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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도시 포용성의 함의를 영역성과 함께 관계성을 더해 확장하여, 사회적 포용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

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 모델을 제시한다. 문화적 포용성은 관계의 필요와 공간의 연결, 행위를 통한 실행의 과

정을 바탕으로 유기적·학습 관계의 형성 및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개방성의 창출, 다양한 주체의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을 ‘홍대앞’ 사례에 적용한다. 최근 홍대앞은 개별 주체 및 그룹·집단들

(예술가, 주민, 관, 학생, 문화 활동가, 시민, 관광객 등)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홍대앞 놀이터’, ‘걷고싶

은 거리’, ‘경의선 책거리’ 등의 공적 공간 형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수평적인 관계망, 접속 등의 요소가 공존의 

가치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 도시문화, 사회적 포용성, 문화적 포용성, 홍대앞, 공감

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a conceptualization model of ‘cultural inclusiveness’ organically connected 
to social inclusiveness, by expanding the implications of urban inclusiveness to the domain and relation-
ship. Based on the process of necessity of relation, connection of space, and execution of act, the cultural 
inclusiveness could be connected to the formation of organic/learning relation, the creation of openness 
focusing on public space, and the practice of diverse subjects. Concretely, the concept of cultural inclu-
siveness is applied to the case of ‘Hongdae-ap’. The recent Hongdae-ap is showing the value of coexistenc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that could protect the diversity of individual subjects and 
groups(artists, residents, government officials, students, cultural activists, citizens, tourists, and etc.), the 
formation of public space such as ‘Hongdae-up playground’, ‘pedestrian-friendly street’, and ‘Gyeongui-
Line book street’, social network service & horizontal network,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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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의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사람들

이 삶을 살아가는 장이자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발

전하고 공유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되면서 취

미와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서

로간의 차이와 다름을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

건과 환경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평등과 갈등, 격차, 양극화, 소외를 포괄하는 사

회적 배제는 여전히 양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간

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지리학적으로도 사회적 배제는 도시와 밀접

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로 인

한 삶의 흔적과 기억의 훼손은 물론 문화도시와 창

조도시, 도시 재생의 흐름에서도 사회적 배제는 다

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화를 수단과 도구

로 활용함으로써 중심과 주변을 분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내

는 과정에서의 고착화된 거버넌스는 주민의 소외를 

야기한다. 이러한 배제의 문제는 지역 내 갈등과 격

차를 심화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붕괴를 가속화하

고 있다.

한편,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및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은 도시 구조 재편과 이동성의 양적 

팽창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활발한 이주

를 촉발하고, 다른 문화 간의 교류와 접촉의 지점을 

확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갈

등과 편견, 기타 위협의 요소와 직면하고 있어 새로

운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뿐만 아

니라 다차원적인 균열과 분화의 양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도시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을 오랫동안 기울여왔으며, 그 대안으로 사회성 포

용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

적 배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우선시하고, 격차를 해소하여 접

근과 참여를 도모한다. 최근 포용성이 정책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포용성은 포용적 성장

에서 나아가 포용도시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제기구(‘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

행(ADB)’,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를 중

심으로 촉발된 포용도시가 도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포용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의 

도시 복지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영역성 중심의 사회적 포용성

에서 확장된 포용성에 대한 접근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배제가 도시의 물리적인 영역뿐만 아

니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제외를 의미한다면, 진

정한 도시의 포용성은 관계성의 맥락에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1) 이에 본 논문은 포용성의 함의를 영

역성과 함께 관계성을 더해 확장하여, 사회적 포용

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

를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제 지역사례에 적용

하여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사회적 포용성과 문화적 포용성

 1) 사회적 포용성에 대한 논의

사회적 포용성의 등장 배경은 사회적 배제에서 

출발한다. 도시의 경제 구조 재편과 글로벌화는 사

람간의 격차를 만들어냈고, 실업과 빈곤을 야기했

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기반

이 되는 영역에서의 기회와 참여,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이자 과정인 사회적 배제를 양산했다.

사회적 배제는 과정적, 동태적, 관계적이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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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특징을 지니고 있다(Silver, H. 1994; Room, G. 

1995; Duffy, K. 1995; Pierson, J, 2002). 이중화

(duality), 주변화(marginalization), 파편화(frag-

mentation), 분리(segregation) 등의 개념과 혼재

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변미리, 2017;8), 대상의 

확대와 다양한 영역과 상호 중첩되는 심화가능성,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동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1990년대 후반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책적인 기조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나

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로 나타난 신빈곤의 양상을 계기로 2000년대 접어

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공식적인 배제부터 

비공식적인 배제, 다차원적인 양상을 포괄하는 사

회적 배제는 반드시 감소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당

위성을 갖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포용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상적인 용어에서 포용은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인다

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를 번역하면 우리가 외래어

처럼 사용하는 똘레랑스라는 의미인 ‘tolerance’가 

된다. 포용의 의미는 똘레랑스의 의미보다 더욱 포

괄적이다(변미리, 2017;26). 실제 포용의 개념이 관

용보다 포괄성을 갖는다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의미

를 함축한다. 첫 번째로는 다양성과 개방성의 태도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공감(Empathy)’한

다는 행위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

적 측면에서 개선을 수반한다는 특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성은 학습, 문화, 커뮤니

티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Booth, T. 1996). 나아가 적극적 의미의 포용은 단

순한 취약계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역량강화 프로

그램을 통해 최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것이다(김수진, 

2015;20). 즉, 포용성은 시민들이 공적인 삶(public 

life) 전반에 대한 그간의 배제와 소외에서 주체적 

능동적 참여와 개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성은 시민 주체화를 통해 시민을 시정의 주체

로 만드는 것을 넘어, 누구나 도시에서 행복한 자아 

실현적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도시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조명래, 2016;167-168). 

궁극적으로 포용성은 배제된 개인을 포함시키고 받

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보다 능동적인 주체로서 정착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은 영역성 중심의 사회적 

포용성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영역은 공통된 장소를 기반(Site-based)으로 하

며, 외부가 아닌 내부에 속하며, 그로 인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임승빈, 2007;162). 

인간주의 지리학의 장소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박

배균,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포용성은 사

람들이 사회적 제도와 관계에 접근하고, 통합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시민권(Citizenship rights), 

노동시장(Labour market), 공공/사적 서비스

(Services(public and private)), 사회적 관계(Social 

networks)가 포함된다(van der Maesen, L. J. G., 

Walker, A. C., 2005;12). 또한 개인과 집단들이 사

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주

요 내용은 범죄 및 폭력 방지, 권리 기반적 접근, 도

시빈민 조직 지원, 공동체 주도적 발전, 참여 계획 

및 거버넌스이다(World Bank, 2015;13, 최병두, 

2017;665에서 재인용). 범위로는 사회보장제도, 노

동시장, 주택시장, 의료 서비스, 교육 시스템, 정치

적 포용, 커뮤니티 서비스로의 포용, 사회적 지위로

부터 포용과 같다(Berman, Y., Phillips, D., 2000; 

334).

창조도시의 주요 학자인 사사키 마사유키(Sasaki 

Masayuki) 또한 도시 재생에서의 사회적 포용을 강

조하며, 개인의 사회적 작용과 참여의 촉진을 주장

하였다(Sasaki Masayuki, 2010;S5). 정책적 측면

에서는 지방 정부와 시민 활동의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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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Nakagawa, 2010;S20). 개인이 의사결정 결

과를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거버넌스를 통해 의

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다. 즉, 사회적 포용성은 영역을 중심으로 한 소속

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주거 공간 및 생활 인프라, 

공공공간을 이용하며, 제도에 대한 접근과 참여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활발

히 논의 중인 포용도시 개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각기 다른 개념적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포용도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참

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

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태와 과정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배제 받고 있

다는 느낌을 가지 않고, 참여할 권능과 실질적 능

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박인권, 

2015;108). 이러한 맥락에서 박인권(2015)은 포용

도시의 구성요소로 공간적 포용성·참여·상호의존

성을 제시하였다. 황선아·김종구·손지현(2016)의 

연구도 유사하지만,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안전도시 및 도시재생과의 연관성을 모색했

다. 자활의지 증진 및 의식 개선, 공공공간의 안정

성,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사회적 안정성 확보, 공

공공간의 확보 및 활용을 제시했다. 박인권·이민주

(2016)는 역량형성, 상호의존, 참여, 공간적 개방을 

제안하였다. 남기범(2018)의 경우는 저개발국가를 

위해 제시된 포용도시의 지표가 대도시에는 적합하

지 않음을 비판하고,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의 구

성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 경제·사회적 한계

계층 지원과 장소기반의 정책, 도시공통재와 어메

니티에 대한 접근성이다. 김수진(2015)은 증가 영

역으로 잠재역량과 참여를, 감소 영역으로 배제와 

취약성을 제시했고, 변미리(2017)는 경제적 역량, 

사회적 웰빙, 공공서비스와 접근성, 생활인프라 접

근성, 시민 참여, 투명성과 책임을 제시했다. 조권

중(2017)은 사람, 공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손지

현(2016)은 공공시설 안전, 복지체계, 주거 인프라, 

여성 친화, 보행안전, 대중교통 중심, 주거지 안전, 

커뮤니티 계획요소를 제시했고, 박준홍(2019)은 경

제적 보장, 사회적 참여, 공간적 개방성을 제시했

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스마트시티·인권도시·

관광도시·복지도시에서 포용성을 과정이자 방법으

로 활용하는 경우 또한 사회적 포용성의 함의를 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포용성에 대한 논의들

이 도시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

는 부분이 존재한다.

공간복지 증진을 위한 주택·도시계획, 다문화사

회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 등 정책개발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들의 도시 서비스 접근성 제고, 

외국인과 다문화가구를 위한 도시 정책, 주거정책 

지원 방안 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개념들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문정호, 2016;29). 이 같은 정

책들과 포용도시가 유사 범주에 있다는 점은 사회

구조적 통합에 기인하는 사회적 포용성에 대한 비

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사회적 포용성은 도시 안의 배제와 관련된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점을 갖는다. 특

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개인을 기존 제도

와 관계에 접근 및 정착하게 한다는 점은 닫힌 관계

성에서 열린 관계성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한

다. 그러나 강한 연대는 배타성을 지닐 수 있으므로 

완전한 연린 관계성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포용성이 경제적 성장과 정책의 물

리적인 성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구조적인 한

계점을 드러낸다(Sharp, J., Pollock, V., Paddison, 

R., 2005;1005).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의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회나 접근을 제공

하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다. 대상이 되

는 주체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한 경우는 더욱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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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드웨어를 통해 배제된 개인의 접근성과 편

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지만 오히려 요구받는 정체

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공간적 범위를 경계화하여, 또 다

른 배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 개인이 도시공간에서 

주체적으로 본인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공간

을 확충할 시, 접근이나 참여에서 나아가 문화적 실

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

색해야 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포용성은 이질적인 문화적 요인

과 환경들을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경계화화면서 

차이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 소속감과 결속력

이 강조하는데 비해 자유로운 행위와 실천, 교류의 

상호작용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포용성에 

대한 관점이 사회 구조적인 접근에서 문화적인 접

근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도시의 영역 내

부의 관계에서 나아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존이 포용성의 차원에서 고려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

최병두(2017)는 영역적 측면에서 개념화된 배

제·포용의 공간성은 이에 내재된 관계성과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배제는 특정한 사

회공간적 영역으로부터 거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

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로부터 제외를 의미하기 때문

이다. 즉, 사회적 배제가 물리적인 영역으로의 배제

가 아닌 관계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특

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영역성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성의 고려를 요

구한다.

이는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따른 지리적 영역이 약

화되면서, 기존의 경계와 영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의 등장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현대사회의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변화된 

시공간적 구조는 개인의 이동성을 증가시켰다. 그 

결과, 전통적인 커뮤니티 개념이 변화했다. 전통적 

커뮤니티와 현대의 커뮤니티로 구분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물

리적 영역의 의미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그 경계의 

의미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공간상에서의 관계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이

병민·이원호, 2014), 공간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정체성의 개념도 달라지게 되었다. 해당 맥락에서 

Massey(2005)는 관계적 관점으로 공간을 인식하

였고, 구체적으로는 상호 관계의 산물(the product 

of interrelations), 다수의 감정(sense of plurality)

에 기초한 다중성(multiplicity)이 존재하는 영역

(sphere),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박경

환·이영민·이용균 역, 2016;35-36) 공간을 관계

적으로 인식하면 영역의 의미는 모호해지고 새로운 

경계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경계는 닫힌 

경계가 아니며, 개방적 경계를 뜻한다.

경계의 질적 변화란 경계가 가진 ‘장벽’으로서의 

성격, 즉 배타성의 약화나 해체를 의미한다. 경계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차이들을 나누는 구획으로 존

재하지만 그 의미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넘

나드는 것을 허용하는 개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배타적 경계가 경계를 넘는 차이들을 동

질화하거나 배제하는 일종의 ‘거름 장치’의 역할을 

하였다면, 개방적 경계는 차이들이 서로 횡단하면

서 만들어내는 혼종의 가능성을 허용한다(이상봉, 

2017;118). 도시에서의 이질성은 공존하기도 하지

만 때로는 공존하지 못한다. 이는 다양성을 억압하

며 비가시적인 경계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여러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

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세대, 국적, 젠더, 취향, 언어, 지역 등의 요소가 점

차 다양화되는 가운데,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서 

이문화간의 소통과 공감의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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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으며,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결속에서 

나아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개방성, 삶의 주체로서 개인과 향

유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포용성의 보완으로 문화적 포

용성을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적 포

용성에서 강조하는 통합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

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 문화적 포용성은 공존에 기

반한 관계성을 더하여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의 결집은 그들 안의 새로운 관계맺

음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기존의 시스템 속

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행위와 

결과물을 발생시키며 다양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삶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량과 가능성, 개인과 개

인의 관계맺음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반

한 문화적 환경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변화 및 확장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정 주체만의 소통과 참여가 아니라 누

구나 연결되고 관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공통의 

관심사, 취향, 감정, 공감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까닭이다. 즉, 문화적 포용성은 자발

적 참여와 관계맺음이라는 속성에서 발현될 수 있

다.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문화적 행위와 의미들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공간은 영역성과 관계성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

해 장소 만들기와 같은 새로운 공적 공간의 창출을 

낳을 수도 있다. 도시에서 버려진 공간이 새롭게 재

조명되고, 과거-현재-미래의 다양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매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생산과 소비를 

잇는 매개뿐만 아니라 도시의 맥락, 기억, 사람, 다

른 공간, 내외부적인 환경 등의 여러 영역을 매개하

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공간

의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문화적 포

용성을 염두에 둔 신뢰관계가 소셜 플랫폼 등을 통

해 확장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표 1). 양적인 신

뢰보다는 질적인 신뢰가 집단지성을 통해 협업관계

를 만들고, 쌍방향 교류를 전제로 영역성과 관계성

의 시너지를 도모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K-Pop의 세계적인 동호회

들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 결성되고, 취향을 바탕으

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

다. 대화와 교류 및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물리적

인 경계를 없애는 특징을 갖는다. 생산과 소비를 잇

고, 커뮤니케이션이 창출된다. 이 안에서는 누구나 

문화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허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타

인과 뒤섞이며 발생하는 개방적 소통과 교류를 통

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생겨나고, 다양한 문화의 토

대로서 작용한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공존의 장

으로 직결되는 공간적 특성은 구체적인 장소의 개

방성과 연계된다. 또한 누구나 주체가 되어 도시공

간에서 문화적 변화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

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포용성의 대상으로서 개

표 1. e-플랫폼과 소셜 플랫폼의 특징 비교

구분 연결의 목적점 신뢰의 근본 유대의 형태 유대의 범위 관계의 형태 경로 의존성

e-

플랫폼

사람을 통해 

콘텐츠로

양적 신뢰

(추천, 조회, 댓글 수)
강한 상호 유대

커뮤니티내 

상호작용
연결

경쟁중심의 

시장원리

소셜

플랫폼

콘텐츠를 통해

 사람으로

질적 신뢰(관계에 대

한 믿음)

느슨한 연대의 

견고함

구조적 접근

 (관계 상호작용)

매개와

재매개
협업기반의 원리

출처: 이호영 외(2012) 보고서를 참조하여 이병민(2013; 56)이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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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 존재하며, 능동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주체의 범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공식적 

및 비공식적 조직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고려하여 도시의 문화적 포용성 개념화를 

시도해보면, <그림 1>과 같다.

이에 따른 문화적 포용성은 관계→공간→행위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상정해 볼 수 있

다. 관계적 측면은 공통의 관심사, 취향, 정서, 공감

대를 기반한 유기적-학습관계의 필요를 통해 형성

될 수 있다. 사회적 포용성의 특징과 비교해보자면, 

도시안의 배제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긍정적인 대

안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점이며, 조금 다른 점은 문

화적 포용성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기반으로 영역과 

관계가 혼종성을 나타내며 확장될 수 있는 형태라

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공간적 측면은 개방성을 

전제로 한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장소 만들기 등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주체의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이는 타자를 인식하고, 문화적 공존을 

시도하는 실질적인 행위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

3. 문화적 포용성의 적용:  

‘홍대앞’을 사례로2)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을 적

용해보고자 하는 실제 사례는 ‘홍대앞’에 해당한다. 

홍대앞은 마포구 동교동, 서교동, 상수동 등을 포

괄하는 행정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성

의 층위를 지닌 문화적 공간을 의미한다. 1980년

대-2000년대 홍대앞은 문화적 다양성을 형성한 시

기이다. 미술과 음악 등의 예술적 장르뿐만 아니라 

독립문화, 소수문화, 하위문화, 대안문화를 아울렀

그림 1. 도시의 문화적 포용성 주요 특징 개념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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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장르에 따른 클러스터 및 정체성 중심의 

공간적 형성으로 이어졌다. 관계 또한 영역을 중심

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했으며, 문화예술가 중심의 

교류가 주요 특징이었다. 2000년대 이후 홍대앞을 

찾는 사람들이 매니아에서 일반대중으로 점차 확대

되었다. 이러한 홍대앞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시기는 2010년대 이후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서 홍대앞은 망했다(김수아, 2013)라는 담

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는 2010년도 공

항철도 개통으로 인해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를 불

러온 요인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창작문화의 근

거지 해체와 선주민의 이탈, 문화소비지역으로서의 

장소성 반복·재생산, 물리적 공간의 분화 및 주체

들의 인식 차이 등의 갈등 요소가 첨예하게 드러나

며, 홍대앞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계성을 기반으로 영역과 관

계가 혼용되며, 보다 확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과

정을 문화적 포용성의 관점으로 적용해보고, 해석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심층 인터뷰와 참

여관찰을 활용하였으며, 2017년 8월부터 2019년 5

월까지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의응답(Semi-

structured interview)형식을 통해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집 및 기록함으로써 현재의 

홍대앞을 중층적으로 그려내 보고자 하였다. 인터

뷰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실제 홍대앞을 기반으로 20년 넘게 활동하거나 거

주한 사람들을 핵심으로 두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홍대앞의 의미가 형성되던 1990년대부터 최근 변

화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체 유

입을 고려하여 10-30대 대상자들도 포함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었다(표 

2). 또한 주요 공간, 축제, 버스킹 등을 참관하였다. 

문화적 포용성의 관점으로 현재의 홍대앞을 해석해

봄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1) 문화다양성을 전제로 한 관계 맺기

2000년대까지의 홍대앞이 문화예술 중심의 공동

체와 특정 장르 및 사안에 대한 결속력이 관계의 핵

심적 특징으로 작용했다면,3) 2010년대 이후부터 다

양한 주체들의 관계가 다층적으로 변화하며, 중첩

되기 시작했다. 예술가, 주민, 매개자, 시민, 관, 문

화 기획자, 협동조합, 관광객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는 홍대앞을 찾아오는 구성원의 문화다양성의 특

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거의 홍대앞은 확실히 젊음의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홍대앞이 재미있어서 계

속 오는 거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젊음을 

느끼러 많이 오시고요. 특히, 외국인은 말할 것

도 없고요. 홍대를 보고 자란 부모님들이 아이

들도 많이 데려오고요. 오히려 지금 홍대앞이 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4)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홍대앞이 문화공간으로

표 2. 심층 인터뷰 대상자 특성

이름 나이 성별 홍대앞 관련 내용

김○○ 40대 남성 문화 활동가(전 라이브 클럽 운영)

이○○ 40대 남성 카페 운영, 미술가

김○○ 40대 남성 복합문화공간 운영

김○○ 40대 여성 복합문화공간 운영

홍○○ 30대 남성 카페 운영

선○○ 30대 여성 인디 뮤지션

남○○ 30대 여성 독립출판 관계자

이○○ 20대 여성 홍익대학교 학생

유○○ 20대 여성 작가

이○○ 20대 여성 디자이너

홍○○ 10대 여성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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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존재하며 구축된 인프라와 차별화된 분위기, 그 

곳에서 통용되는 개방적 시선으로 인해 보다 많은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전 홍대앞의 관계적 특징이 문화예술 중심의 교

류였기 때문에 예술적 순도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었다.5)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홍대앞은 다양한 

예술가와 그 밖의 다양한 실천들이 가능한 사람들

이 모여드는 일상적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이

는 각각의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연계망이 형성

된 것을 의미한다. 각기 다른 주체가 대면하고, 소

통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홍대앞 문화에 다소 소외되

었던 주민들과의 관계성이 보다 수평적으로 연결되

고 있다는 점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그 예이다.6) 또한 세대 간

의 교류도 이루어지며, 기존의 세대 간 분화의 간극 

또한 줄여나가고 있다.

공간에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수

업도 하셨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반년 정도 하

신 것 같아요. 서예 수업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이 서예는 잘 안 배우잖아요? 그 할아버지도 젊

은 층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홍대앞으로 오신

거죠. 청년 친구들이 배우고 그랬죠.7)

이와 같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취향과 정

서, 관심사 등으로 묶인 관계성이 문화적으로 연결

되고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공존할 수 있는 장으로 변화하고 있

는 것이다.

2)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장소 만들기

이전의 홍대앞 공간이 장르 중심의 클러스터별 

특성으로 영역화 되었다면,8) 2010년대 이후 홍대

앞은 끊임없이 생성·소멸·변화하는 과정을 거치

며, 재구성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장르를 중심으

로 하는 영역의 공간들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 기

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경계가 모호해

지며, 이전과는 다른 중첩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홍대앞 공간 구성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실제 홍대앞에서는 개방성을 드러

내며 다양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

며, 관계를 넓혀나가는 다양한 공간들이 중층적으

로 나타난다. 조사 결과, ‘홍대앞 놀이터’, ‘걷고싶은 

거리’, ‘상수동 골목 및 카페’, ‘땡땡거리’, ‘경의선 책

거리’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주요 공간이었던 홍대앞 놀이터와 

걷고싶은 거리는 프리마켓과 희망시장, 버스킹을 

통해 개방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전의 홍대앞 놀이

터가 예술가들의 일종의 난장의 기능이 이루어지던 

곳이라면, 현재는 프리마켓과 희망시장을 통해 물

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장으로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프리마

켓은 2002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월드컵

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던 문화 기획자들 중심으로 

그림 2.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홍대앞 

놀이터의 프리마켓

출처: 필자 촬영(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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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단체가 현재까지도 프리마켓을 운영 및 관

리하는 일상예술창작센터이다. 프리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창작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지

향하는 가운데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고자 함에 있

다. 희망시장 또한 2002년 처음으로 시작 되었으며, 

예술시장과 작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를 마련하기 위하여 두 달에 한 번씩 작가모임을 주

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가들의 의견이나 제안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꾀하고  

있다.

걷고싶은 거리는 한일월드컵 관련 정책의 일환으

로 새롭게 정비된 공간으로서, 가장 상업화된 공간

이라 평가받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버스킹이 열

리는 핵심적 공간으로 창작의 공간이자, 이동을 하

는 방문객 또한 잠시 멈출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성

을 띠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부터는 보다 일상적인 골목

과 거리, 카페 등이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간

이 상수동 카페 골목으로 일컬어지는 골목이다.

주변부였던 상수동이 새로운 홍대앞 공간으로 호

명되는 데에는 1990년대 홍대앞에서 활동하는 예

술가들이 이곳으로 옮겨와 정착했기 때문이다. 비

교적 홍대앞에 근접하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했던 것

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전형적인 주택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골목에서 축제가 열림으로써 새로운 소통

의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골목의 길이는 길

지 않는 편이므로 골목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활용

하여 단순히 문화 예술을 내어놓는 형태가 아니라 

골목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문화 공간, 심지

어 공간의 모퉁이 등도 축제의 공간으로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9) 카페 공간은 2000년대 예술가 

중심의 살롱문화를 지향하는 공간이었으나, 2010

년대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

로 기능하며 새로운 교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땡땡거리의 경우는 인디문화의 주요한 발원 지

역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중반 이 지역은 문화예술

인이 활발히 넘나들던 지역으로서, 인디뿐만 아니

라 연극, 영화, 평론, 미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

인들이 함께 모여들었던 공간이다. 그러나 상업화

로 인해 해당 지역 부근의 다수의 라이브 클럽들이 

폐관하게 되면서 홍대앞의 주변부가 되었다. 그 결

과 공연을 기반으로 하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영

역은 축소되었다. 그러던 중, 경의선 숲길을 조성하

는 중에 유휴지가 된 공간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

용해보자는 움직임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시작점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디

문화의 기억을 간직한 장소가 주변 주민들의 생활

을 배려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변화하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장소의 변화와 

의미의 창출은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경의선 책거리에서도 나타난다. 마포구청의 

주도로 경의선 숲길에 조성된 책 문화 공간으로서 

주거지와 인접한 편이다.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 및 

주변 서점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3) 공감을 지향하는 다양한 실천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체들의 실천

은 공감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대앞에 

2010년대 이후 새롭게 유입된 주체들의 문화적 실

천 방식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버

그림 3. 자유로운 분위기의 상수동 골목 축제

출처: 필자 촬영(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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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킹이다. 이전의 버스킹이 거리 공연 자체에 의의

를 두었다면, 현재의 버스킹은 관객과 소통하고 관

계를 맺는 방식이 보다 적극적이며, SNS를 통한 확

장성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

현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10) 다양한 장르적 변

화와 도구의 다양화, 춤과 노래의 결합 등으로 향유

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보다 많은 주체들이 홍대앞

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기존 거리 공연이 가진 홍대스러움이 퇴색되었

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킹을 유

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와 예술가의 마찰

로 증폭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포구

는 버스킹을 위한 사전 신청제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연자들은 소리를 줄이는 등의 자체적인 움

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로운 창작

을 관에서 축소 및 제한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주변상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버스킹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상호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이브클럽 또한 2010년대 이후 점차 개인화되

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그 대안으로 SNS를 통해 자

신들의 공연을 홍보하게 되며, 팬들과의 소통의 접

점을 찾아나가며 새로운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

다. 그 밖의 독립서점 증가로 인한 출판 관계자들의 

움직임, 메이커 활동가, 아마추어 동아리, 신진 예

술가들의 결집은 홍대앞 문화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주체와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 무관한 사람들도 홍대앞에서 

참여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상

수동 무가지 월간이리(2011년), 로컬매거진 홍대찾

기(2011년)가 발행되었다. 나아가 특정 문화 공간

부터 지역 활성화까지 포괄하여 홍대앞의 공간과 

이야기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주체들의 행위가 본

격화되었다. 다수의 포럼들이 개최되며, 실질적인 

공론의 장으로 이어졌다.11)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

예술축제의 확장을 불러왔다. 2010년대 이전의 홍

대앞 문화예술축제를 관통하고 있던 키워드가 ‘대

안’이라면, 현재는 ‘일상’, ‘시민’으로 그 중심축이 이

동하고 있다. 개방성을 강조하며 지역과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상수-당인리 아트 페스피벌>, <트렁크 책축제

>, <잔다리 문화축제> 등이다. 대부분의 축제가 민

관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동등한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들을 통해 연령

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넘나들 수 있는 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이질성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홍대

그림 4.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소통하기 원하는 

버스킹 공연자

출처: 필자 촬영(2019.06.08.)

그림 5. 시민 중심의 홍대앞 축제

출처: 필자 촬영(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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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특성을 강화한다. 또한 이전부터 홍대앞의 주

요 축제라 할 수 있는 <거리미술전> 또한 ‘참여’와 

‘일상’이라는 키워드를 축제의 주제에서 적극적으

로 반영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담아내고 있다.12)

이처럼 홍대앞 문화를 지속해나가는 활동들이 다

양한 실천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

징은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예술가에게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매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

요 특징인데, 이를 통해 공감사회의 가능성을 높이

고 있다. 홍대앞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홍대 고유의 특색을 지켜나가고, 유지 및 전

승시키고자 하는 협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

업화로 인해 팽창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창작

문화의 근거지로서의 토대를 잃지 않기 위해 상징

적인 공간들을 보존-유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13)

과거보다 훨씬 임대료가 높고, 유지하기 힘든 행

위들을 해야 할 때, 문화예술 외에 경영-운영 상

태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깐..중심부에 있

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

려 더 매개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

금은 더 층위가 많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매개

할 수 있는 층위들도 생긴 것 같고.. 시스템도 있

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14)

구체적으로는 전시, 버스킹, 프리마켓 등 홍대앞

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리공간뿐

만 아니라 내부 문화공간에서도 소규모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창작

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이전과 다른 소통방식을 통해 물리적 범위를 넘

어서는 확장 및 매개의 양상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문화예술종사자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새로운 교류를 가능케 하는 분위기를 조

성해나간다.15) 이러한 노력들은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한 적극적인 모색으로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홍

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홍대앞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연남동의 문화활동가들은 지역의 도

시재생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경의

선 숲길 포럼에 참여하여 공원의 공공성 증대를 보

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이기웅, 2015;61). 홍대

앞을 공동의 것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공존을 모

색하는 다각도의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문화적 포용성을 지향하는 홍대앞

앞의 논의를 토대로 홍대앞의 문화적 포용성 특

징을 정리해보면 관계성을 토대로 공간의 개방성이 

확장되며,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잘 드

러난다고 할 수 있다(표 3). 그러나 홍대앞이라는 사

례가 이러한 개념화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대앞에서 야기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의 끊

그림 6. 팟캐스트를 통한 다양한 소통

출처: 이리카페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yri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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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는 관광 정책 등은 첨예한 갈등과 의견대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축제 또한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관 

입장에서 관광에 대한 기대와 시선을 투영하여, ‘홍

대로 문화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을 드러내고 있

다. 이처럼 홍대앞은 다양한 주체간의 다층적인 관

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유대와 협력

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갈등으로 증폭하기도 한다. 

문화적 포용성의 장으로서 홍대앞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특정 공간을 벗어나서도 관계가 네트워

크화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서로의 화학작용을 

통해 공간을 벗어난 상호성으로 보다 확장되어 발

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

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인위적인 구조를 통

한 연대는 배제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양

한 주체간의 결합이 필요하다. 현재의 홍대앞은 불

완전하지만 다양한 관계맺음에 보다 적극적이며 자

유롭다는 가능성을 통해 문화적 포용성의 장으로서 

한 단계 진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부였던 

망원동과 연남동 등이 새로운 홍대앞으로 명명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도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다. 물리적인 위기를 비롯한 내재적인 문제들과 마

표 3. 문화적 포용성의 요소를 통해서 본 홍대앞의 주요 특성(2010년대-현재)

구분 주요 내용

구성

요소

관계

-예술가, 주민, 관, 홍익대학교 학생, 매개자, 문화 활동가, 협동조합, 시민, 관광객의 관계가 중첩되는 형태를 띰

-각각의 개별적인 공간을 거점으로 새로운 연계망이 형성

·관계의 저변 확대, 주민들과의 관계성도 수평적으로 연결, 세대간의 교류 등

공간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다양화

홍대앞 놀이터
- 문화 생산과 소비의 장(프리마켓, 희망시장 등)으로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걷고싶은 거리
-휴식공간, 창작공간, 외부 방문객이 멈출 수 있는 공간 등의 가변적인 형태를 띰

-버스킹 공연 시, 언제든지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

상수동 골목
-골목 축제로 예술가, 주민, 방문객이 새로운 소통 가능

·공동의 참여의식 창출

카페 공간 -예술가 중심의 살롱문화에서 다양한 주체들과의 일상적 교류가 중심이 됨

땡땡 거리
-과거 인디문화의 중심지로서, 유휴공간이 문화 활동의 장으로 변화

·예술가, 상인, 주민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

경의선 책거리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및 주변 서점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공간화

행위

-새로 유입된 주체들의 문화적 실천 방식의 다양화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소통 창구 확대

-문화적 실천 과정에서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계층의 유대 확장

-문화예술축제의 확장

·민관거버넌스의 추진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일상, 시민의 키워드가 등장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과 집단 증가



박민하·이병민552

주하고, 이질적인 것들과 교차하며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는 공존이 나타나며 유기적으

로 발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격차와 소외를 아

우르는 다양한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 대안이 포용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포용성은 개인의 권리와 삶의 만

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더욱이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그 결과 포용적 성장 및 포용국가, 포용도

시와 같은 정책적 용어로 확장하여 주목받고 있으

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의 도시 포용성에 대한 접근은 사회

적 포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서 분명한 

이점을 갖는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개인

을 기존 제도와 관계에 접근 및 정착하게 한다는 점

은 닫힌 관계성에서 열린 관계성으로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되는 현대사

회에서 차이나 다양성이 간과되는 구조적인 통합은 

한계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진정한 포

용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포용성에 대한 확장

된 시각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포용성

에서 확장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적 포용성

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유기

적·학습 관계 형성, 공간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공

적 공간의 창출, 행위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문화적 실천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홍대앞

에 적용하여 문화적 포용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

는지 확인했다.

문화적 포용성에 대한 고민은 기존의 사회적 포

용성이 강조하는 기회의 확대와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사

회적 포용성에서 강조하는 환경과 시스템적 측면에

서의 개인의 삶의 보장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공존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문화

적 포용성은 사회적 포용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개념이다. 향후 도시에서는 사회적 포용성과 문화

적 포용성이 대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두 차원의 포용성을 상호 분리된 개념이 아니

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공감사회를 지향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

1) 최병두(2017)의 연구는 포용도시 논의 확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역성과 관

계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해당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포용성의 개념화를 시도했음을 

밝힌다. 

2) 필자는 2017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의 일환인 <서울의 문

화발전소 홍대앞>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서

울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2017년 5월-11월 약 7개월간 집

중적으로 홍대일대 공간적 특성과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연구의 문화 부문에

서는 홍대앞 공간을 ‘Cool(홍대앞, 문화로 기억되는 공간)’, 

‘Hot(문화의 용광로, 다양성의 교차로)’, ‘Hip(개성의 공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공간)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각각

의 공간적 특징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자는 보고서 발간 이

후에도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고,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발간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는 각주를 명시했다. 

3) 2010년대 이전의 홍대앞 관계는 예술적 장르 및 특정 사안

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

례로는 공연신고제의 폐지(1999), 씨어터제로(2004), 서교

지하보도 사태(2009)가 있다. 이는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

았을 때, 특정 주체의 저항으로 비추어지기도 했다. 이는 한

편으로 도시의 배타성을 구축하게 된다.

4) 선○○, 여성, 인디밴드 뮤지션, 2018년 7월 8일 합정역 연

습실에서 인터뷰 하였음. 

5) 이전의 홍대앞은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때문에 예술가 중심의 살롱문화가 각각의 공

간에서 형성되었다(이○○, 남성, 40대, 문화 활동가, 2017

년 8월 17일 땡땡거리 내의 카페에서 인터뷰 하였음). 

6) 문화 활동가, 주변 상인, 주민이 홍대앞의 주요 주체로서 서

로를 인정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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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40대, 미술가 및 카페 운영, 2017년 9월 1일 홍대앞 카

페에서 인터뷰 하였음).  

7) 인터뷰 대상자 정보는 위와 같음(서울역사박물관, 2017; 

295). 

8) 2000년대의 홍대앞 공간적 특징에 대해 이무용(2005;211)

은 “홍대 앞의 공간정체성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창조성과 

실험성을 주테마로 하는 비주류 미술과 음악”이며, 이러한 

공간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홍대지역은 서로 다른 분

위기를 지닌 네 개의 역사적·상징적 공간들이 꼴라주처럼 

중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였다고 하였다. 미술관련

공간, 고급카페공간, 언더그러운드 클럽문화공간, 문화전

문직종의 사무공간에 해당한다. 

9) <상수어슬렁페스티벌> 경우는 제비다방(취한다방), 동그

라미문구, CTR 회의실, GS25 상수홍대점, Wave, 탐라식

당, 장싸롱, 이리카페, 어쿠스틱갤러리, 그문화다방, 무대

륙, 명성이발관, 엘리펀트아트, 슬런치팩토리 등 상수동 카

페 골목에 있는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축제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스타백일장, 화양사진관, 전시, 골

목 영화상영, 인디뮤지션 버스킹, 스트리트 요가, 평상보드 

게임, 타투 및 헤나, 어슬렁 달리기 등이 열렸다. 

10) 다양한 형식의 버스킹을 관람한 결과, 다수의 공연자들은 

공연을 하는 과정 혹은 마무리 된 상태에서 관객들에게 본

인의 공연을 해시태그(#)로 홍보해달라는 대화를 이끌어나

가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홍대

앞은 다른 곳과 다르게 함께 즐겨주는 사람들이 많아 버스

킹을 하기에 유용한 공간이라 설명하였다(홍○○, 여성, 10

대, 버스킹 참여자, 2019년 5월 25일 홍대앞 놀이터에서 인

터뷰 하였음). 

11) 홍대앞 문화를 지속해나가는 활동들에는 다수의 홍대앞 

관련 포럼이 있다. 당인리문화발전소 활용방안에 대한 주

민 제안회(2010), 외국인들이 바라본 홍대앞 문화에 관한 

토론회(2010), 당인리발전소 과연 문화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가(2010), 홍대앞 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0), 홍대앞 문화활성화를 위한 난장토론회(2010), 문

화공원 조성 관련 간담회(2015), 마포로컬리스트 컨퍼런스

(2016), 인디페스티벌 긴급토론회(2017), 홍대앞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17) 등이 있다. 

12) 홍익대학교 재학 중인 인터뷰 대상자는 홍대앞은 학교 앞 

거리일 뿐이라며, 가속화되고 있는 상업화에 비판적인 목

소리를 제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리 미술전>은 홍익

대학교 학생들이 홍대앞 주체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 인식

하고 있었다(이○○, 여성, 20대, 홍익대학교 학생, 2018년 

1월 13일 홍대앞 카페에서 인터뷰 하였음). 

13)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모색하고자 하는 주체

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

야의 창작, 공유,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기대하

고 있었다(홍○○, 남성, 30대, 카페 운영, 2017년 8월 25일 

홍대앞 카페; 김○○, 여성, 복합문화공간 운영, 2017년 8

월 24일 홍대앞 카페에서 인터뷰 하였음). 

14) 김○○, 남성, 40대, 복합문화공간 운영, 2017년 8월 17일 

홍대앞 복합문화공간에서 인터뷰 하였음(서울역사박물관, 

2017;299). 

15) 새롭게 유입되는 주체들은 홍대앞에서의 관계망을 통해 

분야 및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남○○, 여성, 30대, 독립서점 관계자, 2018년 7월 8일 홍

대앞 카페; 유○○, 여성, 20대, 작가, 2018년 7월 22일 홍

대앞 카페, 이○○, 여성, 20대, 디자이너; 2019년 1월 23일 

홍대앞 카페 작업실에서 인터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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