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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환경오염， 범죄， 소외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정 목표와 방법을 지행}는 공동 

체를 결성하고 이에 기반한 대안 공간을 형성하려는 시와 증가하고 있다. 헤이리 역시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 연대를 통해 

‘문화예술마을’ 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거대 자본에 의해 상업화되는 예술과 아파트로 대표되는 획일적인 공간 

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을 활용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형성된 헤이리는 입주 

회원 각각의 경제적 여건과 지향하는 문화예술의 차이에 의해 내부 갈등이 섬화되면서 공간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는 가설 

하에 헤이리의 유토피아적 특성과 이를 둘러싼 경제적 현실，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공간적 양상을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이 현대 사회의 대안으로 구상한 유토피아적 공간 

으로 형성되었다. 둘째， 헤이리의 공간계획은헤이리 회원들이 지행}는공간을가시적으로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공간과차 

별화되는설계 원리와각종규범을도입하였다. 셋째，헤이리 입주회원들은 입주목적， 경제적 여건，문화예술에 대한견해차 

이 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 창출을 중시하는 

세입자들， 소비는 하지 않고 공공 시설물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방문객들의 유입과 맞물려 헤이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집 

단 간의 대립을 심화시킨다. 넷째 헤이라 내부에서도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에 따 

라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헤이리에서는 경제적 역량과 함께 초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합 

의를 거쳐 도출된 규제가 통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헤이리는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생산과 전시， 판매， 

관광’ 을 연계시킨 마을을 만들려는 최초의 시도로써 형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있다. 

주요어 : 유토피아적 공간，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자발적 연대， 대안공동체， 공간 분화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forrnation of Heyri which is realized as a utopian space of aπists. After 

identifying utopian traits of Heyri, this study further analyzes relations amongst economic condition, social conflicts and 

spatial differentiation. πl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Heyri art village is formed by artists as an 

altemative to the modem urban society, which entails the hyper-commercialization of art and monotonous urban landscape. 

Second, the members of Heyri devised several regulations and planning principles to realize their idea1. πlird， the dwelling 

members of Heyri can be categorized into several groups: resident'i, artists, owners of cultural and artistic facilities, and 

commercial entrepreneur by their participation purposes, economic conditions and the cultural viewpoints. 깐lis diversity 

causes conflicts amongst different social groups in Heyri. Fourth, the spatial diversification occurs because social group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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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interests concentrated on a specific area in Heyri. Finally, commercializing group and utopia oriented group 

exposes serious conflicts on the future of Heyri. In conclusion, Heyri art village, originally formed as a utopian space, 
differentiated into three zones: the most commercialized northem business district, the middle southem business district and 

the exclusive southem gate-house district. πlÏs spatial differentiation process reveals that ideal space and landscape can be 

competed by diverse social groups with different ideals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Key Words : Utopian Space, Heyri Art village, Cooperation, Altemative Utopian Community, Spatial Differentiation, Cultural 

Po1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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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론 

1. 연구배경과목적 

1960년대부터 성장 위주의 강력한 개발정책이 

시행되었던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어 2005년에는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섰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시설 부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도시빈민 

의 발생， 혼잡한 교통，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이 심 

각해짐 에 따라 전원주택 , 교외 신도시 등의 공간들 

이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 

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입지 

를 옮김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만들 

어졌다고볼수있다. 

반면， 최근에는 대안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상을 

반영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현실을 바꾸려는 움 

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향후 시민사회의 성장， 자 

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추세와 함께 이러한 공 

간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적 농업 

과 연계된 공동체마을， 농촌마을에 생태나 문화자 

원의 개념을 접목하여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내려 

는 전략에 이르기까지 이상적인 공간을 형성하려 

는 시도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에서도자유로운개인 간의 사회적 합의를통해 주 

거와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기 

존의 도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공동체 

가주목받고있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문화예술인들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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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대를 기반으로 형성된 헤이리는 문화예술을 

활용해 대안적 사회를 형성하려는 공동체 운동인 

동시에 문화예술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 

로 독특한 건축과 문화적 컨텐츠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과 연결시키고 있어 상당히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최근 지 역발전전략으로 

주목받는 문화정책들의 상당수가 문화 관련 시설 

이나 지역과 상관없는 전시성 행사에만 치중함으 

로써 지역민들의 관심과동의를얻지 못해 난항을 

겪고있는것과는달리，헤이리는처음부터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 이라는 사회적 과 

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 회원들의 토론 

과 설득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 

을 활용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형성된 헤이리는 

입주회원 각각의 경제적 여건과 지향하는 문화예 

술의 차이에 의해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간적 

으로분화되고 있다.’는가설 하에 헤이리를구성 

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이상의 

차이로 인한갈등이 헤이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이 

현대 사회의 대안으로 구상한 유토피아적 공간으 

로형성되었다. 

둘째， 헤이리 입주회원들은 입주목적， 경제적 여 

건， 문화예술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을 기준으로 몇 

1) 건설교통부는 도시지역 내 거주인구의 비율을 도시화율로 정의하였는데 2어6년에 발간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서 1970년 50.1%, 1980년 68.7%, 1990년 81.9% ， 2000년 88.3%, 2005년 
9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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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내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내부집단들이 각 

각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에 따라서로다른 

공간적 특성을 보여준다. 

넷째，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내부의 주도권 다툼 

은 경제적 역량이 우월한 집단의 돗이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각문제에 대한 검증을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유 

토피아적 대안공간인 헤이리가 갖는 의미를 이해 

하파한다. 

2.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현지답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자료분석의 방법을사용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통해 현실 비판과그 대안으로 

써 유토피아적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던 기획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토피아의 개념을 정 

의하고 이를 헤이리와 연계시켜 고찰할 것이다. 또 

한 문화예술마을을 지향하는 헤이리를 이해하기 

위해 유토피아적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문화예 

술이 어떤사회적 역할을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섬층인터뷰를 통해 헤이리의 형성계기와 

입주회원들의 특성， 입주 계기， 마을 거주의 장단 

점 등을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마을 관련 행정과 

공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헤이리 사무국과 헤이 

리 입주회원，건축코디네이터 등을대상으로이루 

어졌다. 

셋째， 헤이리에 거주하는 입주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마을의 전반적인 문제 

점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방문객 설문조 

사를 통해 이들이 헤이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 

며 어떤 점에서 입주회원들과 부딪치는지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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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설문조λ}는 2어7년 8월 29일부터 9 

월 3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134동의 건물 중 법 인 

을 제외한 118세대를 대상으로 100부를 직접 배포 

하여 50부를 회수하였으며 방문객은 100부를 배포 

하고 91부를 회수하여 통계패키지인 SPSS 12.0을 

통해분석하였다. 

넷째，헤이리에대한각종기사검색，홈페이지의 

글，보도자료등을통해 헤이리의 공간적 특정들에 

대한사회적 인식을살펴보고 이에 대해 헤이리 입 

주회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히파 하 

였다. 

11. 문헌연구 

1. 유토피아적 공간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보다나은 질서에 대한 희망과 이상적인 사회의 

설계’ 라는 유토피아적 동기는 토마스 모어가 ‘유 

토피아(Utopia)’ 를 언급하기 전부터 유럽의 지적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유토피아가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는 중세의 천년왕국에서 공 

산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현실에 따라 매 

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전개되었다(Ha1Vey ， 

2000) , 

1516년에 출판한 토머스 모어의 책 제목에서 처 

음 사용된 ‘유토피아(Utopia)’ 는 그리스어의 ‘없 

는(ou-)’ 과 ‘장소(topos)' 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 

여 만든 용어로서， 현실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는 장소’ 라는 의미와 함께 ‘좋은(eu-) 장 

소’ , ‘이상향 이라는 뭇을 함축하고 있다. 이 책에 

서 그는 ‘멀리 떨어진 섬’ 이라는 가상의 폐쇄 공간 

속에서 화폐와 사유재산， 착취가 배제된 사회를 

‘이상향? 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대 사회주의 사상 



에도 영향을 주었다(이 일형 , 2007). 

유럽 뿐 아니라 홍길동에 등장하는 ‘율도국’ , 혹 

은 허생전의 ‘무인공도’ 둥 우리나라의 문학작품 

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공간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에멘동산이나 무릉도원처럼 전혀 실생활과 관련 

없는 환상적 세계를 묘사했던 이전의 이상향과는 

달리2) 당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 이상적 

인 사회상을 묘사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 

고 대중을 계몽하는 교육하는 동시에 인간들의 적 

극적 참여에 의해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낙관 

적 전망을 제시하는 도구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지리적 발견에 의해 더 이상 발견 

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 가 사라지면서 유토피아 

역λ1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 완벽한 

공간유토피야 대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존재하 

는 유토피아’ 로 변화하였다(정지창， 2000). 또한 

인간의 이성에 의해 ‘완벽한 인간과 사회’ 라는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대적 인간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구 

상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판 등 사회 

개혁적인 성격이 강화된다(Rowe & Koetter , 

1978). 특히， 17세기에는 과학기술의 진보가 개인 

의 행복과사회의 번영에 기여할수 있을뿐아니 

라 유토피아적 사회를 성취하는 중요한 원동력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캉파 

넬라의 〈태양의 도시> (1623) 베이컨의 〈뉴아틀란 

티스> (1627) 둥 과학적 유토피아를 묘사한 문학작 

품들이대거등장했다.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혁명과 자본 

주의의 발달은유럽에 물질적 풍요와함께 도시화 

地理學論훌 제52호 (2008.9) 

에 따른 공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빈 

부 격차와 범죄， 소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하였다. 이러한시대적 상황속에서 문학적 상상 

력과 사회적 대안이 뒤섞여 있던 유토피아 문학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가까운 미래에 

사회를 개혁하려는 유토피아 사회이론으로 이어 

지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 시민혁명에 의한 신분제 붕괴 등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초월적인 신의 도웅 대신 스스로의 이성 

과 판단을 통해 ‘완벽한 인간상과 사회를 실현된 

유토피야 를 현실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되 

었다. 무한 경쟁과 이윤을추구하는자본주의의 폐 

해에 대한 대안으로 오웬(Robert Owen) , 푸리에 

(Charles Fourier) 등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소 

규모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의 협력과 효율적인 

사회제도，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제시하였다(민유기， 2005). 

오웬을 비롯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이러 

한 유토피아적 사회가 다른 유토피아적 사회와 

연방을 이루면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토 

피아적 공동체 실험들은 이들의 확산을 막으려는 

사회적 압력과 기득권층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 

으며 자본과 공권력의 개입에 의해 점차 개혁적 

인 성격을 잃고 변질되었다. 이상적 · 급진적 사 

회개혁가였던 에베네저 하워드 역시 도시적 편리 

함과 전원의 쾌적함이 조화된 전원도시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상호협력적 연방들로 대체하고 

자 했지만 토지투기와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2) 현실과 역사와는 동떨어진， 신화적인 성격을 가진 유토피아들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거나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미 
래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공상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거나 현실을 유지하려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다(Bloch ，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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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적 공간 형성의 관점에서 본 헤이리문화예술마을의 형성과 변화 

사회적 목표는 사라지고 물리적 특성만 남게 되 

었다(Hall ， 1988). 

소규모 유토피아 공동체 실험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됨에 따라 유토피아적 기획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노동자 계급이 권력의 주체 

가 되어야 계급 없는 공산사회라는 이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았던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3) 

모든 형태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 

장을 가지고 상호협력과 분권주의에 기반한 연방 

제 형태의 자치를추구하는무정부주의，그리고자 

본주의 체제 내에서 공간의 배치와사용을통해 이 

상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유토피아적 도시계획 등 

으로발전하였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강제되는 이상적 사회 대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에 의한 분권적 사회를 유 

토피아로 보았던 무정부주의자들의 사상은 인간 

에 대한 낙관적 시각，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개혁 

둥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주의의 국제조직인 인터내셔 

널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에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영향력을 잃고 소수파로 전락하였다. 과학적 사회 

주의는 1917년 레닌의 러시아 혁명과 잇따른 사회 

주의 국가의 성립으로 실제 공간에서도 성공적으 

로 실현되는 듯하였으나 20세기 후반， 소련을 비롯 

해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무정부주의자들 

의 주장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대안공동체의 형 

태로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토피아적 공간을 실 

현하려는 노력은 실제 공간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토지구입 건축 등 공간의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가진 기득권과 일정 정도 타협하는 

양상으로나타난다.19세기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유토피아적 도시계획들 

은 도시사회문제를 사회과학적 지식과 통찰에 의 

해 파악하고 이상사회나 공동체적 이상을 물리적， 

환경적 수준으로 구현하파 한다. 르꼬르뷔제(Le 

Corbuier)를 비롯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은 대 

량생산의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쾌적하고 아 

름다운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사회의 문제 

점을 해결하고 전체 사회의 번영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정진수， 1989). 그러나 이들이 지 

향하던 ‘모든사람을위한쾌적한환경’은 ‘지역성 

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경관’ 으로 나타났 

으며 단기간에 대 량생산되는 건물들은 자본가의 

이윤을 극대화해주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믿어지던 과학기 

술로 인해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강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주의 국가가 해체되는 

유토피아적 기획이 계속적으로 실패하면서 유토피 

아는 ‘기대’ 의 대상에서 ‘환멸’ 의 대상으로 전락 

하였으며 결국에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 을 의미 

하게 되었다(손철성， 2003).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의 붕괴는사회주의의 특정한 형태의 붕괴일 뿐자 

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전체의 붕괴는 아 

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사회상을 반영 

한유토피아를통해 대안을찾으려는움직임이 증 

3)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유토피아를 비판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공산주의 국가 붕괴 이후 사회주의 학자들에 의해 유토피아가 재조 
명되고 있는 추세가 언뜻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앵겔스 역시 모어와 캄파넬라의 유토피아를 공산주의 
에 관한 선구적 사상으로 인정하고 생시몽， 오웬， 푸리에를 당대의 사회모순을 비판한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이인식， 2007). 또한 
언젠가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 대신 계급 없는 공산주의적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현실화하 
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유토피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Willerstein ， l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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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이들은 현실 개혁적 성격의 유토피아 

에 주목하면서 실증주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 

체제에 맞서 새로운 희망을 찾파 한다. 블로흐0) 

윌러스틴'í)’ 하비(，) 등의 학자들은 기존의 유토피아 

적 기획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새로운 유토피 

아적 기획을 모색함으로써 사회현실을 변화시키는 

유토피아의 가능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기존 현실에 순응하기 보다는 새로운 공간계획 

과 배치를 통해 이상적 공간을 실현하려는 유토피 

아적 기획 역시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 

다. 구성원들의 개성적인 생활양식， 가치관，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성격을 반영하는 대안 

공동체 운동이나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위한 설계 

로 볼 수 있는 미국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 

과 영국의 어반빌리지(Urban Village) 등이 이러한 

地理學論훌 저152호 (2008.9) 

변화를대표한다") 

2. 유토피아적 공간형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노동 속에 내재된 예술적 가치에 주목했던 윌리 

엄 모리스는 푸리에의 ‘즐겁고 자유로운 노동’ 의 

개념을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예술을 

‘노동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 라고 보았으 

며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그는만드는사람과사용하는사 

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참된 예술을 통한 사회 

변혁을 꿈꾸었는데 스스로 일하고 창조하는 예술 

적 삶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의 소규모 자치공동체를 실현하파 했다.씨 그는 

교육을 통한 노동자들의 각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4) Bloch는 『희망의 원리~ (1959)에서 유토피아적 이상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인 동시에 이를 현실화시키려는 미래지향적 표상이 
지만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으로 인해 초월적 차원인 희망이나 유토피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 하지만 
유토피아적 이상은 기존의 사회 현실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회 이론과 좌파 사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5) Wi!lerstein(1 998)은 그동안 유토피아가 ‘실현 불가능한 공상’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고 정치적 잘못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 
기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둥 부정적 의미가 강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유토피아의 긍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려 하였다 그는 ‘실현가능한 역사적 대안들을 탐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적 작업’ 이라는 의미를 지닌 ‘유토피스 
틱스(utopistics)’ 라는 새로운 단어를 내셰워 ‘더 좋은 실현가능한 대안적 사회’ 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학문들의 통합연구와 다수 
의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실천하는노력이 필요하다고보았다. 

6) Haπey(200이는 기존의 유토피아를 공간적 유토피아와 사회적 과정의 유토피아로 구분하고 이들이 시공간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상적 성격을상실하고자본에 의해 변질되었다고본다. 또한유토피아가기존의 사회적 관계와도덕적 질서，정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회적 과정에 근거한 공간적 형태로서의 ‘변증법적 유토피야 를 추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병두(2003) 역시 유토피아를 공간과 시간과의 변증법적 관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유토피아 공간의 변 
증법’ 이라는 개념을 도출해 냈다. 그는 유토피아 공간을 변증법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어떤 과정이 공간적으로 
드러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통해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실현펼 수 
있다고하였다. 

7) 이들은 자유로운 개인 간의 연대를 통한 민주적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전통의 하나인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았 
다고할수 있다. 무정부주의자였던 크로포트킨은사회가자유로운개인들의 공동작업에 기초하여 다시 건설되어야하며 이것이 
인간사회가 가고 있는 필연적인 경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은 윌리엄 모리스와 에베네저 하워드에 
게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사유재산제 폐지와 같은 전면적인 정부조치가 아니라 수백만의 개개인들이 연합하여 각 지역마다 유토 
피아적 공동체를 형 성하고 이들이 다시 결집하여 연맹을 결성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는데(Hall ， 1988) 국가 대신 공동체적 삶을 지 
향하는 무정부주의는 현대 대안공동체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이통수， 2004). 

8) Morris는 1882년 경， John Stuart Mi!l이 푸리에를 비판한 글을 읽고 도리어 즐거운 노통에 의한 푸리에의 이상사회에 공감하고 자 
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주의의 전형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해 그는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모두 비판 
하면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소규모 자치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다분히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박홍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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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까지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와 국가의 엄 

격한 통제를 당연시하는 사회주의 모두를 배격하 

였다(박홍규， 2007). 

한편，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미와 미적인 것 

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전개했던 루카치 이후 마르 

크스 진영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술이 인간해방 

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 이 확 

산되었다. 특히 블로흐와 마르쿠제는 기존의 질서 

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을 해석하 

는 예술의 자율성과 상상력이 유토피아적 기획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블로흐는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을 초월하여 아직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을 단편적이나마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구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예술은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고 새로운 사 

회 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면서 이를 실제 공간에서 

완성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때문이다(Bloch ， 

1959). 

반면， 마르쿠제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예술의 해방적 기능과 함께 현실 문제에 대한 도피 

처로서 기능하는 예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예술은 체제가 제시하는 아름다움을 

미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제대 

로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문제로부터 도피하게 만 

들기도 하는데 이를 ‘체제 긍정적 기능’ 이라 명명 

하였다. 이러한 예술은 체제에 의해 억압된 현실을 

가리고 현존하는 사회를 찬양하며 체제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삶 

과 아름다움이 분리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아름 

다움을 ‘불행의 끝없는순환속에서 만나는한순 

간의 위안적인 것’ 으로 착각하며 이를 실제 삶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한 미학적 영역에서 찾아야 하 

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Marc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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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그러나 몇 가지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실순웅적으로 변해버린 대부분의 영역과는 달 

리 예술은사회적인한계를넘어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비판하고 여기서 해방 

되려는욕구를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개인의 자발 

성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동}는 유토피아 

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현실 초월적인 미학적 

상상력과 자율성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예 

술은 허구를 통해 이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 

에서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예 

술이 보여주는 아름다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실 

천을 통해 예술 외부의 사회적 조건이 변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Marcuse ， 1978). 

이들은 자본주의의 사회적 책임 없는 이윤 추구 

와무한경쟁，혹은국가권력에 의한통제가당연시 

되는 상황을 거부하는 예술의 자율성 속에서 유토 

피아적 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예술의 역할에 대한추상적 논의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는한계를가진다. 

최근 창조성을 중시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들 

면서 문화예술의 특성을 공간과 접목시켜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의 산업화 경향과 이를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통해 창출되는 부는 유토피아 

적 공간이 형성，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의 대부분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해 주 

도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방법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유토피아적 성격 



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 

라 정책적으로 도입되는 문화전략의 상당수가 

‘지역경제개발’ 이라는 명분 하에 지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무관심과 반발에 의 

해 실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보완하고 ‘더 살기 좋은지역’ 이라는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을가 

장잘 이해하고 있는주체인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전략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무용， 

2006). 

3. 본연구의 관점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유토피아 

적 공간을다음과같이 정의한다 

유토피아적 이상과 기획은 기존의 사회질서가 

가진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과 ‘더 나은 사회’ 를 향 

한 희구에서 시작되며 무엇을 ‘더 나은 사회’ 로 규 

정하는가에 따라 유토피아적 공간의 성격이 달라 

진다. 유토피아적 이상은 합리적 과정에 의해 도출 

된 사회 제도와 정책 그에 상용하는 적극적 실천 

과 함께 이를 반영한 물리적 틀인 유토피아적 공간 

을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든 유토피아적 공간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 

로사회적인 성격을가지고 있다. 이는유토피아가 

지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자유나 개성 

보다는 유토피아적 공간이 가진 규정과 공동체의 

결정이 우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가 

치와 규범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했던 근대 유토피 

아적 기획이나공간들과달리 현대 유토피아적 기 

획들은 한 종류의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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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유토피아적 기획은 실제 공간으로 실현되는 과 

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함이 나타나면서 필연 

적으로 ‘디스토피아’ 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현 

실 세계에 완벽한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디스토피아로 변한 유토피아적 기획은 새 

로운 유토피아적 구상에 의해 갱신되면서 지금보 

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 

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고찰과 적극적 실천을 요 

구하며 지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 

용한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적 목표와 그에 의해 형 

성된 공간은 변치 않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구성 

원 사이의 합의와 사회적 인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즉， 유토피아적 공간은 현실 

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기 위 

해 구성원간의 동의와 상호협력이라는 사회적 과 

정을 거쳐 현실화된 물리적 틀이자 구성원들이 지 

향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으로 

규정할수있다 

111. 문화예술마을 헤이리의 형성 

1. 연구대상지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통일동산 지구 내에 위 

치한 헤이리는 문화예술인들의 거주와 문화예술 

생산， 전시， 판매의 통합을 지함F는 공동체 o}을 

이다. 헤 이 리는 1994년부터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 

된， 출판인들의 거주공간이자 책을 판매하는 마을 

로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이후화가， 음악가등다 

양한 문화예술관련 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 헤이리는 여러 장르가 공존핸 종합문화예술 

마을을 지향하게 되었다. 헤이리 회원들은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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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등기인원을 기준으로 37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자격을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문화예 

술인이나 헤이리에서 미술관， 박물관， 서점， 공방 

등 문화예술 관련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헤이리에는 약 118 

세대가 입주하여 263명의 회원을 포함한 약 3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것으로추정된다 9)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헤이리는 총 대 

지면적 503 ，412.90m'(총 588필지)로 2000년 회원 

별 필지를 확정하고 2001년부터 토목공사에 들어 

가서 2003년 1차 입주가 시작되었다. 2007년 9월 

현재 134동의 건물이 완공되어 약 40%정도 지어 

진 상태로 완성된 마을이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지 

는 과정에 있다. 현재 헤이리에는 주거뿐 아니라 

갤러리， 박물관， 서점， 예술가들의 작업실 등 문화 

예술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으며 판 페스티벌， 

정기연주회 등 자체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 

예술마을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문화예술마을헤이리의 설립 

문화예술을 잠식하는 상업적 자본， 심각한 환경 

오염， 무질서하고 조화되지 않은 경관 등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 시작된 헤이리는 문화예술 관 

련 인사들이 토지를 구매하여 함께 거주하는 주거 

공동체로서 문화예술인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성적인 문화예술상품을 생산， 전시， 

판매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유지되는 ‘문 

화예술마을’ 을 추구한다. 헤이리 회원들은 자신들 

이 원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합의를 거 

쳐 각종 규제를 도출하고 회원 자치 기구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헤이리는 회원모집을 통해 모인 민간자본으로 

2000년 통일동산 지구 내 503 ,413m' 규모의 부지 

를 공동구매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부 

지선정 과정에서 자유로에 인접해있는 접근성과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저 렴했던 지가， 원형 그대 

로 남아있던 개발 예정의 대규모 필지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작용하였다. 

헤이리 회원들은 건축과 경관을 헤이리의 특성 

을 보여주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들이 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단지 설계 

및 건축지침 등헤이리 조성과정에 적극적으로참 

여했다. 기존 도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시공 회사나 정부 기관에 의해 마스터플랜이 세워 

지고 입주7<~들이 유입된 이후에야 영향력을 행사 

하는것과달리 헤이리는대안적 공간을현실화하 

기 위해 민간인들이 먼저 단체를 결성하고 마을의 

입지와 경관 등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 

화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헤이리 회원들은 문화예술인이거나 문화예술 관 

련 비즈니스에 종사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 외에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입주와 건축물 

의 사용등헤이리 내에서 가시적으로드러나는행 

위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마을’ 이라는 헤이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헤이리에서는 자본주의의 주요 원칙인 

9) 2008년 2월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건물은 92동으로 나타났지만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사람， 교육 문제 둥으로 서울을 오 
가며 특정 기간에만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 영화감복 동 직업 특성 상 집을 오래 비우는 거주민들이 많아 정확한 거주자를 집 
계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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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나 사유재산권보다는 공동체의 이상 었으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 

실현이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 변화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헤이리 입주회원들의 이주 요인 
IV. 헤이리의 공간 특성과 문화예술 

현재 헤이리의 정체성과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 전략 
력을 미치고 있는 입주회원의 대다수는 40대 이상 

의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비즈니스 종사자， 혹은 1. 헤이리의 공간 특성 
교수， 사업가 등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학력 역시 대졸 이상 

의 고학력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111 이는 입주 

회원들의 직업과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된다. 설문 

조사결과，헤이리 입주회원들은서울과수도권의 

아파트 동에서 도시적 생활을 영위하다가 주변 사 

람， 대중매체 등을 통해 헤이리를 알게 되었다. 이 

들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취향이 비슷한 이웃 

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공간 ‘헤 이 리’ 에 대한 기대와 

함께 헤이리의 특성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주를 결정한 것으 

로보인다. 

헤이리는 이미 물리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회원 

들이 추구하는 ‘문화예술마을’ 의 정체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여전히 논의를 거치며 

보완되는 과정 에 있다. 즉 헤 이 리는 문화예술인 

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거대 자본에 의해 상업화 

되는 예술과 공간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 

헤이리 회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경관 

과 건물을 통해 실제 공간상에서 구현함과 동시 에 

내부의 문화예술 행위를 활성화하고 상업화되지 

않도록 억제함으로써 ‘문화예술마을’ 이라는 유토 

피아적 공간을 실현하파 했다 12) 그런 이유에서 

헤이리는 사유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상적 

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자발적인 

규제를 중시한다. 비즈니스 지구 건물의 60%를 카 

페와 레스토랑을 제외한 문화예술시설로 개방해 

야 한다는 점 ,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생태적 가치와 

경관의 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건축지침 

등은 헤이리 회원들의 ‘공간적 이상’ 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헤이리의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기능별로 구획되고 중심과 주변이 분리된 기존 

의 근대도시와 건축물들에 대한 대안으로 헤이리 

는 비즈니스 지구와 게이트하우스 지구 구분을 제 

외하고는 기능별 구획이나 중심이 없도록 설계되 

었다. 헤이리 회원들은 ‘헤이리만의 독특한 건축 

10) 47명이 헤이리 입주회원 설문대상자 중 미술가， 음악가 등의 문화예술인들과 갤러리 운영 등 문화예술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 
람을 포함해 문화예술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개인사업， 은퇴자， 교수 동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47명 중 35명이 대졸 이상이었고 대학원 이상이 10명으로 조사되었다 
12) 건축 코디네이터 김준성에 따르면 건축설계지침을 통해 헤이리에 상업화된 이미지의 건물01 들어오7.1 못하도록 규제하파 했 
다고 한다. 상업화된 이미지의 건물의 대표적인 예로 인공폭포와 물레방아， 싸구려 벽돌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양식이 섞여있는 
‘가든’을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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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헤이리 건물 사용현황 (단위:채) 

92(70%) 41(30%) 60(45%) 30(22%) 12(9%) 32(24%) 

주:헤이리 문화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2007.9)과헤이리 심포지엄 2008년자료를재구성.심포지엄자료는미술품을판매하는갤러 
리와 미술품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미술관을 구분한다. 

[그림 IV-1] 헤이리 건축물들; 모티프원 내부， 마당안숲 외부 

물’과 ‘경관의 통일성’ ，공공성과사적 영역，문화 

예술의 생산과 소비 등 상반된 개념이 조화된 ‘이 

상적 공간’을추구했다. 공공 영역과사적 영역이 

공존하는 헤이리의 건물 내부는 다양한 기능들이 

절충，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덮고 있는 미학적 외 

관은 ‘문화예술마을’ 이라는 헤이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체로 작동한다. 

그러나 미학적 외관이 강조되면서 마을의 전반 

적인 경관 질서보다는 개성을 강조하여 건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공 

동체마을’ 보다는 이질적 양식의 건축물들로 구성 

된 ‘건축전시강 처럼 인식되고 있다. 또한 건축설 

계지침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유재산으 

로구성된헤이리의 특성에 의해 소유회원의 지본 

보유， 건축가의 예술적 취향 등에 따라 상이한 건 

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도 ‘문 

화예술’ 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건축설계지침의 

준수 여부도 달라지고 있는데 일부 입주회원들의 

13) 헤이리의 규정은 재료 본래의 느낌을 살리는 것을 권장하며 일정 크기 이상의 간판과 페인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 
에 개관한 ‘딸기가 좋아 Ill-집에 안갈래’ 는 외관을 페인트로 ‘집에 안갈래’ 라는 글자를 칠하여 헤이리 내부적으로도 논쟁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일부헤이리 회원들은 이를헤이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보고비판적으로생각하고 있으나쌍지 측은 이 또한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 으로문제될 것이 없다고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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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개성을 억압한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는 사 

례도 증가하고 있다 13) 

2. 입주회원들의 문화예술전략 

헤이리 회원들은 ‘미학적’ 인 건축과 그 안에서 

생산되는 헤이리 만의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예술 

마을’ 이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 

다. 현재 헤이리의 건물들은 건축 관련 상을 받거 

나국내외의 잡지에 집중적으로소개되는등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건축을 통해 ‘문화예술마을’ 이 

라는 헤이리의 특성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적 성 

과에 비해 그 안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나비즈니스는아직 부족한실정이다 

그리하여 헤이리 회원 내부에서도 문화예술인들 

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거나， 미학적 건축만 가지 

고는 ‘문화예술마을’ 이 될 수 없다는 반성과 함께 

개인부터 헤이리 전체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과 

비즈니스를 연계시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생산으로 연결시키려는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문화예술마을’ 이 되 

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건축물 뿐 아니라 직접적인 

문화예술 교류와 관련 행사들이 자주 일어나야 하 

고 이것이 수익으로 이어져 다시 문화예술 발달에 

地理學論훌훌 제52호 (2008.9) 

도움이 되도록 순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헤이리 입주회원들은 자신의 

건물에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입주회원 간 

연대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행사 

를 기획하기도 한다. 또한 헤이리 전체 차원에서도 

수익과 후원사업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여 재정적 

인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지원할 

방도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v. 헤이리의 내부 갈등과 분화되는 
공간 

1.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한 내부 갈등 

1 ) 입주회원 간 갈등 원인 

토지 구입과 건축， 건물의 관리비와 운영비 등 입 

주와 관련한 초기비용에 헤이리 입주회원들의 경 

제적 여력이 집중되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 

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등 문화예술 비즈 

니스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 헤이리는 자본을 보유한 특정 개발업 

자에 의해 개발된 마을이 아니라 조합을 만들어 회 

원을 모집하고 이들이 낸 돈으로 부지를 공동구입 

하여 기반시설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 

다.꺼 또한 건축 지침에 따른 미학적 건축이 요구하 

14) 헤이라 안에서 문화경영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입주회원이자 미술평론가인 이주헌은 처음에 열정과 낭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 
문에 비즈니스 경영에 관한 접근은 굉장히 추상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 
간이나 건축 계획 뿐 아니라 전체 마을 차원에서 문화 경 영과 비즈니스에 관한 정교한 플랜이 있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에만 에너지가 쏠리고 그 안에 들어갈 음식은 부실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합리 
적으로 이러한 약점을 따지기 시작했으면 이런 마을이 생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이주헌， 2005). 입주회원 50명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헤이리 내에서 사업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문화예술소비지와 먼 거리 38.7%, 시설 관리와 운영 
비 32.3%, 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의 부족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7 -



유토피아적 공간 형성의 관점에서 본 헤이리문화예술마을의 형성과 변화 

는 까다로운 건축 시공 방식은 건축비용을 상승시 

켰으며 특정 재료 사용이 제한되고 담을 칠 수 없 

는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헤이리 건물들은 기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 훨씬 높은 관리， 유지비용 

을필요로한다. 

그러나 현재 헤이리에서 문화예술 관련 비즈니 

스를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32명 중에서 18%만이 

헤이리 건물내 사업이 가장중요한소득원이라고 

밝혔으며 그 외에는 헤이리 건물 내 사업과 함께 

기존 작품 활동이나 직업， 저축， 배우자나 자녀의 

지원 등의 다른수입원을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질 

문에서도 56%의 사람들은 건물 내 수입보다 지출 

이 많다고 응답하여 헤이리의 문화예술비즈니스 

는 아직 수익을 낼 만큼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사 

실을알수있다. 

헤이리 입주회원들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는 회 

원 각각의 입주 목적과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 차이 

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와 중첩되면서 ‘문화예술 

마을’ 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내부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 

다. 헤이리에서 거주 작업 문화예술 비즈니스를 

하는 입주회원들은 더 수준 높고 차별화되는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들은 헤이리의 정체성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점에서 재미와오락성등대중의 취향에부 

합하는 문화예술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원들을 규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중적 문화예 

술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헤이리에 입주한 회원들 

은 헤이리가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 

었으며 앞으로 헤이리가 문화적으로 특화된 상업 

화를지향해야생존가능성이 있다고보고있다. 이 

들은 기존의 문화예술이 특정 계층들에 한정된 귀 

족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중들 

을 소외시켰다고 비판하며 상업화를 막으려는 규 

제가 오히려 문화예술òl 가진 자유와 다양성까지 

억압한다고생각한다. 

2) 수익을 우선하는 세입자들의 유입 

아직 문화예술비즈니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 수익을창출하고자헤이리에 들어온 일부세 

입자들은수익을내기 위해 헤이리의 규정을위반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헤 

이리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입주회원들과 마찰을 

빚는주요요인이다. 헤이리 입주회원들은자신들 

이 어렵게 만들어온 헤이리의 특성들이 세입자들 

에 의해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규제하파 

하지만 세입자들에 의한 상업적 행위는 계속 되고 

있다. 

3) ‘구경꾼’ 으로서의 방문객 증가 

헤 이 리는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는 물론， 방문객 

들과 문화예술을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이리를 찾고 

문화상품을 소비하느냐 하는 문제는 헤이리 문 

화예술비즈니스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15) 헤이리 사무국에 따르면 토지 구입을 위해 2002년 약 250명 정도가 국민은행 토지집단대출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하나은행 건 
축집단대출을 통해 약 100명의 회원이 300억 정도를 벌린 것으로 추정된다.2002년 4월 공유 등기되었던 헤이리 토지는 개인 대 
출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집단대출을 받았으나 2005년 9월 이후에는 개인필지로 등기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은 회원들도 생겨났다. 그 결과 헤이라 회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에 수반되는 대출과 이자 
등자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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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 입주 목적에 따른 입장 차이 

‘문화예술마을’이 아니라 ‘유원지’로 인식하면서 
방문객에 대한시각 二C1〉 1C어~~ 

소비하지 않는 방문객들에게 부정적 

헤이리만의 특징이 있는 차별화된 예술 
대중적이고수익을 

지향하는문화예술 
창출하는예술 

대부분의 입주 회원들이 자본을 건축/입주 과정에 기업의 경우， 
초기자본력 

집중 투입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자본력우세 

수익성 관련없음 

그러한 이유로 헤이리 회원들은 2003년 1차 입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헤이리 페스티벌을 개 

최하고 마을 특성과 행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를 구축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헤이리를 찾아 

오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헤이 

리를 방문할수록 헤이리 내 소비도 증가하여 경 

제적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방문객으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하 

면서 161 입장료， 출입금지장치 등을 도입하는 등 

일부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한하려는 

입주회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입주회원들과 

방문객들의 시각 차 또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 

는데 헤이리 입주회원들은 시설 운영과 유지를 

위해 방문객들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방문객들은 헤이리의 전반적인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상업시설을 이 

용하기보다 바깥에서 구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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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갈등에 따른 공간의 분화 

헤이리는 기능별 구획， 공간의 위계 등 근대적 설 

계원리를 거부하였으나 창작과 주거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게이트하우스 지구와 

문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하고 상업 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지구라는 최소한의 구분을 두었 

다. 그러나 지구에 따라 주거， 작업， 전시， 판매 등 

입주 목적이 다른 회원들이 입주하면서 각 공간에 

집중된 입주회원들이 원하는 헤이리의 방향， 자본 

보유수준과재생산수단 문화예술개념의차이에 

따라다른성격의 공간으로분화되고 있다. 입주회 

원들은 헤이리의 중심을 지나는 소규모 하천을 축 

으로 ‘강북’ 과 ‘강남’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헤이리 내부에서도달라지는공간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기존 

의 게이트하우스 지구와 비즈니스 지구， ‘강북’ 과 

‘강남’ 을 기준으로 ‘강북 비즈니스 지구’ , ‘강남 

비즈니스 지구’ , ‘강남 게이트하우스 지구’ 로 나 

누어 헤이리 내부의 공간분화를살펴보파한다. 



유토피아적 공간 형성의 관점에서 본 헤이리문화예술마을의 형성과 변화 

1 ) 상업화되는 강북 비즈니스 지구 

강북 비즈니스 지구에는 북하우스(한길사) , 아티 

누스(시공사)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서점과 ‘딸기가 

좋야 (쌍지) , 양철장난감박물관 등 어린이 대상의 

놀이 · 전시 시설， 금산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 

비즈니스 시설들이 자리하여 방문객들이 집중되 

고 있다. ‘딸기가 좋아’ 옆에는 헤이리 전체 면적 

의 약 8.3%를 차지하는 41 ,731m' 면적에 주거， 문 

화， 상업시설의 복합공간을 표방하는 패e S때 

이 상가를 분양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은 더욱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 3개의 동으로 

구성된 ‘The Step' 의 한 동에는 ‘딸기가 좋아 III

집에 안갈래’ 와 함께 식당가， 카페， 어린이 서점 

등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온 상태이다. 

[그림 V-1]에서 2003년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부 

터 2005년까지는 강북 비즈니스 지구와 강남 비즈 

니스 지구의 비문화 상업시설 유입 속도가 유사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7년에는 강북 비즈니 

스 지구 26곳， 강남 비즈니스 지구 16곳으로 2005 

년에 비해 강북 비즈니스 지구의 상업시설이 약 2 

배로 증가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상업화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도가장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은 교육과 놀이를 연계한 테마파크 ‘딸기가 

좋야 로 문화예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대중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과 연결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7) ‘딸기가 좋야 와 'The step' 이 위치한 지 역 

을중심으로어린이를동반한가족단위의 방문객 

들이 몰리면서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상업시 

설들도 이들의 취향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세입자들 역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전시시설을 운영하면서 길 

가에서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등 어 린이 대상의 문 

화 · 상업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적 상업 활 

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법 인 소유의 건물들 

과 입주회원들， 세입자들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이 

들이 제공동}는 놀이와 볼거리를 목적으로 헤이리 

를 찾는 방문객 역시 증가하면서 상업적 성격이 강 

화되고있는것이다. 

2) 완충 지대인 강남 비즈니스 지구 

헤이리 중심을 지나는 소규모 하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1번 게이트와 8번， 9번 게이트주변 

은비즈니스지구로지정되어 있으나강북보다상 

업시설이 적고주거와작업，문화예술비즈니스공 

간이 혼재되어 있다. 입주회원들이 관심사나 입주 

목적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경향이 뚜렷한 강남 

비즈니스 지구는 헤이리 방문객을 위한 비문화 상 

업 시설과 고급문화예술향유층을 위한 문화예술 

비즈니스 시설 , 거주， 작업 공간이 공존한다. 그 이 

유는 헤이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이 지역의 몇몇 회원들이 사생활이나작업 활 

동을 중요시하여 개방된 공간을 없애고 주거와 작 

업 공간 위주로 건축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어 

17) 현재 ‘딸기가 좋야 는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권’ 과 하나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일권’ 으로 구분된다. 모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0대，000이며 단일권은 시설에 따라 3000원부터 7어0원 
정도를 받고 있다. ‘딸기가 좋야 에는 미술작품을 전시한 ‘쌍지아트콜렉션’ 을 비롯해 교육시설이나 놀이시설도 있지만 쌍지의 
‘딸기’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딸기마켓，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쌍지마켓， 미용실， 카페， 어린이 전문서점， 푸드코트 등 다양 
한상업시설이 입점한상태이다.현재 ‘딸기가좋아’ 전체의 주말평균입장객은 1500 ~ 2000명이며 월단체 관광객은 3천 명 정 
도로헤이리 내에서 가장많은사람들이찾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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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헤이리 내 상업시설 유입과정 
주: 서점 등도 상업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그림 

에서는 비문화적 상업시설로 분류되는 

레스토랑과 카페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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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 헤이리 내 어린이 대상 시설 

린이 대상 시설은 한립토이뮤지엄이 유일하며 비 

문화 상업시설들은 카페 12곳， 레스토랑 4곳 정도 

인데 대부분 작업실과 갤러리 등을 겸하고 있다. 

인맥 등 기존의 경로나 외부 고객에게 작품을 판 

매하고 헤이리 방문객들을 주요 고객으로 생각하 

지 않는 몇몇 작가들은 건축물의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헤이리 규정 때문에 카페나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은 헤이리에 오는 방 

문객들이 관람만 할 뿐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많 

지 않고 오히려 작품을 훼손시키거나 작업에 방해 

가 된다며 작업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주말 등 특 

정 기간에만문을 열기도한다. 이런 이유로강북 

비즈니스 지구에서는 방문객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건물이 5개인데 비해 강남 비즈니스 지구에 

서는 13개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강남 비즈니스 지구는 강북 비즈니스 지구보다 

상업적 성격이 약하고 주거와 창작중심의 공간인 

게이트하우스 지구보다는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 

서 주거，창작，상업 기능이혼재되어 있는완충지 

대로규정지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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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적인 강남 게이트하우스 지구 

상업 활동이 금지된 강남 게이트뺨스 지구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주와 창작을 위한 건물 

이 대부분으로 방문객의 증가가 이익으로 연결되 

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방문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늘고있는실정이다.헤이리의 건물들은담 

이 없고 외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별 제 

재 없이 건물 주변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거나 내부 

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게이트하우 

스 지구에서는 현재 외부 차량 진입을 금하고 있으 

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를 원치 

않는 일부 주택들은 ‘이곳이 가정집’ 임을 표시하 

면서 방문객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 지역의 회원 

들은 강북의 비즈니스 지구에 비해 방문객들에 대 

한 관심이 적은 편이며 세입자， 방문객 등 헤이리 

외부 사람들에 대해 더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헤이리는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을 지향했지만 게이트하우스 지구의 경우， 

방문객에게 개방하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와 작업 

실을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에게 폐 

쇄적인 ‘그들만의 공간’ 이 되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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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3] 헤이리 내부 집단들의 공간적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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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간 갈등의 심화 
헤이리 내에서도지역에따라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이들이 추구하는 공간적 지향점 

이 달라지면서 공간적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공간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강북 비즈니스 

지구에서는 강남 게이트하우스 지구를 ‘폐쇄적인 

전원주택단지’ 로 여기고 있는 반면， 강남 비즈니 

스 지구와 게이트하우스 지구는 강북 비즈니스 지 

구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업화된 유원지’ 로 생 

각하며 규제를 강화하파 한다. 

강남 게이트하우스 지구와 강북 비즈니스 지구 

간의 갈등이 상업 활동이 가능한 지 역과 그렇지 않 

은지역을구분한헤이리 공간계획으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면 강북 비즈니스 지구와 강남 비즈니스 

지구 간의 갈등은 헤이리가 어떤 문화예술을 추구 

해야 동}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상업화하는 것이 

좋은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법인기업 소유로 자본경쟁력이 있는 ‘딸 

기가 좋야 는 카페， 식당， 아트삽 등 헤이리에 있 

는 대부분의 소비시설을 갖추고 가족 단위 방문객 

들에게 대중적 문화예술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 

‘&영뿔뺑’ 

찮했쩍써혀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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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4] 지역에 따른 입주목적과 입장 차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헤이리 내 갤러 

리와 전시장에서 판매되는 회화， 사진 등의 문화예 

술작품들이 표방하는 ‘대중과 유행을 선도하는 문 

화예술’ 과 충돌을 일으킨다. 즉， 지역에 따라 지향 

하는 문화예술과 자본재생산 방식의 차이， 주요 고 

객층， 소통 방식， 타협수준 등에 대한 입주회원 간 

의 견해 차이가 자본력과 방문객의 증가에 의한 경 

제적 이익의 분배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다르게 나타나면서 헤이리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 

다고볼수있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예술인들이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이상과 헤이리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이 맞물리면 

서 헤이리의 지리적인 특성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 

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이를 위해 헤 이 리 입주회원들과 방문객을 대상 

으로한설문조사와 인터뷰를통해 헤이리의 현황 

과 특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유토 

피아적 공간으로시작된헤이리 내부의 갈등 원인 

과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적 

양상을분석하였다. 

가설에 입각한 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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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공공의 이 익을 넘어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 

한 대안으로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자발적 

인 참여 등의 민주적 과정을 거쳐 ‘문화예술마을’ 

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형성하파하였다. 

둘째， 헤이리의 토지와 건물은 사유재산으로 구 

성되어 있지만헤이라 회원들은자신들이 지향하 

는 이상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존 

의 공간과 차별화되는 설계 원리와 함께 각종 규범 

을 도입하였다. 이들은 ‘미학적이고 개성적인 건 

물’ 과 ‘일관된 경관질서’ , 도시와 전원 등 상반된 

개념이 조화된 이상적 공간을 지향했으며 이를 구 

현하기 위한규범을도출하여 헤이리 내 모든건물 

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헤이리의 공간들은 다양 

한 기능이 절충， 공존하게 되었으며 건물의 미학적 

외관은 헤이리의 특성을 드러내는 미디어로 작용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마을’ 을 물리적으 

로 구현하기 위한 건축과 설계에 자원이 집중되면 

서 헤이리는 공동체마을이라기보다는 건축경연장 

처럼 변모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위해 헤 

이리 회원들은 건물 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 

입， 상호 협력이나 마을 전체적 연대에 기반을 둔 

문화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헤이리 입주회원들은 입주목적， 경제적 여 

첫째，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이 건， 문화예술에 대한 견해 차 등을 기준으로 주거 

현대 사회의 대안으로 구상한 유토피아적 공간으 를 우선하는 회원， 작업을 중시하는 작가， 문화예 

로 형성되었다. 헤이리 회원들은 문화예술과 관련 술비즈니스 운영 회원， 대중적 문화예술을 추구하 

된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차별화된 문화예술 는 회원 등의 내부 집단으로 구분된다 헤이리 입 

을 생산하고 전시， 판매， 관광과 연계시켜 부가가 주회원들은 입주와 거주 시설 운영 등에 상당한 

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마을’ 을 지향한다. 이들 자금이 투입했지만 이것이 문화예술비즈니스의 

은 예술을 상업화하는 거대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소득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데 입주 목적이나 

기존의 문화 공간， 무질서하고 조화되지 않는 경 문화예술에 대한 견해 등에 따라 다른 대응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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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서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수익 

창출을 위해 헤이리의 규정을 무시하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세입자， 헤이리를 ‘문화예술적인 유 

원지’ 로 생각하여 다른 관광지와 비슷한 수준의 

공공 시설물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반면， 소비는 하 

지 않는 방문객들이 유입되면서 헤이리 입주회원 

들은이들의 행위를규제하고자하며 이는집단간 

의갈등을심화시킨다. 

넷째， 헤이리 내부에서도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 

진 집단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헤 이 리를 

지나는 소규모 하천 북쪽의 강북 비즈니스 지구는 

테마파크인 ‘딸기가좋야와 까le Step’이어린이 

를 동반한 가족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쉽고 대중적 

인 예술을추구하면서 방문객과세입자등이 집중 

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상업적인 성격을강화 

시키고 있다. 강북 비즈니스 지구가 전시와 판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남쪽은 상대적으로 문 

화예술 생산과 거주 기능이 강하다. 강남 비즈니스 

지구는비문화상업 시설과문화시설，주거와작업 

공간이 공존하는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북 

비즈니스지구와차별화된다. 헤이리 방문객을대 

상으로상업적 행위를할수없는강남게이트하우 

스 지구는주거， 창작 위주의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개방된 공간이 적은 편이며 사생활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선시하는 폐쇄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입주 목적과 추구하는 문 

화예술， 주요 고객층， 자본력 등 이해관계가 다르 

기때문이다. 

다섯째，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내부에는 상업화 

를 가속화시키는 집단과 이를 규제하려는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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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법인 기업 소유의 

‘딸기가 좋아’ 가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이 지 역 

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세입자가 유입되는 동시에 

주위의 문화예술비즈니스 시설도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한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헤 이 리 에는 

상업화를 주도하는 힘과 함께 이를 견제하는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 경제적 수익보다는 초기 이상을 

중시하는강남지역의 회원들은법적 효력의 강화 

등을 통해 강북 비즈니스 지구의 상업화 경향을 견 

제하고있다. 

헤이리는 문화예술가들이 현대 사회에 대한 대 

안적이고 이상적 공간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시 

작되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자본 

의 재생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 다양성을 추 

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비롯해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었다. 유사한 이해관 

계를가진 집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문제에 

대응하는방식이 지역에 따라다르게 나타나고 있 

으며 이는 헤이라 내부 공간의 분화로 이어지고 

있다. 

헤이리는 기존의 문화마을 등 문화 관련 공간들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형성된 것과 

는 달리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생 

산과 전시， 판매， 관광’ 을 연계시킨 마을을 만들려 

는 최초의 시도이다. 형성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이리의 

형성과정과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집 

중적인 정책 대선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 

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주도의 문 

화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이논문은헤이리에대한초기 연구에속 



하며 헤이리 입주회원들의 이상과 실천에 의한 공 

간의 변화에 중점을두었다는점에서 헤이리 방문 

객이나 세입자들의 시각에 기반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또한헤이리의 변화과정에 대해 지 

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문화정책， 문화 비즈니스 모 

텔로서의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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