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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장소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대상으로 장소 만들기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나아가서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방천시

장과 신천대로 옹벽 사이의 골목길은 김광석 컨셉에 착안한 약 10여 년간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김광석의 

추모공간이자 예술문화공간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의 지나친 관광명소화로 기존의 장소

성이 약화된 반면에 문화상업공간의 특성이 강화되면서 장소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성의 변화는 새롭

게 형성되기 시작한 커뮤니티의 해체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존 커뮤니티의 역량 및 내재된 사회자본과 장소자산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내생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도시재생, 장소 만들기, 장소성, 내생적 거버넌스,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rocess of place-making, to define the role and interrelationship 
of the subjects and to analyze the placeness of the ‘Kim Gwang-seok Roa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rtificial place-making. Through a 10-year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the concept of Kim 
Gwang-seok, the alleyway between Bangcheon Market and the retaining wall of Sincheon-daero has been 
embedded as a memorial space for Kim Gwang-seok and an cultural art space. However, the existing 
placeness has weakened as the result of the excessive tourism in the late 2010s,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ommercial space has strengthened. This change in place has prompted community disintegration, 
which has caused the loss of moment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endogenous governance to expand and reproduce existing community capabilities, 
embedded social capital and place assets in new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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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오늘날의 도시공간은 대규모 상업적 개발과정에서 각 

도시 혹은 도시의 부분 공간은 각각의 정체성을 박탈당하

고 규격화 되고 동질적 경관으로 전환되어, 결국은 독자

적인 장소로서의 의미, 즉 장소성(placeness)을 상실하

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Edward Relph(2007)는 이를 

“무장소(placelessness)”로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는 급격한 산업 재구조화와 그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 해

결을 위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종전의 재개발 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노후된 도심 및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생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병민, 2016). 

그러나 도시재생도 지나치게 세련된 경관과 기능성, 경

제성 등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삶터로서의 역사와 문화

가 배어있는 장소 혹은 장소성이 도외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유하나, 2019). 그 결과 성공적인 도시재생

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된 지역의 경우도 주민들의 소음공

해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불만, 외부자본에 의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과 같은 상업 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가와 임대료 상승 그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과 

공동체 해체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권

경희, 2018). 즉 근대도시의 장소성 회복을 목표로 추진

되어온 도시재생 사업이 또 다른 무장소성의 동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지역정체

성 혹은 장소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장소성이란 원래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소 및 장소성은 단지 자연

적인 과정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정 불변하는 존재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내재적인 속성의 발현을 전략적이고 인위적으로 촉진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Relph, 2016). 

또한 장소성은 그 지역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역

만의 특성을 형성시켜 경제적 발전 및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남휘⋅최창규, 2011) 지역발전 정책의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소의 상품

화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장소 및 장소성 그 자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소성은 결과적이고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장소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역동적 성격을 

가지기(어정연⋅여홍구, 2010) 때문에 장소성 연구는 장

소성의 그 자체의 해명뿐만 아니라 장소성 형성 내지 장

소성 만들기 과정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분석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인위적인 장소 및 장소성 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대상으로 장소 만들기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나아가서 장소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된 자료는 이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와 사업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비롯한 문헌자료1) 외

에 현지답사2)와 관계자들의 심층면담조사3) 결과이다.

2) 연구대상지역의 개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50길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다. 이 길은 역사성을 

가진 공식적인 지명이 아니라, 대구시 중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장소이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

와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길은 문전성시 사업 이전에는 신천대로와 방천시장 

및 쇠락한 주택지 사이의 약 높이 3m, 길이 350m의 

시멘트 옹벽길로 통행인이 거의 없는 슬럼화 된 공간으

로, 주로 시장 및 일반 가정의 집기나 쓰레기 하치장과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김유신, 2019). 그러나 2010년 

10월에 약 90m의 시멘트 옹벽에 김광석을 주제로 한 

17점의 벽화를 완성하고, 같은 해 11월 20일 중구청이 

‘김광석 벽화거리’ 개막식을 거행함으로서 ‘김광석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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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기 길’이 공식화 되었다. 그 후 문전성시 사업이 종료

된 2012에서 2013년에 걸쳐 기존벽화의 보수 및 정비와 

함께 벽화는 110m로 확대 되었고, 2014년8월∼10월에 

걸쳐 근대골목 활성화 사업비 5천만 원의 벽화리뉴얼사

업으로 총 350m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김광석 열풍’을 

계기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중구청은 ‘김광석 다시 그리

기 길’의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다. 그 결과 김광석과 관련된 각종 상징조형물과 공공 

편의시설과 카페와 소품샵, 오락시설 등의 상업시설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주말이면 평균 5,000명 이상의 관광객

이 방문하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

다(그림 1).

2. 이론적 논의와 연구 동향

1)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과 성격

장소는 일정한 공간 내에서 인간이나 사물에 의해 한

정된 지리적 범위로, 일상생활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지

칭한다. 장소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1970년대 Yi-Fu 

Tuan, Edward Relph 등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인간이 장소를 

기반으로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장소와

의 관계, 인간의 장소에 대한 의미부여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장소 만들기 등을 강조하였다(이재하, 2018). 이러

한 장소는 다른 장소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

러한 총체적 특성을 장소성(placeness)이라 할 수 있다. 

장소성은 장소가 지녀야할 본성부터 장소가 갖는 물리

적⋅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이 갖는 느낌과 

반응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

라 그 장소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인간들의 문화정

체성 등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철우 외, 2005). 

장소성은 ‘장소감(sense of place)’과 구분되어 사용

되기도 하지만 혼용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에 장소 

만들기(place making)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sense of place’는 장소성으로 번역되었다. ‘진솔한 장

소 만들기(authentic place making)’란 어느 장소에 대

한 감정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형성되고, 그러한 복합적인 장소의 체험에 의하여 부각

되며,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Edward Relph(1976)의 논

리를 기반으로 ‘sense of place’는 장소성으로 명명되었

다(이규목, 1995). 또한 공윤경(2010)은 어떤 장소가 여

러 인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한 찾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림 1. 김광석길 전경

자료: 필자 촬영(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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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느끼게 하고 활력과 생동감을 주는 것은 그 장소

가 다른 장소가 지니지 못하는 특유의 분위기, 즉 장소성

(sense of place)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장

소성은 개인과 집단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는 지각적 

혹은 인식적인 의미나 의식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물리적 

및 기능적 특성까지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으로 보고, 이

는 ‘sense of place’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이재하, 

2018). 반면에 ‘sense of place’를 ‘장소감’으로 명명하

고 장소성(placeness)과 구분한 경우도 있다. 한국지리

연구회(2006)에서는 장소감(sense of place)을 “상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념할만한 또는 특이한 어떤 장소 

자체의 성격,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공감하고 있는 다수의 인간들이 그 장소에 대하여 

갖은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장소감은 특정 입지와 기존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연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장소감이란 특정 물리적⋅사회적 주변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인간의 특별한 경험이자 그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반응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장소성은 

한 장소가 인간의 실용적 국면, 개인의 자각적 국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니는 실존적 국면에 제대로 부합함으로

써 진솔성을 확보하고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을 유발하

여 진솔한 장소감과 장소정신이 형성된 총체적 특질로 

정의된다(이석환⋅황기원, 1997).

한편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Anderson, 2010). 장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곳에

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들의 경험과 이해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박배균, 2010). 장소에 새롭

게 남겨지는 흔적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흔적들, 또는 더 

오래된 흔적들에 반응하며 재생산되면서 그 장소의 의미

와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그 장소를 규정하는 장

소성 또한 변화할 수 있다. 장소성도 유지되거나 소멸될 

수 있고, 발굴될 수도 있고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다(유하

나, 2018). 종합하면 장소는 인간의 눈과 마음, 태도와 

가치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간이 공간에 대해 체

험을 통해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장소가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고, 장소성은 이러

한 장소의 본질, 구체적으로 장소가 지니는 의미로, 인간

의 체험을 통해 나타난 자연⋅인문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소성은 환경에 대한 반복

적 경험을 통해 인지된 특성으로, 인간이 체험을 통해 

공간에 느끼게 되는 애착이자, 그 장소의 고유하면서 동

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최

막중⋅김미옥, 2001; 백선혜,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을 타 공간과 구별되는 특

정 공간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체험을 통한 공통적 인식

에 주목하여 장소감과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

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장소와 장소성 만들기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일반적으로 장소 형성 혹은 장소 만들기란 우리 모두

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

을 갖게 되는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

된다(Relph, 2016). 또한 Harvey(1996)은 장소란 고정

된 실체가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만들어지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장소 생산(place production)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공공장소 프로젝트(Project for Public Spaces)

센터4)(2013)는, 장소 만들기를 이웃, 도시 또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아이디어이자 실용적이 도구로, 

인간들이 장소를 정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에 주의하면서 장소의 활용을 창

조적이고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장소성 만들기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장소성 형성의 

요소로 시간과 가시성을 제시한 Tuan(197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특정 공간에서 인간의 경험이 반복적으

로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특정 요소가 가시화되고, 그로 

인해 인간이 참여, 체험하며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주장

하였다. Steele(1981) 역시 장소성 형성의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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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환경과 인간의 

심리학적 요인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장소성이 형성된다

고 주장하였다. 특히 권윤구(2013)는 장소성을 환경에 

대한 일련의 인간의 무의식적 반응 패턴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장소성의 기본은 인간과 환경 간의 독

특한 분위기, 물리적 특성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기능을 지닌 장소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

는 의미와 가치로 보았다. 따라서 장소성의 형성의 인위

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백선혜(2004) 역시 장

소의 여러 요소들 중 극적인 요소가 선택되고 가시성을 

획득하면, 인간이 이를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함으로

써 장소성이 형성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이

러한 장소성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될 수도 있지만 인위적

으로도 만들 수 있으며, 장소 혹은 장소성은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장소마케팅 전

략의 관점에서 지역축제를 사례로 장소 만들기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외 장소마케팅에 관한 연구로는 김시

중⋅은영정(2009)의 장소마케팅이 외래관광객의 만족

도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강림

(2006)은 장소 만들기를 도시 내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물리적 공간에 인간의 의미와 경험을 부여할 수 있는 장

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범훈⋅김경배(2010)도 

공간⋅시간이라는 요소 외에 인간의 활동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김연경⋅이무용

(2015)은 광주 예술의 거리를 사례로 장소성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장소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유하나(2019)

도 대구 근대골목 도시재생사업을 사례로 장소성 만들기

의 과정을 분석하였고, 김유신(2019)은 인류학적 관점에

서 김광석길의 장소성 창출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외 장

소자산에 관한 연구로는 유하나(2018), 정광중⋅강성기

(2013), 정주희⋅이병민(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장소 및 장소성에 관한 연구 동향을 통해 최근 

도시재생의 영향으로 장소성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위

적인 장소성 만들기가 지역발전의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

고 있다. 그 원인은 장소가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증진과 많은 인간들의 이용 및 방문을 통한 도시 활성

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요구(이범

훈⋅김경배, 2010)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장소를 단순

히 상품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유성과 매력성이 분명한 

장소성 그 자체의 의미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 과정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장기간에 걸친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장소가 아니라 2010년대 이후 장

소 만들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된 것이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특정 공간의 물리적 실체와 인간의 행

위가 결합되어 그 공간만의 독특한 의미를 장소로 만들어

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성 창출 메카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는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사업)’5)에 기반한 대구시 중구의 도

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본격화 되었다. 따라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 과정은 문전성시 사업 

추진기간과 그 이후의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문전성시 사업기간의 장소 만들기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2009년 대구 최초 공공미술프로

젝트라고 할 수 있는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2009.2∼

2009.6)의 성과를 바탕으로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7)

을 지원하여 선정됨으로써 3차에 걸쳐 방천시장의 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차 사업

(2010.6∼2011.3)부터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차 사업에는 ‘방천 

릴레이 리뉴얼’사업으로 “316m의 방천길에 방천시장의 

역사이야기, 상인들 이야기의 스토리텔링화를 통한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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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즉 ‘이야기가 있는 벽’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

다. 그러나 계획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정되

지 않았다. 당시 옹벽과 옹벽길은 슬럼화된 공간으로 방

치된 상태였다고 한다.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와 문전

성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착한 예술가, 시장상인, 주민

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옹벽의 벽화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벽화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관련 

주체들의 성향에 따라 매우 상이하였던 관계로 약 3개월

에 걸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김광석 벽화조성’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체는 김

○○와 정○○를 비롯한 입주 예술가들이었다. 

2010년 10월에 주로 시장 및 일반 가정의 집기나 쓰레

기 하치장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던 슬럼화 된 옹벽길을 

상인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고, 대학(원)생 그리

고 주민과 상인들의 협조와 공동 작업을 통해 약 90m의 

시멘트 옹벽에 17점의 벽화를 완성하였다(김유신, 2019). 

이에 중구청은 11월 20일 ‘김광석 벽화거리’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장소 

만들기를 공식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5∼12월에 

걸친 방천시장문전성시 3차 사업의 ‘김광석 길 벽화 추가

조성’사업으로 ‘김광석 벽화거리’는 150m로 확장되었다

(그림 2).

2) 문전성시 사업 이후

김광석길을 포함한 방천시장 일대는 문전성시 사업 

종료 이후에는 입주 예술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지면

서 많은 이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입주 예술가에 

의하면 김광석길을 포함한 방천시장 도시재생사업에도 

불구하고, 당초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라

는 목표와는 달리 이 지역은 여전히 쇠락한 전통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관광객도 거의 없는 조용하고 

소박하여 예술가의 창작에 적절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에 2012년 4월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은 예술가와 

상인 그리고 대봉1동장 등 10여명이 ‘방천문화예술협회

(Bangchun Art & Culture Association)를 설립하고 

김광석길을 포함한 방천시장 일대에서 갤러리, 청년 아

트마켓, 문화마을 축제 등의 활동을 통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문화예술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런데 ‘김광석 탄생 50주년’을 한해 앞둔 2013년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이른바 전국적인 ‘김광석 열풍’(표 1)으로 

김광석길이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객의 증가로 일대 분위

기가 급변하였다. 

그림 2.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모티브로 한 벽화

자료: 필자 촬영(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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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구청은 대구근대골목 관광활성화 사업의 스토

리텔링 및 디자인 마스터플랜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의 관광인프라 확장을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김광석길에 

대한 시설투자를 시작하였다(홍인표, 2017). 구체적으로 

2013년의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에서 김광석길로 이

어지는 골목입구에 김광석 동상과 쌈지공원을 조성을 시

작으로 야외공연장, 공영주치장, 공중화장실 그리고 통

기타 모양의 공용 벤치 설치 등 김광석을 상징하는 조형

물(그림 3)뿐만 아니라 2017년의 김광석의 노래와 유품, 

콘서트 영상의 전시 및 체험공간인 ‘김광석 스토리하우

스’8)(그림 4)를 건립함으로써 ‘포크가수 김광석’의 이미

지를 강화하였다(표 2). 또한 노후화된 김광석길 벽화 

구분 시기 내용

TV
프로그램

2012.09. Mnet <슈퍼스타K 4> 참가자가 부른 ‘먼지가 되어’

2013.01. MBC <라디오 스타> ‘김광석의 친구들’ 특집 방영

2013.04. MBC <무한도전> 뮤지컬 특집 ‘그날들’

2013.06.
Mnet <보이스코리아2> ‘사랑했지만’ 노래 방영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 전국 투어

2013.07. KBS 2TV <불후의 명곡> ‘영원한 전설’ 특집 방영

2013.08. MBC <다큐스페셜> ‘故 김광석의 삶’

2013.11. tvN <응답하라1994> 삼풍백화점 관련 김광석 콘서트 영상 방영

2013.12. JTBC <히든싱어2> 김광석편 방영

언론

보도

2013.06. MBC 뉴스 “거리 벽화로 故김광석 추모…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2013.07. 국민일보 “근대로 가는 시간여행… ‘김광석 길’엔 7080낭만이”

2013.10. 동아일보 “그가 그리우면 방천시장으로 오세요

2014.02. 영남일보 “‘김광석 신드롬’ 그 현장을 찾아서”

* 자료: 김유신(2019)을 참조로 필자 재작성

표 1. 김광석 관련 TV 프로그램과 언론보도 사례

그림 3. 기타모양 벤치

자료: 필자 촬영(2020.06.07.)

 

그림 4.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자료: 필자 촬영(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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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사업9)으로 김광석의 노래와 삶을 테마로 한 벽화

가 350m로 확장되었다. 특히 이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

서 예술가와 중구청의 협의를 거쳐 2010년 이후 사용되

어 왔던 김광석길 대신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정식명칭을 확정⋅채택하였다.

이러한 ‘김광석 열풍’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장소마케팅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

이 증가(표 3)함에 따라 카페, 분식점, 주점, 소품점, 오락

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판매점 등 다양한 상업시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중구청은 관광산업

의 활성화와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방천

문화예술협회와 ‘대봉문화마을협의회’와 같은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조직과 지원, 김광석 투어버스의 운영 등으

로 김광석의 삶과 노래라는 콘텐츠를 ‘김광석 다시 그리

기 길’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나아가서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여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박순호, 2020).

4.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 주체들의 역할과 관계

이러한 장소 만들기 과정에서 그 주체들의 역할에 따

라 장소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주

체들의 역할 및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는 장소성을 읽어내

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의 핵심주체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예술가, 상인과 주민 그리고 관광

객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중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책주도의 

인위적 장소 만들기의 경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금액

2013.07∼2013.10 김광석길 쌈지공원 조성 18

2013.07∼2013.10 김광석길 동상 설치 20

2014.06∼2014.12 김광석길 골목방송국 설치 100

2013.10∼2015.01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 50

2014.06∼2014.12 김광석길 야외공연장 조성 151

2014.10∼2014.11 공원 화장실 조성 61

2015.06∼2017.05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건립 530

2017.01∼2018.03 김광석길 공용주차장 신축 4,500

2017.02∼2017.10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신축 681

*자료: 대구 중구청 문화진흥과 내부자료

표 2. 김광석길 관련사업 추진내역 

(단위: 백만 원)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방문객 수 244,650 841,838 1,000,329 1,460,026 1,515,308 1,400,788

 * 2014년: 김광석 탄생 50주년

 * 2016년: 김광석 사망 20주년

 *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tour.go.kr/)

표 3. 김광석 길의 내국인 방문객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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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중구청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의 

계기가 된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와 ‘방천시장 문전성

시 사업’을 예술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기획하

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한 핵심주체이다. 이들 사업

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신천대로 옹벽의 ‘김광석 벽화조

성’이라는 콘텐츠를 둘러싼 예술가, 시장상인, 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함으로써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장소 만들기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특히 시장상인, 주민과 일부 예술가

들의 적지 않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김광석이라는 인물이 가진 서정성과 스토리

성에 공감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전성시 사업

이 끝난 이후에도 김광석 열풍에 힘입어 관광객이 급격하

게 증가하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본격적

인 장소 만들기를 위한 각종 시설 및 조형물 설치를 비롯

한 하드웨어와 김광석 노래대회, 버스킹과 오페라 축제 

등의 이벤트의 핵심 혹은 공동주체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

여 왔다. 또한 방천문화예술협회와 ‘대봉문화마을협의

회’와 같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조직과 지원, 김광석 투

어버스의 운영 등으로 김광석의 삶과 노래라는 콘텐츠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나아가서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여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관광자원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가상승과 공동체 해체 그리고 그에 따른 젠트리피케이

션을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비판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

을 면하기 어려운 주체이기도 하다. 

2) 예술가(단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장소성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체는 예술가이다. 이들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장소 만들기의 계기가 되었던 방천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했던 그룹과 문전성시 사업 종료 후 

입주한 그룹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문전성시 2차 사업이 

진행되던 2010년 당시 옹벽을 김광석이라는 콘텐츠의 

벽화를 기획하고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김광석이라는 콘텐츠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정적이었던 타 주체들을 설득하고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협조로 직접 벽화작업에 참여하였다. 이 과

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수의 예술가들은 문전성

시 사업 종료 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후자는 2013년

의 ‘김광석 열풍’에 따른 김광석 팬을 비롯한 늘어나는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협력과 견제 기능을 수행

하였다. 특히 이들은 중구청의 지원으로 방천문화예술협

회와 같은 지역예술인 단체를 결성하고 ‘김광석상’ 제정

과 소극장 건립 제안 등을 통한 ‘김광석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면서도 갤러리 전시와 아트마켓 등 김광석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는 콘텐츠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 유

도, 나아가서 그들의 불편사항의 해소에도 적극적인 역

할10)을 수행함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하였다. 이들 외에 

예술가 그룹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체가 통기타 하나만을 

메고 홀로 서서 무대를 꽉 채우던 김광석과 같은 바로 

버스커들이다. 이들은 김광석의 노래를 주된 레퍼토리로 

통기타 반주의 서정적인 노래와 1980∼1990년대의 대중

가요를 중심으로 쌈지공원 야외벤치를 비롯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곳곳에서 공연을 한다. 이들의 버스킹은 

김광석의 동상과 벽화와 동상 주위의 카페와 갤러리 등의 

경관들과 어우러져 지며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만의 

고유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주민과 상인

2010년대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 이전의 이 지역은 

‘노후화된 소규모 동네시장’인 방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 속의 고립적인 서민 주거지역인 일종의 산업지역사

회(industrial community)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대구 최초의 공공미술프로젝트인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

트’와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에는 방천시장 상인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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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시장상인과 예술

가의 요구 어느 것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김유신, 2019) 문전성시 사업 종료 후 도

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장소 만들

기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

다. 반면에 2013년부터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중심

으로 카페와 갤러리, 프랜차이즈 판매점, 소품샵, 오락시

설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급격한 

임대료 및 지가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타 지역으로 이

주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유동인구는 자본력을 가진 

외부상인에게는 매력적인 입지요인이었다. 특히 젊은 층

에게 매력적인 ‘감성’을 키워드로 하는 음식점과 카페, 

사진관 등이 새롭게 증가하였다. 이들 상인들은 김광석

과 관련된 추억이나 향수를 자극하는 방식11) 외에 단순한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보다 세련된 인테리어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분위기 형성

과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업시설

의 증가는 대구의 관광명소화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개

성이 없는 평범한 상업공간으로 변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4) 소비자

특정 문화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소비자는 생산적 소비자(prosumer)

라는 점에서 장소성 형성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장소의 소비자

인 관광객(내방 소비자)은 크게 ①넓은 의미의 김광석 

팬(팬카페 회원 및 개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과 ②김

광석과는 상관없이 이 장소의 문화 및 상업시설을 관광대

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김광석이라는 인간과 그의 노래에 대한 그리움

과 향유를 위해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장소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김광석과 관련된 경관과 공연 그리

고 전시 등의 퍼포먼스의 소비자이다. 물론 이들은 김광

석 열풍을 계기로 이 장소의 핵심적 소비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이들은 김광석의 생일과 기일이 있

는 1월이면 서울의 대학로와 이곳에서 김광석 추모행사

를 주도함으로써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후자는 김광석에 대한 추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SNS, 블로그,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진 관광지인 ‘김광석 다시 그리

기 길’을 방문하거나 이곳의 분위기와 오락 및 상업시설

의 이용을 목적으로 찾는 내방 소비자이다. 물론 이들도 

김광석 벽화와 동상 등을 포함한 각종 경관과 버스킹과 

뮤지컬 그리고 지역축제 등의 퍼포먼스를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최근 SNS를 통하여 이른바 ‘핫플

(hot-place)’ 자체를 소비하는 목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카페를 비롯한 식음료가게 및 갤러리 

전시, 포토존 등과 같은 개별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동시

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다수의 

네티즌과 공유함으로서 소비자인 동시에 장소마케터

(place marketer)로서, 상인과 더불어 장소성 형성에 

일조하였다. 

5) 장소 만들기 주체 간의 관계

이상의 각각의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들 주체들 간의 협력과 견제, 연대와 갈등이라는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

주도의 인위적 장소 만들기의 경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자체와 김광석이라는 콘텐츠를 장소성에 체화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예술가는 가장 긴밀한 네트워

크를 형성하면서 타 주체들 간 네트워크체계의 허브기능

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는 대구 출

신이기는 하지만 방천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김광석이라는 대중가요 가수를 문전성시 사업의 핵심 콘

텐츠화를 두고 초기에는 갈등을 겪기도 했다. 또한 이들

은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응하려는 중구청의 벽화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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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야외공연장과 소극장 건립을 두고도 갈등을 빚기

도 했다(매일신문, 2017.09.04.). 뿐만 아니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긴장관계가 지속되

고 있다. 물론 모든 예술가들이 지자체와 갈등관계에 있

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지역상인 및 공무원들과 연대

하여 문화예술인협회를 조직하고 지역축제를 비롯한 예

술 활동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예술가(단체)와 시장상인⋅주민과의 관계에 있

어서는, 대구 최초의 공공미술프로젝트인 ‘별의별 별시

장 프로젝트’와 문전성시 사업은 시장상인과 입주 예술가

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문화예술장터로의 전환을 목표

로 한 프로젝트였던 관계로 기획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물론 시멘트 옹벽

의 벽화 소재를 두고 견해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들은 이들의 설득과 협력을 통해 ‘김광석 벽화’사

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김광석 다시 그

리기 길’의 관광상품화를 중심으로 예술가, 시장상인 그

리고 지역주민들 상호간에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연대 

등의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방천시장 상인들과는 달

리 카페와 음식점, 소품샵 등의 각종 상업시설을 운영하

는 상가상인들은 버스커들과의 협력을 통해 김광석의 음

악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에 공연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고통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과 임대료 상승과 지나친 상업화에 반대하는 예술가

들은 연대하여 상시적인 공연과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 소극장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결국은 대형 야외

공연장 건립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김광석과 ‘김

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제한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

춘 재생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주민

들과 방천시장상인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방천문화

마을축제와 방천골목 오페라축제 등 주민참여축제를 개

최함으로써 문화예술거리로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이상의 핵심주체간의 관계 외에 당초 중구청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문전성시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시

장상인과 주민들은 지나친 관광명소화로 방천시장의 쇠

퇴와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지자체와 갈등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 또한 광의의 김광석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 

소비자와 지자체 간, 시장 및 유입 상인 간 그리고 예술가 

상호간의 견제와 갈등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장소성을 약화 혹은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의 

하나이다. 

5.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성 분석

지표상의 특정 공간의 물리적 실체와 인간의 행위가 

결합되어 그 공간만의 독특한 의미를 가진 장소, 즉 ‘김광

석 다시 그리기 길’ 만들기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소성이 

창출되는 메카니즘을 파악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기

초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장소성 컨셉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설정되었는가를 재정리하고, 둘째, 

이러한 장소성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컨셉의 제안 배경

과 뿌리내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오늘날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거리이자 가수의 이름을 단 국내 최초의 관광명

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김광석

과 그 음악’이라는 장소성 컨셉의 설정과 그 뿌리내림

(embaddedness)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중 가수 ‘김광석’이라는 컨셉은 이 공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직의 구성원

들 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순조롭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 소수의 입주 예술가들이 제안하였고, 그 후 최종적

으로 선정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먼저 컨셉 

제안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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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방천시장 문전성시 2차 사업에는 방천시장을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라톤코스 주요지점

으로 선정하고, 현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 해당하

는 시멘트 옹벽길을 방천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있는 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

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컨셉도 설정

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기획단 회의에서는 벽화 조

성 여부, 벽화의 소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

을 거듭하던 중 방천시장에 입주하고 있었던 예술가들은 

김광석의 삶과 서정적인 노래가 예술작품화에 매우 적절

하다는데 공감하고 김광석 벽화를 제안하였다. 중구청과 

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제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술가

들은 합리적 대안이 없다는 것을 구실로 자체회의를 통해 

‘김광석벽화’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주체들을 설

득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1개월에 걸쳐 90m의 시멘트 

옹벽에 17점의 벽화를 완성하였다. 이에 중구청이 11월 

20일 ‘김광석 벽화거리’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김광석이라는 컨셉이 공식화 되었다.

2)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성에 대한 

해석

일반적으로 장소성 연구의 핵심과제는 장소성의 일반

성(일반적 법칙)을 도출하기 보다는 특정 장소의 장소성

을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장소 만들기 

과정과 관련주체들의 역할 그리고 김광석 컨셉의 배경과 

뿌린내림에 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김광석 다시 그리

기 길’의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dward Relph(2007)가 특정 공간은 나름의 고유한 

명칭을 갖게 됨으로써 장소가 된다고 지적하였듯이, ‘김

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성도 그 명칭에 매우 함축적

으로 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그리기�는 ‘(김광석 

벽화를) 그리다(draw)’와 ‘(김광석을) 그리워하다(miss)’

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대구광역시 중구, 2020). 

먼저, ‘(김광석 벽화를) 그리다(draw)’는 의미는 

2009년 중구청이 방천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예술가를 

입주시켜 전통시장과 예술가들의 공생을 도모하려는 목

적으로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문전성시 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입주 예술가들이 대구출신이자 1990년

대 아이콘으로 재생산 된 김광석을 벽화의 소재로 선택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들은 이 거리를 당시 건축과 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에서 음악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제

대로 된 종합 예술창작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의지에서 제

안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013년부터 불기 시작한 김광석 열풍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중구청이 관련 주체들의 협력으

로 김광석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웃는 모습과 

노랫말 등의 벽화 그리기(draw) 등을 통해 기존의 건축 

및 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에 김광석의 음악이라는 콘텐츠

가 더해지면서 문화예술공간(cultural art space)의 

장소성이 형성하게 되었다. 동시에 김광석의 노래와 

유품, 콘서트 영상 등의 전시⋅기념관인 스토리하우스

(http://www.kksstory.house/ko)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와 ‘김광석 노래부르기 대회’, 김광석의 생

일과 기일이 있는 1월의 추모행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그림 5.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의 장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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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 개최되면서 서울 대학로의 소극장 학전블루와 

김광석의 위패를 있는 청광사와 더불어 김광석을 그리워

하는(miss) 우리나라 3대 추모 공간(memorial space)

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김광석 추모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이 강화되면서 

그의 팬클럽을 비롯해서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 대중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

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 갤러리, 음식점, 소품샵 그리고 

199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문방구점, 옛 교복 대여점

과 사진관 등의 문화관련 상업 시설이 입지하였다. 이들 

입주상인들도 대부분 김광석의 사진과 캐릭터, 그를 연

상시키는 각종 조형물로 실내장식에 활용하고 라이브 공

연, 노래와 영상의 재현 등을 통하여 김광석 추모공간이

라는 장소성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장소성이 

뿌리내리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관광객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중구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야외공연장과 쌈지공

원 조성을 통한 버스킹을 포함한 각종 이벤트와 벽화거리

의 확장 나아가서 김광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천아트페

스티발, 방천골목오페라축제, 방천문화마을 축제와 같은 

각종 문화 이벤트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명소화

를 추진하였다. 이에 편승하여 대형 프랜차이즈를 비롯

한 외부 상업자본 뿐만 아니라 역내 자본력을 가진 입주 

상인들의 무분별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점포확장

과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문화

예술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은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외국퓨전음식점을 비롯

한 식당과 주점, 일상생활용품 소품샵 그리고 오락실 등

과 같은 상업적 편의시설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상업공간

(cultural commercial space)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를 통하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각종 편의시설과 버스킹과 

같은 이벤트가 널리 알려지면서 단순히 이를 향유할 목적

의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즐기고 통과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와 즐거움을 찾아 머무르면서 힐링하는 공간

이자 문화적 가치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소통공간으로서

의 역할과 의의가 약화되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방천시장과 신천대로 옹

벽 사이의 골목길이 김광석이라는 컨셉하에 약 10여년에 

걸친 장소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김광석의 추모공간인 

동시에 예술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010년대 중반의 중구청과 상업자본과의 암묵

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관광화로 문화상업공간으로의 성

격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추모공간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서의 장소성이 약화되었다. 

물론 장소성은 그 형성주체와 장소간의 교호작용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 만들기 과정을 통해 막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문

화예술지역사회(cultural art community)가 해체되면

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국내 최초로 음유가객을 주

제로 한 거리로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된 ‘김광

석 다시그리기 길’이라는 장소는 그 정체성 변화와 더불

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김광석의 음악을 비롯한 창작활동에 적극적인 예술가와 

콘텐츠 기획가, 이곳의 장소성을 자산으로 하는 상인과 

주민, 그리고 김광석 펜클럽 회원과 버스커를 비롯한 방

문객이 있다.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관광명소화에 열성적

인 중구청을 비롯한 지자체의 의지가 소진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매력적인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역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소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각심, 그리고 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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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관련 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의 사업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내생적이고 공동체적 거버넌스의 구축

이 전제된다. 왜냐하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성

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관 주도의 과도한 관광명소

화 사업으로 관련 주체 간의 갈등과 이탈에 따른 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지속가능한 내생적 도시재생의 동력을 상

실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적 요인은 장소 만들기 사업의 

기획과 추진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평적이고 민주

적인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

가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 만들기는 방천시장 

상인을 포함한 관련 주체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의 도시재생에서는 주민 참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

지 않았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관주도

의 사업은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커뮤니티의 역량과 내재

된 사회자본과 장소자산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추진체계, 즉 거버넌스 구축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향후 연구과제

로 장소 만들기와 장소성 분석의 지평확대를 위한 경제지

리학적 분석틀을 정립⋅제시하고자 한다. 

주

 1) 대표적인 문헌자료는 이주현(2012), 김유신(2019)과 최

연우·김철영(2019)의 논문과 2009 방천시장 예술프로젝

트 추진계획(2009), 방천시장 문전성시 2차 사업 실행

계획(2010),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성과자료(2011), 방

천시장 문전성시 사업결과보고서(2011), 중구 구정주요

사업백서(2016),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자료(2020) 등

의 중구청 내부자료이다.

 2) 필자는 당초 방천시장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도

시재생에 대한 연구(2020)의 일환으로 현지답사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장소성에 

대한 본격적인 현지답사는 김광석 열풍을 계기로 본격

적으로 추진된 관광명소화로 기존의 장소성이 변화하

는 2010년대 중반이후에 비 주기적으로, 예술가상인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방형 면담과 지도

화 작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3) 심층면담조사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를 비롯

한 예술가 그리고 예술가 상인들이다. 개인정보를 노

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심

층면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4) 공공장소 프로젝트 센터는 1975년에 설립된 공공장소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센터로, 소규모 도시공간의 강

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공장소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다

양한 국가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장소 만들기에 관한 실행 및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https://www.pps.org/).

 5) 문전성시 사업은 2008년에 제정된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해서 문화산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문

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

성화 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2010)으로 한 사업이다. 

그 목적은 첫째, 전통시장에 대한 문화마케팅적 접근

으로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며 둘째, 지역문

화공간으로서 전통시장 활용을 통한 주민의 문화향수

를 확대하고 셋째, 전통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기

반으로 한 관광적 활용가치 증대 등이다(류다혜, 2012).

 6)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는 대구시 중구가 2011년 세

계육상경기대회의 마라톤코스의 일부인 방천시장의 환

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침체된 방천시장의 빈 상가를 

지역 작가들의 예술창작공간 제공과 시장환경개선을 

시도한 예술프로젝트로 예술가와 상인 일촌 맺기. 시

장나들이 마중길 만들기, 주말 야시장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대봉문화마을협의회 홈페이지). 이 프로젝

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사업 선정을 통한 본

격적인 도시재생사업과 ‘김광석 그리기 길’ 탄생의 계기

가 되었다. 

 7) 방천시장 문정성시사업은 ‘전통시장에 상인, 예술가상

인,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시장

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더 

나 아가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대구도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함’을 목적(대구광역시 중구청 문

화관광과, 2009)으로 하였다. 총 18팀이 참여하여 상인·

예술가 동참형 시장활성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적 환경 조성, 시장고유의 전통을 활용한 마

케팅, 이야기가 있는 시장환경조성 사업과 상인교육프

로그램 운영 등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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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11.12). 총 사업비는 6억9천5백만원이며, 

(사)한국건축가협회 대구시지회가 주관하고, 대상지역

은 방천시장 내 점포 및 주변 골목이다. 본 사업의 구

체적인 내용은 이주현(2012)의 연구를 참조할 것.

 8)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40-53

에 위치하며, 2015년 6월에서 2017년 6월에 건립된 연

면적 180.96㎡(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1층에는 

메모리얼존, 2층에는 영상존, 전시존 등 총 6존으로 구

성되며, 관람은 10시에서 19시까지(11~3월에는 18시까

지) 가능하며, 민간 위탁(2020년 현재는 ㈜위드삼삼뮤

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의 관람 인원은 1만 7

천여 명이고, 입장료 수익은 2,584만6천원이었다(대구

광역시 중구 관광진흥과 내부자료).

 9) 이 사업은 초기 벽화 조성에 참여했던 기존 입주 예술

가 20여 명과 공모를 통하여 새롭게 선정된 예술가 10

여 명이 참여하여,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

다. 벽화 작품 전체 47점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작

품 8점은 보존되었고, 색이 바랬거나 옹벽이 낡아 칠

이 벗겨진 작품 8점은 보수 또는 철거 후 29점을 신규 

작품으로 설치하였다. 

10) 2014년 이후 관광객의 급증과 버스킹의 활성화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민관김

광석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노래 상시공연과 소음공

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하 소극장을 건

립·운영하여 김광석길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자는 제

안을 하였다.

11) 김광석의 사진이나 그림으로 점포를 꾸미거나 점포 내

에서 라이브 공연, 김광석을 연상시키는 기타 모양 기

념품의 제작⋅판매 등을 통해 김광석의 이미지를 재생

산하거나 199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문방구’, 

‘옛날교복 대여점’등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추억과 향수

를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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