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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의 도시발달은 하드웨어 중심보다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성적 성장이 중요해지는 성숙사회로 진입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뿐 아니라, 도시 내부의 경쟁력으로서 문화자산의 가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서울동화축제의 사례조

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동화축제의 구성요소들을 문화자산의 세

부특징별로 분석하여,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다양한 콘텐츠

웨어등 생태계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상호간의 관계와 순환구조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문화자산의 특징

이 물리적 자산과 인문적 자산, 프로그램과 결합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너지효과 창출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기존시설의 강화와 확장을 통한 지역재생형 도시재생과 융합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지역혁신형 도시재생의 가

능성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델은 기존의 물리적 자산뿐 아니라, 축제와 연계된 문화자산을 토대로 도

시재생의 방향을 택하고, 축제개최를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결합함으로써, 자생적인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기반

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문화자산, 문화콘텐츠, 도시재생, 지역발전, 서울동화축제

Abstract : Urban development-related growth in recent years has become a qualitative growth based on 
regional identity, rather than a hardware-based growth. For this purpose, strategic approaches to the value 
of cultural assets of the city are required for competitiveness of the city. In this paper, I seek a model for 
urban regen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of cultural assets and utilize 
the ‘Seoul Fairy Tale Festival’ in terms of strengthening regional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detailed 
elements of the ‘Seoul Fairy Tale Festival’ case, the hardware infrastructure, software and governance 
structures, diverse contentsware, ecosystem characteristics centered on the humanware, and circular 
structure was studied. As a feature of cultural assets, combined with the management of physical assets 
and operations of several programs, was the basis for creating a synergy effect of creating an identity for 
the reg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regional-rehabilitation type of urban r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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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최근 도시는 더 이상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의 정

량적(quantitative) 확장보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산을 통해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성

적(qualitative) 성장이 중요해지는 성숙사회(ma-
ture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1) 실제 이러한 추세

에 비추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기반시설의 확충보다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리

적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존 시설의 노후 및 기능 

유실에 대해 어떻게 기반시설을 처리하고 지역의 

발전을 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발전을 꾀하

기 위해 새롭게 재생을 거듭하며, 성숙한 도시로 

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개념은 기존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개발(develop-
ment) 개념에서 지역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와 도

시의 성숙도를 강조하는 재생(rehabitation)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 복지정책의 실패와 

분권의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지역 

자립의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

시 재생의 개념이 대두된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

는데, 이는 기존의 도시재생 정책이 산업적 측면

을 강조되었던 점과는 달리 지역의 자원으로서 인

문학적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음

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이미 제인 제

이콥스, 찰스 랜드리 등과 같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해 창조도시(혹은 창의도시)라는 개념으로 정의되

며, 문화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또

한 알려진 대로창조경제, 창조계급, 창조산업 등

을 기반으로 창조성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역시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그

림 1 참조).

경제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는 주요 산업의 흐

름에 따라 성장과 수출주도형 산업 중심의 1단계 

사회, 서비스 중심의 2단계 사회를 거쳐 인적자원

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산업 중심의 사회

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

eration that is based on the expansion of existing facilities, and a regional-innovation type of urban regen-
eration that is based on a fusion of characteristics. This analys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large urban regeneration based on cultural assets associated with the festival, as well as physical assets 
and by combining various governance stakeholders for the festival, it can be concluded that it provided an 
indigenous virtuous cycle.

Key Words :  Cultural Asset, Cultural Contents, Rehabitation, Regional Development, Seoul Fairy tal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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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의 발달과 문화도시의 등장

출처:  국토연구원, 201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p.12; 이병민, 2012, “콘텐츠 생태계 중

심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인문콘텐츠 25, p.13을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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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중심의 사회에서 창조성(Creativity)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병민·이원호, 2013).
성숙사회를 위해 도시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정

신문화와 공유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발굴 및 개발, 활용은 여전히 미

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 도시의 성장 패러다임

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도시의 질적 성장

의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때문에 도시재생뿐 아

니라, 도시 내부의 경쟁력으로서 도시의 문화자산 

혹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략적 접

근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중

소기업청과 함께 ‘지역문화와 지역상권 기반의 도

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2014. 12. 19.)하여, 그동안 부처의 특성에 따라 

제각각 진행되어 왔던 도시재생 정책의 통합을 통

한 효과적인 접근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재생정

책의 핵심에는 천편일률적 도시재생이 아닌,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자

산과 기반시설,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 ‘00형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맞춤형 도

시재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결합한 지역콘텐츠에 대한 많은 관

심을 기울이고, 성공적 지역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순

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이병민·이원호, 2014). 
이상의 배경 속에서 도시의 자산으로서 도시재

생을 위한 새로운 문화자산의 개발이 지자체가 처

한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

라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과 적용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성

숙사회를 지향하는 작금의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자산을 활용

한 새로운 도시재생의 전략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사례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기

존의 관점에서 지역의 정체성은 도시 내부의 자원

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콘텐츠 등 지역의 문화자산 등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며 지역 단위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도입하여 새로운 도시의 자산으로 구축

해나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구체적인 전략 분

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의 자산으로서 문화자산이 가진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서울시 광진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동화축제>라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자산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도시재

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지역 단위

에서 적용 가능한 문화생태계의 선순환모델을 제

시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중심 사례인 <서울동화축제>는 지역의 중요한 자

산이자 콘텐츠로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완결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 사례

로서의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이다.2)

2. 도시재생의 변화

도시재생의 개념의 등장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대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화 현상과 도심부 쇠퇴현상 등에 따라 구시가

지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도심공동화 현상 등 사

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의 개념이 추진되었

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의 핵심이 물리적인 환경

정비 및 도시재개발로 지속성 문제가 나타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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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민 외, 2013). 이에 물리적 환경개선 및 문화·

경제·환경을 모두 포용하는 확장된 의미의 도시

재생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3) 잘 알려진 대로 

도시재생은 지역을 재활성화 시킨다는 의미로, 이

미 번성했던 지역이 쇠퇴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경제적 및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지역의 상

황에 따라, 도심재개발과 같은 물리적 방식 혹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 지역 내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적 방식일 수 있으며, 각 방

식의 수단은 각 나라나 각 시기의 정치 이념적 성

향,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특징은 쇠퇴지역의 특성상, 사회적 배제 문

제를 해결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민 참

여적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4) 도시재

생의 의의가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살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주적 노력을 바

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

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5) 

도시의 황폐화된 물리적 구조물을 개선함으로

써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1950년대 도시재

건축(urban reconstruction), 1960년대 도시재활성

화(urban revitalization)를 거쳐 1970년대의 도시

전면재개발(urban renewal), 1980년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6) 등을 들 수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과거의 접근방식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에만 주안점을 두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별도로 

취급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의 개선효과가 지속되

지 못한 채 도시가 다시 쇠퇴하거나 새로운 지역

의 개발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0년대 후반, 

기존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을 통해 도시부흥

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의 개념이 등장했는데, 쇠퇴된 도시의 문제를 물

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등의 종합적인 시

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를 재활성

화하려 했다. 1990년대에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

르, 일본 등 아시아지역까지 확장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발전의 중요

성이 전 세계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역재생(도시재생)이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과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프로그램을 통해 

낡고 오래된 장소의 활용가능성을 살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도시와

의 새로운 관계망을 창조하는 것’(도시재생 네트

워크 2009)이라면,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사업들

을 재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

한 의미에서 도시민 스스로가 도시의 내재적 가치

를 재창조하고 그 가치를 사회 모두가 다시 공유

할 수 있도록 도시의 전통과 역사, 장소와 삶의 다

양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한 도시를 전범으로 하는 

도시재생,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재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조명래, 2010). 
국내에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재생과 관련된 정

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

부, 농림수산부등 다양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각각의 정책 결과물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그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생태계 개념을 도입, 지역의 산업 및 공동체의 

구축과 선순환을 유발하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

으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차별성 및 지속성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문화적 도시재생 개념과 관련 키워드

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 성과

(이병민 외, 2013)를 실제 도시재생의 사례에 적용

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해보려는 시도이

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도시재생정책 및 제

도연구, 모델 개발 및 방향에 대한 논의로 치우쳐 

있어,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때문에 문화적 도시재

생 개념을 검토하는 것은 지속적인 연구의 확장인 

동시에, 도시재생을 문화생태계의 개념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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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재생 관련 개념 변천

1950년대

재건축

(Reconstruction)

1960년대

지역활성화

(Revitalization)

1970년대

재개발

(Renewal)

1980년대

재개발

(Redevelopment)

1990년대 이후

도시재생

(Regeneration)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Rehabitation)

주요

전략과

경향

• Master plan에 

의한 도시 노후 

지역의 재건축

• 교외 지역의 성

장

• 1950년대 경향

유지 

• 교외지역과 주

변부성장

• rehavilitation 

초기시도

• Renewal과 근

린단위계획에 

관심

• 주변부개발 계

속됨

• 대규모 개발, 재

개발 계획

• 대규모 프로젝

트 위주

• 정책과 집행이 

더욱 종합적인 

형태로 전환

• 통합된 처방에 

대한 강조

• 도시재생에서 

낙후된 구도심

에 재활력을 부

여

주요

actors와 

이해

관계자

• 중앙과 지방정

부

• 민간개발업자와 

도급업자

• 공공과 민간부

문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

• 민간부문역할 

강화, 지방정부

의 탈중앙화

• 민간부문과 특

별정부 기간이 

중심

• 파트너쉽의 성

장

• 파트너쉽 중심 • 주민참여형태

로 민·관이 함

께 참여

공간적

측면

• 지방 및 해당부

지차원을 강조

(한정 지역)

• 지역차원의 활

동이 등장

• 초기: 지역 및 

지방차원

• 후기: 지방차원 

강조됨

• 1980년대 초: 

해당 부지 차원 

강조

• 1980~: 지방차

원 강조

• 전략적 관점의 

재도입 

• 지역차원의 

활동 성장

• 노후되고 낙후

된 구도심이 중

심

• 소외된 농촌지

역의 활성화

경제적

측면

• 공공부문 투자

(일부 민간 부문 

투자를 동반)

• 1950년대 이후 

지속된 민간투

자의 영향력 증

대

• 공공부문의 재

정압박으로 민

간투자의 성장

• 선별적 공공자

금을 받은 민간 

부문이 주도적 

역할

• 공공과 민간, 자

발(voluntary) 
금간의 균형

• 공공, 민간 자

본의 결합

사회적

측면

• 주택 및 생활수

준의 향상

• 사회복지의

증진

• 노후된 도시지

역의 재개발 확

대

• 선별적인 국가 

지원 하에 커뮤

니티 자활(self-
help)

• 커뮤니티 역할

의 강조

• 커뮤니티 중심

물리적

강조점

• 내부지역(in-
nerarea)의 복원

(replacement)
• 주변지역의 개

발

• 기존도심지역의 

재건과 병행하

여 1950년대의 

시책 유지

• 노후된 도시지

역의 재개발 확

대

• 대규모 재개발/

신개발

• 대규모 개발프

로젝트

• 1980년대 보다 

신중한 (종합)개

발계획

• 문화유산/자원 

유지보전

• 지역 정체성 유

지, 역사, 문화, 

사회적 자원 인

식

환경적

접근

• 경관 및 일부 조

경사업

• 선별적인 개선 • 일부 현신적인 

사업을 통한 환

경개선

• 환경적 접근에 

대한 관심증대

• 환경적 지속성

이라는 보다 넓

은 개념 도입

•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면

서 환경친화적 

방향

출처: Roberts, P. and Sykes., 2012, Urban Regeneration. S(eds); 김준연 외, 2012,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방향성 제고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7(3) 통권21호, p.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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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개념 정리와 실증연

구로 결합한 융합형 연구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7) 

3.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의 접근

장소는 장소성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의 

보유 유무에 따라,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

표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요 연구 현황

구분 연구자 내용

도시재생정책 

및 

제도연구

박세훈(2004)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을 둘러싼 파트너십의 구조를 살펴보고 관료주도적 개발임

을 입증

양재섭 외(2007)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보조금 지원프로그램 등 도시재생제도와 운영체

계와 특징을 고찰

최막중·윤세형(2009)
영국 통합재생예산(SRB)에 나타난 도시재생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운영성과를 평가

경신원·김혜승(2014) 미국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의 특징과 성과, 한계 고찰

박진수·김기수(2014)
공공성을 중심으로 현 도시재생정책을 검토하여 공공성 기반 도시재생정책 개

념 구축

도시재생 모델 개발 

및 

방향 제시

이규인·이장욱(2009)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주요과제 및 계획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

의 단계적 추진모델 제안

오덕성·염인섭(2006)
지속가능한 개발관점에서 자원을 활용한 재생프로젝트의 접근방법을 살펴보

고, 주요 전략과 계획특성을 분석

오덕성·염인섭(2008)
영국 노팅엄시와 한국의 대전시를 중심으로 도심재생사업의 전략적 목표, 추진 

내용, 영향·효과, 추진체계를 분석

지역

재생

전략

지역혁신형

이호상·이명아(2012) 일본 나오시마와 부산 감천마을을 사례로 예술을 통한 지역재생 분석

김혜진(2013) 상하이의 산업자원에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례 분석

김인선 외(2010)
컬쳐노믹스적 지역재생 사례로 문례동을 살펴보고, 문화/경제적 효과가 균형 

잡힌 지역재생 방안 모색

지역재생형

강효정·김진영(2014) 성수동의 지역자산인 구두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김경수(2014) 민간주도형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중심의 지역재생방향 제시

이나영·안재섭(2014)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전략 분류 및 서촌 사례 분석

지역생태계

심상민(2010)
지역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실제 지역에 적용, 전략의 가능

성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산업의 생태계 강화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병민(2012)
콘텐츠 생태계 관점에서 문화도시를 분석, 지속가능성의 조건으로 가치사슬 형

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제시

최인수·전대욱(2014)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의 공동체를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생태계 본연의 회

복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모색

출처: 김혜민, 201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정책연구 1(2), p.36을 토대

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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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장소의 매력을 가중시

키는 전략적 요소들을 갖출 수 있다. 이때, 도시

재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자

산’을 이야기할 수 있다.8) 이는 장소의 세부 유형

에 따라 자연자산, 인프라자산(하드웨어적 요소), 

제도자산, 인적자산(휴먼웨어적 요소), 문화자산, 

예술자산(콘텐츠웨어적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문화자산은 실제적인 장소의 이미지

(place image)와 직결되며 장소성을 형성한다는 점

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정수희·이

병민, 2014). 이외에 보다 생태계적인 접근을 위해 

도시재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

으로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자들은 사회자

본이론과 의사소통행위이론, 지역주체의 역량과 

참여, 관계의 중요성 등을 적용하여 논의하거나, 

최근에는 지역의 고유성 및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적 자산과 역사·문화적 자산 등을 포

함하여 도시재생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다.9)

표3. 문화자산 관련 요소들의 범위와 특징

구분 세부구분 의미 종류

물리적

자산

문화자산(협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등록.비등록 문화재

경관자산 지역정체성을 가진 자연경관 및 장소 산. 구릉. 수변 등 자연경관, 도시 내 풍경

장소자산 장소성을 지닌 공간 역사적 가로, 명소

시설자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고택, 산업시설, 항만, 유적

인문적

자산

역사자산 지역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양식 지역 고유의 생활양식, 제도, 풍물

인적자산 역사적 특성을 보유한 사회활동 역사적 인물, 커뮤니티

이미지자산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지역정체성, 장소성, 전래동화

그림 2. 문화적 지역재생의 유형과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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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산이 좁은 의미에서 ‘문화자산’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과 문화재로서 물리적 부분에 집

중한다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 ‘문화자산’

은 물리적자산과 비물질적 요소(감정, 영적 요소

까지 포함)를 모두 망라한다고 알려져 있다(표 3 
참조).10)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확장된 ‘문화자산’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 축적되

어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태와 결과물을 뜻한다

고 할 수 있으며(정수희·이병민, 2014), 문화적 가

치가 있는 역사와 스토리텔링, 가치로서의 이미지 

등이 모두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

한 결합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서 가

치를 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도시재생과 관련, 지속적인 장소의 이미지 제

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생태계적 관점에

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광의적 의미에서

의 ‘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태계 관점에서 도

시의 구성요소를 하드웨어적 요소, 휴먼웨어적 요

소, 콘텐츠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등으

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적 지역재생은 

그림 2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

원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강화 혹은 확장시키는 지

역재생형이 있으며, 또 다른 유형으로 지역에 새

로운 자원 투입해 기존의 지역생태계와 융합, 혹

은 분화되는 형태로 지역의 정체성 확장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역혁신형이 있다. 지역재생형이 기

존의 문화자산들을 토대로 규모(scale)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문화적인 역량

을 확장하는데 주력한다면, 지역혁신형은 기존의 

자원 이외에 혁신적인 문화자산을 새롭게 투입하

여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새로운 지역정체

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지

역재생형은 전통적인 문화보존지역이나 역사성이 

강조되는 지역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지역혁신형

은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전통과 현대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도시재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역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분류와 적용은 한 지역 내에서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기존의 도시재생이 진보된 개념으로서 생태계

의 중요성 정도를 논의해 왔다면, 이제 지역의 문

화자산을 토대로 어떻게 실제적인 도시재생의 사

그림 3. 문화자산을 토대로 진화하는 도시재생의 사업 모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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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도달하

게 된다. 문화자산을 통한 도시재생의 기획은 도

시(지역)의 차별적인 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

화자산을 통해 각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실제적인 

사업화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 때, 관련 주

체의 참여와 그들의 이해는 문화자산을 통해 보다 

견고히 구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문화자산

은 해당 지역의 필요에 의해 강화되거나, 융합, 연

계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확립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모판이 되는 진화적 모델의 근

거가 된다(그림 3 참조). 이는 단순한 시설물의 건

립이나 경관을 개선해나가는 차원이 아닌, 지역

의 합의와 가치를 모색해나가는 일련의 작업들과 

관련된다. 또한, 실제적인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

도 지역의 문화자산을 확인하고, 협치를 이루어나

가는 과정 속에서 재생과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의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4. 문화자산의 투입을 통한 사례:  

서울 동화축제 경우

앞의 논의를 토대로, <서울동화축제>를 사례로 

선정한 것은 어린이대공원이라는 인프라자산과 

관련 인근대학 등의 인적자산, 축제라는 문화예술

적인 자산과 동화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잘 어

우러진 문화자산의 대표 사례로서 가능성을 보았

기 때문이다.11) <서울동화축제>는 2010년 즈음부

터 준비단계를 거쳐 2012년 1회 축제가 시작됐다. 

광진구가 가진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지역인프라

를 ‘동화’라는 확장된 컨셉으로 도출하여 광진구만

의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계자

들의 거버넌스 구축과 문화자산의 파악을 위한 연

구용역 등 준비작업과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이 경

주되어 왔다.12)

축제의 컨셉은 ‘동화’를 테마로 남녀노소, 내·외

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에게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어른에게는 옛

날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전시·공연·학술·체

험 및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진다. 

2015년 경우에는 5월 4일의 전야제 행사와 함

께, 어린이날인 5월 5일 메인 행사를 포함 총 3일
(5일-본행사, 6일-학술 심포지움)동안 이루어졌

다. 이 해의 테마는 “새롭게 피어나다! 인어공주와 

아기별”로, 능동로 일대를 활용한 거리축제로 진

행됐다. 주최는 광진구청, 주관은 민간기구인 서

울동화축제추진위원회가 맡아 진행했으며, 참여

인원은 메인행사 기준 1일 추산 6만5천명으로 기

그림 4. 2015년 제4회 <서울동화축제> 행사 모습

출처: 2015년 5월5일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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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됐다(광진구청 추산).

동화축제가 도시재생을 위한 동력으로 가능성

을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비계량적/계량적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비계량적 성과로 ‘능동로 차 없는 거리축제’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능동로 거리를 ‘동화 테마파크’

로 연출하여 지역의 하드웨어와 축제라는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화자산으

로 활용했다는 점이 있다(2015년 기준). 이와 함

께, 행사명에 ‘서울(시)-’이라는 타이틀이 붙기

는 했으나 행사의 주체를 민간축제위원회 주관으

로 이관하여 거버넌스 구조가 탄탄해진 점도 주목

할 만하다. 축제의 구성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

과 콘텐츠에 동화의 컨셉을 덧입혀 재생과 회생의 

모티브를 표현한 ‘동화용(fairly tale dragon)’, ‘하트

어리’, ‘별이왕자’ 등 수백점이 넘는 조형예술작품

으로 거리공간을 디자인하여 창의적인 축제를 연

출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어린이와 부모가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동화체험활동뿐만 아니라 물총

싸움, 베개싸움 등의 이벤트로 다양한 계층을 포

용하는 참여형 축제로 만들었다는 점도 높게 평가 

된다. 

계량적으로는 능동로 일대 640m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몰려든 인파로 주변 상점의 매출이 50%이

상 증가(화양동 상가연합회 추산)하는 등 지역과

의 화합 측면에서도 성과를 낳았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집객현황이 5월 4일 500여명, 5월 5일 축

제 당일 약 6만 5천여명의 참가와 함께, 축제장 내 

100여개의 일반기업이 축제에 참여, 다양한 체험 

및 미술, 동화책, 만들기 등 어린이 관련 물품판

매를 통해 민간기업의 성과도 창출할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광진구 내 예술단체 및 학교 등

을 중심으로 무대공연과 거리공연을 기획하여 지

역 예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장소적인 특징

을 살린 문화적 자산의 활성화와 함께, 도시재생

과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

다(서울동화축제위원회, 2015).13) 

동화축제의 구성요소들을 문화자산의 세부특징

별로 분석하기 위해 장소의 구성요소들 특징에 따

라 세부적인 요인별로 살펴보려 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창조적인 지역재생의 관점에서 하드

웨어적 요소, 휴먼웨어적 요소, 콘텐츠웨어적 요

소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는 기반이 되는 인

프라와 자연자산, 제도와 인적자산, 예술자산 등

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과 

공유를 지향하여, 장소의 긍정적 이미지형성과 마

케팅에 지속가능성의 특징을 부여하게 된다(이병

민, 2012; 정수희·이병민, 2014). 이러한 특징을 

서울동화축제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하드웨어적

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중심으로 하

는 인적자산과과 거버넌스 구조, 다양한 콘텐츠웨

어등 생태계 특징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를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축제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5 참조).

규모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기존의 타

지역에서 많이 운용되는 축제들의 경우, 해당 관

의 주도로 운영주체가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반면, <서울동화축제>는 인근대학(건국대

학교, 세종대학교)과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추

진위원회가 주도하면서 거버넌스의 범위가 확대

되며 공동체 중심의 지역정체성 강화의 명분이 더

욱 커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축제의 규모 역

시 어린이대공원뿐 아니라 거리축제의 형식으로 

확장되며, 물리적 공간범위를 확장시켰고, 결과적

으로 관련 인근 상인들과 시민참여가 더욱 늘어나

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문화자산의 범

위의 확장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물리적자산은 지

역의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역사와 

철학, 이미지 등)에 동화와 문화유산이 결합하며 

공간적 클러스터의 확장뿐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 

효과의 제고를 이끌어내는 융합적 효과를 낳고 있

다.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다소 부진했던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광진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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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 나아가 동화와 결합된 새로운 지역브랜드

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서울동화축제>가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 갖는 

의의를 앞서 살펴본 자산의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와 하드웨어적 요소로

서의 의의는 지역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이대공원과 시민참여를 위한 능동로 문화거리가 

축제의 공간이 되어 축제의 장을 확장했다는 점이

다. 이는 기존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기

존 축제에 비해 보다 지역과 호흡하는 축제로 거

듭나는 계기가 됐다. 둘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축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행사에서

는 ‘해피할머니의 동화 구연’(그림 4의 오른편), ‘상

상공작소’와 같은 지난 축제의 구성프로그램과 함

께 ‘나루몽 도서관’, ‘뚝딱뚝딱 그림책’과 같은 참여 

프로그램들이 신설되며 어린이들에게 호응을 얻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서울특별시, 2014). 셋째

로는 휴먼웨어로서의 인적자원을 근거로 하는 거

버넌스 구조의 관계가 주목된다. 광진구 지역 관

내의 건국대와 세종대, 동화 관련 기관들,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축제를 계기로 더

욱 긴밀하게 연결되며, 이후 동화클러스터로의 가

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확장을 가져

왔다. 넷째, 콘텐츠웨어적 요소로는 지역의 설화 

등 스토리텔링을 근거로 한 역사성, 축제의 의미

와 어린이대공원의 입지가 상징하는 동화도시의 

이미지 생성 등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14) 특히, 

<서울동화축제>만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나루몽’

이라는 캐릭터는 축제의 매개체가 되어 하나의 상

징적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성과를 문화자산의 관점에서 재

접근해본다면, 물리적 자산과 인문자산, 프로그

램의 운용이 결합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시너지효과 창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매회 거듭되면서 진행과정

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하드웨어적

으로는 기존시설의 강화와 확장을 통한 지역재생

그림 5.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생태계 관점의 <서울동화축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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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도시재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진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와 역사적 특징에 ‘동화’

라는 스토리텔링이 결합되며 인문자산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가 강화되면서 도시재생의 융합적인 특징을 기반

으로 지역혁신형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4 참조). 

도시의 재생이 경제적 재화로서의 땅의 가치만

을 높이는 물리적 재개발에만 집중한다면, 물리적

인 공간의 확대만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의 시설과 인프라와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새

로운 가치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정적이고 

오래된 브랜드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장소활

용의 가능성을 살려낸다면,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발전의 지속력을 갖게 될 것

이다.15) 이를 통해 문화와 도시재생이 결합하며 새

로운 지역브랜드의 창출이라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의 문제해결과 목표의 지향

점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에 의해서 확장과 융합을 이

루어가는 일련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서울동화축제>가 선택한 전략을 

살펴보면, 도시가 가진 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

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의 물리적 자산

뿐 아니라, 축제와 연계된 문화자산을 토대로 지

역발전을 위해 비물리적 자산까지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을 선택했다. 특히, 축

제의 개최를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결합하였

고, 이 과정에서 자생적인 선순환구조 구축의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6). 
도시재생이 도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해석·공

유·창조의 과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가

능케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 주체들은 곧 문

화적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문화생산자와 문화소

비자 모두를 망라하게 된다(조명래, 2010). 이때, 

중요한 것은 축제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기존의 

외형적 개발과 같은 단편적 발전을 지양하고, 도

표 4. <서울동화축제> 문화자산의 현황과 특징 

구분 세부구분 현황 특징 활용

물리적

자산

하드웨어적 

요소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 아리수체험관, 상상나

라, 키즈오토파크, 광진정보도서관, 지하철(어린

이대공원역, 뚝섬유원지역 등), 뚝섬한강공원 자벌

레,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문화원, 건국대, 세종

대, 능동로 문화거리, 주변상권 등 

기존의 시설, 인프라 활용 어린이 

대상 이미지에 집중하는 인프라 조

성 및 확장 
강화/확장

(기존시설)

인문적

자산

콘텐츠웨어

적 요소

광진구(나루) 정체성, 온달장군 등 스토리텔링, 나

루몽 캐릭터, 어린이 상징 도시이미지, 동화축제 

브랜드 등

지역의 역사를 근간으로 현대적 동

화축제의 스토리텔링 연계 문화적 

브랜딩 융합 혁신전략

융합

(기존역사+

스토리텔링)

휴먼웨어적 

요소

건국대, 세종대 인력 및 관련학과, 동화마을 창작

소, 동화사랑연구소, 벤처창업지원센터, 청년사회

적기업, 젊은예술가,광진구청, 동화축제추진위원

회,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해설사(자원봉사), 

화양제일시장상인회 등 네트워크 마련

민-관-산-학 협의체 구축 유관 산

업체, 민간단체 적극 유치 등 거버

넌스의 촘촘한 연결 및 기존 네트워

크의 확장 및 융합

확장

(NGO 등)

+융합(민-

관-산-학)

프로그램 

운용

소프트웨어

적 요소

광진구청을 중심으로 동화축제 관련 다양한 세부프

로그램 마련(전시, 공연, 학술, 체험, 이벤트, 부대

행사 등), 문화해설사 양성, 광진 아트마켓 등 서비

스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정책개발 지원

시민수요와 연령별 주제를 반영하

여 다양한 프로그램 추가 마련 및 

축제 결합 융합적 맞춤형

서비스 개발(자원투입)

확장+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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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공공성을 지향하며 기존자산에 대한 재해석

을 통해 문화자산을 문화적 재생산의 오브제로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들 

구성요소들 간의 연계성의 도구로 활용하여 도시

재생의 전략적인 방향을 잘 견지해야 할 것이다.

<서울동화축제>를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의 순

환구조를 살펴보면, 창조와 순환, 지역정체성의 

확인과 발전이 문화자산을 토대로 이루어지게 됨

을 알 수 있다(그림 7). 이러한 선순환구조는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모델 성공가능성을 높이

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내의 창조적 파

괴가 이루어진다면, 창조적 선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문화적인 도시재생이 이루

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목표가 달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많은 창조도시 등 다양한 

도시들에서 지향하는 도시재생은 도시 내부의 발

전 동력을 찾는 내생적 발전전략이며, 도시 고유

의 자산과 가치창조를 통해 사람과 자본의 유입을 

꾀하고, 도시에 정주하는 일반시민을 위한 사업과 

주민참여에 근거한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다(김혜

민,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동화축제>의 문

화자산을 통한 도시재생의 순환모델은 문화적 대

상의 순환이 문화자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쟁력

을 갖추어가면서, 정체성을 찾고, 지역발전의 목

표를 실현해가는 지속적인 내생적 발전의 창조적 

선순환의 사례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기존의 도시재생에서 언급되었던 인프라로서

의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키워드 이외에, 부가적으

로 서울동화축제라는 문화자산이 대상물로 가미

됨에 따라 물리적 자산과 지역의 역사와 공유가

치 등 인문적 가치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지

역의 가치를 재생산해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지

역성과 문화콘텐츠, 시민의 어메니티 증대, 커뮤

니티의 연계 및 자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고, 기존의 장소성에 대

한 재해석 등이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동화

도시라는 브랜드의 창출에 이르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순환의 구조는 문화자산을 통

해 하나의 클러스터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문화자산을 통한 도시재생은 기존

의 기능주의적 도시재생을 대체하는 대안인 동시

그림 6.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의 전략방향: <서울동화축제> 경우

출처: 김정아, 2012, “창조도시와 마을만들기” 발표자료를 참조하여 서울동화축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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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물리·경제적 도시재생 외에 사회·문화적·제

도적 재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 구체적인 지역에 적용하여 발전시킨다

면, 인간 삶의 공간을 문화를 통해 발전시키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자산 활용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적

인 지역발전을 유발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것

은 단순한 협의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적용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광의의 적

용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오는 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숙사회를 지향하는 변화

는 물리적 자산뿐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의 전략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기존에 가

지고 있던 내부의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의 

유관 요인들은 축제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선순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서울시 광진구의 <서울동화축제>라는 사례를 

통해서 실제 지역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모델을 살펴본 본 논문은, <서울동화

축제>가 중요한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자 콘텐츠

로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완결되는 가능성을 보이

고 있으며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높다고 분석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축제의 구성요소들을 문화자산의 

세부특징별로 분석하여,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다양한 콘텐츠웨어 등 생태계 특징에 따

라 구분하여, 지역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이대공원과 시민참여를 위한 능동로 문화거리, 축

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구성, 인적자원을 

근거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 지역의 설화 등 스토리텔링을 근거로 한 역사

성, 축제의 의미와 어린이대공원의 입지가 상징하

는 동화도시의 이미지 생성 등의 과정을 살펴보았

그림 7. 문화적 도시재생의 순환모델(안): <서울동화축제> 경우

출처: Philip Cooke, Luciana Lazzeretti, 2008.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Edward Elgar, p.52. 참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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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문화자산의 특징이 물리

적 자산과 인문적 자산, 프로그램의 운용이 결합

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너지효과 

창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것

은 기존시설의 강화와 확장을 통한 지역재생형 도

시재생과 융합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지역혁신형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울동화축제의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축적해온 

축제콘텐츠와 도시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

며, 산학관연 관계를 통한 축제의 기획, 주민 커뮤

니티 지속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확립 등이 축제의 

지속개발 추진동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16) 장기적으로는 산업적인 관련 기업의 

입주 등을 통해 동화클러스터의 구축 등 산업적 

요소의 유입도 고려하고 있어, 지역의 브랜드 제

고에도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델의 마련은 기존의 물리적 자산뿐 아

니라, 축제와 연계된 문화자산을 토대로 지역발전

을 위해 비물리적 자산까지도 고려하여 도시재생

의 방향을 택하고, 축제개최를 위해 다양한 거버

넌스들이 결합함으로써 자생적인 선순환구조를 

마련의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조와 순환, 지역정체성의 확인

과 발전이 문화자산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모델의 성공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도시발전의 전략이 물리적 개발이 아

닌 문화적 재생으로의 논의가 옮겨가는 시대적 흐

름을 반영하여, 도시가 가진 기반시설과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활용·확장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될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것과 같은 지역 단위 문화콘텐츠 융합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각

각의 도시가 처한 특수성과 콘텐츠 자산의 결합을 

위한 유형별 분석과 함께, 이를 장기적으로 적용

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며, 이에 대

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

는 바이다.

주

1) 영국의 미래학자 Dennis Gabor는 성숙사회(mature soci-

ety)를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나 그에 의존하

는 대량소비사회 대신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

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사

회로 설명했다(출처: 두산백과)

2) ‘서울동화축제’의 경우 이러한 특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2015.3.4.)’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부문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주요한 특징은 지

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 기여, 축제를 통한 이미지 개선

과 지역의 유·무형 콘텐츠 개발 성과 등에 있다.

3) 허진아, 2011, “뉴욕 하이라인의 지역재생 사례를 통한 공

공디자인 방향 모색”, 조형미디어학 14(3), p.190.

4) 이소영 외, 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p.25.

5) 이민화, 2010,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정책의 추진방향 – 

일본 지역재생정책 검토를 통하여”,한국지역개발학회 춘

계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p.28.

6) 김인선 외, 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컬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5호(통

권259호), p.285.

7)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는 낙후되고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

을 중심으로 27개의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하

며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

로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2015. 3. 10. 보도

자료). 본 정책은 저성장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민

선6기 핵심키워드인 ‘도시재생’ 사업을 일환으로, 공간만

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인간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전

략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4

개의 유형(쇠퇴·낙후 산업지역, 역사·문화자원지역, 저이

용·저개발 중심지역, 노후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의 

현황에 맞는 집중적인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

한 경향이 문화적인 도시재생의 변화와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8) 자산(資産)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성

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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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적으

로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장소자산’이라고 한다(백선혜, 

2004).

9) 이때, 물리, 환경, 역사·문화, 경제, 인적, 사회적 자산 등

을 망라한다(이선영·남진, 2015).

10) http://culturemap.org.au/page/what-cultural-asset

11) 지명이나, 지역과 관련된 브랜드는 독특한 장소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지명이 장소성에 투영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특성, 사회집단의 경험 등과 어우러져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독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주성재·김희수, 

2015).

12) 2010년 ‘광진구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육성방안 연구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2011년 서울동화축제 T/F팀 구성

되며 본격적으로 축제를 준비했다. 2015년까지 4회의 <서

울동화축제>를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개최해왔으며, 2016

년 5회 축제를 준비 중이다(광진구청 자료 참조: http://

www.gwangjin.go.kr).

13) 관련하여 서울동화축제에 대한 2015년 기준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반적인 만족도 3.82(n=104, 5점 척도, 표준편차 

0.89), 재방문의향 4.07(n=104, 5점 척도, 표준편차 0.87), 

추천의향 3.96(n=104, 5점 척도, 표준편차 0.96)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축제지원센

터, 2015, 서울시문화예술축제평가2015-서울동화축제 평

가결과).

14) 동화축제의 브랜드 이미지 축적 관련, 추진위원회와 광진

구청은 행정버스 및 관용차량, 마을버스 활용 홍보, 기자

간담회, 모바일 등을 활용한 on-off line 홍보 병행, 서울동

화축제 홈페이지 개선 및 블로그 리뉴얼, 페이스북 개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홍보부스 및 

보드설치, 교육기관, 문화단체, 도서관 등 주요 유관 기관

과 홍보 네트워크 형성, 국내·외 자매결연지·상상나라연

합·인근 지자체 활용 홍보품앗이, 공사장 대형 가림벽 활

용 홍보 문구 현시, 대형 전광판 및 가로배너기 등을 통한 

홍보, 광진구청 전 부서(동)별 자체홍보계획에 따른 홍보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등 매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서울동화축제추진위원회, 2015)

15) 실제 서울동화축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이 1순위) 어린이, 아이들 2순위) 동화책, 동

화, 3순위) 나루몽, 기타 동심, 순수함 등으로 긍정적인 브

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축제지원센

터, 2015, 서울시문화예술축제평가2015-서울동화축제 평

가결과).

16)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를 위한 창구마련 

및 도시콘텐츠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문화거점 조성을 위

해 노력하였는데, 광진구내 동화 관련된 예술단체들의 참

여와 축제의 시설을 인근 대학의 동아리들이 직접 꾸몄으

며, 지역 내 예술가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제 프로그램

을 기획하는 등 참여형 준비과정을 도입하였다. 실제 축제

의 전체 공연예술팀 중 광진구 예술단체 및 학교 출연팀이 

62%를 차지하였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실태 및 향후 과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세계동화축제 개최 연구용

역 보고서, 광진구.

기윤환, 2011, 인천시 지역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

역밀착형 도시재생방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김인선 외, 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컬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6(5) 

(통권259호), pp.285-296.

김정아, 2012, “창조도시와 마을만들기”, 부산시 창조도

시본부 워크숍 발표자료(2012. 2. 24).

김준연·남영우, 2012, “도시재생사업의 국내·외 사례분

석을 통한 방향성 제고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

자인학회 논문집 7(3), 통권21호, pp.167-176.

김혜민, 201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정책연구 1(2) 통권2

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pp.25-54.

남기범·송정은, 2014, “창조경제정책 논의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632-645.

도시재생 네트워크, 2009,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

야기.

백선혜, 2004,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6) 통권105호, 

pp.888-906.

서울동화축제추진위원회, 2015, 2015 서울동화축제 자체

평가보고서.

서울특별시, 2014, 어린이 문화마을 컨설팅 연구.

신동호, 2015, “독일 루르지역의 도시재생정책:오버하우

젠시와 겔젠키르헨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



67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서울동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회지 18(1), pp.60-75

이민화, 2010,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정책의 추진방향 – 

일본 지역재생정책 검토를 통하여”, 한국지역개

발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이병민, 2012, “콘텐츠 생태계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

전방향”, 인문콘텐츠 25, pp.9-38.

이병민 외, 2013, 창조경제시대 한국형 지역재생모델 수

립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방안 모색,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이병민·이원호, 2013, “창의적 대학의 역할을 통한 지

역발전의 특징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7(2), 

pp.201-216.

이병민·이원호, 2014,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문화변

동과 지역발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경

제지리학회지 17(2), pp.215-230.

이선영·남진, 2015,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지역자산의 

의미와 활용실태 분석”, 국토계획 50(3), pp.123-

151.

이소영 외, 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이왕건 외,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정수희·이병민, 2014, “창조적 장소자산으로서 예술자산

의 유형과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pp.28-44.

조광호, 2013,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명래, 2010,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한국

적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적 성찰,” 부산발전연

구원 주관 공공예술/건축/디자인 세미나자료 

(2010.6.17)

주성재·김희수, 2015, “지명의 브랜드 가치: 경제지리

학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pp.431-

449.

최병두, 2014, “한국의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정

책과 담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4), pp.601-

623. 

허진아, 2011, “뉴욕 하이라인의 지역재생 사례를 통한 공

공디자인 방향 모색”, 조형미디어학 14(3), 한국

일러스트학회, pp.189-196.

Aitchison, C., & Evans, T., 2003, “The cultural industries 

and a model of sustainable regeneration: manu-

facturing ‘pop’ in the Rhondda Valleys of South 

Wales”, Managing Leisure, vol 8, pp.133-144, 

Routledge.

Cooke, P., Lazzeretti, P., 2008,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del Corral, M., 2005, Cultural industries: towards a policy 

framework, UNESCO, Presentation of Asia-

Pacific Creative Communities:A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Jodhpur(India). 

Hesmondhalgh, D, 2012, The Cultural Industries, Sage 

Publications, 3rd edition.

Syker, H., Roberts, P., 2012, Urban Regeneration, Syker, 

H.(eds.), SAGE Publications Ltd.

http://culturemap.org.au/page/what-cultural-asset (최종

열람일: 2016년 2월 1일)

http://www.seoul.go.kr (최종열람일: 2016년 2월 12일)

http://www.gwangjin.go.kr (최종열람일: 2016년 2월 11일)

교신: 이병민, 143-70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

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전화: 02-450-

3919, 이메일: yurifin@konkuk.ac.kr

Correspondence: Byung-min Lee,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Tel: 

02-450-3919, E-mail: yurifin@konkuk.ac.kr

최초투고일  2016년 2월 8일

수   정   일  2016년 2월 22일

최종접수일  2016년 2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