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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공간적 변화가 매우 역동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은 최근 문화적으로 

도 급속한 변화과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도시문화의 중요성과 그 역 

할의 증대에 관한 논의들이 점증하고 있다. 경제 

개방과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도래， 대중소비문 

화의 확산，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및 

문화향수 수요의 증가 세계화·지방화로 인한 지 

역문화의 중요성 증대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도시공간구조를 급격하게 재편시키고 있고， 도시 

생활의 칠적인 추구와 새로운 문화적 주체의 형 

성에 따라 도시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서울의 도시문화적 현상으로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거 

리축제’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 

한 거리축제는 새로운 도시적 경험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지 

속되고 있는 ‘명동축제’를 비롯하여 1992-3년을 

전후로 하여 ‘대학로축제’， ‘신촌문화축제’， ‘압구 

정문화축제’， ‘돈암문화축제’ 등이 동시에 서울에 

서 등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자치구들의 다 

양한 ‘구민축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 

를 맞아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울 

시의 각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축제’ 

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시축제의 등장은 우리의 일 

상적 도시경험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고 있고， 

* 본 논문은 펼자의 석사논문 중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영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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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祝聚의 성격 

독특한 지역문화로서 지역에 따라 축제의 성격 

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써 각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축제가 

가지는 지역적·공간적 의미에 대한 지리적 연구 

는 도시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 지리학에서의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에 있다. 최근 여러 사 

회이론들이 지리학에 도입되면서 도시의 문화적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여전히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문화의 ‘주체’가 

사상된 채 피상적인 현상만 바라보거나， 타학문 

분과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경제결정 

론적 관점에서 도시문화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한계를 노정시켰다. 특히 ‘축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축제에 대 

한 연구방법론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최근에 도시의 문화 

적 현상으로서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서울시 거 

리축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대상 및 지역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의 다섯개 지역 

에서 개최되고 있는 ‘거리축제’이다. 연구대상 거 

리축제와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명동축제’: 명동 2) ‘신촌문화축제’: 신촌 3) 

‘압구정문화축제’: 압구정동 4) ‘돈암문화축제’: 돈 

암동 5) ‘대학로축제’: 대학로.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에서 개최되는 축제， 둘째，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셋째 다양한 주체가 참여 

하는 축제， 넷째， 지역성을 반영하는 축제，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자료， 면접， 설문， 그리 

고 축제현장에서의 참여관찰 등을 토대로 이루 

어졌다. 

우선 ‘도시축제’라는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도시문화에 대한 연구 

(본 글에서는 도시축제를 중심으로)의 주요 흐름 

과 논의들을 살펴보았다(제 H 장).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거리축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축제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 ‘축제의 시 

공간성’， ‘참여주체’， ‘개최목적’， ‘프로그램’ 등 다 

섯가지 요인을 분석범주로 설정하였다. 먼저 서 

울시 도시축제 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살펴 

본 후(제m장)， 나머지 네개 분석요인을 두 측면 

즉， i) 축제의 ‘공급자’ 측면(제W장)과 ii ) 축제 

의 ‘수용자’ 측면(제 V 장)에서 각각 축제별로 비 

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종합을 통해서 ‘서 

울시 거리축제의 성격’(제 VI장)을 도출해 내었다. 

제 H 장과 제m장， 그리고 제W장의 지역현황은 

문헌연구를 통해 실내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제 W 

장 ‘공급자 측면’의 분석은 면접과 축제 관련자 

료들을 이용하였다. 제 V장 ‘수용자 측면’의 분석 

은 거리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설문을 동 

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5개 지역별로 각각 지역상인과 지 

역주민， 지역이용객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같은 

내용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지역상인은 직접 상 

가들을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하였고， 지역 

이용객은 거리와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에서 직 

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하였다. 지 

역주민은 축제 개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근 중고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부 

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총부수 

는 1 ，568부이고， 1995년 9월 22일에서 10월 10일 

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5월과 10월 

의 축제 개최기간 중에 축제에 직접 참가하여 

축제의 실제 진행과정과 시민들의 반응을 참여 

관찰함으로써 축제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n. 이론적 배경 

1. 전통축제에 대한 논의 

축제에 대한 기존 연구의 거의 대부분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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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일(노동)과 놀이의 상 

호 결합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놀 

이문화’， ‘대동굿’， ‘집단적 신명’으로서 자리매김 

을 해오던 전통축제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와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본래의 의미 

는 퇴색 · 변질되어갔다. 따라서 축제가 가지는 

본연의 속성과 ‘삶의 축제’， ‘대동(大同)축제’로서 

의 전통축제의 정신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계 

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축제가 나아가 

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이상일 편， 1988의 이상일， 이두현， 김문환， 

이보형， 박인배 등의 글 참조). 

한편으로 국가의 문화정책과 축제간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은주(993)는 

지방문화의 부홍책이라는 정부의 문화정책적 지 

원에 의해 활성화된 향토축제에서 ‘전통’의 의미 

가 지역축제를 행하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어떻 

게 새롭게 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국 

가의 정책담론이 지역에 그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에 김창민(995)은 ‘문화적 

지배와 지배의 문화화’라는 관점에서 제주도의 

향토축제를 분석하면서 국가권력의 지배수단으 

로서 축제가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다루고 있고 

아울러 문화의 소유와 지배를 둘러싼 국가와 주 

민간의 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 

향과， 지역개발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 

으로서 지역축제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글들이 

다수 있다(김용래， 1994a, 1994b; 박상수， 1994; 

정 재 옥， 1994의 글 참조) 

2. 소비공간의 등장과 축제의 상품화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해체와 급속한 도시 

화·산업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도시공간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반영된 소비공간의 성격 

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소비공간의 등장 속에서 

축제의 성격과 의미는 새롭게 변화된다. 따라서 

소비공간에서의 도시축제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 

이 그것이 출현하게 되는 정치경제적 배경과 그 

공간적 함의， 그리고 축제를 통해 표출되는 이데 

올로기적 효과 및 갈등에 치중함으로써， 변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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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성격규명과 새로운 문화적 실천 전략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박인배 0988: 210)는 노동과 생활로부터 분리 

된 놀이는 노동과 생활에서 억눌린 한을 소비적 

으로 풀게 함으로써 놀이와 축제가 자기생활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을 방해하고， 따라서 

놀이를 통해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금 물신주의에 얽매여 놀이의 주체가 객체화되 

고 개별화되어 끊임없이 소비적 놀이를 계속하 

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와 같은 주객전도 

의 대중문화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기획되는 

축제들은 참여자들의 자발성보다는 상업적 이익， 

또는 행사의 성과에만 급급하여 진행되는 ‘소비 

적 축제’라고 규정한다. 강내희 0995: 21)도 노동 

자계급을 위시한 대중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서 일상이 새롭게 조직되고 이제 축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지만 이러한 도시축제는 참 

여보다는 수동적 소비와 상품의 잔치가 일어난 

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축제와 다름을 지적한다. 

르페브르(Lefebvre. 1990; 1991)는 오늘날 생산기 

술의 발달과 생산과정의 유연화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전세계적으로 확장·심화시켰으며， 이 

제 먹고， 자고， 소비하는 일상적 삶의 현장이 자 

본주의적 순환고리에 포섭됨으로써 ‘여가’와 ‘축 

제’ 또한 자본의 소비전략으로 전락하여 상품화 

되어 감을 지적한다. 따라서 창조적이고 생산적 

인 ‘순환’의 의미를 가지며 결합되었던 축제와 

일상이 서로 분리되고 대립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제와 일상의 결합을 통해 자본에 의 

해 공고화되어 가는 일상을 변혁할 것을 주장한 

다. 

3. 차이의 정치로서의 도시축제 

도시축제는 단순히 자본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문화적인 장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축제가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자본의 

이해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의 상이한 경험과 해석 및 실천에 

따라 그 의미는 새롭게 재현된다. 이러한 의미에 

서 도시축제는 한 사회의 서로 다른 주체들 간 

의 갈등이 표출되고 서로 충돌하는 차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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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장을 형성한다. 

영국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 현대 

카니발의 상징적 형태의 이해가 중요함을 지적 

하면서 영국의 노팅힐 카니발을 분석한 잭슨 

(Jackson, 1988)은 카니 발의 의 례 적 이 고 상징 적 

인 측면은 그것의 정치 · 경제적 맥락과 독립적 

이지 않고 동시에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논 

하면서 문화와 정치의 불가분성을 주장한다. 즉 

문화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차니발은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표현하는 

저항적 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잭슨은 이러한 카 

니발의 개최가 인종주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 

징적 공간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축제는 지 

배사회에 대한 투쟁의 장소를 재현하고 이는 법 

과 질서의 힘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폭동과 전쟁 

처럼， 또다른 하나의 수단에 의한 정치의 지속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윌렘스 브라운(Wi11ems-Braun， 1994)은 캐나 

다의 비주류 축제 (fringe festival)의 사례를 통해 

문화적 실천과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도시공간 

의 변화간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축제를 하나의 

급진적 문화정치의 장으로 간주한다. 즉 축제에 

참가하는 관객， 예술가， 그리고 주최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를 그는 상호주체성 -intersubjectivity 

으로 설명한다)이 활발히 전개되고 상호교섭이 

이루어짐으로써 축제의 공간은 하나의 비공식적 

인 담론장<informal discursive arenas)으로 새 롭 

게 형성된다. 

4. 도시개발전략으로서의 도시축제 

현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 

제적 현상들 가운데 가장 현저하면서도 근본적 

인 양상은 범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제의 재구조 

화에 따라 전개되는 도시의 급격한 구조적 변동 

이다. 이러한 변동은 구체적으로 구산업이 표출 

한 생산력의 소진과 생산관계의 갈등에 뒤따라 

도래한 도시쇠퇴와 도시의 회생을 향한 첨예한 

경쟁이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정병순， 1995: 

296).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정부는 자신의 경쟁 
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는데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도시의 이미지 향상’ 전략이다. 이러한 

이미지 전략으로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의 개최， 

도시스펙터클의 생산， 장소판촉을 위한 광고·홍 

보·이미지화 노력이 다각적으로 뒤따른다 

(Wilkinson, 1992). 

하비 (Harvey, 1989: 270-272)는 1970년 대 이 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일련의 경제 · 사회적 현 

상들에 대해 ‘유연적 축적체제’라는 개념으로 그 

전에 비해 달라진 자본축적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전과 변화된 도시스펙터클의 성격을 논한다. 

즉 도시스펙터클은 실업과 빈곤이 증대되고 계 

급양극화의 객관적 상황이 진전되는 곳에서 부 

르조아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화합의 

상징이자 도구’라는 것이다. 친근하고 안전한 장 

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응시하게 되는 상품 

의 전시는 스펙터클의 중심적인 부분이 되었고， 

그러한 도시스펙터클은 탈산업화를 보완하기 위 

해 소비자의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기업주의 

적 도시전략’의 일환이다. 그것의 확실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폭력과 정치선동으로부터 안전 

한 보장된 장소에서 구매행위와 스펙터클의 즐 

거움이 결합되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다른 공간 

과 구별되는 더 좋은 상품으로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해 상징적인 도시심장부에 다양한 건축 

물이 등장하고， 적대와 모순의 설정이 거의 불가 

능한 다양한 거리축제들과 스펙터클이 연출된다 

는 것이다 II 하비는 이러한 스펙터클이 일시적이 
고， 전시적 (display) 이며， 참여의 즐거움으로 포 

장되면서 유연적 축적하의 도시의 삶이 거대한 

스펙터클의 축적물로 환원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사람들을 공간영유의 능동적인 참여자에서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2)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축제 및 이벤트의 중 

요성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 

는데， 대부분의 논의들이 도시축제를 하나의 문 

화상품， 이벤트산업 등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이 

지역개발에 있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들을 다 

루고 있다(박상수 1994; 정재옥， 1994; 임연철， 

1994; 김 용 래 , 1994a, 1994b; ~ulcahy， 1982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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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울시 도시축제 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 

1. 서율의 도시공간구조 및 상권의 변화 

1960년대 이전까지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와 상 

권은 명동·종로 등 4대문 안의 중심상업지구 

(CBD)를 중심으로 한 단핵(單核)구조를 형성하 

였다. 하지만 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경제개 

발과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와 

산업은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였고， 주 

택·교통 등의 수많은 도시문제들이 야기되었다. 

또한 60년대 들어 2.3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 

조가 고도화되면서 도심공간을 새로운 자본축적 

환경에 조용하도록 하는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심재개 

발’， ‘강남개발’ 등의 일련의 개발정책들이 실시 

되고， 지하철의 등장으로 교통체계가 변화되면서 

도심기능은 분화되어 갔으며， 상권은 점차 다핵 

화되어 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개방화·국제화 

가 진전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라이 

프 스타일 및 쇼핑행태 변화에 의한 유통업체의 

재편 속에서， 상권의 다핵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60년대 이후의 ‘도심재개발’과 ‘강남개 

발’， 그리고 지하철 등 교동체계의 발달 등으로 

인한 상권의 다핵화 과정은 ‘도섬’인 명동의 쇠 

퇴와 신촌， 압구정동 등의 ‘부섬’의 발달을 촉진 

시켰고， 지하철 4호선의 등장으로 돈암동은 ‘지 

구중심’으로， ‘대학로’는 새로운 도심권으로 등장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권의 재편은 특히 ‘명동 

축제’가 개최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고， 90년 

대 들어 급속히 확산된 대중소비문화가 주로 부 

심 및 지구중심의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 

면서 신촌과 압구정동， 대학로， 돈암동 등에 축 

제가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형성시켰다. 

2. 대중소비문화의 확산 

서울의 거리축제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커다 

란 배경을 이루는 것이 80년대 후반이후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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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대중소비문화이다. 대중소 

비문화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조건으로， 85년부터 약 3년간 

지속된 이른바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 

의 소멸로 인한 수출위기의 확대와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서 ‘내수확대’ 및 ‘개 

방’이다. 이에 따라 문화적 내구소비재의 대중화， 

광고산업의 발전 및 대중매체의 확대， 그리고 다 

국적 자본의 대거 진출과 맞물리면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소비 공간조직의 강화 등의 새로운 소 

비여건들이 창출되었고 이것은 대중소비문화가 

확산되는 큰 계기를 형성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정치적 조건으로， 새롭게 형 

성된 경제적 조건을 이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소비주체의 형성의 측면이다. 즉 ‘소득수준의 향 

상’ 및 ‘새로운 여가문화의 확산’이 그것이다. 소 

득수준의 향상은 자본의 투기 적 전환에 의 한 중 

산층의 확대와， 87년 이후 3년여간의 노동자 대 

투쟁에 의한 중하위 소득계층의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서로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한국사회의 여가문화 또한 

‘먹고 마시고 노는’ 유홍위주로 크게 변모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계기를 통해 형성된 대중소비 

문화는 젊은층의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대거 확 

산되면서 퇴폐·향락적인 소비문화의 범람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고， 특히 신촌·압구 

정·돈암·대학로 지역에 이러한 현상이 크게 부각 

됨으로써 이곳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지역이미지의 개선은 

‘거리축제’가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3. 지방자치시대의 등장과 지역정체성 확보전략 

90년대 들어 세계화·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면 

서 지역간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각 지역들은 

독특한 ‘지역정체성의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주도권 확보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거리 

축제’는 구청과 지역상인 혹은 지역단체들이 중 

심이 되어 이러한 지역정체성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 49 -



서울시 거리祝聚의 성격 

‘지방화·세계화’의 정책적 기조는 1993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정부의 도시행정 개념을 변모시 

키고 있다. 즉 각 지방정부들은 변화된 행정수요 

의 충족과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 나름대로의 자 

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같은 지방정부 

의 노력은 새로운 기업가 정신과 경영적인 시각 

을 갖춘 ‘도시경영’ 혹은 ‘지방경영’ 이라는 새로 

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열해지는 지 

역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그 중에 제기되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 바로 ‘이벤트 전략’이다. 지역의 

고유성 Oocal identity)이 강조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각종 이벤트와 축제 등의 ‘이벤트 사 

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 

경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서울의 지역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4년에는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이라는 기념사 

업을 기획·추진하면서 서울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부각시키고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지역정체성 

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쳤다. 이미 

대전엑스포가 개최되었던 1993년부터 기념사업 

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기념사업의 일환 

으로 서울시는 ‘향토문화축제 활성화’를 추진하 

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색 있고 알찬 향토 

문화축제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우리고장， 

내고향 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각 구 

에 지시하였고， 11억 (227~ 구 각 5백만원)의 예산 

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로 축제’와 ‘명 

동축제’， ‘신촌축제’， ‘압구정축제’ 가 각각 종로구 

와 중구， 서 대문구， 강남구의 ‘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4. 정치적 민주화와 거리정치의 변화 

80년대의 치열했던 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명 

동과 신촌， 대학로 등의 중심상권 지역을 화염병 

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투쟁의 거리’로 만옮으로 

써 지역상인 및 지방정부와의 수많은 갈등의 요 

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 

주의권의 붕괴와 민주화 국면이라는 새로운 시 

대적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거리’를 매개로 

형성되었던 갈등의 매듭을 풀고 상권의 새로운 

활성화와 지역정치를 도모하려는 지역상인과 지 

방정부의 노력으로 ‘거리축제’가 등장하게 되었 

다. 

N. 서울시 거리축제의 성격 3) 

1. 등장배경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서울시 거리축제의 등장배경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요인이 서로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표 1. 서울시 거리축제벌 등장배경 

드C그자 〔그 R이L 멍동죽제 신존죽제 압구정죽제 돈암죽제 대학로죽제 

서톨시 상권의 찌핀 위축된 싱권의 회복 깅북의 부심상권 징닝의 부심상권 성북의 지구중심상권 도심권 

소비운화의 선빽쩍 퇴폐·힘락문화 퇴폐·형락문화 퇴폐·행릭문화 퇴폐·항릭문화 
획싼 (째대간 길등) (재층간 길등) (세대간 길등) (서|대간 길등) 

지방획시q 
성북구 지역문화의 

찌억게발전확 꽤신중심익 최대상권 대학문화의 꺼리 꽤신·회링익 거리 
즈。시디 

문화·빼술의 거리 
(찌역징빼성) 

정쳐쩍 민주화국면 투쟁-)축 Ã~의 거리로 투쟁-)축새의 거리로 투쟁-)축째의 거리로 

힘토축깨휠성화(서울정 힘토축새휠성회(서울정 형토축새활성화(서울징 헝토축쩨휠성화(서울정 
도뻐년기념) 도뻐년기념) 도뻐년기념) 도뻐년기념) 

도시징핵 문화예술공간조성 

한국빙문의해 한국방문의해 한국방문의해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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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들은 각 지역 특유의 역사성·지역성 

과 결합되면서 각 ‘거리축제’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각 축제별로 등장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 축제의 시공간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지역별로 거리축제의 시·공간성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등장시기별로 보면 명동축제는 80년대에 처음 

개최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나머 

지 축제는 모두 90년대 들어 비슷한 시기에 등 

장하였다. 개최시기는 명동축제를 제외하고 모두 

봄에 연 1회씩 개최되고 있고， 행사일수에 있어 

서도 명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3-4일 동안 축제 

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축제의 시간적인 성격은 ‘특정시기 

에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고， ‘일회적인 행사’로 

그침으로서 ‘일상과 축제’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축제공간의 경우는 모두 도심과 부심 및 지구 

중심의 소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 

을 지니고 있고， 젊은층의 주요 밀집지라는 것이 

다. 따라서 ‘거리축제’는 특정계층과 세대들이 포 

섭되지 못하는 ‘배제(排除)’의 공간을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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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참여주체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거리축제의 참여주체는 크게 지역상인， 지역단 

체(대학，언론 포함)， 지방정부， 문화자본， 그리고 

지역이용자로 나눌 수 있고 각 축제마다 그 구 

성에 있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전반적으로 ‘지역상인’과 지방정부인 ‘구청’이 

축제의 실질적인 주체를 이루고 있고， 문화자본 

인 전문 이벤트기획사가 축제의 기획 및 진행자 

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 

권이 발달한 도심과 부심의 축제(명동·신촌·압구 

정)는 모두 지역상인과 문화자본이 실질적인 개 

최주체가 되고 있고， 상권이 멀 발달된 지구중심 

의 ‘돈암축제’와 정책적으로 조성된 ‘대학로축제’ 

는 각각 지역신문사(성북신문사)와 지역단체(홍 

사단)가 실질적인 개최주체가 되고 있다. 특히 

축제의 실질적 내용을 그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주체가 아니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획사’가 맡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서울 

시의 거리축제가 독특한 지역적 차별성을 확고 

히 다지지 못하고 있는 ‘개성없는 축제’가 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거리축제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전통적 

표 2. 서울시 거리축제별 시·공간 

구분 명동죽제 신존죽제 암구정죽제 돈암죽제 대학로죽제 

등장시기 1987년(현 21회) 1992년(현 4회) 1993년(현3회) 1993년(현3회) 1991년(현5회) 

개최시기 봄/가을(연2회) 봄(연 1회) 봄(연 1회) 봄(연 1회) 봄(연 1회) 

행사일수 약 한달간 3-4일간 3일 3-4일 3-5일 

행사공간 
명동일대 신촌/이대앞 압구정로 부곤 성신여대앞 마로니에공원 
(도심) (강북부심) (강남부심) (지구중심) (도심) 

주: 대학로축제는 ‘대학로 청소년 축제’의 경우임 

표 3. 서울시 거리축제별 참여주체 

구분 명동죽제 신촌죽제 압구정죽제 돈암죽제 대학로축제 

개최주체 지역상인 지역상인 지역상인 지역신문사 지역단체 

보조주체 구청，지역신문 구청，대학 구청，지역신문 구청，지역상민 구청 

내용선정주체 전문기획사 전문기획사 전문기획사 지역신문사 지역단체 

주:1)개최주체는 실질적인 주체롤 말함 
2)대학로축제는 ‘대학로 청소년 축제’의 경우 

더
 따
 



서울시 거리祝聚의 성격 

인 축제가 지니는 일상과 축제가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대동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기 보다는， 

자본에 의해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 

벤트 사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축제의 개최주체가 되지 

못함으로써 직접 ‘참여하는’ 축제라기 보다는 단 

순히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축제로 전락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획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돈암축제’ 

와 ‘대학로 청소년 축제’의 경우는 좀더 생산적 

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러한 성격이 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들을 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취지와 상관없이 

‘축제공간의 상품화’가 일정정도 관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의 상품화’는 단순히 자본 

의 논리의 일면적인 관철로만 볼 수는 없다. 아 

직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건강한 지역문 

화축제를 이루려는 개최주체들의 적극적인 노 

력이 축제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 또 

한 이러한 소비적인 축제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 

짐과 아울러 ‘소비’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능동적 인 ‘문화적 실천’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개최목적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서울시 거리축제의 개최목적은 크게 다섯 가 

지 즉， ‘상권활성화’와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주 

민의 화합과 단결’，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 ‘문 

화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독특한 “지역정체성 

확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최목적들은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마다 상이한 양상 

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 

다(표 4). 
명동축제는 ‘상권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상업성 축제’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대 

학로축제는 상권과는 관련이 거의 없는 순수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신촌문화축제는 ‘대학가’라는 지역성이 상권과 

결합되어 상권활성화와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의 

목적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압구정문화축제는 

‘오렌지족’으로 상징화되는 특정계층의 소비문화 

가 빚어낸 ‘지역이미지의 개선’과 ‘상권활성화’가 

결합되어 있다. 돈암문화축제의 경우는 지구중심 

으로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최목 

적이 상권과는 관련이 적게 나타나고 있고， 개최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 

결’이라는 축제 본연의 ‘대동제’적 성격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개최목적들은 축제 등장 

의 지역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프로그램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거리축제의 프로그램들은 각 축제의 참여주체 

및 개최목적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지 

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표 5 참조) .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돈암축제와 대학로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은 모두 ‘전문기획사’가 프 

로그램을 선정하고 있고， 자본의 스폰서를 받아 

소요예산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공간은 

주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품화’의 경향을 띠 

게 된다. 명동축제는 패션관련 프로와 기업광고 

및 홍보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축제의 상품화 경향을 가장 충실히 반영 

표 4. 서울시 거리축제벌 개최목적 

구분 명동죽제 신존죽제 압구정축제 돈암죽제 대학로죽제 

I자목적 성권활성화 상권휠성화 lil 역이미지개선 
지역주민의 화합과 

문화서비스채공 
딘결 

2차목적 독특한 지역문화 싱권휠성화 
지역이미지개선 

lil 액이미지개선 
/독특한 지역문화 

찌역정빼생 국내 최대의 쇼핑'1 대확문획의 거리 
건전한 가혹·문화의 

지역공동체문확 형성 문확·예울의 거리 
거리 

이
 ι 



높았다. 하지만 대학로 축제의 경우는 49%로 매 

우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로 

축제가 단일한 축제명으로 개최되지 않고 일년 

내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문화 

행사가 존재하여， 시민들이 ‘대학로 축제’라는 명 

칭에 익숙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돈암축제를 제외한 

모든 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대학로축제 63%, 신촌축제 100%, 

압구정축제 85%). 한편 명동축제와 신촌축제는 

지역상인들의 인지도가 모두 100%이고， 돈암축 

제의 경우도 상인들의 인지도가 71%로 가장 높 

아， 거리축제가 소비공간에서 개최되고 있고 상 

권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도의 경우는 명동축제가 50%로 가장 높 

지만 타지역의 축제들도 모두 40%를 넘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역별로 보면 대 

학로축제 (67%)와 압구정축제 (57%)는 지 역상인 

들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신촌축제 

(76%)와 돈암축제 (53%)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가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전체의 52%가 ‘시간이 없어서’ 라고 

대답을 해 축제의 활성화에 있어 ‘여가시간의 부 

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홍미없는 프로그램이므로(24%)’， ‘내용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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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나머지 축제 역시 자본의 

홍보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신촌축제의 경우 축제가 매년 진행되 

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축제공간에의 적극적 개 

입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돈암축제와 대학로축 

제 역시 상업성을 배제하고 축제의 건강성을 확 

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축제공간은 

단순한 하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장이 아닌 여러 

주체들의 활동과 실천이 서로 갈둥하고 충돌하 

는 ‘차이’의 정치적인 장임을 알 수 있다. 

신상품의 

V. 거리축제에 대한 시민의식 

거리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시민 

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축제에 참 

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거 

리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반면， 참여도는 인지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 있다(표 6 참조) 
인지도의 경우， 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동 

축제’와 올해로 4회째 개최되고 있는 ‘신촌축제’ 

가 각각 87%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압 

구정축제가 73%, 돈암축제가 60%의 비중을 보 

여 개최 횟수가 많을수록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1. 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표 5. 서울시 거리축제벌 특징적 프로그램 

대학로축제 

청소년대상 

돈암축제 

주민화합 

민족문화의 

대중화/청소년 문화욕구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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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축제 인지도 및 참여도(단위: %) 

인지여부 및 참여 명동축재 대학로축제 신촌축제 압구정축째 돈암축제 

C 전채 A B C 전채 A B C 전채 A C 전채 A C 전채 

안다 100 86 87 63 52 43 49 100 100 80 87 85 75 66 73 57 71 % 60 
모른다 14 13 37 때 57 51 20 13 15 25 34 37 43 때 42 때 

참여한 적이 있다 50 50 % 42 67 때 45 76 60 잃 49 41 57 47 47 53 32 % 때 

참여한 척이 없다 50 % 50 58 33 % 돼 24 때 67 51 59 43 53 53 47 % 애 60 
주: A:지역주민 B:지역상인 c:지역이용객 / 참여도(단순관람 포함)의 경우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질문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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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촌축제와 압구정축제， 

돈암축제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명동축제의 개최목적은 전체의 43%가 ‘지역의 

상권활성화’라고 대답을 하였고， 지역상인 (45%) 

과 지역이용객 (42%) 모두 같은 대답을 하여 명 

동축제의 개최목적은 ‘상권활성화’라는 것이 더 

욱 분명해졌다. 반면에 ‘지역이미지 개선(7%)’，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7%)’， ‘관광문화상품화 

(5%)’ 둥의 비중은 매우 적게 나와 이러한 요인 

들이 축제와 상관관계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촌축제의 경우는 ‘지역의 상권활성화(29%) ’ 

와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28%)’이 비슷한 비중 

으로 높게 나왔다. 이것은 신촌이 대표적인 ‘대 

학가’인데다 축제를 ‘지역상인’이 주관함으로써， 

서울시 거리祝聚의 성격 

익 하지 않을 것 같아서 (7%)’가 31%를 차지 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많은 문제점이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7 참조). 

2. 개최목적에 대한 인식 및 
축제에 대한 만족도 

1) 개최목적 및 목적달성도에 대한 인식 

각 거리축제의 개최목적에 대하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였다.<표 8>에서 

보듯 시민들의 인식을 통해서 파악해본 거리축 

제의 개최목적은 지역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 

나고， 각 축제마다 여러가지의 개최목적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동축 

제와 대학로축제는 상대적으로 그 성격이 뚜렷 

표 7.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단위: %) 

이유 명동축제 대학로축재 신촌축제 압구정축제 돈암축재 계 

흉미없는 프로그햄이므로 34 15 28 24 18 24 
내용이 유익하지 않을 것 

10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48 댐 53 52 55 52 
교통이 불편해서 

행사가 열련다는 것을 19 
몰라서 

기타 11 12 
자료:설문조사 

표 8. 축제의 개최목적에 대한 시민의 인식(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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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4: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관광문화상품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개
 
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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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과 학생간의 갈등해소를 통해 ‘상권활성화’ 학문화의 거리 창출과， 10대들의 탈선과 방황의 

와 ‘대학문화의 거리’라는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 거리라는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성하고자 하는 것이 신촌축제의 개최목적임을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문화서 

보여주는 것이다. 대상별로 보면 지역주민들은 

‘상권활성화(38%)’의 비중이 제일 높았고， 지역 

상인들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40%)’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인과 학생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이용객의 경우는 ‘독특한 지역문 

화 창출(30%)’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 

반면에 ‘지역이미지 개선(14%)’은 상대적으로 낮 

은 비중을 보였고， ‘관광문화상품화(1%)’ 역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압구정축제는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26%)’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지역주민 

의 화합과 단결(23%)’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대상별로 보면， 지역주민(29%)과 지역 

이용객 (48%)은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를 가장 많이 개최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 

역상인은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48%)’ 라 

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문화서비스 제 

공(9%)’과 ‘관광문화상품화(1%)’는 매우 낮은 비 

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압구정축제는 퇴폐·과 

소비의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패션·화랑의 전 

문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돈암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29%)’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와 도심과 부심 

지역의 축제와는 달리 지구중심의 ‘구민축제’적 

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22%)’과 ‘지역이 

미지 개선(2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신여대를 비롯한 인근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 

비스 제공(8%)’과 ‘관광상품화(1%)’는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상별로 보면 지역주민들 

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44%)’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지역상인들은 ‘상권활성화 

(32%)’와 ‘지역이미지 개선(32%)’을 꼽았으며， 지 

역이용객들은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26%)’의 비 

중이 제일 높았다. 

한편 대학로축제의 경우는 타지역과 매우 상 

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문화서비스의 제공 

(54%)’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독특한 지역문화 창출(27%)’이 높은 비중을 보 

이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개최목적은 모두 7% 

미만으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어， 서울에 최초로 정책적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대학로의 성격을 반영하 

고 있다. 따라서 대학로축제의 개최목적은 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독 

특한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축제의 개최목적이 어느 정 

도 달성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 

보았다.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그저 그렇다’라는 

대답이 50-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 

반적으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별로 살펴보면 ‘목적이 달성 

되고 있다’는 대답이， 대학로축제 (34%) ， 명동축 

제 (32%) ， 신촌축제 (24%) ， 돈암축제 (22%) ， 압구정 

축제 (20%)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목적이 달성 

되지 않고 있다’라는 대답이 압구정축제 (25%) ， 

신촌축제 (21%) ， 돈암축제(19%) ， 대학로축제 

표 9. 축제를 통한 개최목적 달성도(단위: %)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 명동축제 대학로축제 신촌축제 압구정축제 돈암축제 

매우 그렇다 5 3 4 4 5 
거의 그렇다 27 31 20 16 17 
그저 그렇다 56 51 55 55 59 

거의 그렇지 않다 10 13 15 15 15 
전혀 그렇지 않다 2 2 6 10 4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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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祝聚의 성격 

05%), 명동축제02%) 순으로 나타나， 도심에 있 

고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로축제’와 ‘명동축제’ 

가 비교적 목적달성도가 높은 반면， 나머지 축제 

는 ‘달성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달성되고 있 

다’는 대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저 그렇다’를 포함하면 66%(대학로축제)-80% 

(압구정축제)가 개최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견해 

를 보이고 있어， 개최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 

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축제에 대한 만족도 

위에서 살펴보았던 개최목적 달성에 대한 부 

정적인 견해는 ‘축제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에도 

반영되어 축제에 대해서 만족하는 시민들의 비 

중이 매우 적 게 나타나고 있다(표 10 참조). 축 

제 행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라는 

대답이 50%(대학로축제)-66%(압구정축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축제행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답은 대 

학로축제 (40%) ， 명동축제 (23%) ， 돈암축제 (22%) ， 

신촌축제06%) ， 압구정축제 02%)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하다’는 대답은 신촌축제 (26%) ， 압 

구정축제 (22%) ， 돈암축제07%)， 명동축제04%) ， 

대학로축제00%) 순으로 나타나， 대학로축제가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신촌축제 

와 압구정축제는 만족하는 사람보다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그렇다’라는 

대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것 

은 한편으로는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 

고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견 

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불만족하는 것 

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으로서， 앞으로 축제의 방 

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관심과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열려진 가능성’ 

을 의미하기도 한다. ‘축제’가 도시 공간에서 열 

리는 것 자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고， 소득수준의 증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문화향수에 대한 수요가 늘 

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표 10. 축제에 대한 만족도(단위: %) 

만족도 
명동축제 대학로축제 

B C 전채 A B C 전채 

매우만족 

대채로만족 35 17 19 때 34 32 35 
그저그렇다 55 64 63 35 42 61 50 
대채로 불만족 14 13 15 
매우불만족 

주: A: 지역주민， B: 지역상인，C: 지역이용객 
자료:설문조사 

신촌축제 

A C 전채 

11 
22 67 13 12 
43 11 66 58 56 
때 11 18 22 18 

표 11 . 프로그램의 문제점(단위:%) 

문제점 명동축제 대학로축제 

내용이 빈약하고 수준이 낮다 16 5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 10 10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적다 20 31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44 45 

기타 10 9 
자료:설문조사 

- 56 -

압구갱축재 돈암축제 

C 전채 A B C 전채 

11 
11 10 32 13 18 
67 71 66 45 70 67 61 
16 14 16 15 12 

13 

신촌축제 압구정축제 돈암축제 

14 15 15 
12 14 
31 35 28 
32 34 47 
11 2 4 



地理學論聽 第27號(1996. 2) 

표 12. 시민이 원하는 축제 프로그램(단위: 명) 

명동죽제 대학로죽제 신촌죽제 압구정죽제 돈암죽제 

.시민톨이 힘찌 혐여 힐 수 .시민톨이 힘째 혐여활 수 있는 .생휠체육(길거리농구，단축스포츠， .패션쇼(시민)(8) .민기연뼈인공연 및 대화(11) 
있는 프로그톨(7) 프로그홈(1 9) 선수초청)(10) .댄스경연대회(7) .생휠체육(길기리농구，배드민턴등) 
.명동ÃI 액 사무원 및 상민들 .청소년프로(토론회，청소년기요째， .시민이 힘째 혐여. 수 있는 프 .알뜰비자회(7) (7) 
믹 프로그램(상혐톨씨)(6) 청소년과 대학생의 대회)(1 6) 로그톰(9) .미스터깅님선일대회(5) .먹기대회(6) 

.기징행렬(기면쇼)(3) .전시회(조각，미술，시진 )(5) .댄스경연대회(6) .생활체육(김거리농구，훌라우프 .주민과 대확생 공륭홈얘프로(6) 

.노인대상프로(2) .대획생주빼 빼훌공연(4) .청소년프로(4) 등)(5) .남녀찍짓기 (6) 

'01남대회(미스터명동선빌대 .생휠체육(닭씨움，필씨륨，미니올림 .지역문제 토톨마당(3) .가면무도회 (4) .댄스경연대회 (5) 
회 )(2) 픽 등)(3) .남녀찍짓기 (2) .다양한 연령훌의 힘빼하는 프로 .엉린톨악회(대학생가요제)(5) 
.넓은징소로 변경 (2) .시민혐여연극(짜신톨 이야기하는 .[뱀흩의 특썽률 심리는 프로(2) 1(4) .추민이 않이 훨여하는 프로(주민 
.환경관련프로(2) 1 인극)(3) .바닥그힘그리기(2) .사진전(주부，환경 )(4) 됨톨 공톨게임)(5) 
.길거리농구(2) .노민대상프로(2) .알뜰비자회 (2) .남녀짝짓기대회 (3) .~량이 담긴 혹제(톨식나눠주기， 

.명톨뭘전상훨힐명 및 명동 .명시와의 대화(2) .신흩명씬훌다리기(2) .21국민과믹 한마당(3) 톨우이웃톨71)(3) 

전톨판련g시(2) .알뜰비자회(벼룩시장)(낀 .~유받언대(2) .청소년프로(3) .~억문제 공갑대 확싼파 찌억밭 
.짜유톨언며떠톨용핸빼)/ .중년흥(주부)대싱프로(2) .퀴즈대회 (2) .대민용사훌륭(쓰혜기훌71)(2) 헌 기윈프로(3) 

씨민낙씨윈/보물찾기/면민 01 .가혹이 휠찌하는 률이/교톨톨제 .건전한 신훌훌확형성프료/훌훌01 .노전연극세 (2) .거리퍼레이드(쳐랑통셰 )(2) 

정표현대호1/즉석추첨석경품( /닝녀찍짓기/01견쇼씨역상인요리 와 기성셰대의 확휠프로/신흩역사 .압구징 역시소게(2) '[i획의 시간(2) 
풍선터뜨리기) 등(각1) 대회 등 (각1) 및 찌억훌보/컴퓨터관련프로 등 .노전카페，다트게임，동물축세，압구 .꺼리로 찾아다니는프로/과륙패샌 

(각1) 징쟁화홈1민 빛 의씩~.， 강의 쇼/장예~.프로/시민낼먼디V킹 퓨터 
등(각1) 게임 등(각1) 

자료: 설문조사(복수응답) 

는 질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32 

-47%)’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적다(20-

35%)’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그동 

안의 축제가 프로그램 내용 자체의 문제점도 있 

지만，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고 

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축 

제가 1년에 단 며칠동안 일회적인 행사로 치러 

지는 것도 홍보부족 및 참여저조의 중요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 

떤 것인지 조사하였다. 

<표 12>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대부분은 크게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 

역성을 반영하는 독특한 프로그램’， 그리고 단순 

히 구경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강조 부문 참조) . 

이러한 시민들의 응답에서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상점철시’， ‘교통통제’ 등의 대답에서도 나 

타나듯，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거리낌없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교통통제 공간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모여드는 사람들에 비해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자유롭게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데 커 

다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축제공간이 자유롭게 전면개방되어 모든 시민들 

이 일상적인 시·공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공유하는데 커다란 도움 

이 될 것이다. 

4. 축제의 특정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각 거리축제의 특정이 무엇이고 

앞으로 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축제의 특정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은 각 지역의 지역성과 축제의 성 

격을 반영하고 있다(표 13 참조). 
우선 명동축제는 ‘사람이 많고 시민의 호응도· 

참여도가 높다’와 ‘서울의 중심으로서 전통과 역 

사가 있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아， 가장 오랜 거 

리축제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 

이 몰려드는 중심상권으로서의 명동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명동은 유동인구에 비해 거리가 

매우 협소하고， 축제의 메인무대 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명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무질서하다’는 부정 

던
 



서울시 거리祝聚의 성격 

표 13. 축제의 특징(단위: 명) 

명동축제 대학로죽제 신촌축제 압구정죽제 

5.디양한 연령 및 재층 7.쉽 JII 짐며힐 수 있고 기족적이 (복기잡티하)고 i 
(9) 다(8) 
6‘규모가 크다(6) 에미있디프씨(로1링기툴 7.휠기있있다 새(5롭) 9‘청소년 

89쥔복애디(꾸기엣용엉여(며찍nf은혀고|증영) 고고은덴 공 구의 우 거낀경g리예펴 정 디서]기여이6 이기 연|대민 좋희]우|”디기§이(디2지) 잉/(1회디) 있해 등(2)/어 
10많은 ( 많2)다/회(3려) 하고 웅장 
(2) 

(티기지티액)익 시힘이 많다(1) 등 

자료: 설문조사(복수응답) 

표 14.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단위: %) 

발전 명동축제 대학로축제 신촌축제 압구정축제 

방향 B C 전체 A B C 전체 

30 34 33 42 24 31 34 
2 10 6 7 14 2 
3 5 2 3 2 2 
4 30 33 33 31 43 34 34 
5 15 11 11 11 14 17 15 
6 5 12 11 14 5 11 11 
7 5 2 2 4 2 

주:A:지역주민， B:지역상인，C:지역이용객 
1:모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A 
43 
7 
6 
25 
5 
11 
3 

2:관광상품화되어 지역소득 창출에 이바지 

B 

50 

25 
12 

13 
」

3:지역의 문제와 갈둥이 표출되고 토론되는 장 

C 전체 A 
37 39 38 

3 4 
8 8 16 
28 27 20 
21 16 14 
4 6 8 

4: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기대 충족 
5:타지역과 다른 독특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소속감 중진 

B C 
41 46 
2 5 
10 5 
25 27 
16 8 
6 8 

6: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볼거리들을 제공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 
7:기타 

자료:설문조사 

전체 

43 
4 
9 
24 
11 
8 

돈암죽제 

(싱기업티성)(상술)익 비중이 적디(1) 등 

폰암축제 

A B C 전체 

56 39 36 42 
3 8 3 4 
3 6 7 6 
27 23 29 27 
7 11 12 11 
4 11 13 10 

」
2 

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지만， ‘활기 있다’， ‘시민의 

참여도가 높다’， ‘구경하기 편하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상업성이 강 

하다’， ‘규모가 크다’， ‘화려하다’ 등에서 보듯이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형적인 ‘상업적 축제’로서 

의 명동축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명동축제 

의 강한 ‘상업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더불 

어 ‘멋있고 새롭다’， ‘꾸며놓은 거리가 보기 좋다’ 

등의 대답에서 보듯이， 명동축제에 대한 긍정적 

인 시각도 존재하여， 축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재현’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대학로축제는 ‘건전하고 순수하며 상업적이지 

않다’， ‘예술성이 있고 문화적이다’라는 대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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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아， 타지역의 축제와 매우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 

유롭고 편안하다’， ‘나무나 조각품이 많아 축제분 

위기가 난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가족적이다’ 

등의 응답과， ‘젊음의 축제이다’， ‘청소년 프로가 

많다’ 등에서 보듯이 정책적으로 조성된 젊은이 

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의 대학로의 

지역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촌축제의 경우는 ‘대학가로서 대학생의 참 

여가 많다’와 ‘젊음의 축제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편하고 친근하다’， ‘밝고 건전하 

다’， ‘활기있다’ 등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대학가’ 

라는 신촌의 지역이미지와 ‘대학문화의 거리’로 

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학가와 

상권의 결합지역’，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이 

라는 대답에서 보듯이 대학문화와 상업문화가 

결합된 ‘역공간’으로서의 신촌의 지역성을 나타 

내고 있고， 신촌축제의 개최주최인 지역상인들과 

또다른 참여주체인 학생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 

여 축제공간이 하나의 ‘정치적 장소’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압구정축제는 ‘화려하고 섹시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젊음의 축제(신세대가 많다)’， ‘소 

비적이다’， ‘여자가 많다’， ‘복잡하고 잡스럽다’ 등 

에서 보듯이 특정계층 및 세대공간으로서의 압 

구정동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주 

민들의 화합과 단결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의견 

은 축제가 새로운 지역성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돈암축제는 ‘서민적이고 향토적이다’라는 의견 

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화합이 잘된다’， ‘다양하고 아기자기하다’， ‘상업 

성이 적다’ 등의 의견들은 돈암축제의 ‘구민축제’ 

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젊은층의 참 

여’， ‘재미있다’， ‘가수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대답 

에서 보듯이， 10대의 거리이면서 대학문화에 열 

려져 있는 돈암동의 지역성이 축제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겠다(표 14 참 

조). 설문결과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o번)’를 향후 축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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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기대 충족(4 

번)’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축제별로 살펴보면 명동축제(각 33%)와 

대학로축제(각 34%)는 ‘1번’과 ‘4번’이 똑같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축제는 ‘1번’의 비중 

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압구정 43%, 돈암 

42% , 신촌 39%). 특히 대학로축제는 지역주민을 

제외한 지역상인과 지역이용객 모두 ‘4번’의 비 

율이 ‘1 번’보다 높아 ‘문화서비스 제공’이라는 대 

학로 축제의 주요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신 

촌축제의 지역상인(25%)과 압구정축제의 지역주 

민06%)의 경우 ‘지역의 문제와 갈등이 표출되 

고 토론되는 장’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심인 ‘신촌’과 ‘압구정동’이 지역적 갈등 

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 밖에 ‘독특한 문화공간 조성’이 

11%-16%, ‘볼거리제공을 통한 상권활성화’가 

신촌축제와 압구정축제를 제외하고 10%-11%를 

차지해 ‘관광상품화(2번)’와 ‘지역갈등의 표출·토 

론(3번)’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상의 조사결과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권 

활성화’와 ‘관광상품화’ 등의 상업적인 측면보다 

는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하는 ‘대동 

제’이자 ‘고양된 삶의 축제’로서 거리축제를 바라 

고 있다는 것이다. 

VI.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서울시 거리축제의 

성격’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거리축제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 

인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거리축제 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 축제의 참 

여주체·개최목적·시민들의 인식 둥에서 축제마다 

비슷한 경향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축제마다 차별적인 성격을 띠 

고 있다. 

둘째， 서울시 거리축제는 ‘축제와 일상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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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벤트성’ 행사이다. 

문화자본인 ‘전문기획사’가 프로그램을 선정하 

고 있고， 지역상인이 핵심적인 주체가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축제의 소비상품화’가 진행되고 있 

다. 따라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순환의 의미를 

지니며 결합되었던 ‘축제와 일상’이 서로 분리됨 

으로써， 능동적인 참여의 축제가 아닌 ‘수동적인 

관람의 축제’가 되고 있고 이는 거리축제가 진 

정한 의미의 ‘축제’라기 보다는 하나의 상품화된 

‘이벤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서울시 거리축제는 ‘공간의 역성 

Oiminality of space)’을 재현함으로써 ‘역공간 

Oiminal space)’을 창출하고 있 다. 

젊은층이 주로 밀집하는 ‘소비공간’을 중심으 

로 축제가 개최됨으로써 세대간·계층간 ‘포섭’과 

‘배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축제의 개최지역은 

‘소비공간’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공간(대학로)’， 

‘대학문화의 공간(신촌)’， ‘ 10대의 공간(돈암동)’， 

‘특정계층의 공간(압구정동)’ 이라는 상징성으로 

중첩된 공간이다. 이러한 ‘역공간’적인 성격은 축 

제의 개최목적이나 프로그램이 단일한 것이 아 

니라 여러가지의 측면이 서로 결합되게 되는 중 

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거리축제의 공간은 ‘차이 

의 정치’가 존재하는 ‘문화정치의 場’이다. 

이러한 성격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각 축제의 개최주체들이 축제를 이용해 ‘장소의 

차별성’을 추구함으로써 독특한 지역정체성을 형 

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지역간의 ‘차이의 정 

치’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축제의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상인·문화자본·스폰서)과 

국가권력(지방정부)의 이해가 축제를 통해 일방 

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바라보는 

수용주체의 시각과 경험 및 실천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지년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의 공간은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려진’공간이다. 

서울시의 거리축제는 시민의 삶에 뿌리를 내 

린 지역문화로서 확고히 자리잡기에는 아직 짧 

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과 진정으로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 

시키고 있다. 하지만 거리축제는 매년 우리에게 

‘열려진 場’으로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앞으로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여부에 따라 

거리축제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 

미한다. 본 논문은 최근에 도시의 문화적 현상으 

로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서울시 거리축제의 

성격’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도시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앞으 

로 각 지역축제별로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 

구를 통해 본 연구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註

1) 이러한 도시스펙터클이 도시활성화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로， 캐나다 뱅쿠버의 세계 

박람회 (Ley & 01ds, 1988)와 볼티 모어 의 도시 박람 
회 (Harvey， 1989a), 웨스트-에드먼톤 쇼핑몰 

(Shields, 1989)등에 대한 분석이 있고， 이와 유사 
한 방식의 한국사례로는 롯데월드(강내희， 1991), 
그레이스백화점(이동연， 손자희， 1994), 대전엑스포 
와 예술의 전당(최 병두·구동회， 1995) 등의 글이 있 
다. 

2) 한편 이와 반대로 스펙터클은 지배계급에 대한 저 

항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대항스펙터클’을 형성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 대처정부의 도시재개발 

전시용 작품으로 추진되었던 이른바 ‘도클랜드 개 

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저항조직을 결성하고 

‘해변축제 (shore-side festivaD’를 강력한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Dunn & Leeson, 
1993 참조). 

3) 이 부분은 각 축제별 구체적 분석을 요약， 정리 한 

것이다. 자세한 축제별 분석은 필자의 논문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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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Mu Yong Lee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which is rapidly on the rise as a urban cultural phenomenon. 

For this purpose, the five factors - 'socio-economic conditions of urban festival' s showing 

up' , 'participation agencies' , ’ time-space of festival' , 'purposes of the festival' ’ 'programs' - are 

established as analysis categories,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festival' 

synthetically by the comparison of five street festiva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 l1ows. 

1. Socio-economic conditions of street festival ’s showing up are as follows. i) urban spatial 

restructuring of Seoul city and reorganization of commercial power, ii) selective spread of mass 

consumption culture, iii) a line of policy for securing local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s of 

local self-government, iv) change of street politic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in-external political environment. 

2. The characteristics of time-space of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are as follows. 

i) Time: street festival is concentrate on a specific times(spring & autumn), and it is a 

ephemeral event which is mainly held once a year. ii) Space: street festival is held in the 

consumption space as like as 'downtown(CBD) ,’ 'secondary center' ’ ’community center’, 
especially consumption space in which the youth crowd. 

3. Holding agencies of festival are composed of ’local merchants' , ’ local government' , ’cultural 

capital' , ’ local society' , and the constitution of agencies is differentiated with the festivals. But 

generally ’local merchants' , ’local government(Gu-office) ’, and ’cultural capital ’ are real holding 

agencles. 

4. Purposes of the festival are ’revitalization of commer~ial power' , 'improvement of local 

images' ’ ’reconciliation and unity of local residents' , ’peculiar local culture creation' , and 'an 

offer of cultural services' , and that five factors are linked together. Among them,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each festival is as follows. i) Myung Dong Festival: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power' , ii) Sinchon Culture Festival: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power' , iii ) 

Apkujung Culture Festival: 'improvement of local images' , iv) Donam Culture Festival: 

’reconciliation and unity of local residents' , v) Daehakro Festival: ’an offer of cultural services' 

5. Programs of festival are linked with 'participation age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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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fied owing to capital' s sponsor. 

6. As a results of interview & question, 'degree of festival participation' , ’degree of purpose 

attainment' , and ’degree of contentment with festival' are generally shown as low. So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doesn't solidify yet it' s footing as local festival. But 'the purpose of 

festival' , ’ the feature of festival' , 'cognition of festival place' are differentiated with the each 

festival, therefore it is found that street festival reflect local identity. 

Conc1usion of this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are as follows. 

1.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forms 'differentiated local identities' with the each region. 

2.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is an 'event' which separates 'festival' from 'everyday life'. 

'Professional event company' as a cultural capital plans and selects the program, and ’local 

merchants' play a key role in festival, so festival is generally commodified. Therefore street 

festival is not the real 'festival ’ but a 'commodified event'. 

3.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creates 'liminal space' by representing ’liminality of space'. 

Street festival is held in the consumption space in which the youth mainly crowd, it causes 

’inc1uding ’ & ’exc1uding ’ of generation . c1ass. And the place of holding festival is ’consumption 

space' as well as overlapped space with symbolization, as it were, ’cultural-artistic 

space(Daehakro) 이 'space of university culture(Shinchon) , , ’space of teens(Donam Dong)' , 'space 

of specific c1ass(Apkujung Dong) ’. The combination of various factors in 'purpose of the 

festival' & 'programs'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liminal space'. 

4. Street festival in Seoul City is ’ the place of cultural politics ’ which has a ’politics of 

differences' . 

This has a two meaning. First, holding agencies of each festival seek to establish ’local 

identities' by pursuing ’differentiation of place' through festival.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the audiences, the hegemony of capitals(merchant. cultural capital. sponsor) & govemmental 

power(local government) is not realized one-sided through festival but it has a new meaning 

according to the views,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audiences who look at the festival. 

therefore the space of festival is 'open’ space to intervene and practice as a place of cultural 

pracUces. 

Keywords: Street Festival, Local Identity, Cultural Politics{Politics of Differences), 

Commodification of Festival, Liminal Space, Event 

- 63 -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지역
	3. 연구방법 및 절차

	II. 이론적 배경
	1. 전통축제에 대한 논의
	2. 소비공간의 등장과 축제의 상품화
	3. 차이의 정치로서의 도시축제
	4. 도시개발전략으로서의 도시축제

	III. 서울시 도시축제 등장의 사회경제적 조건
	1. 서울의 도시공간구조 및 상권의 변화
	2. 대중소비문화의 확산
	3. 지방자치시대의 등장과 지역정체성 확보전략
	4. 정치적 민주화와 거리정치의 변화

	IV. 서울시 거리축제의 성격
	1. 등장배경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2. 축제의 시공간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3. 참여주체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4. 개최목적에 따른 거리축제의 성격
	5. 프로그램에 따른 거리축제의

	V. 거리축제에 대한 시민의식
	1. 축제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2. 개최목적에 대한 인식 및 축제에 대한 만족도
	3.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4. 축제의 특징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VI. 결론
	參考文獻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