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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높아진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에서 건립된 다수의 지역 공공문화시설들이 큰 예산을 들여 현대적인 설비
를 갖추었음에도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장으로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
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을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기획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의
초기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당양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서 참여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참여 방법을 계획하기에는 아직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의 경험이나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에 적절한 참여 과정과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과
정과 계획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참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여하는 실천적 방법
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전문성과 다원성이 강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다만 시민운동과 마을만들기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던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건립 사업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참여에 의
한 기획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시설의 활용도와 시민의식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혀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에
시민의 효과적인 참여 방법과 기본적인 조건을 찾기 위해 일본 공공문화시
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공공문화시설의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과 다원성이 사용
자 참여의 한계와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에 의한 공
공문화시설 기획에 대한 분석은 참여에 의한 기획의 다른 시설의 기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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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 가능성까지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본 연구는 먼저 참여의 대표적인 속성인 주체성, 다원성, 상징성에 의해
기획 과정에서 부각되는 기본 조건들과 계획의 이원적 특성에 대해 팻치 힐
리의 협력적 계획과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참여는 특히 주체성과 다원성에 의해 기획 과정에서 참여자
의 의사결정 권한, 포괄적 참여조직의 구성, 차이를 인정하는 의사소통, 체
험 중심의 담론의 검정과 지속적인 성찰적 비판 등을 필요로 했다. 또한 참
여의 속성들은 일상성과 비일상성, 전문성과 다목적성, 영역성과 탈영역성,
재현의 함축성과 명시성 등의 이원적인 계획 성격이 더욱 뚜렷하게 하는 요
소였다.
이와 같은 기획의 조건과 계획 요소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관련 제도의
정착과 함께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참여에 의해 기획된 일본 공공문화시설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참여 조직은 크게 전문가 중심 조직과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두 조직 간의 역할을 기준으로 계획 체계를 시민 중심 체계,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 전문가 중심 체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사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과 재원의 한계 때문에 기획의 효율성이 중요했거나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 많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
체계로 진행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둘째, 시민 중심 체계와 전문가 중심 체계는 설계자 선정 시기에서도 차
이가 있었는데 시민 중심 체계는 기본계획 단계 이전에 설계자를 선정하는
데 반해 전문가 중심 체계는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처럼 기본계획 이
후에 설계자를 선정했다. 기획의 초기 단계부터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기획
의 진행자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만 창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 받는 사례들이 대부분 기획 초기에 설계자가 참여한 사
례인 것을 봐서 이 경우에 시민과 설계자의 자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공공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
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전문시설로서의 전문성과 지역활성화의 거점으
로서의 일상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을 위한 연습실이나 리허설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조지원센터” 등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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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공공문화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이 사
용의 주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진 시민들은 시실 내부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시설과 주변시설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넷째, 사회 구성원의 다원성과 사용의 주체가 가진 가변적인 욕구는 시설
의 용도를 다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존 사례들에서 참여는 하나의 공간을 다
기능화하거나 여러 개의 공간을 복합화하는 방법으로 시설 용도의 다목적성
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여의 다원적이고 주체적인 속성은 시설의
상징적 의미와 대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새로운 공공문
화시설은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존재였으며 상징적인
표현은 이미지보다는 전통 공간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등
으로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본 논문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의 효과적인
참여 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한다는 것을 발
견했다.
첫째,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참여 체계가 활용될 수 있다. 지
역의 작고 시설이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시민 중심 체계를
활용하여 시설의 일상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획 초기부터 전문가가 시민
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는 모든 유형의 계획 체계에서 시민들의 주체적 계획과 지
역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체적인 참여가 시민의 관점을 공간의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관점
으로 옮겨 시민들이 직접 계획을 제안하고 검정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을 공
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이해와 주인의식을 높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안하게 하며 계획의 범위를 마을만들기로 넓혀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참여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는 시민 중심의 조직과 전문가 중심의 조직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두
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시민 중심의 조직은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전문가 중심 조직에게 전달하고 전문가
들에 의해 수립된 계획을 일반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시설의 정체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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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설 건립 및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원의 참
여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들의 참여가 보편적인 시설의 특성을 유도하기보다는 일상생
할 시설과 전문시설로의 특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지향하는 시설의 상징성이 형태적이기보다는 공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공공문화시설 기획의 참여가 사회와 시설의 다원성과
사용자의 주체성, 그리고 시설의 함축적 상징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과
영향을 확인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가동률의 향상
등 일반적인 관점에서 참여가 더 좋은 공공문화시설을 기획할 수 있게 한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기획의 가치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기획
과정과 계획 그리고 시설의 대한 평가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주요어 : 참여,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 주체성, 다원성, 상징성
학 번 : 2008-3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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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역 공공문화시설들은 연주회, 뮤지컬, 연극, 무용 등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3년부터 전국의 주요 도시에 지어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평균 7.5개씩 건축됐다. 1 이들 공공문화시설은 건설 초기부터
0F

각 시도의 사회적 여건이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획
일화된 문화공간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많은
문화시설은 준공 후 시설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 지자체의 재
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비용 편익 비(B/C)가 일반적
으로 1.0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필요성 2 을 기
초로 지역 발전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여부와 계획을 결정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이나 운영계획의 수립이 충
실히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시설의 활용도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2)도 이처럼 시설 활용도가 낮은 주요 원인이 사
업 계획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운영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부족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건립타
당성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김홍규 & 김규원,
2011).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의 건설된 문예회관의 한 해 공연일 수

1

“1986 년‘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의 문화복지(문화적 민주주의) 구현, 1990 년 ‘문화발전
10 개년계획’의 문화환경조성 등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그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었
다.”(이원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2003 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
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조성, 전문인력의 향성,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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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4일에서 200일 사이로서 85일에서 219일이었던 1990년대의 문예회
관의 한 해 공연일 수와 비교해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3
1F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공공문화시설의 기획과정에 전문가들에 의한 수요예
측과 평가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공공문화시설의 문제를 개선되지 않
는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을 살펴보면 시설
계획이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보다는 건립 지역의 인구, 사업비 조달
방안, 건축물 관리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민설문조사를 통해문
화시설의 수요조사를 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4 벤트 플뤼비아(Bent Flyvbjerg)는 정책이나 정치적 이유로 정치인,
공무원 등이 전문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로 인해 공공계획에 대한 “거짓
된 예측”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행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에 의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을 제시했다
(강현수, 2013).
하지만 전문가에 의한 기획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문화시설의 사업
타당성을 철도와 도로처럼 이용자의 수나 이용 빈도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데 있었다.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은 문화시설의 수요뿐만 아니
라 시민들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통해 어떤 삶을 추구하려는지가 매우 중요
한데 전문가만의 기획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도 전문가만에 의한 계획의 문제를
수요예측의 왜곡이 아니라 수요예측 자체에서 찾았다. 그는 건축가, 도시계
획가, 기획수립자들이 공간에 관한 문제들의 전문가나 절대적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환상이며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수요
가 그대로 기획에 반영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Lefebvre,
2011, p. 165). 수요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되어야하는 것이
다.
따라서 기존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시민들이 기획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한다. 또한 참여를 공공문화시
3

문화체육관광부 (2015)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의 공연일수 관련 자료 참조
예를 들어 ‘고양시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 ’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시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이 공연시설(24%)이 아닌 체육시설(25%)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지침(입찰안내서)
의 시설면적 기준인 공연장 면적의 약 10%, 전체 면적의 약 5%만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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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획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문화시설의 특성이 참여에 의
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2000년대 이후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기획 사례에서 찾았다.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의 참여는 ‘시민운동’에서 시작해서 ‘마을만
들기’로 이어지는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의 전통 속에서 문화시설과 공공시
설로서의 공공문화시설의 이원성을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일본에서 ‘시민운동’은 미국이나 영국에서와같이 1960년대에 공공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접적으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시민운동’은 도시환경 전반의 상품화에 맞서 요구, 교섭, 투표 등을 통해
공공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되찾으려는 조직화한 지역주민의
활동이었다(김찬호, 2000, pp. 98-102; 木下勇, 2007, p. 184). 주민들은 하
나의 시민운동 조직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주민조직
을 참여하고 특정한 공공계획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이 주민조직을 통해 포괄적으로 수렴
된다고 인식하고 참여를 지역 민주주의의 실천방법으로 활용했다. 이와 같
은 공공계획의 참여는 다양한 주민조직들이 동등한 영향역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
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운동은 중·상류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주민
조직이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 있으며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핀치, 1994, pp. 136-144).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도 ‘시민운
동’의 성격의 참여가 지역 문화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문화시서의 기획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
한 것은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공공문화시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부터
였다. 일본에서 지역 할성활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공공문화시설에 도입
되기 전에 지역 공간을 자율적으로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함께 ‘마을만들기’라는 형태로 198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만들기’
는 거주환경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직업과 성향의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운
동’과 차이가 있었다(김찬호, 2000, pp. 98-102).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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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의 특성을 가진 참여는 2000년대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문화예술진흥기본법’과 함께 시설의 ‘마을만들기’ 거
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활발하게 도입되었다(有田, 2003, pp. 2-9).5
그동안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의 참여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시설
로서의 기능과 일상생활 속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시설 계
획에 반영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6
16F

“......건설계획 초기 단계에서 지역 시민참여로 검토된 홀이 차례로 개관을 맞이하
고 있다. 그 후 활동, 운영상황 등으로부터 비슷한 다른 시설에 비해 일반적으로 활
용도가 높은 것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시설을 "자신들이 만든”
이라는 자부심이야말로 유무형의 효과를 낳고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효과이
며 관내 전체의 활기찬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三浦, 2004)

또한 참여에 의해 기획된 공공문화시설들은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던 이
전의 시설들과 달리 지역마다 다른 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사례들을
보면 문화예술공연의 감상과 참여의 공간으로서 전문성이 강한 시설이 있는
가하면 마을만들기의 거점으로서 일상성이 강한 시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공공
시설
시민운동

그림 1-1 참여 유형별 활동 범위

그림 1-2 시설 성격의 참여 유형과의 관계

5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유네스코가 ‘창조도시 네트워크’
(2002 년)를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김효정, 2014).
6
주민 참여가 활발하게 도입된 초기 공공 문화시설들(黒部市国際文化センター 대홀 62%. 소홀 70%(20
년 평균, 2016 년 기준) 可児市文化創造センター대홀 73%. 소홀 74%(2013 년 기준) 小美玉市四季文化館 대홀
92%. 소홀 89%(2012 년 기준) 등)의 가동률은 같은 시기의 일본의 전체 공공 문화시설들의 가동률(56%~60%)
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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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문화시설 기획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
로 참여의 어떠한 성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
을 계획하게 되는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참여 주체들의
속성과 참여의 방법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이 가진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과 체계
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용 주체에 의한 계획으로서 참여에 의한 기획의 속성이 공공문화시설의
이원적 특성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사례에서 공공문화시설의 이원적 성격이 참여에 의
해 시설의 계획에 반영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공공문화시설에 적합한 참여
에 의한 기획 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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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공공문화시설을 구성하는 콘서트홀, 극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특정한 문
화 장르를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한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기획과정에서 문화 관련 단체들이나 개인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특히 문화가 가진 “한편으로는 예술과 학술,
종교 등의 인간의 생활(그것도 정신적인)성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위의 축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문화(전통, 풍속), 국민성 혹은 사고의 성
향이라는 다의적인 성격”은 그와 같은 의견대립을 심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다(地域創造, 2003, p. 33). 예를 들어 공공 홀의 성격과 관련하여 1980년
대 이후 “다목적 홀은 무목적 홀”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전문
홀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인 문화예술활동 거점으로서 역할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市
原享典, 大月淳, & 清水裕之, 2014).
이와 같은 공공문화시설에서 요구되는 전문 문화시설로서와 지역의 공공
공간 또는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이중적인 성격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문화
시설인 ‘문화회관’ 7 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의
2F

일반적인 공공문화시설의 참여가 개인 시민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 문화회
관의 참여는 다양한 문화 관련 단체들과 일반 시민이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문화회관의 계획에서 시설의 다원적 특성이 다른 시설의 계획에서보다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연극
단체

시민
시민

음악
단체

시민

문화
회관

도서
관
시민

시민

시민
시민

전시
단체

시민
시민

그림 1-3 공공문화시설 유형별 참여 형태

7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이 ‘문화예술회관’이다. ‘문화예술회관’은 1995 년 개정된 문화예
술진흥법에서 사용되었으며 2000 년대에서는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정부공식문서에서 ‘문예회관’이
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재희, 2014) 일본에서는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회관, 문화홀, 문화센터 또는 문화회관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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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아파트에서 하나의 ‘방’, 혹은 길거리의 한 ‘구석’이나 하나의 ‘광장’, 쇼
핑 또는 문화 ‘센터’, 공적인 하나의 ‘장소’ 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두가 잘 알
고 있다. 일상 언어 속에 삽입된 이와 같은 용어들은 여러 종류의 공간들을 따로 고
립시키지 않으면서 구별하며, 하나의 사회적 공간을 기술한다. 이 용어들은 이러한
공간의 활용, 다시 말해서 이 용어들이 구성하는 공간적 실천과 일치한다.”
(Lefebvre, 2011, p. 58)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가 8와 지방행정 단위
통합을 계기로 건립이 추진된 많은 문화회관의 기획은 시설의 성격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제는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문
화회관의 기획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되었다. 시
민들은 스스로 도시와 시설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주체적으로 기획
에 참여하였으며 시설이 강한 이원적 특성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 주민이 참여하여 기획된 다수의 문화회관이 준공되어 지
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공공문화시설로 평가받으며 운영되고 있다.23F9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시설의 이원적 특성이 주목받으면서
건립이 추진된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과정
과 계획의 특성을 분석한다. 사례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
며 관련 문헌, 신문기사, 각 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 기본구상, 기
본계획, 설문조사, 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례 분석은 먼저 문헌과 각 도시의 홈페이지에서 나타난 약 27개 문화
회관 기획 사례를 대상으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일반적인 기획 과
정과 계획의 특성을 도출했다. 다음으로는 참여의 주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획 체계를 가진 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참여의 속성이 기획 과정과 계획
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인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은 참여에 의한 기획의 대표적인
8

1990 년에는 더욱 다양화와 고도화하는 시민들의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의 학습활동과 문화활동의 실질적인 모습
을 고려하여 사회교육시설과 예술문화시설 등의 건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有田,
2003, p. 2).
9
다수의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된 문화시설들이 주민참여 과정과 건축성을 높이 평가 받으며 대화형
행정추진상(오미타마시 사계절문화센터), 공공건축상(치노시민관, 오후나토시민문화회관・시립도서
관), 건축학회상(치노시민관 쿠로베시국제문화센터, 아야노코쿠사이타마 예술극장 등) JAFRA 어워
드 (나가 쿠테시 문화의 집)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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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례이며 기획에 참여한 시민들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들의 경
험을 기념문고로 출간하였으며 시설 준공 이후 운영관리에도 참여하는 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한 사례였다. 다음 사례인 나가노 시민회관과 오다
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는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였
으며 그동안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참여 기획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체계화된 조직과 과정을 갖추고 기획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먼저 사회의 다원적 가치와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 그리고 지
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참여의 속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계
획 주체로서 참여의 관점에서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협력적 계획의 의미와
기본 조건을 정리하고, 끝으로 일반적인 계획 요소들 중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이원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이 계획에 어떠한 양
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먼저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의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
서 이해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공공문화시설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도입
된 계기와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기획 과정의 특성을 계획 수
립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 방법, 참여
조직, 계획 체계 등을 유형화 한다. 또한 참여에 의해 기획된 공공문화시설
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계획의 특성을 2장에서 도출된 이원적 계획의 요
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3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기획
단계별 조직 구성과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참여의 주체성과 다원성의 영향을 계획의 기본 조건 중심으로 분석
한다.
5장에서는 사용자의 주체성, 다원성, 정체성 등 참여의 속성이 공공문화
시설 계획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의 속
성 중 기획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체성과 다원성을 중심으
로 사용자의 관점과 계획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설계획의 변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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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계획의 이원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이 계획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사용자의 주체성, 다원성, 정체성 등 참여의 속성이 공공문화
시설 계획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의 속
성 중 기획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체성과 다원성을 중심으
로 사용자의 관점과 계획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설계획의 변화 과정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계획의 이원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이 계획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의 특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참여의 본질적인 의미와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으
은 참여의 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의 속성이 가진 기획 과정과 계
획의 특성과 관계를 통해 한국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에 참여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9-

제 1 장 서 론

1.3 기존 연구 고찰
본 연구는 참여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와 주요 사례의 참여 목적, 방법, 체
계, 결과 등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선
행 연구들은 3장에서 참여에 의해 기획된 사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총제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기초로 하는 참여가 성공적인 공공시설 계획의 방
법이라는 전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을 제시하고 기타 참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기초로 하는 이론적 토대를 확인하고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의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치다 이추미(内田 &和泉, 2010)는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건축된
지역 문화 및 커뮤니티시설들을 사례로 설계 프로세스에서의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사례분석을 통해 주민이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전달과 정보의 공유
화가 쉽게 이어짐을 발견했다. 하지만 세 사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숍의
위원의 모집방법과 운영방법이 조심씩 달랐다.
전문가 모집을 위해 지노 시민관(茅野市民館)은 추천, 카니시 문화창조센
터 (可児市文化創造センター)는 공모, 센주온천센넨노유(千手温泉千年の湯)
는 자유 참여 형식을 선택하였다. 사업진행 결과 추천과 공모를 통한 지노
시민관과 카니시문화창조센터는 워쿄숍이 전문가 중심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았다. 반면 자유 참여 형식으로 워크숍을 한 센주온천센넨노유(千
手温泉千年の湯)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참가 인원도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자유 참여 형식의 워크숍에서는 건물의 기능과 운영뿐만 아니라
형태에 대한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시민들은 시와 함께 공동
으로 시설운영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활동을 거리 조성에까지 확장해 나갔다.
연구자들은 주민이 구상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주민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끌어들이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노하라 마사키(篠原 正樹)는 공공건축 계획 프로세스의 시민참여 워크
숍에 대한 연구에서 워크숍을 4가지 목적에 따라 8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였
다. 그는 다시 진행 방법에 따라 워크숍들을 계획검토형, 이벤트형, 계획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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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 이벤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계획검토형 진행은 기존의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에서 크게 벋어나지 못
하고 워크숍의 역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참여 주민
들의 주인의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벤트형의 진행은 워크숍 장소나 참여
방법에 따라 도출되는 의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재가 될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계획검토 + 이벤트형 진행은 참여 주민 사이에서 공유된 계획이
란 구도를 만들고 계획된 건물이 지역의 가치 있는 공유 시설로서 인식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참여와 시설이 가동률에 상관관계는 오오무라 카즈히토(一仁, 2012)의 연
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오무라 카즈히토는 2001년 이전 건설된 6개의
지역 거점 공공문화시설들(三春交流館, 北方町生涯学習センター, 飛騨市文化
交流センター, 武豊町民会館, ザ牧之原市相良総合センター, 小美玉市四季文
化館)을 대상으로 건설 계획과 관리 운영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따
르면 6개의 공공문화시설 중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된 2개 시설(武豊町民会
館, 小美玉市四季文化館)은 홀의 가동률이 약 67%~92%로 일반적인 과정
을 통해 건립된 4개 시설의 약 30%~60%보다 크게 높았다.
생애학습정책국 정책과 조사통계기획실의 사회교육조사 10 를 통해 문화회
관 홀의 개관일수 변화를 보면 1998년 이후 2010까지 전체적인 문화회관의
개관일수는 큰 차이가 없었고 2010년 조사(地域創造, 2011a)에 의하면 일
F

본 홀 평균 가동률은 60% 였으므로 연구 대상인 주민참여에 의한 시설계획
25F

이 시설 가동률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하

지만 참여에 의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그 사례에 가동률에 대한
조사가 통계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아 참여와 가동률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후 더 많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
다.
표 1-1 문화회관 홀의 자체 및 공동 사업 개관 일수(社会教育調査, 년차통계 참조)
구분
2010 년

시설수
1,996

０일
17.7%

１-4 일
16.9%

５-9 일
16.5%

10

10-19 일
19.5%

生涯学習政策局政策課調査統計企画室 社会教育調査, 년차통계 참조
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2/shakai/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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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 이상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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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2001 년
1998 년

1,992
1,919
1,812

18.0%
16.4%
18.4%

16.7%
15.5%
14.2%

17.1%
16.3%
16.4%

19.7%
20.7%
21.8%

9.0%
10.3%
10.0%

19.5%
20.9%
19.2%

표 1-2 문화회관 홀의 대관사업 개관 일수(社会教育調査, 년차통계 참조)
구분

시설수

０일

49 일

2010 년
2007 년
2001 년
1998 년

1,996
1,992
1,919
1,812

2.6%
2.0%
2.8%
3.2%

12.8%
11.9%
12.0%
12.1%

5099 일
19.5%
19.4%
21.4%
20.1%

100149 일
22.4%
22.2%
24.4%
23.0%

150199 일
21.4%
21.2%
20.2%
21.6%

200249 일
11.9%
12.9%
11.0%
12.5%

250299 일
5.7%
5.9%
5.2%
4.7%

300 일
이상
3.8%
4.5%
3.0%
2.7%

히라야마 후미노리(平山文則, 2015)는 참여와 시설 만족도의 관계를 구다
마쓰시(下松市) 시민교류거점시설 정비사업의 주민참여 워크숍에서 실별 의
견 채택 여부와 실별 사용자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분석했다.
구다마쓰시(下松市) 시민교류거점시설은 공민관과 도서관의 복합시설로
시설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주민 의견의 채택률이 높았던 도
서관은 사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택률이 낮았던 두 시설의
공용부는 사용자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는 각 시설의 실별로도
같은 조사를 하였으며 시설별 조사에서처럼 주민의견 채택률이 높은 실은
사용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히라야마 후미노리
는 워크숍이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그는 워크숍 참여자가 일반 시민들보다 상세한 부분까지 만족도 평가에 포
함하는 것을 발견하고 워크숍이 시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준공 후 시설의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다수의 실들을 대상으로 의견 채택률과 사용도
만족도를 조사했지만 이 연구도 오오무라 카즈히토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
과를 일반화할 정도로 사례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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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시설에서 참여의 연혁
주민참여(住民參與)는
‘community

‘주민참여’,

participation’,

‘시민참여’,

‘participation

of

‘주민참가(住民參加),
residents’,

‘public

involvement’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정책 결정이
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 즉, “정책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중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되는 문제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책과정에 대하여, 그 지역의 주
민이 요구·교섭·투표 등을 통해 관여하는 일 또는 그 관여 행위”를 주민참
여라 한다. 여기에서 주민이란 특수계층의 엘리트나 지식인이 아닌 보통 사
람들을 두고 말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종래에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었
던 저소득층이나 소수 인종 집단의 사람들을 강조한 말이다. 주민참여는 주
민의 의사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표민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이 정책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며 대중의 여망을 정
책에 반영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하동석,
2011, pp. 664-666, 774).
미국과 유럽에서 1960년대부터 주민참여가 보장된 “민주적인 참여기획”
이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주민참여의 형태로는 타운미팅·공청회·주민자문위
원회·주민투표·발안 제도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1968년 ‘도시·지방계획법’
개정과 함께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61년 홀트
(Holt) 재단에서 설립한 ‘보스턴 지역개발활동 （ Action for Boston
Community Development)’, 1962년 ‘빈곤지역 도시재생 계획’ 등의 인종
문제와 도시문제에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접근 방법으로 ‘주민참여’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보스턴 지역개발활동’과 같이 민간이 지원하는 지역개
발활동(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은 미국 전역으로 확
산되어 현재 미국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담당자 조직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지역개발활동(CDC)은 일본에서 마을만들기의 비영리민
간조직(NPO)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地域創造,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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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미국의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사건
연도
1932
1940~
1943
1947
1949
1950~60
1958~59
1960
1961
1960 년대 초기

1964

1966
1967
1968
1969～ 76
1970
1972
1972～ 76
1974
1975
1975~76
1976
1997
1980 년대 초기
1981
1980 년대 후기
1991
1998

주민참여 관련 사항
J. L. 모레노, 미국에서 집단 심리 요법의 실천
남부에서 북부 대도시, 공업지에 대한 흑인인구집중과 게토의 형성
K. 레빈, MIT 에서 그룹 다이내믹스 연구소를 설립
K. 레빈 사망, R 리핏토들 것을 이어받아 NTL 설립
도시 재개발에 관한 법률에 "시민참여"이 정의
J. L. 모레노의 워크숍의 방법 활용 시작(의사, 교사, 심리학자, 산업, 군대,
조합, 시민 활동, 민족학자, 행정관, 연극 관계자)
Chicago Hyde park 갱신 계획
S 아린 스키, 시카고에 우드 대출 기관(흑인 커뮤니티 조직)설계
Holt 재단이 보스턴 지역개발활동(Action for Boston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Commission) 설립
뉴욕 반관반민의 커뮤니티 코퍼레이션 MFY(Mobilization For Youth) 설립
뉴욕으로 작은 건축가 그룹이 달동네 지역에 들어가 연구소 일자리를 마련,
커뮤니티디자인서비스 활동을 시작
경제 기회 균등 법에 "커뮤니티 활동 계획"과 "최대한 가능한 참여” 명시
이후 커뮤니티 사업 계획 전개
뉴욕, 포드 재단의 회색지구계획(Community Progress Inc.)
AIA 의 대학 지방기관의 후원으로 커뮤니티 디자인 조직화
시범도시사업 법(실험도시법). 주민참여모델로 실시
AIA(미국건축사협회) urban design 지원팀（R/UDAT） 설립
L. Halprin, 센프란시스코에서 "환경에서의 실험"워크숍
워싱턴 DC 의 타코마 초등학교에서 식물공장 반대와 학교건설 운동
L. Halprin 아웃렛 커뮤니티플랜 워크숍
세인트루이스의 Pruitt-Igoe 주거 단지의 철거
R 무어, 파크레이 프로젝트 WEY
뉴욕시의 사례에 CDBG(커뮤니티 개발 포괄 보조 법)창설
커뮤니티디자인센터 전국 80 곳 이상으로 개설
뉴욕 시 헌장 개정에 의해서 커뮤니티보드가 설립 77 년부터 실시 및 확산
AIA(미국 건축가협회)에 아파트 디자인 지원 팀(R/UDAT)출범
Lawrence Halprin, 클리블랜드에서 커뮤니티 워크숍
CDC、바나나트리 설립, UDAG (주택커뮤니티개발법）창설
민간형 뉴딜 거대재개발에 저항하는 커뮤니티보드의 활약, 민간주도의 뉴욕
Urban Renaissance
빌리지홈즈 건설, 미션 베이 개발 반대 운동 계획 변경 → 1996 년 실시
뉴오버나즘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성장관리정책
The Ahwahnee Principle 선언
파크레이에서 퍼시픽 림 커뮤니티 디자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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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의한 공공시설 건립 사례
일본 건축학회(編. 日本建築学会, 2004)에서 제시한 참여에 의한 공공시
설 디자인소규모 복지시설 사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특별양호 노인 홈 노조미 기획의 개요
요양원 노조미는 2002년 7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아이치산아이복지회
(愛知三愛福祉会)가 운영하는 노유자 시설(特別養護老人ホーム)으로 2003
년 11월 개설하여 운영되고있다. 시설은 아이치현 닛신시 미야기정에 있는
아이치목장(愛知牧場)과 같은 구획에 위치하고 있다.
표 1-4 특별양호 노인 홈 노조미의 건축개요
위치
연면적
주용도
설계자

아이치현 닛신시 미야기정 미나미야마(愛知県日進市米野木町南山) 987-104
3,260 ㎡(대지면적: 3,505 ㎡)
요양원 (데이 서비스·단기 보호 포함) 정원 50 명
오오쿠테 계획공방(大久手計画工房)

2) 시민 참여 디자인의 도입 배경
특별양호 노인 홈 노조미의 기획은 운영주체인 아이치 산아이 복지회 설
립준비 위원회가 오오쿠테 계획공방(大久手計画工房) 11 에 시설디자인을 의
뢰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설 조성 기획을 시민 참여 디자인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부지에 인접 시설들 12 이 의료복지시설 존을 형성하며 일반시민에게
폐쇄적인 인상을 주고 있어, 시민 참여로 부정적인 인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다.13
이 사례에서 참여는 시설 기능이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율보다 부족했던 지역 사회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이유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11

오오쿠테 계획공방은 마을만들기 워크숍의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전문
가 집단으로 대표 건축사 이토 마사하루는 마을만들기 워크숍 경력이 26 년 있다.
12
아이치 국제병원(1981 년), (재)아시아보건연구소(AHI), 애천관(1992 년), 남산 교회(1946 년), 유
료 노인 홈 실버홈 마키바(1997 년), 아이치 국제병원 호스피스동(1999 년) 등
13
日本建築学会. "参加による公共施設のデザイン, 丸善株式会社." (20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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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보건연구
애천관

아이치국제병
실버홈 마키바
특별양호노인
홈 노조미
아이치목

남산

그림 1-4 특별양호 노인 홈 노조미 전경 및 위치도
“마을만들기 워크숍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 곳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테마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첫 번째는 형제 관계에 있는 몇 조직의 커뮤니케
이션과 두번째로 산아이 복지회와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세번째는 시설군 운영 주체
와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과제가 있다고 우리는 판
단했다.”

14

3) 계획 검토 체제와 과정
시설의 기획은 시설 계획에 지속적인 관여를 하는 기획의 중심인 ‘코어기
획회의’와 참여 범위가 닛신시 시민으로 확대된 ‘두근두근 시민회의’를 설정
하여 시민 참여를 두 회의로 구성해 번갈아 시행하였다. 회의는 설계자인
오오쿠테 계획공방에 의해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계자는 참여자들이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설의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두 회의는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합쳐서 9회 실시해 그 후 시설운영
을 생각하기 위한 워크숍은 운영주체가 스스로 몇 번 실시하고 시설은
2003년 10월 준공했다.
표 1-5 시민 참여 디자인의 흐름15
단계
이미지
메이킹

14
15

회의 구분
회의 내용
코어기획회의 준비회(3/20)
관계자단체의 입장을 이해하는, 앞으로의 대화 프로
『산아이홈을 함께 생각하는 씨름판만들기』 세스를 검토한다,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의 고
리를 넓히다.
제 1 회 두근두근시민회의(4/8)
자기소개 『희망의 홈이면 좋다』, 『희망의 홈』의
『모두가 바라는 희망의 홈 이미지 만들기』 길, 『이런 홈에서 살고 싶은』이미지 만들기

Ibid., p.14.
Ibid,. p.13.의 표 2-1 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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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코어기획회의(4/21)
『산아이홈을 함께 생각하는 씨름판만들기』
제 2 회 두근두근시민회의(4/28)
『희망의 홈의 삶과 공간의 관계 조성』
『삶의 제안카드』만들기
제 2 회 코어기획회의(5/12)
『산아이 홈 시설 규모를 생각하다』
디자인, 『부지 본 후 설문』『삶과 공간 제안목록』
상호편집 제 3 회 두근두근시민회의(6/2)
『산아이홈 이야기와 배치계획 방안 검토』
제 3 회 코어기획회의(6/16)
『산아이 홈의 기본 계획을 검토하다』
제 4 회 두근두근시민회의(7/28)
『산아이 홈 이야기와 기본 계획안 확인』
기본 제 4 회 코어기획회의(9/l)
계획 『산아이 홈의 기본 계획을 확인하다』
수립

시설규모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는, 그룹 유닛케어
방식에 대해서 생각, 시설 이미지를 공유화하기
자기 소개 『당신은 집 요리사』, 삶의 매력만들기
를 생각하다, 『산아이 홈의 하루』비전 게임
부지 조건을 확인하고 보물을 발견한다, 삶과 공간
의 제안 목록에서 추천 제안을 논의, 건물 배치 가
능성을 검토한『입체 디자인 게임』
『산아이 홈 이야기』를 이미지 한다, 산아이 홈의
배치계획 방안의 검토
기본계획안을 이해하는, 외부공간과 접근법 현장점
검한다, 기본계획안의 문제점, 아이디어를 낸다.
기본 계획안을 현지에서 확인했다.
『산아이 홈 이야기』에서 기본계획안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워크숍의 성과를 발전해 반영한다.
기본계획 안의 수정점을 확인한다.
기본계획 안의 남겨진 과제를 검토한다.

4) 시민 참여 디자인의 효과
제1회 시민회의에서 “생활의 제안 카드” 6그룹 113개의 의견, 제2회 시
민회의에서 “생활과 공간의 제안” 109개의 의견 “부지 둘러본 후 앙케이트”
의 의견 등 많은 의견이 모였다. 이 의견들은 개인들이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알려주어 시설 디자인의 큰 틀을 제공한다.
참가자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워크숍에서 그룹 별로 수행했던 일련의
‘게임’들에서 나타나는데, 제`1회 시민회의에서의 “『산아이 홈의 하루』비
전 게임” 에서는 그림 이야기 형식으로 산아이 홈의 하루를 만들었고, 제2
회 코어회의에서의 “입체 디자인 게임”에서는 바라는 시설 상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이 과정은 참여자로 바라는 시설을 합의하게 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인다.

그림 1-5 그룹 제안을 토대로 설계자가 작성한 A 안의 1 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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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는 워크숍에 의한 효과를 아래와 같이 회고하는데, 참여 디자인이
시설 자체에서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어내 활
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을 서술하고있다.
“완성된 시설 공간을 보면 동선 계획과 출입구의 배치 등 시설관리면에서 일반적
인 시설에서는 볼 수 없는 도전적인 것이다.....참여 디자인에서 더 많은 사람의 의
견을 최대공약수적으로 정리한 특징 없는 공간이 된다는 비판과 마쿠노우치 도시락
처럼 컨셉이 불분명한 전체를 위한 계획이 된다는 비판이 근거없는 것임을 이 결과
가 나타내고 있다......마을만들기 워크숍은 다양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력을 발달시
키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16

16

Ibid,. p27.
- 18 -

1.5 연구흐름

1.5 연구흐름

- 19 -

제 2 장 참여에 의한 기획의 속성과 계획 요소

참여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사회적 공간을 주
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
설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사회 구성원들
이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조건과 협의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계획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장은 먼저 사회의 다원적 가치와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 그리
고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참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
로 본 장은 계획 주체로서 참여의 관점에서 다원적 주체들에 의한 협력적
계획의 의미와 기본 조건을 정리하고, 끝으로 일반적인 계획 요소들 중 대
립적인 성격을 가진 요소들을 중심으로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이 계획에 어
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2.1 참여에 의한 기획의 속성
참여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사용자로서 지역
사회가 스스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실천적 노력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자신과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건축 계획을 통해 표현한
다. 따라서 기획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가진 주체성, 다원성, 상징성 등의
속성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협력적 계획으로서 기획의 조건과 계획 이원적
요소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체적 참여

공론의 장

차이의 인정

토론 방법

체험중심의 검정

담론 형성

성찰적 비판

담론 유지

기획의 기본조건

주체성
다원성

상징성
참여의 속성

욕망

일상성과 비일상성

행동

전문성과 다목적성

시간

영역성과 탈영역성

상징

함축성과 명시성

계획의 이원적 요소

그림 1-6 참여에 의한 기획의 속성과 기본조건 및 계획 요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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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의한 주체적 계획
주체적 참여의 내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이 어떻게 생
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이 계획뿐만 아니라 사용에 의해
서도 생산된다는 관점은 시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문가에게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직접 계획한다는 점에서 주체적 참여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한다.
공간의 생산은 전문가가 사용자의 요구나 행태를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함
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공간과 관련한 사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1960년대 이후 발전한 환경심리학과 현상
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환경심리학은 건축가들에게 환경과 사용자의 행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도시, 건축, 심리학 등의 다학문적이고 실증적 지식을
제공했으며(Stokols & Altman, 1987, p. 25) 현상학은 사용자 체험과 공간
의 장소성, 상징성, 구축성 등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김광배,
2007). 또한 환경 심리학과 현상학은 “건축 결정론적 신념으로 사용자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려 했던 모더니즘 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서 도입되었던 ‘사용자 참여디자인(user-participation design)’에게

이

론적이고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했다(길성호, 2003, p. 23).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공간은 전문가에 의해 이론이나 이념을 바탕으로
계획되어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용에 의해 완성된다. 사용으로 공간
이 새롭게 규정된다는 관점은 르페브르의 공간이 ‘독해 가능한’ 것이기 이전
에 ‘생산된’ 것이며(신승원, 2014) 고정된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유기적
이고 유동적이며, 많은 측면과 흐름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의 산물이
라는 주장(Merrifield, 2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사용자가
계획된 공간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그 기능에 한정하여 공간을 사
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환기
시켜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획이 전문가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용자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공간의 기능, 형태, 구조 등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공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계획까지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
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용자의 주체적 참여는 공간 사용이 그 공간을 지속해서 재생산한다는
관점에서 시민이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며, 공간 기획의 패러다
임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당위성과 이론적인 토대는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의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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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저서 ˹도시의 권리(the right to the city)˼에서 주
민들은 도시에 대해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도시공간의 생산에 중심적이며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여기서 그가 규정한 전유의 권리는 이미 생산된 공간을 육체적으로 접근,
점유, 그리고 사용하는 권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공간을 생
산하는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Purcell, 2002). 이와 같은 전유의 권리를 기
획 과정에서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주민들의 사용과 계획 주체로서 참여다.

지역사회 정체성의 상징적 표현
참여는 지역 공공시설의 건립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자신
과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즉, 지역성을 규정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 공공시설이라고 할 때 지역의 의미는 시설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복지시설에서 지역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이 속
한 행정 구역이며 의료시설에서 지역은 시설의 규모와 역할에 따라 시설이
속한 행정 구역보다 넓은 광역권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은 지역
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의는 시설의 상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공
공문화시설의 지역과 지역성을 행정단위에 의해 규정하느냐 또는 자연환경
의 동질성에 의해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설이 상징해야 할 대상과 표현 방법
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지역성(地域性)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이다(이운영,
2002). 영문으로는 ‘locality’ 또는 ‘regionality’로 번역되고 있어 우리가
지역성의 의미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
다. 아래 표와 같이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locality’는 ‘regionality’ 18보
37F

다 특정한 장소, 이웃, 주변 환경과 관련이 깊고, ‘regionality’는 “a whole
region, not just a locality”라는 정의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에 대한 것

17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에 담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주민에 의해 주민
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시 운동과 도시 정치의 중
요한 의제가 되고 도시 헌장과 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강현수, 2009).
18
일부 인터넷 사전(English Wiktionary)에서 “The property of being regional.”으로 정의하고 있
지만 다른 사전들에서는 없는 단어임으로 일반적인 사전에서의 “regional”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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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1 지역성의 영문 표현의 차이
Locality

Regional(ity)

Webster’s position with regard to
New
surrounding objects, landmarks,
etc. a place; district;
World
neighborhood
The
a particular neighborhood, place,
American or district. The fact or quality of
Heritage having position in space.

카니자로(Canizaro,

2007)는도

(the property) of ; a whole region, not just a
locality, of some particular region; district,
etc.; local; sectional
(the property) of or relating to; a large
geographic region; a particular region or
district.….

건축적

지역주의를

정의하면서

지역

(region)을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의 “넓은” 영
역(area)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넓은 지역 즉, 국가나 민족의 문화
적 동질성에 의한 지역의 개념은 프램톤(kenneth Frmaton)의 비판적 지역
주의의 지역성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지역성을 문화의 독특한 정체성,
장소 만들기의 태도, 구축적 전략,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적 방법에 관
련된 환경의 질, 지역이 어떤 곳에서의 존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촉각적
인 경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지역의 개념은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한 도시와 같은 좁은 지역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연환
경과 전통을 공유하는 넓은 영역으로서의 지역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지역의 의미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시설과 기획의 참여자만
이 아니라 시설이 담아야할 지역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성을 표현과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는 래흐데스매키(Lähdesmäki, 2009, p. 216)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래흐데스매키는 헝거리 페치(Pécs)시의 유럽 문화수도 19 행사 참여자
45F

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가지 지역의 범위를 사용하였다. 좁은 범위는
행사의 주 무대인 페치시의 지역성(locality of Pécs)으로, 중간 범위는 남부

19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는 유럽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강조하고 유럽인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며 도시발전에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유럽연맹국
도시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해당 도시에 관련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ec.europa.eu/programmes/creative-europe/actions/capitals-culture_en.htm, 2015 년 9 월
15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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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다누비아의 지역(regionality of South Transdanubia)으로, 국가적
범위는 헝가리 문화(Hungarian culture)로, 범국가적 범위로 유럽성의 개념
(the concepts of Europeanness)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의
공간적 크기에 따라 특성, 문화, 정체성이라는 개념의 층위에 놓여 있다.
지역성의 홍보를 위해 행사 참여자들이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과 기
존 행사에 포함된 내용 중 시 범위의 지역성(locality)에 관한 것은 지역 예
술가들과 공연자들의 역할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20 다음으로는 시민과
46F

시민들의 행사참여, 그리고 지역 역사의 전시 등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았
다. 21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의 지역성(regionality)에 대한 참여자 설문에서
47F

는 예술가나 공연자들이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통공연, 전통에 대
한 전시, 문화적 다양성 등, 비물질적인 문화에 대한 것이 음식이나 전형적
인 물건, 상징적 건물 등과 함께 중요하게 나타났다.
도시와 같은 넓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성이 기념물적 공간이나 도시의
형태 등의 물리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물다는 것은 르페브르가 베
네치아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 도시의 지역성에 대해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베네치아를 도시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연상되는 바다라는 환경과 아름답고 섬세한 곡선, 세련된 향유,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긁어모은 부의 성대하고도 잔인한 탕진하는 사회적 특성이
일체화된 보기 드문 “작품”과도 같은 도시라고 평가했다(Lefebvre, 2011, p.
135).

43F

결국, 래흐데스매키(Tuuli Lähdesmäki)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보면 도시의
정체성은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건축적 특성보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
민과 지역의 문화활동에 의해 더 잘 표현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를 사용권역으로 두는 일반적인 공공문화시설에서는 넓은 범위의
지방이나 국가를 사용권역으로 둔 시설에서 보다 건축적으로 표현되는 지역
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20

넓은 범위에서의 지역성(regionality)에 대한 설문에서는 예술가나 공연자들에 대한 중요도가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21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성에서 문화유산과 경관 및 자연환경의 중요성도 보다 넓은 범위에의
지역성(regionality)에서 더욱 약하게 나타났으며 국가의 지역성(culture of nation)에서는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 24 -

2.1 참여에 의한 기획의 속성

사회의 다원적 가치 실현
기든스(Giddens, 1998)는 지역 사회를 특정한 관심이나 이해로 유대를
가지거나 특성을 공유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총체는 시
공간 경계 22 를 따라 분포된 사회체계의 맥락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으며 사
51F

회는 사회체계인 동시에 복합적인 사회체계들의 상호교차로 구성된다고 보
았다. 르페브르(Lefebvre, 1991)도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공간은 그것이
품고 있는 대상들이나 대상들의 총합으로 귀착되지 않고 대상들의 관계까지
도 포함하여 서로 침투적이며 서로 포개지며 동질성·등방성으로 표현되는
고전적인 수학적 공간이 아닌 여러 개의 사회적 공간들이 밀푀유(millefeuilles)처럼 층층이 쌓여 다양성으로 주목받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들
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대지 위에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는 다양한 생활권
과 사회체계, 구성원들의 특성 및 상호관계에 의해 다원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3

그러므로 참여에 의한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은 기획에 참여하는 문화
예술단체, 교육단체, 마을만들기 조직 등의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성격과 그
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원적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설문조사나 통계가 지역에 관한 표면적인 정보만을 제공하
는 것과 달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잠재된 지역의 특성
과 건축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를 통해 시설의 기획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 문화시설은 공공
시설이면서 전문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들과 일반 지
역주민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요구로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다른 요구와 입장들이 기획에 반영되는 양상에 따라 시설의 정체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2

안소니 기딘스는 “시-공간 경계”를 상호사회체계를 포함하는 여러 유형의 사회 사이에서 발견되
는 상호관계(interconnection) 및 권력 차이(differentials of power)로 정의하였다.
23
인간의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정의 통합된 행동영역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욕구와
생활공간을 일상생활권 또는 제 1 차 생활권과 넓은 범위의 광범위 생활권 또는 제 2 차 생활권이 있
다. 최근에는 지역사회형성의 수단으로서도 주목되고 있다.(이철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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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영역

지리적 영역

A

B

공공시설

그림 2-7 공공시설과 지역 공동체의 다원성

힐리(Healey, 권원용, & 서순탁, 2004)도 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을 두 가지 개념의 공동체로 분류했다.
그는 지역 공동체가 장소를 기반으로 한 통합된 사회의 이미지를 가진 공동
체와 기업 혹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계획에 반대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계
획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공동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장소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는 공동의 가치문화, 행위방식과 의미체계를
공유하며 소속한 모든 사람이 그 지역을 자신들의 장소로 인식하던 공동체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Healey et al., 2004, pp. 165-168). 장소에 기반
을 둔 지역공동체는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며 가끔 이웃과 협력하여 일상
생활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공동체를 의미
한다. 따라서 장소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는 도덕적 기율이나 기치 등을
공유하지 않아도, 다양성과 차이를 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관심사
를 공유한다. 반면 지배적 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지역공동체는 시민 혹은
보통 사람들로서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공동의 관심사로 하는 공동체
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는 장소 기반의 공동체로서 일반
적인 지역 주민협의회나 주변 상인협회 등의 지역 공동체와 기업이나 정부
의 일방적인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체로서 지역 공연예술인의 협회, 미술인
협회, 교육관련 단체, 장애인 협회, 환경단체 등의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개념의 지역공동체들은 서로 다른 유형이거나 상
충하는 요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공론의 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와 배제의 관계에 놓인 개별 집단들이
공간을 사유화하고자 경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간의 다원적 주체로서 지역
공동체들이 상호주관적인 이해 속에서 사회적 공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으로서 참여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Lefebvr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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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원적 참여에 의한 기획의 기본 조건
다원적 참여에 의한 기획의 의미와 기본 조건
1) 다원적 참여에 의한 기획의 의미
1960년대 이후 폴 다비도프(Paul Davidoff), 위르겐 하버마스 (Jurgen
Habermas) 등의 계획이론가들 공공계획에 있어서의 협력적 계획으로서 참
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Christopher

Alexander), 앙리 세노프(Henry Sanoff), 쉐리 아르스타인(Sherry R.
Arnstein) 등의 건축가들은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그들의 환
경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체계와 방법
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극도로 다양해진 참여 체계와 방법들이 참
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지 않게 참여가 잘
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Toker, 2007). 팻치 힐리(Healey et al., 2004)
의 협력적 계획이론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계획의 사회적
다원성과 문화적 착근성을 기초로 참여 체계와 방법의 핵심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적 계획이론의 특성을 계획이론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계획이론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1960년대 초기에 다비도프는 옹호계
획(Advocacy Planning) 이론을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 계획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Toker, 2007). 다비도프의 옹호계획(Advocacy Planning) 이론은 건축
가와 도시계획가들에게 공공성과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
게 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디자인과 계획을 지원하는 커
뮤니티 디자인센터(community design centers)를 설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다(Sanoff, 2008). 하지만 르페브르는 옹호계획에서 전문가는
자신을 위하거나 관료주의적, 재정적, 또는 정치적 권력이 내세우는 요구에
맞는 식으로 일하기 쉬우므로 사용자를 대변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사
용자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스스로 발언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옹호계획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Lefebvre, 2011, p. 519).

120F

하버마스도 옹호계획이 도구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엘리트 중심의 계획
이라고 비판하고 공공의 직접적인 계획 참여를 주장했다. 그는 체계
(system)와 생활세계(lifeworld)의 이중적 구조된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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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대화와 의사
소통에 기초한 생활세계 속의 실천적 행동”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전상인,
2007). 이와 같은 견해는 사회적 공간이 추상적 공간과 실제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만이 두 공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의 총체적 공
간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본 르페브르의 견해와 유사하다. 하지만 하버마스
와 르페브르의 참여에 의한 기획은 사회적 다원성을 반영하는 방법에서 근
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합의 지향적인 담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다원적인 사회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실질적으
로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정소라, 2015).
르페브르도 참여에 의한 기획이 “교환과 소통의 이념과 연결되어 축소 지
향적인 경향” 즉, 이해 당사자 간의 효율적인 합의도출 과정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그는 참여에 의한 계획이 계획 요소들을 완전히 균등하게 반영하
는 것이 아니라 교향악 안의 다양한 효과들처럼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시작
하되 시기에 따라 다른 요소가 중심이 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주고 차
이를 증폭”시키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상인, 2007, p. 11).
힐리의 협력적 계획이론은 참여 주체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담론을
전개하고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버마스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힐리도 르페브르와 마찬가지로 주체들의 문화적 착근성을 개념화하
고 이해관계를 일반화하는 하버마스의 보편주의(universalism)적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Mattila, 2016).
힐리(Healey et al., 2004)는 사용 주체들의 의사소통에 의한 합리적 계획
수립의 가능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인식과 주체들의 사회적 다원성의 중요성
에 대한 르페브르의 인식을 각각 공유하면서 참여의 구체적인 체계와 방법
을 제시하였다. 르페브르와 같이 지역 다원적인 특성에 주목한 힐리는 “차
이를 인정(make a difference)하고 일상과정을 변형시키기 위한 비공식적,
지역적,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Toker, 200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를 공공의 이익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것으
로 인식하여 공공계획을 엘리트들에게 위임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는 다양한 생활세계 속의 개인이나 문화적 공동체들이 참여하여 서로 대립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공계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Healey et al., 2004, pp.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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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원적 참여에 의한 기획의 기본 조건
다원적 주체들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계획의 조건은 힐리(Healey et al.,
2004, pp. 319-335)가 제시한 협력적 계획의 기본 조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계획과정을 공론의 장의 형성, 제안과 토론, 담론의 형성 그리고 합의
의 유지 단계로 구분하고
공공문화시설에서 협력적 계획의 기본 조건들은 강한 다원성으로 인해 다
른 시설에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협력적 계획의 조건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체적 공론의 장 형성
제안자(initiator)는 기존 계획체계의 한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한
기획의 목적과 가능성을 인식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자들과 그 인
식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제안자는 정치·행정·법적 체계에 의해 참여자들
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론의 장에 부여해
야 한다. 또한 기획의 시작뿐만 아니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이해관계
자들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기획을 위해서는 합의를 이룬 후에도 새로운 이해당
사자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에게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
여 토론의 장의 개방성과 가변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차이를 인정하는 토론 방법
토론의 주제와 방법을 설정하면서 문화적·경제적·정치적 기반이 다른 구
성원 간의 토론 스타일과 언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사람마다 토론을
준비하거나 발언하고 기억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언어 간의 해석이 복잡하고
미묘하며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토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
는 사람들이 토론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대표성을 확
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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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현 가능성에 의한 담론 형성
정책적 담론은 공론의 장에서의 혼란스러운 논쟁들을 전문가와 관료들의
기능적 언어로 해석하거나 여과하지 않고 논쟁을 일으킨 서로 다른 논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합의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담론은 구체화된 전략이며 개념, 메타포, 구상으로 표현되는
의미체계이며, 언어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학적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담론의 전략적 개념들은 효과성과 정당성을 기준으로 실험, 조사, 평
가되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행가능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4) 합의 유지를 위한 공시화된 기록과 성찰적 비판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화된 규칙과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합의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필요로 한다. 합의에 대한
공식화된 규칙은 합의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적 비판과 상황변화에 따른 이
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포함한다.

주체적 참여의 기본 조건
사용자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의 도출은 앞에서 살펴본 다원적
주체들의 협력적 계획을 위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참여 디자인과 공간 생산
에 관련한 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새노프(Sanoff, 2007)24는 참여 디자인의 목적을 기초적인 디자인 윤리의
실천,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사용가치의 포괄적이며 다원적인 접
근, 집단 및 개인 이익의 옹호와 요구의 충족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개인이나 집단의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참
여, 명확한 참여 목적의 공유, 주요하거나 세부적인 목적에 적합한 참여 방
법들의 선택과 실행, 참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의 조건들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힐리의 협력적 계획의 기본 조건과 대체적으
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의 생산을 위한 조건들은 다원적인 사용자의 참여
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협력적 계획의 기본 조건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

24

1960 년대부터 40 여 년간 참여 디자인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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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공간의 생산을 위한 조건들은 협력적 계획(Healey et al.,
2004, p. 335)의 조건이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작용적 합의형성을 통해
하나의 계획을 도출을 위한 것과 달리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간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Lefebvre, 2011, p. 106).
따라서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 생산의 개념은 참여에 의한 기획의 조건
에 몇 가지 새로운 특성을 부가한다. 다시 말해 힐리가 제안한 조건들을 르
페브르의 몸, 상징, 욕망, 시간에 의한 공간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보면 각
조건의 새로운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론의 장은 기획의 주체
로서 몸과, 토론 방법은 주체의 체험과 표현 방법으로서 상징과, 담론의 형
성은 서로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욕망과, 합의 유지는 변화의 요인으로서
시간과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나타난다.
첫째, 공론의 장을 만드는 제안자는 행정기관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사용
의 주체다. 르페브르는 “당사자들, 즉 관계자인 사용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다면, 누가 그들을 대신해서 발언할 것인가?”라고 하며 제안에서부터 사용
자가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전문가의 근본적
인 역할은 수동적인 사용자들에게 “양의 엄격한 구속과 기준에 따라서 사람
답게 살기 어려움(불가능성)”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둘째, 사용의 관점에서 참여자는 이해관계자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라는 개념은 공간을 도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비
록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 없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까지 포
함하지 않는다. 공간 사용과 생산의 주체는 공동체에 속하는 ‘사용자들
(users)’이며 25 ‘사용자들’은 자본주의적인 ‘이용자들(utilizers)’과 달리 비
생산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Lefebvre,
2011, p. 512).
셋째, 사회적 다원성에 의해 발생하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강력한 토론에
서 언어 간의 해석의 중요성은 다양한 전문가와 사용 주체들에 의해 공유되

25

르페브르(Lefebvre, 2011, p. 516)는 공간 사용과 생산의 주체를 지징하는 ‘사용자’ 또는 ‘주민’이
라고 표현이 부적절하며 아직까지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는 용어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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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을 ‘독해’하고 생산하는 ‘코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과 도시에 사는 주민들, 행정 당국 관계지들, 예술가들이 함께 공유하던 언
어, 공간을 ‘독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주는 코드는 없었
을까?...... 공간의 ‘코드’, 즉 실천과 이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주민들과 건축가,
학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복원하는 일은 전술적으로 볼
때 매우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Lefebvre, 2011, pp. 47, 122)

하지만 참여자의 문화적·경제적·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인
정하는 토론 방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를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
이다(Lefebvre, 2011). 참여는 ‘다를 권리’를 행사하여 새로운 공간을 생산
함으로써 주체가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질적으로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타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참여의 성패는 ‘다를 권리’가 “다르기 위해서 실질적인 투쟁을 벌이기 전에
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르페브로의 주장(Lefebvre, 2011, p. 122)처럼
어떻게 참여자가 대표성을 가지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가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 다원성
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포괄적 참여는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전제
로 이루어지는 참여를 의미한다.
사회적 공간에서 계획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의 다
원성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참여에 의해 다양한 담론이
복합된 형태로 형성된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의 복합성은 분석 과정에
서 차이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차이들을 열거함으로써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Lefebvre, 2011, p. 335). 여기서 사회적 공간의 복합성을 분석은 전문가
의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공간의 실질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사회적 공간은 본질적으로 ‘상황적’이고 ‘관계적’이며 따라서 공간에
대한 담론은 지속적인 성찰적 비판의 대상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담론들
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공간의 규합에는 몸의 복원, 공간의 모순을 드러내기 등이 동반된다.
주체들의 장소로서의 이 공간은 ‘상황적’ 또는 ‘관계적’이라고 형용될수 있겠으나,
이러한 정의 또는 한정은 그 자체로서의 공간에 내재한다기보다 그 공간이 지니는
사회적 내용에 국한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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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 과정에서 담론이 모순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찰적 비판을 위해 잠정적인 것으로서 합의된 담론에 이르는 과정의 기록
이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생산된 공간과 실질적인 사용은 본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모순 때문에 담론에 대한 성
찰적 비판은 지속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찰적 비판은 공간이 생산된 이
후 주체들이 공간을 전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
한다. 하지만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지속되는 담론의 존재를 전면적으
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 대표적인 예로로서 기념물적 공간으로 제시
했다.
“(기념물적) 공간에서의 작업에 의해서, 공간에서의 작업 안에서 사회적 실천은
다른 ‘의미작용적인 실천’, 문학적 텍스트를 포함하는 다른 예술의 한계를 극복한다.
하나의 합의, 심오한 동의가 실현된다.” (Lefebvre, 2011, p. 330)

지금까지 살펴본 힐리와 르페브르의 이론 속에서 나타난 참여의 기본 조
건들을 비교하면

표 2-2와 같이 나나탄다. 두 사람 모두 참여자가 가진

다양한 배경과 입장 그리고 언어의 차이의 주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르페브르는 합의에 의해 하나의 담론이나 계획을 도출한다
는 힐리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이론은 그가 제안한 ‘반공간’, ‘반(反) 기획’, ‘반계획’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개념적이고 지향적이었다.
표 2-2 참여에 의한 계획의 기본 조건
구 분

전유

협력적 계획

계획 제안자
로서 참여
차이에 대한
인식 공유
체험 중심의
담론 검정
지속적인 성
찰적 비판

실천의
주체성
리듬의
다원성
상징의
함축성
시간의
가변성

의사결정의 주체성과 권한
포괄적 이해관계자의 참여
토론 방법과 언어의 차이 인정
의견수렴에 의한 대표성 확보
상호합의에 의한 담론 형성
개념, 은유, 구상으로 담론 검정과 공개
합의 과정의 모순과 갈등의 공식적 기록
상황변화와 담론의 지속적인 성찰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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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참여
제안자로서의 사용자의 주체성
이해관계자외 일반시민까지 포함한 참여
전문가와 사용자 공유 언어 사용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차이 실현
차이의 표현하는 다양한 담론 형성
상징과 체험으로 담론 검정
합의 속에 내재된 모순과 갈등
생산과 사용의 모순에 대한 성찰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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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체적 사용자 관점과 계획의 이원적 요소
사용자 관점과 계획 요소
1) 사용자 관점
기획에서의 참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공간의 특
성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용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역할
을 한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계획의 구체적인 특성을 도출하기 이전에 사
용의 관점에서의 공간이 전문가에 의한 계획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계획의 관점은 르페브르의 ‘공간의 재현’ 개념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르페브르는

‘공간의

재현’을

전문가에

의해

기획

(architectural plan)된 공간으로서 이론과 이념을 중심으로 계획된 추상적
인 공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의 기획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와 ‘주민’이라는 개념은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닌 추상화된 사용자의 개념으
로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요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Lefebvre, 2011, pp. 165-166). 이처럼 전문가의 관점에서의 기획은 사용
자의 체험과 욕구로부터 나오는 실재적이고 가변적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기능별로 구분된 공간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사용자의 관점 즉, 르페브르가 규정한 ‘재현 공간’ 의 개념에서 공간
은 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추상적 공간이 아닌 사용자의 체험이 중심이 되는
실재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은 사용의 주체들이 상상력으
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용도로 활용하려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사적
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과 대립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사적
영역의 공적 영역과 경계는 반은 사적이고 반은 공적인 매개 공간보다 뚜렷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간의 구분은 기능보다는 전유
의 방법에 따라 “고정된 곳, 반만 고정된 곳, 이동 가능한 곳, 빈 곳” 등으
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전유된 공간은 시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본질
적으로 질적이고 유동적이며 움직임을 부여 받은 공간”이다(Lefebvre,
2011, pp. 87, 92-94).
한편 현실에 있어서 공간은 사용자와 전문가의 관점 즉, ‘공간의 재현’과
‘재현 공간’의 개념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두 개념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사용, 즉 ‘공간적 실천’에 의해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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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간적 실천’은 ‘공간의 재현’으로서 일터와 ‘재현 공간’으로서 사생
활, 여가활동 장소 등을 이어주는 경로와 관계망을 시간과 밀접하게 연계시
키고 공간을 지배하면서, 또 전유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생산한
다(Lefebvre, 2011, pp. 86-87). ‘공간적 실천’은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간 속에서 그리고 공간에 걸쳐 발생하는 물리적이고 구
체적인 흐름들이나 이동들, 그리고 상호작용들”을 통해 나타난다(Harvey,
1994, p. 260).26

그림 2-3 공간 생산 개념의 변증법적 관계

그림 2-4 공간 사용의 이원성

하지만 ‘공간적 실천’이 어떻게 ‘공간의 재현’과 ‘재현 공간’을 매개하여
사회적 공간을 생산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Merrifield, 2000). 즉, ‘공간적
실천’의 개념만으로는 사용자와 전문가의 관점이 어떻게 조절되면서 공간을
기획하는지까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서의 사용자
와 전문가 관점의 변증법적 관계는 공간이 본질적으로 공적인 동시에 사적
이며,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이고, 고정적인 동시에 유동적인 이원적 특성
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표 2-3 공간 생산의 관점과 공간의 특성
전문가의 관점
이론과 이념의 공간, 교환과 지배

사용자의 관점
체험의 공간, 사용과 전유

고정된 공간, 공적인 것, 안정적인 것

매개와 전이 공간, 사적인 것, 일시적인 것

시각적, 객관적, 추상적

감각적(청각, 후각, 촉각 등), 주관적, 구체적

26

문맥에 따라서 어떤 태도로 공간을 지각하는지를 강조할 때는 사용이라는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고 계획이나 기획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간의 직조는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
는 사회적 행위를 낳을뿐 아니라 그 직조에 의해 결정되는 공간적 실천, 즉 집단적이고 개별적인
이용도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일련의 행위들이 이어지지만, 이 행위들에 대해서 의미작용적 실천으
로 환원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에 더 가까운 의미로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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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관점의 계획 요소
사용은 형태, 기능, 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27 사용자 관점의 계획
은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계획에 활용되던 형태, 기능, 구조에 대한
요구 조건과 달리 사용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Lefebvre, 2011, pp.
524-525). 따라서 사용 가치 중심의 계획 요소들은 사용자 관점의 계획이
가진 구체적인 특성들을 도출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일반적인 사용
가치 중심의 계획 요소들은 가치중심의 기획, 설계품질 평가, 그리고 설계경
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 등의 사용자 관점의 계획 과정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허쉬버거(Hershberger, 1999)는 기획을 디자인, 지식, 합의, 가치에 중
심을 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용자의 관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가치중심 기획을 제안했다. 가치중심 기획에서 사용자
참여의 핵심적인 역할은 프로그램 도출이나 디자인 개념의 제안에 있기보다
시설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있다.
표 2-4 건축기획 유형별 특성
기획 유형

특성

디자인중심
(Design-based)

최소 시간과 비용, 건축주에 의한 요구사항 또는 프로그램 제시, 디자인에 대
한 건축주 의견 반영을 통한 프로그램 수립, 주택 등 소규모 건축

지식중심
사회학자나 행동심리학자 중심의 기획, 다분야의 연구, 통계 등을 통한 정보
(Knowledge-based) 수집, 공항, 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대규모 건축
합의중심
(Agreedmentbased)

시간과 비용 절약, 위원회 조직, 참여자의 지식과 외부 의견수렴 능력에 의
존, 사례: 페나(Pena)의 가이드라인 활용한 기획, 디자이너의 기획참여, 4 단
계(목표, 사실, 개념, 요구), 프로그램 또는 디자인 개념도출 중심

가치중심
(Value-based)

기획초기에 디자인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 검토, 지식중심 건축기획의 체계적
분석과 합의중심 기획의 구조와 접근법에 크게 의존, 가치 우선순위결정, 3
단계(목표, 사실, 요구), 디자이너에 의한 실질적 개념 제안

가치중심 기획의 가치 유형과 계획 요소들은 사용자들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페나(Pena & Parshall, 2012)와 듀어크(Duerk, 1993)가 제
시한 유형들을 포함하여 계획의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27

르페브르는 사용을 “기능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축소적”이라
고 비판함으로써 사용이 기능처럼 계획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 36 -

2.3 주체적 사용자 관점과 계획의 이원적 요소

표 2-5 건축의 가치 유형과 계획 요소
인간
환경
문화
기술
시간
경제
미
안전

기능,
대지,
역사,
재료,
성장,
재정,
형태,
구조,

허쉬버거
사회, 물리, 신체, 심리
기후, 맥락, 자원, 폐기물
제도, 정치, 법률
시스템, 과정
변화, 영속
시공, 운용, 유지관리, 에너지
공간, 의미
화재, 화학, 사생활, 범죄

사람
대지
맥락
시간
기능
형태
경제

듀어크
활동분석, 연령층, 환경적 역사, 역할 등
기후, 법규, 대지 조건, 교통
문화, 경제, 윤리, 역사, 정치, 사회 등
페나
과거, 현재, 미래
사람, 행동, 관계
대지, 환경, 품질
초기비용, 운영비용, 생애비용

설계품질 평가에 필요한 계획 요소들은 허쉬버거, 듀어크, 페나 등이 제안
한 가치 유형에서 나타나는 시설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있다. 설계품
질 평가기준은 표 2-6과 같이 나사르(Nasar, 1999)의 건축프로그램 성능
기준(Performance Criteria), 데이비드 간(Gann, Salter, & Whyte, 2003)
의 디자인 품질기준(DQI, Design Quality Indicator), 그리고 류수훈(2012)
의 디자인 평가기준(ADEET)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2-6 기준별 건축의 성격 분류
기준
건축프로그램 성
능기준
(Performance
Criteria)

계획 요소
모습

정체성(외연적 의미), 감성적 품질, 함축적 의미(위상, 상징주의)

편의

사용자 활동, 동선, 편안함, 편리, 필요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적 성격, 가
변성, 시설의 목적, 가독성, 개인화 등

내구성
건물의 품질

디자인 품질기준
(DQI)

기능성
영향
공공성 및 조화
접근

디자인 평가 기
준(ADEET)

내용

경관디자인
공간
친환경
기술 및 성능

에너지시스템, 환경영향, 정착과 기초, 구성기술, 재정적 기술, 공정기
술, 재료와 마감의 품질
성능, 기술적 시스템, 시공
용도, 접근, 공간
형태와 재료, 실내환경, 도시와 사회 통합, 성격과 정체성
지역사회의 휴식 및 교류를 위한 내·외부 공간, 주변과 조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와 차량 접근, 대중교통 계획, 주 출입구 계획
선도적 디자인(지역을 상징하는 선도적 디자인), 형태 및 매스, 입면 및
건물상부, 색상 및 재료, 외부공간 및 조경
내부공간, 외부동선, 이용자편의를 위한 공용공간,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및 건물, 부속공간
저에너지, 저탄소건축, 생태공간, 빛환경, 음환경, 조망
건물구조, 건물공법, 물 관리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항목들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완료 후 기본계획
의 성과요구수준서, 지역주민의 설문, VE팀의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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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으로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공공시설의 경제성 검토의 평가항목에서 일반적인 계획
요소로는 합리적 이용 환경성, 가변성 및 확장성, 공연 지원성, 친환경성,
편의성이 있으며, 시설이나 환경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계획 요소는 안전
성, 편의성, 실용성, 경제성, 장소성 및 지역성 등이 있다.
건축의 가치 유형을 중심으로 설계품질 평가지표와 설계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계획 요소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2-7과 같다. 아래 표에서 계획의
요소들은 일반적인 요소와 지역이나 건축의 유형에 따라 다른 중요성을 가
지는 상대적 요소로 구분된다.
표 2-7 건축의 가치 유형별 계획의 요소
가치

일반적 요소

상대적 요소

문화

지역성, 장소성, 역사성, 규범성

전통성

창의성

환경

친환경성, 쾌적성, 조망성

영역성

탈영역성

인간

편의성, 실용성, 접근성, 무장애

비일상성

일상성

시간

성장성

영속성

가변성

인지성, 경관성, 정체성

상징성

조형성

기술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쾌적성, 보안성

전문성

다목적성

경제

효율성, 경제성

운영비

이용료

안전

안전성, 보안성

사생활

방범성

미

공공문화시설과 같이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은 전문시설과 생활시설 28 이라
90F

는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성격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계획
의 상대적 요소들 중 강조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그림 5에서처럼 전문성과 함께 일상성은 시설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쉽게 자주 이용하는냐와 관련하여 시설을 전문시설 또는 생활시설의
성격을 띠게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강한 시설은
특별한 때 비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문화적 수준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성이 강한 시설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성을 시설이 수용하는 기능의 숫자와, 일상성을 시설을 사용하는 빈도
와 관련하여 공공문화시설 계획의 특성을 분석한다.

28

“Community facility, 사람들이 그 생활권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
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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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설

그림 2-5 시설의 성격과 계획 요소

그림 2-6 시설의 성격과 계획 요소

사용자 공간의 이원적 계획 요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립되는 공간의 성격에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고정된 것과 유동적인것, 지배받는 것과 전유되는 것 등이 있으며 그중
지배받는 것과 전유되는 것의 대립이 주체적 사용자 관점의 특성을 가장 포
괄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준다(Lefebvre, 2011, pp. 36, 256). 따라서 공간의
이원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전유’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사용자 중심의 계획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의 사적 소유, 공간의 구분, 배타적 공동체, 감시 등에 의해 사용이
규제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지역적 규범, 계층, 전통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며 르페브르는 이와 같은 현상을 ‘공간의 지배’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지배는 기업과 국가, 각종 제도와 가정, 기관, 기존 질서, 동업조합과 구성
체 등에 의해 기술과 전문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Lefebvre, 2011, pp.
257-260, 553-555). 지배 공간에서는 박탈, 절제, 소외 등이 일어나고 축
제와 양식이 분리되거나 쇠퇴되어 가며 축제는 시합, 향연, 예술제 등으로
축소되며, 양식은 더 이상 물건, 행위, 몸짓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으로써 문화로 타락하고, 문화는 다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로 분리되고 단
편화 된다(Lefebvre, 2005, pp. 53-55).
이와 같은 상황의 극복은 주체의 개별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삶
과 연계되는 지속적인 육체, 공간, 시간, 욕망의 전유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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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ebvre, 2005, p. 175).29 여기서 전유(appropriate)는 ‘자기 것으로 삼
기’, ‘점유’, ‘소유’, ‘가로채기’, ‘횡령’, ‘착복’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만 공간에서의 전유는 ‘자기 것으로 삼기’와 가깝게 해석된다(Lefebvre,
2005, pp. 21, 53-55, 97). 공간을 자기 것으로 삼는 전유는 공간의 배타
적인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유는 사적 소유와 대비되는 개념
이다.
“소유(사유재산)는 전유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 내지는 전유 활동의 한 우회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이는 예술품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다(Lefebvre, 2011, p.
26).”

따라서 공간의 전유는 주체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
며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기 대문에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제한되지
않고 도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Harvey, 1994, p. 272; 강현수, 2009, p.
51). 다시 말해 공간의 전유는 지배와 통제의 힘에 저항하며 지역적, 공동
체적, 자율적 공간의 사용을 의미하며 전유된 공간은 건축물을 포함한 광장,
거리 등의 다양한 공간과 양상으로 생산된다.
이처럼 공간을 서로 다른 성격을 띠게 하는 지배와 전유는 욕망, 행동, 시
간, 상징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30 그러므로 공간을 지배하고 전유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생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전유
의 대상에 대한 사용 주체들의 입장과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 주체의 욕망, 행동, 시간, 상징을 중심으로 공간이 일상성과 비일상성,
전문성과 다목적성, 영역성과 탈영역성, 상징의 함축성과 명시성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이원적인 특성을 띠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공간의 지배가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공간을 재생산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반면 공간의 전유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생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새로운 공간은 필요와 욕망에 의해
29

르페브르는 ‘사회 현실의 차원’ 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실천을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존재를
전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전유의 대상을 육체, 시간, 공간, 욕망으로 제시했다. (Lefebvre, 2005,
p. 175)
30
르페브르는 욕망, 행동, 시간, 상징을 ‘육체’, ‘욕망’, ‘시간’, ‘공간’ 등의 전유의 대상과 ‘리듬(들)’,
‘실천’, ‘시간(들)’, ‘상징’ 등의 전유의 변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Lefebvre, 2011,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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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이거나 급진적으로 생산되며 이와 같이 생산된 공간의 근본적인 차이
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반복되는 ‘리듬’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리듬’은 르페브르가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장세룡
& 신지은, 2012, p. 217)이며, ‘선형적 리듬’과 ‘순환적 리듬’의 개념을 통해
필요와 욕망에 의해 생산된 공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장소와 풍경에서의 지속성을 가진 ‘순환적 리듬’과 사회의 유동성과 역동
성, 파괴적 잠재력을 내포하는 ‘선형적 리듬’은 각각 최소한의 차이와 최대
한의 차이의 공간을 생산한다(Kipfer, 2002, p. 144; 장세룡 & 신지은,
2012, p. 221). 예를 들어 ‘순환적 리듬’에 의한 최소한의 차이는 일상의 필
요에 부합하기 위해 교외 주거지역에 지어진 주택 내부공간의 다양성에서,
‘선형적 리듬’에 의한 최대한의 차이는 새로운 삶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의 기존 공간과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
다(Buckley & Strauss, 2016). 이와 같이 필요와 욕망에 생산되는 공간의
차이는 르페브르가 제시한 ‘축제’와 ‘혁명’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
하게 드러난다.
‘축제’와 ‘혁명’은 공통적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적 활동이다.

31

따라서 ‘축제’

와 ‘혁명’ 모두 비일상적 공간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축제’와
‘혁명’은 빈도와 영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층위에 있는 개념들이다.
‘혁명’은 “고유한 요구”, 즉 본질적인 욕망에 의한 “이러저러한 전체가
자신이 지닌 틀을 넘어서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내
는 방식”(Lefebvre, 2011, p. 259)이다. ‘혁명’은 일상의 지배와 허구적 합
리성에서 벋어나 사회의 기초로서의 일상과 축제의 대립을 종식시키고
(Lefebvre, 2005, p. 56) 축제적, 정서적, 탈소외적이며 활기넘치는 비일상
적인 공간을 생산한다(Kipfer, 2002, p. 144; Stewart, 1995).
반면 ‘축제’는 혁명처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욕망
과 유희로 새로운 상황을 생산하기 위한 참여와 가능성의 장” (Simonsen,
2005, p. 11)으로서 공간을 한시적으로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일
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축제는 일상의 공간
안에서 성취되면서 시간에 따라 장소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한

31

“지나간 시절의 혁명은 모두 축제였다”는 주장에서 보이듯이 르페브르(Lefebvre, 2005, pp. 1112, 53)는 일상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혁명도 축제의 성격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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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Lefebvre, 2011, pp. 392, 505). 이처럼 일상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축제’는 ‘최대한의 차이’보다는 ‘최소한의 차이’를 추구함으로
써 ‘혁명’에 의해 생산되는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일상성이 강한 공간을 생산
한다(Kipfer, 2002, p. 144).
그러므로 필요와 욕망으로 나타나는 사용자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는
친숙하고 언제나 사용되는 일상적인 시설로 생산하거나 새롭고 특별하게 사
용되는 비일상적인 시설로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12 욕망에 의한 최대한의 차이

2) 기능의 전문성과 다목적성
비일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욕망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전문적인 공간을
만드는 반면 시간에 따라 다변화 하는 사용자의 욕구와 활동은 다원적, 다
중적, 다기능적인 공간을 만든다(Lefebvre, 2011, pp. 425-426). 일반적으
로 공간은 일상적인 필요와 활동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포츠와 전쟁
같은 매우 엄격하게 정해진 일부 활동을 위한 경기장이나 무기고, 야영장
등의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목적 공간이다(Lefebvre, 2011, p. 322).
또한, 공간과 시간은 서로를 전제하며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삶에 의해
전유되는 공간은 시간 안에서 탄생하고 성장하며 쇠퇴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Lefebvre, 2011, p. 134). 따라서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 모
두를 포함해야 하는 모순적인 공간 용도는 기능과 형태의 다양성을 강화한
다. 따라서 공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이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변화하는 기능들을 총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지향적, 상황적, 가변적 속성을 갖게 된다(Lefebvre, 2011, pp.
259, 508, 549).
“재현 공간은 정열을 위한 장소, 행동하기 위한 장소, 체험된 상황의 장소 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시간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재현 공간은 지향적인, 상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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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용사를 거느릴 수 있다. 재현 공간이란 본질적으로
질적이고 유동적이며 움직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림 2-13 주체적 사용과 시간에 의한 공간의 다목적성

3) 공간의 영역성과 탈영역성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에 대한 욕망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에 의
해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반면, 공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용자
의 욕구는 물리적 경계보다는 비물리적이고 유동적인 경계에 의해 공간의
영역을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르페브르의 공간 개념에서
“에너지를 포획하는 장치”이며 세포의 단계에서부터 내부적인 공간을 형성
하는(Zhao & Siu, 2014) 사용자의 몸은 활동 에너지를 포획하고 발산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이웃,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인식한다
(신승원, 2014).
또한 주체적 사용으로서의 공간적 실천 32 과 함께 서로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사회적 실천(강수택, 1998, p. 62)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
져 공간을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사용하고 공간의 탈영역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는 도시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기표현이며 그
표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이 사회적 존재임 확인하게 되는
자기 실현의 장이기도 하다(卯月盛夫, 編. 日本建築学会, 2004, p. 6). 따라
서 주체가 참여에 의해 생산하는 공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몸짓 즉,
활동을 중심으로 외부로 개방되어 있거나 몸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
적인 경계를 가진다.
“몸과 에너지의 배치는 움직임을 통해, 다시 말해서 공간의 법칙에 따라 공간을

32

공간적 실천은 주체가 자신의 몸, 몸짓, 활동 등과 이론적으로 재현된 공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다(Lefebvre, 2011,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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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스스로 공간을 만든다.” (Lefebvre, 2011, p. 265)

그러므로 전유를 위한 기획은 공간을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구
분하더라도 분리하지 않고 매개공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Lefebvre, 2011, p. 259). 또한 전유를 위한 기획에서 사용자들의 관
심은 전문가들의 관심이 건물의 도시 맥락에서의 역할에서 건물의 내부 기
능으로 옮겨가는 반면 건물의 내부 기능에서 외부와의 관계로 넓혀져 간다.
르페브르는 전문가들에 의한 공간 재현이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맥락과 직조(texture spatiale) 속에서 동화된 기획”이라고 규정함으
로써 전문가들의 주요한 관심이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건물의 역할에 있음을
강조했다(Lefebvre, 2011, p. 92).

그림 2-14 주체적 사용에에 의한 공간의 탈영역성

4) 상징의 함축성과 명시성
‘공간의 재현’과 ‘재현 공간’의 개념으로 볼 때 공간은 이론과 이념이나
사용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재현되며 계획에서 이론과 이념은 숫자나 기술적
인 표현에 의해 재현되는 반면 사용자의 체험은 상징에 의해 함축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재현된다.
상징은 함축적인 재현으로서 기호와 이미지에 의한 명시적인 재현의 상대
적인 개념이다. 르페브르는 상징이 문명의 초기부터 “자연에서 유래됐지만,
상당한 사회적 힘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르페브르의
상징에 관한 사유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제시한 기표, 기의, 상
징에 의한 기호체계와 담화의 표현양식(명시적, 함축적)들과 궤를 같이 한
다.(Kelly, 2000).33
33

“롤랑 바르트는 그의 모든 저술을 통해서 기호와 상징이라는 두폭의 그림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Lefebvre, 2011, p.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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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은 사용 주체의 ‘몸’, 삶의 주기로서의 ‘시간’ 그리고 삶의 환경으로서
의 ‘공간’을 함축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이며 공간 생산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Carp, 2008; Dale, 2005; Lefebvre, 2011, p. 87). 상징에
의한 함축적인 재현은 공간을 정서적으로 만들고 사회생활의 이면과 은밀하
게 연결되어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Lefebvre, 2011,
pp. 79, 331; Stanek, 2011, p. 118). 사용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함축적
상징의 역할 중 하나는 체험을 통해 공간을 자기 것으로 다양하게 전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원, 공원, 종교적 건축물 등의 공간은 단
순하고 절대적인 상징으로 점유됨에도 불구하고 상징의 함축성으로 인해 전
유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다(Lefebvre, 2011, p. 52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원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 자연과 삶의 방식을 상징
하며 하나의 기능이 아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게 된다(Lefebvre, 2011,
pp. 247-248). 또한, 함축된 전유의 상징으로서 기념물들은 도시 공간과
주민들을 통합하고 도시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건물보다 우위를 점한다
(Lefebvre, 2011, pp. 79, 331).
한편 기호는 통제나 조정을 위한 신호와 함께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Lefebvre,
2005, p. 80). 이처럼 명시적인 표현으로서 기호는 하나의 기표를 하나의
기의에 대응시켜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Lefebvre,
2011, pp. 80, 320). 또한 기호는 상징과 언어의 양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징과 동일시하기 쉽지만 다의성을 가진 상징과 달리 일의성이 강한 특성
을 갖고 있다(Rasmussen, 1991, p. 24). 공간에서 기호는 이미지화 되고34
이미지를 통해 실천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의 실체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
에서 이미지화된 기호는 공간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공간에 대한 착
오나 환상을 한층 강화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공간을 파편화시키는 모순을 가
지고 있다(Lefebvre, 2011, pp. 90, 167).35

34

“코드에는 언어적 기호(의미화 과정을 통해 얻은 의미를 지닌 단어와 문장들)와 비언어적 기호
(음악, 소리, 외침, 건축물)들이 모두모여 있다”, “공간의 발생은 실천, 이미지 , 상징 등과 건물, 도
시, 위치 매김된 사회적 관계의 축조 등을 내포한다”, “이러한 총체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몸짓, 기호로서의 몸짓, 몸짓 기호를 포함한다” 등의 표현에서 르페브르가 제시하는 상징과 이미지
화된 기호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Lefebvre, 2011, pp. 100, 320, 361)
35
르페브르(Lefebvre, 2005, p. 71)는 현대 사회에서 기표들(말, 문장, 이미지와 여러 기호들)이 기
의(양식과 역사성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광고와 선전에 이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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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이해
하기 위해 주체적 참여의 의미와 협력적 계획의 조건 그리고 계획의 주요
요소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했다. 본 장에서 분석한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참여는 다양한 공동
체와 사회적 관계에 있는 다원적인 주체들이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여는 협력적 계획을 위한 공론
의 장은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공론의 장은 흔히 이해당사자로 지칭되는 시설 주요 기능과 관련한 용도
로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도 일상 생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주체적이고 포괄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갈등의
요소에서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과 합의형성의 방법과 이를 위한 다원적인 사용자 관점에 대한 이해의 중요
성이 부각된다.
사용자의 관점은 공간이 사용자에 의해 그 의미와 용도가 재해석 되어 새
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에서 공간은 보편
화된 이론과 이념과 사용자의 실질적인 체험과 욕구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서 이원적인 방향으로 계획된다. 또한 사용자의 관점은 공간을 정성적 요소
에 의한 가치 중심으로 계획되게 한다. 특히 참여자의 다원성으로 인해 계
획 요소 중 대립적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계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이와 같은 계획 요소에 대한 참여자들의 입장은 공간의 특성이 다양한
향상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장에서 발견한 이원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계획 요소에는 일상성과
비일상성, 전문성과 다목적성, 영역성과 탈영역성, 상징의 함축성과 명시성
등이 있다. 또한 사용자의 공간은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 자유로운 활동,
지속적인 성장, 정체성의 상징 등에 의해 전유된다. 따라서 전유의 대상과
계획 요소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쩨, 삶을 점진적이거나 급극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용자의 욕망은 공간
의 일상성이나 비일상성이 강하게 된다. 둘째, 새롭고 특별한 체험에 대한
욕구는 공간을 전문성과 영역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활동을 다변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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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주체적으로 공간을 전유하려는 욕구는 공간의 다목적성과 탈영역성
을 강화한다. 셋째, 공간은 이미지와 상징에 의해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으로
재현된다. 이미지는 공간의 의미와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상징은 공간의 정
체성과 공간에 내포된 사회적 관계와 시간을 함축적으로 재현하며 해석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전유가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원적 계획 요소들이 가진 전유 대상과 변수와 상관관
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전유의 대상
육체
욕망
시간
공간

계획의 이원성

전유의 변수

일상성
비일상성
탈영역성
영역성
다목적성
전문성
함축적 재현
명시적 재현

그림 2-15 전유의 계획의 이원적 특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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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시설의 기획이 주체적 참여를 통해 사회와 시설의 다원적 특성을
담아내는데 필요한 조건과 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계획에서의 참여의 영향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과 계획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은 먼저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의 의미를 사회적 맥
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공공문화시설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계기와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기획 과정의 특성을 계
획 수립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 3-1의 사례를 중심으
로 참여 방법, 참여 조직, 계획 체계 등을 유형화 한다. 또한 참여에 의해
기획된 공공문화시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계획의 특성을 2장에서 도출

된 이원적 계획의 요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3-1 일본 공공문화시설 사례
코드

기본구상 및 계획 일자 연면적(m2) 대홀(좌석)

사업명

도시명(영문)

黒部市国際文化センター

Kurobe

Kr

1989.08

9,010

886

可児市文化創造センター

Kani

Kn

1997.12

18,411

1019

小美玉市四季文化館

Omitama

Om

1998.12

4,819

600

茅野新市民会館

Chino

Ci

2002.02

8500

780

穂の国とよはし芸術劇場

Toyohashi

Ty

2005.03

8,014

490

白河市市民文化会館

Shirakawa

Sr

2011.1

9,783

1104

新長野市民会館

Nagano

Ng

2011.04

28,461

1300

南陽市新文化会館

Nanyo

Ny

2012.11

5,852

1403

四国中央市市民文化ホール

Shikokuchuo

Skk

2010.09

6,700

1000

新太田市民会館

Ota

Ot

2007.02

8,485

1501

大和市やまと芸術文化ホール

Yamato

Ym

2009.03

22,904

1000

* 본 논문의 3장과 4장의 내용 중 일부는 논문준비과정에 발표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논문(박창배



& 김광현, 2016)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각주를 개별적으로 붙이기 어려워 본 주석으로 대체한다.

- 48 -

3.1 참여의 활성화 배경과 인식 변화

蓮田市総合文化会館

Hasuda

Hs

2012.12

4,149

631

木曽川文化会館

Kiso

Ks

2008.03

1,356

452

安来市民会館

Yasugi

Ys

2013.12

13,345

1008

小田原市芸術文化創造センター

Odawara

Od

2012.04

9,706

1100

大船渡市民文化会館

Ofunato

Of

2004.01

9,128

1100

相生市市民文化ホール

Aioi

Ao

2012.09

5,650

606

観音寺新市民会館

Kanonji

Ko

2012.12

8,685

1200

堺市民会館

Sakai

Sk

2013.06

19,678

1090

上越市厚生産業会館

Joetsu

Je

2013.02

5,250

611

高崎文化芸術センター

Takasaki

Tk

2013.08

27,355

2018

鉾田市文化複合施設

Hokota

Hk

2012.03

6,500

850

由利本荘市文化複合施設

Yurihonjo

Yr

2012.03

11,750

1100

鶴岡市文化会館

tsuruoka

Ts

2012.03

7,224

1168

3.1 참여의 활성화 배경과 인식 변화
참여의 활성화 배경
1) 공공문화시설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일본에서 문화회관은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이며 전통적으로 많았던 공
회당과 마을회관과 70년대 이후 많이 지어진 전문 홀이라는 두 가지 개념
에 토대를 두고 계획되어왔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특성의 공간을 요구하
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의 계획에서 일반 시민과 전문 문화예술인들 사이의
의견대립을 일으켜 기획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난다.
시미죠 히로유키(清水裕之, 2003, p. 42)는 ‘지방자치법 244조’에 규정되
는 공공시설 개념이 유일한 공공 문화시설 설치근거가 되는데 그 규정에는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창작의 시설이라기보다 오히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
역 집회시설로 규정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이것이 건설 후 시설 관리자가 시
설을 유지 및 관리만 하고 이용에 관한 내용은 이용자가 생각하면 된다는
자세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시미죠 히로유키의 지적은 공공문
화시설의 기획에서 운영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대사회
에서 공공문화시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생활시설보다는 전문 문화예
술 시설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는 문화예술 관련자들의 입장도 대
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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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시설 기획은 일반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일본 공공문화시설의 기획과정
에 일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2) 자치문화행정 도입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과 보급을 위해 문화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치문화행정’이 도입되
기 시작했다. 36 이후 ‘자치문화행정’의 영향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10F

와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지원체계가 지속해서 강화되고 관련 예산이 증가
하게 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해진 지원체계와 예산을 바탕으로 다
양한 지역문화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공공 문화시설의
건립을 추진하였다(地域創造, 2003, p. 40).
4,000
3,000
공공문화시설

2,000

홀

1,000
0
1940

1960

1980

2000

2020

그림 3-1 연대별 개관 공공 문화시설 및 홀의 수 37
103F

1992년에는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의해 권장되면서 1970년대 유럽과 미
국의 도시계획에서 일반화되었던 주민참여가 마을만들기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지방의 자치문화행정의 흐름과 함께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의 계
획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新居千秋, 2011). 또 지방분권화 경향 아래
104F

2001년 지방분권일괄법(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업에 대부분의 문화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단계가 주체적으로 추
진하는 공공 문화시설의 건립사업에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더
36

문헌에 따라서는 ‘문화행정”을 ‘자치문화행정’, ‘예술행정’ 또는 ‘문화예술행정’이라고도 되어 있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치문화행정’으로 통일하였다. ‘자치문화행정’의 대상에는 경관, 공원, 가로
등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과 도시개발까지 포괄하고 있다.
37
(財団法人地域創造, 2000, p. 13)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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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높아졌다(강수경, 2008)

“시청은 시정의 가장 중심적인 시설로서 행정과 시민과의 접점의 장소입니다.
또한, 향후 전개되는 지방분권시대의 주민참여 시정 및 협력의 장으로서 지금까
지 이상으로 밀접한 존재가 될 것이며, 그 건설에 시민 의견 반영, 시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청사 건설의 각 단계에서 시민 의견의 반영, 주민참여방
식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신청사의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시민 검토위원회를 조직하고 시민 의견의 구체적인 반영
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地域創造, 2011b, p. 7)

3) 지방행정구역 통합
공공문화시설 주변 상황은 시정촌 합병에 의한 광역적인 틀의 변화, 지정
관리자제도의 도입, 동일본 대지진, 공익법인제도 개혁, 극장법 제정 등에
의해 크게 변화했다(地域創造, 2015, p. 3). 특히 시정촌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접부의 교부금은 공공계획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
기를 만들었다.
1999년 개정된 합병특례법에 따라 일본의 정부는 지방행정구역의 합병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합병하는 지방자체단체들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시정촌의 80% 이상에서 통합 검토가 행해졌다(조
아라, 2010). 시정촌 수는 1999년 3,232개에서 2010 년에는 1,727개로
감소하였다(地域創造, 2011b, p. 7).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
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었고 행정기관만으로는 이러한 판단
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교부금을 어
떤 목적 또는 시설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인 참여가 활발해졌으며 자연스럽게 교부금이 투자되는 공공시설의 기획에
참여로 이어졌다.
표 3-2 합병 후 문화시설 현황 변화의 시정촌 수(地域創造, 2011b, p. 8)
변화 상태
거점이되는 문화시설의 대규모 개수 · 개축
거점 이외의 문화시설의 신규 건설
거점이 되는 문화시설의 신규 건설
거점 이외의 문화시설의 대규모 개수 · 개축
문화시설의 폐지
* 전체 합병시정촌: 640, 표본 수: 388, 계획 중 또는 폐지 예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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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9%
3.4%
3.4%
2.1%

수
24
19
13
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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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조직 (NPO)법과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1998년 12월에 NPO(비영리조직)법이 시행된 이후 예술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NPO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늘고 있다. NPO의 활동
영역은 초기에 시설관리나 공연 사업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시설건
립까지 넓어졌다.
고베의 NPO ‘예술과 계획 회의(약칭 C.A.P.)’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CAP는 고베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옛 고베 이주센터의 관리 및 자료 전시
등의 사업을 하고 이 시설에서 ‘CAP HOUSE’라는 자체 사업을 펼치고 있
다. 그들은 구 거류지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드는 마을 조성 방안을 시에 제
의하기도 하였으며 1999년 11월에는 과거 브라질 이민 수용소였던 건물을
고베시에서 빌려 ‘CAP HOUSE-190일의 예술적 실험’을 개최했다. 이후
아티스트의 아틀리에 마련이나 갤러리의 설치, 아티스트의 발표나 강의, 영
화 상영회, 미니 콘서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이후 NPO로 법인 등록
한 후 고베시로부터 옛 고베 이주센터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이것은
NPO가 유휴시설을 공공 문화시설로 재생하여 운영하는 첫 번째 사례다. 한
편 오사카의 NPO ‘댄스 박스’는 오사카시의 ‘신세계 아트파크 사업’의 하나
로 이뤄진 것이다. 이 사업은 시 교통국의 차고 터를 개발하여 1997년에
개장한 도시형 놀이공원에 있는 입주시설의 운영을 NPO가 맡는 것에서 시
작되었다. 건물 자체는 시에서 정비한 공립 시설이지만, 빈 세입자의 공간을
124석(최대 150석) 극장과 카페 기능을 가진 댄스 전용 공간으로의 개축
하는 것은 수천만 엔의 비용 부담도 포함해 NPO의 책임에 따라 이뤄졌다
(吉本, 2003).
NPO를 통한 시민들의 공공 문화시설 운영 참여는 지정관리제도의 도입
으로 인해 한층 더 활발해졌다. 지정관리제도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양해
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비절감을 꾀하는 데 그
목적으로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민 이용시설의 운영관리사업에 민간
단체의 참여를 인정하는 제도다. 지정관리제도는 2003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崔盡娥, 2011, p. 42). 그 대상 또한, 미술관이나 극장,
홀을 비롯한 문화예술시설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 병원, 주차장 등에 이르
기까지 그 폭이 매우 넓다. 2014년 「지역의 공립문화시설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설문(地域創造, 2015, p. 3) 에서에 지정 관리자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관리운영비 절감”으로 설문 대상 시설 중41.5%가 답하였고 이
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연사업의 제공’으로 39.2 %, ‘가동률 향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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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8.0 %가 답하였다. 관리운영비만큼이나 많이 회답한 사실은 새로운 공
연사업에 대한 기대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의
도입과 지정관리제도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준다.
표 3-3 홀 시설의 설치주체별·운영 형태별 시설수 변화(2000 년, 2014 년 기준)
설문시기

시설수

2000 년
2014 년

2,465
3,588

직영
실수
1,566
2,035

위탁
비율
63.5%
56.7%

실수
874
1,526

기타(무효)
실수
비율
25
1.0%
27
0.8%

비율
35.5%
42.5%

지정관리제도의 도입은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참여한 NPO가 시설운
영을 맡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하나의 조직이 일관된 철
학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시설이란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
기 전인 2000년에는 35.5%의 홀이 위탁되었으나(地域創造, 2001, p. 12)

14F

매년 위탁운영되는 시설이 증가해 지정관리 제도가 도입되고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42.5%가 지정관리자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다. 이중 민간비
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5.4%, 83개 시설이다(地域創造, 2015, p.
15F

불명 무응답

)

기타

조합

유한책임사업

)
P
L
L
(

공동 사업체

등의 컨소시엄

O
P
N

,

（％） 100.0 2.5 37.5 8.2
0.9
출처: 地域創造 (2015, p. 12) 자료 참조

임의단체

13

영리법인

125

법인

572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38

공익사단법인

공인재단법인

적 단체

관수 1,526

공공단체 공공

전체

구분

지정관리시설

표 3-4 지정관리단체의 종류(관수, %, 2014 년 기준)

(

11).

18

83

281

23

173

2

24

174

1.2

5.4

18.4

1.5

11.3

0.1

1.6

11.4

5) 국토교통성에 의한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제시
국토교통성은 2003년 ‘공공사업 구상단계부터 시민참가 수속 가이드라인
(公共事業の構想段階の住民参加手続きガイドライン)’을 국토교통성과 각 지
방 지부국 및 공단 등의 사업에 적용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
단체가 하는 사업에도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게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권장했다. 이후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도로, 항만, 교량 등의 토목사업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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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까지 기획과정에 시민참가가 활발해졌다.

각 검토항목 평가 등

관
계
행
정
기
관 필요
시에

등 의견
청취

기
술
・
전
문
적
검
토

계
획
검
토

주
민
참
여
촉
진

절
차

상호
협의
조언

주
민
・
관
계
자
등

계획수립자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동실시자 포함)

제유 및 협력

지방공공단체

그림 3-2 구상단계 계획수립과정의 각 주체 관계
출처: 国土交通省, "公共事業の構想段階における計画策定プロセスガイドライン,"

국토교통성은 주민참여가 사업자, 시민, 사업 관계자들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업의 공익성 및 필요성에 대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사업의 초기에 사업추진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복수의 안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을 폐기하는 안을 포함하게 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지자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소수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방법이었다.
기술전문적검토

계획검토수행

주민참여추진

검토내용정리

계획검토의 발의

주민과 관계자 등의
대상 범위의 파악

복수의 안 설정

검토내용실시

평가항목의 설정

(사회면·경제적·환경면 등)

검토 항목 평가 등

복수안의 비교평가
계획안 선정

검토결과공표

계획안 결정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선택

단계에 따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실시

그림 3-3 구상 단계에서 계획수립과정 체계도
출처: 国土交通省, "公共事業の構想段階における計画策定プロセスガイドラ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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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주민참여 워크숍을 도입하여 오후나토 시민문화회관(大船渡市民文化会館)
을 설계한 아라이 치아키(新居千秋, 2011)는 시민 즉 이용자 참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다양화된 가치관들 사이에서 기존의 전문가만
의 가치관으로 계획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둘째 건축적 의미의 판단이 사용
자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설득력을 가지며, 셋째 사용자의 창의력을 활용
하여 매력적인 건축을 계획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다.

123F

브랍함(Brabham, 2009)은 아라이 치아키와 유사한 관점에서 주민참여는
더 지역적, 직접적, 의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확대된 민주적 절차이며
미래의 사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폭 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
고 비전문가와 비주류가 계획에 참여함으로 인해 특정한 지역적 맥락에 적
합한 창의적인 대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주민참여의 목적은 첫째 흔히 일생 동안 얻어지며 전통문화를 통해 전해
지는 지역의 특수한 성격, 여건, 사건,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환경이나 맥락 속에서 그들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둘째 드물게
나타나는 직감이나 직관보다는 세대 간 경험이나 오랜 체험을 통해 계획을
검정하며, 셋째 매체, 법률, 상호 검정, 전문지식 등으로 얻을 수 없는 계획
의 정당성을 공청회, 거리의 상황, 공동체의 역사, 공적 설명을 통해 얻는
데 있다.
표 3-5 주민참여에 대한 건축가의 인식
관점

건축가의 인식

세부항목

비고

건축
(용도)

설계의 성립

합리적 설계 방법의 확립, 설계
조건의 파악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 반영

건축·공간의 구축

새로운 공간 창출, 고유성을 가진
건축 창출

지역 환경과의 조화

사회와 관계 창출

공공성 창출, 설계 행위의 사회
화, 설계의 협동화

사회적 건축계획 수
립과정

시민의식의 개혁

시민의 교육, 지속가능성의 창출

주체적 사용자 입장
의 공간전유

사회
지역과의 관계 창출
지역 활성화, 미래상에 대한 파악
(영향)
출처: 山本祥太, 四ヶ所高志, 塩崎太伸, and 奥山信一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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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쇼오타(山本祥太 et al., 2011)는 2000년대 전후의 건축가와 사
회가 가진 주민참여에 관한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주민참여의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과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설계의
성립’, ‘건축·공간의 구축’, ‘사회와 관계 창출’, ‘시민의식의 개혁’, ‘지역과의
관계 창출’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 신문기사에 나타난 건축가와 시민사회의
인식을 분석했다.
결과로 건축가들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와의 관계를 창출’할 수 있기를
가장 크게 기대하고, 건축의 형태와 기능 등 건축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
적으로 시민과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에 대한 건축가들의 선
호도는 지역사회보다 높았다. 통시적으로는 90년대 후반에는 지역사회가 주
민참여의 사회적 측면에 관심이 더 많았으며 건축가들은 건축적인 측면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건축가들은 사회적 측면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
으며 시민사회는 건축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 참여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검토
를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된 반면, 최근에 참

여는 건축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사회의 다원성을 반영
하고 건축의 사회적 의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 개개인에게 참여는 앞에서 살펴본 르페브르의 관점에서처럼 시
민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자기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
현하려는 본질적인 욕구로서 좋은 건축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도시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 가면서 참여를 통해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의
미에서 참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卯月盛夫, 編. 日本建築学会, 2004,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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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여 조직의 유형과 체계
사업추진 단계와 참여 방법
1) 사업추진 단계
일본건축학회는 건축기획을 두 개의 내용과 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건축주, 사업주가 건축행위를 발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목표를 설정하
는 것까지의 과정으로, 제2단계는 설정된 목표를 건축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건축조건으로 변화하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박일우 & 박영기,
2001). 일반적인 일본의 공공시설 계획에서 기본설계 이전의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단계 중 기본구상은 건축의 목적과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한
규정하는 제1단계이며 미국 건축사협회가 규정하고 있는 설계 이전 업무
(Pre-design service) 단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은 건축
의 목적과 용도를 위해 갖추어야 할 건축의 조건 즉, 시설의 구체적인 기능
구성과 각 기획요소가 추구해야 할 건축의 성격을 규정하는 제2 단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공공시설 계획에서 주민참여가 두 단
계 모두 또는 한 단계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는 단계에 따라 주민참
여의 목적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법인 지역창조(財団法人地域創造, 2000)는 1998년 이전 5년간 개
관한 공공 홀127개의 기존 공공 문화시설의 기획 단계별 계획과정을 분석하
13F

여 계획과정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된 대부분의
공공 문화시설의 건립사업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여 진행되었다.
계획과정의 모형은 계획의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단계별로 전문가, 시민 조직의 종류와 역할을 명시하
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1998년 이전 사례는 참여에 의한 계획과정은 아니었으며
그 중 시민이 계획에 직접 참여한 것은 쿠로베시국제문화센터(黒部市国際文
化センタ一)가 유일했다. 이후 나가쿠테시 문화의집(長久手町文化の家), 이
즈모 지역교류센터(出雲地域交流センター, 1999년 준공), 가니시 문화센터
(可児市文化センター), 오미타마시 시키문화센터(小美玉市文 化センター)
등 점차 많은 시설이 시민 참여에 의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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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홀 계획과정 모형(모델 플랜)
출처: 財団法人地域創造, "公共ホールの計画づくりに関する調査研究,"

2) 사업추진 단계별 소요 기간
2000년 전후의 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사례들에서 기본계획의 검토부터
설계발주까지 소요된 시간의 평균은 2년 11개월이었으며 홀의 개관까지는
6년 2개월이었다. 사례에 따라서는 각각 13년에서 18년 이상 소요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대체로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었
다. 38 2000년대 이후에 사업이 추진된 일본의 문화시설 건립 사업들은 기
150F

본구상, 기본계획 등 사업의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약 12개월 정도
로 나타났다.

38

(財団法人地域創造, 2000, p. 3)에서의 사례별 기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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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
사업명
黒部市国際文化センター
可児市文化創造センター
小美玉市四季文化館みの～れ
茅野新市民会館
穂の国とよはし芸術劇場
白河市市民文化会館
新長野市民会館
南陽市新文化会館
四国中央市市民文化ホール
新太田市民会館
大和市やまと芸術文化ホール
蓮田市総合文化会館
木曽川文化会館
安来市民会館
小田原市芸術文化創造センター
大船渡市民文化会館
相生市市民文化ホール
観音寺新市民会館
堺市民会館
上越市厚生産業会館
高崎文化芸術センター
鉾田市文化複合施設
三次市民ホール
鶴岡市文化会館
鶴岡市文化会館

코드
Kr
Kn
Om
Ci
Ty
Sr
Ng
Ny
Skk
Ot
Ym
Hs
Ks
Ys
Od
Of
Ao
Ko
Sk
Je
Tk
Hk
My
Tso
Ts

사업계획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자선정

1996.09
1997.04
1999.08

1997.06
1998.05
2000.1
2002.09
2011.1
2010.02
2012.04
2010.09

1997.12
1998.12
2002.02
2005.03

1998.03
1999.03
2001.01
2010.04

2011.04
2012.11
-

2011.1

2007.11
2012.03

2009.03
2012.12
2007
2013.12
2012.04
2004.1
2012.09
2012.12
2013.06
2013.08
2012.03
2011.09
2012.03
2012.03

2009.03
2008.04
2009.07
2006.06
2005.09
2006.01
2009.12
2011.02
2011.06
2011.12
2006.08

2013.06
2011.03
2012.01
2011.1
2011.08
2013.02
2012.09
2007.12
2010.09

2009.01
2010.10

2012.03
2007.02
2012.12
2014.03
2013.03
2012.12
2013.12
2013.09
2013.12
2015.02
2012.08
2012.07

기본설계
1993.03
1999.01
1999.12
2003.03
2010.1
2012.06
2012.08
2013.03
2013.05
2013.09
2008.03
2014.03
2014.03
2005.1
2013.07
2013.09
2014.07
2014.09
2014.11
2012.03
2013.03

실시설계
1994.03
1999.11
2000.12
2003.07
2011.05
2013.05
2013.07
2013.07
2013.08
2013.11
2014.03
2014.1
2015
2015.03
2015.05

2012.12
2014.01
2013.11

아라이 치아키(新居千秋, 1996)의 “길게는 1년에 걸쳐 시민들과 그 건물
의 특성이나 기능의 이해를 갖고, 이제 1년에 걸쳐 건축 공간을 만들어 나
가는.......”라는 주민참여형 기획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도 각 사업단계가 최소
1년의 기간을 소요된다는 건축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오키 준(青木淳, 2015a)은 미요시 시민홀(三次市民ホール)의 설계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시민 워크숍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관계를 흔들어 기득권
밖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이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39 미요시 시민홀(三次市民ホー
ル)의 시민 워크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

39

아오키 준은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더욱 폭넓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접
인터넷 블로그(http://www.aokijun.com/ja/news/1864/)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질문이나 의견에 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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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요소와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은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장기간의 위원회 운영은 행정과 건
축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주었다는 문제점이 발견
된다. 예를 들어 주민 참여 초기 사례 중 오이타미시 시키 문화센터에서 위
원회 운영은 주민들이 스스로 기간을 연장하는 열의를 보였지만 시간이 길
어지고 논의의 내용이 복잡하고 결론이 잘 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회의적인 참여자들을 낳았다. 다만 이 사례에서 위원회는 이전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 국가로부터 ‘대화형 행정 추진상’을 받으며 언론의 취재가 있고
난 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98).

3) 참여와 의견수렴 방법
2000년대 이전의 기존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민 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설
문조사, 공청회, 심포지엄, 간담회, 주민참여 워크숍 등이 있었다(財団法人
地域創造, 2000, p. 9).
공청회는 행정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일반시민, 사업 관련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계획의 각 단계별로 1회이상 실시된다.
심포지엄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전에 선정된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방청
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기획의 초기 단계에 1~2회 실시
된다. 일반적으로 진행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기조강연 2부에서는 패
널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심포지엄은 사업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 시민
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
간담회는 공청회나 심포지엄처럼 시민을 포함한 많은 수의 참여자가 아니
라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
오는 자문을 얻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분야와 관련된 공
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는 다른 의견수렴 방법보다 자주 개최된다.
사례에서 공청회는 히어링, 의견 교환회, 설명회 등으로, 간담회는 세미나
나 자문회의 등의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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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획위원회의 의견수렴 방법

사례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문화단체들과의 간담회
였으며 다음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설문조사였다. 주민참여에
의한 시민연구회나 워크숍은 12.6%의 사례에서만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이전에는 공공문화시설의 기획과정에 비교적 주민참여형 기획이
활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 방법(답변 총수: 127)
홍보지
등 계획
게재

시민
요구
설문

공개토론
회, 심포
지엄 등

문화단체
인터뷰(간
담회)

주민참여
시민연구
회, 워크숍

홍보 및
의견청취
미시행

기타

무응답

42.5%

28.3%

6.3%

52.0%

12.6%

7.9%

7.9%

13.4%

시민 워크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론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아
래의 표(표 3-8)와 같이 공청회, 견학회, 보물찾기 게임 등 목적과 참여하
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표 3-8 시민 워크숍의 담론형성 방법
방법

내용

공청회
(설명회)

건축가가 참가자에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집
하고 논의

견학회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간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계획하는 시설과 유
사한 시설을 견학

보물찾기 게임*

시설 계획을 할 때 필요한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내용을 공동으로 분석
및 평가

학생제안

학생이 현실성에 구속되지 않고 시설계획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폭넓은 제
안해 시민들과 함께 시설 계획의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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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제이(KJ)
방법**

다양한 시점의 의견을 유형별로 그룹화 하고 의견 방향성 등을 정리.
테마 결정, 카드에 아이디어 기입. 카드 분류, 카드 군(群) 타이틀 부여, 계
속적 그룹 정리, 도표화 또는 문장화 순으로 아이디어 정리

시민안 작성

몇 명 단위로 그룹을 이뤄, 그 그룹 내에서 대화 등을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구체적인 그림이나 모양으로 작성

설문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감안하여 지역 내 전 시민에게 시설계획
또는 그 단서가 되는 것을 설문

홈페이지/ 신문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나 지역 밖의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공지
*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내용을 공동으로 분석 및 평가
** 다양한 의견을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의견의 방향성 등을 정리

참여 조직의 유형
본 연구가 분석한 2000년대 전후의 사업에서는 전문가 중심 조직, 시민
중심 조직 등 사업의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계획에 참여했다.
위원회들은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계
획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 중 수
집된 자료를 통해 위원회의 참여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15개 사례에서 나
타난 사업 단계별 위원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9 사업 단계별 참여 조직
사업명

구성원
기본구상
시민 시민간담회(시민 35)
可児市文化創造
기본구상검토위원회(행정 2, 전
センター
전문가
문가 6, 단체 12)
千手温泉千年の 시민
湯
전문가 건설검토위원회
치노시 지역문화창조회(시민
공동
23)
茅野市民館
전문가
꿈 창조위원회(시민 10)
小美玉市文化セ 시민
ンター
전문가 건설검토위원회
高崎文化芸術セ
전문가
ンター
기본구상 검토위원회(전문가
大和市やまと芸
전문가
5)
術文化ホール
蓮田市総合文化 시민 히다시문화센터창조모임
会館
전문가
치노시지역문화창조회(시민 23)
시민
茅野新市民会館
鉾田市文化複合

시민

기본계획
기본설계
시민간담회(시민 35)
시민활동연구회(시민 46)
기본구상검토위원회(행정 2, 전문 건설계획검토위원회(행정 4, 의회
가 6, 단체 12)
1, 전문가 9, 단체 2, 시민 5)
시민 워크숍
시민 워크숍
건설검토위원회
건설검토위원회
활용협의회(지명+공모 20)
활용협의회(지명+공모 20)
기본계획책정위원회
문화센터창설위원회(100 인회)

관리운영계획책정위원회
문화중심지 추진위원회

계획위원회
문화마을창조위원회
시민간담회(시민 3, 행정 4, 전문
가, 단체 21)

간담회(시민 25)
교육위원회문화회관개설준비실
기본계획책정위원회(시민 35)
치노역출구정비검토위원회
기본설계시민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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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계획책정위원회(시민 35,
전문가)
치노역출구정비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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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木曽川文化会館

長野市市民会館

小田原市芸術文
化創造センター

鶴岡市文化会館

安来市民会館

上越市厚生産業
会館

주민워크숍(시민 25, 시민주도)
문화회관건립검토위원회(전문가,
단체, PTA 14 )
시민워크숍(시민 40, 건설검토위
시민
원회 5)
이상적 모습 간담회(단체 9 명, 건설검토위원회(단체 7 명,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5 명, 시민 3 명)
4, 시민 4 명, 컨설턴트)
시민검토위원회(시민 50, 전문가
시민
5, 행정 12, 컨설턴트 5)
문화회관건립검토위원회(전문
전문가
가, 단체, PTA 14 )

시민워크숍(시민 40, 건설검토위
원회 5)
건설운영전문위원회(전문가 8)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시민 35,
전문가 2, 행정 13, 컨설턴트 3,
설계자 7)
건설준비위원회(전문가 5, 시민 기본계획수립전문위원회(전문가 건설계획 전문분과회(전문가 6,
전문가
5)
6, 행정 9, 컨설턴트 4)
행정 10, 컨설턴트 4, 설계자 4)
시민
시민워크숍(시민 31~52)
정비검토위원회(단체 8 명,전문 정비검토위원회(단체 8 명,전문가 관리운영계획검토위원회(단체 6
전문가 가 2, 시민 5 명)
2, 시민 5 명)
명, 전문가 2, 시민 3 명, 컨설턴
트)
시민워크숍(시민 37, 행정 5) 시민워크숍(시민 17, 행정 3)
시민워크숍(시민 19, 설계자 9,
시민
행정 3)
건설검토위원회(전문가, 단체 건설검토위원회(전문가, 단체 13) 건설검토위원회(전문가, 단체 13)
전문가
13)
시민
정비검토위원회(전문가 3, 단체
전문가
4, 시민 3)

일반적으로 시민 중심 조직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가 중심 조직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검토하거나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전문가 중심 조직에는 계획의 검
토나 수립 조직과 별도로 조직된 설계자 선정위원회가 있었으며 몇몇 조직
에서는 시민이 설계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다.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각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전문가 중심 조직
전문가 중심 조직은 대부분 사례에서 운영되었으며 지역의 문화분야 및
경영분야 전문가, 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시의원 40 , 시민과 외부 공연시설
135F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가 중심 조직은 일반적으로 건설검토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각 전문가 집단

40

치노시민관(茅野市民館)과 가니시문화창조센터(可児市文化創造センター) 등 소수 사례에서만 시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의원들은 의회 내부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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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시민단체들의 추천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시민들은 공모에 참여
한 후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전문가 중심 조직은 시
설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 초기의 기본구상 단계부터 구성되는 경우
가 많았다. 전문가 중심 조직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워크숍, 공청회, 설문조사 등에서 수집된 의견을 검토하고 기본구상과 기본
계획에 반영했다(龍元, 清水裕之, 大月淳, & 杉本宗之, 2002).
본 논문는 전문가 중심 조직도 넓은 의미의 시민 참여위원회로 분류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중심 조직에 소수의 일반 시민
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지역 주민단체 등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야스기 문화회관의 기본계획에는 ‘시민 참여에 의한 검토
방식’으로 “음악 단체, 지역 조직, 경제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야스기 시
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표현하고 있다(安来市民会館（仮称）
基本構想, 2013, p19).

2) 시민 중심 조직
시민 중심 조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정한 다수의 시민으로 구성되었
으며 사업의 여건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활동하거나 기본계획 단계
에서부터 활동했다. 시민 중심 조직은 일반적으로 20~30명 정도의 시민으
로 구성되었다. 시키문화관이나 오다와라예술문화창조센터와 같이 예외적으
로 50명이상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
이 원할하도록 위원회 내부에 서너 개의 분과를 두거나 임시로 안건별로 팀
을 구성하여 분과와 팀의 인원이 20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기본구상 단계에서 할동한 시민 중심 조직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문화창
조 위원회’, ‘시민회관 본연의 모습 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중심 조직의 운영이 참여한 시민 위원들에 의해 주
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분의 위원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고 위
원들에게 위원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치노시민관의 기획에서 시민 중심 조직은 ‘치노시 지역 문화
만들기회’라는 이름으로 기본구상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과 개념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시민회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18명의 시민을 시에서

- 64 -

3.2 참여 조직의 유형과 체계

위촉하여 구성되었다. 41 시는 그 동안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었던 위원
회가 각 단체 대표들의 교체와 함께 그 동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
운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위원들이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문
제점을 일반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시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장이 아닌 6명의 간사(世話人)가 진행하게 하여
모든 위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茅野市
民館ものがたり編集委員会, 2011, pp. 25-27).
시민 중심 조직은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시민 워크숍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검토와 제안의 전문성을 높였다. 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는 적은 수
의 전문가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
다. 42 계획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민 중심 조직은 전문가 중심 조직, 운
137F

영전문가(컨설턴트), 설계자 등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시민
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특히 시민 워크숍은 “논의를 활발
히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장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安
来市民会館（仮称）基本構想, 2013, p19).
쿠로베시국제문화센터(黒部市国際文化センタ一)와 나가노시민회관(新長野
市民会館) 건립사업의 활발한 시민 중심 조직은 건물의 기능과 운영뿐만 아
니라 형태에 대한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시민들은 시와 함께
공동으로 시설운영에 참여하였고 그 활동을 마을만들기에까지 확장해갔다.
대표적인 시민 중심 조직인 시민워크숍이 2000년 전후의 공공문화시설
건립과정에서 개최된 현황은 1993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건축관련
잡지 43 에 게재된 156개의 사례를 분석한 시무라 히데아키(志村秀明, 編. 日
本建築学会, 2004)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중에는 공공문화시설
이 30%(47개)로 가장 많았으며 시청이나 전시시설인 미술관과 박물관 등
은 각각 3개 사례로 많지 않았다.
41

시민회관 본연의 모습 위원회는 초기 18 명의 위원회에 5 명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총 23 명
의 시민으로 활동했다.
42
토미히로 미술관에서 시장과 설계자 간의 분쟁에 대한 2005 년 신문기사에서도 시민참여 조직
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시민참여로 건설을 진행했지만 중심이 된 것은 도쿄
의 전문가나 현 직원 등 촌외 사람들이다. "마을에 있어서는 낙하산 부대가 아니었을까"이라는 지적
도 나온다.”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トップ, 2005)
43
신건축(新建築), 니케이 아키텍츄어(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건축잡지(建築雜誌), 조경(造景), 공공
건축(公共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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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5%

기타 6%
문화시설 30%

공원시설 14%

복합시설 12%
복지시설 14%
교육시설 19%

그림 3-6 일본 잡지에 게재된 참여형 공공시설 유형

시무라 히데아키의 분석 결과 시민워크숍은 공공문화시설 사례 중 22%
의 사례에서 나타났으며 주거시설에서는 41%, 공원과 커뮤니티센터에서는
각각 34%와 32%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워크숍의 형
태의 참여가 일상성이 높은 시설일수록 많이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강한 시
설에서는 워크숍보다는 의견 교환회와 기타 다른 방법의 참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모든 사례에서 가장 일반적인 참여 방법은 의견 교환회였다. 반면 공청회
와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
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본 연구가 분석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청회와 주민
설문조사는 이루어졌다.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공공시설건립 과정에서 일반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시무라 히데아키의 사례 분석에서 10% 내외
의 사례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가 정의하는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일반
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나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워크숍과 의견 교환회는 비교적 오해의
여지가 없음으로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참여의 방법이 공공시설 건립 과정
에 나타나는 양상을 연구에 반영했다.
공공문화시설
교육시설

42%

커뮤니티센터

41%

공원시설
주거시설
평균

3%6%

34%
41%
31%

38%
의견교환회

16%

32%

41%

워크숍

공청회

14%

14%

25%

29%

5%

11%0%
16%

12% 6% 12%
12%
설문조사

그림 3-7 공공시설 유형별 워크숍 개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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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

16%

22%

38%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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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시민워크숍이 개최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많
은 사례가 구상단계보다 설계단계에서 더 많이 시민워크숍을 개최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공공시설에서도 큰 차이 없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기
본구상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반면
기본계획단계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본
구상을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일반적인 참여에 의한 공공시설 건립

설계단계 구상단계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시설

52%

14%

공공문화시설

52%

15%

공공시설

43%

공공문화시설

공청회

6%

15% 4%
13%

30%
워크숍

14%

15%

35%

48%
의견교환회

14%

6%3%

19% 4% 0%
설문조사

기타

그림 3-8 공공시설 유형별 워크숍 개최 비율

시민워크숍 중에는 행정기관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공공문화시설의 건립
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한 사례도 있었다. 키소문화
회관 건립 과정에서 ‘키소문화회관 주민워크숍’은 약 25명의 시민들이 문화
회관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에 제시하면
서 문화회관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관련 소식지, ‘문화의 숲’을 만들어 배포했다.44
또한 시민워크숍은 야스기시민회관에서처럼 세차례에서 다섯차례 정도 열
리는 것도 있었으며 나가노시민회관에서처럼 50회 이상 개최되는 것도 있
어서 사업마다 다른 중요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3) 설계자 선정위원회
일본에서 지역 공공건축건설 사업에서 특명방식(수의계약), 입찰방식, 설
계경기방식, 프로포절방식, 자질평가방식(QBS) 등의 다양한 설계 공모방법
이 설계자 선정방식으로 활발히 채택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44

키소문화회관워크숍 홈페이지(http://ameblo.jp/bunkakaikan-w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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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정부시설 설계업무 위탁 본연의 자세에 대해(官公庁施設の設計
業務委託の在り方について)」에서 설계자선정 방식으로, 제출된 구체적인
설계안을 심사로 선정하는 '설계경기 방식', 설계 대상에 대한 계획방향과
문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검토로 선정하는 '프로포절 방식', 해당 업무의
공정계획, 설계팀의 구성, 디자이너의 경력 및 작품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한
검토나 면접 등으로 선정하는 '서류 심사 방식' 등이 제안되었다. 재단법인
지역창조에서 조사한 1990년대 초에 계획되어 1998년까지 개관된 127개
홀의 설계자 선정에는 지명 프로포절방식(20.5%), 지명 설계경기방식과 입
찰방식(19.7%), 특명방식(15%) 등 다양한 방식이 채택되었다.
표 3-10 설계자 선정방식별 홀(1998 년 이전 개관)의 수
선정방식

시설 수

비율

지명 프로포절방식

26

20.5%

공개 프로포절방식

6

4.7%

지명 설계경기방식

25

19.7%

공개 설계경기방식

7

5.5%

입찰방식

25

19.7%

특명방식

19

15%

기타

10

7.9%

9

7.1%

무응답
출처: 財団法人地域創造 (2000, p. 16)

1992년 지명 프로포절 방식에 의해 구로베시국제문화센터(黒部市国際文
化センター)의 설계자로 선정된 아라이 치아키(新居千秋, 新居千秋都市建築設
計)는 "시민이 사용법을 알 수 없다면 설계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스스로
기본설계 과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여 주민참여형 설계의 성공적인 선례를
남겼다(財団法人地域創造, 2000, p. 66). 자격심사와 계획의 방향에 대한 간
단한 인터뷰로 이루어진 구로베시 국제문화센터(黒部市国際文化センター)의
프로포절 방식 설계자 선정은 설계자가 시설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본계획
의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는 설계자가 주민참여
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본건축학회(日本建築学会, 2004, p. 52) 는 늘어나는 주민참여에 의한 건
140F

축에 적합한 설계자 선정방식으로 설계자 선정 후 발주자에게 큰 자유도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자질평가 방식(QBS)과 프로포절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단, 프로포절 방식이 발주자가 설계자의 사고방식이나 대상으로 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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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정보와 주민과 행정 담당자의 참여기회를 더 효과
적으로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프로포절 방식은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참
여형 계획이 실현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법의 도
입은 지역 공공건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공행정에 대한 정보
공개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한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財団法人地域創造,
2000, pp. 15-16).

14F

2000년 전후에는 참여에 의해 건립된 공공문화시설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중 많은 수의 시설들이 공개 프로포절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했다. 시
무라 히데아키(志村秀明, 編. 日本建築学会, 2004, p. 63)가 분석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건립 사례 중에는 55%가 프로포절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했으며 사례의 46%가 설계안에 대한 시민들의 투표를 설계자 선정에
반영한 것을 나타났다. 하지만 투표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나타나지 않아서 투표가 심사위원들이 주민들의 선호도를 이해하는 정도
로 이용되었는지 아니면 평가 배점에 일정한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들에서 심사 배점에 반영하는 경우는 더
물었던 것으로 보아 시민들의 투표 결과는 심사에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현상(심사공개) 12%

기타 3%

지명현상(시민투표) 9%

프로포절(시민투표)

설계경기(심사공개) 3%

설계경기(시민투표) 18%

46%

프로포절(심사공개) 9%

그림 3-9 설계자 선정방식(공공문화시설 계획 33 개 사례)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건립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본 연구의 대
상인 21개의 공공문화시설 사례 중에는 18개(85.7%)가 프로포절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했다. 그 외의 소수의 사업들은 BTO(穂の国とよはし芸術劇場)
나 PFI(白河市市民文化会館) 등으로로 사업방법 자체가 달랐거나 촉박한 사
업일정으로 인해 특명방식(観音寺新市民会館)으로 설계자를 선정했다. 따라서
프로포절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설계자 선정방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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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짐작할 수 있다.
프로포절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 중에는 설계자가 설계안에 대한 시민들
의 의견을 설계 공모 중에 반영하는 독특한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다. 2000
년대 초 대학, 건축 전문가, 행정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PFM
그룹, Project Formulation Management group) 45의 지원을 받아 ‘설계자선
142F

정 시민참가형 설계제안경기’가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설계자 선정방식으로
서 시행되었다. PFM 그룹 외 설계자 선정과정을 지원한 기관으로는 건축
관련 협회와 대학교수 등이 있었다. 공공건축협회가 관여한 사업으로는
「훗사시（福生市）신청사건설공사 기본설계자선정」, PFM 그룹이 관여한
사업은 「오우라마치 (邑楽町) 청사 등 설계자선정 시민참가형 설계제안경
기 46 」, 대학교수가 관여한 사업은 「타치카와시(立川市)신청사 시민대화형
143F

2단계 방식에 의한 설계자선정경기」, 「마치다시（町田市）신청사건설 설
,

계자선정」등이 있었다(山本三津子, 2008; 立川市行政管理部総務課, 2013).
145

시이나테루오(椎名映夫, 2005)가 조사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군마
(群馬)현에서 추진되었던 9개 사업에서의 설계자 선정은 ① 기본계획에 대
한 검토 위원회의 기본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공모기준을 준비하고, ② 심사
를 주관할 심사 위원회 구성, ③ 설계자에 의한 제안서 제출, ④ 제출된 제안
서 일반 공개 및 시민 의견 교환회 개최, ⑤ 공개 일차 심사, ⑥공청회 개최,
⑦ 공개 최종 심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이나테루오(椎名映夫)는 설계자
선정과정을 내용의 공개 여부와 주민참여의 정도에 따라 행정주도형, 시민
지향형, 시민참여형, 시민주도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초기에는 행정주도형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시민주도형으로 발전해갔다.

46F

그가 시민주도형 사례로 제시한 ‘안나카(安中)환경아트포럼 국제설계제안
경기’의 프로젝트 형성위원회 47 와 구상 및 기본계획 검토위원회 이후 설계
147F

45

‘PFM 그룹’은 자원봉사 활동 단체이며 부히로미술관(富弘美術館)건설 검토 위원회의 추진 과정
에 대해 창출된 개념으로, 학식 경험자로서 참가한 와세다대학 나카가와 타케시(中川武) 교수를 시
작으로 한 수명의 논의에 의해 명명한 것이다. (山本三津子, 2008)
46
오우라마치청사 건설사업은 설계자 선정 이후 기본계획검토위원회는 시민 35 명, 의원 2 명, 행정
직원 8 명 총 45 명으로 구성되어 설계자와 20 회에 걸쳐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참여형 워크숍을 실
시하였다. 협의 주요 항목으로는 회의장 및 다목적 홀의 배치와 형태, 행정 스페이스의 배치, 읍민
광장과 광장의 각 시설과의 관계가 있었다.
47
시이나테루오(椎名映夫, 2005)는 사업 기본구상 수립이전 단계를 “형성단계”라고 하고 이 단계에
서 사업 목적과 기초적인 여건에 대한 자료만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프로젝트
형성위원회”라고 불렀다. 사업에 따라 다양한 이름의 위원회가 “프로젝트 형성위원회”의 역할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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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정과 관련한 업무는 작품 심사위원회 조직, 응모작품 모집, 응모작품의
일반전시, 시민 의견 교환회, 작품 1차 심사, 공청회, 최종심사로 진행되었
다. 모든 진행과정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시민들은 심사에는 직접 참여
하지 않았지만 설계경기 이전의 프로젝트 형성위원회, 구상 및 기본계획 검
토위원회, 그리고 시민 의견 교환회 등에는 직접 참여하여 안건에 대해 협
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타치카와시(立川市) 신청사 공모에서는 ‘시민 대화
형 2단계 방식에 의한 설계자선정경기’로 설계자를 선정했는데 1차 심사에
서 선정된 안에 대해 시민 워크숍을 실시한 점이 특이하다. 워크숍에서 설
계자들은 시민들과 약 2시간 동안 자신이 제안한 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고 그 결과를 2차 심사를 위한 제안에 반영했다(立川市行政管理部総務課,
2013).

148F

는데 안나카환경아트포럼 사업에서는 “安中榛名駅周辺多目的広場利活用策定検討委員会”가 “프로젝
트 형성위원회”의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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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주민참여형 설계자 선정 일정 사례
출처: 立川市行政管理部総務課, "新庁舎建設事業記念誌 2013 年 3 月－新庁舎建設の記録 " 23

시이나테루오는 사례를 통해 사업추진 단계에서 주민참여의 기회 증대,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 시민과 사용자에게 건설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 제
공, 공모참가자가 제삼자적 입회인의 역할, 아이들을 포함한 시민의 사업내
용에 참여,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제공, 설계경기 이후 자원봉사활
동의 계기 제공 등 주민참여형 설계경기의 장점을 발견했다. 그는 문제점으
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정보와 이해의 차이가 크고, 주민참여형임에도
사회의 미성숙에 이해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주민참
여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변화 때문에
주민참여의 연속성과 합의된 사항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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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조직의 체계
본 연구가 계획 조직들을 분석한 사례(표 3-9)에서 전문가 중심 조직과
시민 중심 조직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할 때 계획 조직의 체계가 시민
중심 체계, 전문가 중심 체계,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로 분류된다.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

시민 중심 체계

전문가 중심 체계

그림 3-11 계획 조직 체계의 유형

분석된 사례 중 기획이 전체적으로 시민 중심 체계에 의해 진행된 사례는
3개(11회)로 가장 적었고, 전문가 중심 체계와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로 진
행된 사례는 6개(18회, 16회)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기획이 시민 중심 체계로 진해된 사례가 상대적을 적은 것은 공공문화시설
이 가진 전문성 때문인 것을 추정된다.
표 3-11 사업 단계별 계획 조직의 체계
기본구상
시민 전문 협업

사업명
可児市文化創造センター

●

千手温泉千年の湯

●

茅野市民館

●

○

小美玉市文化センター

○

○

高崎文化芸術センター

●

大和市やまと芸術文化ホール

■

蓮田市総合文化会館

○

○

茅野新市民会館

●

○

鉾田市文化複合

○

○

木曽川文化会館

■
■
■
■

○

長野市市民会館
小田原市芸術文化創造センター
鶴岡市文化会館
安来市民会館

●

上越市厚生産業会館

■

기본계획
시민 전문 협업

●

■

시민

전문 협업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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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시민 중심, ●: 시민·전문가 협업,

5
■:

8

2

3

6

6

3

4

8

전문가 중심)

류우모토(龍元 et al., 2002)는 본 연구가 구분한 체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획 결정권의 위치에 따라 참여 조직의 체계를 상위 중심, 하위 중심, 상하
위 균형 체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하위 중심 체계에서 하위 조직은 설계자가 기획하는 워크숍에 참여하고
운영계획을 제언하며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른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하위 중심 체계는 계획 전기에 효과적이었으며
민주적 운영. 폭넓은 의견수렴, 조직 활성화, 시민이 쉽게 납득하는 계획결
과 획득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가 능력에 지나친 의존, 전문가의 중립
적 입장 확보의 불명확성, 느린 의사결정 속도 등의 단점이 있다.
상위 중심 체계에서 상위 조직은 시민·단체·행정 등의 의견 종합검토, 의
견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위 조직은 주민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본구
상과 계획에 참여하여 설계자와의 협의를 추진한다. 상위 중심 체계의 장점
으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효과적인 후기 계획 등이 있지만 시민 의견이
무시되거나 하위 조직의 유명무실화, 설계자 입장에서는 조정자로서의 중립
성의 한계를 보이는 단점도 나타난다.
상하위 균형 체계에서 상위 조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와 공동으
로 기본설계에 참여한다. 하위 조직은 상위 조직에 대응하여 시설의 활용방
법에 대한 시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한다. 상하위 균형 체계의 장점은 민주
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행정, 시민, 전문가의 긴밀한 동반관계와 신뢰의
형성에 있으며, 단점으로는 시민 조직의 자율성 부재, 시민의 주도적인 활동
이나 학습의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류우모토(龍元 et al., 2002)의 분석은 계획 체계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조직의 의사결정
방법과 조직의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획 특
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된 사례들에서 참여 조직의 체계가 보여준 특성들이
설계자 선정 시기와 역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쿠로베국제문화센터, 치노시민관, 시키문화관 등의 시민 중심 체계에 의
해 건립된 사례들의 설계자 선정 시점은 전문가 중심 체계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의 사례들과 달랐다. 이 사례들에서 설계자는 기본구상이 수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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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선정되어 시민 중심의 조직과 함께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진행했다.
설계자의 선정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었음으로 설계안보다는 설계자의
참여 디자인 경험과 태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본계획 및 설계는
설계자가 시민 중심의 조직과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을 통해 수립되어 전문
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았다.
설계자선정

시민 중심
전문가 중심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기본구상

설계자선정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자선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림 3-12 사업추진 체계별 사업 추진 단계

기본구상 수립 이전에 설계자가 선정된 공공문화시설의 사례는 없었으나
소규모 복지시설 중에서는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는 설계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으로 설계경기보다는 프로포
절방식이나 자격심사(PQ) 방식으로 설계자가 선정되어 시민 중심 조직을
진행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센주온천센넨노유(千手温泉千年の湯)였다. 센
주온천센넨노유은 우치다(内田 & 和泉, 2010)가 분석한 2001년부터 2007
년까지 참여에 의해 건립된 39개 공공시설 중 시민의 참여와 건립 후 이용
률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설계자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시민참여 워크
숍인 ‘료마회(龍馬の会)’와 함께 계획을 수립했다. 우치다의 분석 결과에 따
르면 기획 초기의 설계자 선정이 시민 중심 기획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이
고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구상과 설계 단계의 자연스러운 연계하는데
기여했다.

주체적 기획의 기본 조건
참여에 의한 일본 공공문화시설 건립에서 계획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들은 건립과정에 전문가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미쥬 히로유키(清水裕
之)와 카스가토시오(春日敏雄)의 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編. 日本建築学
会, 2004, pp. 62-63, 72).
시미쥬 히로유키는 참여에 의한 계획을 이 행정 주도와 시민 주도로 분류
하고 두 경우의 사업의 성격과 진행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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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 주도의 사업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시민들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행정 주도의 사업은 시작
은 순조롭지만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인지의 의문이 존재하며 사업의
추진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라노 연극
공장과 연극 공방’, ‘콤카리뇨’, ‘가니시 문화창조센터’ 등의 예를 들어 참여에
의한 계획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조건들은 힐리의
계획의 기본 조건들의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참가자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
야한다. 공모로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편향되는 경우
가 있음으로 사업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투표 등으
로 결정해야한다. 둘째,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 시민, 의회 등
의 의견을 모집하고 설명하며 위원회를 지원하는 진행자가 있어야 한다. 설
계자가 진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테마)이 수립된 이후
에 효과적이며 초기부터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계
자는 설계 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
에 사업 전체의 진행은 별도의 진행자에게 맡겨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사
업 추진 방법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으로 참여 기간 중 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적절하게 위원을 교체해야한다.
또한 길고 복잡한 업무에 대해 설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하며 복잡한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행정 담당자의 열의와 단체장의 이해가 있어
야한다. 토론 방법과 스타일에 있어서는 참여자가 비전문가임으로 전문 지
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KJ수법과 모형 등을 이용한 직관적인 합의 형
성 방법을 활용해야한다. 또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이 한정된
참가자에서 작성됨으로 지역의 사업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의회에서 심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계획의 타
당성을 평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합의 유지를 위해서는 참가자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며 의사결정의 결과를 시민들에
의해 회의록, 답변서, 홍보지 등으로 기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한편 카스가토시오는 효과적으로 참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조직의
성향과 인적 자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공론의 장의 형성과 토론 방
법 및 스타일 그리고 담론의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인 조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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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했다. 공론의 장을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주민과 지역의 주체적
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해 자주적인 시민의식의 고양과
주민 참여의 토대를 마련한다. 둘째, 모든 세대,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전체의 시설을 만든다. 셋째, 지역별 개성을 존중하여 지역 특성을 살
린 시설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신축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시
민 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한다. 다섯째, 공공성의 질을 높이는 마을만들기의
거점으로서 선도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토론 방법 및 스타일에 있어서는 주민, 행정, 전문가 등 각 주체의 입장을
서로 인정 및 공감하고 협동하며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상, 설계, 공사관리, 운영까지 결정한다. 갈등과 분쟁을 피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만들면서 유연하게 추진한다. 담론의 형성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협
동에 의해 주민의 다양성과 계획의 창조성을 이끌어 합의 형성을 하고 시설
이용자와 일반 주민을 연결하는 공간과 기능을 갖추어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시설을 계획한다.
따라서 공공문화시설 건립 사례에서 요구되는 주체적 계획의 기본 조건들
은 2장에서 도출된 공론의 장에서의 계획 제안자로서의 권한, 포괄적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차이 인식에 의한 토론 방법, 담론의 형성을 위한 시민 의
견 수렴과 체험 중심의 검정, 성찰적 비판에 의한 합의 유지 등의 일반적인
기본 조건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문화시설 건립 사례에서 도출된 기본 조건들과 일반적인 기본 조건들
을 비교하였다(표 3-12). 그외 기획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공공문화시설 건
립 사례에서 요구되는 기본 조건들은 진행자와 전문가 조직의 역할이나 기
획의 장기화를 고려한 프로그램이나 재정적 지원 등이 있었다.
표 3-12 주체적 계획의 기본 조건
구 분
시미쥬 히로유키
공론의 장에서 계획 제안자로 주체적 합의 형성
서의 참여
토론의 장의 제도화
진행자의 지원과 중립성
참여자의 변화, 다양한 행사
행정의 적극적 태도
포괄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참가자 구성에 의한 지역 대표성 확보
차이 인식에 의한 토론 방법 행정, 시민, 의회 등에 대한 동향을 파
악 적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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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가 토시오
주체적인 참여
마을만들기 거점으로 계획

포괄적인 주민 참여
다양한 입장과 의견 고려
지역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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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형성을 위한 시민 의견 직관적 방법의 활용에 의한 합의 형성
수렴과 체험 중심의 검정
전문가 조직에 의한 실현가능성 검토
성찰적 비판에 의한 합의 유지 주체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 프로세스
회의록, 답변서, 홍보지 등으로 의사결
정의 기록과 공개
설계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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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의 협업에 의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합의 형성
신뢰관계 바탕의 유연한 진행
신축적인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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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참여와 공공문화시설 계획의 변화
다원적 참여에 의한 복합화와 다기능화
본 연구가 분석한 시설들은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
여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설의 특성에 의해 전문성
와 다원성이 함께 강조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여기서 전문성과 다원성
은 여러가지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물 성격으로서 건물을 복합화하
거나 건물 내부의 시설을 다기능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복합
복합
건축
건축

건물

그림 3-13 참여에 의한 용도의 다목적성 반영

1) 건물의 복합화
건물을 복합화하는 공공문화시설 계획의 이원적 특성은 쓰루오카시 문화
회관의 컨설턴트였던 공간창조연구소의 토시야 쿠사카(草加叔也, 2014)가
제시한 공공문화시설의 4대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13 공공문화시설의 4 대 목표
전문성
전문성을 갖춘 창조·발신형 시설
스스로 문화예술 작품을 창조, 공연, 보급, 육
성 등을 하고 지역에 발신
전문성을 갖춘 지역밀착형 시설
시민에 의한 창조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
을 중심으로하는 문화예술활동 촉진

다목적성
다목적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진흥형 시설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의 거점시설로서 감상,
보급,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다목적 기능을 갖춘 시민교류촉진형 시설
시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
역의 활기를 창출

이와 같이 시민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공공문화시설이 전문화되면서 동시에 복합화되는 흐름을 공공
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地域創造, 2014; 有田, 2003, pp. 58).
1980년대까지 일본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은 공공문화시설을 모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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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균등하게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공공홀이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과 병설된 복합시설로
서 일본의 각 지역에 건설되었다. 또한 전문성이 낮았던 기존 다목적 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뛰어난 기능을 갖춘 극장, 음악당 등의 공공문화시
설을 건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음악과 연극을 위한 전용홀의 출현은 지역의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요구해 온 장르마다 사용할 수 있는 홀로서 이후 공공
홀 계획의 큰 흐름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많은 수의 전문홀이 건립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관
심은 뛰어난 문화예술 공연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을 촉진하
는데 집중되었다. 이 시기에 각지에서 예술가와 애호가들이 자주적으로 문
화예술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많은 단체들이 그 실적을 지역 사회에서
인정 받아 본격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에 의해 예술문화진흥
기금이 창설되고 민간 기업의 메세나(예술지원)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
원의 폭은 더욱 확대되면서 각 문화예술단체들은 지역 공공문화시설을 ‘창
조지원형 시설’로서 활발히 활용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지역의 예술가와 전문가들이 운영에 참여하여 전속
공연단체를 두고 대관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을 하는 대형 전문홀들이 지역에
등장했다. 예를들어 재단법인인 삿포로 교향악단은 1990년에 음악과 연극
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음악극장공원 구상을 제안하였고 시가 이 제안을 받
아들여 1997년에 건립한 ‘삿포로 콘서트 홀’을 시와 전속계약을 맺고 사용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공공문화시설의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서 역할
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사업의 범위를 공공문
화시설 밖으로 넓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민간에 의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공공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정관리자제도가 적극적으로 도
입되고 있다(小林, 2011).
2000년대 많은 공공문화시설 기획 사례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기획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설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며 그동안 전문화되어 가던 일본 공공문화시설
을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과 연습공간을 확충하면서 전문화하는 동시에 복합
화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그동안 많이 사용하던 ‘문화홀’,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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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명칭 외에 ‘창조지원센터’와 같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예술활동 참
여를 강조하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표 3-14 일본 공공문화시설의 개념 변천
1950 년대
민간기업의
대도시 다목
적홀 건설 붐

1960 년대
복지시설로서
의 회관, 스포
츠 겸용시설
등장

1970 년대
다목적홀 기
술향상 시작

전문홀 등장
神奈川県立音楽堂

1980 년대
대형 다목적
홀 비판 심화

1990 년대
공공문화시설
의 회관 수
피크, 주민참
여의 도입*

전문홀 지향 활성화
バッハホール
熊本県立劇場

群馬音楽センター

공회당에서
극장형으로

극장형 다목적홀 확립 ->
국장형 다목적홀 건설 피크
京都会館
東京文化会館
大阪厚生年金会館
藤枝市民会館

芦屋ルナホール
ＮＨＫホール
神奈川県立県民ホール

焼津市民会館

창조지원형
시설 등장
尼崎ピッコロシアター

2000 년대
지정관리자제
도 도입, 주민
참여 활성화*

전문홀 복합화

みなとみらいホール
びわ湖ホール
新潟・りゅーとぴあ長久
手町文化の家

よこすか芸術劇場 宮崎
県立芸術劇場
霧島・みやまコンセール

창조지원형시설 지향 활
성화
水戸芸術館
彩の国さいたま芸術劇場
富山市民芸術創造ｾﾝﾀｰ
静岡芸術劇場
世田谷パブリックｼｱﾀｰ

可児市文化創造ｾﾝﾀｰ
北九州芸術劇場
山口情報芸術ｾﾝﾀｰ
まつもと市民芸術館

출처: 空間創祖硏究所
* 내용 추가(저자)

미술, 연극, 음악 등의 기존 문화예술 장르의 분류를 해체하는 새로운 유
형의 문화시설 구상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지역마다 다른 방향으로 특
화된 문화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아오키 준(青木淳, 2015b)의 주장
은 공공문화시설이 복합화 되면서 동시에 특성화 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오키 준을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 구상이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적
으로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공문화시설의 복합화 현상은 2011년의 문부과학성의 통계(文部科学省,
2011)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도도현부와 시구정촌의 문
53F

화회관 중에 57%가 체육관, 미술관, 연습장, 창작공방, 도서관 등과의 복합
시설이었다.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공공문화시설의 비율은 지역의 규모가 작
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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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60%

단독

40%

복합

20%
0%
도도부현

시 (구)

정

촌

그림 3-14 지역별 복합 공공 문화시설의 비율(2011 년 기준)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2011년의 문부과학성의 통계를 2000년의 재단법인
지역창조의 통계와 비교하면 도도부현 문화회관의 복합홀 비율이 높아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정촌의 경우는 2011년에 복합홀의 비율이 근소하게
낮아졌으나 이는 많은 수의 정촌이 합병되어 시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 문화
회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영향이므로 문화회관의 복합홀 비율은 전반
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0%
80%
60%
40%

단독

20%

복합

0%

2000년

2011년

2000년

도도부현

2011년

시구정촌

그림 3-15 지역별 복합 공공 문화시설의 비율 (2000 년과 2011 년 비교)

2) 전문시설의 다기능화
참여에 의한 기획은 시설 성격을 기존의 유형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
하지 않고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여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자연스럽
게 시설의 다목적성을 강화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원, 광장, 로비 등은 자연스럽게 다목적성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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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획되며 일상적으로 이용되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센
터, 레스토랑, 회의실 등은 일상성과 전문성이 강한 시설로 계획된다. 또한
홀, 리허설, 연습실 등의 시설은 비일상성과 전문성이 강한 시설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문시설 중 일부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전문시설에 대한 다원적 요구가 반영되면서 다기
능화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전문시설에 시민들의 다원적인 요구
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들 간에 많은 논쟁이 일어난다.
본 연구가 분석한 공공문화시설 기획의 사례에서 전문시설의 다원성과 관
련한 논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홀의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
의 사례에서 홀의 기능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홀의 형태와 함께 지속
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은 논쟁은 홀이 가진 음악, 연극, 연회 등과 관련
한 기능의 다원성에 의해 발생했다.
홀 기능의 다원성은 시민들의 참여로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공연
이 가능한 다목적 홀”, “음악중심 다목적홀”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홀의 성격에 대한 함축적 표현은 건축가들이 홀의 성격을 각기 다르게 해석
하고 다양한 형태의 홀을 계획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건축가들은
음향성능이 가장 우수한 슈박스(shoe-box)형과 무대와의 근접성이 우수한
팬(pan)형의 두 가지 대표적인 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전문성 또
는 다목적성을 중심으로 “음악중심 다목적홀”을 계획했다.
슈박스형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음악감상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형태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사례에서 건축가들에 의해 제
안되었으며 이후 시민들에 의한 검토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적었다. 반
면 아레나형은 시민들에 의한 검토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건축가들은 두 가지 기본형
을 조합한 복합형이나 이동식 객석을 갖춘 가변형을 제안했으며 슈박스형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 의한 검토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적었다.
표 3-15 시설별 홀 기능과 홀 유형
홀 기능

다목적

시설

좌석수

슈박스형

아레나형

Kr

886

●

Kn

1019

●

Ci

780

Ny

1403

●

Skk

1000

●

복합형

가변형(객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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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중심

음악중심

Ot

1501

Ym

1000

Hs

631

Ys

1008

Od

1100

●
●
●
●
○

(공모안)

●

Of

1100

Ko

1200

Sk

1090

●

●
●

Je

611

●

Hk

850

●

Yr

1100

●

(공모안)

Th

1168

Ty

490

●

Om

600

●

○

Sr

1104

●

Ng

1300

●

Ks

452

●

Ao

606

●

Tk

2018

●

●(Vineyard type))

○

○

(공모안)

(공모안

다목적성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가 전문성을 가진 다기능홀로 변경된 사
례 중 하나가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이었다.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본
구상은 대홀을 음악공연을 주목적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설계자는 최대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대와 고정식 좌석이 없고 바닥이 평면인 연
회홀 형태로 설계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설계 검토 위원회
를 거치면서 프로시니엄형 무대와 고정식 좌석 그리고 이동식 칸막이가 추
가된 슈박스형 다기능 홀로 계획되었다.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음
악중심 다목적홀”은 전문성이 강하면서 다목적성을 가진 다기능홀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이념은 분석의 틀인
두 축(일상성과 다목적성)을 기준으로 놓았다. 각 시설의 성격은 기본이념
과의 관계에 따라 드러난다(그림 3-16). 또한 시설 성격의 구체화는 기본
이념이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기본이념의 다중적인 영향에 따라 이원성을 띠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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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적홀

다기
능홀

전시
실
감상

포이
어

리허
설룸

연습
실

창조

참여

육성

보급

연회
홀

정보
센터

교류
로비

카페

스튜
디오
회의
실

광장
정원

전문
홀

레스
토랑

(소)전
문홀

그림 3-16 시설 종류와 이원적 시설 성격의 관계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일상성과 탈영역성 강화
공공문화시설의 건립 목적에서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시
설의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시설 기능의 일상성이 강화되었다.
재단법인 지역창조(地域創造, 2003, p. 14)는 ‘지역문화시설의 기본방침’에
서 시설의 성격이 기획과정에서 공공문화시설의 일상성(지역성)과 비일상성
(보편성) 중 어느 성격을 더 중요하게 두고 평가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시설의 역할과 일상성의 관계를 그림 3-17과 같이 제시했다(全国公
立文化施設協会, 2013).

시설

일상성

그림 3-17 문화예술 활동과 일상성

그림 3-18 공공문화시설 용도와 일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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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
서 공공문화시설의 일상성과 마을만들기의 거점으로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는 인식은 2012년 일본 국회 입법조사실의 공립문화시설에 의한 지역활성
화 보고서(小林, 2011, pp. 88-89)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공문화시설의 마을만들기 거점으로서의 성격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공
문화시설의 건립 목적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주민 참여와 교류
를 촉진하는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며 주민
들이 건강하고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미술관, 문화회관 등의 공공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활발히 이용될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호회 활동에 주민이 모여 교
류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시설이라고 정의하고 공공문화시설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시설과의 연계는 지역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
다. 보고서는 공공문화시설 건립의 목적을 ‘문화권 보장’, ‘문화예술 진흥’,
‘지역사회의 거점’, ‘경제적 기여’ 등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문화권 보장’은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명시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
이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48 둘째 ‘문화예술 진흥’은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새로운 문화예
술의 ‘창조’와 ‘발신’,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의 ‘보급’과 지역 인재를 ‘육성’한
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동우회
활동과 평생학습의 거점 으로 축제와 이벤트 개최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창
출하거나 재해 시 피난 의 장소가 되고 방재의 거점 역할이다. 넷째 ‘경제적
기여’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창의력을 함양함으로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여 관광객을 유치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입법조사실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공문화시설 건립의 목적들 중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공공문화시설들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시
설 건립의 목적은 ‘문화예술 진흥’이었으며 다음은 ‘지역사회의 거점’을 마
련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사카이시 시민회관의 미션은 ‘지역 활성화와 마

48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타고난 권리임을 감안
하여 국민이 그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에 참여하거나 이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 2 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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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만들기에 기여’를 ‘문화예술의 진흥’과 함께 시설 건립의 중요한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堺市民会館整備計画(案), p12.).

그림 3-19 사카이시 시민회관(堺市民会館)의 미션

국회 입법조사보고서(小林, 2011, p. 14)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
의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의 기본이념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본이
념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인 ‘지역 활성화’로 보고 ‘문화예술 진흥’
의 세부항목인 ‘창조’, ‘감상’, ‘육성’, ‘보급’ 과 비교하여 보면 ‘지역사회의 거
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6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이념의 의미
항목
의미
창조
새로운 연극이나 음악, 무용 등을 창조
감상
우수한 작품 감상
참여
전문가와의 협연, 지역의 이야기 등을 기반으로 창작 공연 등에 시민참여
육성
시민극단과 연주단체, 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등의 육성 · 지원
보급
워크숍이나 각종 강좌 등 예술을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급
출처: 美津江 小林, "公立文化施設による地域活性化: アウトリーチと社会的包摂," 立法と調査,
(2011): 16, “지역문화시설의 사업개요” 참고

분석된 24개의 사례 중 국회 입법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형태로 기본이념
을 제시한 사례는 15개였다. 앞서 언급한 국회 입법조사보고서에서 강조했
던 ‘지역활성화’는 사례 중 67%에서 나타나 ‘지역활성화’가 공공문화시설
건립의 주요한 목적임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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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공공문화시설의 시설별 기본이념
구분
창조
감상
참여
육성
보급
교류
지역활성화
도시상징
환경친화
시설연계

Kr

Om

Ty

Sr

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t

Ym

Hs

Ks

●

●

●

●

●

●

●

●

●

●

●

●

●

●

●

●

●

●

●

●
●

●

●
●

Ys

●
●

Od

Ao

Ko

●

●

●

●

●

●

●

●

●

●

●

●

●

●

●

●

●

●

●

●

Ny Skk

●

●
●

●

●
●

●

●

●

●

●

●

●
●

한편, 분석된 사례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기본이념은 ‘창조’였으며 다음
이 ‘참여’과 ‘육성’이었다. 이는 외부의 예술가 들에 의한 일류 문화예술 공
연을 감상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창작하고 공연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건립
되는 일본의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판단된다.
93%

창조
80%

참여

80%

육성
감상

73%

교류

73%
60%

보급

67%

지역활성화
40%

환경친화
도시상징

27%

시설연계

27%

그림 3-20 공공문화시설의 기본이념 출현 빈도

전국공립문화시설협회에서 2012년에 실시한 공공문화시설의 활동상황에
관한 조사(全国公立文化施設協会, 2013, p. 25)에서도 ‘지역활성화의 거점’이
39.4%로 ‘지역 문화진흥의 거점’ 85.6%나 ‘지역 주민의 문화할동 장소를
제공’

73.4%보다 낮지만 ‘무대 예술 창조발신’ 18.4%보다 크게 높게 나타

나는 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시설 건립의 목적은 공공문화시설 관리
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응답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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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진흥의 거점

85.6%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장소

73.4%

지역 주민의 감상 기회의 제공

49.2%

무대 예술의 창조·발신

19.0%

지역 주민의 교류의 장 제공

20.4%

지역 활성화의 거점
국제 문화교류 추진
기타

39.4%
2.0%
5.2%

그림 3-21 시설의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全国公立文化施設協会, 2013, p. 25 참조

쓰루오카시 문화회관의 관리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공공문화시설의 건
립을 통해 기대하는 지역 활성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쓰루오카시
문화회관 관리운영실시계획 자문회의에서 문화시설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한
공간창조연구소 제시한

‘공립

극장과 음악당의 파급효과 이미지’(그림

3-22)를 보면 문화회관의 역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탈영역화 하며 지역
의 문화진흥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에 기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2 공립 극장과 음악당의 파급효과 이미지
출처: 草加叔也, 管理運営実施計画策定に向けて, 第 1 回鶴岡市文化会館管理運営実施計画アドバイザ
ー会議, 空間創造研究所, 2014

또한 공공문화시설이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중요성은 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연습실과 리허설 등의 지원시설과 문화예술공연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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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페, 레스토랑, 전시실, 도서실 등의 일상성이 강한 부
속시설들이 건물의 내부에 증가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과 2011년 실시된 문화회관에 대한 통계조사 49 를 비교해 보면 문
화회관의 리허설실이나 연습실을 갖춘 문화회관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8 문화회관의 부속시설 설치 현황 변화
구분

문화회관 수

분장실

회의실

리허설실· 연습실

전시실

1990 년

1,010

91.7%

74.3%

47.7%

47.1%

2011 년

1,866

95.8%

79.6%

61.1%

49.1%

2011년 통계에서 공공문화시설들은 지역의 규모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부속시설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리허설실과 연습실을 갖춘 공공
문화시설은 규모가 도도부현과 같이 큰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도도
부현의 공공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촌

50%

정

58%

시 (구)

62%

도도부현

32%

95%

50%

95%

50%

80%
리허설 · 연습실

73%

41%

82%

47%

96%

66%

81%

100%

전시실

분장실

80%
회의실

39%
42%

모자실

그림 3-23 문화회관 부속시설 설치 비율(2011 년 기준)

또한 본 연구가 분석한 1990년대 중반부터 건립이 시민참여에 의해 추진
된 사례들은 다른 공공문화시설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다양한 부속시설들
을 갖추고 있었다. 사례들은 대부분 시에 위치한 시설이었으며 평균 연면적
은 11,107㎡, 대 홀의 좌석 수는 1,014석이었다.

49

社会教育調査 平成２3 年度 統計表 文化会館調査, https://ecitizen.jp/Statdb/Stat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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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참여에 의해 기획된 시설 규모 및 부속시설 설치 비율
사업

연면적

대 홀

평균

11,107m2

소 홀

분장실

회의실

리허설/
연습실

전시실

모자실

탁아실

95%

90%

86%

63%

36%

36%

1,014 석 323 석

참여에 의해 기획된 사례와 2011년 통계 50 에서 나타난 시(구)의 문화시
설 전체의 평균을 비교하면 참여에 의해 기획된 사례에서 리허설실과 연습
실을 갖춘 시설이 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리허설실과 연습실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시설 계
획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전체시설
주민참여

96%

81%

95%

90%

분장실

회의실

62%

50%

86%

리허설 · 연습실

63%
전시실

그림 3-24 시(구)의 문화회관 전체와 참여에 의해 기획된 사례의 부속시설 비교51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용하던 리허설과 연습시설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은 공공문화시설의 일상성만이 아니라 시설 내부
의 영역성의 변화, 즉 탈영역성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던 무대 후면 부분까지 연습실이나 리허설실을 이용
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공공문화시설에서 무대 전면의 공용 영역에서 일부 볼 수 있
었던 카페, 레스토랑, 전시실, 도서실 등의 부속시설들은 본 연구가 분석한
공공문화시설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모형을 도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
양했다(표 3-20).
표 3-20 참여에 의해 기획된 시설 개요
사업
Kr

50
51

연면적 대 홀
(m2) (석)

소홀
분장실 회의실 리허설 연습실 전시실 모자실 탁아실
(석)

9,010

208

886

2

1

2

기타
창작실, 살롱, 다실, 열람실, 레
스토랑, 야외홀 300, 회의실 주
방

社会教育調査 平成２3 年度 統計表 文化会館調査, https://ecitizen.jp/Statdb/StatsData
전체시설: 2011 년 재단법인 지역창조에서 조사한 1363 개 시설 평균, 주민참여: 연구사례 24 개 시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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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18,411 1,019

311

12

3

4

Om

4,819

600

300

2

1

3

Ci

8,500

780

300

8

3

Ty 8,014 490
Sr 9,783 1,104 321
Ng 28,461 1,300 300x2
Ny 5,852 1,403 500

3
8
3
5

7

Skk

6,700 1,000

Ot

8,485 1,501

Ym 22,904 1,000
Hs

4,149

Ks

1,356

280

631

Ys 13,345 1,008
Od 9,706 1,100

3

1

8

1

1

7

1

8

12

2

3

1

3

300
289

6
9

3

9,128 1,100

6

2

Ao

5,650

3

8

Ko

8,685 1,200

334

8

3

Sk 19,678 1,090
Je 5,250 611
Tk 27,355 2,018

350

13
3
20

4
5
3

5

5

6,500

도서실, 레스토랑
아뜰리에겸용 1, 음악스튜디오 2

1
1

1
1

1

1

6

Of

Hk

1

2
1
1

1

3

413

1

2
2
2

292

606

1

1

1

2
1

3

1

1
1

1
1

영상극장, 목공작업실, 디지털아
트공방, 워크숍룸 2(미술), 리셉
션홀, 레스토랑, 연습실(음악 3,
연극 1)

3
1
1

1

1

1

1

카페, 레스토랑, 금융기관
공방, 조리실습실
수유실, 다목적홀(큰홀의리허설
룸겸용)
다목적실 2, 스튜디오
도서관, 미술공예실, 조리실습실,
방송스튜디오, 스튜디오 2
다목적실, 인쇄실
음악연습실, 녹음실, 다목적실,
로프트
수유실, 다목적실
스튜디오대 1, 소 2
멀티공간(전시, 회의, 아틀리에,
강연회, 연극), 스튜디오, 아뜰리
에, 도서관, 레스토랑
다목적실
다목적홀, 스튜디오, 강의실, 수
유실
스튜디오대 1, 소 3
다목적실
스튜디오 9, 작업실
조리실, 다목적실, 시민활동실,
수유실, 도예실, 미술실, 음악실
2

문화예술활동 중심의 함축적 상징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과정에서 상징성은 시설의 목적이나 기능
등에 비해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징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에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축적으
로 이루어졌다.
상징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본 연구가 분석한 전체 사례 중 27% 사례의
기본이념에서 나타났다. 이점을 고려할 때 시설의 상징적 역할은 문화예술
진흥이나 지역 활성화 등과 관련한 역할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았
음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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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

93%

지역활성화

73%

환경친화

40%

도시상징

27%

시설연계

27%

그림 3-25 공공문화시설의 기본이념 유형별 출현 빈도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공문화시설의 상징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본이념보다는 계획 방침이나 유의사항에서 제시되었으며 건물 형태보다는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표 3-21 공공문화시설의 상징적 역할
시설명
가니시 문화창조센터
사카이시 문화관
시라카와 시민문화회관
야스기시민회관
오다와라시 문화예술창조센터

상징적 역할
가니시의 특색을 알리는 건물
사카이다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도시의 매력을 발신
지역문화를 계승하는 시설
합병 후 야스기시의 상징이 되는 시설
오다와라의 매력을 전하는 시설

예를 들어 시카이 문화예술센터의 계획 방침은 시설의 “사카이의 상징적
인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사카이다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도시의 매력을
발신”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사카이다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시민의
자랑이 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발신함으로써 도시 이미지의 향상에 기여한다. 또 전
국에서 참가자가 모여 문화예술행사 등을 기획하고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매력을 시
내외에 발신한다.”- 堺市民会館整備計画, 堺市, 2013.06

시카이 문화예술센터와 비슷한 공공문화시설의 상징적 역할에 대한 서술
은 가니시 문화창조센터의 기본계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가니시 문화창
조센터의 기본계획에서 시설은 “가니시의 특색을 알리는 건물”로 규정되었
으며 아래와 같이 상징적 역할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우리 시에는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자원이 있다. 또 독특한 강좌 활동을 하는
평생학습센터나 각 지역의 마을회관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색
을 잘 이용하여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공간과 운영을 어필할 수 있는 시설 마련
을 목표로 한다.”- 可児市文化創造センター 基本構想及び基本計画, 可児市, 1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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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가 활성화된 계기와 다양한 사
례들에서 나타나는 주체적 참여 방법과 체계 그리고 기본 조건을 분석하고
참여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공공문화시설 계획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를 통
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시설의 역할과 참여의 목적 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방행정구역의 통합, 자치문화행정,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
적 변화와 지원에 의해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참여에 의한 기획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건축설계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참여 시기와 방법 그리고 체계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단계별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기획에서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조직은 크게 전문가 중심 조직과 시민 중심 조
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 중심 조직에도 일반적으로 지역의 전문
단체 회원과 소수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기본구상 단계에는 전문가
중심 체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본계획은 전문가 중심 체계과 시민전
문가 협업 체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획 단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
중심 체계로 진행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공공문화시설의 전문성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민 중심 체계와 전문가 중심 체계는 설계자 선정 시기에서도 차이
가 있었는데 시민 중심 체계는 기본계획 단계 이전에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반해 전문가 중심 체계는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처럼 기본계획 이후에 설
계자를 선정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설계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전문가 조직
보다는 건축가에 의해 시민 중심 조직과의 협업으로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주체적 계획에 필요한 기본 조
건을 시미쥬 히로유키(清水裕之)와 카스가토시오(春日敏雄)의 제언을 중심
으로 살펴봤다. 공공문화시설의 협력적 계획에 필요한 조건은 2장에서 도출
한 일반적인 조건과 유사하면서도 행정과 재정적 지원, 진행자의 중립성, 지
역성과 마을만들기의 거점으로서의 시설의 역할에 대한 관심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장에서 살펴본 공공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문화예
술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전문시설과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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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이 동시에 강조되면서 시설의 특성과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먼저 전문시설로서의 역할은 참여의 다원성의 영향으로 건물을 복합화하
거나 시설을 다기능화 했다. 건물의 복화화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홀
과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연습실이나 리허설실이 증가하는 양상으
로 나타났다. 또한 다기능화는 전문기술과 설비를 통해 전문성과 다목적성
을 동시에 갖추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들이 “음악
중심의 다목적홀”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안된 복합형이나 가변형의 홀의
형태로 나타나는 홀의 다기능화였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의 상징적 역할은 시민들이 도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건물의 형태보다는 건물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시설의 일상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문화
시설이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게 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과 영향권을 탈영역화
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참여에 의해 기획된 공공문화시설의 특성과 계획
의 이원적 요소의 관계를 도표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6 공공문화시설의 특성과 계획의 이원적 요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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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장에서 일본의 공공문화시설에 참여가 활발히 도입되기 시작
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1990년대 이후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 참여가 시
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바탕으
로 시민들이 시설의 건립여부와 계획을 결정하는 주체적인 활동임을 확인했
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가 다양한 계획 조
직과 체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 제시된 조건을 정리했다.
하지만 3장은 참여에 의한 계획의 기본 조건이 계획 수립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는지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
지는 않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가 기본적인 계획 체계를
공유하면서도 사업의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영향도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은 전문가 중심 조직과 시민중심 조직으로된 이원적인 계획
체계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사례들 중에서 사업의 시기, 사업의 배경, 도시의
특성 52 등에서 차이가 있는 3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
으로는 각 사례에 대해서 먼저 사업 추진 과정을 기획 단계별 조직 구성과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주
체성과 다원성의 영향을 계획의 기본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4.1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시민중심 체계
오미타마시 시키(四季)문화관은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 참여가 도입된 초
기 사례 중에 하나로서 사업 초기부터 시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시민 중심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선례가 많지 않았던 시키문화관의 기획을
52

3 개 도시의 인구는 오미타마시 51,011 명(2016 년 기준), 나가노시 382,502 명(2016 년 기준),
오다와라시 194,174 명(2015 년 기준)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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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참여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제적으로 결정

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
1)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 기획 과정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 건립사업은 2000년 12월 ‘건설부 제1차 대화형
행정 추진상 수상’을 받는 등 주민참여에 의한 기획 및 설계의 대표적인 사
례로 평가 받고 있다. 사업은 1996년 5월 기본구상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를 시작으로 2001년 1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여 2002년 11월에 새
로운 문화관을 개관했다.
표 4-1 건축개요
위치
대지면적

이바라키현 히가시 미노리마치(茨城
県東茨城郡美野里町大字部屋 1069)
26,492.84m2

주용도

극장, 콘서트홀, 리허설실, 연습실 등

연면적

4,819.44m2

설계

㈜사토종합계획(佐藤総合計画)

이미지 출처: 시키문화관 홈페이지(https://www.facebook.com/sikibunkakan.minole)

2) 사업추진의 배경과 추진 과정
오미타마시 시키문화센터(小美玉市文 化センター)는 2006년 미노리마치
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미노리마치 문화센터(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라고 불
렸다. 미노리마치는 이바라키 현의 인구 3만 명 내외의 농축산업을 주로 하
는 소규모 도시다. 현재는 오가와마치(小川町)과 합병되어 오미타마시(小美
玉市)가 되었다. 1994년 4월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문화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 문화센터의 기본구상은 문화센터검토위원회(마을
미래 플래너) 공모를 통해 사업의 초기부터 주민참여로 추진되었다.
도시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의 활용이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시키
노사토에 대규모 목욕탕과 건강원을 갖춘 ‘시키건강관’을 건립하였으며 여유
롭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건강관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인근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했다. 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건강관에서 음악강습이나 음
악회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건강관에 인접하여 문화센터와 레스토랑, “캐틀
세존”이 건립되었다. 레스토랑은 노인과 남성만이 주로 방문하던 지역에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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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가 모여들게 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15). 이러한 지역 여건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관이 건립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표 4-1 사업추진 절차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217)

158 F

일정
1996.5
12
1997.4
5
11
1998.1
1~10
4
1998.6
8
9~10
11
12
1999. 3
8
11
12
2000.3
4
5
6
9
10
11
12
2001.1
4
5
11

2002.11

추진내용
미래의 꿈 창조위원회(1 기) 설립
정보지"꿈(ゆめ) 통신"발행 개시
기본 구상의 중간 보고서를 정에 제출
미래의 꿈 창조위원회(2 기, 위원 증원)
문화 심포지엄을 개최 (170 명 참석)
초등 학교 구분의 의견 교환회를 개최
각종 단체의 취지 설명
문화센터 정비구상 제안서를 마을에 제출
문화센터 창설 위원회를 설립
초중학생으로부터 문화센터에 관한 작문 모집 (응모 수 1. 250 점)
워크숍 개최
제 2 회 심포지엄
문화센터 정비 기본구상 책정
사토종합설계에게 기본설계 위탁(전문 위원회의 프로포절)
사토종합설계 설계안 제시, 설계안에 대한 공청회
사토종합설계 기본설계 최종안 제시, 설계자 안에 대한 공청회
제 1 회 MINOR 시키노사토 음악제(이후 제 5 회까지 실시)
사토종합설계 기본설계 최종안 제시
기본설계(안)의 공개 설명회 개최
문화센터 창설위원회 각 부문회의가 제안서를 만들고 제시
마을축제(오페레타) 개최 (지원: 일리이치문화사업)
(재)지역창조 공공 홀 음악 활성화 사업 채택
문화청 "문화의 도시정비사업" 채택
문화센터 시작을 지향하는 모임 출범
미노리마치 시키를 수놓은 문화 마을만들기 창조위원회 출범
실시설계(안)을 마련
미노리마치 시키를 수놓은 문화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화
문화 정보지 "미노리 리듬" 창간
건설부 제 1 차 대화형 행정 추진상 수상, 공공홀 음악 활성화 사업 실시
건축 공사 입찰
문화센터 공사에 착수
문화 중심지 추진 위원회 출범(관리 운영, 기획, 육성, 홍보부문)
문화센터 준비실을 새로운 과로서 설치
BIRD 프로젝트 시작
애칭을 "미노~레”로 결정(전국 2.668 점에서 선출)
개관 1 년 전 카운트다운 행사 개최
문화회관의 정식 명칭을 “시키 문화관”으로 결정
개관

- 98 -

4.1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시민중심 체계

3) 기본구상안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
(1) 제 1기 주민참여 위원회
1996년 5월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사계마을 미래의 꿈 창조위원회
(이하 “주민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대표를 지
명하지 않고 시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다. 공모결과 10명의 시민이 지원하
였고 행정지원을 위한 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인원과 국토청 지
방진흥자문단 3 명 53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59F

표 4-2 위원회 위원 구성
시민공모
10

행정직원
5

외부자문위원
3

합계
15

66.7%

33.3%

자문

100%

위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문화센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주민참여계
획에 경험이 없었다. 위원들에게는 사업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제
약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운영방식이나 활동의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54 초기에 위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것에 대해 큰 부담
160F

감을 가지고 정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회의를 이끌어 주기를 바랐다. 하지
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가며 안건을 정하
고 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방진흥자문제도에 의해 국토청에서 파견된 외부자문단(우쓰노미
야 대학의 후지모토 노부요시 교수, 참여디자인 연구소의 세코 일수 대표,
컨셉워크숍의 사토 오노부 대표)의 주민참여의 중요성, 다른 시민들과의 정
보공유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가 필요한 지적은 위원
회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財)日本
地域開発センター, 2010, pp. 40-42).

16F

53

국토교통성의 ‘지역 진흥 어드바이저 파견 사업’에 의해 파견되었다. ‘지역 진흥 어드바이저 파견
사업’은 2001 년부터 국토교통성이 “지역 활성화 ·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안고있는
시정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자발적인 지역 만들기 활동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가지고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국
토교통성 홈페이지 참조(http://www.mlit.go.jp)
54
위원회 설립 시에는 시장의 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연내까지 위원회 활동을 마칠 것을
시청이 요구했다. 전문가 자문과 인근 시설견학 이후 주민과 시청이 위원회 활동 기간에 제약을 두
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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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위원회는 문화센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 시설견학을
하였다. 시설견학은 위원들이 제한된 예산과 시설규모에 대해 이해하고 시
설이용의 편리성을 중요성을 주목하게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한정된 인원
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기본구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 신문, “꿈의 통신”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했다. 신문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한 시민 중에는 문화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공모 위원이라고 하지만 한정된 위원만으로 구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행정이 만
드는 구상과 무엇이 다른가? ...... 시민들을 최대한 끌어들여 나가는 노력이 시작되
었습니다.”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47)

문화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화예술 관련자만을 위한 문
화센터를 다른 공공시설보다 먼저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위원회가 문화센터의 건립 타당성을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위원회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지역의 문
화와 새로운 성장에 대한 꿈에 대해 주목했고 문화센터를 문화예술활동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주민교류를 담을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계획의 방향은 그때까지 “문화홀”로 불리던 건물의
이름을 “문화센터”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후 미노
리마치 문화센터의 홀이 다목적홀로 계획되는 배경이 되었다.
“상자물건(공공시설) 만들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는 마음을 채우
는 공공시설의 정비가 중요하므로,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서도 문화센터는 필
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50)

1년간의 활동을 마치며 제1기 위원회는 “시키마을에서의 바람”을 기본개
념으로 중간 보고서, “기본구상 책정을 위한 제안(基本構想づくりに向けてのたたき台)”
을 완성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문화센터 건설보다 “프로세스가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급하게 설계를 진행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시민들
의 참여를 위해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를 제안했다. 보
고서에는 “영혼을 담은 홀”이란 개념과 참여(시민이 원동력), 창조(에너지
의 원천), 교류(만남의 장), 마음(마음의 오아시스)의 키워드, 그리고 “시민
과 함께 성장하는 시설”이란 목표가 제시되어있다. 기본구상의 내용은 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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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四季の里からの風』ダイジェス卜版) 형식으로 요약되어 주민들에게
배포되었다. 카탈로그에는 사업의 개념 ‘호흡하는 문화센터’의 의미, 사업추
진 방법, 시설개요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를 반대하는 의견들을 ‘과제’로 제시
함으로써 관련 논의가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제1기 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활동만큼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들 간의 교류를 즐기려는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었다.
아래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의 글을 보면 위원들이 문화센터가 마을의 활성화
즉, 마을만들기의 촉매이며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훌륭한 홀에서 발표해 보고 싶다", "일류 예술문화를 접하고 싶다"는 이
런 마음으로 행정의 요청에 지원했어요. …… 중략. 그러나 위원회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것을 배워 검토를 추진하는 중에 매우 큰 역할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 만들기, 하물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주역은 틀림없이 우리 주민이라
는 것입니다.”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53)
16

(2) 제 2기 주민참여 위원회
제 2기 주민참여 위원회는 1997년 5월에 출범하여 매월 2회의 모임을
했다. 위원회는 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인원을 늘리고 시민 중 문화센터나
문화활동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더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새로운 위원에는 문화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도 포함하는
등 여전히 논의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전의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
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이 오랜 기간 지속함으로
인해 이 사업에 무관심하게 되는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심포지엄, 설명회와 지역
별 좌담회 등을 실행하였다. 55
165F

55

홀의 성격에 대한 설문에서는 음악에 대한 수요가 연극에 대한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美野里町

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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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 1 회 문화심포지엄 모습
이미지 출처: http://minole.city.omitama.lg.jp

1997년 11월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160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문
화센터 건립 방식”, “미노리 마치에서 필요한 문화센터의 이미지”, “문화센터
를 건립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을 논의의 주제로 제시했다. 심포지엄의
패널은 시민대표, 위원회 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을 포
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좋은
환경을 아이들 즉, 미래세대에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센터 건립의 타
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심포지엄의 패널로 참석한 주민(오쓰카 사치코,
大塚幸子)은 다음과 같이 자기 뜻을 피력했다.
“나는 훌륭한 음악과 예술, 예능을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맡은 창작하고 발전시키
는 문화의 거점을 앞으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문화 센터가 필요
하다고 생각해서 패널로 참석한 것이다.”

지역별 좌담회에는 행정직원과 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4개 지역
에 약 200명의 시민이 모였으며 주민들은 재정문제, 복지, 하수, 도로, 나무
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또한, 이즈음에 있었던 이바라키현의 미노리마치의
지역문화 창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이 사업의 “이야기(문화) 만들기”
‘과정’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공공시설의 건설은 프로세스는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시설이 얼마나 훌륭한지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많은 논의를 거듭한 프로세스가 아닌가 합니다. 위원들은 그
동안의 미노리마치에 없던 이 생각이 이번 문화센터를 "도시정비의 상징"을 구축하
는 작업으로 실천해 보자는 것이며, 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도시정비의 시스
템이라는 것입니다.”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51)
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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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3월에는 의회에서 문화센터 건립예산이 의회를 통과했고 이어
1998년 5월 미노리마치 문화센터 정비 기본구상이 발표되었다. 기본구상에
는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미노리마치다운 문화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2
개의 키워드로 “농문화” 와 “교류”가 제시되어있다. ‘미노리다움’에 대한 논
의는 주민들에게 지역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일상의 가치를 다시한번 살펴보
게 하였다. 논의 중 공모위원 쿠보타씨의 사소할 수도 있었던 일상의 공간
인 ‘다다미방’에 대한 제안은 최종 설계에까지 반영되었다.
“저는 특히 집착한 것은 다다미방입니다. 다다미방은 아름다운 미노리 마치의 자
연과 농업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자 측의 살뜰한 배려 덕분에
문화센터에는 다과회도 가능한 다다미방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다다미방은, 오늘의
삶에 숨겨져 있는 습관이나 문화를 남기는 소중한 장소가 되려고 합니다.”

표 4-3 기본구상 건축개요
홀 성격
홀 규모
실의 성격

유의점

다목적홀(주목적: 음악)
1 안: 대홀 600~800 석, 소홀 평면바닥에 이동식좌석
2 안: 대홀 1000 석(1 층 600~800, 2 층 200~300)
감상의 장(홀)
창조의 장(홀, 전시 스페이스)
창조를 기르는 장(레슨실, 작업장)
발표를 지지하는 장(분장실, 리허설룸)
교류의 장(카페, 로비, 포이어(foyer) 등)
정보의 수신·발신기지(센터 전체)
사람에게 좋은 시설
(장애자, 노인, 어린이,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시설)
친환경 시설 (자연 환경과 조화, 에너지 절약/자연환경의 활용)

(3) 문화센터창설 위원회(100인 위원회)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1998년 6월 문화센터 창설 위원회의가 공모위
원 외에 각 단체대표, 지역대표, 이바라키 현청 직원까지 포함한 100명의
위원으로 창설되었다. 여전히 시민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공모로 참여하게 된 시민들이 맡았다.
위원회가 다룬 주제 중 가장 자주 다룬 주제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시
설은 어떤 시설이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글짓기 등의 어린
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은 광장이나 녹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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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와 설계자 선정
문화센터창설 위원회는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기본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
하기 위해 프로포절 방식의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완성된 설계의 도면이나
모형, 조감도 등을 제출받지 않고 사고방식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만을
평가기준으로 관련 전공의 대학교수와 워크숍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당선자가 선정되었다. 참여한 5개 회사의 심사 결과 "숲·바람·사람"을
테마로 공모에 참여한 주식회사 사토종합설계가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표 4-4 설계자 선정위원회
구분

위원

행정

부시장, 시의회 의장,

학계

대학교수 3 인(1 인은 위원장으로 위촉됨)

전문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전문가(컨셉워크숍 대표)*
* 미래의 꿈 창조 위원회 1 기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

5) 기본 및 실시설계 워크숍
설계자는 기본설계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워크숍뿐만 아니라 각종 행
사에 대형모형과 도면(축척 1:20)들을 전시하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였다. 워크숍에는 음향전문가와 운영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
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기간에 장애인이나 여성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a) 고향만남축제(1/100 모형 전시)

b) 기본설계(안) 공개설명회(1/20 도면)

그림 4-2 기본설계(안)의 공개 설명회 모습
이미지 출처: http://minole.city.omit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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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공 이후의 문화센터 운영 현황
준공 이후의 운영은 준공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됐다. 주민들을 중
심으로 관리운영, 기획, 육성, 홍보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 문화센터추진위
원회가 조직되어 문화센터의 애칭 공모, 개관 1년 전 카운트다운 행사, 현
장견학회, 예술감독 선임 등을 추진했다. 공모에 의해 문화센터의 공식 명칭
과 애칭은 각각 “시키문화관(四季文化館)”과 “미노~레(みの~れ)”로 결정되
었다. 개관 이후 문화관은 주민들과 “호흡하는 문화관”을 지향하며 추진된
주민극단의 결성과 다양한 자주사업(自主事業) 등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
다. 주민들의 문화관 건립 과정의 참여는 운영의 참여로 이어져 현재 시민
들은 지역문화코디네이터 1명과 공모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시키문화관기
획실행위원회”와 207명이 시민으로 구성된 자원 봉사 조직인 “미노~레 지
원대”의 활동을 통해 자주사업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운영 규칙 개선에 직
접 참여하고 있다.

그림 4-3 미노~레 주민참여의 이미지도
이미지 출처: http://minole.city.omitama.lg.jp

시민들은 쉽게 참여하고 참여한 시민들의 협력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
기 위해 “住民参加（행정중심）→住民参画（협동）→住民主役（행정지원）”
라는 개념으로 참여 활동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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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회의, 무대 교육 및 조명 작업 이미지
이미지 출처: http://minole.city.omitama.lg.jp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센터의 평균 가동률

56

168F

은 99.4%(대홀

80.5%, 소홀 85.3%)로 2008년 전국 평균인 56.7%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홀의 가동률이 개관 초기보다 향상되는 것에서 지역의 문화활동 역량
이 강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5 문화센터 연간 가동률(%, 전국 평균 56.7%, 2008 년 기준)

56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평균

전체

98.5

99.4

99.7

99.7

99.4

99.4

100

99.4

대홀

73.4

77.1

77.1

83.0

81.2

80.0

91.8

80.5

소홀

77.2

76.8

85.

90.7

88.6

89.8

89.0

85.3

문화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minole.city.omitama.lg.jp)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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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7

10

1997
1

4

7

1998
10

1

4

7

1999
10

건설

기본구상

1

4

7

2000
10

기본설계

1

4

2001

7

10

1

4

실시설계

7

2002
10

1

4

건설공사

문화센터 창설 위원회(건설부회)
1기 설립(2006.05)



사업 흐름

계획

(2006.11)



(2007.04)





2기 설립(2007.05)
(2007.11) 



(2008.09~10)
(2008.11)
(2008.12)


(2009.08)
(2009.12)



문화 마을만들기 창조위원회

문화센터 창설 위원회(관리운영부회)

기획실행위원회

운영

 마을축제(오페레타) 개최
 문화정보지 "미노리 리듬" 창간
 BIRD프로젝트 시작

그림 4-5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 건설사업 흐름도

- 107 -

제 4 장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의 특성

기획 과정의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키문화관은 농경문화의 전통과 소도시의 친밀
한 사회적 유대 속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기
획되었다. 참여한 시민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도적으로 지역 사회와
시설의 다원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했으며 이와 같은 시민 중심 체계에서 계
획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계획의 기본 조건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그림 4-6 시민 중심 체계의 참여 구조

1) 공론의 장에서 계획제안자로서의 참여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시민 중심 체계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체적인
참여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전에도 미노리마치에서는 시민 참여에
의한 공공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소수의 시민만이 참여하는 전문가 중심 쳬
계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문화회관의 건립과정에는 시민들이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
는데 그 요인은 시장이 문화회관 검토위원회를 일반 시민으로만 구성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백지상태”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포함한 모든 의사결
정 권한을 시민들에게 부여하여 시민 중심의 기획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
었다. 시민들은 시장의 참여에 의한 기획에 대한 인식을 시민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
의 인식은 아래 시민의 공모위원 참여 동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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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대화와 협조’를 말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실현으로 옮겼다고 느꼈기 때문
이다. 나는 이 마을에 살고 30몇년이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민의 생각을 행정에
도입하자는 것은 처음이다...... 자신들의 마을을 스스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시
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호소는 그러한 시민들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美野里町
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p. 39-40)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요인은 설계자인 오노 마사루(大野 勝,

編. 日

本建築学会, 2004, pp. 105-109))의 시키문화관 설계 과정에서의 참여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참여가 시키문화관의 설계를 성공적
으로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 요인이 시장의 참여에 대한 의지와 아무런 전제가 없었던 기본구상 단계
부터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 초기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획을 “백지상태”에서 시작하
는 것에 오히려 부담을 느꼈으며 자신들이 비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자
신들만으로는 자주적으로 기획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자들은
참여의 의미와 역할에 전문가 자문이 있고 난 뒤에야 자율적으로 기획을 진
행하기 시작했다.
표 4-6 파견 당시의 주요 조언과 이후의 움직임
파견 당시의 조언

그 지역의 움직임

‘처음부터 문화 홀이 있다’의 논의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진정 위원회 주민 설문 조사, 월 2 회
진행 회의 시찰을 거쳐 미노리 문
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주민 참여는 행정에서 요청 된 것을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 화센터 이미지를 구축했다.
어드바이저 파견 종료 후, 후지모토
다. 자신들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논의해야 한다.
고문 및 우츠노미야 대학 건축계획
주민 참여에 의한 문화 홀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 논의가
연구 책임이 문화 홀 설계에 대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설계자와 디자이너, 운영 책임자 등을 선
조언, 설계사무소의 선정과 설계방
별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안을 검토위원회 스스로 맡았다.
위원회가 주민에게 얘기해 모두의 의견을 수렴, 그 의견을 집 시설 설계 종료시에는 운영 체제를
약해 주민으로서의 개념을 일으킨다. 안이하게 다수결로 결정 스스로 실시해, 그 때의 체제가 현
하지 않고 시간을 들여 컨셉 만들기를 도모한다.
재까지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위원회는 결론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있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을 한다. 책임까지는 필요
없다.
출처: (財)日本地域開発センター, "地域振興アドバイザー派遣制度フォローアップ調査業務報告書

기획 후기의 기본구상 수립과 설계 단계에서는 시민 중심 조직에 각종 단
체의 대표와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지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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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4개 부회의 리더가 됨으로써 위원회가 여전히 시
민 주도로 진행되도록 했다. 이 시기에는 시민 중심 조직과 함께 ‘마을만들
기 창조위원회’라는 전문가 중심 조직이 구성되어 최종 결정기관의 역할을
했다.
표 4-7 문화센터 위원회 조직의 변화
년도
1996
1997
1998~1999
2000
2001
2002

위원회
시키노사토 미래의 꿈 창조 위원회(제 1 기)
시키노사토 미래의 꿈 창조 위원회(제 2 기)
문화센터 창설 위원회(100 인 위원회)
관리운영부회
건설부회
홍보공청부회
문화창조부회
문화센터 시작을 지향하는 모임
미노리마치 시키를 수놓는
문화 마을만들기 창조위원
문화센터 추진위원회
회(결정기관)
관리운영부문 기획부문 육성부문 광고부문
기획 실행 위원회

2) 포괄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차이 인식에 의한 토론 방법
모든 기획 체계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의한 시설
계획에 대한 의견과 이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활
용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과의 직접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시
키문화관 기획에서 시민 중심 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단체, 장애자 단체, 부녀자 단
체와 간담회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시민회의 등을 개최했다. 하지
만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회의를 개최했음
에도 시민 중심 조직의 위원들의 예상과 달리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 따
라서 시민 중심 조직의 위원들은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
소식지, ‘꿈의 통신’을 발간하여 지역 사회에 배포했다.
시민 중심 조직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전문단체나 일반 시민들 외에도 문화
센터의 주요한 사용 주체로서 미래 세대, 즉 어린이들의 의견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어린이들의 새로운 문화센
터에 대한 희망을 담은 작문을 모집하고 작문집의 주요 내용을 홍보지에 싣
거나 심포지엄에서의 아이들이 직접 낭독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의견을
모든 시민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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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만, 공통된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은 아이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
화센터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위해 문화를 키우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고......그럼 실제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
語制作委員会, 2002, pp. 39-40)

또한 기본구상을 위한 시민참여 위원회는 소수의 기존 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새로운 위원들 중에는 외부에서 문화센
터의 건립을 반대하던 시민과 지역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그동안 제시되지
못했던 견해나 제안이 제시될 수 있고 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보다 주체적인 기본구상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오미타마시가 속한
이바라키현의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광역권에서 문화센터의 역할에 대
한 의견이 기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게했다.
시키문화관 시민 중심 조직의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일
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그 차이
를 좁혀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시민 중심 조직의 위원
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워크숍 진행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소식지, ‘꿈
의 통신’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표현하고 가타가나로 작성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민참여의 관리운영 조례’도 최대한 자연스럽
고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려고 노력했다(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
制作委員会, 2002, p. 116). 또한 기본설계 설명회와 마을 축제에서 설계자
는 대형 도면과 모형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문화센터의 설계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대형 모형은 시민들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관
심 있는 공간을 들여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림 4-7 기본설계 설명회

그림 4-8 ‘고향 사랑 축제’ 설계성과 전시회

이미지 출처: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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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모형을 활용한 설계 설명과 검토는 시민 중심 체계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에서 시민·전문가 중심 체제나 전문가 중심 체제보다 활발히 이용되었
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참여자들의 계획에 대한 이해의 차
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3) 담론의 형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체험 중심의 검정
시키문화관의 시민 중심 체계에서도 시민위원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제
안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을 검정하기 위해 홍보지, 설문조사,
시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위원회 외부에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 했다. 하지만 전문가 중심 체계에서만큼 많
은 시민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거나 설문조사 결과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하지 않았다.

그림 4-9 주민위원회의 의견수렴 방법

시민 중심 체계에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은 기존 시설에 대한 참여한 시민
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나 형
태의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시설견학과 대형 모형을 통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체험은 시민들이 새로운 제안을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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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시설 견학 및 기본설계 검토용 모형 사진
이미지 출처: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하지만 여전히 제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체험 중심의 검정은 위원회
에서 새롭고 강력한 제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이에 대해 오노
마사루(大野 勝, 編. 日本建築学会, 2004, pp. 105-109)는 “건축적으로 좋
은 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며.....주민 참여 때문에 좋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민 의견 수렴
과 체험 중심의 검정이 가진 한계는 창의적인 설계를 위한 의지에 의해 극
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4) 성찰적 비판에 의한 합의 유지
시키문화관 기획의 시민 중심 체계에서 시민 중심 조직은 지속적인 성찰
적 비판과 제안이 용이하도록 시설의 용도나 기능을 특정하기보다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의 사항들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기본구상
에서 시민 중심 조직은 보고서에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견들을 포함하고 대
홀을 두개의 대안(1안: 600~800석, 2안: 1,000석)으로 제안하였지만 소홀
은 객석의 형식만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참여 위원회는 기본구상 수립 이후
설계공모에서도 최소한의 조건만을 제시함으로써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 안
에서 설계자의 창의적 제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설계자
를 기본구상 이후 선정한 것은 설계자가 위원회와 함께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기본계획 이후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보다 합의된 내용
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시민 중심 조직은 문화센터의 준공
이후 그동안의 기획 과정을 기록한 건설 기념지를 출판하였으며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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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
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설 기록지에는 “어려운 재정 상활에서 ‘상자건물’
이라는 시설을 만드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인접 지역에 큰 문화센터가
있다” 등의 문화센터의 건립을 반대하던 시민들의 의견들까지 자세히 기록
되어 있다.
“.. 나는 친구에게 "미노-레"의 설명을 시작했는데...... 내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
다. 내가 올 사월에 "미노-레" 이야기를 듣고 이 기획에 참여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오래 관여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르는 것은 많지
만 모르기 때문에 제시할 의견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문화센터 반대파이기도
하다.” – 참여 시민의 의견(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162)

시키문화관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건설 기록지에 수록되었을뿐만 아
니라 기획 초기의 기본구상에도 포함되어 기본계획과 설계단계에서도 재논
의되며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설계 과정의 참여는
운영계획과 준공 이후의 사업 기획과 운영의 참여로 이어져 기본구상의 이
념이 시설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는데 기여했다.
한편 기획과 설계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적 비판과
재논의는 오노 마사루(大野 勝, 編. 日本建築学会, 2004, pp. 105-109)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해서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큰 부
담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오노 마사루는 아직까지 설계비에 참여에 의해
추가되는 시간과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를 도입
하는데 주저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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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
나가노(長野)시 시민회관은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 참여가 일반적이었던
2000년대 후반의 사례 중에 하나로서 사업 초기에는 전문가 주도적으로 기
획이 진행되다가 사업 중반부터는 시민 중심 조직과 전문가 중심 조직의 협
력으로 기획이 진행되었다. ‘나가노(長野)시 제1청사시민회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시민회관은 나가노시 제1청사와 함께 복합 건물로 건축
되어 분석 과정에서 공공업무시설과 공공문화시설에서 참여의 차이를 부분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사업 추진 과정
1) 나가노시 제 1 청사시민회관 건설사업 개요
나가노시가 기존 제1청사와 시민회관을 재건축 방침을 2008년부터 시민
간담회, 건설검토위원회, 시민회의, 시민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2010년 2월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
계를 거쳐 2013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현재 2016년 준공을 목
표로 시공 중이다.
표 4-8 건축개요
위치
대지면적
주용도
연면적
설계자

나가노현 나가노시 長野市大字鶴賀緑町１６１３番地
약 13,000 m2
청사 및 극장, 콘서트 홀, 리허설실, 연습실 등
약 5,780 m2
마키종합건축사사무소(槇総合計画事務所)

그림 4-11 실시설계 조감도 및 배치도
이미지 출처: 설계자의 실시설계보고서57

57

이외 본장에서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이미지들은 시청의 사업 관련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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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는 “청사와 시민회관의 복합 시설이라는 특색을 살린 건축”, “경관
에 대한 배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내구성 장수명 건축”의 구현이라는 설계개념으로 계획안 제안하여
2차에 걸친 프로포절 공모에 의해 최종 5개사 중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
계를 진행했다.

2) 기본방침 간담회의 활동과 제언
(1) 간담회 구성과 진행 과정
나가노 제1청사 및 시민회관 재건축을 위해 “나가노 제1청사시민회관 본
연의 모습(在り方) 간담회(이하 본연의 모습 간담회)”를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거쳐 개최했다. 간담회 위원회는 3명의 시민 공모위원, 도
시계획전문가, 건축 관련 학과 교수, 예술 관련 학과 교수, 경제전문가 등의
관련 전문가 5명, 문화예술단체 회원, 지역대표, 상공회의소 관계 단체 대표
9명 등의 17명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여부, 건설위치, 규모
와 기능, 그리고 건설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결과를 간담회 보고서로 작
성하여 2008년 11월 20일 시장에게 제출했다.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제1청사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재해 시 피난처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현재 기준의 내진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기존
의 시민회관은 40년이상의 오래된 건물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기능이
현대적 홀로 부적합하여 제1청사와 함께 재건축되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판
단했다.
제1청사의 계획에서는 제2청사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현 시민회관 자리에
배치하고 이용의 편의, 무장애, 가변성, 친환경성, 재해 대피소, 충분한 주차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였다. 시민회관의 계획에서는 추후 기본구상단계
에서 구체화하도록 대지, 중심기능, 규모 등에 대해 가능성과 범위만 제안하
였다. 대지는 현 위치나 시내에 교통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규모는
800~1,500석, 주요 기능은 다목적, 음악 전용, 컨벤션 홀 등 다양한 가능
성을 열어두어 전문가와 시민 및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및 시민
워크숍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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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담회 안건 토의 방법
간담회는 시의 담당 부서에서 기안한 일정에 따라 각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각 안건의 토의를 자료들을 스스로 조사하기보다는 시
의 담당 부서나 전문가의 의견들을 토대로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시의
관련 부서는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보고서나 시설이용 현황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위원들은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3) 간담회의 외부의견 수렴과 논의결과 보고
간담회의 개최는 2008년 3월 시장의 시정방침 공표 후 같은 해 4월 제1
청사 및 시민회관 재건축 본연의 모습 간담회 위원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시민들에게는 공모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 외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58 공식적으로 외부로부터 시민
169F

들의 의견이 전달된 것은 전 신슈대학 공학부장인 나비 타카시가 담당 부서
인 시청 총무부에 이메일로 시청의 공공시설의 내진정책에 대한 의견을 2
차례 제시한 기록이 유일했다. 소수(회의 별 1명 내외)의 시민들은 간담회
에 방청객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외의 시민들은 간담회의 내용을 제1차 회
의 때부터 꾸준히 참석한 언론사(평균 7개사)의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었
다.
반면 시의회는 매월 1차례씩 간담회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 내
용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간담회에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간담회의 성
격이 정책의 결정을 위한 회의라기보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성격을 띠고 있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시민공모로 참여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의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58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보신 분에게서 현민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전화로 받고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 우리 17 명으로 결정해야
할지 매우 고민하고 있다.”라는 제 4 회 간담회 의사 요지(p. 3)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간담회에 전달하는 방법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담회의 위원 외의 참석자는 간담회 평균 언
론사 7 개사, 시민 1 명, 시청 총무과 11 명이었으며 참석한 시민은 순수한 방청객으로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한 기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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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짧아서 기간 중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시민들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시에 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림 4-12 나가노시 제 1 청사시민회관 건설사업 검토체제(간담회 과정)

(4) 간담회 주요 안건과 쟁점
초기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시민회관에 시민들의 추억이 담겨 있고 근대
건축물로서의 건축적 보존가치가 높으므로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기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노후하여 새로운 문화활동에 부적합하
므로 재건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콘서트를 듣거나 무대에 서 있고, 거기에 몸담았던 시민의 문화적 경험
을 만들어 온 시민회관이라는 것이 형태로 남게 하여 건물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
라 그런 추억도 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제3회 본연의 모습 간
담회 의사 요지, p. 11)

하지만 내진성능에 대한 고려는 전 신슈대학 공학부장 나비 타카시이의
이메일 59 이 전달된 제2회 간담회 이후 잦아들었고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시
17F

설로서 기존 시민회관이 적절한지와 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다른 지방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악 전용 홀이 없다
는 것이다. 이는 나를 조금 당황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제4회 본연의 모습 간담회
의사 요지, p. 4

59

전 신슈대학 공학부장 나비 타카시이는 나가노 지역의 대지진 주기와 공공건물들의 수명을 비교
해 볼 때 기존 공공건물에 대한 나가노 시청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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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시민회관은 나가노시의 얼굴이다. 시의 문화를 그것을 통해 보기도 한
다. 전국적으로 문화 시설을 갖춘 곳은 나름대로 도시가 활성화하고 있다. 문화가
없는 곳에는 거리도 사람도 성장하지 않는다.” (제2회 본연의 모습 간담회 의사 요
지, p. 11)

기존 시민회관의 보존 여부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제1청사의 재건축을 위
해 시민회관의 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민회관
의 보존보다는 일부 벽체나 재료(벽돌) 등을 신축 건물에 재사용하는 것만
을 제안하고 후기 간담회에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에서 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기록에 남았다.
“시민회관에는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만, 지금의 시설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벽돌 등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시민회관 안을 제대로 개조
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3회 이상적인 모습 간담
회 의사 요지, p. 12)

그림 4-13 기존 나가노 시민회관 사진 및 평면도 60
이미지 출처: 사토 다케오(佐藤武夫)작품집(사진), 長野市公文書館便リ(v.26. 2016, 평면도)
175 F

간담회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구체적

60

사토 다케오(佐藤武夫)에 의해 설계되어 1963 년 일본 건축업협회상(建築業協会賞)을 수상한 작
품으로 시정 60 주년으르 기념하고 전국로타리컬럽 행사 및 문화적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주요 건축적 요소로는 1,700 석의 대형 다목적 홀,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전문 벽돌벽,
벽돌 내장, 넓은 계단, 상징탑 등이있다. 사토 다케오(佐藤武夫) 작품집(http://www.axscom.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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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보다는 시설이 시민들에게 주는 공공시설로서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관의 기능에 대한 언급은 후기 간담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상세한 기능에 대한 언급은 적었으며 주요 기
능에 대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들이 기능과 함께 시설의
근원적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시작한 것은 분명했다.
“매우 어려운 논란이 되는 것은, 나가노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문자가 붙어있지 않지만, 문화시설인지 여부도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제6회 이상적인 모습 간담회 의사 요지, p. 11)

표 4-9 간담회 보고서 주요내용
청사

시민회관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재건축

문화의 거점시설로서의 기능향상과 제 1 청사의
부지를 위해 재건축

대지

제 2 청사와의 근접성 고려 현재
시민회관 대지

시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대지

규모/기능

이용의 편리성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계획
미래지향적 가변성
녹지로 둘러싸인 친환경적 공간
재해 대피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800~1500 석 규모
다목적 홀, 음악전용 홀, 컨벤션 홀 등
시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시민의 자부심 고양
예술문화의 흐름을 고려
녹지로 둘러싸인 친환경적 공간
지속적인 활용

건설방법

공공재정투자

시설목적 및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

재건축여부

기본방향

타 시설이나 예술문화 관련 계획과 연계

3) 나가노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활동과 기본구상
(1)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구성과 진행 과정
검토위원회는 시민회관의 건립 후보지 선정부터 관리운영계획까지의 사업
추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었다. 위원 중에는 지역
단체대표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전에 진행되었던 간담회의 위원 4명도
포함됐다. 위원장을 맡은 나가노공업고등전문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나가
노상공회의소 부회장, 나가노시 문화예술협의회 회장, 그리고 간담회 시민공
모위원 1명이 시에 의해 다시 위촉되었다.
표 4-10 위원회 위원 구성
신임

시민공모
3

지역단체대표
4

건축전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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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1

합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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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촉

1

3

-

-

4

계

4

7

3

1

15

비율

27%

47%

20%

7%

100%

표 4-11 건설검토위원회 명단
직위
위원

성 이름
青木 由里

위원

石川 勝己

소 속
공모위원 A
NPO (劇空間夢幻工房) 이사장, 연출자
연합나가노 나가노 지역협의회 국장

위원장대리 石川 利江 나가노시 예술문화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위원

市川

위원

尾崎 明子

衛

위원장

北村 正博
伸

공모위원 B
이벤트기획 및 서비스 회사의 대표이사
나가노 상공회의소 부회장

毛涯

위원

五明 久昇

나가노 청년회의소 회장

위원

齋藤 まさ子

공모위원 C

위원

坂牛

위원

高木 直樹

신슈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교수

위원

西川 文章

나가노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위원장*

堀内 征治

나가노공업고등전문학교 명예교수
교육위원회 위원장(교육감)
나가노시 문화예술협의회 회장

위원

宮澤

博

위원

山口 元子

소위원회

나가노 관광컨벤션협회 이사장

위원

卓

비고
워크숍 16

나가노현 문화진흥사업단 사업계장

간담회, 소위원회, 워크숍
16
간담회, 소위원회 위원장, 시
민회관 재단 이사
소위원회 위원

신슈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교수

공모위원 D
나가노현 합창연맹 사무국장
* 교육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위해 2009 년 12 월 23 일 위원장 사임

설계자선정위원회 부위원장
설계자선정위워회 위원, 간
담회, 시민회관 재단 이사
간담회, 소위원회, 시민회관
재단 평위원
워크숍 1,2, 시민회관 재단
평위원

(2)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기본구상 책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건설검토위원회는 시청이 시민회관 기본구상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시민회
관 재건축에 대한 기본방침, 시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시설 기능 및 규모 산
정 자료, 시의 문화시설 운영현황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회관
에 대한 제언서”를 작성하였다.
시청은 2008년에 진행되었던 “본연의 모습 간담회”의 결과를 그대로 건
설검토위원회에 제시하지 않고 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제4차 나가노시 종
합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예술문화진흥계획 등을 반영한 “시민회관
재건축에 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검토위원회에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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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 중에는 나가노시 종합계획과 예술문화진흥
계획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1명씩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본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시청에서 간담회 보고서
의 권고사항에 따라 기본방침을 기자회견, 시청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2009년 8월까지 777건의 의견을 접수
하여 제1회 건설검토위원회 때 참고자료로 전달하였다. 수렴된 의견의 12.7%
가 제1청사에 관련한 것이었고 87.3%가 시민회관에 관한 것으로 시민회관
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까
지 많은 의견이 나온 사안은 시민회관을 재건축 여부였는데 75.5%의 의견
이 재건축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민 의견의 수렴은 시민회
관 기본구상에 관한 시민회의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때 함께 시행했던 설
문조사는 두 시설의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설문조
사 결과는 시민회관의 재건축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이 내진보강 16.6%보다
62.5%로 여전히 높았다. 시청은 시민회 회의내용과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하여 제언서를 마무리해 제6회 건설검토위원회에서 제출했다.
시의회의 의견은 시청이 시의회 회파 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매월 1회
씩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고 시청이 건설검토위원회의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회의 의견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은 건설지역에 대한 시청의 안에 대한 의견이 유일했다.

시청내부팀
시민

의견

시장

보고

보고
자료
방청

2.

의회
보고

나가노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 위원:

관련단체 7명, 전문가 4명, 공모시민 4명

그림 4-14 나가노시 시민회관 건설사업 검토체제(기본구상 과정)

(3) 시민회관 기본방침에 대한 시민 의견
시민들의 의견은 우편, 이메일, FAX, 신문 독자란 등 다양한 경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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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었으며 우편이나 직접 전달된 것이 41.3%로 가장 많았다. 61
179F

표 4-12 제출 수단별 제출자 수
전달방
법
인원
비율

우편,
직접
69
41.3%

이메일
28
16.8%

사랑
TV
20
12.0%

FAX
20
12.0%

미도리
엽서
18
10.8%

신문
독자란
8
4.8%

전화

기타

합계

2
1.2%

2
1.2%

167
100%

기존시설이나 타시설 및 기타 의견을 제외한 시민 의견의 수는 아래(표
4-13)와 같이 나타났다. 시민들은 시민회관의 기능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
을 표현하였으며 각 기능에 따라 적합한 시설의 규모가 있으므로 인해 규모
에 대한 의견을 다음으로 많이 제시했다.
표 4-13 시민 의견의 종류와 수
찬성
이유
37

반대
이유
56

건설
지역
46

건설
시기
8

시설
컨셉
19

형태·
구조
13

규모

기능

62

226

재정
계획
16

관리
운영
14

시설컨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에는 시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높은 수준의 공연감상에 대한 의견이 가장
작았다.
표 4-14 시설컨셉에 대한 의견의 종류와 수
내용

의견 수

시민이 일상적으로 부담 없이 발표나 시민 축제 등에 활용

9

문화의 중심 시설로서 모든 시민이 폭넓게 활용

3

수준 높은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을 개최

3

공연제작자의 의도나 다른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컨셉

4

시민들의 의견 중에는 형태에 관련한 지역적 모티브에 대한 언급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시의 중심적인 문화시설로서의 상징성이나 건물의 분위기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61

“시청 제 1 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재건축에 대한 시민 의견 모집 보고서(4/15~8/26)”, 나가노
시총무부서무과 제 1 청사건설실,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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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형태와 구조에 관련한 의견의 종류와 수
내용
시의 상징하는 중심적인 문화 시설로서 미래세대와 연결하는 시설
분위기 좋은 정교한 건축, 밝은 이미지(디자인)의 시설
자유로운 발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 디자인
100 년 갈 것 같은 강력한 구조와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 가능한 내부 디자인
공공시설로서 내구성이 강하고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는 디자인
독립 건물로 건물 주변에도 궁리가 필요
청사와 시민 회관을 함께 건설하고 상층부에 홀을 설치

의견 수
4
3
1
2
1
1
1

시설의 기능에 대한 의견은 시설의 켄셉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시민들의
발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컨셉과 관련한 기능인 리허설실, 분장실,
연습실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식음 시설에 대한 의견 21개와 그 중 찻
집에 대한 의견이 19개나 나온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회관의 컨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1

3

기타

옥외공간

5

주차

4

동선

8

무장애 계획

5

무대

4

상업시설

3

복합공공 시설

10

육아

19

교류 공간

21

회의·전시실

23

식음시설

31

연습실

36

분장실

24

리허설실

홀

표 4-16 기능과 관련한 의견의 종류와 수

9

전체적인 시민 의견에 대한 고찰에서 시청이 다른 공공시설보다 시민회관
에서 시설에 대한 시민의 주인의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시민의식에 대한 지
각은 이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동기가 되었다.

“시민 회관은 시민에게 빌려 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어서 이용자 관점에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인다.”

또한,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공연을 감상하고
발표할 수 있는 수준과 규모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음악전문 소홀을 추가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민회관의 개념으로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발표에 적합한 규모의 홀(소홀)
을 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쉽게 이용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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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회관 기본방침과 나가노시 종합계획과의 관계
나가노시 종합계획 기본구상은 본연의 모습 간담회에서 비교적 단순히
“문화예술의 거점”으로만 표현되었던 기본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나가노시의 교육문화, 도시재생, 산업경제, 환경 등의 정책 분야에서 시민
회관의 역할을 7가지로 정의는 건물의 기능, 성능, 상징으로 표현되는 가치
유형과 유사하게 “문화예술의 거점”, “활기찬 교류의 거점”, “환경건축의 거
점”이라는 3가지 이념 62 으로 수렴되었다. 본연의 모습 간담회에서 시설의
180F

독립적인 기능만이 강조됐지만 기본방침에서는 교류와 환경에 대한 이념의
강조되며 시설의 도시와 사회에서의 역할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기본방침
을 수립한 시청 내부의 프로젝트팀은 시설 이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시설
의 정체성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규정하려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났다.
표 4-17 시민회관 기본방침의 나가노시 종합계획 기본구상과의 관계
제 4 차 나가노시 종합계획

시민회관 기본방침

정책의 축 (7 개 중)

정책 (27 개 중)

풍요로운 사람과 다
양한 문화가 빛나는
마을

여유와 윤기를 느낄 다채로
운 문화창조와 계승
풍부하게 배워가 사회의 형
성
차세대를 짊어 질 인재의
육성과 환경 정비
활기와 활력을 낳는 관광 ·
컨벤션 추진
매력과 활기 넘치는 상업의
진흥
생생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의 추진

생생한 산업성장과
활력 넘치는 마을

다양한 도시활동을 지
원하는 쾌적한 마을
풍부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마을

자원이 순환하는 환경 공생
도시의 실현

이념
문화예
술의
거점

활기찬
교류의
거점
환경건
축의
거점

62

방침
 질 높은 문화예술감상의 장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 육성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예술활동

 충실한 연습 환경, 분장실 등
 개방적인 로비 등의 교류 공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서 코너 등

 나가노시를 상징 경관디자인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 등

마츠모토 문화회관의 관장이기도 한 위원장은 제 1 회 건설검토위원회의 맺음말에서 문화회관이
가져야 할 세가지 요소로써 “Symbol”, “Mission”, “Energy”를 제시하였는데 “Symbol”은 “환경건
축의 거점”과 “Mission”은 “문화예술의 거점”과, “Energy”은 “활기찬 교류의 거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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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회관 기본방침에 대한 시민 의견
시민들의 의견은 2009년 4월 15일 “기본방침에 대해”라는 기사를 시정
홍보지 게재를 시작으로 시정 방침에 대한 시민회의 63 , 전단지, 시민강좌,
18F

설문조사 등을 통해 12월 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모집하였다. 모집결과 총
375명의 시민이 1,244건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중에 시민회관에 관한
것은 276명의 971개의 의견이었다. 시민들은 시청에 대한 의견이 전체 의
견의 약 22%인데 반해 시민회관에 대해 의견은 약 78%로 나타나 시설의
이용자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규모와 기능에
대한 것이 15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존시설을 존치하고 내진보강을
하여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61개로 나타났다. 기존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해 관심은 건물의 안전성과 함께 재건축에 따르는 재정부담, 기존
건물의 문화적 가치에 관련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4-18 시민 의견의 항목와 내용
항목

의견 수

주요 내용

내진정책

61

내진개축의 비용과 효과, 기존시설의 사용 연한

기본이념

51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관계, 이념의 명확성

건설기간

8

재건축으로 인한 시설 유휴기간에 대한 대책

규모 및 기능

154

홀의 기능과 좌석 수, 부속실의 종류, 이용의 편의성

환경

6

환경친화건축의 필요성, 녹지공간의 확보

재원

12

합병특례채의 활용 가능성과 시의 재정부담 정도

운영

27

운영계획 수립의 중요성, 운영주체

건설장소

25

시청과의 합축 여부, 도시재생, 대중교통 이용과 편의성

건축비

11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대지위치에 따른 건축비의 차이

정보제시

18

사업관련 정보의 공개와 홍보의 중요성, 의견수렴 방법

기타

13

타 문화시설의 활용, 부족한 시내 주차장에 대한 대책 등

기본이념에 대한 의견은 시민회관이 가져야 할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정체
성에 대한 의견으로 도시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63

시는 2009 년 11 월 16 일 시민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재건축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약 400 면의 참석자 중 120 면이 설문에 답하였으며 그 중 14 명이 내진보강하여 기존 문화회관
을 계속 사용하자고 하였고 80 명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11 명은 더 이상 시민회관이 필
요하지 않음으로 폐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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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기본이념에 대한 시민회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회관 기본방침

시민 의견

전체

어떤 시민회관 원하는지 기본 이념을 명확히

1

문화예술의 거점

문화 예술의 진흥에 연계

13

시 제도 90 주년 기념 문화시설 건립기금 활용

2

시민 발표의 장

7

· 질 높은 문화예술감상의 장
·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 육성의 장

의견수
1

25

·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예술활동의 장

질 높은 공연을 개최 시설

3

활기찬 교류의 거점
· 개방적인 로비 등의 교류 공간

도시문화 발신거점, 중심시가지 활성화 거점

12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살린 시민 회관.

3

환경건축의 거점
· 나가노시를 상징하는 경관디자인,

나가노시의 상징이 되는 홀

8

8

기타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향상 단절
나가노시의 미래 구상 부재

1
1

2

15

기본구상 단계에서 수집된 시민들의 의견을 기본이념에 대한 의견들을 감
상, 발표, 연습, 교류, 기타 등의 용도로 구분하여 분류(표 4-20)해보면 시
민들이 시민회관에서 고급 문화공연을 감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의 공연
에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이념의 각 요소에 대
한 언급은 “고급문화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1,500석 규모의 음악전문 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처럼 시설의 기능구성과 규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나
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64
182F

표 4-20 주요 기본구상 요소별 시민 의견의 수
감상

발표

53

60

기본이념
수련
교류
24

27

기타
14

기능 및 규모
접근성 내부환경 기능구성 규모 도시재생 문화상징
44

55

59

52

16

12

시민들이 기능구성이나 규모와 함께 시설의 이용편의성과 관련된 접근성
과 내부환경에 대해 의견들을 특히 많이 제시했다. 이는 시민이 다른 공공
시설에 비해 문화시설에서 직접적인 이용자로서 계획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
을 제시하려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주목하는
시설이 가지는 도시재생의 촉매 역할이나 도시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상
징적 건축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의견을 제시했다.
64

하나의 의견에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는 의견들이 많아 의견 수를 집계한 표 4-19 와 시설에 대
한 요소를 기준으로 의견 수를 집계한 표 4-20 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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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회관에 대한 제언서” 작성을 위한 건설검토위원회의 경과
전체 27회 중 처음 8회의 건설검토위원회는 기본방침을 토대로 시민회관
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논의의 결과를 “시민회관에 대한
제언서”로 나가노시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심의 안건들을 기존
기본방침에 대한 논의, 시청 사무국에 의해 수집된 기술적 자료와 시민 의
견에 대한 검토, 건설 후보지에 대한 평가로 크게 나누어져 진행했다. 건설
후보지에 관한 검토와 평가는 제3회 위원회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제
5회부터는 시설의 기본이념과 규모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
다.
표 4-21 제안서 작성을 위한 건설검토위원회 회의일정 65(2009 년)
183 F

일정
제1회
8. 31
제2회
9. 16
제3회
9. 24
제4회
10. 19
제5회
10. 28
제6회
11. 24
제 7 회
12. 16
제 8 회
12 .22

기본방침
지금까지 검토경과 확인
“본연의 모습 간담회”보고

주요 심의 사항
시민 의견
기본방침에 접수된 시
민 의견 현황

재건축 기본정책 확인

건설 후보지

회의록

건설 후보지 시찰

○

프레젠테이션 평가방법
공개 프레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 결과 협의

○

선진사례답사

X

기본이념,
규모 및 기능

○

규모 및 기능

시민 의견과 설문조사
집계결과

환경대책, 운영관리,
규모 및 기능
제안서(안)의 내용확인

○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관해

시민 의견 분석 및 검
정 결과

X
X

제1회 건설검토위원회는 2009년 8월 31일 위원 15명 외에 시장과 시청
관계자 11명, 8개 언론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회관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먼저 시민
회관 후보지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에 대
65

“시민회관에 대한 제언서”, 나고야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2010. 1., p15, “나고야시민회관 건설
검토위원회 개최경과”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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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을 듣고자 하며 의견을 참고하여 건설지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인사말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안건에 대한 결정
보다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났다.
위원회의 진행은 먼저 시청 사무국이 논의자료를 설명하면 위원들이 그와
관련한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위원회 시작과 함
께 사무국이 현재까지의 재건축사업 추진경과를 설명하였고 위원들은 먼저
사업추진의 근본적인 요소인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학교시설 등
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의 처리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위원회가 재
건축을 전제로 진행된 것이지만 위원들은 여전히 사업의 근원적인 요소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66 또한, 건설지 선정과 관련하여
184F

건설지가 재개발지역일 경우 시민회관의 설계가 재개발조합에 의해 진행될
때 위원회의 논의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지와 상업시설과 복합시설로 건설될
때의 문화시설로서의 이미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 위원들은 정
부지원금(합병특례채)의 확보 가능성, 건설지 선정에서 대중교통 편의성의
중요도와 평가방법, 설계자 선정방법, 홀의 규모와 성격 등에 다양한 사항에
대한 시청의 입장을 물었다.
질문과 답변 중에 시청과 위원들이 시민회관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
여주었는데 시청은 건설지 선정에 있어 대중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한 위원 67은 관람객, 출연자,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한 차량통행이 더 중요하
185F

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견해차는 위원회의 초기부터 있었던 시민회관을
공연 전문가나 애호가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과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중심으
로 시각 차이에 의한 것으로 구상과 계획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건설 후보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던 제2회 위원회는 두 개의 회
의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회의는 평가방법에 대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회
의는 각 후보지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질의를 하는 회의였다. 첫 번째 회
의에서는 위원들이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보충 자료를 요청하고 평가를
한 차례 더 실시해야 하며 각 후보지의 계획이 상위계획인 나가노시의 도시
계획 마스터플랜과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중요하게 평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66

위원의 의견 중에는 기존 문화회관을 철거한다는 시청의 기존 입장을 존중하지만 간담회에서 언
급된 기존 문화회관의 건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남겨 새 건물과 일부가 되도록
건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67
타 문화시설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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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후보지 평가항목
평가의 관점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항목

마을만들기의 전체구상과 시민회관의 연계

마을만들기에 대한 생각

마을만들기의 효과

사업계획

시민회관의 배치 등의 조건

배치계획
공정표 (조기실현 가능성)
자금계획
권리자의 협력 상황

사업계획 실현성

보류지 처분의 개념
완성 후의 시설운영
출처: 나가노시 “나가노시민회간건설후보지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자료 참조

하지만 회의 중에 기존 후보지 외의 다른 지역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거나
후보지의 제안 내용과 평가 방법이 지나치게 재개발 사업 중심이라는 비판
하는 의견이 대두하여 각 후보지의 시민회관 기능이나 역할을 중심으로 후
보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문화예술진흥
의 거점이라는 시민회관의 역할이 도시재생 촉매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들은 이후 후보지에 대한 결정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
의 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시민회관에 대한 제언서”에 담아 제출했
다. 제언서 제출 이후 위원회는 시의 요청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한 번 곤도지구와 현재 위치를 평가하여 최종 곤도지구를 추천하였다. 시청
은 곤도지구를 건설지로 선정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시의회 회
파 68 총회의 결정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결국 현재 위치가 최종 선정되었
186F

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건설지 선정에서는 예산의 승인권이 있었던
시의회의 의견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회의는 방청객 약 110명과 함께 나가노 역전지구, 곤도지구, 현
재 위치 순으로 후보지의 발표를 들은 후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질문들은 각 후보지의 계획에서 시민회관과 주변 지역이 어떻게 연
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특
히 공연이 없는 시간에 시민회관의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
했다.
시민회관에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대한 대책으로 곤도지구 후보지 발표자

68

한국의 정당 또는 원내교습단체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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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회관을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개방적인 시민회관에서 항상 사
람들이 모이는 복합적인 시설”이나 “휴식의 장소가 되는 시민회관을 만들어
중심 시가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나가노 역지구의 발표자는 “회유성 69 ”을 높이고 “나가노 다운”이라는 계
187F

획 개념을 통해 시민회관과 주변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제안
하였다. 위원회의 “회유성”과 “나가노 다운”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달라는 요구에 발표자는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골목 공간으로
“회유성”을 강화하고 “나가노 다운”을 구현하기 위해 마을과 상업시설 속에
서 작은 마을을 연출하거나 부분적으로 기존 마을의 거리를 그대로 남겨 계
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림 4-15 곤도지구 배치계획

그림 4-16 나고야 역전지구 배치계획

이미지 출처: 후보지 공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두 지구의 제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시민회관의
성격은 도심 활성화의 촉매로서 항상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열려있고 주변 시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문화공연 외에도 다양한 시민활동
을 담을 수 있는 공공공간의 성격이다.
“전국적으로 시민 회관은 시민 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벤트나 콘서
트가 없는 때에 도깨비 집이 되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도 만들지 않았다. 콘서트가
있으니까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시민회관에서 항상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69

물고기와 고래가 산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성질 또는 쇼핑객이 매장이나 상가를 배

회하는 성질, 디지털 대사전(デジタル大辞泉), http://dictionary.goo.ne.jp/ 2015 년 8 월 27 일 검색
- 131 -

제 4 장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의 특성

낮에도 아침이라도 사람이 있는 복합적인 시설이다.” 70
18F

현재 위치를 후보지로 하는 안은 시청 사무국에서 준비하여 설명했는데
앞의 두 지구 중 한 지구가 선정되었음에도 재개발 사업의 문제로 건설지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안이었다. 이 안은 기존의 시민회관 대지에
시청 제1청사와 시민회관이 물리적으로 함께 건설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
토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나 이후 건설지가 현재 부지로 최종 결정된 계획
안과 매우 유사하다.

그림 4-17 현재 위치 게획안 투시도

그림 4-18 현재 위치 게획안 1 층 평면도

이미지 출처: 시청의 후보지 공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공개 프레젠테이션 후 실시한 방문자 설문에서는 시청의 의도와 달리 후
보지로 현재 위치를 선호하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게 나왔다.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전지구를 선택한 사람이 9명을 가장 많았지만 현
재 위치를 선택한 사람도 5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19명임으로 통계적
의미는 적었지만, 역전지구나 군도지구를 선호하는 시청의 방침에 대해 위
원들이 다시 한 번 의문을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 4-23 시민회관 후보지 설문조사 결과
지역

응답자

의견

나가노 역전지구

9명

나가노시의 얼굴 역할

군도지구

3명

도시 전체에 활기를 제공

현재 위치

5명

시청과 함께 이용 가능하고 재개발 위험요소를 제거

제3회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방침의 규모, 시기,

70

“나가노 시민회관 건설후보지 공개 프레젠테이션 질의요지”, p18, 곤도지구 발표자 답변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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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청 사무국은 회의를 위해 중심시가지 통행량 조사 자료, 공개 프레젠테이
션 방문자 설문내용, 타 시설의 기본계획, 시민회관의 기본계획 항목(안) 등
의 자료를 제공했다.
제3회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기본방침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나온 시민회
관의 성격이 다목적 홀이어야 하는가였다. 위원들은 “수준 높은 클래식 콘
서트의 개최가 가능하고, 컨벤션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라는 개
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음악전문 홀에 부가적으로 컨벤션 기능을 부
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류공간, 정보코너, 전시공간 등
의 공간보다는 다양한 크기의 리허설룸과 연습실, 50명에서 100명 규모의
실험적인 연극과 음악공연 할 수 있는 장소, 창조활동센터 예술지원센터 등
의 시민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에 더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지 선정이나 기본방침에 대한 제3회 위
원회의 대다수 의견은 제1회 및 2회와 마찬가지로 시민회관이 음악전문 홀
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표 4-24 건설검토위원회 의견의 흐름
구분

기본방침

시민 의견

검토위원회의 의견(1 회~ 3 회)

기본
이념

문화 예술 거점
성황 교류 거점
환경 건축 거점

시민이 일상적으로 부담 없
이 활용, 문화의 중심시설
로서 폭넓게 활용, 질 높은
공연 개최

시의 문화예술진흥의 거점, 나가
노의 문화력을 높이기 위한 거
점, 시민의 문화예술창조활동을
지원의 거점

음향효과를
고려한
1500 석 다목적홀

1500 석의 다목적홀 또는
1500 석 이하 음악전용 홀

음악전용 홀 또는 실질적 음악과
연극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

다기능 소홀, 리허설
실, 분장실, 시민갤러
리, 정보도서코너

시의 심볼이 되는 문화시설
소홀 병설, 리허설실, 분장
실, 연습실, 주차장

다양한 크기의 리허설 룸
실험적 연극과 음악, 스튜디오
공연할 수 있는 장소

환경
대책

환경 영향을 최대한
배려한 첨단시설

푸른 지구환경의 부드러움
을 도입한 시설

열섬현상에 대응하는 시설

운영
관리

태양광발전 등 도입
으로 유지 관리비를
크게 절감

시민의 발표회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낮은 요금 설정
사용자의 입장에서 운영을
대원칙

창조적활동(예술지원)센터
시민으로 구성된 음악감독, 연극
감독에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 권
한부여

문화시설건립기금,
합병특례채
활용을
전제

합병특례채 활용에 찬성 또
는 반대

합병특례채에 구애 받지 않고 오
랜 기간 검토, 필요한 부분의 비
용을 삭감되지 않게

규모
·
기능

재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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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장소

나가노 역전지구, 곤
도 지구, 현재 위치

시민이 모이기 쉬운 교통편
이 좋은 곳

시의 문화예술진흥의 거점

출처: 제 5 회 나가노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자료, “기본방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은 제4회 위원회 때 유사사례에 견학을 다녀오고 5회 위원회부터
는 시민회관의 기본이념과 규모 및 기능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3회까지
의 위원회가 시청사무국이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
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왔던 반면 5회 위원회부터는 주어
진 자료를 참고로 하고 제시된 사안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5회와 6회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유사사례 견학의 경험과 시청 사무국
에서 제공한 시설규모 시뮬레이션 등의 자료를 통해 시설의 규모와 건설비
용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홀의 기능과 부속실의 종류 등 보다 구체
적인 사안들까지 논의했다.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일부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구체적이고 강하게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림 4-19 시민회관 시설규모 시뮬레이션
이미지 출처: 시청 사무국에서 제 6 회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5)

위원회에서 녹지에 대한 의견들은 주로 나가노시의 부족한 녹지면적에 대
한 인식에서 나왔다. 나가노현은 전체적으로 녹지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
지고 있지만 나가노시는 녹지가 매우 부족했다. 그로 인해 후보지 선정과정
이나 시민회관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녹지면적의 확보가 꾸준히 중
요하게 언급되었다.
“이상을 말씀드리면, 녹색 공원에 문화 홀이 있고, 그 공원 근처에 상가라던가 레

- 134 -

4.2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민 전문가 협업 체계

스토랑이라던가 있는 공간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가노 시내에는 녹색이 정말 적다.
가끔 치후산(地附山)기념공원에 가서 시내를 보면 도시에는 거의 녹지가 없다는 것
을 실감한다. 환경을 생각하면 주변에 보이는 녹지를 원한다...... 따라서, 나는 녹지
에 있는 문화시설을 희망한다.” 71
189F

특히 건축과 도시환경 전문가인 신슈대학의 타카 나오키(高木直樹) 교수
가 건설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이후 설계자 선정위원의 부위원장까지 맞으
며 각 단계별로 적절한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친환경 건축의 개
념이 최종 설계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다. 그는 2006년 나가노 역과
주변 지역을 재개발할 때 “이곳을 숲으로 만들자”라고 한 건축가 미야모토
타다나가(宮本忠長) 72 의 제안을 소개하며 시설의 규모는 비록 적어도 숲이
190F

많은 시설이 결국은 더 좋은 시설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회의는 2009년 11월 16일 시민 중 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 5명과
반대하는 사람 5명을 토론자로 하고 시장을 비롯한 시청관계자 12명이 참
석한 가운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들
의 의견과 건설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시의
회와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혀 재건축 정책에서 시민회의 중
요성과 시의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찬성하는 시민 토론자들은 나가노시의 지역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 시민들
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합병 때문에 발전한 나가노시의 성격을 상
징하는 음향성능이 우수한 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의 목재를 사용
하고 1,500석 규모의 메인 홀과 전망레스토랑, 야외 음악당, 광장 등 다양
한 부속시설을 갖춘 시설이 제안되었다.
“나가노시는 문전 마을로서 발전해 온 도시입니다. 여기 수십 년 통합을 거듭해
큰 나가노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지금의 나가노시의 성격이라는 것을 뭔가
잘 말할 같은 장소로 나가노 시민회관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어떤 통일된 것이
이념으로 이 나가노 시민회관에 통합되어도 좋은 것이 아니냐는 입장에서 나가노
시민회관의 재건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사쿠라이(桜井, 시민 토론자)
1F

반대하는 시민 토론자들은 기존 시민회관이 시를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로
서 보존의 가치가 높고 내진 보강이 가능함으로 시의 재정을 도서관 등의

71
72

제 5 회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회의록(議事要旨)
기존 시청사와 시민회관의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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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하며 1,500석 규모의 대형 홀의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 중에는 시민회관을 재건축하지 않고 73
192F

야외 음악당이 있는 녹지 공원을 조성하거나 미술 관련 시설 확충하자는 의
견도 있었다. 도심재생을 위한 시민회관 재건축의 필요성은 사회자의 질문
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유일하게 언급되었다. 시장은 야간에 도심에 사람
들이 모여들게 하는 시설로서의 시민회관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
일반 시민의 발언 시간에는 시장이 재건축을 전제로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건설지역 선택해야 한다거나 음악 외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공약으로 재
건축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74 재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
193F

은 내진보강의 기술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기존 건
물을 내진보강 할 것을 주장했다.
시에 제출한 제언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회의인 제6회 회의는
위원과 시 관계자들 외에 시민 5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회의는 먼저 이
전에 개최되었던 시민회의 75 의 경과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쟁점이 되었던
194F

재건축을 하는 대신 “내진 보강(개수)를 실시하면 좋지 않은가?”와 “합병특
례채를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미 간담회와 시의 방침으
로 두 사안은 결정된 것을 전제로 위원회가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
의 논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시민회의가 재건축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위원회가 논의 중인 사항
에 대해서는 생산적이지 못했는데 이는 기획과정에서 정해진 요소가 적고
논의에 체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혼란의 결과였다. 시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시민회관 재건축의 예산 76 을 합병특례채를 사용할지 아니면 지역재개
195F

73

시장은 답변에서 시민회관의 패쇠는 시의회의 2/3 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
우 낮음을 밝혔다.
74
시장은 “이를 (선거)쟁점화 하면 앞으로의 시장의 손을 묶어 버리기” 때문에 정책을 “백지에서부
터 검토”하기 위해 공약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75
건설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시의 요청으로 시민회의의 사회자(코디네이터)를 맡았었다는 언급으로
시청이나 일반시민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시에서의 요청이 있어 시민회의의 코디네이터를
수락했다. 건설검토위원회의 입장이 있어 진행(코디)을 하기 어려웠지만, 중립의 입장에서 맡아주었
다.” 제 6 회 위원회의 위원장의 모두발언 중에서
76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가운데, 부족한 것은 건설지역을 시가 알릴 수 없는 점이었지 아닐까?
핵심은 예산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1 청사와 시민회관의 건설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도시가 답변에 약간 어려워하는 것이지만”-시청 사무국의 답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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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업을 통해 건축할 것인지를 여전히 논의하고 있었기에 시민회의에서
재건축 방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문제와 내진 보강에 대한 논의는 시청 사무
국에서 이전의 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전문가인 한 위
원은 시민회의의 시민 의견과 관련하여 내진 보강의 효과를 통한 건물의 수
명연장에 대한 시청의 예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시청 사무국은 “콘크
리트의 중성화 문제”로 인한 영향을 들어 내진 보강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청 사무국은 기존 청사의 협소한 공간과 나가노시의 환경정책
과 관련하여 재건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 하나는 나가노시의 입장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CO2를 삭감하는 것이 지상 명
제가 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 시민 서비스 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개축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본연의 모습 간담회에서도 논의해 주셨다.”

위원회는 시청 사무국으로부터 정리된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설
명을 듣고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위원장은 지난
위원회에서 규정한 메인 홀의 규모와 성격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견해를 물었고 토론 후 800석에서 1,000석 규모의 음악전문 홀과 함께
1,000석 이상의 규모에 약간 다목적 홀의 성격을 갖춘 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의견이 달라진 것은 시청 사무국이 제시한 1,500석의 다목적
홀로 방침을 정했던 근거와 중층의 객석 배치로 음향성능이 우수한 다목적
홀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위원들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시
청 사무국에서 제출한 “시민회관 홀의 이용현황”에는 2007년과 2008년에
개최된 1,000석 이상의 좌석 수가 필요한 행사가 각각 24회, 24회 있었다.
위원회 위원들은 “전몰자 추도식”이나 “합동 성인식”등의 대규모 행사들을
실내체육관이나 시내 다른 문화 홀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
관료나 설비조건의 문제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민회관을 다목적 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집회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
를 대표하는” 위원과 “컨벤션에 종사하는” 위원에 의해 그동안 불필요하다
고 제외되었던 전시실과 회의실이 다시 부대시설에 포함되었다.
“나는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에 선정되었지만, 별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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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을 주장하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언하지 않았지만, 보고가 진행되면
서 꼭 문의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이 있어 발언하기로 했다. 현재 시민 회관
홀 연간 가동률은 38.7 %로 나타나고 있다. 집회실의 가동률은 63.7%로 소규모 집
회나 전시에 이용되어 가동률이 높다.” - 제6회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회의록

이와 같이 그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이 주목 받게 되는 현
상은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에 소요되는 긴 시간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5 나가노시의 시민회관 기본방침과 제 6 회까지의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비교
시청이 제시한 기본방침

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인간과 환경 친화적인 문화창조의 무대

인간과 환경 친화적인 문화창조의 무대

문화예술의 거점
질 높은 문화예술감상의 장

풍부한 마음과 다채로운 문화를 키우는
"문화 예술과의 만남의 장”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 육성의 장

아이들의 “문화 예술 육성의 장”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예술활동의 장

나가노시의 문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가노를 상징하는 문화예술의 거점”

기본이념
활기찬 교류의 거점
· 개방적인 로비 등의 교류 공간

시민이 모여 활력 넘치는
'활기찬 교류의 거점"

환경건축의 거점
· 나가노시를 상징하는 경관디자인,
·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등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환경건축의 거점”

환경대책 환경 영향을 최대한 배려한 첨단시설

녹지 속에 있는 열섬현상에 대응하는 시설

음향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1500 석 규모 · 1 안: 800 ~ 1000 석 규모의 홀
다목적 홀
· 2 안: 1300 석 규모 이상의 홀
800 석 규모의 음악전용 홀
1,000 석 규모 이상 채산성 높은 홀
성인식 등의 행사를 위한 집회기능
집회기능도 배려한 음악전용 홀
규모 및 다기능 소홀
기능 등

· 300 석의 홀
300 석 규모의 연극 전용 홀
50 명 정도의 연극을 위한 홀
큰 홀에서 무대가 멀어져 연극에 불편

리허설실
충실한 연습환경이나 분장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도서코너,
시민 갤러리 등

리허설실 (무대 크기), 연습실 (대중소 10
개 정도), 대기실, 소규모 집회실 (겸 전시
실), 탁아실, 모자 실, 실험적인 연극과 음
악을 위한 작은 스튜디오, 버스정류소

위원회는 기본구상 보고서에서 3개의 후보지 중 곤도지구가 다른 후보지
보다 나가노 시민회관 기본이념의 실현 가능성, 마을만들기 효과, 재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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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공 가능성 등이 높은 점을 들어 곤도(権堂)지구를 추천했다. 또한,
위원회는 사업자가 시민들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 기존
상업시설을 존속하고 주차장을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림 4-20 곤도지구 마을만들기 구상（안）
이미지 출처: 2009 년 12 월 곤도지구재개발연구회 자료

4)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 활동과 기본계획
(1)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 개요
나가노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은 2010년 6월 시작하여 2013년 4월까지
총 55회에 개최되었다. 기본계획은 제1회부터 17회(2011년 4월 22일)까
지의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로 만들어져 시청에 제출됐다. 워크숍 위원들
은 이 기간에 매회의 워크숍 내용은 뉴스레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으
며 제11회까지의 내용은 “시민 워크숍 제언”이란 이름으로 시장에게 제출
하였으며 시의회 특별위원회에는 제12회까지의 워크숍 진행상황을 정리하
여 보고했다. 이 기간에 워크숍의 결과로 기본구상에서 2개 홀(메인 홀 1개,
서브 홀 1개)이었던 것을 3개 홀(메인 홀 1개, 서브 홀 2개)로 변경되었다.
제17회에서 기본설계안이 제출된 37회(2012년 5월 29일)까지의 워크숍은
시민회관의 운영과 관리 방법에 관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공모를 모집한 시민 40명과 건설검토위원회 위원 5명으로 구성
되었다. 위원들은 간담회나 건설검토위원회 위원들과 달리 교통비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 참여한 시민 중에는 도시의 예술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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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는 시민, 마을만들기나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시민, 나가노시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시민과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다. 매회 워크
숍에는 시민들 외에 시청의 관련 부서 직원들과 언론사들도 참석했다.
일자

2010
1

4

7

2011
10

1

4

2012

7

10

1

4

7

2013
10

1

4

단계
기본계획

운영관리

기본설계

사전행사/운영

11 ~12회, 시장보고(10.21) 
시의회 특별위원회 보고 (12.06) 
17회, 기본계획(4.22) 
28회, 설계자의 기본설계 재언서 제출(11.9)  41회, 기본설계(8.10) 


그림 4-21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 일정과 주요업무

워크숍은 약 2주에 1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진행은 시청을 대신하여
2010년 5월 25일 공모로 당선된 극장 컨설턴트가 맡았다. 극장 컨설턴트
(시어터 워크숍, シアターワークショップ 77 )는 워크숍의 기획과 진행 외에
196F

홀 관련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회의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였다.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대안이 제
시된 경우 선호하는 대안 별로 팀을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여 전체 위원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단계별 워크숍의 결
과는 합의된 의견 외에 합의되지 않았던 의견들까지 포함하여 제언서의 형
태로 시장과 시의회에 각각 보고되었다.
시민 워크숍의 주요 업무는 기본구상에서 규정된 기본이념과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시민회관의 구체적인 역할(사업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배치 등에 대한 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단 규모는 기본구
상에서 제시된 전체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78 각 실의 기능적 특성
197F

77

“1983 년 설립되어 종합 공연예술센터 및 시민의 활동거점이 되는 지역 극장, 혹은 다목적 가변
극장 등의 계획, 시설의 구상부터 운영계획 수립 및 지정관리자 선정 지원, 시민 워크숍 등을 업무
를 수행” 회사 홈페이지(http://theatre-workshop.co.jp)
78
기본계획에서의 전체 연면적, 10,780 ㎡는 워크숍의 진행과정에서 서브 홀 1 개와 다양한 부속시
설들이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홀과 서브 홀의 규모가 줄어들어 기본구상에서의 전체 연면
적, 11,100~11,500 ㎡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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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하였다. 기본구상에서의 전체 규모는 사업예산 산
출의 핵심 근거였기 때문에 이후 논의의 기준틀이 되어주었다.
기본이념의 항목 중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환경건축의 거점”
은 시청의 담당 부서가 원안을 만들고 시민 워크숍은 그 업무에 협력하고
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환경건축의 거점”에 관련된 업무는 시청이 환
경 정책적 측면 안을 만들거나 선정된 건축가에 의해 환경기술이나 경관과
관련한 건축 조형을 제안하게 되어있었다.
표 4-26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항목별 업무 주체 (출처: 시민 워크숍 자료)
항목
제 1 장 배경

기본구상 시민 WS 시청 PT

1 시민센터 주변 상황
●
(1) 나가노시민회관 현황 (이용자 수, 사용률 등)
●
(2) 공공홀 현황(시내 및 주변 시의 주요 공공홀의 특징 등)
2 시민 회관 재건축에 관한 검토 경과
●
· 건설검토위원회 등의 검토, 기본구상 수립 등
3 상위 계획과의 위치관계
ᆞ제 4 차 나가노종합계획, 나가노시문화예술진흥계획 등
제 2 장 새로운 시민회관의 기본개념
●
1 기관의 임무 (기본이념, 개념)
2 예상되는 사업내용 및 효과
(1) 풍요로운 마음과 다채로운 문화육성 「문화예술과의 만남의 장」
(2) 어린이를 「문화예술 육성의 장소」
(3) 나가노 문화력 향상을 위한 「나가노를 상징하는 문화예술 거점」
(4) 시민들이 모여 활기 넘치는 「번화한 교류의 거점」
(5)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환경건축의 거점」
제 3 장 시설 정비의 기본방침
1 시설 개요
●
(1) 홀과 각 실의 규모
(2) 홀과 각 실의 기능
(3) 영역 구성 이미지
(4) 홀 등 동선계획 (관객, 출연자, 반출입 동선) 방향
(5)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 쾌적성 등의 정책
(6) 기타 부대시설 (주차장,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
2 환경 보호 기능
●
제 4 장 운영 관리 (운영 방침, 운영 주체 등)
제 5 장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 (향후 과제 및 진행 방식 등)
◎: 주체적 원안 작성, ○: 협력 및 검토, ●: 기본구상에서 방향성 등의 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본계획 제언서 작성을 위한 시민 워크숍 진행과정
워크숍 매월 2~3회 개최되었고 전체 45명의 위원 중 30명 내외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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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인원수는 점차 줄어 제12회 워크숍에 22명으로
까지 내려갔다. 워크숍에는 진행을 돕기 위해 5명 내외의 극장 컨설턴트 직
원이 참석했으며 시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6명 내외의 시청 서무과
제1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건설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제12회까지의 워크숍 기간 중 건설검토위원회와의 교류회, 주변 지역의
시설견학 3회, 시설의 특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회를 각각 2회씩 실시했다.
연구회는 워크숍이 있는 날 워크숍 직전에 개최되었으며 소수의 인원이 시
간이 가능한 소수(8, 9명)의 위원만이 참석하였다. 시설견학에는 비록 일부
위원만이 참석하였지만 3회에 걸쳐 총 10개 시설에 대해 시행된 견학은 비
전문가인 위원들에게 건물의 기술적 특성을 쉽게 이해하게 했고 판단에 확
신을 더해주었다. 시설견학의 영향은 시의회에 제출된 경과보고서 79 에도 나
타나는데 이전에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건설검토위원회” 보고서 내
용과 달리 시민 워크숍의 경과보고서에서는 주요한 시설의 성격을 내용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표 4-27 워크숍 일정 별 주요 안건(2010 년)
위원회

개최일

주제

제1회

6. 9

사업개요 및 워크숍 소개, 나가노시의 자랑과 불만

제2회

인원(명)
검토위원
1

37

6.23 사업기획 및 운영에 대해(관장 입장으로 행사, 주민참여 등)

3

37

교류회

7. 1

건설검토위원회와의 교류, 카페, 미니강의, 친목회

4

제3회

7. 9

사업담당자의 입장으로 한 해의 사업계획 수립

2

현내 2 개 시설을 견학

1

시설견학회 7. 14
제4회

7.23

기본방침, 시설개념 · 운영관리 계획안 검토

0

시설견학회

8. 3

시내 4 개 시설을 견학

1

제5회

8. 6

홀 기능과 규모, 공립문화시설에 요구되는 기능

1

연구회*

“

문화진흥과 평생학습, 시설이 지향하는 목표 상

제6회

8.11

홀 기능 및 규모 정리

연구회*

예술감독, 사업 프로듀서 등의 역할, 극장운영 시민참
8.23
시설의 여
기능 구성

n/a

시설견학회

8.30

시내 3 개 시설을 견학

n/a

제8회

9. 3

저도 갑자기 건축가! 블록 모형 제작

n/a

제7회

79

전체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의 지금까지의 검토경과에 대해”,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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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1
8
29
12
30
8

2

27
10

0

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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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9.17

기본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WS 의견 정리 1

n/a

26

제 10 회

10. 8

기본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WS 의견 정리 2

n/a

27

제 11 회

10.18

시민 워크숍에서의 제안서 초안 작성

n/a

27

교류회

11. 8

중간보고의 시장 제출보고 ＋ 친목회

n/a

제 12 회

11.26

건설지역 변경에 대한 WS 의 의견 정리

8
22

(3) 기본계획에서의 시민회관의 기본이념과 시설 구성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시민회관의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본연의
모습 간담회” 보고서에는 기본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단지
재건축의 이유 80 를 설명하면서 시민회관을 “문화의 거점시설”로 규정하여서
19F

나가노시에서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정체성)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건설검토위원회가 수립한 기본구상 보고서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해 친화적인 문화예술 창조의 무대”로 처음 규정된 이후 기본설계
때까지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표 4-28 기본이념의 구조
기본구상
기본이념

기본계획

기본방침

시민회관의 역할

사람과 환 풍요로운 마음으로 다채로운 문화를 키 즐김 양질의 문화 예술을 즐길 시설
경에 대해
우는
성황을 즐길 시설
친화적인
「문화예술과의 만남의 장」
문화예술과 접촉하는 일상을 즐기는 시설
문화예술
어린이들의
육성 풍부한 마음을 기르는 시설
창작무대
「문화예술 육성의 장」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키우는 시설
활동을 키우는 시설
활기를 기르는 시설
나가노 문화의 힘을 향상시키기 위한 창조 작품을 만드는 시설
「나가노를 상징하는 문화예술거점」
새로운 예술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거리의 활기를 만드는 시설
시민이 모여 활기 넘치는
「감동 교류 거점」

연결 문화시설들을 연결하는 시설
정보를 연결하는 시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시설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환경 건축 거점」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기본이념 아래에는 5가지의 기본방침이 있었으며

80

“문화의 거점시설로서의 기능 향상과 제 1 청사의 부지를 위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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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단계에서는 4가지 기본방침에 근거한 4가지 시민회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계획단계에서 “환경건축의 거점”은 기본이념에 포함하
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은 시민회관의 역할
에 대한 규정과 함께 시설구성으로 구체화하는데 “환경건축의 거점”이라는
방침은 역할(기능)보다는 성능이나 성격에 가까워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이나 위원회의 의견들에서 역할과 관련하여 함께 언급된 시설
(시설부문 또는 실)들을 보면 시민회관의 역할과 시설들의 관계는 1:1의 관
계나 나무구조(tree structure)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여러 역할과 시설들
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중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4-22 시민회관의 역할과 기능 구성

5) 시민 워크숍의 주요 안건과 내용
(1) 나가노시의 지역성
제1회 시민 워크숍에서 위원들은 “나가노 자랑, 나가노 불만”이라는 주제
로 나가노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과 관련한 생각을 공유했다. 의견들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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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록에서 자연, 역사 및 관광, 사람, 문화 등에 대한 자랑과 불만을 비교해
불 수 있게 정리되었는데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
었다. 예를 들어 “산, 자연에 둘러싸여 마음이 편안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도시에 녹지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의 차이는 시민
회관의 영향권 또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노현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수려
하지만 나가노시는 숲이 적은 도시여서 두 사람이 보는 지역의 범위가 서로
다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출된 의견 중에는 역사전통과 관련하여 “마음의 의지가 되는 젠코지”와
“사원의 도시와 다양한 변화의 허용”, 문화와 관련하여 “유명한 작곡가가
많은” 도시, 도시구조와 관련하여 “뒷골목이 많아 마을 걷기가 재미” 있는
등이 자연환경 언급과 함께 일반적으로 지역성을 규정하는 의견들이었다.
지역성과 관련한 이와 같은 언급들은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이후 선정된 설
계 안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2) 기본계획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평가
제4회 워크숍에서는 기본방침, 시설개념, 운영관리 계획 등에 대해 논의
했는데 기본방침과 시설개념에서 제2회 때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시민 의견
들의 성향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차이는 열섬현상에 대한 대책이나 CO2 배출 억제 등의 친환경
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2회 때 설문에서 중간이상의 중요도를 보였으나 이
번에는 중요도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반응은 기본계획에서의 워크숍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항목별 업무 주체” (표 4-26)
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위원들은 항목별 업무 주체에 따라 친환경 관련 기
술적인 내용은 시청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설계자가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워크숍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표 4-29 기본계획 중요 항목과 불필요 항목
순위
1
2
2
4
4

중요한 항목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의 거점
문화 예술과의 "만남"
시민에 의한 예술 문화의 창조
다양한 공연 양질의 감상 환경
마을의 활성화, 도시와 연결

표수
13
10
10
8
8

순위
20
2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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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항목
문화 예술과의 "만남"
연습실, 분장실 등의 기능 충실
문화예술창작 활동 지원의 거점
감상, 창조, 발표에 적합한 환경 조성
시민에 의한 예술 문화의 창조

표수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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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성을 가진 특색 있는
7
20
연습실, 리허설실 등의 일상 이용 시설
6
감상, 창조, 발표에 적합한 환경 조성
7
19
마을의 활성화, 도시와 연결
6
연습실 리허설실 등의 일상 이용 시설
7
14
다양한 공연 양질의 감상 환경
9
지역의 문화력 향상
6
14
지역의 문화력 향상
9
운영에 시민참여
6
14
조경 설계
11
연습실, 분장실 등의 기능 충실
5
14
지역과 연계한 노력
11
오래 사용할 수 있는
5
14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13
어린이 및 문화예술, 풍부한 마음, 감성
4
10
어린이 및 문화 예술, 풍부한 마음, 감성
13
유니버설 디자인
4
10
어린이의 감상, 창조, 발표→육성
13
회의실, 로비의 충실
4
10
유니버설 디자인
16
어린이의 감상, 창조, 발표 → 육성
3
10
회의실, 로비의 충실
16
마을의 매력 발신
3
7
거리의 활기 창출
16
녹화
3
7
운영에 시민참여
16
지역과 연계한 노력
3
7
오래 사용할 수있는
16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3
5
전문성을 가진 특색 있는
21
조경 설계
2
5
녹화
21
거리의 활기 창출
2
3
마을의 매력 발신
21
CO2 배출 억제
2
3
열섬 대책
24
컨벤션 기능
1
2
CO2 배출 억제
24
열섬현상에 대한 대책
1
1
컨벤션 기능
* 음영이 있는 항목은 소프트 계, 제 4 회 의사요지에서 발췌

0
1
2
2
2
2
2
3
3
3
3
4
4
4
5
5
6
6
7
10

집회 기능에 관한 것은 컨벤션 기능과 회의실 및 로비 등으로 특성이 나
뉘었는데 컨벤션 기능은 대표적으로 불필요한 기능으로 지목되었으며 회의
실이나 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대규모 행사보
다는 일상의 소소한 만남의 장소를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 워크숍에서 나가노시의 장점으로 언급되었던 대규모 집회가 가
능한 “올림픽 시설이 풍부하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극장 컨설턴트는 컨벤션 기능에 대한 결과가 비록 불필요한 항목에 1위임
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기능이 경제적 파급효과 및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를
낳고 중요하다는 항목의 상위에 있는 “마을의 활성화, 도시와 연결”에 공헌
하는 항목임을 지적했다. 즉, 여러 항목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불필요하다고 성급하게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각각이 가
지는 중요성의 관점을 살리면서 시설의 설치 효과가 조금이라도 많은 시민
에게 돌아가는 같은 컨셉 만들기를 목표로 하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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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기본계획의 중요성이 부족하게 표현된 키워드
사업 (소프트)
문화예술과의 "만남", "새로운 발견"과 "감동"
정보 발신
다국적임을
나가노에서 전국으로 발신
제휴
관광 · 지역 활성화
예술감독
예술감독의 기용
운영
운영주체의 본연의 자세
시민 이용
시민이 사용하기 쉬운
시민이 주역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보는,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 디자인 (하드)
좋은 공간 (내부 디자인 소재)
예술문화의 우아한 공간
문화예술의 전당
파이프 오르간
역사
역사를 계승할
(시민회관을 만드는) 자세, 기백
홀 기능
역할 분담으로 품질 향상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수도 있다”는 검토하자.
기타
공원의 기능
광장
마을의 안전(야간 조명)

(3) 기본계획(안) 검토를 위한 시설 구성과 배치의 제안과 평가 (1차)
2010년 8월 6일 개최된 제5회 워크숍에서는 극장 컨설턴트가 사업 및
운영 계획의 기본 방침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논의 결과는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대관이나 인근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감상, 보급 · 육성 · 교육,
교류, 창조”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균형 있게 실시하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운영관련 시민의 의견
분류
장르
조직
운영

수지

내용
다양한 장르의 사업 실시
특정 장르 중심으로 특색있는 사업 전개
시설 및 사업 운영 전문가 고용
시민의 적극적인 운영 참여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
수익자 부담 원칙의 평등한 요금
이용자 단체의 특성 및 이용 목적에 따라 할인
운영비의 흑자 목표
수지 균형을 위한 운영주체의 다양한 경영활동

찬성
12
15
22
15
3
17
8
4
22

모름
0
0
4
3
0
0
1
0
1

반대
2
1
1
4
1
0
0
1
0

시설구성에 대한 논의는 제6회 워크숍에서 홀의 구성안에 장단점에 대해
이울어졌으며 제7회 워크숍에서는 시민회관의 성격과 그에 따른 기능과 실
들의 구성에 대해, 제8회 워크숍에서는 시민회관의 성격 별 대안의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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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각 안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이루어졌다. 각 워크숍에서 도
출된 안은 이전 워크숍의 결론을 안의 목적에 맞게 조금씩 변경하여 반영하
였다. 위원들은 제6회에서 음악전용 홀, 연극 전용 홀, 음악 주목적 메인 홀
과 음악 전용 서브 홀, 음악 주목적 메인 홀과 연극전용 서브 홀의 4개 안
을 검토하였지만 특별한 결론보다는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만을 제시
하였다. 홀의 규모와 성격에 대한 논의는 제6회 워크숍 이후에도 제8회까지
매회 워크숍에서 이루어졌으나 메인 홀과 서브 홀 각각의 조건과 조합의 다
양성 때문에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제9회 워크숍에서 극장 컨
설턴트가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한 3개 홀이 있는 안이 제안되었고 논의 끝
에 다양한 요구가 전체적으로 잘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결정되었다. 결정 안
에는 음악, 연극, 집회의 기능 중 어느 하나 제외되는 것 없이 서로의 특성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홀에 배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워크숍에서
의 오랜 논의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형태로 통합하여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었다.
이후 홀의 상세 계획은 전문가들 중심의 검토회에서 다루어졌다.
제7회 워크숍에서는 각 시설 부문별 시설의 요구조건에 대한 논의도 있
었는데 홀의 핵심기능인 무대에 대한 기술적인 의견(16개) 만큼이나 시민
들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연습실(17개)과 카페·레스토랑(17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많았다. 분장실에 대한 의견(15개)이 많은 것은 시민들이 직
접 출연하는 공연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것을 보인다.
제7회(8월 3일)와 제8회(9월 3일)에 만들어진 시민회관의 개념과 모형
에서도 홀의 성격과 규모는 다르게 나타났다.
각 안은 홀의 성격보다 건물 전체의 성격과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더 중요
하게 다루고 있었다. 모든 안에서 풍부한 녹지 확보와 주변 시설과 가로에
시민회관의 기능과 동선을 연결하여 활기를 퍼져나가게 하겠다는 것은 공통
적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형태를 통한 상징성에 대해 언급한 안들은 있었지
만 건물의 기능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외에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상징하려
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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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블록 모형 워크숍 대안의 개념과 특성
개념
나가노의
화마을

특성

모형사진

문 회랑을 이룸으로써 도시와 일체화！
영화관에서 회랑을 통해 시민 회관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예술문화 거리를 조성
중정에 접하고 쇼핑과 이벤트가 있는 회랑
사람이 모여 활기 넘치는 나가노역 방향 넓은 광장
메인 홀: 880 석
서브 홀: 음악전용 300 석 + 연극 및 리허설용 300 석

전통과 일류 부지 분리 문제 "인공지반"으로 해결! 유효한 기능！
가 문화를 만 인공지반 위의 콘서트도 가능한 큰 광장
공공건축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자는 메시지 표현
드는
건물외관에 큰 테마를 투입, 전체가 예술이 되도록 벽과
지붕을 사용하여 나가노의 예술가를 표현

거리가 홀로!
곤도극장

1 층 산책로 쪽에는 연습실이 있고 음악이 식수를 위해
뚫은 구멍을 통해 들름
주변 문화시설들과 데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설이 되는
시민회관
거리가 극장！
스튜디오와 분장실 등의 부대시설로 빈 점포를 이용하는
등 시민회관을 마을 전체로 넓혀 감
선큰 가든을 만들어 지하철과 연결하고 지상으로 올라오
면 녹색이 넘쳐 아케이드 거리
수로를 부활시켜 수변 공원 조성
権堂 지구의 많은 주차장 활용
메인 홀: 800 석 음악 전용 또는 음악 주목적 홀
서브 홀: 제외, 인근의 300 석 시설 이용

감동의 비밀 시설 다용도를 중심으로 넘치는 기능은 거리로!
발신 기지
"시설의 유연성"을 축으로 넘치는 기능은 거리에
홀 규모 최소화, 부대시설로 작은 공간 확충
활기가 시민회관에서 거리로 넘쳐가는 이미지
우선 바닥을 만들어 작은 볼륨의 방을 연결하고 그 "틈새"
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메인 홀: 1,000 석,
서브 홀: 300 석 평면바닥

(4) 시민회관 건설 지역의 정책 전환 과정과 결정 요인
2010년 11월 4일 시민 회관의 건설 지역에 대한 시의 정책 전환이 발표
되었다. 시민 워크숍과 건설검토위원회와 곤도지구(동가구, 東街区)를 추천
했으며 2010년 8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민설명회와 시민 의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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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도 66.9%가 동가지구를 선호했다. 하지만 시
의회는 사업비 상승 등을 우려하여 현재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권고했었다.
시청은 건설지역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지역에 재건축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청의 결정에는 시민들의 의견보다 재건축에 여부
를 좌우할 수 있는 합병특례채의 활용과 시의회의 예산승인 가능성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81
201F

표 4-33 시민 의견 모집결과(2010 년 8 월 6 일 ~ 10 월 5 일)
건설 지역

시민 의견모집

곤도지구

38

60.3%

65

시민설명회
71.4%

103

합계
66.9%

현재 위치

25

39.7%

25

27.5%

50

32.5%

지역 무관

0

0.0%

1

1.1%

1

0.6%

시의 정책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일본 건축가협회과 시민단체
(県民主権をすすめる会)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시의회 소수정당의
반대의견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의뢰로 2010년 11월에 실
시된 설문조사의 결과 82 가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재건축과 기존의 건설지역
20F

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관련 논의에 한층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
다.
표 4-34 시민 의견 모집(2009 년 6 월까지)과 설문조사(2010 년 11 월)의 반대의견 수

제 1 청사 재건축

의견모집
(청사 55 명, 시민회관 137 명)
78.2%(43/55 명)

설문조사
(681 명)
36.7%

시민회관 재건축

76.6%(105/137 명)

57.7%

합병특례채 활용

-

18.2%

곤도지구에 건설

-

22.5%

비고

교육, 복지에 활용(64.5%)

11월 26일 개최된 건설검토위원회와 시민 워크숍에서 시청은 현재 지역
에 2개의 시설배치 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안들은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

81

“제 14 회 시민회관 건설검토위원회 의사요지”에 시청 사무국의 답변에서 시청은 시의회의 의견
을 제안이나 권고 보다는 구속력이 강한 “승인”의 성격으로 받아드리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의회의 최종 판단이 현재 위치라는 것이 되면 그 방향으로 진행 수밖에 없다.”
82
설문조사 결과는 시청 사무국에 의해 2011 년 2 월 15 일에 개최된 제 16 회 건설검토위원회에 보
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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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존시청을 존치하는 안이었으며 시청과 시민회관을 합축 여부에 의해
구분되었다. 합축 여부는 앞의 건설 지역 선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시청은 시의회에도 대안들을 제출하여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수렴 결과 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 의견이 우수한 이용의 편
의성과 연계성을 이유로 합축안(B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안

B안

그림 4-23 시설 배치 대안

시청과 시민회관을 합축하는 B안은 청사와 로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1층에 메인 홀을 두어 관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홀의 기계설
비의 반출입도 쉬운 장점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1층의 대부분 면적을 시민
회관과 관련한 기능으로 사용하게 되어 시청이 업무나 민원 기능이 2층부
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다. 즉 B안의 선택은 청사의 기능보다 시민회관의
기능을 더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의 판단이었다. 건설검토위원회나 시민
워크숍의 구성원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그림 4-24 층별 시설 배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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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계획(안) 검토를 위한 시설 구성과 배치의 제안과 평가 (2 차)
2010년 12월 13일 개최된 제13회 워크숍에서는 건설 지역의 변경에 따
라 기본계획(안)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변경된 대지에 워크숍 위원 중 4
명의 건축가 83 가 계획안을 모형으로 발표하였고 위원들은 대안 별로 팀을
203F

나누어 각 대안의 가능성과 장단점에 대해 논의했다.
4개의 안은 기존 시청의 대지를 포함하여 건물을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2개의 분류로 나누어졌다. 기존 시청을 유지하는 안들, “시티 홀 컴펙
트”, “시청의 시민회관화”의 혼잡도는 높았지만 기존 시청의 업무를 공사 기
간 동안 임시 건물에 이전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있었다.
기존 시청을 유지하면서 서브 홀을 지상에 배치한 안(“시티 홀 컴펙트”)은
시설의 밀도가 가장 높았고 기존 시청을 철거하면서도 지하에 서브 홀을 둔
안, “감동의 비밀 발신 기지”는 시설의 밀도나 층수가 낮았다. 84
204F

표 4-35 대안별 디자인 요소
구분

광장에서 이어질!

시티 홀 컴펙트

시청의 시민회관화

감동의 비밀 발신기지

기존 청사 유지

X

○

○

X
○

지하 서브 홀

X

X

○

옥상 녹화

○

○

○

X

공용 아뜨리움

○

○

△

○

가로 및 시설간의 연계

○

○

○

○

모든 안에서 시청과 시민회관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태도가 나타났으
며 안의 대부분은 입체적인 아뜨리움을 이용하여 동선을 집중시키고 시설들
을 연계했다. 대지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여유롭지 못해 대
부분 안은 옥상 녹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83

건축가 중 미야모토 케이(宮本圭)는 나가노시에서 1996 년부터 실무를 시작하여 현재 건축설계사
무소(Scene Design)을 운영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그의 초기 입장은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재건
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제 13 회 워크숍에서 「시청의 시민회관화」라는 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회사 홈페이지 참조(http://scenedesign.naganoblog.jp)
그외 참여한 건축가 쿠메에비(久米えみ)는 그녀의 일기에서 총 40 명의 위원 중에서 동료 5 명이 있
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참여한 참여한 전체 건축가는 스즈키 요시히코 (鈴木芳彦), 히로세 타케시(広
瀬 毅) 등 총 5 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 회사 홈페이지 참조(http://www.cress-a.net/diary)
84
기존 시청의 유지여부는 예산과 직접 관련됨으로 이후 시의회에서도 검토하였으며 결국 유지한
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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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블록 모형 워크숍 대안의 개념과 특성 (제 13 회 워크숍 의사록 요약 정리)
개념
「광장에서 이어질!」

「시티 홀 컴펙트」

개념과 장점
개념: 건물을 가능한 지상 배치, 건물 높이 제한
로비에 접하게 관공서 기능 배치, 서브 홀을 2 층 구조
시민 문화활동이 외부에서 보이도록-WS 의견
통로 축의 장방형 공간에 의한 홀들의 연결
풍부한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아뜨리움 조성
장점: 동쪽 주차장과 남북 양측의 출입에 의한 접근성 우수
청사와 시민회관의 일체감, 남향 청사의 업무환경
옥상 녹화와 광장을 통해 회유성 확보
개념: 일상적인 기능을 지상, 홀은 동쪽에 배치
시민 서비스 기능 2 층이상에 배치한 10 층의 청사
홀은 모두 1 층에 배치하고 사이에 아뜨리움 조성
회의장에 홀과 같은 이미지 연출
장점: 시민에게 친숙하게 청사를 밀집
청사와 시민회관이 일체 사용할 수 있는 광장
청사를 이전에 필요한 11 억엔 절약
홀, 탈의실 등을 지상에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

「시청의 시민회관화」

개념: 공사기간 기존 청사 유지, 100m 의 청사를 남측에 배치
서브 홀을 지하에 배치하고 두 시설을 합축
저층의 시민회관 기능이 청사로 확장하는 이미지
시설 사이에 공원 배치, 회의장을 위한 옥상정원 조성
장점: 청사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시민회관을 찾는 배치
중간의 공간에서 동서관으로 나뉘어 지루함 해소
서브 홀은 지하에 배치하여 최상의 방음효과
홀 밖에 소극장, 옥상의 무대 등 다양한 공간형성

「감동의 비밀 발신 기지」

개념: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입체주차장을 청사에 붙여 배치
홀과 청사 사이에 공통 로비 배치하여 일체감 확보
서브 홀 지하 배치, 반 실내 공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
나무의 푸르름이 있고 3 층까지 개방
연습실 등 외부노출로 일반시민의 시설이라는 메시지 표현,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 설치
장점: 두 시설이 연결되어 대기를 위한 공통 공간 마련
청사를 철거한 자리를 포함한 이상적인 계획수립

기존 청사를 철거하는 2개의 안은 이미 결정된 배치 방침을 제고하는 안
이었다. 워크숍과 같은 날 개최된 시의회 제1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조사
검토 특별위원회와 다음날 개최된 건설검토위원회에서도 비록 시청 이전비
용을 지급하더라도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의 대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85
205F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비일상을 즐기는 시설이기도 하다. 지금은 비
일상을 즐기는 여유가 지금의 안에는 없다.” “나가노시라는 초록으로 둘러싸인 동네

85

“12 월 13 일 시청 제 1 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조사검토특별위원회 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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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시설에는 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제16회 건설검토위원회에서
의 위원 의견 중

7)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정
(1) 평면도를 통한 시설 구성과 배치 검토
제15회 워크숍에서는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대지
에 적절하게 배치되는지를 검토했다. 위원들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극장
컨설턴트가 미리 준비한 모델 플랜(평면계획)를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했다.
모델 플랜에는 메인 홀(1층 1,000석, 2층 300석)이 1층에 시청의 로비를
공유할 수 있게 배치하고, 2개의 서브 홀은 창조지원부문 및 리허설실과 함
께 지하에 배치되어 있었다.
위원들은 모델 플랜을 검토 후 종합적으로 주어진 대지에 새로운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공용공간 계획, 메인 홀의 축, 서브 홀들의
지상 배치 여부, 창조지원 부문과 정보교류 부문의 제반 시설의 구성과 시
청과의 겸용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이전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일은 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림 4-25 모델 플랜(제 15 회 워크숍의 극장 컨설턴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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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도를 통한 시설 구성과 배치 검토
제16회 WS에서는 위원들은 시청 사무국으로부터 기본계획(안)의 청사에
관한 부분의 설명을 듣고 3팀으로 나뉘어 극장 컨설턴트가 제시한 배치 대
안들을 검토했다. 대안들은 메인 홀이 남북축으로 배치되고 포이어가 남측
인 것과 북측인 것, 동서축으로 배치되고 서브 홀을 지하에 둔 것과 지하에
둔 것으로 나뉜 총 4개의 안이었다. 위원들은 각 안의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4개 안 전체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견을 제시했
다. 나누어진 3개의 팀은 공통으로 건물의 출입과 내부동선 특히, 서브 홀
등 일부 시설이 지하화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자연스러운 동선유도와 자연
채광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다.
논의의 결과 위원들은 먼저 제1청사와 시민회관을 합축할 경우 기존청사
를 철거하지 않고 필요한 시설들을 무리 없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홀의 배치는 메인 홀의 동서축으로 놓인 경우 시민회관의 사용에
유리하고 서브 홀은 지상에 두거나 지하에 두는 경우는 선큰가든이나 복층
구조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림 4-26 홀 배치 대안 비교 (제 16 회 워크숍의 극장 컨설턴트 제출 자료)

(3)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
시청은 기본계획(안)을 2011년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35일간 시청,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에서의 자료 공개, 시청 홈페이지 개재, 시 홍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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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민설명회, 시민강좌(出前講座)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 의견을 모
집했다. 모집결과 99명（우편 21명, ＦＡＸ 11명, 이메일 35명, 창구 17명,
기타 15명）의 시민들이 183개의 의견을 제출했다.
시청은 수집된 의견들을 이미 계획안에 있으므로 계획안을 수정하지 않은
42건, 의견을 통해 계획안을 수정 및 추가한 8건, 계획안은 수정하지 않고
검토 또는 참고한 56건,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5건으로
구분했다. 수정 및 추가한 의견들은 주차, 장애인의 시설 이용, 인접시설과
의 연계 등 대부분 시설의 접근이나 이용과 관련한 것이었다.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의 증가와 “시설 정비 방침” 86 에 대한 의견 12개 중 6개의 의견
206F

이 동선과 관련된 의견인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본계획의 수립을 앞두고는
시민회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시설의 기본 이념 등의 개념적인 문제에
서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시민회관의 기본방침에 대한 의견들 중에는 “인테리어 등에 지역의 목재
를 이용하기 바란다“, “관광객이 젠코지(善光寺)를 방문한 후 들를 수 있는
형태, 크기, 오브제 등을 설치하면 좋겠다.” “국도 19호 측 시민회관의 벽은
유산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등의 지역 환경과 문화적 상징성에 관련된 의
견들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개념에 관한 의견은 시민회관에 대한
의견 중에는 없었으나 제1청사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많았다. 이는 두 건물
이 복합시설로 건축되고 기본계획 안의 제1청사의 기본이념에서 친환경 건
축에 대한 방침이 다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의견도 제1청사에 대해
서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37 계획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장
1. 건설 지역
2. 제 1 청사

3. 시민회관

86

항목
(1)
(2)
(1)
(2)
(3)
(1)
(2)
(3)
(4)

의견 수(계획안 수정 건 수)

대지 조건
배치 (부지 이용 정책)
신청사의 기능
신청사의 규모 · 기능 배치
향후 과제
기본 방침
부문 구성
운영 관리
향후의 과제

“시설 정비 방침”에서 “시설 정비”는 시설 계획의 의미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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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6(1)건
34 건
1(1)건
2건
13 건
20(1)건
11 건
1건

9건
37 건

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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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개요

(1) 시설 정비 방침
(2) 사업 방식
(1) 기타
(1) 건설 장소
(2) 재건축
(3) 시민 의견 청취
총 건수

5. 기타
6. 참고의견

12(2)건
5건
3(1)건
２건
６０건
１０건

17 건
3건
２건
６０건
１０건
183 건

시민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시의 재건축 정책이 확고함에도 전체 의견의
1/3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들이 초기에는 재건축 정책에 반대하다가도 일단 정책이 확정되고 나면 정
책을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일
반 시민들의 경우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의사만 표명
할 뿐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
민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이 상당수(10건) 있는 것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
견이 수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4)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의 흐름
워크숍과 시민 의견모집에서의 시설 각 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전
체적으로 홀 부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홀 부문에 대한 의견
수는 제4회 워크숍에서 위원들이 평가한 항목의 중요도에서도 홀 부문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듯이 시민회관의 가장 핵심적인 공연과 감상에 대한 인
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창조 부문의 의견 수의 상대적인 증
가는 나가노시의 시민들이 가진 문화 창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점점 뚜렷해져 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가
기본구상에서 없었던 음악 중심의 서브 홀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었다.
표 4-38 기본계획 항목에 대한 의견 수의 변화

홀 부문

제 2 회 시민
워크숍 의견
53

제 4 회 시민
워크숍 중요도
15

제 7 회 시민
워크숍 의견
49

기본계획에 대
한 시민 의견
11

창조 부문

7

12

23

3

교류 부문

35

5

36

2

관리 부문

10

3

12

1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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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설계자 선정과정과 프로포절 안의 특성
(1) 건축설계자 선정과정
시청은 2011년 4월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프로포절(proposal) 방
식의 설계자 선정방식을 채용하여 문화예술 분야, 건축분야 전문가, 행정 직
원 등 7명 87 으로 구성된 “나가노시 제1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건설 설계
207F

자 선정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 중에는 건설검토위원회의 위원 2명(교육
위원회 위원장, 신슈대학 건축학과 교수)이 포함되어 그동안의 건설검토위
원회와 시민 워크숍의 논의 결과가 직접 설계자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
게 되었다. 심사는 “상세한 심사 항목과 배점을 두고 합계하는 방식이 아닌
제안의 창조성, 정확성, 실현성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계자
에 대한 평가는 설계자의 “창조성과 고도의 기술력 보유 여부”, “상징성과
예술성이 풍부한 건축물의 실현 가능성”, “도로변 경관형성이나 주위의 거리
조성을 배려한 계획의 가능성” 등의 3가지 관점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그림 4-27 설계자 선정위원회 1 차 심사

건축설계자 선정위원회는 2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위원회는 2011
년 8월 29일에 25개 88의 기술제안서 및 업무시행방침을 제출받아 시행되었
208F

다. 위원들은 2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5개 안을 선정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은 안이 최종 선정되었으나 한 개의 안은 첫 번
째 투표에서 최소의 표를 받았으나 두 번째 투표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표
를 받으며 선정되었다. 이 안은 유일하게 메인 홀을 3층에 배치한 안으로
심사평에서 가장 “모험적인” 안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2차 위원회에서
87

위원장 1 명(건축의장, 계획, 도쿄 예술대학 교수), 부위원장 1 명(건축환경, 신규대학 건축학과 교
수, 건설검토위원), 위원 5 명(와세다대학 교수(도시설계, 시민참여), 문화회관 관장, 쇼와음악대학
교수, 나가노시 부시장, 나가노시 교육위원회 위원장겸 전건설검토위원회 위원장)
88
제출안 중 2 개안만이 나가노시의 건축사가 제출한 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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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실현 가능
성이 낮은 안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89 사의 공개 발표와 심사위원의 평가
209F

로 진행되었으며 약 170명이 시민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수상작은 각 안
의 특징과 업무수행방침서에 대해 토의 후 각 위원이 1위부터 3위까지 순
위를 정하고 전체 순위를 집계하여 선정되었다. 집계 결과 최우수 작으로
마키 종합계획사무소 안이, 우수작으로 환경디자인연구소 안이 선정되었다.

그림 4-28 설계자 선정위원회 1 차 심사

마키 종합계획사무소는 공모지침에 따라 나가노 시내에서 공모에 참여했
던 건축설계사무소 중 1개를 협력 설계자로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위원회의
승인 받은 후 공식적인 설계자가 되었다. 설계자 선정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역 건축설계자와의 협업이 지역의 건축설계 업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나가노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은 이미 26회다. 워크숍과 다른 시설견학회
등을 했고 청사를 대상으로 한 시민 워크숍도 시작되었다. 선정된 최우수 자는 스스
로 선정한 시내 기업 참가자와 함께 이들 나가노 시민의 열망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과의 협동에 의한 지역특성을 배려한 청사와 시민회관이 진정으로 오랫동안 시
민들 공유의 재산으로 이어지도록 뛰어난 건축을 창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가
노시 제1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건축 설계자 선정 프로포절 선정결과보고서,
2011년 10월)

89

마키 종합계획사무소(槇 総合計画事務所), 일본설계 (日本設計), 환경디자인연구소 (環境デザイン
研究所), 아라이 치아키 도시건축설계 (新居千秋都市建築設計), 사토미츠히코 건축설계사무소(佐藤光
彦建築設計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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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포절 안에 대한 평가 90
21F

위원회는 최우수작인 마키 종합계획사무소의 안이 부지 주변을 아우르는
지역을 기존 수목을 살리면서 녹지와 연계하여 현대의 "경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건물의 볼륨을 억제하고 분절화된 건물 규모와 단계적인 녹지로
구성된 그윽한 느낌을 주는 외관을 가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세부계획에서 위원회는 “정원”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정원"
이 1층에 시민 교류 플라자와 메인 홀을 사이에 배치되어 두 시설을 찾은
시민들이 시청업무를 볼 때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항상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과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연습실과 리허설실 등의 창조 지
원 부문을 선큰가든에 면한 지하 1층에 집약하고 시민 활동의 교류를 촉진
하는 점을 이 안의 중요한 장점으로 보았다.
하지만 2개의 작은 홀을 2층에 배치함으로써 동선 계획이나 여러 실의
형태 면에서 검토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하여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림 4-29 투시도 및 시설배치 개념도

우수작인 환경디자인 연구소의 안은 서브 홀들과 메인 홀의 합리적인 지
상층 배치, 중층의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광의 유입과 풍부한 내부공간의 연
출, 청사 곳곳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 제공 등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많은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시민회관
부분의 배치나 생각이 제대로 정리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러나 대규모 중층의 아트리움으로 인한 건물의 큰 볼륨, 1층의 답답함,

90

“나가노시 제 1 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건축설계자 선정, 프로포절 선정결과보고서”, 나가노시
제 1 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 건축설계자 선정위원회, 2011 년 10 월, pp. 9~12, 심사강평 요약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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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거리에 대한 압박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림 4-30 조감도 및 홀 단면도

니켄세케이(日本設計)의 안은 청사와 시민 회관과의 공용 로비를 젠코지
(善光寺) 참배 길의 「나카미세」를 분석해서 지하로부터 상층까지 일체적
으로 활기가 있는 공간을 제안과 고전적이고 도시적인 외관으로 좋은 평가
를 받았다.
이 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청사의 중후한 외형이 오히려 시민과 동떨어
진 느낌이나 진부할 수 있다는 점, 과제에 대한 모든 응답이 지나치게 상세
히 기술제안서에 담겨 전체적으로는 주장이 선명하지 않고 설계 시 변경의
융통성이 적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림 4-31 조감도 및 아트리움 실내 투시도

아라이 치아키 도시건축설계의 안은 청사와 홀 사이에 지하에서 상층까지
연결하는 중층 구조를 활기차게 구성함으로써, "본다", "보인다"의 관계를 건
축 공간에 넣고 있는 제안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바람의 링이라고 부르는 외벽 시스템의 환기 성능과 디자인이 나
가노의 문화와 풍토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2개의 작은 홀을 지
하의 최하층에 배치되면서 지하수에 대한 대처와 비싼 공사비가 과제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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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그림 4-32 조감도 및 아트리움 실내 투시도

사토오미츠히코 건축설계사무소의 안은 전체 참가자 중 유일하게 청사의
시민창구를 1층에 시민회관 메인 홀과 서브 홀들을 위층에 배치한 모험적
인 플랜으로 기본계획에서 원칙적으로 1층에 배치하기로 된 메인 홀을 굳
이 3층에 배치한 이점이 주목 받으며 1차 심사 통과자가 됐다.
하지만 2차 심사 결과, 홀이 위층에 있는 것의 문제점, 즉 홀의 기자재
반출입의 불편과 메인 홀과 서브 홀 및 리허설실이 같은 층에서 연속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실현성이 낮은 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33 조감도 및 단면 개념도

표 4-39 공모안 주요 개념 비교
주요
개념

최우수작

옥상정원, 중정,
친환경
선큰가든, 녹지연
건축
계
지속가능 태양열, 중수, 지
성
열 활용
정원 둘러싼 회랑
회유적
에 의한 회유성,
동선
가로 형성

우수작

2차
심사작-1

2차
심사작-2

천창의 자연광과
통풍, 녹지연계

옥상정원

녹색 언덕, 옥상
정원

2차
심사작-3

재생가능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활용
활용, LCC
활용
아뜨리움의 입체
아뜨리움의 입체 아뜨리움과 녹지 아뜨리움의 입체
적 동선, 수로와
적 동선
의 입체적 동선
적 동선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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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미세(경내
지역적 “현대적 경내”(사 지역의 자연경관
기존 시민회관 이
상점가로)” 이미
상징
찰 분위기)
상징
미지 계승
지
기존 시민회관의 기존 시민회관의 기존 시민회관 현
역사의
기존 시민회관의
벽체, 스테인드 블록 모티브 외 대적 이미지로 계
계승
벽체 활용
글라스 활용
벽,
승
가로변 높이 억
경관적
철도와 도로에서 수평성으로 가로
저층 시청배치 도
제, 친밀감을 가
녹색 언덕
영향
관문 이미지
경관과의 조화
시경관 조화
질 수 있는 거리
특징적인 실루엣,
예술적
기능과 성격에 따
시청 위로 떠오르
나무그늘에 모이
바람의 링
형태
른 다양한 얼굴
는 시민회관
는 이미지의 홀
지역의 목재패널(환경과 지역 목재의 내장
재료
경관)
재 활용
교류의 열린 공간구조와
아뜨리움 (문화의
아뜨리움
아뜨리움
아뜨리움
공간
투명한 외피
광장)

9) 기본설계 단계의 검토체계
(1) 기본설계(안)에 대한 시민 의견
기본설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은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1개월간
수집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은 그동안의 경향과 같이 시민회관에 대한 의견
이 제1청사에 대한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시민회관에 대한 의견들은 메인 홀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집중되었으며
그 밖에 일상생활 속에서 시설이용의 편의와 관련한 로비, 동선, 주차장 등
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40 기본설계(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구분
제 1 청사

시민회관

공통

항목
방재 거점 기능
부서, 창구 배치
시민 편의 기능 (에스컬레이터 시민 교류 공간 등)
기타 (의회 기능, 시설 등)
메인 홀 (무대, 객석, 분장실 반입 등)
서버 홀 (A, B, 동선 등)
창조 지원 부문 (연습실, 워크숍 실 등)
기타 (갤러리, 전시 반입 등)
동선
공동 로비 (시민교류 플라자, 정원 등)
환경에 대한 배려
대지 (주차, 주차장, 대중 교통 등)
기타 (건물 형태, 다목적 화장실, 설계의 생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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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22
65
18
6
83
18
7
56
37
20
6
50
33

111

16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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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 관리
홀 좌석 수 (메인 홀, 서버 홀)
주변 도로
기타

11
8
6
40

65

시민 의견의 대부분(265건)은 매우 구체적인 기능과 배치에 관한 것들로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전시공간의 확충, 메인 홀 피난 구와 창고의 위치 등
비교적 전체 시설계획에 영향이 적은 8개 항목의 71개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표 4-41 시민 의견에 대한 대응 내용
의견 및 제안에 대한 대응 내용
설계 안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다.
의견 등에 의해 설계안을 수정 · 추가한다
설계안은 수정하지 않고 향후의 대처에서 검토 또는 참고한다
의견을 검토했지만, 실시 어렵고 설계 안에 반영하지 않는다
기타 의견
계

의견 수
２３
７１（８항목）
２６５
６２
６５
486

(2) 기본설계(안)의 검토체계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은 먼저 기본계획과 공모 당선
안을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고 이후에는 운영계획과 개관 이
전의 행사기획 수립에 집중하였다. 시민회관 워크숍과 동시에 제1청사 시민
워크숍이 시청직원과 시민들로 조직되어 시청의 운영계획과 설계를 검토하
였다. 시민회관 시민 워크숍은 시설운영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경예술대
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과 조언, 인재지원, 사업협력 등에 관한 협정을 맺었
으며 제1청사의 운영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피스 컨설팅 전문 회
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건축설계자에 의해 두 워크숍의 의견을 반영
한 설계 안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운영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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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언・ 인 재 지 원 사 업 협 력 등


(

나 가 노 시 방 향 지 정·전 체 조 정
극장컨설팅 오피스컨설팅 전문가지원

제1청사시민회관 건설운영전문위원회

(

,

(
건축설계자
시민 워크숍
청사 워크숍

홀 워크숍

(

시장

의회

동경예술대학 및 현지 대학 등 신슈대학 외

시민

)

)

)

)

그림 4-34 나가노시 제 1 청사시민회관 건설사업 검토체제(기본설계 과정)

(3) 기획단계별 시민 의견의 변화
시민들의 의견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흐름과 같이 중요한 것이나 전체적
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것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건축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었던 기본계획단계 즉, 시민들이 찬성이나 반
대할 대상의 성격이 구체화한 이후에야 시민의 관심과 의견이 집중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견(향후과제)

4% 8% 3%

건축여부

14%

건설장소

8% 1% 1%

기타(재원, 건설시기 및 기타)

12%

운영관리

7%

5%
8%

대지정비(대재조건, 배치, 주차장, 대중교통) 3% 8%
기타시설(로비, 회의실, 공용시설 등)

2%

41%

1%

6%
15%

5% 2% 14%

창조지원 3% 2% 2%
홀
설계개념(형태, 재료, 구조, 분위기)
기본방침(환경배려)
0%
기본구상

18%
10%

6%

15%

36%

9%
15%
9%

10%
20%
기본계획

6%
30%
40%
기본설계

그림 4-35 기획단계 별 시민 의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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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4

7

2009
10

4

7

10

1

4

2011

7

기본구상

10

1

4

7

기본계획

2012
10

1

4

기본설계

7
실시설계

2013
10

1

4
시공

 시의 재건축 기본방침 공표

운영

사업 흐름

건설

기본방침

1

2010

나가노시 문화예술진흥계획(2010~2016) 기본이념과 방안전개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책정 및 사업실시
운영관리실시

운영관리기본계

의회

시의회 전체회의
시의회 특별위원회(협의)
시민회관 선정대지에 대한 반대 의결10.22)

시민

건축가협회 관동지부 역사분과 의견서(11.15) 현민주권추진모임나가노시 마을만들기를 생각하는 모임 공개질의(12.10,2012.2.20)
시민 의견모집 (4.15~12.20) 
기본계획(안)시민설명회(3.10)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모집
시민 의견모집(6.26~8.1))
시민회의(5.27) 시민회의(11.16)시민회의(4.13)
시민회의(4.18) 

위원회

간담회 보고서 12.01 

(홀운영부회)
제1청사시민회관 건설운영전문위원회

건설검토위원회
시민회관에 대한 제언서 건설지에 관한 의견서 
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제언(10.21) 

시민회관워크숍

시민회관 운영전문가 자문회의(2.17)
제1청사 및 시민회관 건설전문가 자문회의(4.25) 
극장 컨설턴트 선정 (5.25) 

시 지원조직

시민회관 기본방침 2.26(총무부 서무과)
 기본구상 2.-(총무부 서무과) 
시민회관

(
)

검토체제

시민간담회

협정

청사워크숍
사무실 컨설턴트 선정 (5.25) 

동경예술대학과의 (조언, 인재지원, 업무협력, 운영지원 등)

시민회관 기본계획(4.7,건설사업국) 
오피스컨설턴트(사무국지원)

관계부과장회의시청 내부 프로젝트팀 등(시청내부조정)

그림 4-36 나가노시 제 1 청사·시민회관 건설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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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정의 특성
나가노시 시민회관은 산업화된 대도시의 다양한 전문시설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로 기획되었다.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검토위원회와 시
민워크숍으로된 이중적인 구조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설계자
선정위
원회

검토
위원회

시청

간담
회

컨설턴트

문화
예술단
체
심포
지엄
시민참여
워크숍
공청회

의회

시민

지역
협의
회

설문
조사

공고

그림 4-37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의 참여 구조

1) 공론의 장에서 계획 제안자로서의 참여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는 전문가 중심 조직과 시민
중심 조직은 공통적으로 민간 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주체적으로 계획
을 제안하거나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계획
을 수립했다고 평가 된다.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에서 각 조직의 역할과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 초기의 전문가 중심 조직인 ‘제1청사·시민회관 본연의 자세 간담회’
는 총 7회에 거쳐 두 건물의 재건축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개최되었다. 재
건축은 새로운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보다는 시청에서 사전에
실시한 제1청사의 부족한 내진 성능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평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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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다. 대부분의 간담회 위원들은 시에서 재건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이나 제한적인 대지면적과 예산 등을 근거로 기존 시
설의 철거에 동의했다. 심지어 기존 문화회관의 정서적·문화적 가치를 들어
기존 문화회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간담회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시
민회관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수치적인 것 등을 써서 설명해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관련 주장의 힘을 약화시켰다. 또한 그는 시민회관의 재건
축을 거리를 활성화하고 나가노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논의 주제가 마을만들
기로 확대되기 보다는 도시의 문화예술계획에 있어서의 시민회관의 필요성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의 최
종 보고서는 새 시민회관의 건축이 필요한 공공문화시설로의 가치나 주요
기능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재건축 위치나 성격
에 여러가지 대안이 있으며 관련 논의에 별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만 기
록했다.
이처럼 시민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중심 조직이 시민회관의 기획
주체로서 뚜렷한 인식을 갖고 시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거나 구체적인
기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위원들은 다양한 시설 이용자들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
했다. 위원회는 재정, 도시, 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청년협의소, 상공회의소
등의 지역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시설 주변의 일반적인
시민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직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는 공공기
관 행정의 일반적인 전문가 자문회의 성격이 강했으며 시민회관과 주변 지
역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적었다. 또한 “재건
축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부탁하
고 싶다” 는 위원의 의견(3회 본연의 모습 간담회 의사 요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위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를 대변하기보다는 개인의 입장
에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기획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
었다.
둘째, 많은 위원들이 전문가임에도 주요 의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서 행정기관이나 외부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시민회관의 재건축 여부를 제안하는데 있어 시
민회관의 내진성능이나 개보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크게 의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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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시민회관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성을 주장했던 위원은 외부의 전문
가의 평가를 의뢰하기도 했다.
셋째, 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제3회 간담회에서 위원들
은 간담회의 의견이 시청이 주도하는 ‘(가칭)나가노시 예술문화진흥 정책회
의’의 의견과 다를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여기에 시청
사무국이 시가 두 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고 답함으로써 위원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한의 제한을 뚜렷하게 인식했다.
전문가 중심 조직은 기본구상 단계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더욱 주체적으
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검토위원회가 더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전문가 중심 조직이 기본구상 단계에서 시청의 제안을 검토하고 의
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면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시의 자료와 시민워크숍
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시청사무국
위원회

자료
자료

의견제시

의견제시

계획

계획

그림 4-38 시청 사무국과 건설검토위원회의 역할 비교

둘째, 위원회 시작과 함께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와 시민회의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이 위원들에게 자신들이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주었다.
셋째,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건설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
에서의 직접적인 시설 이용자로 참여하게됨으로써 위원들에게 마을만들기의
거점으로서의 시민회관의 역할을 강하게 인식하게 했다.
하지만 전문가 중심 조직가 완전히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보기는 어
려웠다. 예를 들어 건설지 후보지 선정과정은 지역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
은 위원들의 의견에 그동안 기획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던 문화단체
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었지만 여전히 위원들의 의견에는 시민회
관이 전문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지역의 마을만들기와는 별
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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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최종 건설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각 후보지의 장단점만을 평가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결국 건설
후보지는 시에서 선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시에
서 제출된 건설 후보지 선정안은 시의회에서 다른 후보지로 변경되는 결과
를 나았다.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시민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후보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건설검토위원
회는 여러 차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시민 중심 조직인 시민워크숍은 계획을
주체적으로 제안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시민워크숍의 제안은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대부분 큰 변경 없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시민워크숍에서 위원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지역 건축가들의 영향이 컷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디자인 제안에 있어 각 팀별로 1인씩 나뉘어서 일
반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도면이나 모형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했다. 또한 그들은 위원회 내에 전문가 중심의 소임을 참여하여 위원회
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데 기여했다.
주체적 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인식은 자신들이 추천한 건설후보
지가 시의회에 의해 변경되자 제12회 워크숍에서 크게 반발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건설지역의 불확정은 워크숍 시작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제
1회 워크숍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서 건설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
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시청은 건설지 선정이 워크숍 밖에서 더 중요하게 다
루어질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건설지 선정이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
위원회의 검토사항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후 워크숍에서 시민들
은 시청의 건설지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아 곤도지구를 추천했으나 결국 시
의회가 반대하여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제기했다.
“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원 여러분께 우리 시민워크숍의 멤버도 한 시
민인 것과 말하자면 100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내 논의해 온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각 의원에게 뉴스 레터 “Yarazoo!”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시민워크숍 자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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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설문” 결과 등 지금까지의 자료 일체를 보내 워크숍이 지금까지 해온 것,
워크숍의 멤버의 생각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12회 워크숍 의사록

이와 같은 시민들의 실망감은 시민들이 워크숍을 센노프(Sanoff, 1990)
가 정의한 ‘co-design’ 단계의 참여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가 단순히 의
견 수렴을 위한 ‘dialogue’ 단계의 참여로 재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실
망감으로 판단된다. 참여 취지와 참여 과정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다른 참여
조직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표 4-42 나가노 시민회관 기획 과정에서 참여 취지와 참여 이후 인식의 차이
주민참여 형태
시민설문조사

단계

자율성

Representation

전문가

의미
공감, 선험적 이해

Questionary

설문, 통계

Regionalism

지역성, 상징, 탐구

시민회의

Dialogue

의견수렴

시민 워크숍

Co-design

공동설계

건설검토위원회
* 참여 취지 :

Self-decision
참여 이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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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건설지역 선정 과정
날짜
10/12

기자 회견

시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시민워크숍

건설검토위원회

시청내부 회의

건설지역 및
시민설명회에 대해
건설지역에 관한
시민설명회

10/13

워크숍을 정리를 위해

10/18

건설지역의 정책(안) 작성

10/20

건설지역 정보(특위설명)
시장보고(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10/21

건설지역의 정책에 관한
의견서 제출

10/22
11/1
11/4

건설지역의 방침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건설지역의 방침에 대해
임시기자회견(건설지역의
방침에 대해)

건설지역에 대한
(특위/총회설명)

11/9

건설지역에 대해
건축가협회의 기존시설
보존 · 활용 요구

11/15

건설지역 방침에
대해(총회/특위설명)

11/17
11/26

건설지역 방침에 대해

건설지역에 대해
시민워크숍의 경과에 대해
(특위설명)

12/6
재건축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12/10

현재 위치 안의 모형 만들기
외

12/13
12/14

건설지역 방침에
대해(특위설명)
건설지역에 대해

재건축에 대한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

12/20
12/24
12/27

의회 관계

건설지역 정책 결정에
대해

건설지역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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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차이 인식에 의한 토론 방법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는 지역의 전문단체, 도시 및 건축 전
문가, 일반 시민들로 조직되어 전문가, 지역 예술단체, 지역협의회, 시민워
크숍, 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원만 보면 전체 간담회 위원 중 소수
의 위원만이 공모에 의해 모집된 일반 시민이었으며 그마저도 문화예술단체
소속이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이라서 문화예술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않았다.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는 시민워크숍에 의해 이루어졌
다. 위원회는 공모를 모집한 시민과 소수의 건설검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되었다. 참여한 시민 중에는 도시의 예술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홀에서
근무하는 시민, 마을만들기나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시민, 나가노시의 미래에
관심을 가진 시민과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다.

보고

시청

나가노 시민회관
○ 위원:

40명 + 건설검토위원 5

자료

참여

+
자료

그림 4-39 나가노시 시민회관 건설사업 검토체제(기본계획 제언 단계)

이와 같은 두 조직의 유기적인 연계에 기반을 둔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
는 일상적인 용어로 계획을 표현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극
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 중심 체계와는 달리 대형 모형이나 도면을 활
용하지 않았다.
기본계획 작성을 맡은 건설검토위원회는 시민워크숍 위원만이 아니라 일
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상적
인 용어를 사용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공개된 기본계획은 여전
히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었다. 설문조사에 제시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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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내용은 카타가나가 많고, 많은 일반인이 의미를 모른다. 주석을 넣는
등 하길 바란다”는 시민 의견에서 시민들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사용된 일부
전문 용어나 함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언어와 함축적인 표현을 일상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노력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었다. 함축적인 표현을
일상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일부 의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이념이 ‘오래 사용하는 건물’이었다.
시민워크숍 위원들은 ‘오래 사용’이라는 표현이 ‘튼튼한 건물을 건축’하라
는 의미만을 가진 것으로 오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오
래 사용’은 건물의 물리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진 운영시스템이 함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
들은 이러한 개념을 함축하기 위해서 ‘오래 사용하는 건물’ 대신 ‘환경 건축’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위원들은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
경 건축’을 ‘환경에 대한 배려’로 변경했다. 기본계획에서 “환경에 대한 배
려’은 저탄소 배출 건물, 에너지 절약, 대지의 녹화 등에 대한 배려로 설명
됐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오래 사용’이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던 의미
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환경에 대한 배려’는 결국
‘오래 사용’이 함축하고 있던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의 사용의 유기적인
관계를 포함하지 못했다.
참여자들의 토론 방법의 차이에 대한 배려는 컨설턴트의 시민워크숍 운영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컨설턴트는 시민워크숍 진행 중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배려해 매회 워크숍을 마치면서 위원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설문지 형태로 받았다. 컨설턴트는 위원들의 질문이나 의
견들에 대한 시청과 자신들의 답변을 ‘무엇이든 설문정리(なんでもアンケー
トのまとめ)’라는 문서로 다음 워크숍에서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아래의 전문위원 발언에서처럼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
의 전문가들 사이에도 토론 방법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참여자에게는 참여에 의한 기획의 특성 중에
하나인 긴 소요시간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
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에 선정되었지만, 별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언하지 않았지만, 보고가 진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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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꼭 문의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이 있어 발언하기로 했다.”- 제6회 시민회
관 건설검토위원회 회의록

3) 담론의 형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체험 중심의 검정
나가노 시민회관 기획 초기의 전문가 중심 조직은 스스로가 시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간담회의 17명의 의견이
진정한 시민의 중론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제안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주요 안건들을 결정하고자 했다. 91 간담회 위원들의 요
청으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시민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렴된 의견은 간
담회 결과와 함께 건설검토위원회에 제출되어 기본계획에 방영되었다. 92
23F

보고서

그림 4-40 건설검토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 과정

일반 시민설문조사는 기본구상 단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획 단계에서
도 이루어졌으며 수렴된 의견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
받침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민 중심 조직인 시민워크숍은 시민설문조사와 함께 직접 도면과 모형
제작하면서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정했다. 제작된 도면과 모형은 워크숍
에 참여한 지역의 건축가들의 도움으로 각 제안의 한계와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91

설문조사 형식의 시민설문조사는 사업의 매 단계마다 최소한 1 회 이상 실시되어 총 5 회 실시되
었다.
92
“나는 17 명의 위원만으로 개축하기로 결정해야할지 사실 생각해보고 있다...... 제 1 청사는 좋다
고 해도 시민회관은 많은 시민 설문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제 3 회 본연의
모습 간담회 의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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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제 13 회 시민워크숍에서 제작된 모형 사진

4) 성찰적 비판에 의한 합의 유지
나가노시 시민회관 기획의 시민·전문가 중심 체계는 합의를 공유하고 유
지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성찰적 비판을 통한 새로운 제안을 도출하는데 성
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건립과 기획 내용
에 대한 성찰적 비판은 시키문화관기획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시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만큼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기획은
전체적으로 계획의 합리성과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획은 초기의 건설검토위원회에서부터 기존 시설의 재건축 여부와 재건
축할 때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다. 각 기획단계는
전문가들 주도로 주어진 대안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대안들에 대해
서 크게 열려있지 않았다. 시민워크숍에서도 주어진 조건 안에서 몇가지 대
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되어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획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의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청회 성격을 갖고 있던 시민회의에 시민들은 사업 자체의 필
요성과 예산투입의 적절성 등에 의문을 제시했으나 건설검토위원회는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민들이 재건축 여부와 예산 등을 논
의의 대상(변수)으로 보고 토론에 참여한 반면 건설검토위원회는 이들을 이
미 합의된 사항(상수)으로 전제하고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기획이 전문가와 행정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 시민회의에서 시민들과 건설검토위원회 위원들이 인식하고 있
었던 합의 사항은 다음 그림과 같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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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변수)

합의(상수)

기능/규모
필요성
(내진, 문예진흥) 운영계획

논의(변수)

합의(상수)

필요성
(내진, 문예진흥)

기능/규모
운영계획

후보지

후보지
검토위원회

시민회의

그림 4-42 합의과정에서 토론 항목의 위치

또한 기획의 각 조직은 선택된 대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의회
의 반대로 건설 후보지를 재논의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단계의 결
정사항들을 재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구상과 기
본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시민회관의 구본구상은 대홀의 좌석수를 1,300석과 `1,500석으로 2개안
으로 제시하였지만 2개안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두 경우 모두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고급 음악공연’으로 같은 것이었다.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의 시
설 면적은 대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시설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후
진행된 기본계획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회의를 거쳤지만 대홀의 규
모를 200석 줄여 음악전문 소홀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새로운 기능
없이 기본구상의 기능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최종 연면적도 1,500 m2으로 기
본구상 안과 동일하게 계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에 의한 기획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와 전문가의 개입
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구상의 간담회는 시의 담당부서
가 논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설명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이
의를 제기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기본계획을 위한 건설검토위원회
와 시민워크숍에서는 홀 전문가가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주제나
토론 방법을 결정하여 위원회의 논의를 이끌어 갔다. 이와 같은 행정과 전
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기획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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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전문가중심 체계
오다와라(小田原)시 예술문화창조센터(시민 홀)은 도시의 역사문화적 전통
을 상징하는 나가노 성과의 조화, 주변 지역 활성화, 전문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기획은 전문가 중심 조직이 시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 중심 체계로 진행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
1)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건설사업 개요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는 “시민 홀 정비”사업으로 1989년에 시작
되어 2008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입찰 직전에 사업계획이 폐기되었
다가 오다와라시의 새로운 시장이 2009년 4월 “시민 홀 정비방침”을 시의
회에 설명하면서 예술문화창조센터 건립을 재추진되었다. 새로운 기본구상
에는 부족했던 대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한 사유지를 추가했다.
표 4-44 예술문화창조센터 재추진 이전의 사업경과
년도

내용

1990 년 오다와라 시민회관 정비검토위원회 설치
2000 년 (가칭) 마을 회관 건설 시민위원회 설치
2005 년 오다와라시 열린 디자인 공모전(공모)에서 리켄야마모토(山本理顕)의 계획으로 결정
2006 년 야마모토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 운동 시작
2007 년 (가칭) 마을 회관 실시 설계 완료 (건설비 57 억엔)
2008 년 새 시장에 의한 이전 계획 백지화, 6 월 시의회에서 역전재개발 예정지에 홀 건설 제안
2009 년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 설치

그림 4-43 리켄 야마모토의 설계안 모형

그림 4-44 시민 홀 시설배치안

이미지 출처: 설계자 홈페이지, 제 1 회 건설준비위원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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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에 시는 “시민 홀 건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2회의 위
원회와 시의회의 검토를 거쳐 2011년 3월에 기본구상을 책정하였으며 이
후 구성된 “시민홀 기본계획 시민검토위원회”를 통해 2012년 4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3년 3월에 선정된 설계자가 작
성하였다. 2015년 5월에 완료한 실시설계로 7월에 공사입찰 하였으나 결과
가 좋지 않아 민간사업자 의견 모집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어 전체 사업은 보류된 상태이다.
표 4-45 건축개요
위치
대지면적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小田原市本町一丁目 138 番 6 ほか)
약 9,347 m2

주용도

1,100 석 대홀, 289 석 소홀, 전시실, 스튜디오 등

연면적

약 9,706 m2

설계자

아라이치아키도시건축설계(新居千枚都市建築設計)

출처: 설계자의 실시설계보고서

설계자는 “산노마루지구 전체의 경관을 배려하고 오다와라 성과 하나가
되어 후세에 남는 풍경을 만든다.”라는 설계개념을 가지고 오다와라 성 주
변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현대의 소재와 기술로 새로운 미를 표현
하고자 했다.

그림 4-45 실시설계 조감도와 배치도
출처: 설계자의 실시설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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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홀 건설추진 배경
(1) 가토(加藤憲一)시장과 시민 홀 건설추진
가토 켄이치의 주요 공약 중에 야마모토 리켄의 설계안 백지화 공약이 있
었기 때문에 2008년 5월 16일의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후 백지화와 함께
시 직원으로 하여 기본구상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2년 5월 시장선거에서도 당선되어 현재까지 시장으로서 시민 홀 건
설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2016년 5월 시장선거에서 재선되었고 예술문화
창조센터가 건립된다면 임기 내에 시의 대표 문화시설을 기획∙계획 한 것뿐
만 아니라 건립∙운영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

(2) 건설지
건설지는 1992년의 “오다와라 시민회관 정비에 관한 조사보고서”에서 제
안한 ‘현재 시민회관 근처, 산노마루지구’를 적지로 본 이후 건설지의 지구
는 바뀌지 않고 기존 예정지에 주변 민유지를 사들여 건설지를 확장하였다.
이전 사업에서 제시했던 용지가 협소하여 인접한 오다와라성과의 거리를 두
기 힘들어 경관의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으므로 기존 용지의 남쪽을 확장하
게 되었다.

그림 4-46 산노마루지구 정비 이미지

(3) 기존 시민회관과 시민 홀
오다와라에는 1962년 건설된 대 홀과 1965년 대 홀의 동쪽에 대 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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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여 건설된 본관이 시민회관으로서 쓰이고있다. 기존 시민회관은 시민
홀 예정지 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건물로 대 홀이 먼저 건설된 후 본관이
건설되었고, 각각 전문공연예술 및 집회와 시민예술문화활동 지원시설이 주
된기능으로 이용되어왔다.
표 4-46 기존 시민회관 개요
규 모

부지면적 3403 ㎡, 연면적 8714 ㎡

본 관

소 홀

1965 년 건설,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 층 지상 6 층, 연면적 5,245 ㎡
1962 년 건설,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객석 1,098 석, 다목적, 지하 1 층 지상
3 층, 연면적 3,496 ㎡
정원 300 명(이동석), 전시회에도 사용

전시실

174 ㎡

대 홀

새로운 시민 홀의 기획은 기존 시민회관의 노후화로 시설의 기능이 상업
공연이나 시민활동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시민회관의
재건축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시에서는 헤세이 초부터 노후화가 예상되는 시민 회관의 재건축 문제의 발
단에서 몇 번의 시민 검토위원회 등의 추천을 거쳤지만 오늘까지 아직 실현되지 않
고 있다. 현재 시민회관이 건축 후 47 년을 경과해 매우 노후화 하는 문제도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시대의 시민 예술 문화 창조 거점에 걸맞은 새로운 홀을
어떻게 건축하느냐가 그 동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 제
1회 회의록, 2p

대 홀

시민회관

시민홀 예정지
그림 4-47 기존 시민회관 현황과 배치형태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노후화 외에 시설의 기본 성격이 사용 행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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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 점도 있다. 본관 2층의 전시실이 면적이 174㎡ 밖에 되지 않아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한 전시에는 3층의 소 홀이 전시회에 사용되는데, 홀
기능과 전시기능이 상충한다. 이 문제는 소 홀의 기능과 전시실의 면적에
대한 쟁점으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에서 나타난다.

전시실

소강당

그림 4-48 기존 시민회관 평면도(본관)

3) 기본구상 단계
(1) 건설준비위원회 구성과 진행 과정
건설준비위원회는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본구상, 설계, 건설기
술, 운영관리계획, 주민참여방법 등을 검토 93 하기 위해 2009년 12월부터
213F

2010년 11월까지 12회에 거쳐 개최했다. 건설준비위원회 위원은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 설치 요강에 따라 시장에 의해 도시 및 건축전공 교수, 무
대전문가, 홀 전문가, 예술회관 관장 등 학계와 전문분야에서 5명과 문화단
체 대표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에는 시의 직원들과 함께 시가 고용

93

시는 2009 년 12 월 1 일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 설치요강”을 통해 위원회의 목적,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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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홀 계획 컨설턴트 94가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진행을 지원했다.
214F

위원 중에는 백지화된 이전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검토에 참여했던 위원도 있어서 이번에는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의 내용이 설
계자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설계안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표 4-47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 명단
직위
초대위원장
위원
전
문
가

위원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시
민
단
체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성명
소 속
비고
近江 哲朗
건강 문제로
극장 컨설턴트 ATNetwork 대표
오미 테츠로
4 회부터 불참
市来 邦比古
재단법인세타가야문화재단기술부장
이치 키 쿠니히코
勝又 英明
도쿄도시대학교수 (건축학)
카츠마타 히데아키
桑谷 哲男
스기나미구립스기나미예술회관
크와 가이 테츠오
"더 · 코엔지"지배인
桧森 隆一
카에츠(嘉悦)대학부학장 (문화정책)
2 대 위원장
히모 리쿠 우이치
大森 文恵
오다와라역·오다와라성 주변 마을만들기
오오모리 후미에
검토위원회 공모시민위원
小笠原 清
오다와라성연구회 대표
오가사와라 세이
齊藤 四郎
오다와라시문화연맹 (전시부문)
사이토 시로
関口 秀夫
오다와라시문화연맹회장 (무대부문)
세키구치 히데오
横川 忠
오다와라시문화연맹이사 (음악부문)
요코 카와 타다시

건설준비위원회에서는 시 직원이 작성한 기본구상 초안을 검토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책정한 뒤 2011년 3월 기본구상을 공표하
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홀의 성격, 시설 구성 ∙ 규모, 기본이념, 시설운영,
주민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94

(주) ACT 환경계획 (株式会社アクト環境計画);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와 문화시설 조사 및 기획

컨설팅 전문 건축사사무소, 회사홈페이지 (http://www.actplanning.jp/profile/profile_index.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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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8 건설준비위원회 참석자 수
1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 회 11 회 12 회

위원

9

10

10

9

9

9

8

9

8

9

9

9

시직원

5

5

5

5

7

7

7

7

7

7

7

7

기타시직원

1

시위탁컨설턴트

1

1

1

1

1

1

1

1

1

1

1

1

시민

34

17

26

21

18

13

17

13

45

14

12

20

시장

1

(2) 건설준비위원회 안건 토의 방법
건설준비위원회는 시 직원들이 작성한 시민 홀 기본구상 초안의 내용을
회의 일정에 맞게 나누어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검토 순
서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방침(시설 규모, 사양 등)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관리운영방침을 먼저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역과 사용자의 특성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설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되었다.
표 4-49 기본구상 책정까지의 일정
2010 년

2011 년

날짜
3월8일
4월2일
9월1일
11 월 8 일
11 월 22 일
11 월 25 일
12 월 13 일
1 월 13 일
3월

회의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
중간보고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
기본구상(안)제출
의원설명회
퍼블릭코멘트 실시
시민홀 기본구상 시민설명회
시민홀 기본구상 책정

회차
4
9
12

비고
*위원회->시장
*시민 의견 교환회
*위원회->시장

표 4-50 시설 계획의 변화
구분

기본구상 초안
기본구상
1000~1200 석
1000~1200 석
시민예술문화활동 중심, 음악계와 연극계가 높은 기
성격 전문성 갖춘 시설
능으로 양립 가능한
다목적 홀, 프로시니엄형
규모
200~300 석
200~300 석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홀 성격 미구체화 다목적
성격
단상식
홀, 단상식과 평토방식
규모

대 홀

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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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석
음악계와 연극계가 높은 기
능으로 양립 가능한
다목적 홀, 프로시니엄형
300 석
음악계 + 연극계 다양한
장르 공연 가능, 단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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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74 ㎡(기존)이상
전시기능과 창작활동 연
성격
계 고려
리허설실: 대 홀 무대 면
규모
적과 같게
리허설
시민예술문화활동 중심,
실
2 분할 가능
·
성격
연습실
전시계

400 ㎡
다양한 전시에 대응,
적합한 조명, 가동패널

350 ㎡
다양한 전시에 대응,
워크샵 및 강연

-

-

· 연습실, 스튜디오 등과 운 · 시민 문화예술창조활동 지
영조직
원을 위한 실과 창고
· 지원 공간
·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날
· 마을의 주유 거점,
수 있는 장소
· 평일에도 활기찬 시설
· 관리운영을 위한 실
· 친환경설비, 옥상녹화 등

(3)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의 기본구상 책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건설준비위원회는 전문위원들과 문화단체 위원들이 검토한 것만으로는 사
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활용도 높은 시설이 될 수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두게 하는 방
법을 마련했다.
회의는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오다와라시 정보공개조례항목 중 시가
설치하는 심의회 등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항목에 의해 매회 회
의록이 공개되고 있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었다.
일반시민이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었
기 때문에 자유로웠고,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일반회의에서는 회
장설문의 형태나 시 홈페이지 투고, FAX, 우편 등의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
었고 제9회와 제12회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직접 발언 할 수 있도록 해주었
으나 제9회 회의는 시민 의견 교환회의 성격으로 개최된 회의이고 12회는
마지막 회의로서 위원장이 위원들의 소감과 함께 방청자들의 소감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어서 건설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시민은 방청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청
내부팀

시장

의회

건설준비위원회

그림 4-49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건설사업 검토체제(기본구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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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안)은 위원들이 12회에 걸쳐 검토한 내용과 시민 의견 교환회,
회장설문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종합하여 시 직원에 의해 정리되었다.

(4) 기본구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
기본구상(안)에 대한 의견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1월 21일
까지 40일간 받았는데 홍보 오다와라(12월 1일호)에 게재 또는 출장소 ·
연락소 평생학습센터 등 공공시설에 안내 전단을 설치하는 한편, 시 홈페이
지, 오다와라 케이블 텔레비전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으로 시민에게 알렸고
의견모집 기간 동안 2회의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회장에서의 시민
발언도 시민 의견 제출 건수에 포함되었다.
표 4-51 기본구상(안)에 대한 퍼블릭코멘트 결과
기본방침 설계개념
23
12%

24
13%

홀
41
22%

창조지원 기타시설대지정비운영관리 기타 건설장소건축여부
5
3%

32
17%

9
5%

13
7%

4
2%

3
2%

22
12%

시민 의
견
9
5%

대 홀에 대한 시민 의견은 1000~1300석, 연극 집회 음악에 대응 하는
시설, 오케스트라와 합창 가능한 무대, 스크린 필요로 요약할 수 있고, 소
홀에 대한 의견은 200~300석 규모, 컨벤션이 가능한 홀, 롤백 방식 반대
단상식 홀로, 전시는 별도로 분리로 요약할 수 있다. 홀에 대한 의견은 대
홀 16건, 소 홀 25건으로 나타났고 소 홀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5) 시민 홀 기본구상 책정을 위한 건설준비위원회의 경과
오다와라 시민 홀 기본구상의 책정을 위해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 내부 프
로젝트에 의해 만들어진 기본구상 초안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구상안을 검토
하여 만들도록 시에서 일정을 만든 것이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 1~4회에
해당한다.
시는 건설준비회가 4회에 걸쳐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이것은 검토에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구상 책정이 힘들
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2010년도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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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회 더 진행하게 되었다. 추가된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본구상
안에 대한 퍼블릭코멘트, 시민 의견 교환회 등의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
에서 최종 정리한 것을 기본구상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일정을 논
의했다.
전체 일정에서 제1회는 회의 방법,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
안에 대한 것이었고 2~6회는 주로 관리운영과 기본이념, 시설의 성격에 대
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설 규모나 구성에 대한 논의는 제6회 이후에 집
중되었다.
시설에 대한 논의는 전시장과 소 홀에 대해서 가장 활발했는데 소 홀을
롤백식으로 하여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다목적으로 쓰자는 의견과 전시장을 따로 구성하자는 의견, 소 홀은 고정
단상식으로 하자는 의견 등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구상안이 확정되었다.

(6) 건설준비위원회 일정과 기본구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아래 그림은 제4회 회의 중 한 위원이 칠판에 작성한 대략적인 일정이다.
하지만 이때의 예상보다 기본구상안의 검토가 늦어져 이후 일정은 이 때 의
원들이 의논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표는 제4회 이후 기본구상 책
정까지의 일정에서 시민 의견과 관련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제9회 회의를
시민 의견 교환회를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11월 기본구상안을 정리한 것에
이어 12월 퍼블릭코멘트 실시, 그리고 다음해 시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구상
책정으로 기본구상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림 4-50 기본구상 책정과 관련한 일정 스케치

(7) 전시장에 대한 건설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
제6회 건설준비위원회에서 소 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던 중에 사이토위
원(오다와라문화연맹소속, 전시부문)이 전시장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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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기존 오다와라시민회관에 300㎡ 내외의 전시장이 없어 소 홀을 전
시장 용도로도 사용해왔기 때문으로 사이토 위원은 300~350㎡의 중규모
전시장을 메인으로 하여 총 1,000㎡의 전시장을 제안했다.
제7회 회의에서는 전시장의 검토에 시 위탁 컨설턴트로부터의 전시장 규
모에 따른 분류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이토위원은 오다와라에서 꽃꽂이가
특히 번성해 있고 이것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수 전시장만으
로 1,000㎡면적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소 홀을 생각해보면 어떠냐는 주
장을 하였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홀에서의 전시는 곤란하다는 의견과 홀
의 벽면이나 다른 곳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림 4-51 건설준비위원회 7 회 전시장 검토 자료

제8회 회의에서도 전시장에 대한 것은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
되었다. 소 홀을 전시시설로 병용하겠다는 것은 기능으로서 융합요소가 낮
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시내의 다른 시설을 쓰는 방안도 언급되었지만
사이토위원은 수용 가능한 시설이 시내에 없는 점을 언급했고 전시와 관련
한 활동단체의 일원으로서 아래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미술전은 ㎡로 말씀드리면, 85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중략) 저것이 사라져버
리면 어쩌나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전시회 자체를 그만두거나 오다와라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규모를 바꿔서라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
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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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건설준비위원회 8 회 전시장 검토 자료

시민 의견 교환회로 진행된 제9회 회의에서의 시민 의견 가운데 전시에
관련된 의견 대부분은 전시장은 필요하고 규모는 400㎡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건설예정지에 더 큰 전시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이 있었다.
제11회 준비위원회에서 최근의 문화시설에 포함된 전시장 규모에 대한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자료를 제공한 ㈜ ACT Planning에
따르면 300㎡에서 400㎡ 위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었다. 여기에 400㎡ 정
도의 전용 전시장을 두고 모자라는 면적은 전시장 주위의 회의실이나 로비
등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이토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기본구상안의 전시
장 규모는 400㎡로 하게 되었다.

그림 4-53 건설준비위원회 11 회 전시장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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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 홀에 대한 건설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
제6회 회의부터 시설에 대한 검토에서 소 홀을 바닥단식으로 하여 고정
석으로 할 것인지 롤백식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다양
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롤백식에 대한 주장은 카츠마타위원으로부터 처음 나왔다. 주장의 근거는
이후 무대의 변동이 가능한 점과 갈수록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공연예술
에 대한 대응, 롤백식 의자의 개량으로 이전보다 나은 성능, 유지보수의 쉬
움을 들었다. 이치키위원은 세타가야 퍼블릭 시어터의 기술부장으로서 그
곳에 설치된 롤백식 좌석의 장점에 관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다목적이라는 말에 의구심을 보였고 실제 객석에
앉게 될 사용자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래 배치안은 시의회 총무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던 대안검토 자료로 시
도의 존, 폐에 대한 논의에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이른 단계에 홀
의 배치안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림 4-54 시도의 존폐와 시민 홀 배치안(A, B)

제7회 회의에서는 문화단체 관련 위원들에게서 위원들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이 전달되었는데 제6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주장하였던 롤백 방식의 소
홀이 아닌 ‘제대로 된, 심플한 소 홀’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였다. 이
른바 시민들이 쓰기 좋은 홀로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활
동에 알맞은 규모인 소 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8회 회의에서는 롤백 방식을 적용한 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토론이 있었다. 문화단체 관련 위원들 쪽에서 선행사례들을 들어 아직 뚜렷
한 용도가 없어 사교춤 정도로만 쓰이는 점, 잘 다루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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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점, 발소리가 울리고 차분한 느낌이 없는 점 등으로 롤백식에 대해 부
정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문화단체 관련 위원은 소 홀의 성격에 대해서도
아마추어 극단, 음악공연가와 발레, 무용 등 다양한 무대공연 관계 사람들에
게서 음악과 연극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제9회에 진행된 시민 의견 교환회에서 소 홀에 대한 의견은 고정단식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고 전문위원들의 꾸준한 롤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관
심이 생겼다는 의견도 조금 있었다.
제10회 회의에서는 연극과 음악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로 홀의 성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플라이스 부분에 의한 배치가 경관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
로서 논의되었다. 오다와라 성에서 30m 셋백하고 플라이스를 최대한 뒤로
위치시키고 높이뿐만 아니라 조망에 대한 좌우 각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4-55 홀 높이 검토를 위한 자료 (ACT Planning 제공)

제11회 회의는 위원들의 사례시찰 이후에 개최되었다. 위원들의 의견은
대부분 고정단식으로 하자는 것이었으나 쿠와야위원은 여전히 롤백식의 소
홀을 주장하였다.
“앞으로 공립 문화 시설이라는 것은 더 유연하게 시민의 요망에 응할 필요가 있
습니다. 점점 다목적이라 할까, 다용도의 사용법이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소 홀의 바닥형태에 대한 기본구상안의 내용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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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과 롤백식 양론을 함께 적는 것으로 하였고 이후 기본구상안에 대한 퍼
블릭코멘트에서는 소 홀에 롤백식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아 시민들은 고정
단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본계획 단계
(1) 기본계획 단계 개요
기본계획단계는 2011년 5월 25일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함
께 시작하여 2012년 4월 시민홀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단계로 기본계획수
립 전문위원회와 기본계획 시민검토위원회를 검토조직으로 하였다. 검토의
흐름은 전문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로 테마와 과제를 주어 시민위원이 이를
검토한 것을 전문위원회에서 기본계획으로 완성해가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
서의 의사소통은 전문위원이 시민검토위원회에 참여하고 극장계획컨설턴트
가 시민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전문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2) 기본계획 수립 전문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6명과 시 직원, 시 위탁컨설턴트
(공간창조연구소)으로 구성되었고 전문위원은 홀과 관련한 전문가를 위원으
로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이 중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 위원에서 재위촉된
위원은 4명으로 모두 전문위원으로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위원들이었다.
표 4-52 기본계획 수립 전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선출구분
학자
학자
무대 기술
음악계
홀관리운영
전시 계

성 이름
桧森 隆一
勝又 英明
市来 邦比古
伊藤 由貴子
桑谷 哲男
三ツ山 一志

소속 등
카에츠(嘉悦) 대학 부학장
도쿄 도시 대학 교수 (건축학)
세타가야 공공극장 기술 부장
카나가와 현립 음악당 관장
좌·코엔지 지배인
요코하마 시민갤러리 아자미노 관장

비고
재위촉
재위촉
재위촉
재위촉

시민 홀 건설추진 담당 부서가 기본구상단계까지는 문화교류과였으나
2011년 4월 시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문화부로 바뀌어 기본계획부터
시 문화부 소속 직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시의 종합계획 ‘오다와라
TRY 플랜’에 의한 것으로 문화 진흥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시민 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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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 공간창조연구소가 극장계획컨설턴트로서 시민검토위원회 활동을
하였고 전문위원회에도 기타 시직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로서
의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전문위원과 시민검토위원의 의사소통, 회의
별 검토 내용, 개인별 설문, 회의 별 요약판, 일정, 회의 진행방법 등의 준
비와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공
개를 원칙으로 하여 매회의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였다.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는 기본구상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방청
을 허용하였는데 방청자는 평균 12.4명으로 기본구상단계에서의 평균 20.8
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검토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53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참석자 수
구 분
전문위원
시직원
시위탁컨설턴트
시민
시장

1회
6
9
4
22
1

2회
5
9
3
5

3회
6
8
3
18

4회
6
7
3
11

5회
6
9
3
8

6회
6
8
3
14

7회
4
8
3
9

(3) 기본계획수립까지의 경과
기본계획수립전문위원회는 2011년 3월 책정된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
센터의 기본구상을 구체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제기된 시민검토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시
민검토조직이 먼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의 성격 및 기능을 구체화
하하였다. 아래 표는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일정으로 시민검토위원회 활동과
전문위원회 활동이 번갈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항에서 서술
하는 내용은 전문위원회의 흐름을 위주로 하여 제1회 회의는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제1회 회의를 의미한다.
표 4-54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일정
년도
2011 년

날짜
5 월 25 일

회의
기본계획 검토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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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5 월 25 일
6 월 18 일, 26 일
7 월 17 일
7 월 31 일
8월8일
8 월 21 일
8 월 26 일
9 월 19 일
10 월 9 일
10 월 21 일
10 월 23 일
11 월 6 일
11 월 7 일
12 월 12 일
1월9일
1 월 31 일
2 월 22 일
3 월 20 일
3 월 23 일
3 월 27 일
4월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1
시민회관 정비 강의연수회
1, 2
기본계획 시민 검토위원회
1
시민회관을 검증하는 워크샵
선진사례시찰
기본계획 시민 검토위원회
2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2
기본계획 시민 검토위원회
3
기본계획 시민 검토위원회
4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3
기본계획 시민 검토위원회
5
기본계획 시민 검토위원회
6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4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5
기본계획 의견 교환회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6
퍼블릭코멘트 실시
문화진흥비전 시민홀 기본계획 심포지엄
의원설명회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7
시민홀 기본계획 수립

제1회 회의는 시민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아직 시작되기 전으로 기본계획
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기본계획 책정의 흐름과 전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다와라시 시장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새로 지어질 건물의 명칭을 ‘시민 홀’로 유지하지만 그 성격은 ‘문
화창조센터’로 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시민 홀이라고 하지만, '문화 창조 센터’라고 정
의하는 편이 좋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 오다와라가 어떤 문화를 키워 가려
고 하는가, 어떤 시민의 활력을 키워 가려고 하고 있는가. 원래의 가장 큰 씨름판으
로 이른바 문화 진흥에 관련된 비전 만들기라는 것을 다시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시
민 여러분이 핵이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 오다와라에 만들어 간다.”

95

전문위원들 또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긍정적으
로 생각하고 있었고 시민의 의견이 축적되어 기본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한
다는 의견을 보였다.

95

시민홀 기본계획수립위원회 제 1 회 회의록,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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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5 시민검토위원회 참석자 수와 검토내용
구 분
강의연수회
강의연수회
1회
워크숍
선진사례시찰
2회
3회
4회
5회
6회

전문
위원
5
5
2
1
1
3
2
2
3
1

시
직원

12
10
10
10
11
11
9
9

컨설
턴트

5
3
2
5
5
5
4
4

시민
(위원)
73
59
41
26
15
39
41
36
33
27

검토내용
오리엔테이션 + 기본 구상 돌아보기
시민회관 시찰 + 시민회관검증 워크숍
후지미시 시민문화회관 시찰
시민홀에 기대되는 사업·활동
시민홀에 필요한 기능
시민홀에 필요한 기능
시민홀에 필요한 기능
운영과 조직 + 정리

제2회 회의는 시민회관정비 강의연수회, 시민회관을 검증하는 워크숍, 선
진사례시찰, 시민검토위원회 제1, 2회의 시민검토위원회의 활동 이후 개최되
었다. 전문위원은 시민검토위원회의 활동에 평균2.5명 참석하였고 여기 참
석했던 전문위원들은 이후 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많이 나온
의견 뿐만 아니라 의견의 흐름까지 잘 전달 할 수 있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시민위원회의 검토 방법과 시민 홀에 기대되는 사업
과 활동에 대한 것으로 검토방법에 대해서는 제1, 2회의 시민위원회에서 시
민위원들이 시설의 물리적 사양보다 새로운 시민 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에 대한 것 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는 데 대해 갑작스러운 하드
웨어에 대한 논의보다 사업과 하드웨어를 세트로 논의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는 4개의 사명과 7개의 기본
방침 각 항목의 표현에서 계획이 잘 담길 수 있도록 논의했다.
“(시민위원회)일부에는 하드계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민 홀에서 무엇을 하나"라는 곳에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많이 받
고 …”, “아마 다음의 논의의 방법도 생각하실 겁니다만, 갑자기 하드웨어뿐, 홀의
객석 수가 "몇 자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업과 하드를 세트로 논의하는 형태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시민홀 기본계획수립위원회 제 2회 회의록

제 3회 회의는 제3, 4회 시민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였던 시설의 기능에
대한 것이 주요 안건으로서 논의되었다. 대 홀에 대해서는 시민위원들의 의
견이 기본구상에서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시민 간의 의견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시니엄형 다목적 홀, 객석은 고정
석으로 1,000~1,200석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전문위원들은 이 단계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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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기로 했다. 소 홀에 대해서는 객석에 대해서
평토방식 96 , 고정식 두 의견이 대립적으로 나타났고, 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음악계, 연극계, 다목적으로 의견이 많이 엇갈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리허설
실을 복합공간으로 하여 소 홀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소 홀 A, B를 두어 각각 음악용, 연극 및
리허설용으로 쓰게 하자는 의견과 음악전용의 다목적 홀로 하자는 의견 등
여러 방안이 논의 되었다.
전시계 기능에 대한 의견은 면적 400㎡ 높이는 4m 정도가 좋다는 의견
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
제4회 회의는 제 5, 6회 시민검토위원회의 검토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민위원회의 검토 내용은 시설 기능과 관리운영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난번
회의에서 논란이 많았던 소 홀의 타입에 대해 복습이 있어서 시민들의 검토
내용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제5회 시민검토위원회에서 리허설실
등을 복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문위원들은 이
에 대해 기존사례들을 예로 들어 논의해 소 홀을 고정석의 음악중심 다목적
홀로 의견을 수렴했다.
관리운영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에 의한 운영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여기에 대한 시민 참여는 시민검토위원회 같은 조직이 남아 협동하는 구조
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계에의 시민참여 또한 가능하게 해달
라는 의견이 있었다. 창조·지원형 시설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여러가지가 있
지만 소 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창조·지원형 시스템 기능에 대한 요
구가 달라지며 리허설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논란의 중심으로 이야기 되었다.
제5회 회의에서는 기본계획의 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기본계획의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므로 위원들은 시설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대 홀에 대해서는 객석 수, 오케스트라 피트, 무대 깊이 다목적 홀
의 성격에 따른 연극과 음악이라는 다른 음향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소 홀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의견이 다소 갈렸는데, 이치키 위원
은 음향중심으로 플라이스 없는 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목적이 된다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구와타니 위원은 소극장 연극이 상연 가능한 공
간으로 플라이스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창조지원계의 대중소 스튜
디오에 관한 논의는 논의했다. 시민들이 대 스튜디오에 소 홀의 기능을 넣

96

모듈러 플로어(modular floor) 형식 가변 바닥, 객석의 탈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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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논란이 있고 운영과 상관있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메인 스
튜디오에 발표공연이 가능하다는 전제라면 그에 따른 탈의실 등이 필요하다.
소 스튜디오는 훈련기능이 메인이므로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악기등의 큰
소리 때문에 방음이 필요하다는 등이 논의되었다.
스튜디오를 전시계와 함께 사용한다는 시민 의견이 있다고 히모리 위원장
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위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스튜
디오의 기능과 명칭 결정에만 관심을 보였다. 탁아실, 수유실의 위치와 구성
에 대해 논의했다. 일상공간으로서 방문하는 방문객이 사용할 경우 너무 멀
게 느껴져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본구상에서 전시실로 표기된
실을 갤러리로 바꾸어 어떤 기능인지 더 알기 쉽게했다. 이 외에도 티켓박
스, 오픈로비, 관객 대기장소 등 또한 논의되었다.
제6회 회의에서는 제1~5회에서 논의한 기본계획을 정리한 초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 시설 기능의 세부사항들과 기본이념과 계획하는 시
설의 명칭을 ‘시민 홀’에서 ‘예술문화센터’로 바꾸는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진흥비전위원회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다.
“문화 진흥 비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시민 홀 기본 계획에도 도입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문화 진흥 비전은 많은 시민이 동참하셔서 비록 선거에서 시정 방향이
바뀌더라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시민 여러분에게 지탱 받지 않으면 안 됩니
다. 문화라는 것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 여러분도 장기적 시각에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시민홀 기본계획수립위원회 제 6회 회의록

제7회 시민 홀 기본계획책정전문위원회는 시민 홀 기본계획(안)과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 했던 퍼블릭 코멘트를 검토하여 전문위원들
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제언하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
는 의제가 모두 종료되고 휴식 후 바로 시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4) 기본계획(안)의 퍼블릭 코멘트 결과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2012년 2월 22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
지 받았는데 문화정책과 타운센터 출장소·연락소 평생학습센터 등 공공시
설에 안내 전단을 설치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홍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으로 시민에게 알렸고 의견모집 기간 동안 오다와라시 문화진흥 비전・시
민 홀 기본계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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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6 기본계획(안)에 대한 퍼블릭코멘트 결과
기본방침 설계개념

홀

창조지원 기타시설 대지정비 운영관리

기타

건설장소 건축여부 시민의견

34

51

35

7

33

19

27

36

30

13

12

11%

17%

12%

2%

11%

6%

9%

12%

10%

4%

4%

시민 의견 중 대 홀에 대한 의견은 객석의 규모에 대해 다소 견해차이를
보이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설 성격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다. 하지만
소 홀에 대한 의견 중에는 기존 시민회관의 소강당처럼 다양한 쓰임새를 가
지는 공간에 대한 요구와 고정석으로 제대로 문화 활동 및 감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 등이 나타났지만 시설에 대한 전체 의견 294건 중
11건(3.7%)으로 기본구상(안) 퍼블릭코멘트에서 전체 185건 중 25건
(13.5%)에 비해 줄어들어 시민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전시계 기능(기타시설)에 대한 의견 14건과 창조계·지원계에 관한 의
견은 7건으로 그 내용은 전시장 면적이 좁다는 의견과 스튜디오 혹은 리허
설룸을 전시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 등이 소 홀에 대한 의견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기존 시민회관에서는 전시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확보되었던 공간이 이번 계획에서 확보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 된 것으로 보인다.
“전시공간에 대해 상당히 과밀하게 전시된다. 그 점, 계획안의 큰 스튜디오 및 워
크숍 룸 연계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작은 홀은 고정식 의자에서 전시 불가능이라는 것. 다른 전시 할 수 있는 공
간은 리허설룸입니까?”, “기능적이고 편리한 시설로 서부상미술전은 대작 공모에 출
품 작품도 많다. 스튜디오 대중소를 떠나서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게했으면 좋겠다.
패널을 세우면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홀 기본계획안
퍼블릭코멘트 결과

(5) 기본계획 시민검토위원회 구성
시민검토위원회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서 신청서를 문화정책과 우편,
FAX, E-MAIL을 통하여 2011년 7월 12일까지 받은 시민으로 구성하였고,
신청서 마감일 이전에 2회에 걸쳐 시민 홀 정비 강의 연수회 2회를 실시하
여 구성원 중 다수가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이후의 시민위원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하였다. 전문위원회와는 달리 검토에 참여하는 시민위원
에게 참여비나 교통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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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7 시민검토위원회 남녀 및 연령별 구성비
등록자 수
남녀비
연령별

50 명
남자
20 대
40 대
60 대

29 명 (58%)
5 명 (10%)
12 명 (24%)
10 명 (20%)

여자
30 대
50 대
70 대 이상

21 명 (42%)
7 명 (14%)
9 명 (18%)
7 명 (14%)

시민검토위원의 모집 결과는 표 95에 나타난 대로이며 남자 29명 여자
21명으로 남녀 차가 크지 않았고 연령별 분포 또한, 20대 30대의 합이 12
명(24%)으로 청년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각 연령대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민위원은 예상 인원을 40명으로 하여 참여 인원의 속성을 고려, 4그룹
으로 나눈 뒤 그룹마다 1명의 기획자(facilitator)를 붙이는 방안을 바탕으
로 하였고 실제 등록자는 50명으로 나타나 워크숍 그룹을 5개로 나누고 기
획자(시 위탁컨설턴트 공간창조연구소)는 이에 따라 5명으로 구성하여 진
행하였다. 시민위원회에 전문위원도 평균 2명 참여하였고 시민위원들이 그
룹별 활동을 하기 전에 워크숍 주제와 토론에 도움되는 전문 지식에 대해
미니강의를 하고 검토위원회 마무리로 시민그룹의 발표에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로 참여하였다.

(6) 기본계획수립 체제
기본계획단계의 수립은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1회 회의에서 결정한
시민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위원들이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
다. 이 과정에서 시청직원과 극장컨설턴트는 시민검토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에 자료제공·회의내용 정리 등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시민들은
시민위원으로 기본계획 검토에 참여하거나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 시에 의
견제시 등으로 검토에 영향을 주었다.
전문위원들은 시민검토위원회에서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강의함으로써
시민들이 검토해야 할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했고 이 회의에서 검토
된 결과는 다음번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어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을 구성하였다. 6회차 전문위원회까지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기본계획(안)은
퍼블릭 코멘트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의원설명회에서 의원들의 동의
를 얻어 7회차 전문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시민홀 기본계획으로 수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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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이념과 시설 구성과의 관계
기본구상단계에서 시민 홀의 4개의 사명은 기본구상 초안에서 기본이념
으로 제시된 5개의 이념(예술 감상과 시민의 창조적 활동이 양립할 수 있
는 홀, 활기를 낳는 시설, 예술 문화의 정보 발신 기지, 경관과의 조화와 심
볼화, 문화교류시설과 기능 분담·상호 연계)을 검토하여 수정한 것으로 기
본구상이 책정된 후 내용의 큰 변화없이 기본계획에도 유지되었다.
표 4-58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역할과 기능 구성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에서도 나가노 시민회관 기획과정에서 기본이
념과 역할의 관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도 각각의 역할들이 시설과
일대일 대응관계나 트리구조와 같은 관계를 갖지 않고 각 시설들이 각 역할
들과 다중적인 관계를 맺는다.
4개의 사명은 다시 7개의 기본방침을 형성하는데, 방침들은 어느 하나의
사명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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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은 이 4개이며 7개의 기본방침의 어디에도 공통으로 포함되고 그 사명을 기
본방침을 따라 실현한다는 구조인가 싶습니다.”(시민 홀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제2
회 회의록)

또한, 오다와라시 종합 계획 및 오다와라시 문화진흥비전은 기본구상단계
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시민 홀 계획과 연
관지어진 것이어서 앞으로 예술문화창조센터에서의 시민활동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시설계획에의 직접적이 영향이 적고, 오히려 시민 홀의 계
획에서 장기계획의 부재가 문화진흥비전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오다와라시 종합 계획 "오다 TRY 계획"

오다와라시 문화진흥비전
① 친밀한 예술문화

②뜻있는 사람을 성장

③마을의 매력을 연마

④오다와라를 발신

시민 홀
기본 이념
다양하고 풍부한 시민의 예술 문화 창조 활동에서 치솟는 창조적인 힘과
열정이 시민 홀에서 거리로 쏟아져 미래에 열린 문화 도시를 창조한다.

사명
감동을 전하는

성장

만들어내는

7 개 사업의 기본 방침

～예술 문화 창조 센터로～
그림 4-56 오다와라시 시책과 사업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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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자선정
(1) 설계자선정위원회 검토과정
시는 2012년 4월 시민 홀 기본계획 수립 이후 동년 8월 14일부터 2013
년 3월 20일까지 월 1회 총 8회 개최된 설계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프로포절 방식으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1회
에서 5회까지 구체적인 설계자 선정 방법과 심사 일정, 심사 방법 등을 논
의하였고 12월 6일부터 25일까지 설계자를 모집하였다. 6~8회 회의는
1~3차 심사로 각각 진행되었다.
표 4-59 설계자 선정회 주요일정
날짜
8 월 14 일~
11 월 26 일
12 월 6 일

회의

비고

1~5 회 설계자선정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설계자 모집시작

12 월 13 일

건설예정지시찰위원회 개최

12 월 18 일

1 차 심사 질의답변, 시민회관 방문회 개최

12 월 25 일

설계자 모집 마감

1월6일

6 회 설계자선정위원회 + 1 차 심사

1 월 15 일

설계자 선정 참여시민 모집시작

1 월 21 일

2 차 심사 질의답변

3월9일

7 회 설계자선정위원회 + 2 차 심사

3 월 15 일

3 차 심사 질의답변

3 월 20 일

8 회 설계자 선정위원회 + 3 차 심사

3 월 25 일

제안서 최우수, 우수에 대한 기자 발표

통과 20

선정 5, 공모시민 방청
공개 프레젠테이션, 공모시민참여

(2) 설계자선정위원의 구성
시는 설계자선정위원으로 ‘설계자선정위원회 설치 요강’에 따라 홀, 문화,
도시경관 등에 관한 전문가 6인과 문화부장 1명을 위촉하였다. 센다(仙田
満)위원 외에는 모두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의 위원이었거나 시의 예술문
화창조센터 담당 부서 직원이었고, 시 직원을 제외한 설계자선정위원은 설
계자 선정 이후 문화예술센터 정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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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0 설계자선정위원 명부
구분·전문분야

건축

문화
시설

성 명

건축환경 디자인

◎仙田 満

도시계획

加藤 源

소속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 (주)환
경디자인연구소 회장
㈜일본도시종합연구소

건축계획

○勝又 英明

도쿄도시대학교수

극장기술, 극장운영

桑谷 哲男

좌 · 코엔지 관장

무대설비
문화정책, 예술경영
행정

市来 邦比古
桧森 隆一
諸星 正美

세타가야공공극장 전 기술부장
가에쓰(嘉悦)대학 부학장
오다와라시 문화부장

비고
설계자 선정이
끝나고 문화예술
센터 정비추진위
원회 위원으로
전원 위촉됨

(3) 설계자선정위원회와 공모 시민
설계자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
와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공모시민을 모집했다. 공모 시민은
2013년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모집하였고, 일반공모 3명 시민위
원 10명 총 13명을 모집하였는데 시민위원은 이후 기본계획 시민검토위원
회 및 관리운영계획 시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시
민의 참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관리운영까지 시민이
자연스럽게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기본계획에서의 시
민검토위원회 활동 이후 일관되게 나타난다.

[제2차 심사] (비공개)

[제3차심사 ・ 공개 프레젠테이션] (공개)

그림 4-57 2,3 차 설계자선정에서 공모시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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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와 설계안 선정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 1월 1차 심사에서 참가표명서, 응
모자의 실적·경력, 예술문화창조센터에 대한 생각 등을 제출한 46개 안 중
20개 안을 선정하였고 2차 심사에서 기술제안서, 대전체제 등을 제출한 20
개 안 중 5개 안을 통과시켰다. 3차심사에서 2차심사에 제출되었던 도서의
범위에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과 모형을 이용한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
고 214명의 방청객이 참여하였다. 각 설계자의 공개 프레젠테이션 이후 질
의응답에 공모 시민이 참여하지는 않았고 설계자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
하여 설계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로 아라이
치아키의 안이 선정되어 시는 아라이 치아키 도시건축설계와 예술문화창조
센터 기본설계업무위탁을 계약하였다.
설계자의 선정에는 설계제안서의 내용 외에도 이후 진행될 시민 워크숍에
대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위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어 최우수작으로
뽑힌 아라이 치아키의 안에 대한 평가가 “많은 시민 워크숍 경험을 가진 아
라이씨는 오다와라에서도 앞으로 설계를 2년간에 걸쳐 진행해나가는 가운
데, 잘 진화 ·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심사경과 및 결과)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지지를 얻어 최종 2안으로
남았던 우수작 미쓰비시지쇼설계·사토나오미건축연구소 팀에 대한 평가는
“~의장이 앞으로의 워크숍 전개에 심사자와 시민위원 등에게 불안을 준 것
은 확실하다.”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이후 기본설계과정에서 전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에 설계자가 참석하여 전문위원과 시민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기본설계를 수정하여 시민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등의 대응을 보여주었다.

A. 최우수작 아라이치아키도시건축설계

그림 4-58 접근 동선도와 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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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자로 선정된 아라이치아키도시건축설계의 안은 극장 거리 연기자의
도시, 창조 도시라는 개성적인 "세 도시"의 실현을 컨셉으로 하고 오다와라
의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 홀 소 홀의 배치와 경관과의 조화, 활기와
다양성을 가진 시민활동공간의 도시적인 공간연출, 역사적 연속성 등을 높
게 평가받았고 광장공간의 다양한 활용과 도시의 활기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대한 것도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외피의 구성과 색채에 대해 위원들은 의심했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오다
와라 손잡이등으로 빛의 계승을 의도한 것이었다. 동서의 통행에 대해서 충
분한 배려가 없는 것과 대 홀의 무대 깊이가 5안 중 최소인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앞으로 2년간의 시민 워크숍과 설계에서 충분히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B. 우수작 미쓰비시지쇼설계・사토나오미건축연구소

그림 4-59 투시도와 홀 단면도

우수자로 선정된 쓰비시 지소 설계 + 사토 나오미 팀의 안은 광장에 의
한 활기, 2층 복도형의 작업공간과 일체감 있는 공간구성, 교묘한 평면구성
을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일본식의 디자인이지만 입면에 적용된 높은 유리 외피, 내부공간의 라운
지화는 도전적인 대처라는 점은 이후의 워크숍에서의 대처에 불안감을 준
것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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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 차 심사작-1 사코야마히사오건축연구소

그림 4-60 투시도와 홀 단면도

사코야마히사오건축연구소의 안은 회랑과 시민 라운지의 제안이 시민 창
조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 홀 1층 이용이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높은 플라이는 가능한 플라이를 낮게 하는 것을 요구한
시민과 시의 요구와 상반된 것이었고 중심적인 제안인 타원형 형태의 복도
는 이용과 확장에 대한 불안을 주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D. 3 차 심사작-2 SANAA

그림 4-61 조감도와 홀 단면도

SANAA안은 전통적인 형태의 큰 지붕을 특징으로 하고 독특한 틈새는
관광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감시키는 것을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하
지만 큰 지붕에 의해 광장이 없고 여유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 많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식과 경험이 많은 건축가와의 협력이라는 점은 단점
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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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차 심사작-3 오오우네건축설계사무소

그림 4-62 조감도와 홀 단면도

오오우네안은 균형잡힌 평면배치와 동서를 있는 길의 제안이 높게 평가되
었지만 공간적 구성에서 너무 단순한 것과 시민활동공간이 전면에 위치하지
않은 점은 거리와의 활기 연동이라는 점 그리고 전망대의 위치와 경관에 대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표 4-61 공모안 주요 개념 비교
주요
개념

최우수작

설계개념 세 도시의 실현
공간구성

우수작
기와의 파도

3차
3차
심사작-1
심사작-2
문화창조거점 +
도시의 회유성
디자인 선도 시설

지역성 반영한 홀
배치, 시민활동공 일체감 있는 공간 시민 라운지, 타
유연한 배치
간의 도시적 공간 구성
원형 2 층 복도
연출

3차
심사작-3
활기와 회유성
단순하고 반복되
는 공간구성

전망대에 의한 경
경관적 영 경관과의 조화 이 순차적으로 높아 주변 주택과의 조 주변에 낮은 압박
관 조정 문제 지
향
룸
지는 시설배치
화, 이격, 식재
감 주는 지붕
적됨
광장공간의 다양
거리 한 활용, 도시의 광장과 1 층의 활
시민들이 방문하 시민활동공간이
활성화 활기 창출에 대한 기있는 공간
기 편한 열린공간 국도측에 위치
의도
지역적 상 오다와라 전통 반
지역의 재료 활용
징
영한 외피
회유적 동 동서의 통행 배려 내부공간의 라운
오픈로비
동서를 잇는 동선
선
부족
지화
예술적 형 오다와라 전통 반 일본식의 디자인,
큰 지붕
태
영한 외피
많은 유리 외피
흩어 놓은 워크숍 건물 중앙 교류
교류공간
예술의 정원
라이브 스트리트
공간
로비
설계자의 워크숍 의장이 워크숍에
기술적 문제에 대
워크숍
경험 많음
대해 불안 줌
한 불안
역사의 계
전통공법을 현대
승
디자인으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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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설계과정 개요
(1) 기본설계과정 개요
기본설계과정은 선정된 프로포절(안)을 가지고 전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
에서의 기본설계 수립과정을 거쳐 기본설계안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는 기본계획과정에서와 달리 설계에 관한 모임과 관리운영에 관한 모
임이 동시 진행하였다.
표 4-62 설계일정표
일자

2011
1

4

7

2012
10

단계
기본계획

1

4

7

2013
10

1

4

설계자선정/
관리운영계획

7

2014
10

1

기본설계

기본계획
퍼블릭코멘트 실시(2.22) 
기본설계 퍼블릭코멘트 실시(11.12) 
기본계획 수립(4월) 
기본설계 완성(3월) 
설계자 모집시작 (12.06) 
제안서 최우수, 우수에 대한 기자발표(3.25) 

4

7

2015
10

1

4

실시설계

실시설계 완료(5월) 

2013년 5월 17일 디자인 제안서 초안 시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4년 3
월 기본설계 완성, 4월 관리운영실시계획 책정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전문
위원회와 시민워킹의 활동이 있었다.
기본설계과정의 검토체제는 기본계획 과정의 검토체제에서 건축설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설계자는 디자인 제안서를
시민과 전문위원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문위원과의 검토를
거쳐 반영해서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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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의회
시 청 사 무 국 방 향 지 정·전 체 조 정
극장컨설팅 전문건축 가 지원

건축설계자

(

(
시민워킹

시민

))
그림 4-63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건설사업 검토체제(기본설계 과정)

(2) 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예술문화센터정비추진위원회 위원은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와 설계자 선정위원회, 관리운영계획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이전단계의 전문위원회에 참가했던 위원들을 재위촉하여 구성하였다.
표 4-63 문화예술센터정비추진위원회 위원 명부
구분

성명

무대설비

市来 邦比古

극장운영/
음악계
극장운영/
시민활동
건축 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환경디자인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극장운영/
전시계

소속
일본무대음향작가
협회 부이사장
카나가와 현립
음악당 관장

이전 위원회
설계자선정위원회
관리운영계획 전문위원

井上 允

원래 기시문화회관 관장

관리운영계획 시민위원

勝又 英明

도쿄도시대학 교수

설계자선정위원회 부위원장
관리운영계획 전문위원

加藤 源

(주)일본도시종합연구소

설계자선정위원회 위원

仙田 満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주)환경데사인
연구소 회장

설계자선정위원회 위원장

桧森 隆一

嘉悦대학교 지역산업문화연구소 소장

설계자선정위원회
관리운영계획 전문위원장

三ツ山 一志

요코하마시민갤러리 아자미노관장 요
코하마시민갤러리 관장

관리운영계획 전문위원

伊藤 由貴子

관리운영계획 전문위원

건설계획 전문분과회는 전문위원들 외에도 시 직원들과 극장컨설턴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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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직원), 설계자가 검토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시민워킹에 시민위원으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1, 2회에서는 방청시민
의 수가 적게 나타나지만 건축설계전문분과회 2회와 3회 사이에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가 4회차로 종료됨에 따라 3회와 4회에 방청시민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전문분과회에서의 결정에 반영
되는지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4-64 건설계획 전문분과회 참석자 수
구 분
전문위원
시직원
기타시직원
설계자
시민
시장

1회
6
9
4
3
8
1

2회
5
10
2
3
5

3회
5
10
2
4
19

4회
5
10
2
3
38

(3)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
오다와라예술문화창조센터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이하 기본설계부회)는
참여 시민을 2013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집하였고 이 기간에 디
자인 제안서 초안 시민설명회가 장소를 달리하여 5월 17일, 26일 개최되었
다. 기본설계부회의 활동은 6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개월에 걸쳐 4
차례 있었고 `10명 정도 시민위원들을 한 그룹으로 디자인 제안서 초안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은 전문분과회에서 논의되어 수정된 것을 다시 기
본설계부회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기본설계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표 4-65 2013 년도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5 월 1 일~6 월 10 일

시민워킹회원 모집

5 월 17 일, 26 일

디자인 제안서 초안 시민설명회

6 월 30 일

1 회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

프로포절안

7월6일

1 회 시민워킹 필드워크

문화세미나

8월4일

2 회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

1 회 기본설계안

8 월 26 일

2 회 시민워킹 필드워크

무대 견학

9월8일

3 회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

1 회 기본설계안, 경관, 전시계 기능

9 월 14 일

3 회 시민워킹 필드워크

극장은 어떤곳?

10 월 13 일

4 회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

2 회 기본설계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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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21 일~12 월 20 일

퍼블릭코멘트 실시

3 회 기본설계안

12 월 15 일, 2 월 2 일

의견 교환회

3 회 기본설계안

3 월 23 일

심포지엄

기본설계 개요

3월

기본설계 완성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에는 시민위원들이 검토할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시
민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전문위원들과 설계자가 참여하였고 시 직원과 극장
컨설턴트는 시민들의 검토과정을 지원하고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전
반적인 지원자 역할로 참여하였다.
표 4-66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 참석자 수
구분
전문위원
시직원
기타시직원
설계자
시민위원

1회
1
12
3
4
35

2회
2
12
3
7
30

3회
2
12
3
3
21

4회
2
13
3
4
25

(4) 사업 단계별 시민 의견 변화
시민들의 의견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흐름과 같이 중요한 것이나 전체적
인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것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비일상적인 행
사가 이루어지는 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로비, 회의실, 창조지원시설(연습실, 스튜디오 등)에 대한 관
심이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점차적으로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예술 창조지원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
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시설에 대한 건설 결정과 설계가 완료되었었기 때문에 나가노시 시민회관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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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향후과제)

5%

건축여부

4%

건설장소 2%
운영관리

7%
5%

26%
9%

6%

0%
7%

17%
3%

2%

홀

11%

13%

기본방침(환경배려 포함)

12%
0%

5%

16%

7%
22%

설계개념(형태, 재료, 구조, 분위기)

기본구상

2%

12%

기타시설(로비, 회의실, 공용시설 등)
창조지원

4% 4%

10%

기타(재원, 건설시기 및 기타) 2%
대지정비(대지조건, 배치, 주차장, 대중교통)

2%

12%

12%
17%
11%

12%
14%

9%

10% 15% 20% 25% 30% 35% 40% 45% 50%

기본계획

기본설계

그림 4-64 기획단계 별 시민 의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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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4

7

2011
10

1

4

7

2012
10

1

4

7

2013
10

1

4

7

2014
10

1

건설

설계자선정

기본설계

문예진흥 비젼

관리운영기본계획

관리운 영 관 리 실 시 계 획

7

2015
10

1

4

실시설계

 시의 시민회관 정비방침 공표(2009.04)

운영

사업 흐름

기본계획

기본구상

4

의회

 의원 설명회(2009.04)

 의원 설명회(11.25)

 의원 설명회(03.23)

시의회 총무상임위원회
 (08.23)

 의원 설명회(03.12)  의원 설명회(10.10)
시의회 후생문교 상임위원회

 (06.09)  (09.08) (12.01) (02.03) (09.10) (11.20,

시민

검토체제

 (2009.12,

관리운영검토



문화예술창조센터 시민워킹(기본설계부회, 관리운영부회

전문가

시민홀 건설 준비위원회

그림 4-65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건설사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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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정의 특성
1) 공론의 장에서 계획 검토자로서의 참여
전문가 중심 체계로 진행된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 과정은
오미타마시 시키노사토문화센터와 나가노시 시민회관과 비교해보면 전문가
중심의 기획과정의 특성이 가장 강했다.
기본구상을 준비하던 건설준비위원회에는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고 일반 시민의 의견은 시민단체 소속의 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설
준비위원회에 전달되었다. 직접적인 사용자인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건설준
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술관 규모나 소홀의 용도 등에 대한 합의를 주
체적으로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건설준비위원회를 방청한 시민 중에
는 이와 같은 문제가 “외부 지식인”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시민도 있었다.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오다 시민만으로 결정해야하며 외부 지식인의 책임이
아니다. 시민의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회
의가 끝없이 이어진다.” 시민 홀 건설 준비위원회 관련 시민 의견 목록

이후 진행된 기본계획 단계에서 조직된 시민검토위원회는 일반 시민을 중
심으로 구성되었지만 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획과정에서의 시
민의 참여가 계획의 주체적 제안자로서의 참여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강의
참여

자료
참여

○ 위원: 전문가가 6명

검토

기본계획 시민검토위원회

극장컨설턴트

시민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방청

○ 위원: 시민위원 50명 + 전문위원 6명
+ 극장컨설턴트 5명

+

의회

시청 내부 팀

시장

의견

그림 4-66 오다와라 시민홀 건설사업 검토체제(기본계획 단계)

제 1회 ‘시민 홀 기본계획 시민검토위원회 워크숍 게시판(かわら版)’의
Q&A 단락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시민의 육성을 전문 위원회에 전달
- 214 -

4.3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전문가중심 체계

하는 것이 시민 검토 위원회의 큰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회의에서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검토위원회의 의견은 전문위원회에서
대지 위치나 홀과 전시실의 규모와 성격 등의 주요한 기획 사항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포괄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차이 인식에 의한 토론 방법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전문가 중심 체계는 전문가 중심 조직이 주
도로 시민 중심 조직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하
고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전문가
중심 체계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위원을 일반 시민에게 공모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
형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문화
예술단
체

설계자
선정위
원회
컨설턴트

전문
위원회

시청

시민
위원회

의회
공청
회

시민

설문
조사

공

그림 4-67 전문가 중심 체계의 참여 구조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대부분 간접적이거나 제한된 횟수의 행사 성격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계획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대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참여자 수의 제한 없이 개최된 시민위원
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밖의 일반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
중심의 조직에 참여한 지역의 마을만들기 검토위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계획
에 반영되었다. 또한 마을만들기 검토위원의 참여는 기획 초기부터 예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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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조센터의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마을만들기 검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 시민 홀 건설준비위원회
의 활동과 ‘오다와라역·오다와라 성 주변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기획의 전문가 중심 체계에서 전문위원회와
시민검토위원회의 시설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토론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
었다.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안건별로 각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시민검토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시설견학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
으며 안건별로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용자의 관점을 제시함으로
써 전문가 위원회가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가 시민검토위원회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주요한 안건에 대한
정량적 선호도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시설 용도와 사용
방법이었다. 97 따라서 시민검토위원회 등의 진행을 맡은 컨설턴트는 각 사
24F

항에 대해 시민들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가진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의견들을 여과없이
전문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컨설턴트는 위원회 시간 안에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시민을 배려하여 위원회를 마칠 때 설문을 실시하
여 위원회의 내용과 함께 소식지(워크숍 카와라판)에 거재하고 전문위원회
에 전달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마
지막에 각 개인에게 ‘한마디 설문'을 적어 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한마디 설문’
역시 시민검토위원회 통신 속에 반드시 게재해 나갈 생각입니다.” - 컨설턴트(공간
창조연구소)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컨설턴트를 통해 전달 받았을 뿐
만 아니라 소수의 위원이 시민검토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각 토의 주제와
관련한 강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효과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도왔다.
전문위원들의 강연들은 하나의 이상적인 안을 설명하기보다는 전문위원회에
서 논의 중인 대안들의 기술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시
97

“제 1 회 시민검토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안에는 모순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실감한 점이 가
장 좋고 향후 추진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민홀 기본계획책정전문위원회 제 4 차 회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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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검토위원회는 참여 인원의 시설에 대한 이해의차이를 고려하여 4그룹으
로 나눈 뒤 그룹마다 1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시민 워크숍을
운영했다.

시민 워크숍
그룹
그룹

그림 4-68 시민검토위원회 그룹 구성

전문위원회와 시민검토위원회는 많은 의견들을 교환과 논쟁 속에서 예정
된 기간 보다 길어지긴 했어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충실한 기본계획을 수
립했다고 평가되었다. 98 전문위원회와 시민검토위원회가 서로에게 제공한
243F

정보들은 각 위원들의 개별적인 해석과 평가를 통해 주체적으로 기획에 참
여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의회 의사록 99 에서 나타난 우
24F

려처럼 많은 의견과 정보들을 수렴하여 제안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역량과
시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회가 시민검
토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제안들이 단 1회의 위원회로 충분한 숙고를 거치
지 않아 그 제안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논의
시간과 깊이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기
245F

획에서처럼 전문용어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용어를 변경하거나 주
석을 달아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민의 전문가와의 기획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
력은 시민검토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시설 견학에서도 있었다. 시
민검토위원회는 구성원 중 다수가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이후의 시민위원회

98

“시민 홀 기본계획책정 전문위원회 제 7 회의 의사록”과 “기본계획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의 내용
을 살펴보면 전시단체들의 의견이 적은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은 것 등을 제외하면 기본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시청, 참여 위원들과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99

‘2011 년 9 월 8 일 후생문교 상임위원회’ 의사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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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 신청서 마감일 이전에 2회에
걸쳐 시민 홀 정비 강연회를 실시했다.

3) 담론 형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체험 중심의 검정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 기획에서 전문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었지만 시설과 관련된 주요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형식
적인 대표성은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각 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 의견 교환회,
회장설문 100 , 공청회, 시민 의견 교환회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

그림 4-69 기본구상책정 프로세스

또한 전문위원회는 스스로 대안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나가노
시 시민회관 시민워크숍과 달리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유사사례에 대한 정보
나 ‘시설규모 시뮬레이션’, ‘블록 모형 워크숍’ 등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검토
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제공된 자료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홀과 전
시실 등의 주요시설 계획에 대한 평가에 합의하지 못했다. 전문위원들의 가
변형 구조나 음향기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신기술에 대한 신뢰의 차이
가 위원들마다 계획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했다. 시민들은 직접적인 사용자
로서 체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민검토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홀 객석에 대한 의견은 전문위원회
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객석 규모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시민검토
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여 객석의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논쟁이

100

건설준비위원회, 전문위원회, 설계자 선정위원회 등에 참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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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다고 설명하고 의견을 요청했으며, 시민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
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의견 중에는 무대 가까이서 공연을
감상하기 원하지만 2층이나 3층에 객석은 높이에 의한 공포감 때문에 선호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을 근거로
1,000석에서 1,200석까지 검토 되었던 대 홀의 객석 수를 1,000석으로 결
정할 수 있었다.101

4) 성찰적 비판에 의한 합의 유지
오다와라 에술문화창조센터 기획의 전문가 중심 체계는 기획과정에서 성
찰적 비판이 가장 적은 체계였다. 전문가 중심 위원회는 단계적으로 계획의
변수들을 줄여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다음 단계에서 지켜야할 기준을 이전
단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진행했다. 기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전문가 중심 위원회는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기존 문화센터 계
획을 폐기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모든 결정에 신중을 기했으며
합의된 결정이 다음 단계에서 재논의 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계획의 내용에 다음 단계에서의 해석의 여지가 적은 표현
을 사용하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은 기본계
획에 ‘워크숍 룸’ 대신 ‘워크숍’으로 표기하여 그곳이 회의실과 같은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거나 ‘메
이저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에 “공연, 훈련, 워크숍, 전시도 가능한 곳”과
“갤러리와 제휴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메이저 스튜디오’의 기능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또한 다수의 위원들이 설계자의 창의적인 제
247F

안을 위해 시설 면적이나 홀 규모를 구체적인 숫자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했
으나 시민들의 설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숫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전 단계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기보다 더 정교화
하는데 집중했던 기획 과정은 다른 사례에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제출된
대부분의 설계공모 안들이 배치, 시설 구성, 건물 형태 등에서 유사하였다는
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오히려 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는데 효
101

‘시민홀기본계획책정전문위원회 제 3 회의 의사록’ 및 ‘오다와라시 시민홀기본계획시민검토위원회
제 5 회 워크숍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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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시민들의 기획 과정에서의 참여는 오미타나시 시키문화관과 나가노
시 시민회관에서처럼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작한 운영계획의 참여로 이어져
계획의 기본 방향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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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3개의 참여에 의한 기획 사례들은 사업 추진 시기와 배
경, 도시의 규모와 성격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기획 체계와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시키문화관은 농경문화의 전통을 가진 소도시의 친밀한 사회적 유대를 토
대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 중심 체계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화시설로
기획이 진행되었다. 반면 나가노시 시민회관과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
터는 산업화된 대도시의 다원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문화시설
로 기획이 진행되었다. 나가노시 시민회관와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의 기획은 각각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와 전문가 중심 체계로 진행되어 참
여의 역할과 방법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사례에서 나타난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의 특성을 주체적 계획의 기본 조
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론의 장에서 계획 제안자로서의 참여 여부는 일반적으로 각 참여조직에
부여된 권한과 참여자의 구성에 따라 달랐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일반 시민
들이었던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획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의제를 선정
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
써 다른 두 사례보다 주체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했다.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
회에서도 참여자들이 일반 시민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시민 주도의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가노시 시민회관과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
의 기획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율적인 위원회의 운영보다는
시청에서 요청한 의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했다.102
나가노시 시민회관과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에서 시민 중심
조직은 자율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사례의 시민 중심 조직들은 모두 계
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
민·전문가 협업 체계에서 시민 중심 조직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전문가 중심 체계에서
102

모든 사례에서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없었다. 다만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민회의
와 같은 회의에서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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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주체적으로 운영되었다. 시민 중심 조직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제안
에 긍지를 가졌으며 시의회의 반대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 중심 조
직의 제안은 시민들의 예상과 달리 시청이나 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
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통해 대지선정과 계획 수립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관의 역할을 했다. 나가
노시와 오다와라시의 사례에서 시의회는 법적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자
체적으로 사업관련 검토조직을 구성하여 기획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
이와 같은 시의회의 역할을 고려하면 전문가 중심 조직의 위원이 시민 중
심 조직에 참여하여 위원회가 더욱 주체적으로 계획을 제안하는데 기여하듯
이 시의회 의원도 시민 중심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획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은 일반적으로 시
민 참여위원회 외에도 전문가, 장애인, 부녀자 등의 단체와의 간담회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포지엄,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루어졌다. 특히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시민 중심 조직이 문화관의 광역
영향권에 해당하는 이바라키현 소속의 직원과 문화관의 건립에 반대하는 시
민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참여가 가진 의미를 분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 중심 조직은 공모나 지명으로 위촉된 제한된 수의
시민위원을 포함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관하고 설문을 통해 의
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가 간접적으로라도 공론
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이와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배경과 성격 그리고 참여 형태는 기
획 과정에서 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과 방법의 차이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참여자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원할한 의
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가 되었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에서는 참여 조직의 종류와 체계에 따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전문가 중심 조직은 일반 시민과의 언어적 차이를 인정하고 가급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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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사용하는 용어 대신 일상적인 용어로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을 설명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시민설문조사 결과
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기본구상이나 기
본계획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 조직과 건축가는 시설견학,
대형 모형과 도면 등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앞에서
살펴본 3개의 공공문화시설 외에도 치노시민관 등 많은 사례들에서 시설견
학, 대형 모형과 도면은 설게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
할을 했다.

그림 4-70 치노시민관 기본설계 검토용 모형(茅野市民館ものがたり編集委員会, 2011)

또한 나가노시민회관의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 위원의 발언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에 의한 기획의 긴 논의 기간이 소극적인 참여
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나는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에 선정되었지만, 별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도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언하지 않았지만, 보고가 진행되면
서 꼭 문의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생각이 있어 발언하기로 했다.” - 제6회 시민회
관 건설검토위원회 회의록

시민 중심 조직에서도 전문가와 차이가 나는 계획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위원회가 마친 후에도 서면으
로 의견이나 질문을 설문의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나가노시와 오
다와라시의 사례에서 컨설턴트와 시청은 위원회를 마칠 때 시민들에게서 설
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답을 다음 위원회에 자료로 제공했다.
한편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모든 전문분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시민회의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가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시민들의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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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의 의미를 전문가에게 해석해 주는 역학을 했다. 다시 말해 참여
는 시민 의견의 모호함과 의견들 사이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시민의 참여는 건축가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
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가진 함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직접적인 도움
을 주었다.

그림 4-71 해석의 기제로서 참여의 역할

분석된 사례에서 시민 중심 조직과 전문가 중심 조직의 제안된 계획에 대
한 검정은 공통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과 외부전문가 자문, 컨설턴트의 자료
와 제안, 대안 작성 및 평가, 시설견학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대안 작
성 및 평가, 시설견학 등에 의해 얻어지는 체험은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함께 계획을 검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문가 중심 조직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설문조사와 시민 중심 조직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검정했다. 시민 중심 조직도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
고 있었음에도 전문가 중심 조직과 마찬가지로 시민설문조사 결과에 크게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했다.
시민설문조사의 빈도는 계획 체계에 따라 달랐다. 시민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더 중요했던 나가노 시민회관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에서 시민설문
조사는 오다와라의 전문가 중심 체계에서 보다 자주 있었다. 이는 시민·전
문가 협업 체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대신하기보
다는 수렴된 시민 의견의 가치를 높이고 의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역
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두 계획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시민설문조사 결과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반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가 위원들의 의견과 서로 상이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위원들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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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 결과와 위원들의 의견을 외부전문가 자문과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전
문 자료을 통해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했다.
전문가 중심 조직은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자료나 제안을 검토하고 평가하
는 방법으로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전문가
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인해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자료나 제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
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 중심 조직은 대안 작성 및 평가와 시설견학 등에 의해 얻어지는 체
험을 중심으로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검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시민들이 스
스로 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위원들이 안을 스스로 제안한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과 나가노시 시민
회관의 시민 중심 조직에서는 위원으로 참여한 지역의 건축가들이 일반 시
민 위원들이 스스로 모형을 만들거나 도면을 작성하여 계획을 검정하는 것
을 도왔다.
시민 중심 조직과 전문가 중심 조직은 공통적으로 위원회의 합의된 내용
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청 홈페이지에 계시하거나 소
식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또한 각 위원회는 다
른 위원회와 교류회와 공동 시설견학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했으며 위원 중 일부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합의 내
용이 보다 충실하게 다음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기획 과정에서의 참여는 운영계획의 참여로 이어져 계획의 기본 방향을 시
설 운영에 반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림 4-72 연속적인 위원회 참여에 의한 합의 유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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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에 의한 성찰적 비판은 기획 체계에 따라 계획에 다른 영향을 주
었다.
오미타마시의 시민 중심 체계와 나가노시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는 전
문가 중심 체계와는 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견들도 보고서에 기록하여
이후 단계의 위원회에서 재론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일부 시민과 전
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여 계획
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와 전문가 중심 체계에
서는 반대의견에 의한 성찰적 비판은 시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기
보다는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특정 시설이나 기능의 가치를 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교류 관련 기능과 오다와
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전시 기능과 관련한 논의였다. 반면 시민 중심 체
계에서는 반대의견에 의한 성찰적 비판이 시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시키
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집회와
교류 관련 기능에 관한 논의였다. 두 종류의 기획 체계에서 반대의견에 의
한 성찰적 비판의 영향을 기획의 단계별 목적을 중심으로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73 기획 체계별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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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협력적 계획에 참여한 다원적 주체들의 자기실현을 확인하기 위
해 참여기획 과정을 계획 기본 조건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사
용자의 주체성, 다원성, 정체성 등의 참여의 속성이 공공문화시설 계획에 반
영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참여의 속성 중 기획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체성과 다원성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관점과 계획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설 계획의 변화 과정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다
음으로 일반적인 계획의 이원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이
계획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5.1 기획 체계별 시설 계획의 특성
전문가에 의한 기획 과정에서 시설 계획은 중요한 문제나 변수가 나타나
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초기에 정한 방향대로 일정하게 구체화 되
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에서 시설 계획은 아무런 전제 없이 처음부터 참여자들의 협의에
의해 수립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관점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점과 계획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설 계획의 변
화 과정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 중심 체계
기본방침을 수립하던 초기 기획 단계에서 시설의 성격은 전문적인 문화시
설의 성격이 강했다. 시설의 명칭도 ‘문화 홀’로 정해지며 그 동안 지역에
없었던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공연을 감상하고자 하는 비일상적인 경험에 대
한 주민들의 욕구가 시설계획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공공문화시설 건립 타
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
술 활동을 통한 주민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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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설은 주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상성이 강한
다목적 문화시설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주민 교류에 대한 고려는 이후 진
행된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다미방, 로비, 광장, 중정, 다목적 소홀(홀) 계획
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본구상 초기에 이와 같은
시설 성격의 변화는 시설의 명칭을 ‘문화 홀’에서 ‘문화센터’로 변경하는 계
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은 기본구상 단
계까지 강하게 나타났다.
전문시설

비일상성

일상샐활

일상성
사업형성

1기 주민참여 위원회

그림 5-1 건축의 목적과 계획방향의 변화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라지게 된 것은 미래 세대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 문화시설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공유되면서부터
였다. 문화시설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점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은
우수한 문화공연 유치와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면서 주민
들이 다시 전문적인 문화시설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농경문화 계승
집회

문화
문화 홀

집회
미래세대 육성

문화
문화센터

그림 5-2 주요 기능의 변화

기본구상 단계에서 시설은 주민설문조사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일류 오
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고급 음악공연
을 위한 홀이 있는 다목적 문화시설로 계획되었다.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개최되었던 프로포절 공모에서 사토종합설계(佐藤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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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計画)는 대지 주변의 숲이 만드는 자연경관에 대해 배려하여 완만한 곡선
으로 숲 속 바람의 이미지를 표현한 점과 일상적인 활기를 가져다줄 전시,
회의, 식당 등과 연계한 편의점을 제안한 점,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을 연계
하는 회유형의 느긋한 동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민들이 문화회
관과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 심어주고 방문하는 예술가들에게 지역에 친근감
을 주기 위해 기념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는 훼손
된 숲을 복원한다는 장점과 함께 매우 높게 평가 받았다. 결국 사토종합설
계의 공모안은 지역의 전통문화, 미래에 대한 꿈 등의 기본구상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충실히 반영하면서 전문성보다는 일상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
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림 5-3 숲에 둘러싸인 이미지

그림 5-4 기본설계 1 층 평면 스케치

설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기본설계 단계의 워크숍에서 우선
논의된 것은 대홀의 성격과 규모였다. 규모는 공연의 전문성과 일상성에 대
한 고려로 인해 350석에서 1200석까지 검토되었으며 결국 일상적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600석으
로 결정되었다. 소홀은 미술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
을 평면으로 하고 이동식 좌석을 설치하였다. 또한, 문화센터에는 시민들 간
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다과공간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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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다양한 객석 규모 검토안

그림 5-6 논의 결과 선정된 홀 600 석 안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자는 시민워크숍 위원들과 함께 여성 및 장
애인 관련 단체들과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장애인과 여성을 배려한
화장실, 출입구에서 무대까지의 장애인 출입동선, 다다미방의 활용 등에 대
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600석의 대홀이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사용하기에 큰
규모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300석 규모의 행사에도 홀이 비어 보이지 않도
록 홀의 객석 중간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했다.
표 5-1 건축개요
구 분
연면적
건축면적
높이
주차장
대홀

소홀

부대시설

기본설계
4,500 m2
4,200 m2
22.5m
300 대
2 층, 경사마루 고정석, 일부 가동식
600 석(발코니석), 모자 자리 4
무대형식: 프로시니엄 형식·슈박스형
무대형식: 가동 오픈 형식
무대치수: 전폭 10m, 깊이 5m
객석: 롤백의자, 평면바닥, 이동식좌석
사무실, 카페코너, 분장실 2 실, 창고·피아
노 창고, 주최자 대기실, 샤워실, 다다미
방, 연습실 3 실, 분장실, 옥외중정

실시설계
4,819 m2
4,794 m2
24.85m
220 대
2 층, 경사마루 고정석, 2 층부 발코니식, 박스석
600 석(발코니석 56 석), 객석 분리용 이동식
칸막이, 장애자석 28 석, 모자석 8
객석 수: 300 석
객석: 롤백의자, 평면바닥, 이동식 좌석
사무실, 분장실 2 실, 피아노 창고, 위탁원실, 기
술원실, 샤워실, 다다미방, 연습실 3 방, 분장실,
구호실, 라운지, 수유실, 창고 외부 안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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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실시설계 1 층 평면도, 투시도 및 모형
이미지 출처: 오미타마시시키문화관 홈페이지(http://minole.city.omitama.lg.jp)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획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전
문성과 일상성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계획을 지향하면서 시설의 성격을
규정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을 통해 이웃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면서도 일류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함으
로써 자신들과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문화

교류
자연

그림 5-8 사업 단계별 주요 안건과 시설계획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은 시설의 전문성과 함께 일상성을 강조함으로써 홀
등의 주요 시설을 다기능화 했으며 풍부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이어온 지
역 농경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에서 주민들과
건축가에 의해 공유되면서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사회의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다다미 방, 중정, 카페, 다목적 소 홀 등을 계획에 반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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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센터
로비

그림 5-9 기획요소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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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 사업 단계별 주요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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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협업 체계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계획은 기획 초기의 기본방침 책정을 위한 전문가
중심 조직인 ‘제1청사 및 시민회관의 본연의 모습 간담회(이후 간담회)’에
서부터 시설의 전문성이 강조되었으며 간담회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성과 지
역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시민회관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한 이후 간담회 위원들은 초기 간담
회부터 주요 기능으로 전문 음악 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
다. 전문 음악 홀의 필요성에 대한 간담회 위원들 다수의 인식은 간담회가
집회 기능이 중심이었던 기존 시민회관을 대신 전문 음악 홀의 수요를 반영
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문화기능 중심의 시설을
기획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문화적 자긍심 표현
집회

문화

기존 시민회관

집회

전문 음악홀의 수요

문화

신축 시민회관

그림 5-10 주요 기능의 변화

이와 같은 시설 정체성의 변화는 간담회 위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설 명칭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간담회의 좌장은 전체 간담회를 정리
하는 제6회 간담회에서 새로운 시설의 명칭을 “예술문화홀”로 제안했다. 하
지만 위원들은 문화기능 중심이라는 기획의 방향을 이 단계에서 확정하거나
시민회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명칭도 적절한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다. 건설 시에는 집
회적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민회관이라는 명칭이지만, 예술문화 홀과 같은 건
물 자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제6회 이상적인 모습 간담회
의사 요지, p. 12

간담회 후기로 갈수록 초기에 약했던 집회 기능 중심으로 시민회관이 기
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 기본구상 단계에서 두 가지 기
능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간담회는 시민회관이 가진 문화
와 집회의 다중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간담회 결과보고서(제언서)에 홀의 성
격을 특정하지 않고 “다목적 홀, 음악전용 홀, 컨벤션 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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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의 핵심적인 안건은 아니었지만 시설의 일상성과 관련하여 간담회
동안 꾸준히 강조된 것은 시설의 접근성이었다. 대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
에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편리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지속해서 언급되었다.
나가노시의 지역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6회 간담회에서 인근 전
통사찰의 분위기를 재현하자는 의견이 유일했다. 전통사찰의 분위기에 대한
언급은 간담회 초기에 소극적으로 언급되었던 녹지와 수공간이 풍부한 환경
에 대한 요구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
“ 나가노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어
있는 곳이 많다. 회의 장소가 만약 젠코우지의 스쿠보우에서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전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있는 나가노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것을 포함해
나가노시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6회 이상적인 모습
간담회 의사 요지, p. 15

표 5-3 제 1 청사 및 시민회관의 본연의 모습 간담회 주요 의견
○= 소수 의견 ◎= 일반 의견 ●= 주요 의견
의견 분류

1회

2회

3회

4회

재건축 여부

● 노후화
● 내진

● 노후화
● 내진

● 노후화
● 내진

● 노후화

즐김

◎

◎

●

●

●

창조

○

○

○

○

◎ 집회

● 집회

● 집회

목적

● 내진

7회

보고서

◎ 내진

● 노후화
○ 내진

●

●

○

○

◎ 집회

대지

●

●

재정

●

◎

시간
도시

◎주변시설

환경
상징

● 집회
● 문화적
자긍심

● 문화적 자 ● 문화적
긍심
자긍심

상징

영향

6회

육성
교류

조건

5회

○

●

●

●

●

○

○

○

●

●

○
○

○

,

,

●

◌ 청결

분위기

○ 기존건물
부분보존

◎ 전통양식
활용

● 기존건물 ● 기존건물 ● 기존건물 ◎ 기존건물
보존
보존
부분보존
부분보존

●숙사

형태
시설
계획

◎ 홀

◎홀

● 홀
◌ 전시

● 홀

○

○

◎

○

○

○ 녹지

○ 녹지, 수공
간

규모

◌ 수익시설

● 홀
○ 연습실

● 홀
○ 연습실

● 홀
○ 연습실

○

●

◎ 교통
◎ 무장애

● 교통
● 무장애
● 녹지, 수
공간

동선
접근
환경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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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영 관리

○청소, 경비

사업 방법

●PFI

○

○
●

○

시민회관의 마을만들기 거점으로서 역할은 기본구상 단계의 입지를 선정
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강조되었다가 입지가 기존 시민회관의 대지로 결정
됨에 따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인 공공 공간으
로서의 역할은 시민 참여위원회의 친환경 전문가에 의해서 꾸준히 강조되었
다가 이후 설계자에 의해 설계의 핵심 개념으로 반영되었다.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홀의 규모였는데 홀
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의 전문성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시민
들의 의견이나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해서 하나의 규모로 합의되지
않았다. 검토위원회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나가노 시민회관에 대한 제언서’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했
다. 최종 기본구상에서 검토위원회는 메인 홀의 규모를 시민회의에서의 의
견까지 반영하여 1,300석 이상 1,500미만으로 결정했다.
표 5-4 시민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나가노시의 의견
의견의 요약
700 석 ~ 1,800 석 이상과 폭
넓은 의견(요구)
· 1,500 이상 (7 건)
· 1,000 ~ 1,500 석 (10 건)
· 700 ~ 1,000 석 (4 건)

나가노시의 의견 (분석 · 검토 요지)
시의 행사, 강연회와 함께 수준 높은 음악연주에도 대응할
수 있는 1,300 석 ~ 1,500 석 규모의 콘서트 홀을 검토 중
 1,500 석 규모로 한 이유는 시민회관은 문화 예술 거점으
로서의 역할과 함께 소방대 출범식, 성인식 전몰자 추도식
등의 이용을 고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 중심 조직인 시민워크숍에서 다양한 문화
분야의 창작과 연습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성이 강했던 시설의
구성과 성격에 일상성이 가미되기 시작했다.
표 5-5 홀 구성별 선호 위원 수와 이유
부문

수

음악전용

5

연극전용

3

음악중심 복합

19

+ 음악전용 소홀 5

·
·
·
·
·
·
·
·

주요 실
나가노 현 제일의 전문성과 규모에 의한 홀 특성화!
음악활동 단체가 많은 활동이 왕성한 나가노 시민의 요구에 부응 해!
전국적으로도 드문 연극 전용 홀!
나가노의 문화 진흥과 마을만들기의 주축으로!.
클래식 음악 이외의 다양한 장르에 대응!
클래식 음악의 좋은 공연 환경이면서 폭 넓은 장르에 대응!
시민의 다양한 감상 기회, 문화 활동의 장으로!
리사이틀과 시민에 의한 발표회 등에 적합한 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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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극전용 소홀 4
·
·
+ 다기능성 소홀 10
·

부담없이 음악을 즐길 수있는 홀이 "창객(創客)"의 초석이!
주로 홀 기능 (음악 주 목적을 상정)과 신축성을 붙여!
프로·아마 묻지 않고 연극에 사용하기 쉽고 구심력있는 전용 홀을!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있는 홀에!
시민에 의한 자유롭고 독창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장소로!

시의 행사와 강연 등을 고려하여 1,300석에서 1500석까지 규모를 고려
하던 대홀의 규모는 음악 중심의 1,300석으로 축소되었고 300석의 연극을
위한 소극장은 음악전문 홀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연극을 중심으로 다양
한 공연에 적합한 박스형 200~3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추가되었다. 기본계
획에서의 각 시설의 규모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대홀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시민들의 전문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는 리허설
실과 연습실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표 5-6 시민 워크숍의 의견에 의한 홀 구성의 변화
기
본
구
상
시민 워크숍 의견

기
본
계
획

대홀
1,300~1,500 석

소홀 A
300 석

음악

집회

연극

시민이 언제나 클래식 음악 감상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300 석 홀 필요.
클래식 음악을 위한 공간은 특수성이 높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어려움.
연극과 음악공연에 이용하기 쉬운 300 석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음.
공연 예술 박스형 소극장은 다른 공연에도 폭넓게 활용 가능함.
대홀
1,300 석
음악

집회

소홀 A
300 석

소홀 B
200~300 석

음악

연극/다목적

기본설계 단계에서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시설의 영역성과 기능성과 관
련한 서브 홀(A)의 위치 변화였다. 공모 안에서 서브 홀은 2층에 배치되어
있어 다른 홀뿐만 아니라 제1청사의 민원 공간과의 연계성이 뛰어났지만,
공연 기자재 반입의 어려움과 제1청사의 보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
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공모 안의 심사의견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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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절 안

기본설계 안
그림 5-11 지상 2 층 평면도

나가노시 시민화관의 기획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시설의 전문
성을 중심으로 일상성과 다목적성을 부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집회시설의 성격이 강했던 기존의 시민회
관에서 접하지 못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경험하고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원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쉽게 간과할 수 있었던 연극이나 집회에 관련된 시설의 다
목적성과 일상생활 속의 문화시설로서의 일상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기본방침

기본구상

기본계획
문화 홀 (문화예술활동중심)

시민회관 (집회중심)
기존 대지

기억

마을만들기

환경

도시재생

즐김
공공
문화시설

문화시설

창작

집회시설

육성

복지시설

연결

그림 5-12 나가노시민회관 기획 요소와 시설 구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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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민회관은 기획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계획되
었다. 대 홀은 기획 초기부터 음악 중심의 전문 홀로 성격이 규정되었으며
연습실과 리허설실도 기획 초기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
홀의 규모는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높은 수준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축
소되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음악 전문 소홀이 계획에 추가되
었다. 또한 일상성과 다목적성은 기본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다목적 소극장,
통합로비, 정원, 선큰가든, 전면 광장 등을 통해 계획에 반영되었다.

문화
홀

그림 5-13 기획요소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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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제 1 청사 및 시민회관의 본연의 모습 간담회 회의 별 주요 의견
의견 종류

● 노후화
○ 내진

● 내진보강
교육시설 우선

즐김

●

●

창조

○

○

● 문예진흥

○ 어린이들 공연

● 어른에서
어린이까지

재건축 여부

목적

조건

시민간담회
기본방침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한 건설검토위원회 기본구상에 대한 건설검토위원회
제언서 주요내용
시민회의
시민 의견
후보지선정
시민회의
의견

육성

● 재건축,
내진보강, 폐지 61
● 시민발표
고급공연

● 문화공연

● 재건축, 내진보강
재검토, 폐지
● 높은 수준의 홀 ● 높은 수준의 홀 ● 높은 수준의 홀
예술진흥의 거점 예술진흥의 거점 예술진흥의 거점
● 문화예술창조 ● 문화예술창조 ● 문화예술창조
지원
지원
지원
● 전문 홀에서의
어린이 공연, 집회

●일상적 시민 모임, ● 종일 사람이
○ 컨벤션 기능
모이는 공간

● 집회

상징

● 시민자부심

● 합병
나가노시의 상징

● 나가노시의 상징

● 나가노다운
나가노의 얼굴

● 나가노다운
나가노의 얼굴

대지

● 공간 확보

●

● 건설지역 선정
교통편의

● 건설지역 선정
교통편의

● 건설지역 선정
교통편의

재정

○특례채 이용

●

● 특례채 활용
건축비, 시민기부

● 특례채 활용
재고

시간

● 건설 우선순위

●

● 휴관기간,
우선순위

● 건설우선순위

도시

○
도심활성화(마을만
들기)

○ 도심활성화

○ 중심시가지
활성화, 주변조화

환경

○ Co2 억제

○ Co2 억제

○ Co2 억제,
태양광설비

영향

배치

● 시설배치계획

상징

● 나가노 다운,
○ 기존건물 활용
● 기존건물 보존 ○ 기존건물 재활용 골목실 보존 또는
◎ 전통양식 활용
재현

계획

○ 전문 홀에서의
어린이 공연

●일상적 시민 모임 ○ 컨벤션 기능(3회)

교류

● 도심활성화

시민 워크숍
의견

○ 전문 홀에서의
어린이 공연
● 만남과 교류의
장
○ 나가노다운
나가노의 얼굴

● 건설지역 평가
● 건설지역 평가,
교통편의,
교통편의
마을만들기
● 특례채 제약
해소
건설비용의 구체화

○ 도심활성화

● Co2 억제,

● Co2 억제,
열섬대책(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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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채, 일반재정
활용(119～134억엔)
● 2012년말 착공

● 도심활성화

● 기존건물 보존
○ 재활용

기본계획(안)에
기본계획의 주요 프로포절 공모
대한
내용
안의 주요 개념
시민 의견
● 재건축, 내진보강 ● 기존시설 현황과
재검토, 폐지
재건축의 필요성
● “즐김”을 특화
● 풍요롭고
● 풍요롭고
세계적 예술가 초청 다채로운 문화감상 다채로운 문화감상
● 다수의 연습실 ● 발표, 전시 기회, ● 발표, 전시 기회,
활용
거리활성화 기여 거리활성화 기여
● 다양한 시민의 ● 다양한 시민의
● 미성년도 부담
일상 속의 문화예술 일상 속의 문화예술
없는 이용
체험
체험
●로비를 활용한 ● 문화시설 연계, ● 일상 속 교류의
음악과 연극공연
교류의 장
장
○ 나가노다운,
○ 나가노다운
● 시민의 자랑
나가노의 관문
나가노의 얼굴
이미지
● 건설지역 평가
● 간선도로 개설,
● 편리한 교통
교통편의,
나가노역 근접 지역
마을만들기

● 도심활성화,
도로변 높이
주변경관과 조화
● 친환경에너지
○ Co2
● Co2 억제,
활용,
○ Co2 억제
억제(신청사),
열섬대책, LCC
LCC 분석
에너지 절약
● 시설 합축,
● 아뜨리움, 중정
● 인접시설 연계,,
● 홀의 방향, 위치
로비공유, 보차
중심 입체적 동선
진입로 계획
분리,
통합
● 기존건물의 부분 ● 기존건물의 부분 ◎ 기존건물의 부분
● 젠코지, 유명
재활용으로 기억 재활용으로 기억 재활용으로 기억
예술가 존재와 상징,
상속
상속
상속
○ 도심활성화

◎ 도심활성화

◎ 도심활성화,
주변경관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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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 사찰 숙사
분위기 회의실

● 휴식의 장소
개방적, 활기

●밝은 분위기, 여유 ● 휴식의 장소
있는 좌석
개방적, 활기

형태
재료

○ 현의 목재 이용

● 현의 목재 이용

시설
기능

● 홀
○ 연습실

○ 전망레스토랑,
리허설실, 탁아실

● 홀의 다목적성,
식당 등 부속시설

시설
규모

●

● 1,500석 홀
300~500석 홀

● 700~1,800석,
저층경관

내구성

● 100년의 내구성 ● 100년의 내구성
● 합리적 동선,
시설간 연계

동선
접근

● 교통
● 무장애

● 교통
● 무장애

● 교통
● 무장애

환경

● 녹지, 수공간

○ 공원 속의
야외음악당

● 옥상정원
휴게공원
○ 내진성능확보

안전

운영 관리

○

● 운영계획
수립의 필요성

● 운영계획, 주체,
낮은 요금

사업 진행

●

● 시민 의견 수렴

● 정보제시
의견수렴, 설계공모

● 이용하기 쉬운 ● 사찰의 “경내”,
● 밝고 넓은 공간,
시설, 길 찾기 쉬운 이용하기 쉬운
관람의 편의
시설,
시설, 쉬운 길 찾기
●기존 블록 벽
● 혁신적 vs
모티브 외벽,
차분한 디자인 21
나무그늘 이미지
● 현의 목재 이용

● 현의 목재 이용

● 음악 홀, 연극
● 음악 홀, 연극
○ 홀, 파이프
홀, 갤러리, 정보
● 홀, 연극 홀, ● 서버 홀과 카페,
홀, 탁아실,
● 복합시설
오르간, 리허설실,
도서관, 카페,
리허설실(3회)
레스토랑 등 추가
녹음스튜디오
미술관
탁아실
● 1,300석 메인 홀,
● 1,300석~1,500석 ● 1,300석 메인 홀, ○ 홀과 부속시설의
300석, 200~300석
● 800석~1,500석
● 800~1,000석
(5회) 1,300석 홀, 300석, 200석 서브 규모, 고층화와
서브 홀, 연면적
홀
전체규모 검토(6회)
홀
여유공간
11,500 ㎡
● 100년의 내구성, ● 100년의 내구성,
○ 100년의 내구성 유지관리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
구조
● 시설간 동선
● 시설간 동선
● 골목길의 회유성
연계, 아뜨리움
연계, 아뜨리움
활용
활용
● 교통
● 충분한 주차
● 충분한 주차
● 충분한 주차
● 무장애
무장애
무장애
무장애
○ 대지 전체
● 벚꽃 속 조각과
● 주변녹화,
● 녹지 속의 ● 중정, 녹지, 수로,
● 주변녹화, 정원,
공원화, 공원 속의
벤치,
기존수목 보존,
시민회관
인공지반, 선컨가든
선컨가든, 옥상정원
야외음악당
옥상녹화(신청사)
소음, 진동대책
● 내진 성능과
● 내진설계,
● 내진설계,
피난처 역할, 진입로 피난시설,, 시설간 피난시설,, 시설간
안전
보안
보안
● 음악감독(3회)
● 전문가에 의한 ● 운영계획 수립
● 준공 후 시설 ● 운영계획 수립의
부담 없는
운영, 낮은 시설
차체사업, 전문가
운영
필요성
활용(5,6회)
이용료
운영
● 공모방식의 ● 건설검토위원회,
공정한 설계자 선정,
시민 워크숍,
● 시민 워크숍
● 정보제시
● 도시재생사업
재건축에 대한
사무국에 의한
참여와 의견 반영
의견수렴
시민투표 실시
설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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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심 체계
기존 시민회관은 60년대에 지어져 문화를 향유하는 시설이라기보다 집회
시설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 현재 오다와라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담아내기 힘
들어졌다. 예술문화창조센터는 오다와라시의 문화진흥비전과 함께 계획되고,
문화를 통한 도시의 활기 창출과 시민 교류,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거점이라
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 문화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동시에 생활 속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기본구상 초안에서 명칭을 “시민 홀”로 쓰
고 있지만 기본구상에서 기존시민회관의 본관에 해당하는 기능에 대한 논의
와 함께 명칭의 변경이 제안되었고, 기본계획수립 전문위원회 제1회 회의에
서 시장이 “문화창조센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거점으
로서 시설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옮겨갔고 설계자 선정 단계에서 명칭이 바
뀌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술문화창조센터는 기존 시민회관과 그 성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리의 활기 창출, 시민 회유
집회
기존 시민회관

문화

집회

시민 예술문화활동의 거점

문화
예술문화창조센터

그림 5-14 주요 기능의 변화

기본구상의 책정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은 시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
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 기존 시민회관이 지어지던 시절의 홀은 집회시
설의 역할도 중요하여 다목적이라는 성격을 부여하였기에 문화를 즐기기에
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사용 목적에 맞게끔
계획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시설에서 전문공연이 중심인
대 홀은 시민 홀이라는 명칭에 정체성을 주는 시설이고 소 홀과 갤러리, 스
튜디오 등은 일상생활 속의 시민 문화예술활동에 그 기반을 두고있다.
기본구상에서 시민이 이 시설을 통해 성장한다는 이념에 따라 시민문화
육성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이것이 기본계획의 검토에까지 이어져 대 홀
외의 시설들은 모두 시민문화에 대한 것이 중심인 시설로 규정되었다. 아래
는 시민 홀 기본구상 초안의 문화적 특성과 기본이념의 내용으로 예술문화
창조센터 시설의 성격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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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와라의 문화단체에서 주로 홀을 활동 발표의 장으로하고있는 단체의 상황을
보면, 오랜 역사에 길러진 기술의 수준 높은 합창단체와 오케스트라, 취주악 단체가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출연자가되어 활동을 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극단이 있습니다. 또한 무용과 전통 음악, 전통 예술 등의 단체 활동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모든 시민에게 열린, 문화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
는 장소인 동시에 거기에 모인 시민들이 거리로 이어지게 하여 활기를 제공, 마을의
활성화에 이바지 "예술 문화 교류의 중심 시설"로 시민 홀을 정비합니다.”

문화예술창조센터가 가지는 도시재생적 지역 활성화 측면은 광장에서 나
타나 시설의 일상성을 강화하는 요소로서 기본구상 단계부터 꾸준하게 논의
되었다. 기획 초기부터 대지 전면에 설치하기로 한 광장은 시설을 인접한
오다와라 성지와 연계되어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방문하는 사람들
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문화예술창조센터의 계획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다원적인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 홀, 전시실, 스튜디오 등의
기능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은 전문성과 다목적성의 이원적인
특성 사이에서 참여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4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문가 중심 조직인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은 각자
의 전문분야에 대한 시각으로 계획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으로 인해
오히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서 소 홀의 전문화와 다목적화 사이의 논쟁 즉,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보하
기 위해 소 홀의 고정식 좌석을 없애고 바닥을 평토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회는 스튜디오의 다목적화에 대해서는 논의했
으나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다목적 스튜디오에 전시 기능을 수
용한다는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민검토위원회에서는 “소 홀은 고정석으로 하고 300
㎡ 정도의 평토방으로 된 복합용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리허설실
도 소 홀로 생각한다. 홀은 고정석, 리허설실은 플랫!”이라는 의견 등이 나
타나 시민들은 홀은 홀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와 별도로 복합공간이 필
요하다는 것이 나타나 전문위원들의 시각과는 차이를 보였다.
시민검토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시행된 기본계획 퍼블릭 코멘트의 의
견 중 전시계기능, 창조계·지원계 기능으로 분류된 의견들에서 워크숍 룸,
스튜디오 등을 전시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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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므로 다용도로 활용하기 쉽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시민검토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의견이다.
“전시 공간에 대해 상당한 과밀 전시된다. 그 점은, 계획안의 대 스튜디오 및 워
크숍 룸을 연계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대중소를 떠나서 다목
적으로 사용 가능하게했으면 좋겠다. 패널을 세우면 전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스튜디오를 ‘대, 중, 소’만들 예정이며 다목적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평토방으로 되어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 퍼블릭코멘트 시민 의견 목록 중

전문위원회 7회차에 스튜디오에 전시계 기능 통합에 대해 위원장이 언급
하였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퍼블릭 코멘트 이후의 발언으로 퍼블릭 코멘트
에 제출된 시민 의견 중 동일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요약한 것
이다.
갤러리가 350㎡로는 부족하다고 되었을 때 대형 스튜디오를 전시 공간으로 이용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갤러리와 메이저
스튜디오가 같은 층 속에서 오갈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갤러리와
초등 스튜디오의 양쪽을 사용한 기획 등 여러가지 것이 있습니다. -제7회 기본계획
수립전문위원회에서의 위원 의견 중

작은 홀

기능 유사 함

고정식
공연중

vs

가동식,
다목적

전시실
면적 부족

기능 유사 함

기능 상이함,
면적 보충관계

작은 홀

고정식, 공연중
기능 상이함,
면적 보충관계

스튜디오
평토방,
다목적

스튜디오

다목적, 평토방

a. 전문위원회의 검토안

전시실

면적 부족

b. 시민검토위원회의 제안

그림 5-15 전시설 면적 확보를 위한 위원회별 접근 방법

시설의 전문성과 다목적성에 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전문가들과 이용자들
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고 시민이 계획과정에 참여할 충분한 시간과 방법
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맞는 해결책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는 서로 상이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는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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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체적 사용자의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설계자의 디자인 제안서 초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기본설계 검토 단계
에서도 시설의 기능이나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갤러리를 제외한 대부
분의 시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었거나 약간의 위치 조정이 있었다.
기본계획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며 다목적성이 강조되었던 갤러리는 위치와
형태를 크게 변경하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갔다.
이와 같이 시민이 참여한 조직이 시설의 성격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 없이 전문가에 의한 수요예측만
으로 계획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갤러리를 포
함한 몇가지 시설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회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에서는 설계자 아라이 치아키에 의한 디자인
제안서 초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워크숍에서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
토하였는데 디자인 제안서 초안 시설구성도에서 왼쪽 1층의 ①-갤러리에
대해 “갤러리가 전면에 있어도 벽이 되어버린다.”, “갤러리 백 야드가 없
다.”, “갤러리 방음성 및 암막 확보 필요.” 등의 시민 의견이 첫 회부터 있
었으나 1회 기본설계안에서는 갤러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림 5-16 디자인 제안서 초안 1, 2 층 시설구성도

1회 기본설계안은 디자인 제안서 초안의 시설 배치에서 1층 부분은 레스
토랑 면적의 변화 외에 큰 변화가 없었고 2층 부분은 디자인 제안서에 없
었던 기계실의 배치로 인해 대 홀 플라이스에 접해있던 워크숍룸이 삭제되
고 스태프실, 소 스튜디오 등의 위치 및 크기가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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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1 회 기본설계안 1, 2 층 시설구성도

그림 17의 1층 시설구성도에서도 갤러리의 위치와 크기의 변화는 적다.
하지만 계속된 시민워킹 그룹의 토론결과에 따라 2회 기본설계안(그림
5-18)에서 갤러리의 위치가 디자인제안서(그림 5-16)의 대 스튜디오의
자리로 이동하고 ③-대 스튜디오는 원래 ②-중 스튜디오의 자리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갤러리 위치의 변경은 4회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에 발표된 2회 기본설
계안에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시민위원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갤러리, 대 스튜디오, 소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전시회에서 대 스튜디오과 소 홀
은 어떠한지? 대 중 스튜디오 크기의 검토를 하는지? 대 스튜디오 롤백은 필요 없
다.”, “전시를 위한 갤러리다. 워크숍 스튜디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벽을 설치해
서 전시해도 괜찮은가? → 복구 가능한 것인가. 직원이 되돌릴 수 있는가? 갤러리
방음(차음)성 및 암막 확보, 외부 광장 개방해 사용할 수 있는 갤러리,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한 안전 확보.”, “갤러리, 대·중 스튜디오의 거리를 짧게 하면 컴팩트하게
된다.”

그림 5-18 2 회 기본설계안 1, 2 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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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와 3회 설계안은 시설구성의 큰 틀은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2층의 워
크숍룸이 일부 오픈형으로 바뀌고 카페 공간이 분할되어 정보이용공간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홀 입구에서 홀에 대한 안내를 쉽게 하는
정보코너를 확실히 마련했으면 하는 시민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코너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사람을 둔다. 홀에서 열릴 사업에 관해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 여기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순한 티켓 카운터가 아니라 문화 콘시르쥬와 같은 기능.”, “시내 아티
스트의 간단한 전시 숍.”

그림 5-19 3 회 기본설계안 1, 2 층 평면도

디자인 제안서 초안으로 제시된 시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의 차이는
시민워킹 기본설계부회에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통해 많은 부분이 재검토
되어 줄어들었다.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전시실 즉,
갤러리에 대한 문제가 시민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갤러리의 형태로
나타났다.
오다오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과정은 나가노시의 사례에서처럼 기
전체적으로 시설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일상성과 다목적성을 부가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오다오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계획은 나가노시의 사례와 달리 처음부터 다목적성을 비교적 중요하게 반영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획의 초기부터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과 발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계획에 반영되어 모든 홀이 다목적 홀로
규정되고 다수의 스튜디오가 계획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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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감동

창조
성장
교류

그림 5-20 사업 단계별 주요 안건과 시설계획

앞에서 확인했듯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변경했지만 시
설의 명칭을 기본구상 단계부터 ‘문화창조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데서
시설의 다목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1 기획요소들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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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과정에서 시민들은 기존 시민회관을 통
해 향유하던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게 될 새로운
시설에서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민이 언제나 자유롭게 문
화예술활동에 참여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시민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활동이 시의 매력을 높여 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술문화창조센터는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 홀, 스튜디오, 갤러리 등을 다목적화 하고 창조지원실과 워크숍을
두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발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은 새로운 시설을 통해 오다와라 성지 주변 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이러한 기대는 오다와라 성지를 향한 대지 전면에 광
장을 두어 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광장에는 카페와 갤러리를 두어 광장
과 시설을 매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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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획의 이원적 특성
일상성과 비일상성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초기에 시민들이 기존 시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비
일상적이고 특별한 시설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계획
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사업의 조건과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적
으로 가능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획 과정에서 일상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와 계기는 계획을
수립하는 조직과 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상성의 영향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와 계획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상성과 비일상성이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비일상성에서 일상성으로
기획의 초기에 비일상성이 강조되다가 점차적으로 일상성이 강조되는 대
표적인 사례가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획 과정이었다. 오미타마시 시키
문화관의 기획 초기에 시민들은 새로운 문화도시를 창출하기 원하는 욕망으
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수준의 전문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
로 계획을 구상했다. 시키문화관의 건립은 주민들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문
화시설을 충당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문화센터의 건립을 통해 그들의 삶과 공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
현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려 했다.103 이와 같은 주민들이 욕망은 기
본구상을 위해 처음 조직된 ‘미래의 꿈 창조위원회’에서 제시한 ‘꿈’이라는
개념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은 ‘꿈’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까지와
다른 특별한 삶과 비일상적인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었
다. 주민참여 위원회의 공모위원 중 코지마 노리코(小島矩子)의 아래 발언
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진짜 음악을 접하면서 일류의 연주가와 협연할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멋질 것일까? 그런 ‘꿈’이 문화 홀을 건설로 실현될 것 같은 기대로 바뀌었다.” – 참

103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센터라는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새로운 미노
리 마치만의 독자적 문화를 가꾸어 나가느냐는 것이 목적입니다.”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
員会, 2002,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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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 코지마 노리코(小島矩子,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56).

하지만 기획이 진행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최대한의 차
이를 추구하던 ‘욕망’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건설에 의한 재정 부담과 사용료
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홀을 바
란다”라는 다소 현실적인 요구로 변했다. 이와 함께 ‘미래의 꿈 창조위원회’
는 ‘문화센터 창설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소식지의 이름도 ‘꿈의 통신’
에서 ‘문화의 광장’으로 변경되었다.
차이에 대한 주민의 대표적인 태도 변화는 홀의 규모에 관한 의견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초기에 “일류 문화예술을 접하고 싶다” 등의 의견과 함께
1,500석까지 검토되었던 홀 규모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600석에서 800석 사이로 정해졌다. 홀 최종 규모는 시의회
가 예산 승인 후 600석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홀 규모에 대한 결정 과정은
시설의 일상성과 비일상성이라는 이중성 속에서 일상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었다.
“일반 주민도 잘 다룰 수 있는 시설이면서도 멋있고 비일상적인 분위기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홀로 건설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요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제로는 이런 모순되거나 이런저런 것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91)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로 진행된 나가노 시민회관의 기획은 처음부터 전
문성을 중심으로 일상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나가노 시민회관의 기획은 전문가 중심 조직에 의해 기술적 자
료를 바탕으로 노후화 되고 새로운 문화예술활동을 수용할 수 없었던 기존
건물의 재건축 여부과 제1청사를 위한 공간확보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는 나가노 시민회관 기획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시
민들의 ‘욕망’과 전문가들의 기존 공간에 대한 진단과 예측에 의존하여 기존
공간의 용도를 유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필요’가 공존하며 시작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획 과정에서 표출된 “일류 문화를 접하고 싶다”, ‘전속 오케스트
라와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 “전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홀을 만들고 싶다”
등의 시민들의 욕망을 담고 있는 의견들은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세계적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기 위해 검토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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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석의 홀의 규모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문 컨설턴트 104 가 시설 관련
자료와 제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1,300석으로, 대규모 전시를
위해 검토되었던 미술관도 소규모 갤러리로 축소되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획 과정에서 참여한 문화예술 분야의 시민들에 의해 일상적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시설의 대한 요구
가 늘어나면서 제한된 공간 속에 음악과 연극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
련 되었다.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 기획도 전문가 중심 체계에 의해 처음부터 시
설의 기능과 성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폐기되었던 설계안이
건축가의 오만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오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건
물의 기능과 형태를 이전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 했다. 이와 같
은 시민들의 태도는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을 전문가 중심 체계
로 진행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가 중심 조직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 갔으며 계
획 과정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비일상적이고 특별한 시설에 대한 요구는 제
한적으로만 계획에 반영되었다. 또한 전문가 중심 조직이 현실적인 관점에
서 계획을 수립하게 한 데에는 계획이 이미 수립된 기본구상에서 출발했던
것과 협소한 대지 안에서 많은 기능을 담아내야 하는 것도 영향을 주었다.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에 제출된 기본구상은 시청의 담당자
들에 의해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6개월에 걸쳐 수집된 상당한 양의 시민
의견을 포함하고 있었다. 건설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
하기 보다는 제출된 기본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는데 역량을 집중했
다. 대지는 인접한 사유지를 일부 편입했음에도 새로운 시민들의 요구를 모
두 충족시킬 만큼 크지 않았다. 따라서 대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연면적
(10,000m2~11,00m2)이 크지 않았고 기획의 첫 회의 때부터 기본설계를
마칠 때까지 2년 동안 연면적의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시설의 각 기능은
전체 연면적에서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부여 받았다. 위원회에서 한
104

문화시설 전문 컨설턴트인 ‘Theatre Workshop’에 제공한 자료에는 ‘연면적 유사 시설의 시설
구성’, ‘홀 객석 수 (규모) 성격 (기능)에 대한 조합의 제안’, ‘시민문화단체 앙케이트 관객 수에 대한

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극장은 비일상의 특별한 공간이 아니며 사람들의 일상과 어떻게 연
결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을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민
들이 시설 성격을 규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제 6 회 시민워크숍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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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위원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해야만 했다.

2) 일상성에서 본질적 차이로
일상성은 참여에 의해 시민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로 계획에 반영
되는 과정에서 시설 성격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일상성에
의한 시설 성격의 변화는 기획 과정에서 시민들에 의해 계획에 반영되거나
시민들의 요구에 내재되어 전문가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되었다.
일상성에 의한 시설 성격의 변화가 시민들에 의해 계획에 반영되는 사례
는 나가노시 시민회관과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나가노시 시민회관 기획의 시민·전문가 협업 체계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시설의 일상성을 강화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
로 시설의 특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역할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
민들이 자신들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창작과 공연에 참여하고 시설 전
체를 전유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은 시민워크숍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시설을 창조지원센터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관점은
워크숍 기간 중에 실시한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4회 워크숍에서 시민회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
민들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의 거점’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연습실, 리허설실 등의 시설을 일상적인 이용시설이며 꼭 필요한 시설이라
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문화예술활동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2회
워크숍에서의 위원들의 의견 중 연습실과 리허설실에 해당하는 ‘교육·보급
·육성’에 대한 사업기획에 관한 의견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다. 105 또
235F

한 7회 워크숍의 시설별 의견 중에서도 연습실과 리허설실에 대한 의견이
카페 및 레스토랑과 함께 가장 많이 나타나 연습실과 리허설실에 대한 위원
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105

제 2 회 워크숍에서 ‘내가 만약 관장이라면......’이라는 주제에 위원들의 의견은 사업계획(39%), 기본이념
(41%), 조직계획(16%), 시설관리(12%), 수지계획(4%), 기타(2%) 순으로 많이 나왔으며 사업계획 사업계획 중
사업기획(43%)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업기획 내에서는 교육 · 보급 · 육성(32%), 교육(28%), 창조
(12%) 순으로 의견의 수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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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제 7 회 워크숍의 시설 부문별 의견 수
부문

의견수

주요 실

홀 부문

49

무대(16), 분장실(15), 객석(7), 로비(6) 등

창조 부문

23

연습실(17), 리허설실(6), 악기창고 등

교류 부문

36

갤러리(4), 정보 코너(3), 카페레스토랑(17), 도서실, 회의실 등

관리 부문

12

코트 보관실, 창고, 사무실, 의무실, 경비실, 화장실 등

일상성이 시설 성격의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한 사례는 오다와라시 예술문
화창조센터의 스튜디오와 갤러리에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에서도 나타난다. 시민들은 이 시설들을 특정 기능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용도에 할용하고자 했다. 특히 시민들은 스튜디오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세분화하고 주변 시설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행사
를 수용할 수 있는 예술문화창조센터의 핵심적인 시설로 계획했다. 이와 같
은 스튜디오와 갤러리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존의 공공문화시설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용 주체로서 참여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5-22 디자인 제안서 초안 1, 2층 시설구성도

한편, 시민들의 요구에 내재되어 있는 일상성에 의한 시설 성격의 변화가
전문가가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되는 사례는 오미타마시 시키문화
관과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기획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획 과정에서 주민들은 일상성을 기초로 한 삶
의 본질적인 변화를 새로운 문화관을 통해 구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
지만 기본구상에 그러한 의지를 구체적인 시설 특성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설계자인 코미야 아키라(小宮朗, 佐藤総合計画)는 주민들과 함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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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친숙한” 106 일상적인 공간인 일본식 방,
25F

정원, 다목적 홀 등을 중심으로 시설을 계획하여 문화예술활동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본질적인 삶의 변화에 대
한 의지를 반영했다. 그는 일상적인 삶의 가치를 성찰적으로 보고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와 다른 계획 방법으로서 참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설계라는 건축을 완성해 가는 프로세스와 병행해 주민 여러분과 대화를 나
누며, 미노리의 가치를 재평가,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 공유해 가는 것에
나서고 싶습니다.”-설계자, 코미야 아키라(小宮朗, 佐藤総合計画美野里町文化センタ
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88)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건설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새로운 시설이 도시의 열
섬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타카 나오키(高木直樹) 교수의 주장
은 이후 기획 과정에서 시설이 일상생활 속의 친환경 공간으로 계획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환경 건축’은 결국 기본계획에서 “사람과 환경 친화적인 문
화예술 창조의 무대”라는 기본이념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환경 건축’은 단지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설비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었지 지금까지의 건축과 근원적으로 다른 건축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그림은 제5회 위원회에 타카 나오키 교
수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나가노시의 부족한 녹지와 그로 인한 열섬현상을
보여주는 이미지다.

그림 5-23 나가노시의 식생 분포 이미지와 도시 지표면 온도분포
출처: 타카 나오키(高木直樹, 나가노 시민회관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 5 회 위원회 제출자료

106

르페브르는 ‘친숙성’이 이념을 대신하여 재현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으로 전유한다고 보았다. 그
는주거공간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제시하였다. (Lefebvre, 2011,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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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건축’의 개념은 본래 “녹색 공원에 문화 홀”, “이곳을 숲으로 만들
자” 등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주민들의 이상을 담
고 있었다. 107 시민워크숍에 참여하여 시민회관의 계획안을 제안한 시민들은
238F

시민회관의 주변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녹지와 연결함으로
써 ‘환경 건축’의 실현 가능성과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림 5-24 제 8 회 워크숍의 시민회관 계획안 모형 사진

‘환경 건축’의 개념에서 시민회관의 본질적인 변화는 기본계획 이후 참여
한 설계자에 의해 설계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설계자는 기본계획에서 에너
지 절약이나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설비의 사용으로 축소되었던 ‘환경 건축’
의 개념을 건물 전체의 계획 개념으로 확대하여 설계에 반영했다. 시민회관
의 설계자인 후미코 마키는 “현대적 경내”를 계획 개념으로 제안하고 복개
된 수로를 되살리고 대지와 주변지역을 녹지로 연결하여 시민회관과 주변
지역을 하나의 “통합된 영역”으로 구현하였다. 녹지는 건물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입체적으로 배치되었다. 녹지는 모든 실내외 공간
에서 조망이 가능하고 동선의 결절점이 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친환경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그림 5-25 설계공모 당선 안 조감도 스케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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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다목적성
앞에서 분석된 사례들에서 공공문화시설은 전문성과 함께 내재된 문화예
술분야의 다원성과 시민들의 삶의 일상성 때문에 다목적화, 다기능화, 소형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의 다원성과 일상성은 각 시설의 종류와
기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획에 반영되었다.
특히 공공문화시설의 핵심 시설인 홀은 “음악 중심 다목적 홀” 등의 이름
으로 매우 다양하게 계획에 반영되어 그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되었
다. 이와 같은 이해의 차이는 이후 홀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주요 요인으
로 작용했다.

그림 5-26 다원성과 일상성이 반영된 시설의 전문성

1) 시설의 전문성에 반영되는 다원성과 일상성
공공문화시설의 전문성에 다원성과 일상성이 반영되어 시설을 다목적화,
다기능화, 소형화하는 과정을 각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 기획의 시민 중심 조직에서 자신들이 문화예술활
동과 공간의 주체라는 인식에 의해 시민들은 시설의 일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됬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인식은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에는 주민들이 감상하고자 하는 예술장르 만큼이나 일상 생
활 속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장르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전문가와 일반 주민, 일상성과 비일상성 등의 이원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순이라고 평가하고 시설 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논의했다. 시민들은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대 홀을 높은 전
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주민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언제나 쉽게 활용 가
능한 600~800석 규모로 소형화하면서 ‘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홀’
이라는 이름으로 다기능화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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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소 홀과 스튜디오에 관한 논의에서도 전
문시설이 다원성과 일상성에 의해 다목적화되거나 소형화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요구되던 소 홀의 기
능에 대해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다가 시민들이 스튜디오와 전시실을 기능적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확인하고 이 시설들을 연계하면서
다목적화하여 소 홀에서 검토되던 일부 기능을 이 시설들로 옮김으로써 소
홀을 음향 성능이 우수한 홀로 계획했다. 소 홀은 최종적으로 높은 전문성
을 가지면서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300석)의 홀로 계획되
었다.
시민들은 소 홀이 아닌 연습실과 전시실에서 부담없이 소규모 연극 발표
나 살롱 콘서트를 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전시실과 함께 연습실을 활용하여
대규모 전시를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랐이다다. 전문위원회는 시민들의 시설
사용의 특성에 맞추어 연습실은 스튜디오로, 전시실은 갤러리로 이름을 변
경했다. 스튜디오나 개러리 등의 다목적 시설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
고 발표하려는 욕구는 전문위원회가 건물의 이름을 ‘예술문화창조센터’로 변
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시민들도 새로운 건물의 명칭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취지에 공감했다. 108 본래 ‘문화창조센터’라는 명칭은 기본구상 단
계의 건설준비회에서 사이토 위원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나 기존의 가칭인
‘시민 홀’이 의미하는 시설과 다른 시설을 계획하려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문화창조센터’라는 명칭이 ‘시민 홀’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109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기획 과정에서도 대표적으로 대립하는 의견의 중 하
나가 “시민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홀”과 “높은 수준의 음악전문 홀”
이라는 개념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높은 수준의 전문 홀
을 시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
문이었다. 하지만 전문가 중심 조직인 건설검토위원회의 다수의 위원은 음
악 전문 홀이 필요하다고 입장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문화예술계통의 전문가
108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라는 명칭을 고심 끝에 결정한 느낌이 든다. 어쨌든, 시민 스스로
가 제작·연주·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홀을 실현 하자는 것이었다.”-‘예술문화창조센터 평면계획 (안)
의 퍼블릭 코멘트 모집 결과’, 오다와라시, 2013 년 11 월
109
‘시민홀건설준비회 제 6 회 의사록’ 및 ‘시민홀기본계획책정전문위원회 제 3 회의 의사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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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다. 다른 위원들은 시민회관이 일부 전문가들을 위한 홀이 아니라 시
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목적 홀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음악 전문 홀이면서도 다른 기능을 수용할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더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규모 등 전문적인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
이 가장 이용하기 쉽도록 해 나간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설계 단계의 시민 중심 조직인 시민워크숍의 시민들에 의해 자주 접
할 수 있는 음악 전문 홀의 필요성과 창작이나 연습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하게 되었고 따라서 홀의 계획이 변경되었다. 1,500석으로 검토되던 대
홀은 음악 중심의 1,300석 홀로 축소 되었고 300석의 연극을 위한 소극장
은 음악 전문 홀로 변경되었으며 연극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에 적합한 구
조를 가진 박스형 200~300석 규모의 소극장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시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시설을 다기능화, 다
목적화, 소형화함으로써 다원성과 일상성을 반영하는 참여에 의한 계획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과정은 각 시설의 전문성
을 높이면서 동시에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능별로 시설 구분함으로써
건물을 복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구상

300 석
연극 전용 홀

+일상적 문예활동
리허설실

300 석
음악 전용 홀(전문화)

+일상적 문예활동
리허설실(다목적화)

1,500 석
음악 주목적 대홀(다기능)
 기본계획

1,300 석
음악 주목적 대홀(소형화)

200 석~300 석
소극장(다기능화)

그림 5-27 나가노 시민회관 기획단계별 공연관련 시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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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
(1) 다목적성 중심으로 해석
시민들의 반대로 폐기되었던 1989년 오다와라 시민홀의 리켄 야마모토
(山本理顕)의 설계안에서 시민들이 수립한 기본구상에 “음악 중심 다목적
홀” 등으로 표현되는 홀의 성격에 대한 건축가의 이해와 시민들의 요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의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기본구상에도 분명 광장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거기서 만나서
춤이나, 이벤트, 콘서트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교류한다는 의미지 물리적으로 아레
나로 광장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구요.” 110
254F

그림 5-28 오다와라 시민홀 리켄 야마모토 설계안 모형 및 반대 서명 광고지
이미지 출처: GA JAPAN 79 号（3-4/2006）, 小田原のまちづくりと市民ホールを考える会 홈페
이지 (http://www.geocities.jp/jyoukamachi_hall)

설계 공모에서 리켄 야마모토는 “본연의 비일상성, 도시의 자유 광장 같
은 홀”을 설계의 핵심 개념으로 제안하였으며 설계자선정위원회(위원장 후
지모리테루노부, 藤森照信)는 선정 이유로 “본연의 비일상성, 도시의 자유
광장 같은 홀”이라는 개념이 가진 마을만들기에 대한 영향력, 메인 홀 사용
에 대한 이해와 제안의 구체성, 오픈 로비 기능, 음향, 내진성능의 우수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홀은 시민들이 원하는 전문성 보다는 다목적성
(다원성)과 일상성을 중심으로 제안된 것이었다.

110

시민홀 건설준비위원회 제 3 차 회의 회의록, 4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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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적홀

전문
홀

주민
광장
(홀)

그림 5-29 건축가와 시민의 다목적 홀에 대한 해석 차이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공모안도 무대의 형태를 실시설계 안과 비교해
보면 오다와라 시민홀에서처럼 주민들의 생각과 달리 다목적성을 중심으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본구상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무대의
형태가 설계 공모 이전에 결정되어 있었으며 건축가가 이를 오해한 것은 아
니었다. 주민들이 무대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논의는
설계 공모 후 제출된 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본계획 단계에서 실시
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연극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면서 무
대의 형태가 변경된 것이었다.

a) 공모 당선안

b) 실시설계

그림 5-30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 대홀 무대 형태의 변화

시민들은 홀의 성격을 다목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홀에서 전문적인 문화
활동이 가능하기를 바랐으며 이는 참여에 의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기능
홀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용 주체로서 주민들이 전문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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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이중성은 600석 규모의 홀에서 고급 문화예술공연를 감상하거나
300석 규모의 홀에서 연극, 학생들의 공연, 지역사회 모임 등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 건축가는 다기능성 홀을 계획했다. 그는 600석 규모의 홀 계획
하고 홀에 이동식 패널을 설치하여 300석 규모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식 칸막이 패널용 바통

그림 5-31 오미타마 시키문화관 홀 객석 단면도 및 객석분할용 막 이미지

(2) 전문성 중심으로 해석
다목적성을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석했던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홀 계획은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에서처럼 참여에 의한 기본설계 검토과정
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본계획에서 “다목적 홀”으로 규정된 홀의
성격은 음악만이 아니라 연극이나 집회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공모안에서 제시한 슈박스형이 최종 기본설계안에서 아레
나형으로 변경되게 하였다.

a) 공모 당선안

b) 최종 기본설계 안

그림 5-32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 대홀 좌석배치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5개 회사 중 SANAA사무소를 제외한 4개의 회사
가 슈박스형 홀을 제안했고 그 중 아라이치아키도시설계의 안이 당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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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기본계획에서 홀의 성격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목
적홀

전문

건축가 홀
주민

광장

그림 5-33 건축가와 시민의 ‘다목적 홀’에 대한 해석 차이

앞에 두 사례와 같이 기획 과정에서 홀의 성격이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
었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건축가와 함께 홀의 성격을 규정
한 사례를 쓰루오카시 문화회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쓰루오카시 문화회
관은 시민이 설계 단계에 참여하여 건축가의 제안을 이해하고 동의함으로써
도적적인 형태의 홀 계획이 가능했다.
쓰루오카시 문화회관은 “다양한 시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음
향 성능이 우수하고 다양한 음악, 무대 예술, 강연회 등에 대응하는 홀”로
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었다. 기본계획은 우수한 음향성능과 다목적성이라
는 이중적인 요구사항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계 공모의 당선안은
“이번(설계안)에는 음향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으며 디자인 작업에 관한 것
만 있어서..... 홀 음향 성능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111 또한
설계자 선정위원회에서도 “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기
술된 것처럼 향후의 검토 사항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슈박스나 부채형 등
이미 익숙한 홀 형식에 대신하는, 쓰루오카만 가능한 것을 시민과 함께 만
들어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이와 같은 비판과 의견은 설계안
제안시 이동식 음향판만으로 음향 성능과 다목적성을 확보하려던 설계자로
하여금 홀 계획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112

111
112

文化会館改築設計者による市民説明会（概要）, 2012. 08
“鶴岡市文化会館改築設計業務委託プロポーザル 選定結果及び審査講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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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는 설계과정의 주민참여를 통해 앞서 지적된 홀의 더욱 우수한 음
향 성능만이 아니라 다목적성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홀의 형태를 도출하려
고 노력했다.
“홀은 음향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 홀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으로 어떠한 형태의 홀이 좋을지에 대해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추진(검토)할 생각입니다.”(가지오 세지마)113

설계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제안한 안은 설계자 선정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슈박스나 부채형”의 홀이 아니라 일본
의 문화회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홀이었다. 홀의 형태는 무대
와 객석의 일체감과 객석에서 비교적 균질한 음향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포
도원형(vineyard style)으로 계획되었다. 설계자인 니시자와(妹島和世 & 西
沢立衛, 2013)는 포도형 홀에서는 객석들이 계단식 밭과 같이 구성되어 있
어 위층의 사람들이 포이어에 나가지 않고도 무대까지 내려올 수 있음으로
써 음향성능뿐만 아니라 공연자와 관객의 일체감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

명했다.

a) 공모 당선안

b) 최종 실시설계 안

그림 5-34 쓰루오카시 문화회관 대홀 공모 및 실시설계 평면 계획

(3) 다기능성 중심으로 해석
다목적성을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해석했던 나가노 시민회관 공모안에서
홀의 형태는 실시설계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기본계획에서 홀의 성격이
“음악중심의 다목적 홀”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공모 당선사인 마키 종합계획

113

文化会館改築設計者による市民説明会（概要）, 20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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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1층은 슈박스형으로 2층은 아레나형으로 된 다기능 홀(복합형)을
제안했다. 1층의 객석은 우수한 음향성능을 확보하고 2층의 객석은 대규모
행사 때 무대로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시민들은 대홀의
기능이나 형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a) 1 층 평면도

b) 2 층 평면도

그림 5-35 나가노 시민회관 실시설계 대홀 부분 평면도
이미지 출처: 新第一庁舎及び新長野市民会館 実施設計概要, 長野市, 2013. 4

다목적 홀의 성격에 대한 시민과 건축가의 해석 차이는 설계 프로포절 단
계에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목적
홀

다기능
홀

전문홀

주민
건축가
광장

그림 5-36 건축가와 시민의 ‘다목적 홀’에 대한 해석 차이(프로포절 단계)

다목적성을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해석했던 다른 사례로는 유리혼조시(由
利本荘市) 문화복합시설이 있다. 시설 기획은 마을만들기 주민 조직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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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되어 시설이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성격도 가지는 방향
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공모지침서에서 신축 건물이 "용도가 미확정인 다
목적 홀을 가진 지역 사회시설 및 도서관”으로 제시되어 있어 건축가와 주
민들은 홀과 함께 복합시설 전체의 성격을 결정해야 했다. 건축가는 홀의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홀의 객석을 이동식
으로 하고 인접한 공간과 개방되게 했다.

가
변
식
개
방
공
간

a) 이동식 좌석 설치 전후 사진

b) 1 층평면도

그림 5-37 유리혼조오시문화복합시설 가변형 홀 사진 및 1층 평면도
이미지 출처: a) http://www.nagata.co.jp/e_news/news1201-e.html, b) 由利本荘市文化交流館カ
ダーレ説明資料, 由利本荘市,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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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성과 탈영역성
공간 구조의 영역성에 대한 참여의 영향은 본 연구가 분석한 3가지 기획
체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공간 구조의 영역
성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사례마다 달랐는데, 이는 대지의 여건이나 대지
선정 시기에 의한 것이었다. 사례들에서 시민들의 영역성에 대한 관심을 마
을만들기 측면에서 내부 시설보다는 주변 시설들과의 관계에 집중되었다.

1) 공간 구조의 탈영역성
시키문화관의 대지는 기획 시작 이전에 결정되어 사용의 주체라는 인식이
참여자들의 관심을 처음부터 개별적인 기능이나 문화센터 내부에만 머무르
지 않게 하는 요인이었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의
성격을 주변지역과 통합된 하나의 영역 안에서 규정하고 기능들을 인접한
시설들의 기능과 연계하여 결정했다. 그 결과 현재 인접한 레스토랑(キャト
ル·セゾン)은 문화관 이전에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부속시설
로 인식될 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14 또한 그들은 로비(엔트
런스)와 포이어 등의 시설 내부 시설들도 기능적 구분보다는 경계없이 하나
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감상

공연
예술가

감상
주체
의식

공연
예술가

도시

그림 5-38 주체의식 의한 공간 기획의 관점 변화

프로포절 공모에서 설계자는 도시의 가로와 같은 동선흐름을 담은 매개공
간을 계획의 핵심요소로 활용하여 “숲, 바람, 사람”이라는 개념의 공간들을
동선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각 개념으로 프로그램된 공간들은 주변 녹지,
홀, 다실 및 중정과 그에 대응하는 외부 공간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도

114

지역을 소개하는 몇몇 인터넷홒메이지(http://www2u.biglobe.ne.jp/~kouji--h/hall/minore.htm,
http://ameblo.jp/reform-sekikawa/entry-12051256957.html 등)에서 인접한 레스토랑을 “오미타
마시 시키 문화관 미노~레의 병설 레스토랑”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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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배치되었다. 내부 공간들은 중정을 향해 열린 구조로 구성되었다.

간

간

간

중정

그림 5-39 오미타마 문화센터 기본계획 시설배치 개념 및 스케치

나가노 시민회관의 기획에서 대지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했으
며 따라서 기획의 초기 단계에서 시민들의 관심은 시설의 기능에만 집중되
었다.
대지가 결정된 이후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주체로서의 인식과 시민회관을
일상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보는 관점은 시키문화관에서와 같이 시민들이
마을만들기에서 시민회관의 역할에 주목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은 시민회관의 내부 기능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로까지 넓혀졌다. 그 결과 기본구상 단계에서 전문
문화시설의 성격이 강했던 시민회관을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전문 문화시설
의 성격만큼이나 생활 문화시설의 성격이 강한 시설로 바뀌었다.

전문문화

생활문화

기존

기본구상(본연의 모습 간담회)

기본계획(건설검토 위원회)

그림 5-40 기획 단계별 시설 성격의 변화

시민워크숍 위원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은 대지에 자신들의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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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할 때 두드러졌다. 시민워크숍 기록을 보면 그동안 시민회관의 내부
기능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표했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가로 및 시설 간의
연계에 주목하고 주요 기능의 성격을 재고하고 있었다. 115
234F

제7회 시민워크숍은 팀별로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런 장소,
저런 기능도 원한다! 시설을 구성하는 기능’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각 팀은 전체 기능구성의 기본방향을 “코리도를 이룸으로써 도시를 일체화”,
“부지가 분단되어 있는 문제를 ‘인공 지반’로 해결! 유효한 기능”, “거리가
극장”, “다용도 시설을 중심으로, 남은 기능은 거리로” 등으로 표현했다.
위원들이 생각하는 연습실과 리허설실의 중요성은 전문시설이면서도 일상
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을만들기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제13회 워크숍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시설 계획의 주요 개념,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외부에서 보
이도록 하자”와 “연습실 등의 외부노출로 일반시민의 시설이라는 메시지 표
현하자”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시민회관과 주변 지역을 이어주는 연습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나가노 시민회관에서는 회유형 동선 공간과 녹지로 형성된 매개공간을 중
심으로 시설들이 배치되었다 1층의 대부분 공간들은 열린공간으로 시민들
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중정 중심으로 시민들이 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진입광장에서부터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동선의 주요 결절점에 녹지가 배
치되어 내부 어느 곳에서나 동선의 흐름속에서 조망된다.

그림 5-41 나가노 시민회관 동선 및 시설배치 개념 및 1 층 평면도

115

제 7 회 워크숍은 제 8 회 워크숍에서의 설계 제안을 대비하여 팀별로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하기 위해 ‘이
런 장소, 저런 기능도 원한다! 시설을 구성하는 기능’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각 팀은 전체 기능구성의
기본방향을 “코리도를 이룸으로써 도시를 일체화”, “부지가 분단되어 있는 문제를 ‘인공 지반’로 해결! 유효한
기능”, “거리가 극장”, “다용도 시설을 중심으로, 남은 기능은 거리로” 등으로 표현했다.

269

제 5 장 참여에 의한 계획의 특성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영역을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보는 관점
은 기획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전부터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술문화창조센터
의 건립이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에 의해 오다와라 성 주변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위원회들에서 위원들의 관심이 시설의
경계를 넘어 오다와라 성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넓혀졌다. 위원들은 예술
문화창조센터가 건물의 규모로 인해 경관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기본구상을 위한 시민 홀건설준비 위원회는 처음부터 대지의
앞부분을 광장으로 지정하여 예술문화창조센터와 주변 지역을 매개할 수 있
게했다. 전면 광장은 상황에 따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주변 가로의 영역이 되기도 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5-42 오다와라 시민 홀 시설배치안 및 전면 광장 디자인 이미지
출처: 제 1 회 건설준비위원회 참고자료 및 설계공모 당선안 제안서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에서 시설들의 로비들은 통합되어 넓은 매개
공간을 만들고 전면의 광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배치되었다. 광장과 로
비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되어 주변 가로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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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 배치개념도와 기본설계 1 층 평면도

건축가들이 모든 공간이 자신들의 공간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내부 공간을 통합한 사례는 본 연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례 외에도 많았
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야마토시 예술문화홀, 히타 시민문화회관, 쓰루오
카시 문화회관, 미요시 시민홀 등이 있다. 각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야마토시 예술문화홀의 계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야마토모시 예술문
화홀의 로비는 대홀과 소홀, 그리고 1층과 2층을 연계하는 “광장”의 개념으
로 계획되었다.
“시설 내부와 산책로 연속성을 높이기 때문에 프로미나드에 접한 북쪽 전면에 엔
트런스 홀과 포이어가 일체가 된 ‘성황의 광장’을 마련합니다. ‘성황의 광장’은 외부
와의 일체 이용이나 각 시설과의 제휴 등에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51F

大和駅東側第４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に関わる施設建築物基本設計業務（市報告）, 大和

그림 5-44 야마토시 예술문화홀 기본설계 로비 계획 개념도 및 1 층 평면도
이미지 출처: 大和駅東側第４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に関わる施設建築物基本設計業務（市報告）, 大和

히타 시민문화회관(日田市民文化会館)의 지붕 아래에는 넓은 공용로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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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와 직교하며 건물의 전면 광장에서 뒤편 마을까지 이어지는 갤러리아가
있어 내부공간을 통합함과 동시에 홀들을 마을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
동선의 흐름으로 주변과 연계하려는 의도는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자연스럽게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갤러리를 포함한 내부공간들의 높이를
최대한 주변도로의 높이와 유사하게 하여 평면계획에서 잘 드러난다. 일반
적으로 병원을 제외한 건물의 내부에 좀처럼 보기 힘든 장애자용 램프가 건
물의 내부에 있는 것도 이러한 배려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45 로비 스케치(설계자)

그림 5-46 로비 사진

그림 5-47 히타시민문화회관 1 층 평면도
이미지 출처: 新建築 2008 年 10 月号

아오키 준(青木淳, 2015a)가 설계한 미요시 시민홀(三次市民ホール)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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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초기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본계획과 설계과정
에서는 시민 워크숍에 홀 전문 컨설턴트(Theater Workshop), 설계자와 함
께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건립되었다. 기본설계에서의 시민 워크숍은 사업비
와 일반 시민의 다양한 시설 활용을 고려해 기존의 소홀 대신 소홀의 기능
을 겸한 리허설실로 대체했다(杉原達也, 2015).
시민들은 기획 초기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습실을 많이 확보하
기를 원했으며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는 기본계획의 시설 구성에 반영되
었으며 설계자에 의해 모든 내부시설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체계
을 계획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아오키 준(青木淳, 2015b)은 내부 동선,
“회랑”을 단순히 시설에 접근하는 통로로만 계획하지 않고 시민들이 휴식하
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중정

그림 5-48 미요시시민홀 실시설계 1 층 평면도
이미지 출처: "三次市民ホール きりり: 設計 青木淳建築計画事務所" 新建築 90, no. 6 (2015)

쓰루오카시 문화회관(鶴岡市文化会館)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시민의 다양
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설계자인 니시자와 류에(西沢立衛, SANAA)는 시민의 문화활동들이 “외부
와 관계를 갖고 거리에 퍼져나가기 위해” 지원시설들을 접근이 편리한 곳으
로 분산 배치하고 하나의 내부동선으로 연결하였다. 116 그는 이 내부동선을
“회랑”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회랑”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설계안은 설계자 선정위원회로부터 “미래의 문화
창조거점에 어울리는 창조력을 환기시키는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으로

116

鶴岡市文化会館改築設計業務委託プロポーザル 業務実施方針(島和世建築設計事務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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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았다.117

그림 5-49 쓰루오카시 문화회관 기본설계(안) 1 층 평면도
이미지 출처: 鶴岡市文化会館改築設計業務委託プロポーザル 業務実施方針(島和世建築設計事務所)

설계자 선정위원회는 “시간이나 액티비티와 함께 표정을 달리하는 회랑공
간에서 시민들이 모이는 모습이 츠루오카 중심부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풍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랑공간은 평상시는 시민이 자유롭
게 걸어 돌아다닐 수 있고 공연의 종류나 무대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무대
지원영역(back space)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5-50 쓰루오카시 문화회관 기본설계(안) 1 층 평면도
이미지 출처: 鶴岡市文化会館の基本設計 利用者懇談会 資料, 妹島和世建築設計事務所, 2013

2) 투명성에 의한 영역의 통합
건축가들은 기능적으로 구분된 시설에서 시민들의 영역 구분없이 시설 내
부 공간들이나 시설과 주변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117

“鶴岡市文化会館改築設計業務委託プロポーザル 選定結果及び審査講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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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를 시각적으로 개방하는 방법을 택했다. 대부분의 문화회관에는 로비와
홀의 포이어가 통합되어 하나의 대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외벽은 주민들의 활
동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커튼월로 계획되었다.
예를 들어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설계자는 로비와 포이어를 통합하여
전시 및 바자회 등이 가능하도록 넓고 개방적인 로비를 만들었으며, 이를
“빛의 로비”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연습실의 벽에 넓은 창을 설치하여 중
정에서 실내 활동이 보이도록 했다.

그림 5-51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 야경 및 연습실 사진

호노쿠니토요하시 예술극장의 설계자는 활발한 문화예술활동과 교류를 유
도하기 위해 시설의 중심에 연습실을 포함한 다양한 창조활동의 공간들을
모았다. 각 공간의 벽에는 가능한 많은 창을 두어 내부의 활동들을 밖에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준공 이후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臼井
直之, 2013).
“연습실이나 회의실 등 각 방에 유리창이 붙어있는 것은 좋다. 회의를 하고도 자
연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백발의 아저씨들 그룹이 합창 연습을 커튼을
닫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것도 또한 괜찮은 거예요.”(矢作勝義,
2013)

나가노 시민회관의 제13회 시민 워크숍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와 “연습실 등의 외부노출로 일반시민
의 시설이라는 메시지 표현하자” 등의 계획 개념에서도 투명성을 통해 문화
시설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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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호노쿠니토요하시 예술극장 연습실 사진

또한 시민들이 스튜디오나 연습실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은 공공문화시설 건립 과정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인정받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확인하려는 인간
의 자연스러운 요구” (卯月盛夫,

編. 日本建築学会, 2004, p. 6)와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시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의한 영역성 강화
일상성과 동시에 전문성을 향한 시민들의 욕구는 통합된 영역을 다시 기
능별로 분리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건축가들이 대체적으로 공모안을 하나
의 동선공간을 중심으로 다원적 공간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면 주
민들, 특히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주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이용할 시설의
기능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각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랐다.
오미타마 문화센터의 배치계획은 공모안에서 로비와 중정을 중심으로 모
든 시설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가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행사
시에 활용하는 대홀과 소홀 사이의 로비 및 포이어 영역과 일상적으로 문화
예술 연습과 소규모 모임에 활용되는 영역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5-53 오미타마 문화센터 실시설계 시설배치 개념 및 1 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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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 시민회관의 공모안은 2층에 소홀 등의 문화시설들을 개방된 시청
민원실을 함께 배치하여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
게 계획했다. 하지만 기본설계 검토과정에서 소홀로의 직접적인 접근과 시
청사의 보안 등을 이유로 소홀은 선큰을 통해 직접적인 출입이 가능한 지하
로 옮겨졌고 민원실은 벽으로 구획되었다.

a) 공모 당선안

b) 최종 기본설계 안

그림 5-54 나가노 시민회관 공모안 및 기본설계 2 층 평면 계획 비교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는 로비에 위치했던 갤러리는 일상생활의 다목
적 공간으로 활용하려던 건축가의 의도와 달리 기본설계 검토과정에서 전문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성과 로비의 개방감을 향상하기 원하는 시민들의 요
구로 로비 뒤쪽으로 옮겨졌다.

a) 공모 당선안

b) 기본설계

그림 5-55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 공모안 및 기본설계 1 층 평면 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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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모시 예술문화홀은 설계검토과정에서 대홀의 출입 동선이 다른 시
설 이용자 동선과 교차하고 대홀의 검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해 대
홀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와 이동식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a) 공모 당선안

b) 최종 기본설계 안

그림 5-56 야마토시 예술문화홀 기본설계 로비 계획도
출처: a) 大和駅東側第４地区第一種市街地再開発事業に関わる施設建築物基本設計業務（市報告）,
大和市, 2012, p4, b) 大和駅東側第 4 地区公益施設 基本設計（案）概要 보고서, 大和市, 2013

쓰루오카시 문화회관은 사나(SANAA)에 의해 홀 후면부까지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계없이 전문부와 하나의 공용 공간을
가진 건축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설 운영위원회의 요구로 전문 문
화예술과 일상생활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두 영역의 경계에 문들이 설
치되었다.

그림 5-57 쓰루오카시 문화회관 공모안 및 실시설계 1 층 평면 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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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의 함축성과 명시성
1) 상징에 의한 재현의 함축성
(1) 자연에 의한 전유된 환경의 상징
시키문화관는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적인 농경문화, 성장하는 도시의 문화
적 비젼 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주민들은 문화관의 기획 과정
에서 이와 같은 문화관의 상징적인 성격, 즉 ‘미노리 다움’을 ‘숲’, ‘호흡’,
‘BIRD’ 등의 단어들로 표현했다.
‘숲’과 ‘호흡’ 등의 단어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섬세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
가는 주민들의 삶을 상징하였으며 함축적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BIRD’는 문화관의 문화예술적 특성과 주변환경을 동시에 아우르는
상징으로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시키문화관의 상징의 대상별로 의
미와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숲’은 문화관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상징
이었다. 숲은 시가 가진 농경문화의 원천이자 새로운 문화관과 함께 주민의
삶과 어우러지며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시간 속에서 성장
하는 숲은 문화센터의 실제적 환경이면서 동시에 문화센터가 준공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에 의해 전유되는 ‘작품’처럼 태어나고 성장한
다는 의미의 함축적인 상징이었다. 118 르페브르는 시간 속의 ‘작품’의 개념
21F

을 베네치아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작품이 하나의 공간을 점유하면서 하나의 시간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서 탄생과 쇠락 사이에 위치하는 성숙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베네치아는 작품이라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Lefebvre, 2011, p. 134)

2F

시키문화관의 정원과 조경 공간은 ‘숲’을 상징적으로 재현하였다. 정원은
한 그루의 나무로 숲을 상징하였으며 휴식과 관조의 공간으로, 조경 공간은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기념식수로 숲을 상징하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의 매개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다.

118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13) 문화센터는 건립 기록지에서 마치 태어나고
성장하는 인간처럼 표현되어 있다. 기록지에는 문화센터가 2020 년 세계 농민회의에서 마을과 자신
의 성장기를 소개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저는 미노리 마치의 문화센터 미노-레입니다. 출생일
이 2OO2 년 11 월 3 일이니까, 출생한지 벌써 2O 년, 인간으로 말하면 성인식입니다...... 아니, 태어
날 때보다 외모도 내용도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부하고 있습니다.”

279

제 5 장 참여에 의한 계획의 특성

그림 5-58 시키노사토문화센터 주변 경관 및 중정 사진

후미코 마키의 계획안은 르페브르가 “절대적 자연을 상징한다”고 하는 정
원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경내”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정원들은
르페브르가 역설이라고 한 것처럼 “가장 전유가 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가노시의 수려한 자연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건물, 사람, 자연, 문화와 일
상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후미코 마키가 “사람과 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 대지를 연결하며 복원한 수로는 정원에 역사적 정
당성을 부여하며 시민회관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절대적 자연의
상징이었다.

그림 5-59 시민회관 개념도 및 모형 사진

(2) 전통공간에 의한 전유된 삶의 상징
주민들은 시키문화관의 건립 목적과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마을의 정체
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농경문화 활동을
통해 교류를 즐겼던 지역의 전통에서 찾았다. ‘호흡’은 그들의 전통적인 농
경문화 활동에서처럼 시키문화관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생활문화와
예술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키문화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
럼 생동감이 넘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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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기획 단계 별 키워드
미래의 꿈 창조위원회 1 차
‘이야기 만들기’
참여(주민이 원동력)
창생(에너지의 원천)
교류(만남의 장)
마음(마음의 오아시스)

미래의 꿈 창조위원회 2 차
‘호흡’
호흡하는 참여(더 많은 사람)
호흡하는 건물(살아 있는)
호흡하는 문화(생활문화와 예술문화)
호흡하는 교류(사람, 물건, 정보)

건축설계 공모 제안
‘숲’
‘숲’을 만든다
‘바람’을 일으키다
‘사람’을 키우다

‘호흡’이 상징하는 의미들은 문화관의 전체적인 기능과 성격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 내부에 계획된 ‘일본식 방(和室)’에 의해 공간적으로도
재현되었다. ‘일본식 방’은 작은 공간이지만 중정과 조경 공간을 향해 개방
되어 있어 차를 마시거나 꽃꽂이를 하며 자연과 문화예술, 그리고 이웃과
만나는 등의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 ‘일본식 방’은 주민에 의
해 제안되었으며 건축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키문화관만의 독특한 공간
으로 구현되었다.

그림 5-60 시키노사토문화센터 일본식 방의 사진과 배치도

나가노시는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동계 스포츠의 도시로 세계적
으로 알려졌지만 문화의 도시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새로운
시민회관이 지역 문화예술활동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즉 ‘나
가노 다운’을 담아 나가노시를 문화의 도시로 알리는데 기여하기 원했다. 하
지만 시민들이 기획과정에서 시민회관이 ‘나가노 다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록은 많으나 어떤 것이 ‘나가노 다움’인지는 깊이 있게 토론하지
기록은 많지 않다. ‘나가노 다움’에 관한 몇몇 기록 중에는 지역의 전통문화
를 상징하는 젠코지(善光寺), 오래된 상점들이 가득한 가로, 도시 주변의 수
려한 자연환경, 많은 지역 출신 예술가,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장으로 사랑받
던 기존 시민회관 등에 관한 것이 있었다.
공공 문화시설이면서 동시에 시정 60주년을 상징하던 기존 시민회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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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동안의 시민 문화활동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되었다. 시민들은 기
존 시민회관의 상징적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 벽체 일부를 남겨두거나
벽돌을 재활용하자는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설계공모에 참여한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 벽돌을
부분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조형적 특성을 재현한 건물 외벽으로 시민회관의
장소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설계공모 당선자인 후미코 마키는 기존 시민회
관을 상징성을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는 대지의 본래 자연
환경과 지역의 문화유산인 젠코지(善光寺)의 정서적 특성을 재현함으로써
새 시민회관에 장소성을 반영하려 했다.
“ 나가노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어
있는 곳이 많다. 회의장소가 만약 젠코우지 의 스쿠보우에서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전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있는 나가노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것을 포함해 나
가노시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건설검토위원회 위원

시민들이 삶의 모습을 담은 ‘나가노 다운’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한 또 다
른 것은 오래된 상가들이 가득한 가로였다. 시민들은 ‘나가노 다운’ 시민회
관을 위해서는 오래된 골목길들이 가지고 있던 ‘회유성’을 시민회관과 주변
지역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주변의 빈 점포를 스튜디오와 분장실
등으로 이용하여 “거리가 곧 극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회관을 만들자고 제
안했다. 이와 같은 주장과 제안에는 시민회관이 생활문화의 상징이자 지속
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에 요구를 담은
것이었다. 젠코지(善光寺)의 참배 길, ‘나카미세’을 분석하여 시민회관의 동
선에 활기를 부여하려 한 니켄세케이(日本設計)의 공모안은 시민들의 요구
에 부응하여 기존 가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가치를 계획에 활용한 대표적
인 사례였다.

(3) 참여의 기록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상징
미노리 마치의 시장은 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게된 가장 큰 이유를 새로운
마을만들기를 위해 ‘마을의 상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9 기획
27F

과정에 주민 참여가 시설운영으로까지 활발하게 이어지며서 문화관은 대표

119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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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역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28F

“그동안 공공 시설의 건설은 프로세스가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미
노리마치에 없던 이 생각을 이번 문화센터라는 "마을만들기의 상징"을 구축 작업으
로 실천해 보자. 그것이 행정이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 정비의 시스템이 아닌가? 위
원들은 그런 생각해 낸 것입니다.” -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美野里
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p. 51-52)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들은 참여에 의한 문화관 기획이 ‘상자 물건(ハコモ
ノ) 만들기’ 120 가 아니라 ‘이야기 만들기’가 되어야한다고 기획의 초기부터
꾸준하게 주장했다.121 주민들은 “이야기 만들기”로서 문화관을 만들어 갔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남겨두길 바랐이다다. 주민들은 건립 과정을 건립 기념
지에 담았으며 참여 활동의 물리적인 흔적을 건물의 외장과 공간으로 남겼
다. 문화센터의 설계에는 어린이들이 수집한 재활용 유리된 외벽과 문화센
터 건립을 기념하는 그림들이 전시된 미술관이 ‘이야기 만들기’의 상징으로
서 반영되어있다.

그림 5-61 포이어 상층에 위치한 ‘BIRD 미술관’ 이미지
이미지 출처: http://www.bird-kiss.com

120

‘상자 물건’은 일본에서 직원이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행정 및 지방 공공단체가 건립한 대형
건물을 비웃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다. -日本語俗語辞書(http://zokugo-dict.com)
121
“그동안 공공 시설의 건설은 프로세스는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미노리마치에
없던 이 생각을 이번 문화센터라는 "마을만들기의 상징"을 구축 작업으로 실천해 보자. 그것이 행정
이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 정비의 시스템이 아닌가? 위원들은 그런 생각해 낸 것입니다.” 美野里町
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美野里町文化センター物語制作委員会, 2002, pp. 51-52)
2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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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에 의한 재현의 명시성
(1) 이미지화된 건물의 정체성
상징적 표현 중 ‘BIRD’는 다른 표현들과 같이 ‘숲’에 관련한 이미지의 표
현이었다.

‘BIRD’는 본래 시키노사토문화센터과 무관하게 오오타케 카즈미

（大嶽一省）가 만든 캐릭터 디자인 이미지였다. 오오타케 카즈미는 설계자
인 코미야 아키라의 제안을 받아 기존의 ‘BIRD’ 이미지를 토대로 시키문화
관의 캐릭터를 디자인했다. 하지만 오오타케 카즈미（大嶽一省）의 시키문화
관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 작업은 일반적인 작업과 달랐다. 그는 지역의 어
린이들과 함께 디자인 워크숍하고 어린이들이 그린 ‘BIRD’의 이미지들을
새 문화회관에 전시함으로써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참여’의 개념을 적용했다.
결국 ‘BIRD’는 어린이들이 디자인에 참여하고 ‘BIRD 미술관’으로의 공간화
됨으로써 문화관 이미지의 재현이면서 창작활동의 재현이라는 이중적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5-62 ‘BIRD’ 어린이 참여 워크숍과 중정의 캐릭터 사진
이미지 출처: http://www.bird-kiss.com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건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이미지들은 비교적
많지 않았다. 시민들은 시민워크숍에서 건물의 외벽에 지역 출신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였으며 설계공모에서 건축가들은 나뭇잎
이나 기존 벽돌의 형태를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하여 홀의 천정과 실내외 벽
체를 계획했다. 기존 벽돌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징적 이미지들
은 몇 차례 언급되지 않았으며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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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워크숍 계획안 모형

b) 설계공모 당선안 조감도 c) 설계공모 2 차 심사작 실내 투시도

그림 5-63 시민회관 계획에 표현된 상징 이미지

기본구상 단계에서 자주 언급된 기존 시민회관의 벽돌을 상징적으로 재활
용하자는 의견도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시
민회관의 벽돌을 상징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설계공모안이 당선되었음
에도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의견도 없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기존 시
민회관의 상징성을 새 시민회관에 반영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으로 판단된다.

122

다수의 시민들은 기존 시민회관을 상징적 이미지로 재현하기보다는 개보
수하여 계속 이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들은 기획의 초기에 문화활동과 교
류의 장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 온 추억과 건축적 가치 때문에 기존 시민회
관을 개보수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들
은 협소한 대지 여건과 개보수의 어려움으로 시민회관의 재건축이 결정된
이후에도 기존 시민회관의 철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일부 꾸준히 제시했다.
한편 지역의 건축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시민회관의 상징적 가치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기존 시민회관의 상징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가장 실
천적인 노력은 시민워크숍에 참여했던 지역의 건축가 미야모토 케이(宮本圭)
의 활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야모토 케이는 2009년 11월 17일에 개최
되었던 “제1청사 및 나가노 시민회관에 관한 시민회의”에 참석한 이후 기
존 시민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워크숍에 참여하기 전부터
그가 주도하고 있던 고건축 재생을 통한 마을만들기 모임(bonnecura)의 회

122

기본설계에 대해 모집된 시민 의견 375 개를 분석한 결과 ‘나가노 다운’에 관련한 의견이 4 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의견은 찾을 수 없었다. 수집된 시민들의 의견들은 기본
설계 안이 ‘나가노 다운’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기본설계에 대한 시민
의견 중 ‘나가노 다운’에 관한 의견으로는 “기본방침의 ‘나가노 다운’은 기본설계 안 어디에도 없다.”
“전체적으로 나가노 특유의 디자인, 색상, 재료의 사용이 있는가?” “재질에 집중해 나가노시의 자랑
스러운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것을 희망한다.” “나가노 시민의 기질과 생각, 생활 등을 감안하여 ‘나
가노 다운’ 외관을 해 주었으면 한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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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 함께 기존 시민회관의 견학 이벤트를 주관했다. 그는 2011년 3월에
연구회의 일원으로 기존 시민회관의 역사를 기록한 “나가노시민회관 50년
의 기록”을 출간했으며 2016년 4월에는 ‘나가노 시민회관 50년의 기억’과
‘새로운 기억’전을 개최했다. 123
236F

그림 5-64 ‘나가노 시민회관 50 년의 기억’ 책 표지 및 기존 시민회관 단면도
이미지 출처: http://scenedesign.naganoblog.jp

기획과정에서 오다와라 시민들이 예술문화창조센터가 갖추어야할 상징성
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매우 드물었다. 비교적 직접적인 상징성
에 대한 언급은 ‘제3회 시민검토위원회 워크숍 의사록’에서 발견할 수 있
다. 124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었던 건설검토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248F

서도 상징성에 관한 언급은 보기 드물었으며 제11회 전문가위원회에서 기
본계획의 경관 관련 항목을 검토하는 중에 한 차례 있었다.
기본계획의 경관계획은 '와라시 혼쵸 주변지역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추
진 조사보고서'와

‘오다와라시 경관 계획 및 경관 개념’을 기초로 수립되었

다. 기본계획은 예술문화창조센터가 “산노 마루 지역의 주변 환경을 살려
성지 공원과 조화를 이룬 경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물의
외관에 “주변의 역사의 정취와 녹색 환경과 조화된 차분한 표정을 자아내는
것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설계공모에 참여한 모든 건축가들은 기본계획
의 경관 계획에 따라 오다와라 성과 주변 전통건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시민
회관의 형태에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123
124

シーンデザイン一級建築士事務所홈페이지(http://scenedesign.naganoblog.jp)의 참조
“오다와라 숲에 마음을 최대한 쓰자. 나무 문화의 발신지이다. 오다와라다운 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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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5 설계공모 제안들의 건물 이미지

당선자인 아라이 치아키는 “오다와라 성지와 함께 하나의 경관을 형성”하
여 오다와라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예술문화창조센터의 형태를 계획했다.
그가 계획한 예술문화창조센터는 오다와라 성지가 가진 지배적 상징성의 영
향으로 도시의 문화예술활동 거점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림 5-66 설계공모 당선 안의 건물 이미지

오오다와라 문화예술창조센터의 프로포절 공모에서 아라이 치아키외 대부
분의 건축가들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건물의 형태를 계획했다.
그들은 히타시민문화회관과 같이 지붕을 통해 건물 내부의 다양한 공간들을
통합하면서도 여러 개의 지붕이 겹쳐지거나 연결하는 방법으로 주변경관에
주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려 했다.
가니시 문화창조센터를 설계했던 코야마 히사오(香山壽夫, 2002)는 ‘나가
쿠테 도시문화의 집(長久手町文化の家)’ 설계에서 일반적으로 홀 뒤편에 배
256F

치되는

연습실들을

건물의

전면에

배치하고

각

연습실에

맨사드지붕

(mansard roof)을 계획함으로써 ‘마을’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이를 통
해 “시대를 흐름에 따라 극장과 미술관 등으로 분화, 전문화, 이윽고 수많은
조각이 되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축하와 축제, 연극과 음악 등을 위한
장소, 공동체의 공공공간을 ‘가까운 곳’으로 끌어드려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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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7 나가쿠베 도시문화의 집 전경 이미지 및 단면도
이미지 출처: 公共ホール: 市ケ谷出版社, 1999.

나가쿠테 도시문화의 집의 연습실들과 홀 사이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
으로 서류 교류할 수 있는 도시의 실내화된 가로 즉, ‘갤러리아’가 배치되어
있다. 코야마 히사오는 주민들을 ‘가까운 곳’에 끌어드리는 수단으로 첫번째
수단으로 ‘주민참여’를 선택했다. 125
258F

125

(清水裕之, 2002): 上西明, ‘참여 극장에서 사랑받는 극장 - 히타시민문화회관 견학회 + 심포지
엄’ 책자 (200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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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사용자의 관점과 계획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3개 사례
들에서 계획의 진행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에 의해 시설의 특성
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봤다.
본석의 결과 각 사례는 다른 계획 체계 속에서 기획이 진행됨으로써 시설
의 전문성과 일상성을 반영하는 향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오미타마시 시키
문화관는 문화 홀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성이 강조되며 시작했으나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일상성을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나가노시 시민회관에서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일상성을 부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또한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에서는 처음부터 전문
성과 일상성이 함께 강조되면서 두가지 성격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되었다.
각 사례에서 나타난 계획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오미타마시 시키문
화관의 시민 중심 체계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상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
민·전문가 협업 체계에서는 지역 전문단체 소속의 시민과 지역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전문가 중심 체계에서는 전문가 중심 조
직의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기획을 진행했음에도 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일상성이 전문성만큼이나 중요하
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사례의 기획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획 과
정은 일상 속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이웃들과 교류하고 일류 문화예술활동
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시설의 전문성과 일상성
으로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희망은 참여에 의한 설계 과정
으로 이어져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홀 등의 주요 시설을
다기능화 했으며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다미
방, 중정, 카페, 다목적 소 홀 등을 계획에 반영하게 했다.
나가노시 시민화관의 기획 과정은 시민들이 시설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일
상성과 다목적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집회시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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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강했던 기존의 시민회관에서 접하지 못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경험하고 스스로 문화예술 창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따라서 대 홀
은 기획 초기부터 음악 중심의 전문 홀로 성격이 규정되었으며 기획이 진행
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음악 전문 소홀, 다목적 소극장, 통합로
비, 정원, 선컨가든, 전면 광장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은 언제나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에 참
여 할 수 있기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에 의해 처음부터 시설의 전문성과 함
께 일상성이 강조되면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계획은 다
목적성이 강한 소 홀, 스튜디오, 갤러리 등과 함께 창조지원실과 워크숍 등
을 두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과 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한 계획은 오다와라 성지 주변 거리 활성화를 위해 대지 전면에 광장을 두
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 중심으
로 기획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설과 주변지역의
일상성을 강화하며 시설을 다목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적 사용자의 관점이 계획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계획의 이
원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상대적 개념에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하려는 의지를 기획에 반영함으로써
시설의 일상성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기획 초기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참여
는 새로운 시설을 통해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욕망에
의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시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단계에 이르러서는 참여는 예산이나 대지면적 등의 제약조건에 대한 인식과
일상생활 속에서 시설을 부담없이 이용하려는 일반 시민들에 의해 현실적인
규모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상성은 참여에 의해 시설 성격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일상성에 의한 시설 성격의 변화는 기획 과정에서 시민들에 의해
계획에 반영되거나 시민들의 요구에 내재되어 전문가에 의해 구체적인 계획
으로 실현되었다.
일상성에 의한 시설 성격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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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이다. 시
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에 의해 일반적으로 대 홀의 지원시설
의 위치에 있었던 연습실이나 갤러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되면서 시설의 성
격이 공연 중심에서 창작과 발표 중심으로 바뀌었다. 나가노시 시민회관과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가 그 사례에 해당 된다.
다른 하나는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과 나가노시 시민회관에서의 지역 활
성화와 도시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일상성은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
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시설 계획에 반영되면서 시설이 다다미
방, 카페, 중정 등의 다양한 교류 공간과 풍부한 녹지가 있는 도시 속 공공
공간의 특성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사례들에서 전문성과 다목적성은 계획을 수립하는 측면과 계획을 이해하
고 설계에 반영하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계획은 사업의
배경과 참여하는 계획의 조직 체계에 따라 전문성을 강조하는 정도가 달랐
으며 이는 시설의 다원성과 일상성을 반영하는 정도와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었다. 건축가들이 계획에 함축되어 있는 전문성과 다목적성의 의미를 해
석하는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며 많은 경우 건축가들의 이해는 시민들의 요
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사례들은 하나의 공간을 다기능화 또는 다목적화하거나 여러 개의
공간들을 복합화하는 방법으로 시설의 다원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 장르가 감상하고자 하는 장르와 다르다는 것과 다양
한 사회구성원이 시설을 부담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다와라 시키문
화관과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다목적성이 강
하게 계획하게 했다. 도시의 문화적 상징으로서 예술 장르별 전문성을 가져
야 한다는 인식은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시설들을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하
게 계획하게 했다. 나가노시 시민회관은 시설의 다원성을 전문성을 갖춘 시
설들의 복합화로 반영했다.

복합
복합
건축
건축

전문성
다원성

일상성

나가노시 시민회관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

그림 5-68 시설의 전문성의 다기능화과 다목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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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전문성과 다목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획 과정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설이
대 홀이었다. 건축가들은 “음악 중심 다목적 홀” 등의 의미를 다목적성이나
전문성 또는 다기능성으로 이해했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이해는 시민들의
요구와 달랐다. 이들 중 다기능성은 비교적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가 분석한 기본계획의 사례 중에는 홀을 다기능성이라고 정의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다기능성이 기술적인 측면이
강해 참여에 의한 기획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추정
된다. 따라서 건축가는 참여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다목적성
이 다기능성을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사용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기능이나 시설의
내부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현상은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과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와 같이 대지가 기
획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정된 경우 시민들은 기획의 초기부터 시설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경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획에서 시민들은 인접한 시설들(건강관, 레스토
랑, 광장, 공원 등)과 하나의 공공영역을 구성하도록 건물을 계획했다. 또한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에서 시민들은 예술문화창조센터의 오다
와라성 지역의 마을만들기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지의 전면
을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지정했다.
공공문화시설의 사용 주체로서의 인식은 내부 시설들을 다기능화 하고 상
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규모와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
획했다. 예를 들어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의 기획에서 시민들은 리허설
실, 스튜디오, 전시실 등을 대규모 집회나 전시가 있는 경우 경계없이 하나
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새로운 공공문화시설로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상징
적으로 표현해야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상징적 이미
지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드물었다. 예를 들어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기획 과
정에서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역 예술가, 나무그늘, 기존 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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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벽돌 등의 이미지로 상징화하자는 의견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 상징적인 표현은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과나가노시
시민회관에서처럼 대체로 친숙한 자연환경이나 공간과 관련한 것이었다. 건
축가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에 내재된 의미를 찾고 구현되었을 때 시민들은
새 건물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 존재로 인식했다.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보다는 언어로 시설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익
숙했다. 예를 들어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기획에서는 시민들은 ‘호흡’이
라는 표현을 통해 시키문화관에서의 활동 중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 시민들의 의견 중에 가끔 등장하는 ‘나가
노 다운’, ‘오다와라 다운’ 등의 표현도 도시에 적합한 시설의 기능과 공간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도시를 연상케하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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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분석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
은 주체성, 다원성, 정체성 등 참여의 속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며 공공문화시설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참여의 속성이 가진 기획에서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공론의 장, 토론 방법, 담론의 형성과 검정, 합의 유지 등의
기획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의 기본 조건을 도출하고 일상성과 비일상성, 전
문성과 다목적성, 영역성과 탈영역성, 상징의 명시성과 함축성 등의 이원적
계획 요소를 중심으로 계획의 특성을 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바
탕으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의 속성에 의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참여의 본질적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여의 속성과 기획 과정
그리고 계획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의 영향과 조건은
한국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에 참여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6.1 주체적 참여: 권한과 의견수렴 및 체험 중심의 담론 형성
사용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용으로 생산되며 사용자의 다
양한 욕구와 활동이 반영되는 과정의 산물로서 주관적이며 유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체적인 참여는 이와 같은 공간의 특성을 계획에
의해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전문가에 의해 이론과 이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던 기존의 기획 과정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던 계획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에서 주체적인 참여는 기획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
과 권한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정하게
하는 특성을 가졌으며 그 결과 수립된 계획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강조되며 탈영역성이 강한 공간
을 지향하는 특성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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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의한 주체적인 계획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은 프랜드(Friend,
2005, p. 78)가 기획 과정에서 선택을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있
다. 그는 불확실성이 ‘관련된 결정과의 관계’, ‘선택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해 기획 과정에서의 주체적 참여는 위원회의 권한, 시민과 전
문가의 의견수렴, 체험 중심의 검정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체적 참여를 위한 기획의 조건
1) 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권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참여는 심의 민주주의
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 속에 있었다. 참여 민주
주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형태로 일본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그
핵심 개념인 ‘지역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許銓, 2007)은 생활환경과
공공시설의 계획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체성은 참여
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었으며 지역의 다원성과 정체성은 참여가 반영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였다.
기획 초기에 참여의 주체성은 사업 추진 여부와 대지 선정에 대해 제안하
는 권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사업 예산은 중앙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
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여부를 사업 예산과 함께 주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는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
고 공공 사업으로서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참여적 토론 민주주의 모형에서 논쟁의 대상이 이해당사자만이 아니
라 모든 구성원의 생활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힐
리(Healey et al., 2004, p. 288)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공
시설 사업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은 1995년에 제정된 지방분권 관련 제도
126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세출액이 중앙 정부의 95%가 될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이었다(양기호,
126

1995 년 지방분권추진법, 2000 년의 지방분권추진일괄법, 2002 년 지방분권개혁(국고보조금 삭
감폐지, 지방세원이양, 교부세개혁), 2005 년 시정촌합병 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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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액은 중앙
정부의 약 60% 127밖에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에
크게 의존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
부의 사업 예산에 대한 승인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관련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계획과 예산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 초기의 참여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업 예산의 책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방분권
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에서 공공문화시설 기획의 참여는 그 효과에 있어
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지방
분권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몇 가지 공
공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정부의 승인 후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계획을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림 6-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기획 과정

일본 사례에서 대지 선정에 대한 논의도 시민들이 기획에 주체적으로 참

127

1995 년 62.3%, 2000 년 44.5%, 2005 년 55.2%, 2010 년 61.9%, 2015 년 60.5%-감사결과보고
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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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 선정에 관한 논의는 공공문화시설
이 가진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구
체적인 시설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
라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획 초기부터 시민들
이 대지를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 과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의 주체성을 기획 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에서처럼 시민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
하는 참여의 역할을 시민 중심 조직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민 중심 조직
이 제안한 계획안의 기술적인 측면은 전문가 중심 조직이 중심이 되어 검토
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분석한 대부분 사례에서 이
와 같은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은 각 조직의 운영지침에 반영되어 기획 초기
부터 공유되고 있었다.

2) 전문가에 의한 전문지식에 대한 지원과 중립성
기획의 주체성은 참여자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
서 일반적으로 공공문화시설과 같은 전문시설의 기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
여는 시민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하
는 일반 시민들도 기획 전문가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체
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함
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들이 사용의 직접
적인 체험은 시설 관련 전문지식 이상으로 계획에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기획을 보다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참여에 의한 기획에서 기획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기획 초기부터 참여하여
기획 진행과 전문 자료의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부족한 기획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기획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기획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전문가들과 달리 주요 안건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고 기술적인 제안에 있어서도 복수의 제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했다. 시민들에게 제시되는 복수의 대안은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2003)
의 공공사업 구상단계부터 시민참가 수속 가이드라인(公共事業の構想段階の
住民参加手続きガイドライン)’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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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문가들의 중립적 입장의 중요성은 기획 전문가 대신 설계자가 기
획 초기에 참여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시설을 설계하려는 건축가의 성향 때
문에 기획 진행자로서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원회의 진행도 기획 전문가보다는 각 위원회는 호선된 위
원장이 맡도록하여 기획 전문가가 위원회의 안건을 선정하거나 계획의 방향
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크게 주지 않도록 했다.

그림 6-2 공공건축 통합화 전략을 위한 프로세스
그림 출처: 조준배, 임현성, 서수정, and 권미주 (2015)

한편 한국 공공시설 기획 과정에서 참여와 관련한 기획 전문가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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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안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28 의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기
획단계의 디자인관리 가이드” 제시한 공공건축가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하지만 사업의 비전이나 목표 등을 수립하는 주체가 시민협의회와 시민
워크숍이 아니라 공공건축가라는 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에서의 참여는 ‘지역
의 자기결정권’이 의미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참여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 지역 전문가의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 동등한 위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
한 기획단계의 디자인관리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총괄 기획가(MA)로서의
‘공공건축가’의 참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참여에 의한 기획에서 지역의 문
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특성을, 건축분야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와 공공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기획은
한 명의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들을 포
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3) 지역 전문가와 설계자의 참여
지역 사회의 다원적 구성원으로서 지역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화예술과 도
시 건축 분야에서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상호 학습을 촉진하며 시민 주도
로 기획이 진행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전문가들은 참여하
는 과정에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는 역할
을 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이 시설의 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가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반면 지역 건축가들은 상대
적으로 이해관계가 적다. 따라서 지역 건축가들의 참여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나 전문가들 간의 논쟁을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은 기획 과정
에서 자신이 속한 분야의 새로운 흐름과 다른 문화분야들의 특성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건축분야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시설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경험할 수 있다.
기획에 참여하는 지역 전문가들의 역량 향상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역량
의 향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다수의 사례에서 공모에

128 2014 년 6 월 23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고 공공건축지원 업무
중 하나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4 조 2 항 2 에 따라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
에 대한 응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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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선정된 공공문화시설의 설계자에게 지역 건축가와의 협업을 의무화하
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기획에 참여한 지역 건축가가 설계자와 협업하
게 됨으로써 기본계획에 함축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설계에 반
영되게 되었다. 설계자와 지역 건축가와의 협업은 참여에 의한 기획과 설계
가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의 파악과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참여에 의한 기획과 설계 과정에서 지역 건축가의 참여
는 시민들의 의견에 내재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참여에 의한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 사례에서 지역 전
문가들이 전문가 중심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와 시민 중심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전문가들은 전문가 중심 조직에
시설 계획에 대한 자신이 소속한 전문분야의 견해를 대변하는 한편 시민 중
심 조직에서는 시설에 관련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개인으로서 일반 시
민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간의 다원적인 속성에 비추어 보면 시민 중심 조직에서 지역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일반 시민들의 공간적 체험은 공간의 생산에 있어서 크게 다르
지 않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전문가와 시
민들의 역할은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는 공간 재현과
재현 공간의 특성과 같은 맥락에 있었다. 공간 재현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이념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체적인 기능과 성능을 중심으로 공간
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재현 공간은 시민들의 자신들의 실질적인 체
험과 시설의 정서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공간을 규정한다,
기획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는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와 마찬가지로 부족
한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본 사례에서 기획 초기에 참여한
설계자는 기획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 시민들을 도와 기획을 진행했으며 기
획의 전과정에서 시설 계획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기
획 초기에 참여한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 참여할 때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는 독특한 전축적 대안이 보다 쉽게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획 초기의 설계자 참여는 기획 진행자로서의 중립성에 대한 문
제점이 지적되었듯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와 관련하여 설계자의 역할에 대
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공문화시설 계획에서 설계자
는 공연장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게 되면 기획 전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거
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이견으로 쉽게 논쟁에 빠질 수 있다.
- 300 -

6.1 주체적 참여: 권한과 의견수렴 및 체험 중심의 담론 형성

4) 시민 의견 수렴과 체험 중심의 계획 검정
시민회의나 워크숍 등에 시민이 참여함에도 시민설문조사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시민설문조사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시민회의나 워
크숍에 참여하는 시민 위원들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 있어 위원들의 의견에
대표성을 강화했으며 계획이 시민위원들 주도로 수립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민설문조사는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계획안에 대해 시민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회 위원과 외부 시민을 연결하여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회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일본 사례에서 시민설문조사로 수집된 주요 의견들은 위원회에서 진지하
게 논의되어 계획에 반영되었다. 시설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견은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위원회는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계획에 일방적으로 반영하지 않
았다. 위원회는 시민설문조사의 결과가 위원회 의견과 다른 경우도 있었으
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두 가지 의견을
검정했다. 위원회는 시민설문조사의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림으로써 기획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과의 양방향 의사소통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했다.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시민들의 의
견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다만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획이 오랜 시
간을 소요하게 되면서 충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도 시민들의 관심
과 의견도 늘어나지 않는 현상도 있었다.
기획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문가만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지만 실제 시
설 사용에서 얻어진 체험을 토대로 계획의 적정성을 검정하는 데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본 사례에서 체험에 중심을 둔 시민들의 사용자로
서의 입장은 지역에서 시설을 사용하던 방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방식
으로 사용하려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시설 견학과 모형 및 도
면 작업의 경험은 시민들이 새로운 시설에 대한 이해는 높이고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시민설문조사와 체험으로 얻어진 시설에 대한
이해는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던 전문가들의 논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했
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관점을 가지고 논쟁하게 되고 여기에
전문분야의 구분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경험과 의지는 전문가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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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참여와 시설의 계획의 특성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의 참여와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는 주체로서 삶을
전유하려는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체
적 참여는 시민들이 전문가에 의해 기획된 공간에서 전문가들의 공연을 감
상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참여하는 창작과 공연의 공간을
스스로 계획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
여의 의지는 다음의 공공문화시설 계획의 특성으로도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높은 수준 교육과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시민
들은 더 이상 평범한 문화예술 활동이나 시설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수한 설비를 갖춘 문화시설에서 전문가들과 같은 수준의 문화예술활동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일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
게 된다. 이와 같은 모순은 기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논쟁 요소가 된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들은 이와 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다목적화 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계획했다.
한편 기본계획에 ‘다목적’이라고 표현된 시설의 성격은 여전히 시설의 일
상성과 전문성이 가진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서 건축가가 그 의미를 정확하
게 파악하고 시설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참여는 건축가가 다목적성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시민의 참여는 건축가로 하여금 도전적인 제
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했다. 설계자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자
신의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시민들이 경
험하지 않은 낯선 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
희을 제공받은 것이다. 결국, 시설의 기획과 설계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주체
적인 참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함이 없는 보편적인 시설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새롭고 특별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공공문화시설의 영역성에도 큰 변화를 가
져왔다. 공공문화시설은 연회장이나 병원의 서비스 공간처럼 전문가와 시설
관리자들의 공간으로 분리되었던 무대 후면 공간은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무대 전면 공간과 통합되어 하나의 공간이 되었
다. 그동안 무대 후면에 설치되어 전문가의 공간이었던 리허설실, 연습실,
스튜디오 등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무대 전면에 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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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자주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문화시설의 공간은 르페브르가 주장했듯
이 시민들의 전유공간이 되면서 사적(전문가) 영역과 공적(시민) 영역의 구
분이 모호해지고 로비, 포이어, 복도 등의 매개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많은 사례에서 공공문화시설의 계획 개념에 ‘광장’이라는 표현이 자
주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광장에서는 터너
(Turner, 1977)의 '코뮤니타스(Communitas)’ 개념에서처럼 자유, 평등, 동
료애, 동질성 등이 강조되지만 참여하는 개인들은 리미널(liminal) 단계에
있는 무정체성의 존재는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과 환경으로 접어드는 과
도기에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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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원적 참여: 열린 기획과정과 지속적인 성찰적 비판
공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생산물이며 따라서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
(Lefebvre, 2011, pp. 71, 426). 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은 다원적 공간을
공유하려는 개인들의 집합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다. 다시 말해 협력적 계
획은 분석, 이론, 이념 등에 의한 목적지향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수행되는 상호작용적 과정이다(Healey et al., 2004, p. 106).
따라서 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은 “다양한 생활세계와 문화적 공동체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이해, 사유의 차이
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협력적 계획은 그 차이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을 통
해 새로운 문화와 공간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Healey et al.,
2004, p. 103).
이를 위해 참여에 의한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은 기존의 전문가에 의한
기획과 다른 기획의 기본 조건들을 필요로 했다. 참여에 의한 기획은 시설
계획에 다원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포괄적인 참여, 충분한 기획 기간,
차이를 인식과 토론 방법, 그리고 합의에 대한 성찰적 비판 등을 필요로 했
으며 기획을 통해 수립된 계획은 시설을 다목적화하거나 복합화했다.

다원적 참여를 위한 기획의 조건
1) 차이에 대한 인식과 기획 과정의 공개
공공문화시설은 다원성과 전문성이 가장 높은 공공시설 중에 하나다. 일
반 시민들은 시설 기획에 대한 경험이 없을뿐더러 시설 관련 전문용어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와 시민가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다양한 참여와 주체적인 기획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와 같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획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으로도 나
타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에서 가급적 일상적인 용어로
시설의 기본구상과 계획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
서화된 계획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시민들이 계획을 이해하는 데 어
려움이 있었다.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민회의와
간담회 등을 자주 개최하고 기획 관련 위원회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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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에서 대부분의 기획 관련 위원
회들은 시민과 언론의 참관을 허용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소식지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민들에게 공개된 회의자료와 소식지에는 전문용어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차이에 대한 인식은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기획이 진
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폭넓게 공유되면서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설의 기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기획
후반에 전시, 집회, 교육 등의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서 시
설을 다목적화 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성찰적 비판에 개방된 기획 과정
참여에 의한 기획의 다원적 특성은 협력적 계획의 관점에서 기획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기획 단계별 계획
은 지속적인 비판과 새로운 제안에 열려 있는 형태로 수립된다.
예를 들어 일본 사례에서 기본 구상과 계획의 내용은 복수의 대안이나 일
정한 범위 또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기록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같은 방
법의 계획은 성급하게 시설을 특정한 기능에 귀속시키지 않고 시민들이 시
설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던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의 기록과 관심은 지역 사회
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시설의 공동체적 가치를 평가하고 시설에 반영하
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극적 제시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다와라시에서는 일반적으
로 예상되듯이 기획이 진행됨에 따라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감소했
던 반면 나가노시에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반대의견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나가노시와 오다와라시의 기획 과정을 비교해 보면 두 사례에서
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의 수는 시민들에게 인지된 시설 계획의 구체성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노시의 사례는 일반적인 참여에 의한 기획에서처럼 기획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계획이 시설의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지 않고 계획의 기본방향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해석과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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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오다와라시에서는 실시설
계까지 마쳤던 시설을 다시 기획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시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나가노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4%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12%
41%
4%
2%
4%
나가노시 시민회관

오다와라 예술문화창조센터

그림 6-3 기획단계별 시설 건립 여부에 관한 의견 비율

결국,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의 특성을 통해 기
획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민들이 이해하는 시설의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획 기간
참여에 의한 기획은 다원적인 사회와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기획보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오랜 기획 기간은 다
양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이 시설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주체적으로 기획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영국의 디자인품질평가체계(DQI, Design
Quality, Indicator)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데이비드 간(Gann et al., 2003,
pp. 318-333)이 제시한 디자인의 조건에서도 시간은 재정적, 인적, 자연적
자원과 함께 사용자의 관점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129
129

데이비드 간(David M.Gann)은 디자인의 품질은 디자인 의도가 재정, 시간, 인적, 자연적 자원
등의 조건들(Conditioners)의 집합인 자원한계(Resource envelop)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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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디자인 조건들-한계자원
이미지 출처: Gann, D., Salter, A., & Whyte, J. (2003)

한편,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 시설 계획의 공람은 민원을 최
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일반적인 기획의 공람과 달리 다양한 시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국의 공공문화시설 계획에 대한 공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2
주간 시행되며, 시민들은 이 기간 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일본 사례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각각 1년 이상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단계에서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
업 내용을 공개 공람한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관련 정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이메일, 전화, 우편, 팩스 등의 방
법이나 시청과 각종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어서 한국의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의에 따르면 디자인의 품질은 건물의 품질(building quality), 기능(function), 영향(impact)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각 요소들의 서로 완전히 독립되기 보다는 일부 영역을 공유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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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도시계획 및 계획관련 법상의 공람절차 비교(이민성, 2014, p. 36)
구분

도시관리계획

공고방식 2 개 일간지 이상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환경영향평가
지정
비기본계획
2 개 일간지 이상
규정 없음
공보 및 인터넷 1 개 일간지 이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열람기간

14 일간

14 일간

14 일간

14 일간

20~60 일

의견제출

열람 기간 내

열람 기간 내

열람 기간 내

-

열람 후 7 일지

-

의견종합제출

-

-

의견조치 60 일 이내 통보
특기사항

공람 후 공청회

공람기간 중 설명회 기본계획 및 정비 초안 공람 10 일 내
나 공청회 1 회 이 계획 공람 처리 설명회, 시민 요구
상 개최
시 공청회

평균 1년 내외였던 일본 사례들의 기본계획 단계 소요 기간과 평균 4개
월 내외로 나타나는 한국 공공문화시설의 기본계획 단계 소요 기간을 비교
하면 한국 공공문화시설의 기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실히 이
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6-2 한국 문화시설 기본계획 용역 기간 및 금액
시설명

공고일

용역기간

용역금액

구리시 문예회관

2003

180

98,741,000 원

화성시 문화예술회관

2003

90

37,685,490 원

강동문화예술회관

2005

60

29,039,390 원

서부여성회관

2006

120

29,417,000 원

연천군문예체육회관

2006

70

15,191,000 원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2007

90

49,852,000 원

고령문화예술회관

2008

90

24,910,000 원

김포종합문화예술회관

2008

120

43,034,619 원

부천시립문화예술회관

2008

180

79,767,000 원

부천문화예술회관

2013

180

161,600,000 원

서산시 문화예술회관

2014

150

50,000,000 원

상주 문화예술회관

2014

240

59,466,120 원

보훈회관

2016

90

34,100,000 원

평균

-

127.692

54,831,048 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는
2002년 이후 이루어진 공공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오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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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의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진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 건립될 공공문화시설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해당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는 2
개 사례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시설이 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보고서도 있었다.” (오동훈 et al.,
2006, p. 81)

이처럼 기본계획의 기간이 짧은 이유는 사업 타당성조사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공공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주
요 선정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
민들의 참여가 기획에 도입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에는 사업추진의 시급성 외에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 요인, 상위계획과 부합성, 주무부
처의 사업우선순위 등이 있다.
한편,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에서 장기간의 참여는 시설 계획과 관
련한 전문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의
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시민들은 기획 과정에서 축적된 시설 계
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 준공 이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시민
들이 참여하는 시설 운영에 대한 논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시작되어 시설
계획과 운영을 자연스럽게 연계했다.
한국 공공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시설계 이후에 선정된
운영 책임자에 의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시설 계획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가 자주 나타난다. 반면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 운영에 대한 논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
으며 참여한 시민들에 의해 운영 계획의 기본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계에 반
영되고 이후 실질적인 운영에도 연속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공공
문화시설 기획에서 참여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참여에 의한 운영 계획이 시
작되는 시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기획 위원회 운영은 다양한 요소와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은 있
지만, 행정과 설계자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주는 문
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획과 설계 과정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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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기획 관련 조직을 재구성하고 심포지엄이나 시설견학 등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 과정에 개최한 것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이는데 효
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의한 기획이 필요로 하는 시간
은 기획에서의 참여의 효용성을 의심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 힐리(Healey et al., 2004, p. 289)도 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
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논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
을 소요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는 의사결
정을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된다는 점을 우려했
다. 그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혹은 환경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자, 정치관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에게 의사결정을 위임
하며 이 집단에 의해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 삶의 양식, 가치평가 방법이
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 시민들이 가
진 다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며 따
라서 전문가 중심 조직에서 시민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에서 나온 시민의 의
견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본의 공공문화시설 기획
사례에서 시민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
문가 중심 조직의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의 다원성을 충실히 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원적 참여와 시설 계획의 특성
참여의 다원적 속성은 기획이 참여하는 시민이나 의견의 숫자보다는 다양
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진행됨을 의미한다. 일본 사례에서 기획은 일반적
으로 시민 중심 조직과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구성된 이원적 기획 체계 속
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조직에는 다양한 전문지식과 관점을 가진 시민과 전
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 중심 위원회는 문화예술단체만 아니라 지역협의체, 마을 만들기
조직, 상공회의소 등의 회원과 일반 시민까지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또
한, 시민 중심 위원회는 사업 계획과 위원회 활동을 인터넷, 방송, 소식지
등을 통해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수렴함으로써 위원회 외부에 있는 다양한 일반 시민들이 기획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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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했다.
한편 한국의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 시민 의견 수렴은 일간지 게제와 제
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청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 전문단체가 심의위원
회나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시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대변하기 보다
는 전문가로서 계획의 기술적인 측면과 공익성을 평가하는 역할에만 그친다.
전체적으로 일본 사례와 한국의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과 비교해 보면 참
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다양성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일본 사
례에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이지 않은 기능들도 계획에 반영
하려는 노력은 시설을 복합화하거나 다기능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르페브르
(Lefebvre, 2011, p. 553)는 다음과 같이 사회의 다원성이 반영된 공간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공간은 자신들의 용도에 맞게 동질적 공간을 우회하는 다양한 집단의 잠재적 에
너지 덕분에 연극화되거나 드라마틱해진다...... 필요와 욕망이 그 공간을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상징과 차이 덕분에, 공간은 에로틱해진다.”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된 공공문화시설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성격의 활동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공공문화시설의 공간적 특성은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그의 저
서 ‘Delilious New York’에서 소개한 ‘Downtown Athletic Club’과 같이 현
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원성이 공간화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다원적인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시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설과 주변 시설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설 계
획이 수립되는데 영향을 준다. 시민들은 기획 과정에서 공공문화시설을 특
정 계층이나 취향의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특별한 경험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격을 강조하게 된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 중에는 오미타마시 시키문화관이나 유리혼조오시
문화복합시설에서처럼 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마을만들기였던 경
우도 적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마을만들기 조직에 의해 지역 활성화의 거점
으로서 공공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주민들에게 인식되면서 건립사업이 추진되
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업에서는 마을만들기
조직이 기획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마을만들기 조직의 참여는 시설 계획을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시설의 공공적 가치를 시간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을만들기 조직은 기획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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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간적 맥락으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전통 및 미래상과, 공간적
맥락으로는 주변 지역의 상권, 문화시설, 자연 및 도시 환경과의 연계를 깊
이 있게 살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계획된 공공문화시설은 광
장이나 가로를 매개로 주변의 공공시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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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성질”이라는 상징
성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형태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 의미는 건물의 형태 이전에 건물의 존재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문화시설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발전을 반영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도
시의 미래상에 맞는 랜드마크로서 건립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일본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미노리 다움”
이나 “나가노 다움”과 같은 표현이 건물의 형태에 의한 지역성의 표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의 공공문화시
설이 갖추어야 할 상징성은 건물의 형태, 기능, 품질, 그리고 건물에서 이루
어지는 활동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었다.

다원적 주체에 의한 상징적 표현의 조건
1) 주체적인 참여와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과정
시민들에게 참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과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공공문화시설이 현대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
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시설의 상징성은 르페브르가 제시한 “기
념물적 공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르페브르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
성원들은 각자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기념물적 공간을 구현하고 공유한다.
“기념물적 공간은 사회의 구성원 각자에게 자신의 소속감과 자신의 사회적 얼굴
의 이미지를 제공한다. 요컨대 기념물적 공간은 개인화된 거울보다 훨씬 ‘진정한’
집단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 각자는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차지하며, 모두는
이 공간 전체를 소유한다. 기념물(적 공간)은 합의를 구현한다.” (Lefebvre, 2011,
pp. 327-328)

이와 같은 기념물적 공간의 성격을 가진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 사회의
다원적 구성원들이 주체적인 참여하여 상호 간의 차이에 대한 인정하고 합
의하는 과정은 공공문화시설의 상징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건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참여에 의해 구현되는 상징성은 참여의 주체
성과 다원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313

제 6 장 참여의 속성과 기획 과정 및 계획의 관계

참여에 의한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사례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 이루어지는 시민 중심 조직(시민워크숍 등)에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하
는 지역적 요소를 찾는 이벤트(보물찾기 게임)이나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역의 상징적 요소들을 찾고 케이제이(KJ)법을 통해 정리했다. 기
획 과정에서 상징성은 전문가에 의해 발견되기보다는 시민들에 협의에 의해
규정되어가는 것이었다.

2) 공간적 다원성에 의한 상징적 표현의 차이
공공문화시설의 영향권은 지역의 범위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점
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건물이 상징하는 대상과 방법이 시설의 영향권마
다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나가노의 자랑과 불만에 대한 설문
에 대해 모두 자연환경이라고 답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지역의 상
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속에 도시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과
도심의 좁은 영역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획 과정에서 이처럼 다
원적으로 인식되는 지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시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좁은 범위의 지역 개념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양식이나 친
숙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징성이 표현되는 반면 지방이나 국가와 같이 넓은
지역 개념에서는 전통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상징성이 표현된다. 본 연구가
분석한 사례들은 대부분 시설의 위치한 도시를 지역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넓은 지역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전통 건축양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는 경우는 적었다. 하지만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와 같이 좁은 범위
의 지역 개념인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었지만 전통 건축양식
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의 건물형태에서 보여지는 전통 건축양식의 추상적 표현은 인접한 오다와라
성지와의 경관에 대한 배려였다.

상징의 함축적 표현의 특성
1) 친숙한 체험 중심의 정체성 표현
시설의 상징성은 르페브르가 주장했듯이 상징의 정서적인 특성 때문에 시
민들이 체험을 느끼는 친숙함을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오미타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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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문화관과 나가노시 시민회관을 비롯한 몇몇 사례에서 시민들은 그들에
게 친숙한 일본식 방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려 했으며 숲이나 목
재 등을 통해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재현하려고 했다. 오다와라시의 예
술문화창조센터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시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오다와라 성지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온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또한, 시민들은 새로운 공공문화시설이 문화 도시로서 도시의 비전도 표
현하기를 원했다. 도시의 비전은 지역의 전통과 환경을 토대로 세계 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문화
시설의 상징적 역할은 시민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전문시설을
요구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낯설 수도 있는 높은 수
준의 전문시설을 건립할 때도 시민들은 상징적 캐릭터 제작참여, 건설현장
탐방, 개관준비 문화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시설을 삶 속의 친숙한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상징성의 구현이 건축가에게 윤리적 문제라면
시민들에게는 친숙성의 문제였다.
이와

같은

건물의

상징적

형태와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친숙성

(familiarity)’의 관계는 2011년 있었던 데이비드 치퍼필드(Chipperfield,
2011)의 하버드대학 강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리버엔로잉(River
and Rowing) 박물관의 설계 경험을 들어 근대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과
상징적 형태가 가져다준 친숙성(familiarity)에 대해 설명했다.

그림 6-5 리버엔로잉(River and Rowing) 박물관
이미지 출처: https://davidchipperfield.com/project/river_and_rowing_museum

그는 박물관 지붕 형태에 주변 건물의 지붕 윤곽선을 반영하고 외벽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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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건물과 같이 목재(oak)를 사용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근대건축이 시민들에게서 멀
어진 이유를 이미지에 집중하여 본질과 의미(substance and meaning), 물
질성(materiality) 등이 결핍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
기억, 또는 전통은 오직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함하기 위해 활용된다.”
고 주장했다. 아라이 치아키(新居千秋, 新居千秋都市建築設計)와 니시자와
류에(西沢立衛, SANAA)가 각각 제안한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와 쓰
루오카시 문화회관의 설계에서 나타나는 건물의 상징적 형태도 데이비드 치
퍼필드가 강조한 건물의 ‘친숙성(familiarity)’과 관련된 것이었다.

a.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

b. 쓰루오카시 문화회관

그림 6-6 오다와라시 예술문화창조센터와 쓰루오카시 문화회관 조감도
이미지 출처: 설계자의 설계설명서(프로포절 공모 단계)

2) 시민 문화예술활동 중심의 상징성 표현
본 연구가 분석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에서 시민들은 상
징성을 건물의 형태나 재료로 표현하는 데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기
획 과정이 건물의 가치와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물의 형태나 재료에
대한 논의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시설과 관련한
이미지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에 의한
기획 과정과 다른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이 상징적 표현의 특성을 보여준다.
참여에 의한 기획은 먼저 기획 단계에서 공공문화시설이 사용의 주체인
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설계 단
계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반면 일반적인 기획 과정에
서 상징성 전문가들에 의해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요
소로 인식되며 기획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주민들에게 시설은 공
적이기 전에 사적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와 같은 참여에 의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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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시민들은 새로운 공공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문화예술활동이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상징하기 원했으며 이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시설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시민들에게 지역 공공문화시설과 문화예술활동의 수
준은 자신과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가 분석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
의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적 역량에 큰 자긍심을 느겼으
며 새로운 시설을 통해 이와 같은 자긍심을 표현하려 했다. 그들에게 참여
는 단순히 더 적합한 용도를 가진 시설을 계획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지역 문화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인
식은 참여에 의해 건립된 공공문화시설이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의 상징이
며 거점이라는 인식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민 중심 체계로 진행되었
던 시키문화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례에서 시설 기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은 시설이 건립돼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시민 극단과 같은 시민 주도
의 문화예술공연 단체와 마을만들기 모임의 조직하여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
한편,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
는 전문가에 의한 문화예술활동과 달리 참여하는 시민과 지역적 특성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기획되는 공공문화시
설의 구성이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는 참여가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3)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의한 상징성 표현
공공문화시설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욕망에 의해 전문화
되고 따라서 상징의 대상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만이 아니라 미래상까
지 포함하고 있었다. 전통 건축이 건립될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현대 건축
도 시대의 비전과 첨단 기술을 집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비전과
기술은 참여에 의해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가치 있는 삶의 형태와 공간적
경험에 기초를 둘 때 문화적 전통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공공문화시설이 재현하는 현재와 미래의 이원적 상징성은 듀어크(Duerk,
1993)가 제시한 기존 상황(existing state)에서의 ‘디자인에 대한 외부의
힘(external force)’과 미래 상황(future state)에서의 ‘미래의 모습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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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내부의 힘(internal force)’의 분류와도 닮았으면서 시설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 표에서 듀어크가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내부의 힘’으로 규정한 ‘작업의 흐름(work flow)’, ‘행동양식
(behavior patterns)’, ‘이미지(image)’, ‘꿈(dream)’, ‘사생활(privacy)’ 등
의 요소는 ‘디자인에 대한 외부의 힘’처럼 물질적이고 명시적인 특성을 가지
기 보다는 정서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디자인에
대한 외부의 힘’은 주의 깊은 전문가에 의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는 요
소라면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내부의 힘’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규정
되어야 하는 것이며 시민들의 참여 없이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a. 디자인에 대한 외부의 힘

b. 미래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내부의 힘

그림 6-7 기존과 미래 상황에서의 힘(Duer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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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소결
본 장은 참여의 속성을 중심으로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주체성, 다원성, 상징성 등 참여의 속성은 서로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
었다.
참여의 주체성은 기획의 다원적 참여자의 협력적 계획으로서 기본 조건
중 기획을 위한 조직들이 가진 권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안과 검정은 기획 과정에서 전문가
들에 의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자료와 함께 기획이 기획이 주체적으로 이루
어지는 데 기여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포함한 기획 전
반에 관해 제안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이는 일본의 발달한 지방분권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
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 전문가들은 기획의 초기부터 참여
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에 관련된 기술적
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지역의 전문가들은 시민 중심 조직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부
족한 전문성을 보완했다. 기획 과정에서 축적된 지역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
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기획에서의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는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었으며 이는 공공문화시설의 계획이 일상성과 전
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계획은 시설의 성격을 복합화하거나 다목적화했으며 각 시설들
의 경계를 허물어 시설 전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참여의 다원성은 기획이 다원적 참여자에 의한 협력적 계획의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차이를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과 다양한 시민들
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의 기획 체계를 필요로 했다. 또한, 참여에 의한 기획
의 다원적인 특성은 성찰적 비판과 제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기본구상과 계획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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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했다. 이러한 기획 과정은 일반적인 기획 과정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시설과 운영 계획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기여했다. 지역 사회와 시설의 다원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기획에 참여
하는 시민들에 의해 공유되면서 시설을 복합화하거나 다기능화하고 시설에
대한 관심이 주변 지역까지 확장하게 했다.
참여에 의한 기획에서 상징의 대상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문화적
특성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물의 건립 과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획 과정에서 시민과 문화예
술활동의 다원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 방
법이 활용되었다.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의 상징은 지역의 건축양식이나
이미지보다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나 장소 또는 환경을 중심으로 표현
되었다. 또한, 도시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상징성은 도시의 미래 비전
을 포함하고 시설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의 종류와 수준으로
표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계획
되는 시설의 구성은 자연스럽게 지역마다 달라졌고 지역을 상징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공공문화시설이 출현하게 되었다. 공공문화시설의 이름도 문화
관, 예술관, 시민홀, 예술문화창조센터 등으로 시설의 구성과 성격처럼 다양
했다.
공공문화시설의 상징성은 도시의 전통과 비전을 동시에 담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성향이 강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합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문화시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었다는 것만 봐도 공공문화시설의 상징적 의미가 미래
지향적이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공문화시설은 "세계와 나가노시를
예술로 잇는 새로운 교류 · 창조 거점”이라는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이념에
서 나타나듯이 전통과 미래를 잇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지역과 세계가 마
주하는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공공문화시설은 세계를 향해 지역 문화를 상
징하고 지역을 향해 세계 문화를 상징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설계자들이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나게
하는 데 관심을 두고 계획을 진행한 반면 기획 과정에서 시민들은 세계 수
준의 문화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그들의 관심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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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에서 상징성은 전통 건축양식과 이
미지 등을 통한 명시적인 방법보다는 미래 비전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함축적인 방법에 의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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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정착한 2000년대 이후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건립된 다수의 지역 공공문화시설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건립되었다. 하지만 각 지역에 건립된 공공문화시설들이 지역 문화
예술활동의 장으로서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지역 시민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문
가 중심의 공공문화시설들 기획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사용자 참여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사용자의 참여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직접 제품기획에 반
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를 활용하는 분야도 다양
한 산업으로 퍼지고 있다. 공공분야의 공공 참여는 1960년대 공공계획에
도입된 이후 시민운동과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행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며 도시계획과 철도, 항만 등의 공공시
설 계획에서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 계획에서
의 참여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에서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져 아직 계획 주체로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 주체로서 참여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
기 사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주
체적으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
경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공공건축 계획에서의 참여는 몇몇
국가에서 교육이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공공건
축 중에서도 사용자의 다원성이 특히 높은 공공 문화시설의 계획에 일반적
으로 도입할 만큼 그 방법과 영향에 대해서 뚜렷이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공공 문화시설 계획의 시민 참여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찾
기 위해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참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일본
의 공공문화시설의 사례들에서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의 특성과 건축 계획
에서의 영향을 분석했다.
참여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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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실천적 노력이며, 이 과정에서 주체는 자신과 사
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표현한다. 따라서 참여의 주체성, 다원성, 상징성에
대한 이해는 어떤 계획 조건와 요소들을 기획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를 제시해 준다.
참여의 주체성은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 자유로운 활동, 지속적인 성장,
정체성의 상징 등에 의해 공간을 전유하는 특성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참
여의 다원성으로 인해 기획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일상성과 비일상성,
전문성과 다목적성, 영역성과 탈영역성, 재현의 함축성과 명시성 등의 이원
적 요소로 계획에 반영된다.
또한 참여의 다원성은 협력적 계획을 위해 몇가지 기본 조건이 요구한다.
참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자는 일반적
으로 일컽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함한다. 따라
서 참여자들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협력적 계획에 있어서 과제이
자 가능성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차이 속에서 담론 형성
과 유지를 위해서는 체험에 의한 상호주관적인 이해와 성찰적 사고를 통한
지속적인 비판과 수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계획의 조건과 요소들을 바탕으로 최근 참여에 의해
기획된 일본 공공문화시설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에서 참여에 의한 기획은 사회적 변화와 관련 제도의 정착과 함
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참여 방법과 조직 구성 및 운영이 도
입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었다. 참여에 의한 기획은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기획에서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참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재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각 기획 단계
에 참여하는 조직은 크게 전문가 중심 조직과 시민 중심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두 조직 간의 역할을 기준으로 계획 체계는 시민 중심 체계, 시
민전문가 협업 체계, 전문가 중심 체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획 단계를 전
체적으로 보면 전문가 중심 체계로 진행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는 앞에
서 언급한 시간과 재원의 한계 때문에 기획의 효율성이 중요했거나 공공문
화시설의 기획에 많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민 중심 체계와 전문가 중심 체계는 설계자 선정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었
는데 시민 중심 체계는 기본계획 단계 이전에 설계자를 선정하는데 반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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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중심 체계는 일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처럼 기본계획 이후에 설계
자를 선정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설계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전문가 조직보
다는 설계자에 의해 시민 중심 조직과의 협업으로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의 초기 단계부터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기획의 진행
자로서 설계자의 중립성 등에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창의

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 받는 사례들이 대부분 기획 초기에 설계자
가 참여한 사례인 것을 봐서 이 경우에 시민과 설계자의 자율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계획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공문화시설은 시민들
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전
문시설로서의 전문성과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서의 일상성이 동시에 강조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연습실이나 리허설
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조지원센터” 등의 이름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공
공문화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참여를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다른 공
공시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참여에 의한 건축 계획의 특성을 본석한 결과 공공문화시설 계획의 이원
적인 성격은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기획 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영역성과 상징성에 관련한 시설의 이원적인 성격은 기
획 체계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나타난 계
획의 특성을 시설의 목적, 기능, 영역성 그리고 상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문화시설의 기획에서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하려는 의지를 기획에 반영함으로써 시설의 일
상성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참여는 시설의 일상성과 함께 비일상성을 추구
하는 양면성이 있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시설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기획
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시민의 주체적 사용자가 지녀야 할 성격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
하는 공간에 대한 요구는 시설의 용도를 다목적으로 만들었다. 기존 사례들
에서 참여는 하나의 공간을 다기능화하거나 여러 개의 공간을 복합화하는
방법으로 시설 용도의 다목적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획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홀의 성격은 설계 과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
제로 등장했다. “음악 중심 다목적 홀”이라는 표현이 가진 모호함은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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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제각기 다른 해석과 설계안을 제안하게 하였다. 이 모호함은 설계도
면으로 시민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검토되어 하나의 합의된 안으
로 해결되었다. 참여를 통해 기획된 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기획된 것보다는 이처럼 상황적이거나 지향적인 표현이 많았으며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였다.
셋째, 시민이 사용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기능이나
시설의 내부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관심을 두게 되는 현상은 모든 사
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설의 영역적
경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은 건축가들에 의해 로비와 포이
어 등의 공간을 통합하거나 전통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무대
후면시설까지 통합하는 방법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설계의 방향은 운영관
리자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사례들의 흐름으로 보면 시설 전체
를 하나의 통합된 영역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했다.
넷째, 대부분의 사례에서 새로운 공공문화시설로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상징
적 이미지로 표현하자는 의견은 드물었다. 예를 들어 나가노시 시민회관의
기회 과정에서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지역 예술가, 나무그늘, 기존
시민회관의 벽돌 등의 이미지로 상징화하자는 의견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기획과정에서 상징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마찬가지로 건축가들
도 상징적 이미지로서 건물의 형태를 디자인하지 않았다. 상징보다는 주변
과의 조화가 기획과 설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주요 관심사였다. 건축가들
은 공공 문화시설이 가진 다원성을 건물의 형태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
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건축가들은 다원성을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거나 여
러 개의 형태로 분절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건축에 반영했다.
한편, 참여의 속성을 중심으로 참여에 의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주체성, 다원성, 상징성 등의 참여의 속성은 서로 간
의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참여에 의한 공공문화시설 기획은 전문가에 의한 기획과 주체성, 다
원성, 상징성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체험에 바탕을 둔 관점에 의해 기획은 전
문가에 의한 기획 이상으로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적 다원성은
시민들의 포관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시설 계획에 반영되어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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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독특한 시설이 건립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여에 의한 기획에
서 상징성은 도시의 전통과 미래, 지역과 세계 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상징성은 시민들이 가진 삶과 도시의 미래상이 반영하면서 이미지보
다는 공간이나 문화예술활동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는 참여에 의한 일본 공공문화시설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을 도
출하기 위해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기획 체계를 분류하고 각 기획 체계 속
에서 필요로하는 참여의 기본 조건들과 기본 조건들이 기획 과정과 계획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참여 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른 참여 체계가 활용될 수 있다. 지
역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시설이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시민
중심의 기획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시설의 일상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도 기획의 초기부터 전문가가 시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주
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지역의 규모가 크고 높은 시설의 전문
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기획의 초기부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
획 체계를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를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계획을 제안하고 모형이나 도
면을 통해 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관점을 공간의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관점으로 옮겨 시민들의 관심이 마을만들기로 넓혀지게 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셋째,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
중심의 조직과 전문가 중심의 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시민
중심의 조직은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전문가 중
심 조직에게 전달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된 계획을 일반 시민들에게 설
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시설의 정체성과 다양한 가능성을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서는 시설 건립 및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원의 참
여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들의 참여가 보편적인 시설의 특성을 유도하기보다는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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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설과 전문시설로의 특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지향하는 시설의 상징성이 형태적이기보다는 공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성공적인 참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역 건축가의 참여와 시민참여 전문가의 역할이다. 지역 건축가의 참
여는 건축계획에서 시민들에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줌과 동시에 스스로
새 시설의 건립과 관계 맺음으로써 준공 이후에도 지속해서 시설 개선에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한다. 또한, 시민참여 전문가는 회의를 진행하거
나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거치지 않고 시민들이 시설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한 사례들에서 참여로 인해 공공문화시설의 성격이 본질적
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참여가 창의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
유가 제한적인 시민참여 전문가의 역할에 있으며 참여의 가치를 최대한 구
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일본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시민 즉,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계획하고 생산하는
사회적 변화가 공공시설 중 가장 전문성과 다원성이 높은 공공문화시설의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가 건립된지 오래
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 각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나 시설의 가동률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관점에서 참여가 더 좋은 공공문화시
설을 기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에 의한 기획의 가치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서는 보다 많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기획 과정과 계획 그리고 시설의 대한
평가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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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Planning Process and Design for
Public Cultural Facility by Public
Participation in Japan
Park, Changbae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blic’s demand for arts and culture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has
constructed many public cultural centers in oder to meet such a demand.
However, most of the cultural centers has not been used as frequently
as people expected even though they had a lot of technically advanced
equipments. It is a general understanding that the problem of underused
public cultural facilities is caused by their improper planning process
which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ir regional characters and people’s
needs.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on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sign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by public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become common practice in many field but for
planning and design of cultural centers the public participation is not so
common due to their high level of speciality and pluality. On of a few
place where the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sign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becomes popular and institutionalized is Japan. From
mid 1990’s, many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Japan have been planned
and designed by public participation. Most of them are appraised to be
- 342 -

successful public facilities not only for cultural events but also for daily
use while promoting sense of community. And so it is worth to be studied
for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success. Therefore, this research
chose about 27 projects related to the public participation. They had
different levels of participation and so the research selected three
projects on different levels of participation for the detail case study.
The research studied on attributes of participation such as autonomy,
plurality, and symbolism based on theories of Patsy Healey and Henri
Lefebvre. The theories are interrelated in terms of the attributes of
participation while Healey’s collaborative planning theory is to show
planning process and Lefebvre’s production of space theory is to show
characteristics of design. The process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s
decision-making

authority,

inclusive

participating

organization,

communication with respect to difference, review of discourse focused
on user’s experience, continous reflective critique on discourse. And the
attributes of public participation underscore especially difference of
everydayness and uncommoness, specialty and multi-purposeness,
territoriality and non-territoriality, and symbol’s implicity and explicity
in characteristics of design.
The research found following facts from the case study on the selected
projects in Oitama City, Nagano City, and Odawara City with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sign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First, organization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could be categorized in
two distinguishable groups with relative number and role of ordinary
people in a group. One is expert oriented and the other is civilian oriented.
The research found there are more expert oriented organization than
civilian oriented one, presumably because cultural centers are one of
building type which requires high expertise and also the public
participation consumes a long time and a lot of expenses.
Second, the expert and civilian oriented organizations had a difference
in the time of selection for an architect. The civilian oriented organization
selects an architect for the project earlier than expert 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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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so that architect work with citizen participants on planni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ject instead of cultural facility planning
expert who leads a project in general cases. The involvement of
architects in the planning stage causes worry about their intention and
ability of impartiality. However, it appears to be certain that the early
involvement of architects creates an environment for more autonomous
design and innovative ideas.
Third, the design of the cultural centers by the public participation
emphasizes not only everydayness but also speciality of the facilities in
spite of its expectation to make the facilities generalized for multipurpose. The cultural centers have much more practice rooms and
studios for common people’s use than before and they change their
substantial character to so-called “creativity support center”. And the
sense of the ownership of the public space which participants have
makes the boundary of space unclear and integrate most of spaces. The
space used to be designated to only for professionals come to open to
the public such as rehearsal room and studios in the back of the stage.
Futhermore, the scope of the plan goes beyond the limits of the site since
people does not distinguish and intend to use separately public spaces.
Fourth, the plurality and subjectivity of participants tend to make the
cultural center multi-purpose. Due to their speciality which people insist
to keep, their multi-purposeness is reflected by composing various
functional spaces in a building in stead of putting a number of different
functions in a space. Also, the plurality and subjectivity of participants
influenced in the way of building’s symbolic meaning and subject. In the
most of the cases new cultural centers symbolized their city’s pride of
cultural capacity. The symbolic representations were made mostly by
familiar spaces and cultural activities by people in the city not by an
image nor a building form. In other words, the symbolism is a matter of
familiarity rather than ethics in the projects by the public particip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found a number of fact to be considered with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an effective public participator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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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First, the different planning organization system shall be used
depending on region and facility’s characteristics. If the size of region is
small and the facility does not require high level of speciality, the civilian
oriented organization system could work efficiently by improving its
everyday use. In this cas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from the region
would do crucial role to promote people’s autonomous decision-making
by adding expertise to the organization.
Second, one of the best way to use the public participation is to create
a system combines the civilian oriented and expert oriented organization.
The roles of two organization shall be clearly defined. The civilian
oriented organization can collect demands and ideas from people in and
out of the organization and translate their substantial meaning into a
proposal, an the expert oriented organization can review the proposal
focused on the technical aspect and finalize a plan.
Third,

autonomous

participation

turns

people’s

view

from

a

consumer’s to a producer’s and make them actively propose and review
their idea instead of just ask for what they want. The time for the
autonomous particip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eople to improve
their knowledge on the facility and art programs in it. It is also to solve
conflict between ideas and to take new or overlooked issues into
consideration.
Above all, this research most importantly found that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and design of cultural centers was in the
context of social change in which people started to determine the way
of they live and create their environment by themselves. It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centers based on their regionality and also
created a new building type in public cultur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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