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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화지구는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00

년 인사동을 모델로 제도의 기초가 설계되었고, 현재 전국 6개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화지구 제도는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이 지났으나 제도의 보완이 없어 변화하는 도시와 문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동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문화

지구의 지역과 문화자원 특성을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

문화지구 제도는 지역의 상업화를 막고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보존

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지구 제도

는 필요하다. 문화지구는 지역 및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문화라는 추상적

가치를 지원하는 최초의 제도이며 갈수록 상업화되는 문화지구를 보존하

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화지구 제도가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차이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지구 제도는 지자체

에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지역별 문화자원 및 문화적 특성과 무관하게 어느 지역이나 유사하게 수

립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문

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의 법과 조례에서 문화지구 관리계

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내용만 포함하면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

지구로 지정된 6개 지역은 각기 다른 특성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

나 모두 유사한 관리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특

성은 옅어지고, 보존하고자 했던 문화자원은 상업적인 행사와 프로그램

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각각의 문화지구별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이상적이겠으나, 이 경우 많은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며 문화지구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지역과 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성격에 따라 문화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도출했다. 문화

지구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전통문화지구’, ‘문화예술지구’,

‘문화산업지구’ 세 가지로 문화지구를 분류하고 분류기준을 정리했다. 또

한 해외의 문화지구 사례를 조사하고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에 유형별

해외문화지구 관리의 주안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해외 문화

지구 사례를 종합하여 유형별 문화지구 관리방안을 도출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서초음악문화지구 등 3개

지구를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인사동은 전통문화지구, 대학

로는 문화예술지구, 서초음악문화지구는 문화산업지구로 분류할 수 있었

다. 그리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각각의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분석하고

유형별 문화지구 관리방안과 비교하여 기존 관리계획에서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화지구의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

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지구의 지정 단계에서 후

보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

며, 이를 토대로 문화지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 문화지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주요어 : 문화지구, 문화정책, 도시계획, 인사동, 대학로, 서초동

학 번 : 2018-2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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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영어로 도시(City)와 문명(Civilization)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명(Civilization)과 문화(Culture)가 컬투라(Cultura)라는 라틴어에

서 파생된 단어인 것을 생각하면 예전부터 인류에게 문화와 문명과 도시

는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에서 문화와 문명이

발생하고 문명과 문화의 발생은 도시의 발달을 가져온 것이다.

21세기는 ‘문화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등은 각자 저서에서 미래의 도

시경쟁력은 문화에 있고, 21세기는 다양한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

게 하는 문화적 다원주의시대가 될 것이라 강조 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21세기 세계 국가와 도시의

승패가 결정되는 마지막 승부처는 문화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도시와 문화의 관계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자 국내에 ‘문화

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사동, 대학로 등 문화자원 밀집지역이 형성

되고 가치가 높아지자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이 개정되어 문화환

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지구’가 제도화되었다. 이후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 이 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이관되었으며, 현재까지 서

울 인사동(2002), 대학로(2004), 파주 헤이리(2009), 인천 개항장(2010),

제주 저지예술인마을(2010), 서초음악문화지구(2018)가 문화지구로 지정

하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지구가 소기의 목적이었던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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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에 따르면 인사동의 경우 권장시설의 총

수는 증가했으나 고미술관련 업종의 수는 줄고 화랑 및 공예품점은 상승

했다. 대학로의 경우도 권장시설인 공연장 총수는 증가했으나 극단을 중

심으로 운영되는 소극장보다 상업적 대형극장이 증가했다. 권장시설 내

에서 상대적으로 상업적인 분야만 성장한 것이다. 또한 인사동과 대학로

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문화지구가 임대료 인상

과 지역의 상업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지구 제도가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차이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지구 제도는 2000년

인사동을 모델로 설계되었고, 현재 전국 6개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운

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동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문화지구

의 지역과 문화자원 특성을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지구 제

도는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이 지났으나 제도의 보완이 없어 변화

하는 도시와 문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을 제정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지구 제도 및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문화지구가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문화지구의 유형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흐름

본 연구는 문화지구 제도 및 서울시 내 문화지구의 관리계획과 운영

실태를 지역적 특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화지구 제도의 개선방향을



- 3 -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은 문화지구 제도와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이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6개 지구 중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적 특

성과 고유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

구, 서초음악문화지구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문화지구 제

도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 정부간행물 등의 문헌조사와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답사, 그리고 문화

지구의 관리계획 및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구 관

리계획, 문화지구 외부평가 보고서 및 선행연구 등을 분석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도시와 문화의 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며, 국내에

는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문화지구 제도가 마련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인 문화지구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문화지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주

요 국가별 문화지구 정책을 확인하고 문화지구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해외문화지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울시 문화지구를 분

석할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

구,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현황과 관리계획을 분석하고 문화지구별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며, 분석틀을 대입했을

때 유형별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문화지구가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

지구의 지정 단계에서 후보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에 대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지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유형별로 다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현재 문화지구 제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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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 론 적 배 경 과 선 행 연 구 검 토

1. 문화지구

국내에서 ‘문화지구’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

적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1) 처음에 문화지구

후보지로 검토되었던 지역은 인사동과 대학로였으며, 이 무렵 문화체육

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을 개정하여 지난 2000년 문화지구가 법제화

되었다. 당시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은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공연시설·전시시설 등의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등의 영업시

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문화지구 제도 법제화 이후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문화지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

거에는 없던 문화지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지구

는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 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

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지구 제도의 초기 모델은 인사동이다. 인사동이 본격적으로 활

성화된 1990년대 중후반, 인사동의 상업화와 지역개발이 심화되자 서울

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지역 내 ‘영빈가

든’ 개발이 추진되고 건물에 있던 열두 개의 문화업소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

로 서울시는 문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1) 임학순, 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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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문화지구 제도 도입 배경2)

[인사동] “인사동의 경우, 97년 차 없는 거리 행사 이후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과거 인사동 거리는 골동품점, 화랑을 중
심으로 미술관련자, 미술애호가들이 주로 찾는 좁고 조용한 거리였으나, 일반
인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대중적인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이
후 증가하기 시작한 일반인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인사동 이라는
고풍스러운 이미지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기대로 모아지게 된 것이다. 일요
일 차 없는 거리 행사의 경우 10만명이 찾아오면서, 인사동의 급격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미술품을 찾아오던 방문객 대신, 인사동의 이미지를 찾아오는 불
특정 다수에 맞춰 상권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판매품목도 달라졌다. 이러한
상권의 형성은 규모는 작지만 엄청난 소비 집중도로 인해 지가, 임대료가 급
상승 하였고, 이제는 도심권의 노른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국동에서 인사동
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24시 편의점이 들어섰고, 우정국로(조계사 방향)에서
들어오는 도로 건물 1층에는 맥도날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10m만
들어오면 오래 전부터 작은 소매점이 다른 업소들과 어울려 자리하고 있는
데, 이 소매점은 큰 간판이나 네온사인이 없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맥도날
드가 들어설 자리는 원래 은행이 있다가 정리되면서 빈 점포가 되었는데, 큰
부지의 엄청난 임대료를 낼만한 임대자가 없었다고 한다. 서울시내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의 골목길과 한옥, 전통문화업소가 실타래처럼 엮어
진 인사동 입구에서 맥도날드와 편의점이 인사동을 마주보게 된 것이다.

[대학로] 대학로가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장소라는 지엽적 공간에서 현재와
같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한 것은 지난 85년. 혜화동 네거리에서 이화
동 네거리에 이르는 1km 정도의 대학로가 서울시에 의해 문화의 거리로 조
성되면서부터이다. 당시만 해도 저개발 지역으로 제대로 된 문화공간과 시설
이 없던 대학로에 젊은이들이 몰리고, 이들의 문화적 욕구분출의 해방구 역
할을 하면서 대학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발전해 갔다. 소극장
과 전시장들이 속속 몰려들던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도심권과의 지리적
접근성, 지하철 등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더불어
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 급부상하여 결과적으로는 임대료가 폭등하게 되
었고, 보다 수익성 높은 업종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대학로를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이끌던 역군인 소극장, 전시장들은 이제 수익성 경쟁에서 한
수 위인 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이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대학
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었던 동숭아트센터가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
게 되자 중극장 규모의 동숭홀을 영화관으로 바꿀 준비를 하는 실정(정재왈,
1999)을 맞고 있는 것이다.”

2) 임학순, 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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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반영해야할 제도가 특정

지역에 맞춰져 설계되어 제도의 범용성 및 확장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

적이 계속되어 왔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문화업소가 입점한 건물

주에게 입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영자들에게는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의 환경 관리를 통해 인사동을 문화지역답게 관리

해보자는 것이 도입취지다. 문제는 인사동에 한정하여 계획했던 지엽적

인 내용이 그대로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원 가능성을

개방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춰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인사동을 기

반으로 설계된 제도를 법제화해 법의 구조가 경직되었고,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가 되었다.”3)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범위와 대중의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의 문화지구 제도

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지구가 지역의 특

성을 반영하고 무형의 문화예술자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지구 제

도 전반에 대한 연구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 문화지구의 개념

문화지구는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지구”이다. 즉,

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지구의 법적·정책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지자체 도시계

획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지구 제도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

라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지자체가 조례

3) 라도삼 외, 2016,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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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문화지구 내 권장업종과 제한업종을「지역문화

진흥법」과 각 시·도 조례로 명시하여 용도를 관리한다. 조례에 명시된

용도관리에 따라 문화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설 및 업종이 문

화지구 내 입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입지유도를 위해 문화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입지

가 적합한지 판단하고 지원 가능 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실무는 지자체

문화지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2-2] 문화지구 관련 법규4)

4) 김연진 외, 2017,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법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시행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문화지구 지정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문화지구 제한 업종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

조례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예술진흥조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문화지구의 지정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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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는 규모와 범위가 한정된 공간에서 「국토계획법」과 「지

역문화진흥법」이 연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문화지구의 관리는

도시계획·토지이용 등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등 지역의

문화자원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지구가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문화자원의 특성에 맞는 문화지구 유형별

관리방안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2) 문화지구의 지정

문화지구는 문화지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에서 지정을 요구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시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문화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문화지구 지정 승인일로부터 가급적 1년 이내에 문화

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계획에는 문화지구에 설치·운

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문화지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
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관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 용도지구 지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식품위생법 -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승계

식품위생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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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그 밖의 문화지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5)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에 관한 조례」는 “관리계획에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

적 지원조건 및 기준,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직 및 주민협

의회의 지원 방안,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당

해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당해 문화지구의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6) 여기서 권장시

설이란 해당 문화지구에서 설치 및 운영이 권장되는 시설로서, 「문화예

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 중에서 선정이 가능하다.

[표 2-3] 문화지구 제도 프로세스

문화지구지정

>

문화지구관리계획수립

>

관리계획 평가

문화지구지정 신청

(지자체→서울시)

관리계획(안) 수립

(지자체)

▽ ▽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자체평가(매년)

(지자체)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심의
외부평가(3년마다)

(서울시)

▽ ▽

문화지구지정(서울시) 관리계획승인(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집행상

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

6)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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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문화지구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문화지구

계속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2-4] 문화시설의 종류

구분 문화시설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또한 관리계획에 의해 선정된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권장시설 지원의 대상은 건물주와 운영자로 구분되며

건물주는 조세감면과 융자지원, 운영자는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표 2-5] 문화지구 권장시설 지원체계

구분 건물주 운영자 비고

조세·부담금감면
취득세 50%

재산세 50%
-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5조

융자지원

규
모

1억원 한도 신·
개축 대수선비

1억원 한도 시
설비와 운영비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조
건

연리3%, 1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
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조

그리고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행행위영업, 단란주

점, 유흥주점 등과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위해용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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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청장에게 부과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2-6] 문화지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법 제18조제3항의 명령,

처분 위반
법 제24조제1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권장시설

에 대한 지원 외에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

램, 문화상품 개발, 전통문화상품 인증제,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등 문화

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며,

관리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에서 “구청장은 문화지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자치구 문화지구육성

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

특별시로부터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인사동의 문화지구 지정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였고, 종로구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시에 서울시는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이후에 추가적인 출연이나 조성 기금은 없다.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대부분 민간이전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예산은 축제 및

시설관리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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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문화지구 관리계획 포항사항

3) 문화지구의 의의

기존의 문화예술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자원보존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에 의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물·보호구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등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제도는 문화예술자원에 위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며 사업은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지금까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호하거

나 문화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

[표 2-8] 문화지구 관련 유사제도7)

7) 김연진 외, 2017,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법 제18조제

2항에 따른 문화지구 관리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

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

구에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

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리계획) ①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작성

하려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

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

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

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3. 노점상및옥외광고물등문화지구환경개선방안

4. 당해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당해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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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와 사업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문화지구’는 규제

와 지원을 병행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

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지구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가치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보존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산업을 계획적으

로 육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지

구 관리계획의 수립에서 핵심가치가 되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이 무

엇인지 규정하고 문화지구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문화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문화지구의 현황

2000년 문화지구 제도 도입 이후, 서울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서초음악문화지구 등 6개 지역

이 차례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

인사동과 2004년 대학로 이후 문화지구 지정이 없다가 2018년에 서초음

악문화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인사동 문화지구는 고미술을 중심으로 한 인사동 전통문화자원을 보

유사제도 법적근거 지정부처 지정목적 지정혜택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의 특화

사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으로 지원

각종 규제 완

화, 토지이용

에 대한 규제

특례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국제

경 영 활 동 에

최적의 환경

을 제공

규제완화, 재

정, 세제지원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시·도
관 광 자 원 을

발굴

규제완화, 금

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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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당시

인사동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통 문화 업소가 감소하고, 공평지구 개

발이 추진되는 등 급격한 상업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경운동, 낙원동, 공평동 등 6개 지역,

175,743㎡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였다. 골동품, 화랑, 표구점, 필방 및 지업

사, 공예품점 등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하고 한정식집, 전통 찻집, 생활한

복점, 액자점 등을 준권장업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학로는 문화활동 촉진과 문화 공간의 기반이 되는 공연장 및 문화

시설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대학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차 없는 거리’ 정책 이후 급속하게 상업화 되었

다. 해당 정책 이후 공연예술의 창작산실이었던 대학로는 청소년 비행과

유흥의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 간선 도로

인 대학로를 중심으로 동숭동과 혜화동, 이화동, 명륜동, 연건동 등 6개

지역, 445,569㎡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였다. 문화예술시설의 보존을 위하

여 (소)공연장을 1종 권장시설로 하고, 미술관ㆍ박물관 등 전시시설을 2

종 권장시설 지정했다. 또한 영화관과 예술관련 학교·학원 시설을 3종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헤이리 문화지구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인사동 및 대학로 문

화지구와 다르게 문화예술의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관

(官)주도가 아니라 문화예술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번지 일원의

505,891㎡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였다. 헤이리는 창작과 주거가 함께 이루

어지는 주거용지와 문화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입지한 상업 용지로 구

분되어 계획되었으며, 권장시설은 전시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는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지역 정

체성·장소성 확보와 근대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의 문화·예술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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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보호·육성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북

성동, 동인천동 일원의 537,114㎡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관련 업종과 전통

성ㆍ역사성ㆍ차별성을 보유한 업종에 대하여 권장시설로 지정하였다.

제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은 마을의 유지ㆍ보존과 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거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화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

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번지 일원의 325,100㎡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였

다. 14개 분야, 48명이 입주해 있으며, 2013년 2월 관리 계획 공고에 따

라 권장시설의 취·등록세 감면과 시설비·운영비, 신·개축·대수선비 융자

와 창작스튜디오 등 시설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번지 일원의 410,109

㎡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의 육성, 지역의 문화적 특성 보전,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지정하였다. 권장시설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문화시설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거점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내 분

포한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준권장시설

은 권장시설에 의해 유발된 업종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음악문화 이미

지에 기여하며, 적정한 밀집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악기관련시설 및 클

래식음악관련 시설,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정했다.

반면 문화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직까지 문화지

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홍대와 신촌이 대표적인데, 홍대는 지

역의 핵심 문화자원이 부적절하고, 신촌은 핵심 문화자원이 없다는 이유

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9)

[표 2-9] 문화지구 지정 현황

8) 신성희, 2010,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인천발전연구원

9) “홍대는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까지 수립한 상태였다. 그런데 관리계획상 홍대의 문화주체

가 갤러리 등 미술 분야로 선정되었고, 홍대 지역을 기호화시킨 실질적 주체인 클럽 등이 권장

시설에서 배척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다가 결국 문화지구 지정에 실패하게 된다.”  

라도삼 외, 2016,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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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정일시 지정목적 권장업종 면적(㎡)

서울 인사동 ‘02. 4. 24.

-전통문화자원 보존

-역사문화자원 관리

-문화환경계획적 조성

골동품점, 화랑,
표구점, 필방, 공
예품점 등

175,743

서울 대학로 ‘04. 5. 8.
-공연장 보호·육성

-문화예술 창출

소공연장, 미술
관, 박물관, 쌈지
형 공지 등

446,569

파주 헤이리 ‘09. 2. 6.
-문화예술 육성

-지역문화 발전

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등

505,891

인천 개항장 ‘10. 2. 1.

-근대건축물 보존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시설, 수공
예 업종, 편의
업종 등

537,114

제주 저지리 ‘10. 3. 8.
-마을 유지·보존

-문화환경 조성

문화시설, 창작시
설, 전시시설 등

325,100

서울 서초동 ‘18. 5. 31.

-문화적 특성 보전

-문화업종 육성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시설, 악기
관련시설, 복합
문화공간 등

410,109

2. 선행연구 검토

문화지구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문화지구를 제도화하고 인사동과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

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했으며, 연구자들의 관심 연구

분야였다. 그러나 이후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서울에서의 문화지구

지정은 한동안 없었으며 파주와 인천, 제주 등에 추가로 문화지구가 지

정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문화지구 연구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었으며, 문화지구 연구의 세부주제도 문화지구 신규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지정된 문화지구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한정

되었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성이 관리계획에 올바르게 반영되

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부족하며, 최근 새롭게 문화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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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서초음악문화지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문화지구의 선행

연구는 크게 문화지구 제도에 관한 연구와 문화지구의 효과에 관한 연구

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도로서의 문화지구

문화지구 제도에 관한 연구는 문화지구의 제도화와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을 검토하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임학순 외(1999)를 시작으로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박은실(2002), 송병하 외(2005), 신성희

(2007), 김연진(2011)이 문화지구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정책수단

의 개발, 문화지구의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임학순(1999)은 문화지구의 특성을 밀집성, 다양성, 정체성으로 보고

이러한 특성이 문화지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문화지구는

‘지구(District)’의 개념이므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설정

이 필요하며 맥락적(Context)인 차원에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실(2002)은 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

화지구 형성과 장소마케팅 측면에서의 함의에 대해 연구했고, 송병하 외

(2005)는 인사동이 가지는 지역의 이미지와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지구

단위계획만으로 포괄하기는 어려우며, 세부적인 지침과 동시에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덕성 외(2007)

는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사례도시들을 대상으

로 문화적 기반과 그 활용전략을 분석했다. 특히 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

한 문화적 자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문화적 자원에 따라서

적절한 활용방법을 구상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문화지구 제도의 핵심가치

를 도출했다. 김연진(2011)은 문화지구제도와 관련된 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했는데, 기존의 제도적 틀은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

다. 라도삼(2016)은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에서 제도로서의 문화지구를 분석하고, 서울 인사동과 서울 대학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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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구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향후 문화지구의 상업화로 인한 지가상

승 및 업종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지구의 지정체계와 관리운영방식, 지원 및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여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자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2016)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국내외 문화지구 사례를

토대로 지자체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및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현 문화지구의 문제점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표 2-10] 문화지구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주요내용

임학순

(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별 문화예술 특성에 따라 문화지
구를 분류하고, 각 지구별 정책을 개
발해야 한다고 주장

박은실

(2002)

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
화지구 형성과 장소마케팅

문화활동과 문화지구의 관계와 문화
지구의 마케팅적 활용에 대한 연구

송병하 외

(2005)

서울시 문화지구의 지구단
위계획에 관한 사례연구

인사동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정책 및
관리계획 적용 현황과 개선방향 제시

김연진

(2011)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
에 관한 연구

문화지구 제도와 도입사례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 도출

라도삼

(2016)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
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문화지구 제도와 서울시 문화지구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 도출

이수영

(201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
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지구 사례분석
을 통해 문화지구 개선방안 도출

2) 문화지구의 효과성

문화지구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문화지구 제도 제정 이후 인사동에

문화지구가 2002년 최초로 도입되고 약 3년 지나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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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구가 활발해졌다. 또한 문화지구의 사회·경제적인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지구의 장소마케팅적 활용 및 기초예술의 보존과 지원 등 간

접적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다.

강성원(2006)은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전후 비교를 위해 지역 상인

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지구를 지정하기 전과 후의 만족도를 조사했

다. 김경애(2007)는 장소마케팅으로서 문화지구 정책의 의의와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가 장소마케팅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선 문화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영(2007)은 문

화지구의 문화지원전략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간의 원활한 합의를 위

한 파트너십, 시스템, 그리고 매개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보희(2008)

는 대학로 문화지구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지구 특화를 위해선

관련된 단체나 대표성이 있는 문화시설의 입지가 중요하며, 상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않도록 상업시설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혁(2010)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전통문화중심, 문화시설중심, 문화

산업중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표 2-11] 문화지구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주요내용

강성원
문화지구 지정효과 분석
연구

관리계획을 통한 운영 점검, 설문지를
통한 상인과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지구 지정 전후 변화 연구

김경애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과성
연구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가 장소마
케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연구

김미영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

문화지구의 문화지원전략과 이해관계
자간의 원활한 합의 방안 연구

이보희
문화지구지정의 문화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대학로 문화지구 현황분석 및 정책이
대학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혁
문화지구의 유형별 계획
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유형별 분석
및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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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문 화 지 구 유 형 화 및 분 석 틀

문화지구 제도는 2000년 인사동 문화지구를 추진하면서 만든 법과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지닌 문화지구가 전국 6개 지역에 지정되었다. 그러나 문화

지구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지키기와 상업화를 막는데 실패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지구 제도의 실패가 지역적 특성

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지구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별 문화지구 정책을 검토하고, 해외의 문화지구 사례를 문

화지구 유형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울시 문화지구 분석을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한다. 그리고 도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지구의 유

형을 분류하고, 현재 수립된 문화지구 관리계획과 해외 문화지구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 문화지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요국가별 문화지구 정책

1) 미국

미국의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s)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발

전을 촉진하고, 예술과 다른 사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장려하기 위해

주 정부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19세기 말에서 1930년대 사이에 나

타는 ‘문화복합구역(Cultural Compounds)'가 문화지구 최초 모델이며10),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문화지구 형태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주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 정

10) Hilary Anne Frost-Kumpf(2014). ‘American for the Arts, Cultural Districts: The Arts 

as a Strategy for Revitalizing Our Cities’.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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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미국에는 2015년 기준 13개주 250개 문화지구

가 지정되어 있다.

[표 3-1] 미국 문화지구 지정 현황11)

주 프로그램명 설립년 법령유무 소관

알칸사스
(Arkansas)

문화예술지구
(Arts and Cultural
District)

2011 유
알칸사스예술
위원회

콜로라도
(Colorado)

창의지구
(Creative Districts)

2011 유
콜로라도경제발전
사무국,
창의산업부

인디아나
(Indiana)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s)

2008 유
인디아나예술
위원회

아이오와
(Iowa)

문화엔터테인먼트지구
(Cultural & Entertainment
Districts)

2005 유 아이오와문화부

켄터키
(Kentucky)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s)

2011 무 켄터키예술위원회

루이지애나
(Louisiana)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s)

2007 유 문화여가관광부

메릴랜드
(Maryland)

문화예술지구
(Arts & Entertainment
Districts)

2001 유
경제개발부,
메릴랜드주예술
위원회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s)

2010 유
메사추세츠문화
위원회

뉴멕시코
(New Mexico)

문화예술지구
(Arts & Cultural Districts)

2007 유
뉴멕시코경제개발부,
뉴멕시코예술위원회

오클라호마
(Oklahoma)

문화지구이니셔티브
(Cultural Districts Initiative)

2013 무
오클라호마예술
위원회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면세예술특구
(Tax-Free Arts Districts)

1998 유
로드아일랜드주
예술위원회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s)

2014 유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술위원회

텍사스
(Texas)

문화지구
(Cultural Districts)

2005 유 텍사스예술위원회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공인예술커뮤니티
(Certified Arts Community)

2005 유
웨스트버지니아
예술위원회

11)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2015, State Policy Briefs: Tools for Arts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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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 업무를 주관하는 미국의 예술기관인 NASAA(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의 보고서 ‘State Policy Brief-State

Cultural Districts(2012)’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문화지구는 예술을

기본으로 역사, 유산, 휴양 같은 다른 문화 범주와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문화지구 지정은 도시매력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이

미지를 제고하며, 문화발전을 비롯하여 지구 내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상승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문화지구

의 지원 및 규제책은 문화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다양한 세

금 감면과 함께 용도 제한, 대출, 보조금 지원, 용도변경, 개발권 이양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건물 입면 지역권 등이 있다.12)

뉴욕시의 경우 극장이 쇠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40번가에서 57번가, 동쪽 6번가와 서쪽의 8번가 사이의 지역을

극장특구(Special Theater District)로 지정하고, 극장특구법(Special

Theater District Law)을 제정했다. 극장특구와 극장특구법은 건물에 극

장을 포함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한도를 넘는 건축을 허가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덕분에 이 지역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에는 극장이 포함되었고 용적률의 증가로 인한 개발이익이 예술이나 공

공에 환원되었다. 뉴욕 시는 극장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지구를 도입하여 건축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의 지원

책과 더불어 지역주민, 예술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

여 문화지구 사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문화지구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민간부문에서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할 수 있

었다.13)

12) NASAA 홈페이지 (https://nasaa-arts.org) 참조

13) NYPAP 홈페이지 (https://www.nypap.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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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은 민간의 기금을 모금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화지구를 운영

한다. 영국 정부는 1967년 공공 어메니티법(Civic Amenities Act)을 통

해 보존지구를 지정하여 도시 내 역사지구 보존을 제도화하였으며, 1975

년 건축등록제를 활용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2년 문화유적 보호법(The Ancient

Monuments Protection Act)이 제정되면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체계가

갖춰졌다.14)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y

Interest or Natural Beauty)는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 경관지, 건축물을

매입하여 보존에 앞장서는 단체다. 내셔널트러스트는 1970년에 내셔널트

러스트 법을 제정하여 기초를 확립하였다. 순수 시민단체로서 시민으로

부터 토지를 기부 또는 증여받거나 시민이 모은 성금으로 직접 자산을

매입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공공의 지

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셔널트러스트는 독립성을 지키며 영국 최대의

시민단체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민운동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75마일의 해안과 24,700헥타르의 전원(田園), 350개의 역사적 건물,

정원, 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과 건축물 등에 대하여 효

율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업무분장 등 체계적인 조직구조가

형성되어 있다.15)

리버풀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인구 51만

의 항만도시이며 비틀즈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래 가난

한 도시였다. 1980년대 후반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추

진한 문화, 관광, 그리고 레저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전략이 성공하면서

도시는 활기를 되찾았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도시 마케팅과 페스티벌이

14) 이수영, 201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5) 내셔널트러스트 홈페이지 (nationaltrust.org.uk) 참조



- 24 -

성공하자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었고 일자리가 생겨났다. 리버풀은 지역

의 문화자원과 주민의 생활예술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업으로 발

전시켰다. 그 결과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고용효과가 창출되었고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리버풀 시의회에 따르면 2005년 44만명

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48만명으로 늘었고, 리버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총부가가치는 2005년 71억파운드에서 2015년 109억파운드로 크게 증가

했다. 경제 규모가 10년간 50% 증가한 셈이다. 리버풀은 쇠락한 과거에

멈춰있지 않고 미래를 향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됐다.”16)

3) 일본

일본은 역사문화경관의 왜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높

이를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으로 미관지구, 풍치지

구, 지구계획, 건조물군 보존지구, 건축협정 등이 있다. 또한 나라시에서

는 역사문화경관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배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정·정·

촌의 조례 및 요강이 지정되어 있다. 일본 가나자와의 경우에는 역사문

화경관의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전통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전구역 내 중고층건축물 등의 각종 건축행위

(신축, 개축, 증축, 이전, 대수선 등 이하 신축 등)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

으며, 신축 시에는 계획자가 실시계획서와 함께 경관자기진단서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필히 작성하여 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역사·문화 환경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1975년 문화

재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를 제정하면서부

터이다. 일본 중앙정부의 문화성 문화청에서는 역사·문화적 자원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보호관리 및 지구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

16) 해외 혁신 도시 2: 영국 리버풀, 2017.10.26.,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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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全) 단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

지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법규인 문화재 보호법

과 개별법규인 지방 정부조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이 이루어진

다. 교토 시는 1975년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산네이자카지구(1976년)

와 기온신바시지구(1976년)를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사

가토리이모토지구(1979년), 카미가모지구(1988년)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전통적인 양식을 가진 건축물은 그 양식에 맞춰서 수리하고, 전통적인

양식을 잃어버린 건축물은 전통적인 양식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수리하는

등 지역과 문화재의 특색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17)

일본의 종합특구제도는 2012년 지정되었다. 종합특구제도는 규제 완

화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특구제도는 국가전략 종합특구와 지역 활성화 종합특구

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국가전략 종합특구는 환경, 차세대

에너지, 아시아 거점, 컨벤션, 국제물류 등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사업 및 기능을 육성하는 것이고, 지역 활성화 종합특구는 관광, 문화,

농업, 바이오매스, 의료, 교육 등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종합특구 기본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안하고 지정을 신청하면, 다시 중앙정부는 추진

본부회의를 거쳐 종합특구를 지정한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국제전략

종합특구 7지구, 지역 활성화 종합특구 32지구가 지정되었다. 구마노산케

이미치를 포함하는 와카야미 현 ‘타카노·구마노’ 지역을 문화지역 진흥종

합특구로 지정하여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히로시마 현은 산업부문과 민간부분이 연계

하여 특색 있는 환경 기술과 지역 산업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를 개발하여 환경관광을 콘셉트로 하는 새로운 지역 진흥 모델을 구축하

고 있다.18)

17) 이수영, 201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8) 민승현 외, 2016,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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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지구의 유형과 해외 문화지구 사례

1) 문화지구의 유형

문화지구는 2020년 기준 전국 6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일부 지역에

서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거나 지정을 추

진하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지역적 특성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가 문화지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문화지구별로 전문가 자문 및 지

역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이상적이겠으나,

이 경우 많은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며 문화지구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자

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차이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지구별 유형화(Categorization)가 효과적이며

유형별 문화지구 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리계획 수립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지구의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지구 제도의 기초가 된 임학순 외(1999)의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지구에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유형별로 다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박은실(2002)은 ‘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화지구 형성과 장소마케팅’

연구에서 문화지구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마

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김연진 외(2017)의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문화지구의 전(前)단계로서 문화

특화지역이 있으며, 문화특화지역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특화지역이

가진 특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의 경우 문화지구 및 문화특화지역의 유

형별 분류 기준과 유형화의 필요성만 제시했을 뿐, 유형별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상기한 연구들의 문화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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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학순 외(1999)는 “문화지구를 전통문화예술보존지구, 문화시설지

구, 문화산업지구, 문화예술행사지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전

통문화예술보존지구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이 밀

집되어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전통문화예술

은 기존의 보호제도만으로 보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

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

고 전통문화예술보존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존대상인 문화

자원(골목길, 문화재, 한옥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특성에 따라 맞춤

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시설지구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

예술회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앞

으로 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이러한 문화시설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하고자 하여 문화지구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기존

의 사례로는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지역이 해당된다고 했다. 또

한 문화시설지구를 유지하거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유입을 유

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산업지구는 문화관련 업종이

나 문화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

미하며, 문화관련 업종이나 문화산업이 그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

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화예술행사지구는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이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의 문

화환경을 보존하거나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

러한 지역의 문화환경 조성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 시설 조성 및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상기한 유형 외에도 유·

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기타 국민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역 등도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19)

19) 임학순, 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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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은실(2002)은 “문화지구 유형이 문화지구 형성의 주체와

문화자원의 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특히 문화자원의 분류는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거나 공통의 기준에 의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가 쉽

지 않고 국가와 지역마다 문화적인 특성과 성향 등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시대적·경제적·역사적·종교적·인문학적 배경에 따라 분류의 기준도

달라진다고 했다.20) 또한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지구를 문화시설,

문화 이벤트, 예술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분류했으나 문화와 예술활동에서

프로그램과 시설이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

나 문화자원이 풍부하다면 활동적인 영역의 문화 이벤트는 자연히 존재

하므로 자원의 유형에 근거하지 않고 통합적 자원의 활동내용을 바탕으

로 역사성이 강한 지역(전통문화지구), 문화예술적인 활동이 많은 지역

(문화예술중심지구), 문화산업적 측면이 강조된 지역(문화산업지구)으로

문화지구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역사(전통문화)지구는 역사적·문화적

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이러한 지역의

관리방안은 개발의 규제와 제한조건이 많기 때문에 지역 내 주민들의 이

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설에 대한 복원이나 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문화지구보다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필

요하다고 했다. 문화예술중심지구는 특정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특성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며, 문화예술 시설이나 업종 및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매력 증대 및 이미지 고양, 문

화발전, 관광자원, 지가상승, 투자유도, 소득상승,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20) “먼스터스(Munsters, 1994)의 기준에 의하면 문화자원을 매력물과 이벤트로 구분하고 자원의 

기초적인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언급은 매력물(attraction)로 통칭하며 이 안에는 기념물(종

교적 건물, 공공건물, 역사적 주택), 박물관, 루트(routes), 테마파크 등의 자원영역이 있다. 

문화자원의 활동과 관련한 부분을 이벤트(event)라 명명하여 종류에는 문화적·역사적 이벤트

에 종교적 축제, 비종교적 축제, 전통축제 그리고 예술 이벤트로는 미술전람회, 예술축제 등으

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ECTARC(1989)의 문화자원을 보는 분류기준은 조금 더 다양하여 고

고학적 유산과 유물, 건축물(옛터, 유명한 건물, 도시 전체), 예술(조각, 공예품, 미술, 축제, 

이벤트), 음악과 춤, 드라마, 언어와 문헌연구, 여행, 이벤트, 종교적 축제, 완전문화와 하위문

화 등으로 구분 지으며 보다 인문학적이고 예술적 기준에 의거 분류하였다.” 박은실, 2002, 

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화지구 형성과 장소마케팅, 공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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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순수공연예술은 자생이 불가

능하며 예술행위에 대한 지원과 전문가 양성, 문화 시스템 구축 등의 인

프라가 조성되어야 공연프로그램과 공연장 활성화라는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고 하였다.21) 문화산업지구는 문화관련 업종 및 문화산업이 밀집되

어 있거나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며, 문화관련 업종 및 산업

이 유입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에서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과 집적화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해당 법과의 연계한 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22)

그리고 김연진 외(2017)는 문화지구와 유사한 개념인 “문화특화지역

이란 특정 문화적 요소가 지역을 지배하는 곳으로 미학적이고 기호적 요

소를 바탕으로 문화적 경관을 창출하며 이에 기반하여 관련된 활동이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고 했다. 또한 “문화특화지역은 문

화예술자원의 밀집 지역과 선도적인 문화 활동 밀집 지역, 문화적 경관

특화 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유형의 요소를 모두

포괄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특정 요소가 강조되어 나

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인사동, 대학로, 인천개항장, 헤이리, 저

지문화예술인마을 등 현행 문화지구의 경우 밀집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자원 밀집형에 가까우며 동시에 문화적 경관과 선도적 문화 활

동형의 요소도 일부 포함하는 복합적 특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했다. 또

한 문화특화지역은 이미지화된 지역을 선호하며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지역과 관계하여 지역을 점유하며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화특화지역은 단일 업종 및 용도

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문

화적 소비를 창출하는 관련 영업시설 등이 연관관계를 갖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연관 용도의 시설이 핵심 용도를 압도할 경우 특화된 성격이

변질되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된 용도의 영업시설 등이 핵심 용

21) 공연예술의 메카라는 브로드웨이에서도 비영리단체의 순수 공연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2) 박은실, 2002, 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화지구 형성과 장소마케팅, 공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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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시설을 위협하거나 압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경관을 형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23)

[표 3-2] 문화지구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제목(연구자) 분류 주요내용

문화지구 조성모
델 개발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임학순)

전 통 문 화
예 술 보 존
지구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 밀집
-문화자원(골목길·문화재·한옥) 관리 전략 필요

문 화 시 설
지구

-미술관·공연장·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 밀집
-육성 문화시설의 유입 유도 전략 필요

문 화 산 업
지구

-문화관련업종, 문화산업 밀집
-육성 문화산업의 유입 유도 전략 필요

문 화 예 술
행사지구

-문화예술행사·축제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지역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전략 필요

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른 문화지구 형
성과 장소마케팅
(박은실)

역사(전통
문화)지구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 밀집
-개발 규제 많으므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 필요
-문화자원 복원·유지의 구체적 관리규정 필요

문 화 예 술
중심지구

-문화예술 시설·업종·프로그램 밀집
-예술행위에 대한 지원, 전문가 양성 필요

문 화 산 업
지구

-문화관련업종, 문화산업 밀집
-문화산업관련 법·제도와의 연계 필요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연진)

예 술 자 원 
밀집형

-문화시설 및 관련 영업시설 등 밀집
-특정 예술자원 관련 활동 발생

문화적
경관형

-독특한 경관과 고유한 분위기 형성
-디자이너 건물 및 가로경관으로 특화된 분위기 

선도적
문화활동형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방적 문화를 형성
-독자적인 문화양식 형성, 다양한 활동 포섭

종합하면 문화지구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화시설이 밀집한 지

역과 문화행사가 밀집한 지역, 독특한 경관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지역

23) 김연진 외, 2017,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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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각기 다른 문화지구 유형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와 유형별 명칭의 차

이가 있었으나 분류기준 측면에선 대체로 유사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는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그리고 경관과 분위기는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

의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 문화지구를 분석해보면 문화지

구 조성 과정에서 문화시설의 유입이 선행되었으며, 뒤이어 문화예술 축

제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고유한 경관과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즉, 하드웨

어에 해당하는 시설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축제와 행사, 그리고 경관

과 분위기는 동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지구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문화지구 유형별 명칭을 ‘전통문화지구’, ‘문화예술

지구’, ‘문화산업지구’와 같이 명료하고 포괄적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해

외의 문화지구 사례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에 유형별 해외문화

지구의 관리방안을 분석했으며, 이 중에서 국내 문화지구 발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도출했다.

[표 3-3] 문화지구 유형 및 분류기준

문화지구 유형 분류기준

전통문화지구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 밀집

문화예술지구
-미술관·공연장·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 밀집

-문화예술행사·축제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지역

문화산업지구 -문화관련 업종, 문화산업 밀집

2) 전통문화지구

전통문화지구는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

되어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양한 해외의

문화사례 중 전통문화지구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미국 보스턴의 다운타

운 크로싱, 일본 하코다테의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의 관리방안을 분

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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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다운타운 크로싱(Downtown Crossing)은 보스턴의 전통문화

를 과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지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저소득층 임대가구 제공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규제보다

는 권장시설의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드웨어 측면에서 공공

공간 확보, 보행환경 정비, 역사자원 보전 및 활용, 대중교통 개선과 함

께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고용창출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프로

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적 관리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업종제한

및 문화용도의 권장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협의기구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 대출, 지역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코다테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중 점

적 보존이 아닌 면적 보존의 대표적인 제도인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건조물군은 성곽을 중심

으로 발달한 조카마치(城下町), 역참을 중심으로 형성된 슈쿠바마치(宿場

町), 사원이나 신사 근처에서 발달한 몬젠마치(門前町), 농촌, 어촌등 주

위 환경과 일체가 되어 역사적인 풍치를 만드는 취락을 말하며, 역사적

집락 또는 마을가꾸기의 개념으로도 해석된다. 이 제도는 문화재인 건조

물을 하나씩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전체를 보존하기 때문에 민가,

사원 등 건축물은 물론 대문, 담, 수로, 무덤 등의 공작물이나 정원, 산울

타리, 수목 등의 환경을 특정하여 보존하는 것을 도모한다. 2009년 6월

85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하코다테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역사적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1989년에 지정되었으며,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

구 내 전통적 건조물과 그 외 건조물, 그리고 환경정비에 대하여 관리·

수리·복구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실적은 1989년부터 2008년에 걸친 20

년간 총 142건에 대하여 시비·도비·국고 보조로 총 829,260,000만 엔을

지원하였으며, 연평균 7.1건에 대하여 건당 약 584만 엔을 지원하였다.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경관 보전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지원받고 있으며, 파트너십과 주민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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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프로그램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24)

전통문화지구에 해당하는 해외 문화지구 사례의 관리방안을 살펴보

면 공공공간의 확보,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개선, 역사자원 보존, 권장시

설 규제완화 및 지원과 업종제한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정책이 많았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와 고용창출 노력, 지역문화행사 개최와 주민협의회

운영 등 국내 문화지구 제도에서 법과 조례에 의해 관리계획 필수포함사

항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함께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점은 전통적 문화자원의 보존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

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의 전문성

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통문화지구 유형에 해당하는

국내 문화지구 관리계획에도 반영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전통문화자원 관

리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점적인 보존에서 전통적 경관을 보존하는

면적 보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문화예술지구

문화예술지구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다양한 해외 문화지구 사례 중 문화예술지구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보스턴 팬웨이 문화지구, 피츠버그 문화특구의 관

리방안을 분석했다.

보스턴 팬웨이 문화지구(Fenway Cultural District)는 보스턴의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1977년 팬웨이 컨소시엄과 정부, 그리고

민간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조성한 문화지구이다. 이 지구에는 구역별

건물 높이와 지붕 추가, 건축선 후퇴 등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건축물의 1~1.5층을 문화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건축 규제완화와 조세혜

24) 전국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협의회 홈페이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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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시설의 유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에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공공공간 확보, 보행환경 정비, 대중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고용창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문화용도의 권장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파트너십과 주민협의기구를 중심으로 융자 지원, 보조금 지원,

지역행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츠버그 문화특구는 공업도시였던 피츠버그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적으로 변모시켰다. 피츠버그는 철강, 알루미늄, 유리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업 도시였으나 1950년대부터 쇠락하며 공해

가 심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만 남았다. 대낮에도 가로등을 켜야 할 정도

로 대기오염이 심했고, 강에는 시커먼 물이 흘렀다. 공업의 쇠락으로 사

람들이 이주하여 인구도 감소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상공인과 지방정부, 대학이 피츠버그의 부흥을 위한 민·관 파트

너십을 구축했다. 지역상공인과 민간단체, 시정부가 함께 구성한 ‘엘러게

니 지역개발연합(Allegheny Conference on Community Development)’은

기업유치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하인즈 그룹의

회장은 낡은 극장가를 품격 있는 예술타운으로 바꾸고 도심지역을 ‘문화

특구(Cultural District)’로 만들자는 운동에 앞장섰다. “1987년까지 4,300

만 달러가 투입된 ‘문화특구 개발 플랜’ 결과 하인즈홀과 컨벤션센터밖에

없었던 중심가가 14개의 문화시설과 공원 광장, 그리고 상가가 들어선

‘문화특구’로 변화했다. 시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6%중 1%를 투자했고,

시민들은 50~1,000달러의 연회비로 대표적인 파트너십이었던 ‘피츠버그

문화 트러스트(Pittsburgh Cultural Trust : PCT)’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다. 이 결과 피츠버그는 공해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었

다.”25)

25) 피츠버그 문화트러스트 홈페이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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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지구에 해당하는 해외 문화지구 사례의 관리방안을 살펴보

면 문화예술지구는 문화시설의 유입을 유도하고 집적시키기 위해 권장시

설 인센티브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

화시설 및 활동의 쾌적한 향유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환경과

대중교통 개선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었다. 또한 국내의 경우 공공과 민

간이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으나 해외의

경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 경우가 많았다.

4) 문화산업지구

문화산업지구는 문화관련 업종이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계획적

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양한 해외의 문화지구 사례

중 문화산업지구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영국의 셰필드 문화산업 특별구

역, 일본의 요코하마 문화지구의 관리방안을 분석했다.

셰필드(Sheffield)의 문화산업지구(Cultural Industry Quarter)는 도심

에 위치한 영화, 음반, 악기 등 영상관련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킨 사례이다. 셰필드 시는 런던 북쪽 약 250km 지점의

요크셔(Yorkshire)지방에 위치한 인구 56만의 도시이다. 셰필드는 과거

포크, 나이프 등 정밀공업과 숙련기술로 유명한 산업도시였으나, 1970년

대 이후부터 철강 및 금속산업의 쇠퇴로 2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15.8%에 이르게 되는 등 도시의 경제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

었다. 또한 공업지역 핵심적 시설의 약 1/3이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등

도심 쇠퇴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셰필드 시정부는 문화와

미디어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도심의

공업지역을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문화산업지구 프로젝트’를 통

해 전략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셰필드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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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구에는 약 150개의 문화산업 업체에서 2,000명이 일하고 있고, 연간

2,500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 환경 조성으

로 도시의 이미지 및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었고, 인구와 산업의 유출

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성공하였다.26)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문화산업지구 정책을 통해 쇠퇴하던 지역의 경

제 활성화 효과를 얻었다. 요코하마시는 도쿄도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

는 일본 제1의 항만도시다. 무역과 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했었으나 1990

년대 이후 제조업의 쇠퇴로 도시가 위기를 맞았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해 요코하마시는 2004년 ‘문화예술창조도시-Creative City 요코하마’라

는 비전을 발표했다. 비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는 예술가가 거주하고 싶

은 환경을 만들고, 창조적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이 주도하

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요코하마시에

는 오늘날 150개 이상의 디자인 업체와 아틀리에, 갤러리 등이 집적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

에 가능했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기관이 요코하마에 입지할 때

5,000만엔을 상한으로 지원했고, 문화예술관련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200

만엔을 상한으로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예술가의 활동을 위한 건물을 임

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1,000만엔을 상한으로 지원하였다.27)

문화산업지구에 해당하는 해외 문화지구 사례의 관리방안을 살펴보

면 문화산업을 유도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보다 지원에 적극적이었으며

상기한 셰필드와 요코하마 모두 문화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여 빠르게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유입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

관련 업종에 대한 조세 감면, 융자 지원, 규제 완화 등이 해외사례에 공

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간의 임대비용이나 개·보수 비용을 지원

하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

26) 박혁, 2010, 문화지구의 유형별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7) 황금연, 2014, 문화지구 관리운영에 대한 인식평가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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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표 3-4] 문화지구 유형별 해외사례 특징

유형 해외사례 주요내용

전통문화

지구

미국 보스턴

(다운타운크로싱)

-보스턴 전통문화 보호를 위해 지정

-관광산업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일본 하코다테
-건축물 개별 지정이 아닌 환경 전체를 보존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지구

미국 보스턴

(팬웨이)

-극장 밀집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

-극장 유입을 위한 조세·건축 인센티브

미국 피츠버그
-공업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 유치

-민·관 컨소시엄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문화산업

지구

영국 셰필드
-영화·음반·악기 등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인구유입 및 도시활성화 성과 창출

일본 요코하마
-공동화된 공업 도시에 문화예술산업 유치

-사업공간 제공 및 임대, 개보수 지원

3. 분석틀

문화지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법과 조례를 통해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계

획에는 문화지구에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

류,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그 밖의

문화지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

르면 “지원범위 내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문

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자치구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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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 당해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그 밖에 당해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상기와 같이 법과 조례를 통해 정해

진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며, 문화지구별로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

체로 관리계획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계획요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 문화지구 관리계획 일반 사항

대분류 주요내용

하드웨어

공공시설(공연장, 안내소 등) 확충

환경(주차, 공공디자인 등) 개선

노상행위, 옥외광고물 제한

소프트웨어
지역·문화 행사, 축제 지원

주민협의기구 및 주민협약

지원·규제

권장시설 인센티브

융자지원, 입주지원, 보조금지원

용도 및 업종 제한

상기내용이 법과 조례의 관리계획 포함사항을 반영하여 수립된 지구

별 관리계획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지

구 관리계획은 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법과 조례에 명시된 내

용만 포함하면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문화지구는 각각 지역별 특성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과 조례에 따른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차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문화지구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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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화지구별로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자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는 문화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문화지구 관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한

다. 다만, 문화지구의 대부분은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보다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지구 분류 기준에서 비교적 가까운 한 가

지 유형을 선택하여 분류하고, 필요하다면 복수의 유형에 대한 관리방안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표 3-6] 문화지구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

유형 구분 주요내용

전통문화지구

분류기준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 밀집

관리방안

-문화자원(골목길·문화재·한옥) 관리 전략

-개발 규제 많으므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

-문화자원 복원·유지의 구체적 관리규정

-(문화재 관련)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접근성 개선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지구

분류기준
-미술관·공연장·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 밀집

-문화예술행사·축제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지역

관리방안

-육성 문화시설의 유입 유도 전략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전략

-예술행위에 대한 지원, 전문가 양성

-민·관 파트너십 형성

-권장시설 인센티브 다각화

문화산업지구

분류기준 -문화관련 업종, 문화산업 밀집

관리방안

-육성 문화산업의 유입 유도 전략

-문화산업관련 법·제도와의 연계

-문화사업 공간 제공, 임대료 지원

-사업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제공

서울시 문화지구의 유형 및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및 해외 문화지구 사례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

석했다. 우선, 문화지구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문화지구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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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관리의 주안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해외 문화지구 사례를 문화지

구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해외 문화지구가 어떤

관리방안을 통해 문화지구를 계획·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문

화지구 유형 및 분류기준, 유형별 문화지구 관리방안을 분석하고 정리한

상기의 표가 본 연구의 분석틀이다. 이를 활용하여 서울시 문화지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기존의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유형별 문화

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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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서 울 시 문 화 지 구 사 례 분 석

1. 인사동 문화지구

1) 지역 현황

(1) 역사

서울시의 중심지인 종로는 궁궐, 종묘사직을 포함한 역사문화유적이

있고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인사동은 일찍이 탑동,

사동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부터 이율곡, 김병학 등 많은 유학

자가 살았던 곳으로 현재의 인사동이라는 명칭은 1914년 경 조선시대 한

성부 관인방(寬仁坊)의 인(仁)자와 대사동(大寺洞)의 사(寺)자를 따서 지

어졌다. 이러한 명칭의 유래를 갖고 있는 인사동길은 북악산에서 청계천

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로서 조선시대 당시 주택입지에 부적합한 저지

대인 개천변이 주거지의 배수로 기능과 함께 소로로서 자연적으로 형성

되었다. 조선시대부터 그 명칭을 얻어온 인사동의 형성과정은 이름의 유

래만큼이나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다. 인사동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안

국동 사거리에서 종로2가로 이어지는 가로를 의미하며, 기호적 의미는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넓게 펼쳐진 고미술과 화랑 등 전통문

화업소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정동인 인사동, 관훈

동, 경운동, 견지동, 낙원동, 공평동의 6개동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북쪽

으로는 율곡로와 경계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삼일대로, 서쪽으로는 우

정국로, 남쪽으로는 종로와 경계하고 있다.

인사동은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주 이용계층과 지역성격이 변화

되어 왔다. 인사동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1920년대 일본인이 주로 머무르던 명동과 충무로의 상권이 번성하

면서 인사동으로 이전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일제 강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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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면서 양반이 몰락하게 되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골동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물건들이 일본인의 관심을 끌자 이들을 대상으로 골동품

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업소들이 생겨났고, 인사동길을 중심으로 상권과

다방 등이 형성되면서 인사동은 본격적으로 전통예술의 집적지로 성장하

게 되었다. 특히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이나

미술품들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오면서 집중적인 거래가 발생하며 번성했

다. 이 때 나왔던 골동품과 미술품을 매개로 표구사와 필방·지업사가 들

어서고 현대식 화랑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인사동은 전통문

화 네트워크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인사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인사동은 골동품과 미술품 판

매를 넘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소비지역이자 관광지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 인사동은 도심 내 전통문화의 거리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지구 선정,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까지 인사동의 전통

과 문화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오늘날 인사동은 서울의 대

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고미술이나 화랑, 표구, 필방과 같은 전통문화업종

들은 감소한 반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등 소비형 업종이 증가

하면서 특색 없는 유흥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인사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구분 성격 변화 내용

조선시대 -중인 및 사대부 거주지 -종로축으로 상점가 형성

~

1950년대

-골동품거리

-주거지

-골동품상의 밀집 시작

-도시형 한옥 등장

~

1970년대

-고급문화예술의 거리

-주거지

-한식당, 요정, 고가미술품, 골동품

-도로정비로 오늘날의 도시조직 형성

~

1980년대

-대중문화예술의 거리

-주거기능 약화

-화랑, 표구사, 주점, 전통찻집

-대형개발 시작

~
2000년대

-문화소비장터
-도심관광지화
-전통문화관광 거리화

-고미술, 화랑, 전통찻집, 음식점 중심
-차 없는 거리 시행(1997)
-인사동 골목가꾸기 및 한평공원 만들기

[표 4-1] 인사동의 시대별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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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특성

인사동 일대는 조선 초기 행정기능 및 상업기능을 담당하며 중인과

상류계층이 살았던 주거지역이다. 그 후 500여 년간 성장과 변화를 거듭

하면서 본래의 주거지역으로서 입지 특성은 유지되어 왔으나, 197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상업기능이 입지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했다. 인사동은

조선의 역사적 조직과 새로운 도시조직이 혼재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고

궁과 한옥지구가 있고 남쪽에는 고층건물과 공평재개발 지역 사이에 위

치하고 있다. 또한 율곡로, 우정국로, 종로, 삼일로 등의 도심지역내 간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공간적으로는 도심상업

지역내에서 자리잡아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이다.

인사동의 가로는 물길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완만한 곡선형

태이며 골목길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집터를 찾아 내부지역에 집을 짓고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면서 형성된 전통적인 골목길 양식이 그대로 남

아 있다. 주가로인 인사동길의 가장 좁은 곳은 3m이며 가장 넓은 곳은

12m로서 길이는 673m이다. 인사동1길부터 16길까지 13개 노선의 가로는

소골목들이 연계되어 있는 불규칙한 골목길형태로서 폭 1~8m의 보행자

전용가로이다.

[그림 4-1] 인사동 문화지구 축제 사진

인사동 떡돌이 축제 인사전통문화축제

인사동 중심거리의 건물은 2층 내외의 저층이 대부분이며, 15평 내

외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지구 내 건물의 총 수는 4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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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 중 7층 이상의 건물은 24개소이다. 건물형태 중 한옥의 총수는

120개소로 전체 건물(429개) 대비 28%의 비중을 보인다. 문화지구 내 한

옥시설의 74%가 음식점이나 한정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지구 내 복합상가28)의 총 수는 7개소로 입주업종 현황을 살펴보

면 권장업종 중에는 공예품점이 85개소(2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화랑은 15개소, 골동품점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

화지구 내 공공시설의 총 수는 13개소로, 주로 삼일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 관광객의 관광편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타 공공시설로는 남인사마당과 공중화장실, 북인사마당 및 조형물, 인

사동길의 가로시설물 등이 있다. 문화지구 내 주차시설의 총 수는 30개

소로, 총 주차가용 대수는 2,337대이다. 주차장 유형별로는 공영주차장이

2개소,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은 7개소,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

설주차장은 21개소이며 문화지구 내 숙박시설은 총 13개소이다.29)

인사동은 역사적 사건과 유적들을 품고 있다. 조선시대 권문세가의

거주지로서 조광조, 김좌근, 민익두, 박영효, 민영환, 김홍근, 의친왕 이강

등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고 충훈부, 우정국, 전의감, 서북학회, 조선일

보사, MBC 라디오방송국 등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3.1운동의 역사

적 기원이었던 태화관도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사동 주변에도

문화자원이 많다. 경복궁과 창경궁, 운현궁과 조계사 등 문화재가 있고,

다양한 악기를 판매하는 낙원상가와 지금은 흔적만 남은 피맛골 골목길

도 인접해 있다.

[표 4-2] 인사동 문화지구 역사문화자원

28) 한 건물 안에서 각기 다른 운영자가 각각의 업소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

29) 종로구, 2013년 인사동 문화지구 외부평가, 2013

구분 명칭 비고

집(터)
경운동 민병옥 가옥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5호

박영효생가 (현 경인미술관)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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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은 물길을 따라 형성된 가로에서 조선시대 양반들의 집으로

이어지던 골목길이 구불구불한 형태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역 건물의

1/4 이상이 한옥으로 구성되어 전통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

통찻집과 한정식 식당, 전통주점 등이 위치하여 도심의 관광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4-2] 인사동 문화지구 내부 사진

인사동 한옥과 골목길 인사동 한정식·전통찻집

인사동은 답십리와 함께 전국의 고미술품과 골동품이 모이는 곳이

다. 고미술품점, 골동품점과 표구사, 공예품점 등 애호가와 외국인 관광

객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또한 인사동은

고미술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을 취급하는 화랑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인사동에 자리 잡기 시작한 화랑은 지속적으로 늘어났

다. 특히 최근에는 고미술품과 골동품, 공예품 등을 흡수하며 화랑의 규

율곡 이이 집터 표석

승동교회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0호

역사장소
민영환선생 자결터 조형물

삼일독립선언유적지 조형물

역사건물
천도교대성당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호

순화궁터(태화관) 표석

기타 서울중심점 표지돌 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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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크고 복잡해지고 있다.

인사동은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전통 공연예술의 장이기도 하다. 국

악기와 판소리 등 전통공연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

는 상점들도 위치하고 있다. 2000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더불어 공

연장으로 꾸며진 <남인사마당>은 대중음악과 전통문화의 공연장으로 활

용되며, 태화관길에서 북인사마당에 이르는 인사로는 판소리와 마당극이

공연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즉, 인사동 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길을 따라 비정형적으로 형성되어 과거부터 오랜 기간 사용

되어온 골목길이다. 두 번째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층 내외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옥이

다수 섞여 있어서 전통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

고 세 번째는 골동품점과 표구점, 필방 등의 전통문화상품과 현대미술을

취급하는 갤러리가 집적되어 있다. 네 번째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여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전통예술 공연

을 언제나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사동 문화지구

에서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전시·공연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2) 문화지구 정책

[표 4-3] 인사동 문화지구 개요

구분 내용

명칭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일시 ‘02. 4. 24.

지정면적 175,743㎡

행정구역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경운동, 낙원동, 공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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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지구 지정 배경

인사동은 2002년 4월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지정범위는 인사동길

을 중심으로 동쪽의 삼일로, 북쪽의 율곡로, 서쪽의 우정국로 등 주요 간

선도로를 축으로 구획된 내부다. 전체면적은 175,743㎡이고, 행정구역상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경운동, 낙원동, 공평동 등을 포함한다.

인사동의 문화지구 지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당 지역에 급격한

상업화와 개발이 진행되어 인사동에 있던 전통문화 관련 업종들이 위기

에 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업화와 개발로부터 전통문화

산업을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지구로 지정되고.

2003년 2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3항」에 따라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지정범위

출처 : 서울연구원(2016),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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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관리계획은 인사동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100년 전통의 걷

고 싶은 문화거리로서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고전적 품

격과 현대적 변화·활력이 함께 공존하여 세계인이 한국 전통문화예술의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전통문화업소의 보호·육성을 위한 “권

장시설 지원계획, 주간선도로 및 지역 문화환경 조성계획, 문화공간 조성

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개최 계획,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관리계획은 크게 4개 부문이며 “인사동 문화업소

지키기, 문화거리 이미지 가꾸기, 수준 높은 인사동 만들기, 주민 스스로

에 의한 인사동 가꾸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4] -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목적 및 지원·규제

지정목적 내용 지원·규제

전통문화업소의
보호 및 육성

권장시설 및 준권
장시설 지정·보호

입주 건물주 및 운영자에 대한 세제경
감 및 융자지원

전통업종 입주 공간 및 시설의 건립·
운영

전통업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마케팅
(전통명가 지정 등)

인사동 분위기
를 해칠 수 있
는 업종 및 용
도제한

업종 및 용도 규
제를 통한 인사동
분위기 저해요소
의 최소화

금지업소의 지정 및 관리

인사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및 용도의 진입규제

인사동길 관리
및 육성

전통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간직
한 거리로 인사동
길을 육성

노점상 및 가판, 간판, 쓰레기, 불법 주
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자율규제

다양한 축제 및 행사의 개최

(2) 문화지구 관리계획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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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계획과제 주요내용 지원방안

인사동 문화업소
지키기

-권장시설 선정

-권장시설 보호·육성을 위
한 지원

-(취등록세 등)조세감면

-(시설비, 운영비)융자지원

-입주(임대료)지원

문화거리 이미지
가꾸기

-업종·옥외광고물 규제에 대
한 조세 감면 및 융자혜택

-노점상 및 인사동길 관리

-업종제한

-옥외광고물 관리

-차 없는 거리 운영

-노점상 관리

수준 높은 인사동
만들기

-문화상품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인사동 전통문화 이미지를
반영한 문화행사 개최

-전통명가 선정

-전통문화행사 지원

주민 스스로에
의한 인사동
가꾸기

-주민협의회 구성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
-주민협약서 체결과 실천

‘인사동 문화업소 지키기’는 지역의 전통업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통

업소를 권장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권장시설 지정은 전통문화지역으

로서 필요한 업종의 입주 및 유지·보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장시설은 세부적으로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권장

시설에는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및 지업사, 화랑, 민속공예품점”등 5개

업종이 지정되었고, 준권장시설에는 “전통찻집, 한정식집, 전통생활한복

점, 액자점” 등 4개 업종이 지정되었다. 권장시설은 세제감면과 건물주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규모는 조례에 따라 5천만

원 한도로 정해졌었으나, 2013년 조례 변경으로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표 4-6]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30)

30) 종로구,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2003

구분 내용

권장시설 골동품점
-우리나라 문화재(제작된지 50년 이상인 것) 및
동서양 준골동품(1950년대 이후 근대시대 제작
품)점의 매매 또는 교환 (문화재매매업 신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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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거리 이미지 가꾸기’는 업종 및 용도를 제한하여 인사동을 전통

문화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

별시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조례」에 따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하며 인사동을 서울의 관광명소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지역

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각종 업종 및 용도의 진입규제, 노점상 및 가판,

간판, 쓰레기,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표 4-7] 인사동 문화지구 금지 영업·시설31)

31)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표

표구점

-서화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꾸미고 나무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 액자 등을 만드는 표구작업

-표구작업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업소 내 직접
표구작업을 하는 업소만 해당

필방·지업사
-서예와 동양화에 사용되는 붓, 벼루, 먹, 연적
등을 판매하거나 각종 형태의 전통종이를 판매

화랑 -동서양화의 판매와 전시 및 전시장소를 대관

공예품점
-예술적, 장식적, 실용적 특성을 지니며 일반 대
중들이 두루 사용하는 생활용구, 장식품, 기호품
류의 공예품을 제작·판매

준권장시설

전통찻집
-녹차, 인삼차 등 전통차류를 조리하여 판매

-커피, 홍차 등 외국산 차류 위주의 판매 업소 제외

한정식집

-밥에 국과 반찬을 곁들여 한 상으로 차려 판매

-일반 한식음식점 중 일품음식 위주의 음식점 제
외 (예: 만둣국, 찌개류, 삼겹살 등)

한복점 -전통한복을 위주로 한 생활한복의 제작·판매

액자점
-그림·글씨·사진 등을 넣어 벽에 걸기 위한 틀을
제작하여 판매

구분 금지영업 및 시설

전

지

역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
점과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중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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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

으로서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세부 업태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게임제공업,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6.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업

8.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영업(총포·도검·화약류·분사
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및 판매업)

1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

주

가

로

변

금

지

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식품제
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
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가
로변 1층)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주가로변 1층 이외의 층)전통
찻집을 제외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세부 업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
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위생영업에속하지 않는 자유업 중 마사지관련 영업

4. 비디오물 대여업, 이동통신제조판매업(대리점 포함), 화장품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6. 복합유통·제공업 :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 가운데 2종류 이상의 영업을 동일한 장소
에서 영위하는 영업

7.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따른 만화대여업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10.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조산원), 제81조·제82조에 따른 의료유사업(침구사, 접골사 등) 및 안마사

11.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12.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13.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업(담배판매업, 담배소매업)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

15. 화장품법」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안경사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점
(식품·잡화·생활한복 이외의 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중 관리계획으로 정
하는 영업점),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기원,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수리점,
고시원,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물놀
이형 시설, 야구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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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높은 인사동 만들기’는 지역 내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담고 있다. 인사동의 전통관련 상품을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육

성함으로써 저급한 상품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문화업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인사동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통

명가를 육성하여 지원한다.

[표 4-8] 인사동 편의시설 운영 현황

구분 북인사관광안내소 남인사관광안내소 인사동홍보관

위치 인사동길 62 인사동길 6 인사동11길 19

운영시간 09:30~18:00 10:00~18:00 09:30~18:30

주요업무

인사동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 지도
등 홍보물 배포, 통
역, 관광안내 현황자
료 작성

인사동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 지도
등 홍보물 배포, 통
역, 관광안내 현황자
료 작성

인사동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 지도
등 홍보물 배포, 통
역, 관광안내 현황자
료 작성, 인사동길
차없는 거리 운영

사업비 63,468천원 55,824원 166,449천원

또한 전통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인사동의 전

통문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인사전통문화축

제, 공예축제, 미술제, 고우회전, 다도회전 등이 있다.

[표 4-9]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및 행사 지원

축제(행사)명 기 간 장 소 내 용 사업비

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행사

6월~12월

(기간중2회)
남인사마당

주요명절(단오, 추석등)에

전통문화체험및전통음악공연
10백만원

인사동홍보관

전통의상체험

1월~12월

(연중)
인사동홍보관

전통의상입기체험,

전통문양무대에서기념촬영
기금사업

‘주민 스스로에 의한 인사동 가꾸기’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원 계획

을 담고 있다. 인사동의 자생적 커뮤니티인 ‘인사전통 문화보전회’를 중심

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실 설치 및 임대, 사무실 운영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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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금,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사동을 품격 있는 거

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이밖에도 공공사업추진지침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에는 권장시

설 입주지원 및 차 없는 거리 운영, 노점상 관리, 인사동길 관리, 인사동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명가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동 문

화지구 관리계획은 수립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에 일부 변경되었다.

3) 관리계획 평가와 개선방안

(1) 관리계획 평가

문화지구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문화지구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문화

지구 계속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인사동 문화지구의 외부평가

보고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4-10] 인사동 문화지구 평가보고서 요약32)

32) 인사동 문화지구 외부평가(2009, 2012),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2016) 요약

구분 2009년 2012년 2015년

현황
진단

-인사동 전통의 고미
술 네트워크 붕괴

-거리 방문객 폭증

-지역 통제력 상실

-상업번화가 정착화

-주가로 변, 골목길간
방문객 유입 격차 심화

-대형숙박시설 증가

-고미술업 감소

-화랑과 공예점 급증

-관광지역화

-거리판촉행위 등장

운영
실태
분석

-표면적으로 전통업소
점포수 증가

-문화지구 지정 당시
문제점 미결 및 확대

-혼잡하고 전통 없는
인사동

-권장업소 감소, 준권
장업소 증가

-전통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로 정착

-전통 이미지 소실

-고미술업종의 지속
적 감소 및 외곽화

-공공시설 운영과 행
사 중심 사업으로 지
역생태계 변화 야기

-주민들의 낮은 인지
도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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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문화지구 외부 평가보고서를 보면 관리계획의 개선이 필요하

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권장시설 지정과 관리의

타당성, 유명무실한 주민협의체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개선에 대한 내

용과 더불어 전통업소의 보존과 인사동을 관광지로서 개발하는 것에 대

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문화지구 외부평가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

다. 그러나 인사동은 전통업소뿐만 아니라 한옥과 골목길, 문화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

지로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인사동 문화지구는 전통업소와 더불어 한옥

과 골목길이 만드는 경관을 함께 보존하과 관리해야 한다.

전통업소의 보존 측면에서 인사동 문화지구는 지구 내 전통업소를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권장시설은 골동품

점, 표구점, 필방 및 지업사, 화랑, 민속공예품점 등 5개 업종, 준권장시

설은 전통찻집, 한정식집, 전통생활한복점, 액자점 등 4개 업종이다. 권장

시설 및 준권장시설 입주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향후
관리
방향

-인사동 정체성에 대
한 고민 필요

-고미술 관련 네트워
크와 전통 관람체험
및 관광상품 판매 중
정체성을 선택하여 관
리 필요

-문화지구 관리운영
체계의 재정립

-문화지구 실정과 관
리계획 간의 격차 조
정

- 관리계획 개편을
통해 정체성 확보

-권장시설의 재구성
및 지원전략 변경

-지역생태계를 고려
한 지구관리

-실질적인 주민주도
의 지역관리

관리
계획
운용

-변화를 반영한 관리
계획 변경

-관광객 대상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 관리·운영 기획
력 제고를 위한 주민
협의체 혁신

-공예품점 범위축소-
금지업종 규정 개선

-권장시설 지원확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주민협의체 재구
성

-관리계획 변경

-권장시설 범위 축소

-주민협의체 재구성
및 지역사회 혁신 프
로그램 지원



- 55 -

또한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 권장시설의 입주 및 영업활동 시 신축·개

축·대수선비, 시설비, 운영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은 권장시설

의 신규 입주 및 영업활동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대수선을 시

행하는 건축물(부동산) 소유주이며 수선비용의 80%한도 내에서 최대 1

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감면은 취득세, 재산세과세특례, 지방교

육세, 재산세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실

질적 운영자보다는 권장시설의 건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다. 또

한 융자지원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신축·개축·대수선 역시

건물주가 대상이다. 따라서 전통업소의 보존과 유입을 위해서는 소득세

등의 세금감면 및 임대료 등의 융자지원을 통해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권장시설과 제한업종의 기준이 포괄적

이라서 유도와 규제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최근 인사동 문화지구에는

소기 지정 목적과는 다른 화장품점, 마사지점 등 신종 업종들이 유입되

었다. 그리고 권장시설인 공예품점 및 준권장시설인 생활한복업소에서

일반적인 옷이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33) 따라서 인

사동 문화지구 보존을 위해서는 권장시설 및 제한업종에 대한 세부지침

을 수립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관의 보존 측면에서 인사동은 한옥의 유출을 막고 신규유입을 유

도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에 대한 개보수와 신축 등

의 비용지원 및 종로구의 역사문화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인사동 한옥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34) 예를 들어, 인사동 문화지구 내 한옥을

신축하면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3) “민속 공예품점의 경우 일부 중국산 저가물품 혼재 판매와 업종 변경, 폐업 등으로 업소수가 

특히 감소하였다.” 종로구, 2020,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2019년 집행상황 및 운영성과 

평가 보고」인용

34) 인사동은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해 권장용도 설치·입점 시 구역·층수에 따른 높이완화를 받을 

수 있다. 구역별로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은 3층 이하 건축 시 건폐율 80%, 4층 이

하 건축 시 70%를 완화 받을 수 있고, 소가로구역은 3층 건축 시 70%, 2층 이하 건축 시 

80%, 구역에 관계없이 한옥 신축 시에는 8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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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시계획 및 건축법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옥을 신축할 경우 현재 최대 1억원인 일정액 지원을 상

향하고, 각종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

래서 한옥 소유자들이 주변의 부동산 개발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으로

인한 박탈감을 줄이고, 한옥이 계속적으로 건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업소와 한옥, 골목길이 어우러지는 인사동 문화지구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

나 권장업소의 보호와 육성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문화지구 전체 예산의 35%가 일회성 행사에 배정되어 있다.

[표 4-11] 2020년 인사동 문화지구 예산35)

35) 종로구 문화관광국 문화과, 2020년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지원 계획

사업명 사업분야 내 용
소요예산 (단위: 천원)

2020년 2019년 비교

합 계 1,171,906 1,102,906 ▲69,000

인사동

문화

지구

육성

관광편의
시설운영

-인사동 홍보관

-남·북인사관광안내소

-남·북인사마당, 공중
화장실 등

-차 없는 거리운영

-인사동 홈페이지 운영

684,092 635,347 ▲48,745

문화지구
활성화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

-인사동 박람회

-세시풍속 전통문화체
험행사

410,000 350,000 ▲60,000

권장업소
보호·육성

-융자금 이자차액 보존 18,000 24,000 △6,000

지도제작

시설물
관리

-인사동 권장시설 안
내지도 제작

-관광편의시설 관리물
품 및 시설 유지 보수

55,814 88,559 △32,745



- 57 -

비교적 쉽게 예산의 소진이 가능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행사

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문화자원의 보존, 관광지로서

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장업소의 보호와 육성, 한옥

지원 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2) 관리계획 개선방안

인사동 문화지구의 특징은 전통문화이다. 골목길과 한옥이 보존되어

있고, 골동품과 고미술을 취급하며 전통찻집과 한정식집이 즐비하다. 방

문객은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고즈넉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즉, 인사동 문화지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

화예술자원이 밀집한 ‘전통문화지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12] 전통문화지구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

유형 분류 주요내용

전통문화지구

분류기준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 밀집

관리방안

-문화자원(골목길·문화재·한옥) 관리 전략

-개발 규제 많으므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

-문화자원 복원·유지의 구체적 관리규정

-(문화재 관련)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접근성 개선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앞서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전통문화지구의 관리

계획에는 법과 조례에 의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더불어

전통문화지구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등

주민협의회
간담회

-주민협의회 간담회 등 4,000 5,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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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문화지구에는 120여개의 한옥과 역사적 장소와 건물이 위치

하고 있다. 특히 인사동에서 조계사 방향의 한미빌딩 앞에는 ‘민영환 자

결터’가 있다. 이곳은 민영환 선생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나라의 비운

을 통감해 자결한 곳이다. 민영환 선생의 자결터 옆에는 민족대표 33인

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태화관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는 태화빌딩으

로 ‘삼일독립선언유적지’라는 기념비와 태화빌딩 내부에 민족대표 33인의

모습이 그림으로 걸려 있다. 그리고 근처에 독립운동가였던 민병옥 선생

의 가옥이 있다. 즉, 인사동 문화지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통문화자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는 이정표 설치, 지역 내 문화재간의 연계된 이야기 발굴

등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옥과 보존 가치가 있는 가옥의 경우 전문가의 취급과 관리

가 필요하며 문화재의 복원과 유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한옥의 경우 건축과 수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건축가와 목수가 별도

로 존재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비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개별 건축물의 품

질 저하뿐만 아니라 문화지구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지구의 문화자원에 해당하는 한옥과 오래된 가옥 등의 취급과 관리에 있

어서 전문가 자문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 내에 위치한 조

형물과 표석 등 문화재의 관리에는 엄격한 공인 기준이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복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옥과 골목길,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전통문화지구의 경우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개발규제가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발규제로 인해 지역의 주민과 부동산

보유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민의 이해와 합의를 구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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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로 문화지구

1) 지역 현황

(1) 역사

대학로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위치했던 지역

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로부터 이 지역을 숭교방(崇敎坊)이라고 불렀으

며, 오늘날 동숭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공간으로서

의 역할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계속되어, 대한제국의

공업전습소와 경성제국대학으로 그 명맥이 이어졌으며, 해방 후 서울대

학교가 설립되어 오늘날의 대학로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그리고 1975년

3월 서울대학교가 이전을 추진하고, 1979년 이전이 완료되면서 1981년

서울대학교 건물 및 주변지역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문예회관’이 자

리 잡았다.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극장인 ‘문예회관’이 대학

로에 자리 잡게 되자 ‘샘터 파랑새 극장’, ‘바탕골 소극장’, ‘마로니에 극

장’과 신촌에 있던 다수의 공연장이 잇따라 대학로에 개관하여 극장 밀

집지역이 형성된다. 또한 이 지역에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면서 유동인

구가 늘어난 대학로는 ‘젊음과 낭만’의 공간이자 ‘개방과 다양성’의 공간

이 되었다. 그리고 1985년 대학로 주가로를 ‘대학로’라 명명하고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자 유동인구가 확산 되었고, 추가로 13개의 소극장이

설립되면서 문화예술활동이 더욱 활성화 된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 시

행은 대학로를 10대 청소년들의 음주와 소음, 향락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1989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하고 다시 한 번 문화공간으로 전환

을 시도했다. 이후 신촌지역 지가 상승과 더불어 점차 대학로 지역으로

공연장이 밀집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공연장 밀집지역으

로 발전했으며 서울시는 종로구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와 문화

활동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지키고자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다.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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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역의 공연이 활성화 되었고 야외무대와 공연홍보

게시판, 매표소 등이 설치되면서 공연활성화를 기대하는 공연장들이 대

학로에 이주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대학로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상업시설의 입주뿐만 아니라 공연도 상업화 되면서 포르노 공연과 코미

디 공연이 범람했다. 이처럼 상업적이고 유흥화된 대학로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대 후

반부터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역의 상업화를 막고,

공연예술의 창작산실로서의 역할과 소공연장을 보전하기 위해 2004년 5

월 대학로는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2) 지역적 특성

상징적 의미로서 대학로는 주간선도로인 대학로를 중심으로 주변 지

역에 넓게 형성된 지역을 의미한다. 크게 주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예전

서울대학교 지역을 구분하던 6m 폭의 도로, 낙산공원을 연결하는 ‘낙산

공원길’, 낙산공원 입구에서 이화동으로 이어지는 ‘이화장길’, 명륜동 지

역 ‘대명거리’와 ‘소나무길’, 혜화동 지역 ‘혜화문길’로 구성되어 있다. 동

쪽으로는 낙산공원이 있고, 서쪽으로는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북쪽으

로는 창경궁로와 동소문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율곡로가 지역을 경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간선도로인 대학로와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동숭동 지

역, 이화동지역, 명륜동 지역, 연건동 지역, 혜화동 로터리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숭동 지역은 다수의 공연장 및 공연활동 밀집지역이

다. 지역 내 공연장 중 70%가 입지해 있으며 예총회관,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등 다수의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다. 이화동

지역은 방송통신대학교, 서울사대초·중학교 등 학교시설이 대부분을 차

지하며 이화장을 비롯하여 곳곳에 문화유산이 위치해있다. 대명거리 지

역은 상업적인 소비문화공간으로서 주로 10~20대의 젊은 계층이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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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화관 등 다수의 상업적 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연건동 지역은 서

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며, 혜화동 로터리 북쪽 지

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공연연습실 및 실험적인 공연장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4-3] 대학로 문화지구 내부 사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 거리 축제

대학로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은 공연장과 극단, 학교, 지원기관 및

단체 등이 집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기준, 대학로 문화지구

내에는 13개의 일반공연장36), 93개의 소공연장37)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방송통신

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38)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인총연합회, 연극협회, 연극배우협

회 등 지원기관과 연극관련 단체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대학로 문화지

구는 연극 위주의 공연예술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산업과 시설이 계속 밀집하여 지역 전체가 하나의 공연예술 창작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러한 공연예술 클러스터는 공연의 생산부터 유

통, 소비, 교육, 행정 등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대학로가 국내를 대

표하는 연극의 산실로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36)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7)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38) 소규모(공연예술대학) 캠퍼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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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학로 문화지구 소극장 사진

대학로 소극장 안내표지 대학로 소극장 모습

우리나라 창작 공연, 특히 연극의 경우 대부분 대학로에서 시작하며,

대학로의 소극장을 기반으로 실험하고 성장한다. 그리고 대학로에서 성

공한 공연이 다른 지역의 공연장에서 공연된다. 대학로가 공연예술의 창

작산실로서 실험적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배경은 극단을 중심으로 운영

되는 대학로 소극장 특성 때문이다. 대학로의 소극장은 극단을 가지고

있거나 극단이 중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극단은 자신들의 소극장에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하고, 각각의 극장은 극단의 성격에 따라 개성 있

는 색깔을 갖게 되었다.

이 외에도 대학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이 밀집한 지역이다. 방문

객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야외공연과 야외문화예술행사의 장으로

서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로니에 공원과 낙산공원이 있다. 또한

근대문화자원, 미학적인 건축물 등은 대학로의 경관을 풍성하게 하고 있

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인 김수근이 설계한 건축물이 지

구 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표 4-13] 대학로 문화재 및 공원, 미관건축물 현황

분류 시설 위치 비고

문화재
이화장 동숭동 1 시 기념물 제6호

함춘원지 연건동 28-2 사적 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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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며 부분적으로

준주거 및 상업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미관지구로 대학로 주

가로변, 창경궁로, 동소문로, 율곡로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연건동 및 동숭동 낙산공원 주변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서울사대초등학교 및 중학

교, 동성고등학교 주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화장 주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대학로는 서울공연예술제 등 다양한 연극관련 행사 및 축제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매년 이 지역에서 서울연극제, 아시테지

축제, 대학로 문화축제 등이 개최된다.

[표 4-14] 대학로 축제·행사 현황

행사명 기간 장소 주최

아시테지 겨울축제 1/8~1/19 대학로 내 극장 아시테지 본부

마로니에 예술시장 3월~12월 마로니에공원 이화예술공방

서울연극제 4/27~6/2 대학로일대 극장 서울연극협회

대학로거리공연축제 5/17~5/19 마로니에공원 한국소극장협회

대한의원 본관 연건동 28-21 사적 248호

서울대학교 본관 동숭동 1-130 사적 278호

공업전습소 본관 동숭동 199-1 사적 279호

공원
마로니에 공원 동숭동 1-124

낙산공원 동숭동 2-10

미관건축물

혜화동 성당 혜화동 58-2 이희태 작 / 1960

의학연구혁신센터 연건동 128 김수근 작 / 1976

아르코 예술극장 동숭동 1-111 김수근 작 / 1979

샘터극장 동숭동 1-115 김수근 작 / 1980

아르코 미술관 동숭동 1-130 김수근 작 / 1981

하늘땅 소극장 동숭동 1-141 김기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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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지구 정책

[표 4-15] 대학로 문화지구 개요

소나무길 거리예술제 5/25 대학로 소나무길 종로구

혜화동 길거리 피아노 5월~10월 마로니에공원 종로구

아시테지 여름축제 7/24~8/4 대학로일대 극장 아시테지 본부

대학로 문화축제 8/23~8/25 대학로 일대 축제추진위원회

종로구 우수연극전 11/1~12/1 대학로일대 극장 종로구

대학로 거리축제 11/1 대학로 소나무길 종로구

굿스트릿 마로니에 12/4~1/8 마로니에공원 종로구

크리스마스가족극장 12/21~12/22 좋은공연안내센터 한국소극장협회

구분 내용

명칭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일시 ‘04. 5. 8.

지정면적 446,569㎡

행정구역 동숭동, 혜화동, 명륜2가, 명륜4가, 연건동

지정범위

출처 : 서울연구원(2016),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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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지구 지정 배경

대학로는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대학로는 공연장 및 관련

시설이 집적하고 있는 국내를 대표하는 공연문화공간이며, 연극예술의

산실이다. 또한 예술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 협회, 예술인, 대학교 및

공연관련 학과의 캠퍼스 등이 모여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대학로의

연극자원을 보존하고, 대학로의 공연문화와 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식한

서울시는 2002년, ‘비전 서울 2006 :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대학로의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2004년 확정되었다. 지정범위는 주간선도로인

대학로를 중심으로 공연장이 밀집한 동숭동과 혜화동, 명륜2가, 명륜4가,

연건동 등으로 면적은 446,569㎡이다. 대학로는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 지

역의 이미지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극장과 연극자원을 보호·육성하고,

공연활동에 위해가 되는 환경을 개선하여 공연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문화지구 관리 계획

대학로는 문화지구 지정 1년 후인 2005년 5월,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과 2016년 8월에 각각 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다.

[표 4-16] 대학로 문화지구 연혁

일자 내용

‘04. 5. 20.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05. 5. 20.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09. 11. 4.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 등록공연장에 대한 취·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전액
감면

‘16. 8. 2.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16. 8. 12.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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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은 “공연문화가 정체하는 공간, 다양한 예술활동과 행위의

공간, 예술적 미와 멋이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하며, 공연장 및 공연자원보

호·육성을 위한 권장시설 지정 및 관리, 공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역환

경 개선과 규제, 공연인프라 확충과 활성화, 공연 공간으로 지역발전”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권장시설 지정 및 관리’에서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가 권장되는 업종이나 용도의 시설을 1·2·3종 권장시설로 분류

하여 지정했다. 1종 권장시설은 학교·공공공연장을 제외한 민간공연장이

며, 2종 권장시설은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이다. 3종 권장시설은 1종

과 2종에 속하지 않은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시설로서 영화관과 학교법

인이 설치한 공연시설 및 예술관련 학교시설, 산업분류표 상 공연산업으

로 분류되어 있는 공연관련업의 업무시설 및 공연관련 단체 시설 등이다.

[표 4-17]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분류기준

- 문화지구 범위를 기존 5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단순화

- 권장시설 분류를 등록공연장 중심으로 지정

- 권장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및 상응하는 의무 부여

- 상위법 변경 반영(등록세 삭제, 융자지원액 1억원, 융자상환기
간 5년으로 변경 등)

구분 해당시설 내용

제1종

권장시설
-민간공연장

-민간공연장 중 등록공연장

-학교공연장 및 공공공연장 제외

제2종

권장시설
-전시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상 전시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화랑 등

제3종

권장시설

-기타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상 공연시설 중 영화상영관 등

-예술관련

학교시설

학교법인이 설립한 예술관련 시설 및 공연장

- 연기학원 등 연극 및 공연관련 학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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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과 달리 대학로는 권장시설 지정절차가 있다. 동일한 권장시

설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이 없는 상업적 공연을 하거나, 지역 환경을 저

해하는 호객 행위를 하는 업소들의 권장시설 분류 및 지원을 막기 위해

구청에 주민협의체 조직인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를 두어 적절한

업소만 권장시설로 지정토록 했다. 그리고 1종 권장시설은 조세 및 부담

금 감면, 시설운영 및 건물 신·개축에 따른 융자지원, 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공연장 간판 및 티켓박스 개선, 공동마케팅 등의 혜택을 지원

받는다. 그리고 2종 권장시설의 경우 시설운영 및 건물 신·개축에 따른

융자지원, 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공동마케팅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

다. 3종 권장시설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이정표 설치 등과 같

은 간접적인 혜택을 지원받는다.

[표 4-18]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별 지원사항

-공연관련
업무시설

-공연관련

단체시설

-공연 및 녹음시설업

-공연 및 예술관련 단체 시설(극단사무실 등 각종
협의 및 단체 사무실)

-공연기획업,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업 등과 같은
공연관련 산업 업무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공연연습실 등

구분 해당시설 지원사항

제1종

권장시설
-민간 공연장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융자지원

-건축물의 신·개축 지원

-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공연장 간판, 티켓박스 개선

-공동 마케팅

제2종

권장시설
-전시시설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융자지원

-건축물의 신·개축 지원

-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공동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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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 개선과 규제’에서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 내 금지업

종 및 용도를 정하고 이를 규제한다. 대학로 문화지구를 U-1(동숭동 일

대), U-2(혜화동, 이화동, 연건동 일대), U-3(명륜동 일대)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별로 용도를 제한한다. 공연 및 지역 환경에 위해한 오락,

유흥, 이질, 위험, 혐오 등 5개 용도가 제한되며 해당용도는 지구단위계

획과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표 4-19] 대학로 문화지구 불허용도

제3종

권장시설

-기타 문화시설

-예술관련 학교시설

-공연관련 업무시설

-공연관련 단체시설

-이정표 설치 등 간접지원

구분 세부규정 불허용도

오락

-노래방, 비디오방, PC
방 등 생활여가업소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등 체육여가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파항 중 테니스장, 체
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항 중 일반 게임제공
업소, 일반 PC방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러항 중 노래연습장

-운동시설 가항, 나항, 다항

유흥
-청소년보호법 상 규제업종

-단란주점 등 위락업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항 중 성인전용 게임
제공업소, 성인전용PC방

-제2종근린생활시설 러항 중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및 무도학원

이질

-공연공간으로서 지역경
관을 해치는 업종 및 시설

-관광숙박업, 경마장, 등
공연공간으로서 지역이
미지를 해치는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이용원, 일반목욕탕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한의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마권 등

-판매시설 중 가항 도매시장

-운수시설 중 가, 나, 다, 라항

-창고시설 나항 하역장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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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활성화 계획’은 주로 공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공연안

내센터’에서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관광안내 및 홍보, 티켓판

매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연극단체의 홍보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연홍보영상을 상영한다.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 홍

보물 및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야외공연장·다목적 홀의 운영 방향을

계획한다.

‘지역활성화 계획’은 대학로를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과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로니에 공원을 예술공원

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마로니에 예술시장 행사를 진행하고, 차 없는 거

리 문화행사, 거리공연축제, 대학로 문화축제 등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거리 미관정비와 주민협의체로서 ‘대학로문화지구발

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표 4-20]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위험
-총포·도검 등 총기판매업

-고압가스 충전소 등과
같은 위험물 취급업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및 기타 동물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혐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이나 시설

-축사, 도축장 등 지역에
있기에 혐오스런 시설

-주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대분류 소분류 주요내용

권장시설

지원

조세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도시계획세, 재산세 감면

융자지원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시설비·운영비 융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보조

권장시설 유치 -1종·2종 권장시설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

임대차보호 -1종·2종 차임 금액의 50% 융자지원



- 70 -

3) 관리계획 평가와 개선방안

(1) 관리계획 평가

대학로 문화지구의 외부평가 보고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4-21] 대학로 문화지구 평가보고서 요약39)

39) 대학로 문화지구 외부평가(2008, 2012),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2016) 요약

입주지원 -공공이 건물 임차하여 적정 임대료 입주 지원

지역환경
개선·규제

업종제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위해 업종 제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크기, 수량, 크기 등 제한

-옥외광고물 개선 비용 융자 지원

노상행위

-노점상 및 호객행위 관리

-집회 및 시위, 거리 행사 관리

-포스터 및 홍보물 관리

공연

활성화

공연인프라 -대표공연장, 공공연습실 건립

공공인프라
-좋은공연안내센터 및 공연홍보게시판 관리

-대학로스코프, 포탈사이트 운영 등 홍보 지원

지역

활성화

문화공간화

-마로니에공원 예술공원화

-전선지중화, 도시디자인프로젝트 추진

-문화예술 거리, 지역탐방로 조성

행사 지원
-행사비 보조, 행사개최 장소 지원

-배너대 사용권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지원

주민협의체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2008년 2012년 2015년

현황
진단

-공연장의 증가

-공공인프라 확장

-지가 상승

-대관료 급증

-삐끼의 조직화·기업화

-공연문화중심지로서
위상은 강화된 반면
상업화 심화

-공연환경 질적 향상
요구 및 공연물의 작
품성 문제 제기

-중대형 공연장 증가

-공연장 안정부분은
여전히 불안요소

-상업시설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 71 -

대학로 문화지구 외부 평가보고서를 보면 대학로 문화지구의 상업

화, 공연장의 대형화 및 소극장의 대학로 이탈, 공연장 및 공연의 질적

저하를 주요한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문화지구 관리계획

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권장시설의 유형이 포괄적이

고 지원의 수혜를 실제로 공연의 창작을 담당하는 소극장과 극단의 운영

-확산된 불법포스터와
노점상

-각 주체별 조화 필요 -소극장의 탈대학로

운영
실태
분석

-외형적으로 공연장 및
극단, 공연활동 증가

-공공인프라 확충 및
소공연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

-위해환경 개선, 정비

-예술공간화 미흡

-문화시설 보호 및
육성 부분에서 성공적

-공연활성화, 작품성
결여 문제점 지적

-공연장 간 경쟁 심화

-호객행위 관리 필요

-지역환경 개선 및
불허용도 관리 양호

-소극장 안전개선사업

-불허용도 시설 관리

-불법노상행위 관리
에도 불구하고 심각

향후
관리
방향

-공연장 보호에서 지
역문화환경조성 중심
으로 정책 전환

-문화 관련 업종 유치

-마케팅을 통한 공연
활성화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별 차별화된 관리
계획 수립

-주체별 역할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마련

-공연장 및 공연물
질적 관리

-공연관계자, 지역 상
인 등 주체별 상호협
력 필요

-공연장 중심에서 공
연생태계 보호·육성을
중심으로 관리 운영

-동숭동을 공연예술
거점지역으로 관리

-호객행위, 불법광고
물, 불법노점상 등에
대한 강력 단속 실시

관리
계획
운용

-권장시설 유형 재분류,
지원변경

-대학로 문화지구발
전위원회 구성 변경

-공공사업추진지침변경

-관리운영체계 개선

-권장시설 유형 재분류,
지원혜택 확대

-관리시스템 강화

-업종신고 의무화, 불법
행위 단속

-공연문화공간으로의
입지 구축

-동숭동 지역 가로환경
개선 및 거리디자인 사
업 추진

-소극장 시설환경 개선

-좋은공연안내센터 개편

-생활·창작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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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권장시설의 유형과 지원혜택 측면을 살펴보면, 대학로 문화지구는

관리계획을 통해 1종·2종·3종으로 권장시설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시장은 저층부, 공연장은 지하와 중층, 상층

부 입지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

여 가로활성화 및 도시경관의 일관성을 유도하고 있다. 제1종 권장시설

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거나 제2종 권장시설 중 전시시설의 바닥면

적이 100㎡ 이상으로 1~2층에 입지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1개 층

(4m)의 높이를 완화해주거나 의무주차 설치대수를 완화해 줄 수 있다.

또한 최대개발규모를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000㎡까지,

기타 용도지역에서 1,200㎡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다.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제한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건축물이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 세제

지원 및 융자금을 회수한다. 이처럼 문화지구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의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로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한

공연장 수가 늘어났다. 또한 공연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공연의 횟수가

증가했다. 외형적 성장을 이룬 것이다.

[표 4-22] 대학로 공연장 추이

년도 ‘04년 ‘08년 ‘12년 ‘15년

공연장 수 57개 109개 145개 166개

하지만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등의 물리적 인센티브가 문

화지구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센티브의 기준이

필지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이며, 권장시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건물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

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문화지구

내 세금감면은 취득세, 재산세과세특례,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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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운영자보다 권장

시설의 건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또한 대학로의 극단 운영자

및 연극배우들도 관리계획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체감하는 관객의 수는 줄고 있으며, 공연제작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지구 정책 및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지원방식은 공연장

(건물) 및 공연에 대한 것이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창작 과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공연장 숫자와 공연

횟수의 양적 증가는 계속되고 있으나,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질

이 떨어지는 공연의 제작이 증가하여 대학로가 점차 관객의 외면을 받고

있다. 또한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대학로를 지키고 있는 소극장과 극단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40)

(2) 관리계획 개선방안

대학로 문화지구는 공연장과 극단을 중심으로 공연이 창작되고 방문

객이 공연을 향유하는 곳이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지원기관, 대

학교, 공원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이 지구 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공연

과 전시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지역이다. 문화예술지구의 특징은 문화지

구 내 밀집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와 축제이며, 그런 면에서 대학로 문화지구는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지구라 할 수 있다.

[표 4-23] 문화예술지구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

40) “극단 중심의 소극장 운동은 사라지고 기획사 중심의 상업적인 공연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과도한 극장 수로 공연장이 경쟁하다보니 최근에는 1,000원짜리 연극이 성행하고 있

을 정도다.” 중앙일보, 2016.02.15. ‘한 편에 1000원짜리까지, 대학로 점령한 저가 연극’

유형 분류 주요내용

문화예술지구 분류기준
-미술관·공연장·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 밀집

-문화예술행사·축제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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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문화예술지구의 관리

계획에는 법과 조례에 의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더불어

문화예술지구가 갖는 특징에 맞는 관리방안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문화예술지구에는 미술관·공연장·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통해 권장

시설인 공연장, 전시장 등을 조건에 맞게 운영할 경우 신축건물에 대한

조세감면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및 의무주차 설치대수 감소 등의

권장시설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 내 권장시설

이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권장시설 인센티브 제도는 건

축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공연장 등의 권장

시설은 계속 대형화 되고 있다. 대형 공연장은 공연장의 유지를 위해 상

업적이고 흥행이 보장되는 공연 위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험

적인 공연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대학로의 특성과 생태계가 망가지고 소

극장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권장시설 유형의 재분류,

세분화와 권장시설의 성격과 면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적용 등의 권장

시설 유입 유도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과 공연장 등 결과위주의 지원뿐만 아니라 공연의 창작 과

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예술가와 기획자, 무대 스태프 등 공연전문

인력을 문화지구 차원에서 육성해야 문화지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문화자원이며 문화예술 활성화의

도구는 공연예술 클러스터이다. 여기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대학교와 지

원기관 등의 유형자원뿐만 아니라 극단과 예술가, 공연 등의 무형자원도

관리방안

-육성 문화시설의 유입 유도 전략

-권장시설 인센티브 다각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전략

-예술행위에 대한 지원, 전문가 양성

-민·관 파트너십 형성



- 75 -

포함되며 유형과 무형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있어야 문화예술 생태계

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지구 관리계획상의 지원

은 유형의 자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과정과 창작에 투입

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따라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배우 등의 예술가와 기획자, 무대 스태프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전문가 양성 명목으로 문화지구 예산으로 편성

하고 집행하여 공연장 및 극단과 인건비를 반씩 부담한다면 공연장과 극

장은 창작 과정에서의 인력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문화지구에서는

향후 문화지구를 이끌어나갈 공연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문화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축제 등의 상당수는 관(官)에

서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금액이 한정적이고

지원금의 사용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다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시류에 뒤처지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울연극제, 거리공연

축제, 젊은 연극제, 아시테지 축제, 우수연극전 등 대학로의 연간 축제와

행사가 열 개를 넘지만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간에

서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의 경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입장권

이 매진되고 지역에 수백억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41) 또한 문화예술축제와 행사가 충분한 경제적 효용이 있으며, 더

불어 참여하고 후원하는 기업의 홍보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

다. 대학로는 충분한 인지도와 접근성, 그리고 시설과 콘텐츠를 모두 갖

추고 있으므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기획한다면 참여하거나 후원하고

자 하는 민간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관이 대학로 축제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대학로 대표 축제를 기획·

운영한다면, 대학로 문화지구 및 공연장과 극단 등 문화자원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1) ‘더위 날릴 음악축제, 즐길 준비 되셨나요?’ 2015.05.30.,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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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음악문화지구

1) 지역 현황

(1) 역사

서초동은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과천군 서초리와 명달리로 불리던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에 구역을 확정하면서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로 배

정되었다가 광복 후 1963년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서울로 편입되

면서 서초동이 되었다. 1975년 강남구에 편입되었다가 1988년 서초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며, 시가지화 되기 전에는 서리풀이라고 불렸다.

(2) 지역적 특성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서초3동 1451번지 일대이다. 입지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법원, 검찰청 등 주요 법률 관련시설이 밀집된 법조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 관련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는 남

부순환로, 반포대로, 서초대로 등 도심 간선도로가 이 지역을 관통되며,

반포대로와 연결된 우면산터널은 선암IC로 통하여 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어 차량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40m대로의 하위 위계

도로가 부족하고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여 정체가 잦다. 또한 보차분리

10차선 규모의 대로와 6~8m 보차혼용 이면도로가 있으나 중간위계 도로

가 부족하고, 6~8m 이면도로가 20~30m마다 연결되어 차량 진출입이 이

루어지면서 대로 및 이면도로의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면도로의

노상주차 및 주차장 진출입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보행환경이 열악

하며, 반포대로 주변으로 일부 주차장이 위치해 있으나 이 지역의 교통

량을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블록 내부 이면도로가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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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서초음악문화지구 홈페이지

이 지역은 남부터미널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많은 유동인구

를 유입시키는 기반 시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주차시설 및 상업

시설, 정비되지 않은 가로환경 및 경관 등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머

무르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 블록 내부의 조밀한 가로망은 다

양한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잠재력과 확산 가능성이 있다. 차

량 통행이나 주차 측면에서 현재의 좁고 조밀한 교통망은 정체를 유발하

는 장애요인이지만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면 이 지

역의 문화·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문화활동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확산

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측면에서 이 지역은 예술의전당이 랜드마크라

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경관에서 부각되지 않는다. 남부터미널역이나 반

포대로에 비하여 지대가 높은 대지에 예술의전당이 후퇴(set-back)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 주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입

면 등이 통일성 없이 상이하여 혼란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서 순수예술

의 거점지역이면서 법조단지가 위치한 부촌이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상반

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특정 가로에 악기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으나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가로가 남부순환로317길인데 이

길은 악기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고, 악기를 다루는 전문 예술인들이 자

주 방문하는 거리이나 이러한 사실을 방문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자동차 중심 도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반포대로와 이면도로의

연결부, 건물 전면 주차공간으로의 차량 진출입으로 연속적인 보행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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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있으며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진 보도 구간이 많아 불편함이 있다.

또한 이면도로는 자동차 공간화 되어 있어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없는 환경이다.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은 남부

순환로로 인해 지역과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이며, 예술의전당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남부터미널역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에

서 예술의전당으로 이어지는 보행환경은 상술한 문제점(경관, 안전, 보행

환경 등)을 모두 안고 있어 타 지역에서 공연관람을 위해 찾아오는 방문

객들의 즐거움을 반감시키고 있다.

[그림 4-6] 서초음악문화지구 내부 사진

남부터미널역 → 예술의전당 경로 남부순환로 317길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용도지역 및 건축물 용도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의전당

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남부순환로, 반포대로, 효령로 등 대로변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로 안쪽 이면도로변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될 경우 일대에 제한업종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인 관계로 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별도의 제한업종 지

정이 불필요하다. 대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고, 내부로 들어갈수록 아파트단지, 빌라, 단독주택 등 조용한 주거지

가 형성되어 있다. 악기관련 시설이 밀집한 남부순환로317길의 경우 대

로변은 비주거용도, 내부는 주거용도가 혼재되어 있다. 건축물의 노후도

와 층수를 보면 반포대로 및 악기관련 시설 밀집 지역에 30년 이상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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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다수 분포하여 향후 재건축 및 용도 전환 가능성이 높다.

서초음악문화지구는 국내를 대표하는 공연시설인 예술의전당, 국립

국악원과 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위치한 국가적인 문화·예

술 육성의 거점이며 음악·미술·무용·전시 등 기초예술 전반에 대한 창작

과 교육, 향유가 이루어진다.

[그림 4-7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특히 발레, 현대무용, 합창, 오페라,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국내를 대

표하는 국립 예술단체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국립

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예술의전당에 상주하며 공연예술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의 밀집으로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예술

단,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월드하모니 등 민간 연주단체가 인근에 자리

잡았으며 일대에 예술인, 전공자 등 문화예술 인적자원과 관련 산업들이

모이면서 지역의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 지역엔 순수·기초 예술의 향유자들이 많이 거주하며,

원래 향유자가 아니었던 지역 주민들도 문화예술 행사에 많이 노출되어

관심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문화예술관련 주민모임이 있으며, 지역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네트

워크 및 주민모임은 ‘서울악기거리 협의회’, ‘신중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학

부모 모임’, ‘줌마 기타’ 등이 있다. ‘서울악기거리 협의회’는 2015년부터

지역 내 악기산업 운영자들이 클래식 악기관련 시설이 밀집한 남부순환

로317길 악기거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거리를 알려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직되었다. 2016년부터 정기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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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화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신중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학부모 모임’

은 2016년 구성된 신중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임은 자녀의 공연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정기

적으로 교류하며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줌마기타’는

2016년부터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기타 연주 및 공연봉사를 하고 있다.

[표 4-24]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설립연도 인원

국립단체

국립발레단 1962년 약 70명
국립오페라단 1962년 약 30명
국립합창단 1973년 약 70명
국립현대무용단 2010년 약 30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85년 약 100명
서울예술단 1990년 약 70명
한국문화예술연합회 1996년 약 40명

사단법인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예술단 1995년 -
월드하모니 2012년 -

주민단체
서울악기거리협의회 2016년 약 20명
신중초 오케스트라 학부모 모임 2016년 약 60명
줌마기타 2016년 약 10명

서초구 문화단체
서초미술협회 2004년 약 200명
서초연극협회 2014년 약 10명
서초문인협회 1997년 약 250명

서초구 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2015년 약 30명

또한 악기 및 무용용품 제작·수리·판매, 연습실과 교습(레슨)실, 프로

필사진 및 공연사진관 등 기초예술 관련 산업이 주변에 집적하고 있어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악기

관련 시설은 악기판매상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같은 업체에서 악기 판매

뿐만 아니라 수리와 제작, 연습실 대여까지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악기 관련 시설이 입주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이 문화거점으로서 자리 잡은 이후 문화산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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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160~180여개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수

준이다.

[그림 4-8]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산업

공연기획사, 드레스샵 악기상점이 밀집한 모습

그리고 이 지역은 예술인, 전공자, 애호가,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인근에 거주하거나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므로 연주복을 입거나 악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지구 내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공연 홍보를 위한

현수막, 그리고 카페와 레스토랑 전면에 붙어 있는 공연 홍보 전단지를

흔히 볼 수 있다. 상점들이 공연 홍보 게시판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으로 지역의 고유

한 경관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흔

히 보기 어려운 악기점들이 집적하고 있으며 진열된 악기와 악기를 수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림 4-9] 서초음악문화지구 공연 포스터

식당 입구에 붙은 공연 포스터 악기 매장에 붙은 공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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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시설 현황

구분 계 시설현황

문
화

시
설

공연시설 24

[공공시설(6)]

-예술의전당(2): 음악당, 오페라하우스

-국립국악원(3): 예악당, 우면당, 희풍류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1): 크누아홀

[민간시설(18)]

-칸타비노, SCC홀, 코스모스홀, 엘림 아트홀, KH
바텍 페리지홀, 라라홀, 클라라 아카데미홀, 라율
아트홀, 마나앤연습실, 루스초이, 아트인뮤직(서초
점), 우주인뮤직, J&R 아트홀, 그랜드필하모닉, 은
파악기 그레이스홀, 카그아트홀, 로데아트홀

전시시설 12

[공공시설(6)]

-서초구청(2) : 서리풀 청년 아트갤러리

-예술의전당(3) : 서울서예박물관, 한가람디자인미
술관, 한가람미술관

-국립국악원(1) : 국악박물관

[민간시설(6)]

-KH바텍 페리지갤러리, 핑크갤러리, 갤러리라이
프, 아트나인갤러리, 도잉아트, 아트스페이스 호서

관
련

시
설

악기관련시설 102 -악기 판매점, 악기 수리제작 공방 등

연습실·교습실 44 -악기 연습실, 악기 교습실 등

문화예술활동
가능 공간

11
-카페나 레스토랑 내부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
활동이 가능한 공간

이 지역은 연계·협력 가능한 문화관련 단체가 풍부하다. 서초구 관내

에는 서초문인협회, 서초미술협회, 서초연극협회 등 음악·미술·문학 분야

의 다양한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분야 간 융·복합도 고려할 수 있

다. 또한 2015년 설립된 서초문화재단은 상술한 국립 예술단체 및 민간

단체, 그리고 주민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등을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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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서리풀 페스티벌

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서초구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서

초구 및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주

최하며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현대HCN, 신세계, ㈜세빛섬, 서초경

찰서 등 관내 주요 시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매년 가을 약 10일간 반포

대로, 악기거리, 방배 카페골목 등 서초구 전역에서 진행된다. 현재까지

총 5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2015년 서리풀 페스티벌의 실적을 보면 6일

간 서초전역에서 총 5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서초구 관련 65

개의 국내외 단체 및 173,0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그리고 직접 경제효

과만 22억, 경제적 파급효과가 138억 유발된 것으로 서초구가 추산했다.

[그림 4-10] 서리풀페스티벌

서리풀페스티벌 버스킹 공연 서리풀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

이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도 있다. 2017년부터 ‘서울 악기거리

축제’가 악기상점 대표들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클래식 공연, 악기거

리마켓, 악기체험 행사 등이 열린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봄·가을 ‘런

치콘서트’가 KH바텍 페리지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

적 설비를 갖춘 공연장에서 국내외 유명 연주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제작

하고 있다. 관내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주

최 측이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점차 지역 직장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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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으며 호응도 좋은 편이다.

[표 4-26] 서초음악문화지구 문화행사

행사명 장소 행사내용 개최빈도 개최연혁 주최

서리풀

페스티벌

서초구

일대

퍼레이드,

거리축제 등
연 1회

2015년~

현재
서초구청

악기거리

벼룩시장

신중어린이
공원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수시

2016년~

현재

서울악기

거리협의회

KH바텍

런치콘서트

KH바텍

페리지홀

클래식

실내악 콘서트

매년

봄, 가을

2014년~

현재
KH바텍

다만, 콘텐츠의 장르가 전문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대중

이 향유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클래식 음악 콘텐츠의

수준은 매우 높지만 지역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 콘텐츠는 부

족하며 다양한 분야 간의 콘텐츠 융·복합 시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

다. 또한 현재 서초음악문화지구 내에서 생산 및 창작을 위한 제반활동

은 가능하나 생산된 콘텐츠가 향유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기회는 부족

하다. 콘텐츠는 충분한 향유와 소비가 이루어 졌을 때 실효성을 갖으나

장르적 특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문화지구 정책

[표 4-27] 서초음악문화지구 개요

구분 내용

명칭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일시 ‘18. 5. 31.

지정면적 410,109㎡

행정구역 서초동 1451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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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지구 지정 배경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3동 일대는 국내를 대표하는 순수·

기초 문화예술 향유 지역이다. 1988년 예술의전당 설립 이후, 국립국악

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되어 순수예술의 교육과 향유가 함께 이뤄

지는 대한민국 예술문화의 거점이 되었다. 이 지역이 예술문화의 거점으

로 성장하자 예술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낙원상

가에 있던 클래식 악기관련 상점들이 예술의전당 일대로 이주했다. 현재

는 160여개의 클래식 악기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한 클래식 음악

연주자, 전공자, 지망생 등은 악기 구입 및 수리, 레슨, 연습 등을 위해

이 일대를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클래식 음악 예술인들에게 수도권뿐

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광역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국내를 대표

하는 국립예술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무용원이 위치하고 있

어서 무용연습실 및 무용용품 판매점도 밀집해 있다. 2015년부터는 서초

구청 주관으로 이 지역의 문화자원인 클래식 음악 및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리풀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인의 문화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은 문화

거점시설 및 관련 산업들의 집적으로 인해 문화예술인과 애호가들이 지

지정범위

출처 : 서초구(2019),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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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관련 시설들과 클래식 문화예술인

들로 인해 독특한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이 인정되어 서초구 예술의전당 일대는 2018년 5월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표 4-27] 서초음악문화지구 연혁

구분 일정 내용

문화지구

지정

‘17.03.15. 서초구청 「반포대로변 문화지구지정 기술용역」발주

‘17.05.26. 행정분야 거버넌스 회의

‘17.06.08. 문화예술 커뮤니티 대상 설명회

‘17.06.29. 예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워크숍 개최

‘17.06.30. 문화지구 주민 설문조사 실시

‘17.08.03. 전문가 자문회의(서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08.09. 서울시 담당부서 협의

‘17.09.22. 관계기관 의견청취(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7.09.27. 문화지구 지정 주민설명회

‘17.10.23.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18.03.07. 시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18.05.1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18.05.3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문화지구) 결정 고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18.08.31. 서초구청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

‘18.12.07. 서초음악문화지구 예비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

‘19.01.07. 공연·행사 전문 기획사 협의

‘19.02.26. 서울시 문화정책과 사전협의

‘19.03.05. 문화지구 자문위원회(10인) 위촉 및 자문회의

‘19.05.09. 문화지구관리계획 승인 신청 (서초구청장→서울시장)

‘19.07.29.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통보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육성하고, 특성화된 클래식 음악 관련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클래식 음악문화’의 문화적 특성 및 주민과 문화예술인 주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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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활동을 촉진하고자 지정되었다. 또한 문화지구를 통해 문화도시를 지

향하는 서초구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예술의전당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문화경관을 조성한다. 그리고 문화지구

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문화 향유가 반포대로를 따라 서초구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도모한다.

(2) 문화지구 관리계획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은 다른 문화지구와 다르게 방문객, 관광

객 보다 지역주민과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지구

본래 목적인 지역고유의 문화적 특성 보호와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와 밀착하여 문화적 내실을 다져나가고 지속적으로 정착·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지역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 음악 문화 도시를 비전으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은 크게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생활문화 및

지역산업생태 활성화’, ‘문화적 장소 및 경관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문화

지구 관리계획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문화지구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

며,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운영과 심의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주민협의회 명칭은 타운매니지먼트이며 다른

문화지구의 경우 주민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관리계획의 마지막에 서술하

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초음악문화지구의 경우 주민협의회인 타운매니지

먼트를 최우선 과제로 했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서초음악문화지구가 보유

한 고유의 문화적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서초

음악문화지구의 운영·관리조직체계이다. 문화관련 업종의 보호와 육성,

지역특화 문화활동의 기획과 개최, 문화적 경관과 환경의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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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담당하며 서초음악문화지구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타운매니지먼트는 특정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과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로 나누어 구성했다. 공공분야에는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서초3동주민센터 등이 참여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주민과 문화예술산업 운영자, 건물주, 문화지구 소재 기업 등이 참여한

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예술의전당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거

점기관 및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공연기획자와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한

다. 타운매니지먼트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수립과 문화지구 평가, 환류

에 참여한다. 또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른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추진

하고 경관과 환경, 권장업소의 보호 및 육성사업을 관리한다.

[표 4-29] 서초음악문화지구 타운매니지먼트 구성

구분 역할 및 대상

공공

서초구청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 총괄

서초문화재단 문화지구 조성, 부문별계획 지원 및 관리

서초3동주민센터 부문별계획 지원 및 공간협조 등

지역사회

운영자 악기시설 운영자, 공연장 운영자 등

기업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 기업

건물주 음악관련시설 입점한 건물주

지역주민 문화예술관련 업종 주민, 관심 주민

문화예술

문화예술거점 예술의전당, 한예종, 국립국악원 등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각 분야 대표격 단체

문화예술인 전문연주자, 한예종 학생 등

공연기획자 문화예술분야 기획 전문단체 및 개인

그리고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생활문화 및 지역산업생태 활성화를 위

해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활동과 관련된 시설 및 문화업

종을 보호하고, 클래식 음악 활동이 지역의 생활문화로 정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서초음악문화지구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악기제작·판매·수리점 및 연습실·교습실 등 음악·악기관련시설이 문화적



- 89 -

환경과 기반을 구성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권장시설 지정을 통해 지원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을 권장시설로 정하

고, 권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클래식 음악관련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

고 기여하는 시설을 준권장시설로 지정한다.

[표 4-30] 서초음악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구분 해당업종 비고

권장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의
집, 국악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준권장시설
악기 관련 시설, 음악 연습·
교습 시설, 문화예술관련 업
무시설, 복합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은 상시 공연이 가
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식음시설을 의미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지정되면 세제지원, 융자지원, 운영지원

등을 받게 된다. 권장시설의 경우 기문화시설로서 복합문화시설 리모델

링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준권장시설의 경우 복

합문화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융자지원, 문화활동 및 운영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표 4-31] 서초음악문화지구 (준)권장시설 지원사항

지원사항
지원대상

권장시설 준권장시설

세제지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소유주 -

융자지원

시설개선
신축/개축/대수선비 소유주 -

시설개선비 운영자 -

운영비 운영자 -

복합문화시설 리모델링 - 운영자

운영지원
문화활동개최 운영자 운영자

운영컨설팅 운영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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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지시설과 업종을 선정하여 문화지구 활성화 저해요소를 차단

한다. 인사동과 대학로 등 다른 문화지구에서도 금지업종을 지정했으나

금지업종에 대한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규정해놓은 금지업

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문화적 특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업종에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서초음악문화지구의 경우 타운매니지먼트가

금지업종을 설정하고 매년 유효성을 검토한다. 또한 금지업종에 대한 내

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신고를 접수하여 일상적 단속의 기틀을 마련

한다. 다만, 서초음악문화지구의 경우 용도지역 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거환경 저해용도,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업종 등 기본적인 유해업종의

용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 그리고 현 용도

지역상 이미 도입이 불가한 상태지만 건축 특례를 통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유흥 및 사행시설에 대하여 원천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현재 서초음악문화지구의 공연시설과 콘텐츠, 음악·악기관련

시설이 문화자원으로서 풍부하나 모두 전문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지

역사회와 접점이 미약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활동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지구 내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기획을 통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하는 경험이 일상적 여가활동

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인에게는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의 가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서초음악문

화지구가 음악문화의 메카로서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아마추

어, 문화예술인 등이 주체가 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한

다. 그리고 예술의전당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거점문화시설과 더불어

지역의 음악문화특성의 주축인 악기산업의 유입을 유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주민의 예술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구 내 공연장과 기획사를 연계하는 뮤직체인, 그리고 지

구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 무대를 늘리는 실내

악 축제를 기획한다. 또한 문화지구 출범식과 축제, 지구 내 공공디자인

과 광고물 제작 등 문화지구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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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악기대여와 악기수리, 악기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지

구 내 악기점 연계사업과 악기제작 체험프로그램, 악기점 인증제 사업

등을 통해 악기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일상에서 문화활동을 즐

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공공간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활동

거점 마련 계획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조성된 문화거점의 문화적 기능

과 경험이 가로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악기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가로중심의 문화경관 조성 방안을 구상했다. 또한 문화활동 촉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이 음악을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인들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구

내 공공공간, 유휴공간 등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 향유,

교류, 지원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거점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 지구

내 예술의전당을 제외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업종은 반포대로 이면에

주거지와 혼합되어 밀집 되어 있으나, 문화적 기능과 중요성 대비 시각

적 인지성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악기거리 경관 조성을 통해

밀집된 문화적 시설들에 대한 경관적 특성화, 차별화를 강화하고 가로를

중심으로 인지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지구 내부 진입로에 표지판과

이정표를 조성한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가로등, 맨홀, 간판 등 공공디자

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일성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또한 대

부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문화지구 내 건축물 전면공간을 테라스로

조성할 경우 공사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행환경

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가로공간

을 활용한 스트리트 아트 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맨홀 설치, 신중초등

학교 정문 및 인근 경관 개선, 신중어린이공원 정비, 공중선 정비, 악기

거리 야간 경관 조성, 노후포장도로·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사

업에 대한 내용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표 4-32]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부문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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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사업계획

타운매니지먼트
타운매니지먼트 구성 모집공고 및 내부심사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운영규약에 따른 운영

권장시설 지원

융자지원 시설개선, 운영비, 리모델링

운영지원 문화활동개최, 운영컨설팅 지원

세제지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문화활동

·

프로그램
활성화

공연활성화

Music Chain 18

서초 실내악축제

클래식 뮤직 스트리트

콜라보 클래식

문화지구클래식주간

홍보 및 지원

소문프로젝트

아마추어클래식

이달의 아티스트 선정

악기산업 활성화

Instruments Chain 60

문화지구 온라인 플랫폼

악기제작체험 프로그램

악기점 인증제

문화공간

문화공간 지원 공실상가 장기임차

문화공간 조성·운영

생활문화지원센터

서리풀 청년 음악센터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문화환경 조성

지구 공통사항

표지판 및 이정표 조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변테라스 조성지원

스트리트아트 디자인 프로젝트

악기거리 특화경관

디자인 멘홀 설치

신중초교 정문 및 인근 경관사업

신중어린이공원 정비

공중선 정비 사업

악기거리 야관경관

악기거리 노후포장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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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계획 평가와 개선방안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상기했듯이 최근에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 또한 관리계획이 불과 얼마 전에 수립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획

이 시행 전이며, 매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지구 관리계

획 운영성과 평가 실적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

계획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공연형태이나, 2020년의 전염병(코로나19) 유

행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42) 따라서 상술한 인사

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의 경우 문화지구 관리계획과 관리계획 이행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평가했으나 서초음악문화

지구는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이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려되었는지

를 평가하고 문화지구 유형별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관리계획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관리계획 평가

서초음악문화지구에는 국가적 문화예술 기반시설인 예술의전당과 한

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들로 인해 악기점,

연습실, 공연기획사 등 관련 문화산업이 조성되고 문화지구로 지정되었

으며 꾸준히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보행환경과 주

차시설이 열악하다. 또한 예술의전당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이

남부순환로에 의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남부터미널역과 단절되어 있

으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43) 따라서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42)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또는 운영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기관이 82.4%로 거의 대부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연단체(85.3%)가 공

연시설(73.1%)보다 상대적으로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연

의 취소 또는 연기(74.7%), 매출액 감소(73.5%), 공연관람객의 감소(66.9%), 휴·폐업(39.6%), 

인력의 감원이나 해고(15.5%)순으로 나타났다.” 2020.05.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

해현황 조사 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43) 최단거리로 약 700m이며, 도보 12분~15분이 걸리는 거리다.



- 94 -

남부터미널역에서 예술의전당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까지의 접

근성을 높이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 그러나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보면 지하철역에서 거점

시설까지의 접근성 개선 방안은 물론이고 주요 보행로에 대한 환경 개선

계획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자

원의 투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르면 문화적 환경 조성과 경관

개선을 위해 ‘가로변 테라스 조성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대

부분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로를 테라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대로 안쪽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면도로 주차가 일상화되어 교통

이 원활하지 않다.44)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 없이 주차공간으

로 활용되는 가로를 테라스로 만들어 실질적인 주차공간을 줄이는 사업

을 시행한다면 테라스 조성으로 인한 지역의 긍정적 효과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혼란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부지를 확보하

여 주차타워를 건설하거나 지구 내 기업·기관의 대형주차장(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KH바텍, 이스트소프트 등)을 공유하는 등의 구체적인 주차

문제 개선 방안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현실성은 떨어질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지구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대표적 사업인

‘공연장 연계사업(Music Chain 18)’은 지구 내 18개 공공·민간 공연장에

서 공연장소를 선택하여 공연을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공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즉, 공공에서 대관료를 부담하여 공연장을 활성화하

고 연주자의 공연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분명 공연장 운영자와 연주자

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역 주민과 서울시민

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구 내

44) “반포대로 주변으로 주차장이 위치해 있으나, 차량 이용율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블록 내

부 이면도로가 대부분 주차장화” 서초구, 2019,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 95 -

공연의 품질이 저하되고 유료티켓 판매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화지구 내에는 20개가 넘는 클래식 음악 공연장들이 있고,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부터 학생이나 아마추어의 무료 공

연까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티켓 판매율과 객석 점유율은 낮

은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하

는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클래식 음악공연(양악)은

비교대상 중 가장 많은 13,269건 공연되었으나 유료관객비중은 26.7%에

불과했다.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장르 중 공연건수는 가장 많지만

티켓판매율은 가장 저조한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클래식 음악공연의

공연횟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공연장 연계사업을 통해 공연의 양을 늘린

다고 지역 주민과 서울시민의 환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4-33] 공연 장르별 실적45)

장르 공연건수 관객수 유료관객비중 평균티켓가격

연극 9,975건 20,265,614명 48.6% 20,573원

무용 1,978건 1,008,143명 36.7% 17,573원

양악 13,269건 4,356,045명 26.7% 20,061원

국악 3,716건 1,038,946명 28.1% 17,185원

복합 3,631건 3,158,779명 45.9% 17,240원

요약하면 공연장 연계사업은 공연장을 활성화 시키고 연주자에게 공

연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효과는 미미하며 질보다 양적으로만 성장하여 공연품질을 저

하시키고 초대권을 남발하는 무료공연이 많아져서 공연생태계에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긍정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서초음악문화지구에는 20개

가 넘는 공연장과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있다.

지역의 문화활동과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집적을 이

45)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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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하며, 공연장과 예술가뿐만 아니라 공연기획사와 공연단체, 악기

점, 사진관, 드레스샵 등이 모두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문화지구 관리계획 상의 공연장 연계사업은 기간이 연중 선택하는

방식이나, 한 달 이내로 한정하여 적용해야 다양한 단체와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진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서리풀 페스티벌과

기간을 연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연기획사와

공연단체, 예술가는 팀을 이루어 사업을 신청하고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주민협의체인 타운매니지먼트는 공연장 및

악기점, 사진관, 드레스샵 등을 각 팀에 연결해주고 공연에 필요한 내용

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관객들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마음에 드는 공

연이 열리는 공연장을 찾아 공연을 관람한다. 티켓을 구매한 관객은 페스

티벌 기간 내내 원하는 공연을 계속 관람할 수 있으며 3건 이상의 공연

을 관람한 관객은 우수 공연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투표에 참여한 관객

중 일부를 추첨하여 상품을 제공하고 우수공연으로 당선된 팀에는 상금

이나 공연장 대관료, 홍보 등의 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1년간 제공한다.

이렇게 할 경우 공연장과 공연단체, 공연기획사와 예술가, 관련산업 및

주민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 또한 클래식이 익숙하지 않은 대중에게 우수

공연 선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흥미를 유발하고 정해진 기

간에 한정적으로 진행되므로 홍보효과가 높으며 지구 내 문화산업 종사

자의 참여도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특징적 산업인 악기산업에 대한 계획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 악기산업 종사자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주 이용객들

은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예약을 통해 방문하며 가로 보행자

가 유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지역의 활성화와 수요가 비례하지 않는

다. 전문 연주자 혹은 전공하는 학생 등으로 고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다. 악기점들은 단골 고객만을 상대하며, 이들의 친구나 제자를 소개 받

아 운영하므로 지구 내의 악기점들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악기산업 종사자들은 문화지구 지정으로 지역이 활성화 되더라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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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없으며, 되려 상업화로 지가가 상승하고 젠트리

피케이션46)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악기산

업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수립된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악기산업에 관한 사업을 보면 악기

점끼리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악기를 대여하고, 관내 학교 및 동호인의

악기를 수리해주는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악기산

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악기산업이 밀집해 있는 악

기거리의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다. 특히

클래식 악기는 진열되어 있거나 수리하는 모습이 지역의 특별한 경관이

될 수 있으므로, 악기거리 대로에 인접한 악기점의 전면(facade)을 유리

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 지역 악기점의 대부분은

외관이 허름하므로 악기점 전면 유리 교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의

경관개선과 더불어 악기점의 매장 인테리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초음악문화지구가 선행 문화지구와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

한 부분이 문화지구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지역민의 참여이다. 다른 문

화지구들의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과 운영 부분에서 자율적인 운영보다는

관(官)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받아 왔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서초음악문

화지구의 경우 타운매니지먼트라고 명명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

지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운영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타운매니지

먼트는 지구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이권과 관련된 결정 권한을 갖는다. 그

러나 타운매니지먼트는 문화산업 사업자, 기업, 건물주, 지역주민, 문화예

술단체, 예술인, 공연기획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데 대상과

비율에 따라 다른 정책적 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운매니지먼

트 운영을 위한 기준과 지자체의 중재와 조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46)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중하류층이 생활하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

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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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계획 개선방안

서초음악문화지구는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복합적 유형의 문화지구이다.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국가거점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행사

가 지속적으로 활발하므로 문화예술지구라고 볼 수 있으나 악기산업을

중심으로 연습실·레슨실·사진관·드레스샵·공연기획사 등 다양한 문화산

업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문화산업지구로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지

구 지정을 추진한 지자체의 의지와 계획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에서 수립한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보면 서초음악문화지

구의 3대 과제는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생활문화 및 지역산업생태 활성

화’, ‘문화적 장소 및 경관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판단할 때

서초음악문화지구는 기존 문화예술시설과 행사의 확대보다는 지역의 문

화산업 발전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클래식 악기 산

업은 이 지역이 전국 최대 규모이며, 전국의 전문 연주자 및 전공자들이

악기의 구매와 관리 등을 위해 이 지역을 찾는다는 점에서 지역의 독특

하고 고유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문화산업지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4-34] 문화산업지구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

유형 분류 주요내용

문화산업지구

분류기준 -문화관련 업종, 문화산업 밀집

관리방안

-육성 문화산업의 유입 유도 전략

-문화산업관련 법·제도와의 연계

-문화산업 공간 제공, 임대료 지원

-사업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제공

문화산업지구 관리방안의 핵심은 육성하는 문화산업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구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순수·기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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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관련된 문화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클래식 음악 악기점이

많다. 그리고 순수·기초예술관련 문화산업의 특징은 시장이 한정되어 있

고, 신규고객의 유입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문화산업 유입

유도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문화산업은 문화지구 제도에 의한 지원 외

에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문화예술지원기관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아보

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만약 문화지구에서 지구 내 입주해 있는 문화산

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 법률뿐만 아니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한 경상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사업종들이 유입되어 집적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문화산업의 온라인 플랫

폼을 문화지구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 상술했듯이 이 지역 문화산업은

시장이 한정적이고, 지인의 소개로 고객이 유치되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장이 유입될 경우 신규 사업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 경우 문화산업의 유입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라

인 플랫폼을 제작하여 지역 문화산업을 함께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다면 폐쇄적인 시장을 변화시키고 사업자간 경쟁보다는 상생하는 배경이

되며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초음악문

화지구 관리계획에 문화지구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목적을 문화지구 내 공연 정보와 리뷰, 홍보와 예매라고 밝

히고 있다. 그러나 공연의 홍보와 예매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민간업체

가 다수 존재하며, 대행하는 것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예매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위험

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연과 관련된 분야는 대행사를 활용하

고 대행과 대체가 어려운 문화산업 분야에 집중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르면 문화산업에 대한 임대

료와 개보수비용 지원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지원규모가 미미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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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문화지구와 큰 차이가 없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혜택이 아니

므로 신규 유입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

에서 일부 공간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문화산업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를 활용하여

과제의 이수를 조건으로 공간과 컨설팅, 교육,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세운

메이커스큐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음악문화지구에도 지자체에서 매입

하거나 임대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노후한 건물과 문화산업 전문인력이

있다. 따라서 문화지구 차원에서 문화산업 사업자에게는 공간을 제공하

고 창업 준비자에게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신규 문화산업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

다.

4. 소결 : 서울시 문화지구의 발전방향

문화지구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 문화예술시설과 활동,

문화산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인사동 문화지구

는 전통이라는 문화적 특성과 고미술, 골동품점 등의 문화자원 밀집으로

지정되었고 대학로 문화지구는 연극이라는 문화적 특성과 극장, 극단 등

의 문화시설 밀집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서초음악문화지구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문화적 특성과 악기점, 연습실 등의 문화산업 밀집으로 문화

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게 지역이 획일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문화지구가 문화적 특성과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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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통계자

료가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

안’에 따르면 “지구별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권장시설이 외형상

으로는 크게 늘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그 생태가 변했다. 인사동은 권장시

설의 총수가 2002년 327개에서 2015년 551개소로 48.1% 증가했으나, 권

장시설 내부에서 인사동의 전통을 구성했던 고미술관련 업종(골동품점,

필방 및 지업사, 표구점 등) 수는 크게 줄어 2002년 171개소에서 2015년

115개로 53% 감소했다. 반면 화랑 및 공예품점은 각각 81.9%와 155.2%

상승했다. 지역이 좀 더 상업적인 화랑과 공예품점에 자리를 내준 것이

다. 대학로 또한 마찬가지다. 권장시설인 공연장 총수는 2004년 57개소에

서 2015년 166개소로 무려 191.2%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다. 이 시기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4개소에

서 총 16개소로 증가하였다. 단 한 개만 늘어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형의 공연장이 무려 300%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학로는 상

업적인 공연의 장이 되었다. 과거와 같은 극단 중심의 창작공연이 아니

라, 상업을 매개로 한 공연이 주류를 차지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47)

[표 4-35] 대학로 공연장 규모별 추이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석 미만 18개 31.6% 26개 23.9% 31개 21.4% 33개 20.0%

100~199석 29개 50.9% 59개 54.1% 77개 53.1% 88개 53.0%

200~299석 6개 10.5% 14개 12.8% 25개 17.2% 29개 17.4%

300~399석

4개 7.0%

6개 5.5% 7개 4.8% 6개 3.6%

400~499석 3개 2.8% 3개 2.1% 3개 1.8%

500석 이상 1개 0.9% 2개 1.4% 7개 4.2%

총계 57개 100% 109개 100% 145개 100% 166개 100%

47) 라도삼 외, 2016, 서울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102 -

상술했듯이 문화지구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한다. 이 법에 따라 서울시는 2002년 「서울

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운영하

고 있다. 조례에는 관리계획에 권장시설 등의 지원, 행위 제한, 문화지구

육성기금,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주민협의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의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유사한 형식이며,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사례를 참조하여 새로 지정된 지구의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따라서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해

지고 지역을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문

화지구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하는 지역과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지역, 그리고 문화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및 발전방향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전통문화지구와 문

화예술지구, 문화산업지구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류기준을 정리하

였으며, 해외문화지구 사례의 연구 및 유형 분류를 통해 유형별 관리방

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관리계획을 평가했다. 또한 분류기준에 따라 문화지구 유

형을 분류한 후에 유형별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지구별 관리계획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6] 문화지구별 지역적 특성

구분 지역적 특성

인사동 문화지구

-물길을 따라 비정형적으로 형성된 전통적 골목길

-도심에 위치했음에도 낮은 건물과 한옥 다수

-전통문화상품과 현대미술을 취급하는 문화산업 밀집

-문화재와 역사적 사건, 이야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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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시의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의 차이와 무관하게 관리계획이 문화지구별로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화지구별 관리계획을 문화자원과 지역적 특성의 관점에

서 평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7] 문화지구별 관리계획 평가

구분 관리계획 평가

인사동 문화지구

-포괄적인 권장·제한업종 기준으로 유도와 규제 한계

-전통한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부족

-골목길과 한옥, 문화재 활용 미흡

-전통명가 육성이나 전통문화학교 운영 긍정적

-일회성 행사에 문화지구 예산 대부분 소모

대학로 문화지구

-유형자원(극장)에 비해 무형자원(극단, 공연) 지원 부족

-운영자보다 건물주 중심 지원 시스템

-공연예술클러스터(극장·극단·지원) 활용 미흡

-지역 내 연극 전공 대학생과 극장·극단 협업 필요

-행사·축제 많으나 발전이 정체된 상태

서초음악문화지구

-국가거점예술시설 접근성에 대한 고려 부족

-부족한 주차공간과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방안 미흡

-문화자원을 고르게 활용한 참여형 축제 필요

-악기산업의 폐쇄적 구조 극복을 위한 플랫폼 필요

대학로 문화지구

-대학교(공연예술 캠퍼스) 다수

-극장, 극단, 문화예술지원단체 밀집

-극단중심 소극장의 실험적 연극 창작산실

-축제와 지역행사 다수

서초음악문화지구

-국가거점예술시설과 국립예술단체 위치

-대중교통을 이용한 국가거점예술시설 접근성 떨어짐

-순수·기초예술 관련 문화산업 밀집

-예술단체와 예술인, 전공자, 애호가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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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비교분석 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

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권장시설 지정 기준이 획일적이고 포괄적이다. 인사동 문

화지구는 골동품점, 표구점, 화랑, 전통찻집 등이 (준)권장시설이며, 대학

로 문화지구는 공연장과 전시시설, 기타 문화시설이 (준)권장시설이다.

그리고 서초음악문화지구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악기관련시설, 복합문화

공간 등이 권장시설이다. 인사동 문화지구의 경우 권장시설의 업종을 지

정하나 업소별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로 문화지구와 서초음악문화지구의 경

우 업종을 포괄적으로 지정한 후에 각 업소에서 권장시설 지정을 신청하

고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업종 차이가 미미하고, 권장시설의 심사 기준이 포

괄적이라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표 4-38] 문화지구별 권장시설 지정 기준과 문제점

구분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서초음악문화지구

권장시설
구분

권장, 준권장 분류 1·2·3종으로 분류 권장, 준권장 분류

권장시설
지정

해당 업종 모든 업소 심사 후 결정 심사 후 결정

문제점

혼합형 업소나 수준
미달 업소 회피 불가

포괄적 업종 지정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
어려움.

업소별 세부적 관리
어려움

심사 결과에 따라 권장시설임에도 지정
받지 못할 수 있음.

권장시설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제한업종의 지정도 지나치게 포괄적

이다. 따라서 상업적 업소가 일부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행위나 상품을

포함하여 권장시설로 지정되거나 일단 지구 내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이

후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

화지구별 주민협의체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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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문화지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소모적이다. 서울시는 문

화지구에 매년 25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한다. 예산내역을 분석해보면 권

장시설에 사용하는 예산은 2% 내외이며, 평균 35%에 해당하는 예산이

일회성 행사에 편성되어 있다.48) 그러나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이 문화지

구별 프로그램이 유사하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지속가

능성 보다는 운영의 용이성을 중심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하

지 않은 행사는 소모적이며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사의 횟수나 규

모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지역의 대표 축제를 기획하

려는 노력과 내실 있는 예산의 활용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문화지구 관리와 지원의 폐쇄적 구조이다. 현재 문화지구

의 지원은 유형 문화자원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범위를 확대하여 지

역별 특성과 관련된 무형 문화자원을 함께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

한 문화지구 관리체계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각 자치구가 관리·운영하

는 방식이며,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시·도지사가 평가를 시

행한다. 그러나 평가가 부실하고 결과가 환류(feed-back)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가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평가 지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지구는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한 문화

지구는 예산을 삭감하는 성과·예산 연동제를 도입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요구하는 등의 강화된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49)

네 번째는 문화지구 운영에 대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의 협

력이 필요하다. 문화지구는 지자체에서 지정을 요구하면, 광역자치단체인

48)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지구별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인사동 문화지

구에 9억원, 대학로 문화지구에 5억원, 서초음악문화지구에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며 

이 중 인사동 문화지구는 3억원, 대학로 문화지구는 2억원, 서초음악문화지구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행사와 축제 운영에 투입된다.

4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마다 평가하여 ‘우수 문화지구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문화지구가 실효성이 없

다고 인정될 때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시사항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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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승인하여 지정이 확정된다. 관리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지자

체가 담당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일정부분 위임

하고 협력한다. 그러나 문화지구의 운영과 관리를 지자체에서만 수행할

경우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 광역자치단체(서울시)의 도

시계획 등과 연계하여 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을 문화지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고 우수 문화지구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지구

공모제 등을 시행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의 유기적인 정책 연

계가 이루어진다면 문화지구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지구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 서울시 문화지구의 유형

을 분류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도출한 유형별 문화지구 관리방안을 토대

로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계획 개선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9] 문화지구별 관리계획 개선방안

인사동 문화지구는 골목길과 한옥, 골동품과 고미술 등 역사·문화적

가치 있는 문화예술자원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문화지구

로 분류했다. 그리고 전통문화지구 유형의 관리방안을 인사동 문화지구

구분 관리계획 개선방안

인사동 문화지구

-문화재간의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한옥, 문화재 관리 전문가 자문프로그램 운영

-개발규제에 대한 주민 설득 방안 계획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 세분화 및 인센티브 차등 적용

-공연예술클러스터의 활용 및 공연전문인력 육성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예산 확보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 내 문화산업 사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문화산업 폐쇄성 극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작

-문화산업 유입 위한 공간제공 및 창업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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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입하여 관리계획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인

사동 문화지구에는 역사적 장소와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문화자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화재간의 연계와 스토리텔링을 활

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권장된다. 또한 지구 내에 120여개의 한옥과

보존 가치가 있는 가옥의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표준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의 경우 전통문화자

원 보존을 위해 지역의 개발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의 이해와 합

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학로 문화지구는 밀집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예

술행사가 펼쳐지는 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지구로 분류했

다. 그리고 문화예술지구 유형의 관리방안을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입하

여 관리계획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대학로 문화

지구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추가

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전략이 필요하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권장시설

의 성격이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시설을 세분화하고 시설

의 성격과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일회성 행사에 소모되고 있는 문화지구 예산과 더불어 민·관 컨소시

엄 구성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

들고, 대학로 문화지구의 공연예술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육

성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서초음악문화지구는 문화예술시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행사가 활발

한 문화예술지구이면서 악기점·연습실·사진관·드레스샵·공연기획사 등

공연과 관련된 문화산업이 밀집한 문화산업지구이기도 하다. 다만, 서초

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문화산업지구로 분류했다. 그리고 문화산업

지구 유형의 관리방안을 서초음악문화지구에 대입하여 관리계획을 평가

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지역에 문화산업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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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회계, 세무, 법률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해주는 경영 컨설팅이 필

요하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회계, 세무, 법률자문 명목으로 정기적으

로 지출하는 금액을 아끼고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면

문화산업 사업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초음악문화지

구의 문화산업은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역의 문화산업을 홍보하

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한다면 상생을 도모하고 시장의 폐쇄성을 극복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에 대한 공간지원과 더불어 지

역의 문화산업종사자를 활용하여 전문기술 교육과 창업컨설팅을 병행한

다면 예비창업자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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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문화지구는 2000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인사동을 모

델로 설계된 문화지구 제도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개 지역이 지정된

상태다. 3년에 한 번씩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지구 운영성과

평가 및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지구 제도가 도입 목적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

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지구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문화자원의 보존에 실패하고 문화지구의 상업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문

화시설과 관련업종의 생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문화지구 제도는 필요하다. 건축과 도시계획은 시장경제에 따라 추진

되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경제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문화지구 제도는 지역 및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문화라는 추상적 가치를 지원하는 최초의 제도이며 갈

수록 상업화되는 문화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문화지구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오랜 기

간 갱신되지 않은 문화지구 제도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방법

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김연진 외(2017)의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문화지구 지정 지역의 운영현황 분석결과 “핵심 보호업

종의 약화, 문화지구의 관광지화·상업화, 경관변화, 인사동 중심의 제도

적용 한계, 지원 혜택의 편향성 및 실효성 부족, 권장시설·금지업종 지정

한계,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지원 수단의 부재, 관리·운영체계 부

실, 지역 주민 등 커뮤니티의 약화, 재정 불안정성, 문화지구 대내외적

변화 미반영, 관리계획과 평가의 순환·연계 체계 미비 등”을 현재 문화

지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했다.50) 그리고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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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문화지구 운영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

역별 문화자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Site-Specific)으

로 수립하지 않고 문화지구 각각의 핵심가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포괄적

인 사업계획과 지원, 규제가 담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기인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문화지구 제도 문제점의 개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위

하여 문화지구를 문화자원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문화지구

의 유형별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했다. 각각의 문화지구별로 전

문가를 위촉하여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이상적이겠으나, 이 경우

많은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며 문화지구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지구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문화지구의 유형과 분류기준을 도출했다. 그리고 해외문화지구 사례를

문화지구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도출했다.

단,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지구 관련법과 제도에 의해 정해져 있는 관리

계획 포함사항은 제외했다. 또한 서울시의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

지구,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분석하고 문화지구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 전통문화지구, 문화예술지구, 문화산업지구로

분류했으며 앞서 도출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대입하여 평가했다. 이를 통

해 현재 수립되어 있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찾고, 나아

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문화지구의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지구의 지정 단계에서 후보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자원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지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관리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현재 문화지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현재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및 이후로

50) 김연진 외, 2017,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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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로 지정될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령」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

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관리계획)를 “문화지구의 유형

별 분류기준에 따라 문화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참고하

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도화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인사동 문화지구와 대

학로 문화지구는 문화지구 지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문화지구 외

부평가 및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지구 관리계획과 운영 실적

을 평가할 수 있었으나 서초음악문화지구의 경우 최근에 지정되어 외부

평가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내부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먼저 지정된 두 문화지구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향후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운영

실적과 자료가 축적된 이후 서울시 문화지구에 대한 비교연구가 추가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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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district is a system designed to foster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industries, promote specialized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preserve cultural resourc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2000, the system was designed based on Insa-dong,

and six regions are currently operated as cultural districts. The

cultural district system has been around 20 years since its enactment,

but it has not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urban and

cultural environment due to the lack of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since it was modeled on Insa-dong, there is a limit to en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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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on and cultural resource characteristics of other cultural

districts. Therefore, the current cultural district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preven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region and

preserv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sources. Nevertheless,

the cultural district system is necessary. The cultural district is the

first system to support the abstract value of culture in terms of

regional and urban planning, and is a means to preserve the

increasingly commercialized cultural district.

This study began with a problem consciousness that the cultural

district system does not reflect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sources. The cultural district system is

operated by a management plan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 is similarly

formulated in any region regardless of the cultural resource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laws and ordinance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Cultural Districts」

specify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 and if the details are included, approval of the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 is not difficult. Therefore, the six area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sources, but all of them are

operated by similar management plan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re fading, and cultural resources that were intended to

be preserved are being pushed aside by commercial events and

programs. It would be ideal to organize experts for each cultural

district to establish a customized management plan, but in this case,

it is inevitable to inject a lot of resources and it could undermin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he main age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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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the cultural district.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was able to formulate a

management plan autonomousl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nd cultural resources by classifying cultural district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istricts and the

nature of cultural resources. By analyzing prior studies on the

typification of cultural districts, cultural distri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raditional cultural districts', 'cultural arts districts'

and 'cultural industrial districts' and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were compiled. It also investigated cases of overseas cultural districts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type before analyzing the main

points of management of overseas cultural districts by type. In

addition, by combining prior research and examples of overseas

cultural districts, the plan for managing cultural districts by type was

derived. In addition, the three districts of Insa-dong, Daehangno, and

Seocho Music and Culture District in Seoul were classified by type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Insa-dong was classified as a traditional

cultural district, Daehak-ro as a cultural and artistic district, and

Seocho Music and Culture district as a cultural industry district. In

addition, each of the currently established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s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 by type to draw up deficiencies in the

existing management plan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in order to preserve loc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cultural

districts, a close analysis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candidate areas should be preceded at the stage of

designation of cultural districts. Based on this, it was concluded that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cultural districts and establish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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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lans by type are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ultural distri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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