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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유체계에 대한 뉴욕시 사례연구** 

이정덕* 

이 글은 뉴욕시의 문화항유체계에 대한 보고로써 , 현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를 시행정부， 뉴욕시 전체 상황， 특정 지역의 현황에 대한 자료와 현 

장조사(인터뷰와 자료수집)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뉴옥시는 문화자체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자원01기 때문에 1 이것이 

뉴욕을 활성화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뉴욕시의 문화 

예술행사가 뉴욕시 자체에는 시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뉴욕시에 살지 않은 사 

람들어게는 이를 항유하기 위해 뉴욕시를 방문하꺼나 이주해오도록하며， 동시 

머 뉴욕시민들에게는높은삶의 질도제공한다는것이다， 그리고 01 중갈수록 

뉴욕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방문객 등을 통한 뉴욕시머 경제짙 01득을 가져다 

주는 문화행사들은 더욱 중요하케 평가받고 있다. 

시의원들도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중요시하며 동시에 주민들에게 얼마나 문 

화항유를 가늠케하는가를(표를 얻어야 하니까) 중요하게 샘각하고 있었다 그 

래서 한 문화국 직원0160년대 후반 이후 문화국 예산배정이 경제적 효파가 있 

을 때 정당화되는 방향으로 d 매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뉴욕의 

지배블럭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상업적 문화활동(브로드웨01 뮤지컬， 

훌컨센터의 공연 각종 쇼나 콘서트， 패션쇼， 상얻적 전시회나 컨멘션， 각종 문 

화산업들)01 크게 활성화되고 g 다 이를 통해 문화적 우위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추l하자는 샘각이 더욱 일반화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문화활동 

*전북대 교교문화인류학과 교수 

•• 이 글은 한경구교수가 주관하여 홍숙기， 이기홍， 황익주， 유정아， 이정덕이 참 

여한 학술진흥재단의 {문화향유체계에 대한 비교문화적 사례연구}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분들과 뉴욕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여러가 

지로 도와준 채수홍， 문기은， 서영민씨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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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원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아주 세심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문호샤콕지적 1 또는창작적 활동에 대한지원은여러 가지 방법올통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들은 대체로 시의 지원을 통해 그들의 또는 그 단 

체의 활용율 정당화해주고 이틀이 보다 업케 민ξ}문화재단의 지원율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딴다 즉， 3분1 정도 이하만 지원해주고 나 

머지는 스스로의 기금과 다른 민긴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뉴목에는 100개가 넘는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문 

화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존재한다 소수민족들01 

자신의 민족올 위한 문화센터들을 자신의 민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운 

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시E체메서도 특정 짙단을 위한 문화센터나 행 

사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뉴욕시의 경우 문화가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 

다 보니 문화내용， 문화서1::1 1 스， 축제 둥이 자기민족의 정당성을 확대하고 문화 

적 중요성을 높이는 정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예술적 다원 

화가 뉴욕시에서는 일상화되고 없다 

시 전체로 보면 백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급예술파 상업적 문화활동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끄 뉴욕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 

으나‘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족적 성항에 적홉뻗} 분화된 문화서비스 체계 

들이 갖추어 있는 셈이다 공간적드)로는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고급예술(전시 

와 공연)파 상업적 문화활동이， 전 지역에서는 학교1 교호1. 문화센터， 길거21 

등에서의 아마후어적 공연파 민족적 문화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제약이나 취항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성항파 편 

의에 따라 선택하여 문화를 항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순히 문화를 

항유하기 우l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 뿌리를 느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문화행 

사에 대한 참여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에서는 일상적으로 문화활똥과 예술활동이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를 참여하고 항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민들어게 풍부하게 주어지고 있고 

또한 다민족적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끄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구문화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 문화를 향유하는 내용에서도 

민족멸 · 계충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결국 시청파 지배볼럭의 주도권이 관 

절되는 형태 속에서 문화항유가 이루어지고 잉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뉴옥시 문화국장이 뉴욕시는 세계의 문화수도이며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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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고 있다며 백인문호홈 주로 지원하는 것은 백인문화가 가장 보편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핵심어: 뉴욕시， 문화징책， 문화항유체계， 백인주도문화， 민족적 문호}활동， 

상업적문화활동 

1, 서론 

이 글은 뉴욕시의 일반적인 문화향유를 정리하는 것올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뉴욕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정책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뉴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국가의 문화정책을 먼저 

살펴볼것이다. 

먼저 문화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는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문화개념과 

다르게 쓰이고 있음옳 밝힌다. 이 글에서 문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문화관련 부서가 다루고 있는 영역올 포함하고 있다. 즉， 예술， 공연， 

문화유산，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창조적 특성이 반영된 부분 

으로 미적 · 역사적 감각과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룬다. 문화롤 이렇 

게 한정하여 사용한 것은 이 글의 목표가 문화관련 부서의 정책적 대 

안 제시를 목표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글이기 때 

문이다. 

뉴욕시민들은 뉴욕올 세계문화의 중심지， 세계의 문화수도라고 혼 

히 말한다.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연주회， 성악， 전시회 풍 각종 문 

화행사가 1년 내내 그치지 않고 행해지고 있을 뽕만 아니라 세계에서 

많은 사랍들이 이롤 관람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있다. 뉴욕시는 

예술의 수준 뿐 아니라 공연의 양， 그리고 이를 상업화하는 데 뛰어 

난 능력을 보여주고 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관광객은 대체로 뉴욕 

시의 문화적 매력에 이끌려 온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문화적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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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것이 뉴욕의 관광산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뉴욕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 

도， 뉴욕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화활동의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뉴욕시의 전반적인 문화향유에 대한 조사는 1998년 2월 26 

일 부터 3월 7일까지， 9일 동안의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기 

간에 다양한 팝플렛， 자료， 문헌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제한된 면담 

조사가 행해졌으며， 시청 문화국， 할렘， 레오니아 등의 현장에 대한 

답사가이루어졌다. 

2. 미국과 뉴욕주의 문화예술지원 

1965년 존슨대통령이 국립예술기금 남l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을 창설하였다. 이전의 문화예술 지원은 정부의 직접지원이 없는 

세금공제를 통한 간접지원만이 있었는데， 이는 가능하면 민간자율에 

의해 예술을 발전시키고 향유하려는 자세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 

부는 국립예술기금을 창설함으로써 비영리 예술 중에 민간자율로 유 

지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민간부분의 후원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은 가능하면 민간부분의 후 

원을 활성화하려는 정책기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뉴욕시의 경 

우도 시의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들이 민간기금의 후원을 

보다쉽게 받을수 있도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국립예술기금은 1996년 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음악， 문 

학， 미술， 무용， 연극 등의 17개 분과로 되어 분과별 심사가 이루어졌 

었으나， 다음과 같은 4개 주제분과로 개편되었다. 교육과 접근 

Education and Access , 창조와 발표 Creation and Presentation , 협 력 ,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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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안정 화 Partnership , Planning and Stabilization , 유산과 보존 

Heritage and Preservation. 여 기 에서는 연합심사단이 각 준비 분과별로 

심사하며， 이 때 얘술위주의 지원정책이 관객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낳는가가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문화예술의 발전， 교육， 향 

유의 측면이 보다 강조된 것이다. 이것은 전문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의 

지원에서 일반인의 예술에의 접근올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을 보여주는데， 이흘 통해 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 

이 보다 쉽게 예술에 접근하는 프로그랩올 지훤하는 방향으로의 선회 

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들은 시민의 공연관랍 

능력과 기회를 제고하는 것이다(김문환 · 전예완 1998: 135). 또한 여 

기에서는 기존의 17개 분과에 이르는 전통적 예술장르가 허물어지고 

장르통합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존의 장르에 따른 지훤보다는 

예술의 장르넘기. 장르의 애매함을 뛰어넘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의 성격이 분과보다는 포팔적인 효과， 그리고 사회적 

효과가 보다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었다(김문환 · 전예완， 1998: 

136~ 140). 

서구에서 국가의 예술지원예산이 가장 척은 곳은 미국이다. 1993년 

에서 1996년 사이의 총정부예산 중 예술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에서는 0.13%에 그쳐 프랑스 1.31%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에 

서는 지방정부들이 지출하는 액수(59%)가 중앙정부(31%)보다 많은 

데 (임학순 2000) , 특히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이후 문화적 지원이 

지방정부나 사설재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 

해 국가와 별도로 사셜 기금들의 후원제도가 크게 발달되었으며， 이 

와 궤를 같이하여 뉴욕에서도 공공예술기관의 확대와 운영에 사셜기 

금이나 후원자， 기부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Zukin 1995). 

전국적으로도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고급공연예술은 상류층이나 기 

업들의 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57년 포드재단과 그리고 

1965년 국립예술기금 창립이후 많은 사설기금들이 설립되고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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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직업 오케스트라， 오페라단， 무용단， 영리극단이 크게 증가 

하였고， 1987년에 이르러 비영리 공연예술의 입장권 판매가 스포츠 

행사의 입장권 소비률 놓가하게 되어 중요한 여가생활로 자리장게 되 

었다. 그러나 고급공연예술은 자체척인 수익성에 의존한 훈영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광벙위한 관랍충이 형성된 뉴욕 동 소수의 곳에서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번창하고 있다. 다른 곳들온 대부분 주나 시 · 

군 그리고 후원자돌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주쟁부도 

이러한 주단위 예술기금올 만들게 되어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주가 

주립예술기금올 두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예술지원은 시청부의 차원 

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훤윤 매칭펀드를 롱해 사적 후원올 확 

보하도록 하고 있고， 사적후원올 하는 재단에게는 세금옳 감변해줌으 

로써 예술적 후원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지원의 종휴와 규모 

는 공적 지원보다 훨씬 다양하고 크다. 뉴욕시 문화국직원도 문화예 

술단체들에게 공금올 지웬함으로써 다른 사셜지원기급올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펌프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뉴욕주에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뉴욕주예술위원회 the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가 셜 립 되 어 뉴욕시 에 있다. 이 조직 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프로그랩을 가지고 뉴욕시의 문화예술활동의 활 

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건축과 디자인 분야， 예술 교육분야， 예술기 

관건축지원， 시 · 군과의 연계프로그랭 지원， 무용， 분산 프로그램， 

전자 매체 및 영화， 민속예술， 개별적 예술가， 문학， 박물관 및 미술 

관， 읍악， 공연기관， 륙별예술서비스， 연극， 사진을 지원하는 프로그 

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1년에 대체로 1 ， 200개 단체를 직접 지원하 

며， 지원단체 중 676개가 뉴욕시에 있올 정도로 뉴욕주의 지원도 뉴 

욕시에 집중되어 있다.이 중 분산프로그랩 Decentralization Program은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 ， 000여 프로젝트룰 지원한 

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의 전시회， 공원에서의 음악회， 노인센 

터에서의 연극워크삽， 어린이센터의 합창 둥 예술전문가보다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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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문화향유와 뉴욕시외의 문화예술활동올 집중적으로 지원하 

고었다. 

뉴욕시에 있는 주단위의 뉴욕예술기금 비le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은 예술가들올 주로 지훤하는 조직이다. 장학금， 숙박연구기 

금， 프로젝트지원금， 대부. 중소예술기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 

고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들파는 별개로 각각의 지역에 지역척 문화협의회가 존재한다. 예 

를 돌어 맨하탄 납부에 있는 남부맨하탄문화협획는 자신의 지역내에 

존재하는 예술기관파 예술가들에게 행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하고， 공 

연 · 이벤트훌 직접 지원하여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예술기관 

이나 다양환 문화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율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의 활성화를꾀하고 있다 

3. 뉴욕시의 문화하부구조 

미국에서 뽕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밀집된 문화시설올 가지고 

있는 곳이 뉴욕시 특히 그 중에서도 맨해튼이다. 뉴욕시에는 상업갤 

러리가 481개가 있는데， 이 중 467개가 맨해튼에 었다. 보통 갤러리 

당 3명의 풀타임 1명의 파트타임직원올 고용하고 있다. 보통 전시장 

은 80평 정도이며 한 주에 170명 정도 관람올 하러와서 7명이 작품올 

사간다. 뉴욕시의 박물판(미술박물관， 역사박물판， 파학박물관， 자연 

사박물판 풍)이 150개 이상이며，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은 방문객 

이 490만 이상， 현대미술박물관은 100만 명， 구겐하임 미술박물관은 

100만 명으로 각종 박물관에 대한 일년 방문객의 수도 1 ， 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브로드웨이의 상업극장(연극， 오페라， 뮤지컬 상영. 

영화관 제외)수는 35개인데 여기의 화석이 42 ，000석이고 95년에 980 

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4억4천6백만 달러 어치의 티켓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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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혜이 밖( off-broadway)의 극장(영화관제외)이 300개 이상이며 1 

년에 약 3백만 명이 관랍하고 있다. 여기에서 해마다 600개 이상의 연 

극， 오패라 퉁올 공연한다. 그리고 뉴욕시에는 사적지구가 66 , 사적건 

물이 9437H , 건물내부만 문화채로 지정된 곳이 95 , 자연사적지구가 9 

개가 있으며 1 ，얘0개의 공원과 놀이터가 있고 4개의 식물원， 6개의 동 

물원이 있다. 또한 6 ，000개 이상의 교회 성당， 회교사원， 절이 었다. 

1997년에 뉴욕시 공훤국에서 행하는 각종 무료행사는 325개에 달하 

였으며 , 공공도서관(89개관， 운영비 1.9억 불)에서도 3만 여 개 무료 

프로그랩에 65만 명이 참석하였고 전시회도 2 ，760회가 행해졌다. 뉴 

욕시 거리에서 일년간 행하는 축제 및 행사는 5 ，000개 이상이며， 출판 

사가 90개， 서점 500개 이상， 신문잡지사 300개 정도이며， 영화상영관 

이 353개이다. 

관람자수를 보면 거리축제인 헬로윈데이 행사에는 150만 명이 관람 

하였고， 추수감사절 행사에는 2백만 명이 관랍하였으며， 푸에르토리 

칸 데이에는 5만 명이 참가하고 220만 명이 관람하고， 세인패트릭스 

행사에는 150만 명이 관랍하는 동 천만 명이 넘는 사랍들이 도시축제 

를 관람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고 등록되지 

않은 축제 퉁과 같은 것들에 대한 추측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 

확하지는 않지만， 위의 자료가 1995년의 통계에 따른 것으로 볼 때 

현재는 이보다 증가하였올 것이라고 추측된다. 

뉴욕시에서 취직되어 있는 문화예술가들의 수를 보면， 1990년 당시 

배우와 감독 17 ,983 , 무용 2,124, 음악과 작콕가 11 ,666 , 회화 · 조 

각 · 공예 · 판화 15 ,058 , 사진 9,240 , 작가 11 ,549 , 디자이너 37 ,411 , 

건축가 10 ， 200명이다. 

각 동네에는 지역주민의 민족적 특성에 맞춰 봉사하는 각종 봉사단 

체들이 있다. 또한 구민올 대상으로 하거나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각종 문화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비영리 문화단체의 총수 1 ，398개 

로 파악되고 있으나 파악되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2 ， 500개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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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맨해튼에는 각국의 문화원들이 젤립되어 있으 

며 미국이나 세계의 문화단체 중앙본부들이 모여 었다. 

4. 뉴욕시의 문화조직과 활동 

뉴욕시 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 는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으로 시장의 직접적인 지사를 받으며， 문화국의 국장 

(Commissioner)은 시장이 당선 된 후 자기사랍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척 임명직이다. 나머지 직원은 꽁무원이며， 대부분 자기전 

문분야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고 자기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연계 

망을 가지고 있어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었다.97년 예산의 경 

우 뉴욕시 총예산 334억 달러 중 1억 2천만 달러가 문화국예산이다. 문 

화국 예산은 90년대 해마다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천만 달러 사이에 

서 편성되고 있다. 문화국은 순수한 문화， 예술분야만 담당하며， 문화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의문나는 것을 항시 시 문화 

국에 들러 자문을 구할 수 었다. 이에 시 문화국은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도움을 주거나 청중동원이나 프로그램개발 등에 대해 자 

문해준다. 또한 문화국에서는 무료 문화행사들을 정리하여 리플릿으 

로 만들어 관광안내소 동에 돌리며 각종 문화단체들도 자기들의 목척 

에 맞게 문화행사를 정리하여 회원들이나 공연장， 안내소 동에 돌리 

고 있다. 문화국의 총 직원은 53명이며， 자원봉사 및 인턴이 40명 정 

도이고， 유명인사로 구성된 문화자문단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 국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부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Cultural Institution Unit: 미 국자연사박물관， 메 트로폴리 탄 미 술박물 

관， 현대미술박물관， 링컨센터 동을 포함하고 있다. 시유지에 세워져 

있고 시가 지어준 건물에서 활동하는 주요 문화예술단， 박물관， 동물 

원， 식물원 동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제공한다. 건물 건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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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롤 합하여 보통 l년에 1억 달러 정도률 사용한다. 시가 지원을 

하지만 자체 이사회에서 프로그랩 등올 포함한 모든 훈영사항올 결정 

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간섭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Capital Projects Unit: 위 의 시 소유건물들의 관리 및 개 · 증축에 드 

는비용을분배한다. 

Progr때1 Services Unit: 시 안에 있는 각종 문화단체 들로부터 프로그 

램계획을 제출받아 프로그랩에 따라 일정한 돈올 지원해준다. 보통 

6007>> 단체가 지원하여 그 중 때0개 단체를 지원해주며， 이 중 300개 

정도는 시의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고 나머지는 시 문화국이 자체 

척으로 선정한다. 보통 2 ， 500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롤 받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 문화단체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각종 재단이나 기업체로 

부터 기부금을 획득하는 데 커다란 도움올 받는다. 이들은 또한 주나 

국가정부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단체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시청이나 공원， 거리에서 전시회나 공연을 하 

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동네사람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해주는 동 

다양하게 지원한다. 여기에 보통 1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Percent for Art: 시에서 지원한 건설비에서 1%를 예술에 투자하도 

록 하고 있다.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그들이 이 돈으로 예술창작품을 

만들어 건물이나 공원 동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Materials for the Arts: 청소국과 연계하여 각종 사무비품이나 가구， 

예술재료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수집하여 예술단체나 예술가 

에게 배분해준다. 안쓰는 것， 못쓰는 것들을 기증받으며， 가구나 비 

품 뿐 아니라 페인트， 종이 , 천， 조각용품 동 다양하다. 

Community Arts Development Program: 중 · 하충 주민들에 게 문화 

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이들의 프로그램올 지원해준다. 예술 

장비를 구매하거나 공공예술품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Cultural Arts Progr때n for Children Living in Temporary Housing: 아 

동보호소 동에 사는 학생들을 방과 후 과외나 예술교육을 받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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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빼훌 물면， 박물판올 구경시켜주거나 론서트 동을 판랍시켜준 

다. 1년에 1 ， 500명 정도외 학생률에게 도움올 준다. 

맘tsP와tne샌: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종 예술가나 문화가돌이 유치 

원-중학교에 가서 얘슐이나 훈화률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지역척 특 

성에 따라 지역 예솔문화가률율 알맞게 초빙케한다. 또한 미술， 영 

상， 연극， 오혜라， 융악， 문화， 미디아 동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전문가 

들올확보해 놓고있다. 

Real Estate 않sistance Program: 공간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공간올 구하거나 또는 그 비용옳 처리하는 데 대한 자문， 기술적 및 

재정척 도움옳 준다. Free Expression이라 하여 시내의 각종 빈 공간에 

대한 쟁보를 수집하여 문화단체나 문화행사에 공간올 무료로 빌려주 

도록알선해준다. 

ArtistCer디fication: 예술가 인증증올 준다. 소호나 노호지 역 의 예술 

가돌에게만 륙밸히 작업파 거주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시 

내의 각종 공깐올 안내해주며. 시의 저렴한 주거공간을 소개하는 데 

필요하다. 

Space Rental: 시청의 흘 동 시의 여러 공간을 비영리 문화단체， 지 

역주민단체 동의 모임， 세미나， 상영， 회합. 파티 등을 할 수 있게 빌 

려준다. 

그리고 뉴욕시에는 문화국 외에 다른 부서들도 문화행사를 주관하 

고 있는데， 공원국(Deparunent of Parks and Recreation). 사적지 보존 

위 원회 (Landmark Preservation Commission) . 관광국 (Bureau of 

Convention and Tourism). 공공도서 관 (Public Libr따γ- 예 산은 시 에 서 

지원해주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등의 부서가 많은 문화관련 행사 

들이나 사업올 행하고 있다. 

시의 도서관이나 분관(89개)에서는 자체적인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전시회， 서적이나 필적 등의 

전시회， 기타 문화똘품전시회， 영화상영， 강연， 작가 등 유명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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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연극， 음악회， 파티 둥이 자주 행해지며， 지역주민의 특색에 따 

라 분관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의 문화행사롤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도 주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국제촉제， 음악회， 연극， 전시회 둥을 

개최하는데， 이와 같은 행사률 치를 때에는 대체로 저렴한 비용올 들 

이며， 주로 학교시설의 개선이나 장비구입 동에 사용한다. 그리고 사 

셜단체이지만 교회에서도 음악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 

사들은 동네신문이나 안내장에 실려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인들도 많 

이 참석한다. 

우리나라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동외훤회 (Comrmm.ity Board)가 있 

다. 예술문화분과(Art and C버ture Committee)가 구성 되 어 있어 자기 

지역에 관련된 문화예술안건들을 논의하여 시에 건의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표들이 토론올 거쳐 시 

에 전달하고 위원회조직이다. 시와 동위원회 사이에 보로(한국의 구 

단위이지만 구보다 훨씬 커 인구가 1~2백만명씩 된다)가 있지만 구 

는 독자적인 행정단위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문화에 관한 안건은 동위원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시 

문화국이 최종집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뉴욕시 의 문화유산보존국 (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965년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뉴욕시의 문 

명(물질적)의 혼적을 보존하여 역사적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커다 

란 공헌을 하였다. 특정 건축물과 지역올 보존지역으로 고시하기 시 

작하여 외부개축， 그리고 때로는 내부개조도 허가받아야 하도록 만들 

었다. 1990년까지 문화유산보존국은 8567R 건물， 79개 건물내부장식， 

9개 조경(공원 동)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52개 역사특구(1 5 ，000 

개 건물이 포함된)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뉴욕시를 다양한 문화적 

역사척 의미를 지닌 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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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욕시 문화단체들의 특징과 활동 

1) 특징 

1992년에 간행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약 19.5007ß의 비 

영리단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생플조사에 따르면 이 중 35%가 

문화예술분야 활동올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고. 13%(다른 조사에 따 

르면 9-11%)가 스스로 문화예술단체라 규정하였다. 이는 인구비례로 

따져 보았을 때， 미국평균보다 세배가 더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뉴욕 

시에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몰려 있는 셈이다. 이들 문화예술단체 중 

맨해튼에 76%. 브롱스에 3%. 브르클련에 5%. 뭔즈에 13%. 스태튼 

아일랜드에 3%가 나누어져 있어 거의 대부분이 맨해튼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중 동네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랩을 가진 

단체가 15%. 보로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단체가 10%. 시전체 

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단체가 27%. 뉴욕 대도시권이나 뉴욕주 전 

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단체가 15%. 미국이나 세계를 위한 프로 

그램올 가진 단체가 33%였다. 

문화예술단체의 30%는 9년 이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10-24년 

이 49%. 25-49년이 14% , 50년 이상이 7%였다 1년 예산은 1-3만 달 

러 35% , 3-12만5천 달러 29% , 12만5천-40만 달러가 12% , 40-100만 

달러가 13% , 100만 달러 이상이 11%였다. 이들 예산 중 정부지원이 

23% , 기업이나 기금지원이 16% , 기타가 61%(자체수입이 32% , 개 

인기부금이 20% , 기금모집이 6% 등)였다. 오래될수록 정부나 외부 

단체 지원금의 비율이 떨어지고 자체수입， 개인기부금， 기금모집， 투 

자수익 등의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단체당 평균 8.3명의 

직원이 있지만 50%이상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이들은 컨설 

턴트에 의존한다. 즉， 전문가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방식이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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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단의 직원(총예산의 19%)보다 컨설턴트(총예 

산의 22%}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고， 따라서 컨설턴트가 직원수보 

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은 단체일수록 더욱 그렇 

다. 단체의 19%는 자원봉사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 

자의 사용 중간값이 연 96명이며， 63%의 단체가 일주일얘 사용하는 

자웬봉사 총시간은 50시간 이하이다. 국가인구조사얘 따르면 문화와 

공연예술 부분이 약 1 ， 660개 단체에 약 21 ， 600명， 단체 당 명균 13명 

이 고용되어 있다. 자원봉사자수는 이것의 10배 정도에 해당하라라 

생각된다 단체장의 연봉은 2만 달러 이하가 23% , 2-3만5천 달러 

25% , 3만5천-5만 달러가 27% , 5-7만5천 달러가 15% , 7만5천-15만 

달러가 7% , 15만 달러 이상이 3%로 평균 31 ， 500달러였다. 비영리단 

체는 대체로 영리단체의 70%정도의 임금올 받는다. 직원의 61%는 

여자이며 , 직원의 76%가 백인， 11%가 혹인 9%가 히스패닉 4%가 

아시아인임을 볼 때 뉴욕시의 인구수에 비해 백인의 비율이 아주 높 

고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은 아주 낮다. 

28%의 단체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27%가 무료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39%가 공간을 임대하고 있고 6%가 자신이 소유 

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무료공간은 정부(37%) ， 종교단체 (8%) ， 비 

영리단체(30%) , 영리단체 (25%)로부터 얻은 것이다.58%가 10만 달 

러 이하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 운영에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2 

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17%나 된다. 89년 단 

체 의 37%가 적 자를 봤다(Nonprofit Coordinating Committee of New 

York , 1992). 

이러한 다양한 문화단체들은 아주 작은 규모에서 세계적인 규모에 

이르기까지 여러 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단체도 세계적인 단체에 

서 동네단체에 이르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구성이 

뉴욕시의 문화예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올 주고 있 

다. 큰 단체들이 주로 성공적인 작품으로 장기간 공연을 통해 관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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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고 배우들올 많이 고용한다. 이에 비해 작은 단체들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품이나 예술성 있는 작품 둥을 미리 공연하여 여기에서 

성공하면 큰 단체가 판권을 사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는 경향이 었 

다. 그래서 지역단체둘의 수많은 작품들 중 상업성이 있는 작품들이 

브로드웨이로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단체에서 연극을 하면서 자 

신의 능력옳 인정받은 사람이 큰 연극단으로 스카우트되어 연극의 수 

준을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율 주고 있다. 따라서 작은 단체와 큰 단 

체들온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브로드웨이가 세계적인 연극중심지 

로 자리잡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음악， 미술， 무용， 사진 동 

에서도마찬가지이다. 

2) . 활렘의 문화단체 활동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 할렘은 1920년대부터 미국혹인문화의 중심 

지로 손꼽혀 왔다. 미국혹인문화의 중심지로서 이곳의 문화는 미국 

혹인， 카리브해혹인， 아프리카인 둥을 포괄하는 세계적인 성격을 띄 

고 있다. 주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고급예술관은 없지만 흑인의식 

을 고취시키려는 박물관， 연극단， 문화센터， 시립도서관분관 퉁이 있 

다. 이들은 혹인들을 주요 관람객으로 하며 흑인예술가와 흑인작품 

을 취급하고 있다. 문화에서 백인들의 차별에 의해 소외되고 있고 또 

한 백인들이 주도하는 문화에서 흑인들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는 강한 분개갑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할렘의 문화단체들은 혹 

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다. 즉， 

예술을 통해 흑인들이 긍정적이고 회망을 가지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문화행사에서는 백인문화에 묘사된 혹인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인이 흑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히트쳤던 

영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깐이 많았다. 예를 들어 “「아미스타드』 

도 좋온 주제를 너무 얄게 묘사하고 길어 혹인반란에 내재된 심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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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돌을 잘못 나타내고 있다. 깊이와 아름다움이 없다(Ahmed 

La이떠s)" 라며 백인들의 혹인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척이 많았다. 

National Black Theater's Institute of Action Arts의 관장도 혹인들이 문화 

를 모두 빼앗겨 혹인들 스스로가 자부심올 앓고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혹인문화를 도입하여 건강하고 백인보다 

앞선 문화들을 혹인주민들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백인들의 잘 

못과 백인들에 의해 숨겨진 혹인들의 업척을 널리 알림으로써 흑인주 

민들이 깨어나게 하는 데 문화활동의 주안점올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할렘에는 주민들만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뉴욕을 보 

다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할랭문화를 맛보도록 하는 코스가 

관광코스에 들어있다. 할렘을 놓치면 뉴욕을 다 보지 못한 것으로 말 

하면서 혹인문화의 대표로 인식되는 가스펠과 재즈를 듣는 코스를 주 

로 포함하고 있다 할렘 방문을 포함하는 반나절 관광은 25-30달러이 

며， 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외부인들이 혹인문화를 소비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된 조직이나 공간을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 

역에 있는 주정부 빌딩에 Art Gallery가 있어 전시회， 음악회， 강연， 

파티장소로 쓰인다. 이곳에는 학예사가 있어 전시회를 주관하며 할렘 

지역 정치인들이 파티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할햄지역을 담 

당하는 제 10동위원회에도 문화예술소위가 있어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에 이와 관련된 제안들을 할 수 있 

다. 뉴욕공공도서관의 분관이 할렘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흑인문화， 

역사， 인물， 예술에 대한 전시회와 강연， 모임을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 98년 2월 말에도 이곳에서 혹인사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흑인들의 과거역사와 생활 그리고 인물올 보여주고 있었다. 주로 지 

역에 사는 노인들이 찾아와 구경하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경 

우가 많았다. 관람객은 하루에 백여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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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월에는 이 전시회뿐만 아니라 각종 재즈공연， 음악회， 재즈사진 

전시회 퉁이 었으며 재즈공연과 음악회는 입장료가 회원의 경우는 

12달러， 비회원은 15달러이다. 재즈공연에는 지역에 사는 젊은충들이 

많이 참석한다 

HarlemYMCA는 실내건강시설， 보육， 청소년프로그랩， 가족프로그 

램， 수영장， 체육시설， 사우나， 런닝트랙， 운동레슨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일정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지역의 빈곤한 혹인들 

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500여명의 지역 혹인주민들이 회원으로 3-

4D대 중산충이 많이 사용한다. 

The Studio Museum in Harlem은 1 ， 500개 의 미 국혹인 및 아프리 카 

계열의 예술 및 문화유품을 소장하고 있다. 시시각각 특별 전시회를 

여는데， 혹인 중 젊은 예술가를 초빙해 스튜디오， 재료， 장학금을 지 

급하고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할렘의 

23 ， 000명 학생들에게는 예술교육과 혹인들에게는 박물관 교육이 행 

해친다. 그리고 워크숍을 개최함과 동시에 미술집 등과 같은 책을 출 

판하고 있으며， 음악회， 공연， 영화상영， 강연， 섬포지움， 시낭독 등 

의 행사를 개최한다. 1967년 이 박물관이 개장했을 때 당시 다른 미 

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흑인 예술가들의 전시를 잘 전시해주지 않았 

으나， 여기에서는 이들의 작품들을 전시하였고 이들은 점차 국가적 .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다. 1998년 현재 옆 시유지에 혹인조각전시 

장을 만들고 있논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시회 등을 할 때는 하루에도 수백명이 관람하는 경우도 있다. 

입장료는 5달러이며， 빈곤한 주민들을 위해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은 

무료이다. 각종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종 프 

로그햄의 티켓을 보내고 있다. 주요 관람자들은 중상층의 상당한 소 

득이 있는 흑인들과 학교에서 집단으로 데려온 학생들이다. 

다른 박물관으로는 African American Wax Museum으로 혹인인물을 

와스로 재현해서 전시하고 있는 곳이 있고， Hip Hop Museum인 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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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박물관이 있다. 아직 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협 

합 역사와 협합 가수들에 대한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협합과 그 가 

수들에 관련된 티셔츠， 리플릿， 앨범커버， 판， 상 동의 전시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3층건물 중 1층에 기념품판매점， 협합 뮤직 

스튜디오(Harlem Records이름으로 앨범발매)를 설치하고 있다. 주인 

인 V와1 Silk는 “혹인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혹인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 보다 종합적인 문화 및 상업장소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Malcolm X Memorial Museum-Audubon Cultural Center에서는 흑인민 

족주의자인 말콤 X와 관련된 물품들을 전시하고 강연회 , 필름상영 등 

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렘에 존재하는 모든 박물관은 혹인민 

족주의적인 성향을 띄면서 혹인들과 관련된 전시와 행사를 통해 활렘 

의 흑인주민을 교육시키려 하고 있다. 

이곳에도 여러 문화센터들이 있다. 사무실 하나에 있는 The Afro 

Arts Cultural Center는 흑인그림을 전시하고 흑인학생들을 콜럽 

비아대학과 연결하여 한 번씩 콜럼비아대학의 강의를 경험하도록하 

여 앞으로 공부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The Intemational 

Agency for Minority와tist Affai얹는 전시회를 하고 10주 방송매체 훈련 

을 행하며 고용기회를 알선해주고 있다. The Museum of Mrican

American History and Art는 문화예술 지도자 훈련과정올 개설하고 흑 

인 역사나 예술에 관련된 필뜸， 사진 동을 제공하며 , 흑인 영화 페스 

티 발을 주관하여 할랩 에서 활동하는 30개 단체로 구성 된 끼le Harlem 

Arts and Cultural Consortium(HACC) 이 있다. 그런데 이들 두 단체는 

각각 사무실 두 개와 각각 두 명 정도가 모든 활동을 수행하여 행사 

나 프로그램이 치밀한 편이 못되며， 둘 다 일반 혹인들의 참여도 저 

조한편이다. 

National Black πleater's Institute of Action Arts는 3층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2충 전시실에 혹인들의 영웅사진들이 걸려 있고 공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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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충과 3충에 있었다 2층은 항시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가끔 연 

극공연올 하기도 한다. 전시공칸에는 혹인민족주의척 글이 크게 액자 

에 걸려 있었으며 ,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각 지역에서 향유하는 문화 

예술의 상당부분이 인종 또는 민쪽에 따라 아주 다른 내용올 담고 있 

는 미국척 특색율 반영함을 알 수 있다. 혹인문화예술계에서는 이러 

한 혹인민족주의척 색채를 띤 작품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았다. 이 

곳에는 다른 단체들도 와서 사용하였으며， 예훌 들면 Harlem Theaσe 

Company는 이곳에서 학생율 뽑기 위한 오디션올 하고 있었다. 이 극 

단은 매년 학생들을 뽑아 연극교육을 시키며 흑인을 위한 연극을 공 

연한다. 

무용율 위한 단체로는 Dance Theatre of Harlem이 있으며 교육을 중 

심으로 한 Uptown Dance Academy가 있다. 이 아카데미는 발레， 랩댄 

스， 재즈， 모던， 아프리칸， 체조형， 아프리칸 드렴， 연극， 성악 동의 

교육올 하면서 한 강좌에 5달러씩 받고 있다. 

대중문화를 위한 장소로는 Apollo Theaσe가 있다. 비영리단체인 

Apollo Theaσe Foundation이 폐 쇄 된 건물을 복구하여 사용하는데 연 

예， 대중예술， 재즈， 팝， 댄스， 방송용 아마추어 노래 및 댄스 경연대 

회 동을 개최한다. 한 달에 몇 일 정도만 운영되며 주요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이다. 이곳에서 녹화한 것은 라디오나 텔레비견으로 방영되 

기 때문에 혹인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혹인대중 

문화의 상징적 건물이다. 이곳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 

중문화예술의 진홍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할렘의 이미지훌 개선하기 위해 계속 운영하고 있 

다.80년 이상된 건물이고 그 동안 계속 혹인문화의 상징으로 간주되 

어 이 건물은 Landmark(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 옆에 있는 

Vìctoria 5 Theaσe는 영화를 상영하는 이 부근 유일의 극장인데 조사 

기간에는 문을 닫고 있었다. 

전체적으포 할햄의 문화단체들은 관람객이 적기 때문에 운영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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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중가수들의 공연이나 재즈공연을 제외하 

고는 상업적으로 성공할만한 공연이 불가능하다. 특히 젊은충들은 재 

즈나 협합 동에 관심올 두고 있고 흑인 대부분이 미술. 연극， 클래식 

에는 관심이 적어 고급예술에 대한 향유가 적은 지역이다. 그리고 빈 

민으로 이러한 훈련올 받은 적이 없어 이러한 분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문화단체들은 대부분 혹인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어 혹인예술을 살리고 흑인의식을 고취시키며 백인의 부당 

한 지배나 묘사에 저항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었다. 

3) . 뉴욕시 교외의 사례 
레오니아(Leonia)는 뉴욕에서 차로 20여 분 걸리는 뉴저지에 있는 

뉴욕권의 조그만 시이다. 주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사랍들이 살고 

있고， 대체로 백인 중산충 동네이지만 아시아인들도 일부 진출하여 

살고 있다. 주는 뉴저지이지만 실제 생활은 뉴욕의 교외권이고 많은 

문화예술생활이 뉴욕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성향이 뉴욕교외의 다 

른 중상충 동네들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조사에 포함시켰다. 여 

기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레오니아시의 이야기지만 인근지역의 경우 

도 포함하였다. 레오니아시의 인구는 8 ，300명. 가구당 소득이 51)00 

달러로 높은 편이다. 취업자 5 ， 000명 중 2 ，000명 정도가 전문 관리직 

에 있고， 25살 이상 중 대졸이상이 44.1%로 교육수준이 높은 중상충 

거주지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그 학교에 다니는 각 민족 

들이 자신의 고유한 복장을 입고 각종 문화적 공연을 하며 각 민족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세계의 다문화에 익숙해 

지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주도하여 연주회를 

개최한다. 부모들이 나와서 연주하고， 시나 동화 등을 낭독하기도 하 

고， 외부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하기도 한다. 학생은 3달러， 어른은 5 

달러의 입장료(기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안내도 들어갈 수 있음)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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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익금은 학교의 예술프로그램 둥을 위해 쓰여진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지역신문에서나 도서관 동에서 체크하여 자식들과 함 

께 가며，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참석하기도 한다. 

지역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회 

원들을 받아 회비를 운영비에 보태며 시의 지원을 받는다. 도서관 내 

에서도 연주회를 개최하고 영화를 상영하고(한국영화 ‘철수와 만수’ 

등을 포함한 소규모 국제연화제가 개채되었다 입장료는 무료， 상영 

후 감독， 영상교수， 작가 등과 대화가 있음) , 인터넷사용(무료， 복사 

는 10센트， 18세이하는 부모 대동 펼요) , 어린이를 위한 동화구연을 

하여 주민들이 와 문화롤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기구인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는 테니스강습， 그림， 볼링， 연극， 

피아노강습， 실내축구， 태권도， 체조， 아이스 스케이팅， 레슬링， 도자 

기， 발레， 댄스， 에어로빅， 요가， 목각， 여행 i 야구， 수영‘ 성악， 작곡， 

기타， 피아노， 재즈， 컴퓨터를 제공하며 십대센터에서는 하키， 탁구， 

댄스， 수영， 장기자랑， 농구를 제공한다.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주관 

하여 뉴욕시로 오페라구경을 하러 가기도 한다. 이 센터에서는 보통 

3-6개월 프로그랭을 진행하며 사용료는 4D-l00달러 정도로 싼 편이 

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Englewood의 양로원에서는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의 접촉 뿐 

아니라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노인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는 카드， 댄 

스， 음악， 건강교육， 자수， 책읽기 동의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올교육센터(Tt앉neck의 경우)가 있어 강연， 학습， 무용의 강 

습이 있고 문화센터라고 지칭되는 장소를 가진 지역도 있는데 강연 

회， 음악회 퉁이 이루어진다. 

북뉴저지의 뉴욕권지역에는 대학여성협회 (Tenafly 등)가 구성되어 

있다. 대졸여성이 회비를 내고 가입할 수 있는데， 뉴저지에 45개 하 

부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뉴저지 전체 2 ， 866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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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지부당 명균 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며 대졸은 아무나 가입 

할 수 있다 이들은 각 지부별로 스스로 피아니스트초청융악회， 강연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의미， 영양식) , 대화(여성작가) , 패션쇼， 지역 

생활셜명회， 책토론회， 카드놀이 동의 문화활동올 하고 있다. 자체 

회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컨트리 클럽， 식당， 여성회관， 회원집 통 

에서 모이며 뉴욕으로 연극， 오페라， 박물관 풍올 자주 구경하러 가 

기도한다. 

백인 중산층 동네는 스스로 문화롤 즐기는 다양한 모임과 조직들올 

형성하여 빈민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자식들에게 많 

은 문화기회를 마련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들이 

자식들과 같이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들이나 

가정주부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각종 문화프로그램 

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뉴욕권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아나 

단체회원뜰이 버스를 대절하거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뉴욕시의 문 

화행사를 관람하러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특히 노인돌은 안전한 교 

외지역에서 살면서 도시의 여러 문화행사를 자주 방문하여 즐기는 경 

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뉴욕시에 있는 교외성향을 가진 홍네나 

뉴욕주중뉴욕시의 부근에 있는지역에서도비슷하게 나타난다. 

4) , 세계의 문화 

뉴욕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모여 있는 곳이고 또한 세계의 대부 

분의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각 민족들의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 

고 있다. 각 민족들은 모국의 정부， 문화원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뉴 

욕시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뉴욕주민들 

도 민족에 따라 다양한 자신들의 퍼레이드， 축제 동의 행사를 개최하 

고 다른 민족들이 이를 향유활 수 있도록 배려하고 었다. 이러한 배 

려는 또한 자신 민족의 문화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화적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킴으로써 뉴욕의 정당한 일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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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파시하려는 노력이다. 

1998년 전반치에는 Finland Europe Finnessed라는 행사가 조직되어 

핀란드 관련 문화행사들이 뉴욕시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핀 

란드의 독립 80주년올 기념하는 행사로 핀란드 음악， 미술， 연극， 영 

화， 음식을 보여주고， 핀란드가 어떻게 디자인과 첨단과학의 선두주 

자가 되었으며， 일과 라이프스타일을 조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카네기홀연주회， 브루클린 음악원에서의 연주회， 링컨센터에서의 

연주회， 교회와 술집 등에서의 연주회 및 댄스， 자기움악설명회， 메 

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에서의 연주회， 각종 화랑에서의 미술전시회， 

예술 및 디자언박물관이나 대학교에서의 디자인 전시회， 호텔에서의 

핀란드 음식제공， 핀란드 기금에서의 저녁 및 파티， 프랑스문화원에 

서의 무용， 연극장에서의 연극， 패션쇼 퉁이 진행되어 핀란드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핀란드에 가지 않더라도 핀란드의 다양한 문화 

를 맛볼 수 았도록 하였다. 이률 통해 핀란드의 선전을 하려고 노력 

하였다. 핀란드에서 직접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았고 

뉴욕의 핀란드 관련 단체들， 핀란드의 관광국， 각종 기금이나 단체들 

이 지원하였다. 

대부분의 큰 나라들은 뉴욕시에 이러한 문화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 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랍들이 그 나라에 대해 더 

욱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일반인틀에게도 그 나 

라의 문화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단체로 한 

인과 관련된 것은 Korea Society나 Asia Socie다7롤 들 수 있다. Asia 

Society는 상설전시관을 가지고 각종 아시아 문화전시회를 했으며 아 

시아와 관련한 강연회， 대화모임， 작가초빙， 아시아 문학이나 예술， 

문화 셜명회， 심포지움， 연극， 음악회， 영화상영， 어린이 프로그램(만 

화， 동화구연 ... )을 주관하고 었다. 아시아 관련 기념상품을 파는 상 

점이 었으며， 아시아 미술품도 판매하고， 아시아관련 파티도 하며， 

이동 전시회， 국제회의를 주관하기도(아시아와 미국에서) 한다.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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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관련없는 단체라도 구겐하임 박물관처럽 중국5000년전을 개최 

하여 중국문화에 대한 선풍척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6. 시민의 참여정도 

뉴욕에서는 프로나 아마추어 문화예술가 수가 워낙 많아2) 공연， 전 

시회 퉁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관하는 사람과 교외지역에서 오는 사랍들까지 합하면 

수백만명의 문화예술잠재고객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뉴욕이다. 그래 

서 세계 각국과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문화예술가들이 뉴욕으로 모여 

들고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형태가 실험 ·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연 

3 ， 5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더욱 시장이 크다. 보통 문 

화예술소비자의 4분의 l 정도는 관광객이다. 연극， 음악회， 박물관， 

미술관 동의 문화시장으로 뉴욕시가 일년에 110억 달러의 추가소득 

을 올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상업극장은 900만 명의 관람 

객이 있어 커다란 문화상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 문화예술관랍자조사(Port Authority 1993)에 따르면 외부방문객 

1천5백만이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를 방문했으며， 이는 전체방문회 

수(약 8천만)의 19%이다. 외부방문객에게 질문 한 결과 그 중 49% 

는 뉴욕시예술에 끌려 왔다고 대답하였고， 51%의 방문객은 예술 。l

외의 목적으로 뉴욕시에 와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것이라고 대 

답하였다. 이들은 보통 두 개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한다. 

2) 세계에서 예술， 공연， 연예지망을 위해 뉴욕으로 계속 밀려들고 있어 예술가 

로 불랄만한 사람들은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매주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은 혜이터 퉁 다른 일을 

하면서 예술활동을 지속하고 았다. 뉴욕시에서도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빈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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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뉴욕시의 조사에 따르면 오페라， 교향악/클래식， 연극의 청 

중들은 교육과 소득에서 상충에 속하는 사랍들이 많았고. 3분의 2가 

전문직과 관리직에 속한다고 대답하였다. 주로 장노년층이 많으며 결 

혼한 사랍이 많고 비백인들은 아주 적다. 현대무용과 재즈/팝뮤직은 

미국에서 생긴 형태로 여성이 많으며 젊은층이 많이 관람하여， 재즈/ 

팝뮤직운 학생충이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많이 참여한다. 

이는 전문 · 관리직 사랍이 가장 적은 예술분야다. 재즈팝송에는 결혼 

한 사람도 많고 자식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무용은 싱글이 

더 많다. 재즈/팝뮤직은 청중의 5분의 1이 소수민족일 정도로 소수민 

족의 참여가 크나 나머지는 적다(NRCA 1976: 240). 

이와 같은 문화 · 예술행사의 선택은 주로 친구， 동료， 신문광고에 

의한 것이었다. 오페라는 우편 팝플렛이 가장 중요했는데， 오페라 청 

중은 평균 1년에 3.9번 정도 참석하며 , 다른 분야도 대개 3번 이상 참 

여한다. 보통 문화 · 예술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나 소득이 높으나， 현대무용과 재즈/팝뮤직은 교육이나 소득이 낮은 

사랍이 빈번하게 참여하고 젊은 비백인이 자주 참석한다. 자주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공연기회와 낮은 가격을 들었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참여율이 높으며， 어렸을 때 익숙한 사람이 더 잘 참 

여한다. 참여자들은 예술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래서 스스로 

즐거움율 느끼고 자주 참석하게 된다(NRCA 1976: 245). 

비백인과 낮온 교육층의 17%는 자신들이 참여한 공연에 불만을 나 

타냈다. 이는 다른 충보다 높은 것으로 주로 백인 중상층을 위한 분 

위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불편해했다. 참여자 

들은 엘리트의식이 분명하였는데， 이들의 과반수가 일반 미국인들이 

예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재즈/팝뮤직청충 · 비백인 · 

젊은이들의 다수가 오페라는 낡고 케케묵은 예술로 생각하였다. 이들 

은 정부가 예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티켓 주문 

구매는 주로 노인층， 백인， 중상충에서 더 많으며， 박스오피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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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충， 비백인， 중 · 하충이 땅이 이용한다(NRCA 1976: 246). 

소득이 높올수록 티켓과 기타에 틀이는 돈이 더 많았다. 결혼하고 

35-49살 사이 자식이 16살 이하인 경우에 가장 많이 여기에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교외에서 와야하고 베이비시터률 구해야 하므로 자주 

참석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친구나 친책파 함께 참석하고， 교향악/ 

오페라는 친척， 무용은 친구， 재즈/팝은 자식들과 같이 참석한다. 나 

이든 사랍은 주로 친척， 젊은이들은 친구와 함께 온다(NRCA 1976: 

247) . 

박물관은 공연보다 인구성격이 일반인과 비슷하다. 16살 이하는 부 

모와 같이 방문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면 35살 이하가 58%로 젊 

은 편이다. 이플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박물판의 방문자는 젊은 층이 

나 학생들이며 일반인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들의 중간소득 

을 14 ， 200달러로 일반인보다는 높지만 공연참석자보다는 아주 낮다. 

관람자의 31%는 만 달러 이하의 소득충인데， 박물관은 입장료가 싸 

서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충도 많이 온다. 박물 

관 중 미술박물관 관랍자는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높다. 싱글방문객 

이 42%로 공연이나(37%) , 박물관 일반(27%)보다 높고 학생충이 많 

다. 과학박물관은 가족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차이는 돈보다 

는 흥미， 취향， 정서의 문제로 보인다(NRCA 1976: 255). 

방문이유는 전시물을 즐기기 위해 (29%) , 그리고 미술박물관의 경 

우는 특별전을 구경하기 위해 (29%)가 많았다. 친구나 통료와 많이 

가나 혼자나 자녀와 가는 경우가 공연쪽보다 많았다. 전시를 공연보 

다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적 행사로 인식하며. 교육적이라 자녀들을 

많이 데려오며 가족이 편리한 시간에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박물관 관랍자(92%)는 16셰 이전에 박물관에 온 적이 있었고， 이들 

중 86%가 긍적척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공연이나 비슷한 

결과였는데， 박물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교육이 낮은 사람들 

도 대다수가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리고 보통 1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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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번 박물관올 방문했으며， 그 중 2.7번윤 미술박물관. 2.1번은 역사 

박물관. 1. 2번온 과학박물관이었다(NRCAI976: 256-259). 

한 전국조사에 따르면때uireasen 1992: 9)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랍이 47%이고， 관심올 가진 사람이 22.2%. 시도해본 사랍이 

6.6%. 그리고 긍정척이고 참여하는 사람이 24.3%였다. Harris ( 1996) 

에 따르면 예술이 자기지역에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랍이 67%였 

고 33%는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 연극집단에 관련하여 일 

하는 사랍은 5%. 사진에 참여하는 사람이 44%. 무용， 발레， 에어로 

빅， 재즈에 참여한 사람이 30%였다. 그리고 지난 l년 동안 영화관에 

가 본 사랍이 70%.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본 사랍이 50%. 팝뮤직공 

연에 가 본 사람이 49%. 교향악'/클래식에 가 본 사람이 30%. 오페라 

둥에 23%. 발레나 무용과 춤이 21% . 미술박물관이나 미술관이 

44%. 과학 · 역사 · 자연사박물관이 49%였다. 직접 그림그리기 등이 

33%. 도자기만들기 11% , 합창단 18% , 자수 36% , 조각 7%. 시나 

소셜 25%. 악기연주는 28%이다. 따라서 총인구의 86%가 무엇인가 

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남자 젊은이 대졸 이상 부자일수록， 그 

리고 백인이 더 많이 참여한다 

물론 이러한 통계들이 20년 전의 통계이거나 전국적인 경향을 조사 

한 것이어서 뉴욕시와는 다를 수 있지만 문화예술행사에 주로 참여하 

는 사람이 교육정도가 높은 백인 중 -상층이라는 점은 뉴욕시에도 적 

용된다. 그러나 문화라는 말의 범주 자체가 워낙 애매하기 때문에 항 

시 문화활동에 대한 통계도 조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에 언급된 문화에서는 음반으로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 

션으로 교향악이나 연극을 시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텔레비션에서 영화나 연속극이나 다큐멘타리를 시청하는 것이 문화 

행위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조사가들이 작성한 

문화활동과 다른 것을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한 백인여성은 어떤 문화를 즐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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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필자의 질문에 “뉴욕에서 문화를 즐기는 것에는 음식만한 것이 

없다. 세계 각지의 음식이 있어 언제든지 그들 민족의 문화를 맛 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문화향유를 다른 민족의 문화와 관습올 맛 보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랍은 축제를 관랍하는 것올 문화 

활통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적 취 

미에 집중하는 문화통계표의 해석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이루어 

져야 한다. 범주가 어느 정도 합치한다 할지라도 뉴욕시민들도 뉴욕 

시에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이들을 다 체크하기란 불가농하다고 생 

각하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실제로 정확한 조사가 지금도 불가능하 

다고 생각하고 었다. 따라서 문화조사결과는 전반적인 흐륨을 보여주 

는 정도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7. 경제적 영향 

문화도 이제 산업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 

하는 작업이 뉴욕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자료나 범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보수적으로 계산한 예술의 경제효과는 다음 

과 같다. 이러한 숫자는 특히 뉴욕시에서 시나 사기업들이 문화에 대 

한 지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뉴욕시의 한 문화직 공 

무원은 1970년대 이후 점차 문화가 돈과 관련되어 이야기되더니 이제 

는 돈을 얼마냐 버느냐 또는 관객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의해 문 

화행사가 정당화되어 문화행사의 인문적 특성이 무시되고 경제적 특 

성만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극관람객은 1994-95시즌에 브로드웨이극장에 950만 명이었고 4 

억 3천6백 달러의 입장료수입을 올랬다. 다른 극장들까지 다 합하면 

총 5억4천만 달러의 소득과 6 ， 100명의 일자리 (F버1 TIme)를 창출하였 

다. 미술관 및 경매장은 4억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3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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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영화와 텔레비천용 촬영도 많은데， 95년 

175개 영화가 뉴욕시에서 만들어지고(부분 포함) 많은 광고， 뮤직비 

디오 촬영이 이루어져 영상과 관련하여 18억 달러의 뉴욕시 소득창출 

이 있었고 주전체 25 ， 000일자리(대부분이 뉴욕시)가 마련되었다. 

95년에는 430만 명이 뉴욕주 외부에서 뉴욕시로 와 예술을 즐겼다. 

이들은 2 .7 5일을 머뭄으로써 입장료 외에도 평균 394달러를 썼다. 뉴 

욕주에 사는 4천6백만 명이 문화예술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뉴욕시를 

방문하였는데 이들이 식당， 상점， 기타장소에서 7억 달러 정도를 썼 

을것으로추산된다. 

이것들로 뉴욕시의 경제효과는 비영리문화단체가 32억 달러， 상업 

극장이 10억 달러， 미술관 및 경매장이 8억 달러， 영상산업이 33억 5 

천만 달러， 관광객소비가 25억 달러， 건설에 1억 7천만 달러로 총 110 

억 달러이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13만 명이고 세금수입이 2억 2천 

만 달러이어서 문화예술이 뉴욕시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e Alliance for the Arts 1997). 

돈으로 계산되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문화(예술)기관이나 조직 

이 그 지 역 에 대 하여 “stabilizing effeα” 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 

고 있다. 미드맨하튼의 퇴색한 지역에 링컨센터를 만듬으로써 이 지 

역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센트랄 파크의 메트로폴리탄 미술박 

물관 자리도 원래 빈민촌이었지만 이들을 헐고 세계적인 문화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그 지역이 문화적 품위를 지난 새로운 통네로 태어났 

다. 그리고 부르클린에서도 예술센터를 만들어 놓아 계속 불이 밝혀 

지고， 이로 인해 그 곳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상업시설들이 그 옆 

에 모이게 됨으로써 그 지역이 부홍하게 되었다. 뉴욕시 할랩에서 

Apoll。 πleater라는 20여 년간 쓰지 않던 건물을 다시 복구하려고 노 

력한 이유도 이러한 논리였다. 

지역개발의 전략으로 또는 지역활성화의 출발점으로서 문화기관이 

가지는 효과가 널리 인정되고 있어 시에서는 그 문화사업 자체로는 



172 이정되 

이익올 남기지 못하더라도 주변지역 활성화률 위해 계속 투자하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기관이 생기면 판광객률이나 외지인들이 그곳 

올 안심하고 자주 찾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관광객의 증가로 

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에 

게도 긍정적인 자부심올 가지게 하고， 지역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혜주는 풍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8. 예술활동의 문화정치학 

문화는 갈수록 더욱 명백하게 도시의 활력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뉴욕시에서도 시립박물관， 예술기관들이 엘리트 위주로 되어 보다 대 

중적이고 민주척인 문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관리들 

은 다른 도시와 비교해 문화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문화수도 

의 이미지를 지속시키는 데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술이나 

예술가의 존재는 도시의 정치， 경제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 

술에의 투자는 이익이 남든 아니든간에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의미한 

다. 이런 예술의 가시성 확대가 도시의 지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시관리들은 생각하고 있다(Zukin 1995). 

이와 관련하여 뉴욕시 지울리아니 시장(New York Times 1994, 1. 

24일자)은 “예술올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신적 정체성 

의 일부이고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 시경제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도시의 핵심이다 .. 이라고 말하고 있다 

(Zukin 1995: 11 I). 

문화경쟁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문화가 미적 다양성을 제공함으로 

써 문화가 없는 빗빗한 교외나 공업단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가 활성화된 도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조성이 교환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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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교를 할 수 있고， 미적 감각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올 경험할 수 있어 개성의 표현야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경제가 문화적 포장을 하게 되고 문화가 경제활 

동의 중심으로 동장하게 되자， 이러한 측면들은 경제활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문화경쟁력의 확보가 결국 경제경쟁력의 

확보와 관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문화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뉴욕엘리트들은 뉴욕시에 얼마나 경제적 이익 

올 가져오는 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경제적 활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정치가 뉴욕시에도 존재한다. 누가 

문화를 주도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또 문화가 누구에게 

유리한 이마지를 만들어내는가는 지역옐리트와 주민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사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어떻게 누구의 편에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역시 중요한 이슈다. 이러한 점에서 뉴욕 

시의 문화예술에 일반주민들이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가 존재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의 전개와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지역엘리트， 특히 백인엘리트들이다. 이들이 어떠한 문화기관을 짓고 

무엇을 전시하고 공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 

인지， 누가 어떻게 향유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 

고있다. 

이들 엘리트들은 문화자체에도 관심이 있지만 문화에의 투자가 도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투 

자가 아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나 각종 기금들이 

대규모 미술관， 공원， 건축물의 설립에 적극적이며 각종 스팩타클한 

전시회 및 행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의미 

의 생산과 확장올 통해 뉴욕시가 세계적인 문화수도의 이미지를 굳히 

고 또한 뉴욕의 경제를 활성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70년대 이후 뉴욕시의 경제는 이러한 미적 생산， 의미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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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의 생산 또는 이를 통해 경제를 포장하는 것에 크게 의존해왔 

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중심지인 타임스퀘어나 또는 5번애뷔뉴 시립 

도서관과 불어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 퉁이 각종 재개발올 통해 중류 

충과 상류충올 끌어들이는 문화적 매력장소로 탈바꿈하였다(Z뼈n 

1995: 4장) . 예를 들어 42번가 브라이언트 공웬은 지역상인과 건물주 

로 구성된 비영리 〔브라이언트 공원 재생 회사〕를 만들어 공원의 기 

본성격올 변화시켰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회원은 Home Box 
O퍼ce와 NYl'표X이다. 안전확보가 가장 커다란 관심사이기 때문에 

경찰과 사셜경비를 배치하고 공원의 개방시간을 정해 저녁 7시에 공 

원올 폐쇄하였다. 의자와 옴식판매천막이 셜치되고 오후에 무료공연 

이 제공되었으며 담을 낮춰 보다 많은 사랍을 끌어들이도록 했다. 좋 

은 여름날에는 점심시간에 1 ， 500-6 ， 000명이 이곳을 방문하다. 이곳에 

는 의자와 벤치가 가득 차 있으며 중앙에 대형조각품이 설치되어 있 

고 여름 저녁에는 HBO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한다. 1년에 두 번 하 

얀 텐트를 치고 뉴욕 패션쇼를 하여 관련자， 모텔， 파파라치 퉁이 념 

실거리는 문화적 장소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센트랄 

파크에서도 나타났다 시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자 사설재단을 만들어 

이들이 공원의 문화적 성격이나 활동내용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과정 

에서 공원의 문화적 성격은 하충보다는 중류층이나 상류충에 부합하 

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설재산에 참여하는 앨리트들 

은 지역에 문화적 자원을 강화한다는 이미지를 심어 자신들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뉴욕에서는 도시의 여러 가지 문화적 성격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전을 둘러싼 정치적 의미와 관 

련된 갈동도 있다. 여성예술가 그룹인 버e Guerrilla G止k가 시내 구겐 

하임 미술박물관 개관에 여성미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시위를 했다. 미국인디안 국립박물관이 1994년 뉴욕시에 개셜되 

었을 때 누가 인디안을 대표하는가， 인디안이 신성하게 간주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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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의례도 행하지 않고 전시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인디안들이 빠진 상태에서 인디안 박물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의문은 미국독립기념일에 자유의 여신상을 중심으로 축하 

행사가 벌어졌을 때 과연 인디안에게도 흑인에게도 자유가 있었던가 

라는 항위 시위가 계속되는 점과도 연계되어 있다. 누구를 정당화시 

키는 문화이고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 

다(Zukin 1995). 

이러한 문제점은 현 상황에서 뉴욕시가 지원하는 문화예술들이 주 

로 서양문명과 관련된 점에서도 나타난다. 필자가 뉴욕시 문화국장과 

의 면담에서 왜 뉴욕시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서구예술에 집중되 

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논조로 대답하였다. 그는 

‘서구의 것이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예술들이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 

기 때문에 지원하기 힘든 것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예술은 아직 서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향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면서 비서구적인 것은 보면적이 아니 

라는점을강조하였다. 

뉴욕시의 문화활동의 지원이 공공적인 지원에서 사적인 지원으로， 

그리고 백인중심의 사회에서 다원적 사회로 변화면서 더욱 복잡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사회에서 문화다원주의가 강조되 

면서 소수민족문화나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교과서에서도 서구문명 이외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지원들이 아직도 서구문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문화들은 주변 

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진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형식척 문화다원주의의 확산에 따른 다양한 문화들이 급증하고 있지 

만 이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백인들의 전통인 서구문화가 주도하는 

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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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결론 

뉴욕시에는 먼저 아주 다양하고 많은 문화예술향유기회가 존재하 

고 았다. 문화예술가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공연 

횟수와 시설들도 많은 편이다. 다양한 민족의 존재로 뉴욕시의 거리 

에서는 각 민족들의 거리행사냐 축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 뉴욕시의 모든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마음만 먹으 

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이나 미술들은 주로 교육받은 백인 중상층에 의해 

향유되고 비백인들이나 빈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었다. 특히 

비백인들은 문화예술품의 내용에서도 소외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되 

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를 살리고 자부심을 확대하기 위해 민 

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민족들을 

위한 문화센터들을 자신의 민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시전체에서도 특정 집단을 위한 문화센터나 

행사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뉴욕시의 경우 문화가 민족에 따라 다양 

하게 분화되다 보니 문화내용 문화서비스 축제 등이 자기민족의 정 

당성을 확대하고 문화적 중요성을 높이는 정치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예술적 다원화가 뉴욕시에서는 일상화되고 있다. 

시 전체로 보면 백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급예술들이 주도권을 장 

악하고 뉴욕시의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족적 성향에 적합한 분화된 문화서비스 체계들이 갖추 

어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성향과 편의에 따라， 물론 경제 

적인 제약이나 취향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선택하여 문화를 향유하 

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 뿌리를 느끼기 위해 민족적 축제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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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문화행사에 대한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주민들 사이에 자신의 민족 아이멘터티와 관련하 

여 이루어지는 영역에서의 참여이다. 미적 성취도를 강조하는 고급공 

연예술이나 미술에서는 일부 백인 중 상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다양 

한 민족출신들의 중 · 하층 주민들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뉴욕시에서의 문화예술의 참여는 미적 감각이나 즐거움 뿐 

아니라 민족아이덴터티의 확인이라는 차원과 관련되어 있어 한국의 

문화예술의 참여와는 다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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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ity Case Study on Cultural 
Consumption System 

Yl, Jeong-Duk 

This report is about the cultura1 consumption 원stern in New York City. 

The consurnption of rnass rnedia rnediated cultural products is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Instead, 1 focus on 바e art perforrnances and 

exhibitions given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its suburbs, induding 

cornrnercial, professional, and arnateur arts. 1 also 띠scuss 삼le New York 

City govemrnent’ s cultural policy on the art production 때d consumption 

because an adrninistration' s 떼tural policy has a great irnpact on its cultura1 

topography. 

The New York City governrnent calls the 디ty as the world capital of 

떼ture， σ끼ng to e때and its cultural capacity and therefore attraα people 

and capital. If this plan would corne true, the status of the city would 

certainly be greatly enhanced. According to one official at the NYC 

governrnent, they have budgeted for the cultural area frorn 때 econoffilc 

point of view since the late 1960s. They have considered sponsorship for 

related institutions and artists sirnply as investtnents, airning at yielding 

profits. And the fact has been jus디fied by its financial gains. Thus, the 

econornic effects of various cultural organizations such as rnuseurns, 
broadway rnusical theaters, Lincoln Center, and galleries are well estirnated 

and reported. 

와lother cultural p이icy ofNYC is to give chances to not only poor arti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