조활동의 거검

• 요코하마의 부족한 연습장 확보 및 지

역연계사업 진행

바샤미치

• 개항시 외국인 거류지

•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발전으로 

경제적 잠재력 감소

• 주변에 역사적 건조물 다수 존재

• 옛 제일은행
• 문화예술용도(전시, 공연 등)로 이용

• 현재 요코하마창조도시센터(YCC)

• 옛 후지은행 •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 유치

자료: 오민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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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다. 요코하마시는 도시미관 대책심의회를 전

국 최초로 설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지키려는 전

통은 창조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국

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야마시다 공원의 경관과 쾌

적성을 향상시켰다(정희정 역, 2009).
요코하마의 창조도시정책은 본격적으로 2002

년에 나카다 히로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루어졌

다. 2003년 나카타 시장은 기획국과 시장실을 통

합하고 도시경영국을 창설하여 공공시설 정책과, 

도시경영추진과, 국제정책과, 도쿄사무소, 대학

조정과, 기지 대책과 등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였

다. 이것은 요코하마의 창조도시 형성기에 있어 

종합행정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한 것은 행

정개혁의 엔진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창조지역형성을 위한 리딩 프로젝트로서 

BankART1929이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은 크다

고 할 수 있다. 리딩 프로젝트로서 BankART1929
의 영향은 다양한 창조거점들이 새로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어 창조구역의 점이 선으로 전개되

고, 행정의 중심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어 요코하마의 창조클러스터 형성의 시발점

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창조지구 형성사업에 요코하마의 창조역량의 

초석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은 민간주도의 北仲 

BRICK & 北仲 WHITE 프로젝트, 요코하마의 창

조역량 강화를 위한 ZAIM(구 대장성 간토 재무국 

사무소), 문화예술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창조공간

형성 사업인 창고공간 반코쿠바시 SOKO 등을 살

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요코하마시 전체로 창조

지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문화의 창조성을 살린 마을만들기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문화, 경제, 관광, 도시계획, 항

만 등 각국에 걸쳐 정책영역의 경계를 넘어 마을 

만들기 시점에 기반을 두고 종합적인 행정을 진행

되어야 하는데 비영리단체의 창의적인 실험은 창

조도시형성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③ 경제활동·문화시설

요코하마는 개항 이래 역사적인 배경으로 간나

이지구가 도심부로서 기능을 해왔지만 현재는 요

코하마역이 개설된 이래로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서 기능을 하여 상업시설의 입지가 추진되어 새로

운 도심부가 변화되어 도심부의 양극화가 지속되

고 있다. 요코하마의 6대 사업의 도심부 강화사업

으로 미라이미나토 21의 정비가 추진되어 상업시

설이나 오피스, 고층 맨션, 국제회의장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하는 지구가 되었다.

한편 구도심부라고 말할 수 있는 요코하마 중구

에 간나이 지구는 많은 역사적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

다. 그러나 새로운 도심부에 맨션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구도심에는 비어있는 사무실이 늘어가고, 

지가의 하락이나 전포의 유출 등 악순환의 경제적

인 영향을 받아 역사적 건축물이 소유자의 손을 

떠나 개발행위에 의해 멸실될 우려가 생기게 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코하마의 도시자산으로서 

역사적 건축물을 남기고, 활용하기 위해 2002년 

11월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

화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동위원회가 문화예

술창조도시를 제창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요코하마 구도심의 재개발과 

더불어 바닷가 옆의 공원, 예술적인 디자인의 공

공시설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한 데 묶은 미나토

마리아 21지역, 요코하마 역 주변 등, 해안과 마주

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요코하마의 심장이자 도시

경쟁력의 상징으로 신도심은 충분히 매력적 장소

성을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광객

들이 오고 있으며, 요코하마의 인구는 2011년 3월 

현재 368만 명으로 두 배나 늘어났으며, 시민들은 

요코하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요코하마 시는 영상과 애니메이션 분야에

서 예술과 창조성을 도심의 건축물에 적용하여 문

화 창조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04년에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문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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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횡적,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2년 사이에 350개 사의 창업과 벤처

기업을 유치하고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과 도심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3) 영역적 착근성

요코하마 행정기관과 시민들도 문화예술의 창

조도시 요코하마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경제산

업의 부흥, 매력적인 도시공간형성과 도심부활성

화에 노력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의 대학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향토문화의 육성을 조성해주

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새로운 

가치와 매력 있는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요코하마 노력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

을 추진하고 그 주변에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창작·발표 ·숙박(거주)하는 창조핵심지구(크리에

이티브 코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조도시

의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시켰다.

향후 요코하마는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예술창조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영상, 음악, 미

술 등의 창조 산업을 통해 활동 주체들 간의 긴밀

한 연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창조산업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

어 독창성이 풍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낳는다는 의

미에서 ‘창조성’ 높은 산업으로 향후 일본을   뒷받

침하는 예술 문화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

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요코하마의 창조핵심지구는 개성인 항구

와 역사적 건축물이 가미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

라 시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기반이 되어 다른 도시와 전혀 다른 요코

하마다운 개성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문

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

의 중요한 부문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문화·예술 도시의 매력을 만들어 산업의 발전과 

풍  요로운 생활을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창조기반전략의 정책적 시사점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사례가 창조기반전략의 

관점에서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

째, 창조기반전략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가나

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

너스를 수행한 반면, 요코하마는 지방정부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하

였다. 여기서 문화예술의 창조도시정책은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산업진흥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합쳐져서 성립되는 정책으로 문화예

술 창조도시에 있어서 여러 분야를 횡단하고 연결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창조도시 정책은 다양한 주체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코디네이터가 

이러한 다양한 주체를 토론에 참여시켜 의견을 조

율하고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다. 또한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산업 

진흥, 관광,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것이 

문화 예술 창조 도시 정책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여지가 있는 협력적 파트너를 통해 

문화예술의 창조도시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창조도시정책

의 창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가 때로는 각 주체로 이해가 

부딪치는 것도 있지만 활동적인 분위기와 자극적

인 환경을 생성하기 위하여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책의 운용

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은 

자연·건축환경, 사회적·상징적 자본, 경제활동·

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

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경

로가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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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는 시민들의 전통문화 보전에 대한 사

회적 자본의 축적과 지역산업과 연관된 내발적 발

전 경험의 축적되고 이것이 자연·건축환경과 경

제활동·문화시설과 융합되면서 창조도시를 형성

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요코하마

는 대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연·건축환

경과 경제활동·문화시설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 및 사회 환경변화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의 창의적 

행정과 비영리단체의 실험이 창조도시를 촉발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은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

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

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

에서 두터운 사회적 자본과 시민들의 창의성을 발

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

서 향후 두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

요하다.

특히 주민을 끌어 들여 문화예술 창조도시를 형

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직접 문화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티스트가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같이 협력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에는 학교 등을 통해 먼저 아이에

게 어떤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수요자의 대상에 맞춘 문

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민과 기업을 매개

로 한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창조도시정책의 특성을 살펴보

고, Selada, Cunha and Tomaz(2012)의 도시의 창

조기반전략의 관점에서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사례를 재조명함으로써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창조

적 기반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에서 가나자와

와 요코하마 사례지역이 해당하는 정령시·중핵시

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령

시·중핵시는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사업에 있어 

창조도시전략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주로 문화사업 부문

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추진사업 추진은 주로 문

화예술시설의 관리·사업운영조직, 문화예술이벤

트의 사무국, 개별사업의 연계·위탁과 같은 조직

에 의해 외부위탁의 성격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

었으며, 전문성을 가진 직원배치의 비중은 23.1%
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창조도시추진에 애로사항

의 중요도는 주로 예산확보, 주민사업참여, 행정

내 연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76.9%가 창

조도시사업을 갱신하여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사업의 주력분야는 주로 지역자원

의 활용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제

적 이벤트, 크리에이티브 인재의 집적, 시설·제도

정비, 전통문화·공예의 계승 순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이벤트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 주력분야에 대

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창조도시사업의 집행체제는 가나자와나 요코

하마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행정주도형, 지역주도

형, 관민공동형을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시의 창조기반전략의 관점에서 가

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사례를 살펴본 정책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관점에서 가나

자와는 시민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추진

체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요코하마는 지방정부

주도적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추진체계에 의해 

창조도시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것은 창조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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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시동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내생적자원 관점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자원의 여건은 자연·건축환경, 사회적·상

징적 자본, 경제활동·문화시설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내생적자원이 작

동하는 메커니즘의 경로가 상이하였다. 특히 가나

자와는 시민들의 전통문화 보전에 대한 사회적 자

본의 축적과 지역산업과 연관된 내발적 발전 경험

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자연·건축환경과 

경제활동·문화시설과 융합되면서 창조도시를 형

성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에 요코하마는 

대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연·건축환경과 

경제활동·문화시설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

나 경제 및 사회 환경변화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의 창의적 행정

과 비영리단체의 실험이 창조도시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영역적 착근성은 

창조핵심지구에 있어 고객중심 원활한 보행자 접

근성이 용이하고, 국내외 수요에 대한 교통접근성

이 원활하며, 어메니티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공간

을 통해 발현되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고 공간적으로 확대시

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두 지역 모두 영역적 착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민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창조도시는 삶의 질과 산업육성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창의성

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혁신도시로 문화예

술과 다른 부문 산업의 융합을 위한 유연한 도시

경제체제를 갖춘 도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창조도시의 발전전략

은 대도시의 혁신환경에서 작동하기 용이한 것으

로 인식되기 쉬우나 일본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보

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창조도시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창조기반의 차이로 인해 창조도시의 형성에 창조

기반의 작동 메커니즘은 경로가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 문화예술창조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참

여주체에 의해 새로운 문화예술과 지역산업이 연

계되어 고부가치 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생활공간조성을 통한 주민의 

창조력과 감성을 높이는 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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