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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무엇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가?

‘네트워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성 연 주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

는 요인은 무엇인가? 비슷한 조건에서 성장한 지역문화 거버넌스 간에

협력적 수준의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 단위로서의 지역이 최근 문화적 생활공간으로 재편되며,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과 역량이 사회의 질의 중요한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라는 이름의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가 진행 중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란 공공(지방정부), 민간(시민사회, 예술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조직 구조를 의

미한다. 그런데 이런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울 자치구 중 민간이 주도해 지역문화 거버넌

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성북과 은평은 최근 민과 관 사이에 갈등

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성북은 지역문화공간

의 위탁운영단체 선정 문제에 관해 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시민들의

‘포스트잇 시위’와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연대로 해결한 반면, 은평은

민간주도성의 상징인 지역축제가 관의 독단적 판단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이에 항의하고 대응하는 민간의 집합적 행동이 발현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 간 차이에 주목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거버넌스에서의 민간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성이 공공의 정책 의제

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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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거버넌스에서 공공의 시스템 구축, 자원 도입, 제도화의 노력이 민간

의 자율성과 참여를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요약하면, ‘사익이 공익이 되고, 공익이 사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거버넌스의 제도, 체계, 구

조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협력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는데, 갈등 중재

를 위한 조직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로부터 의도한 협력적

행위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버넌스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

와 달리 이 연구는 행위자의 행위성(agency)을 통해 거버넌스의 구조가

변화하고 구성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행위자와 제도/

구조는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선행 연구가 주목하지 않은 행위자의

독특한 행위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행위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제

도적, 구조적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제도와 행위자, 다른 말로 거버넌스에서 거시와 미시적 측

면을 연결하는 종합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하였다.

사회자본 이론의 범주 중 퍼트남이 제시한 결속-교량 사회자본 구분 틀

에 맞추어 거버넌스가 어떻게 내적으로 결속과 연대가 강력한 공동체로

조직화되는지, 그리고 외적으로 다양한 행위자 및 자원과 연결되어 궁극

적으로 거버넌스를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는지 설

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는 거버넌스에서 촉진, 매개,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에 주목해, 이들을 ‘네트워커’라고 명명하고

네트워커의 속성과 행위 전략을 정의하여 네트워커를 통한 지역문화 거

버넌스의 활성화를 설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매개자형

전문가를 ‘네트워커’라고 명명하고, 이들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네트워커

는 문화정책/문화기획 분야 뿐 아니라 사회혁신, 도시재생 등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깊은 전문성과 다양한 조직과 집단에서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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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대상과 맥락을 간파하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들은 동시

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자신의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만을 추

구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결과

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통해 공동의 가치인 ‘임팩트(Impact)’를 확장해 간

다. 네트워커는 흔히 추상적인 지식과 가치 체계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

워크의 환경에서 출현하며, 특히 분야의 문법과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신

흥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네트워커의 행

위 전략을 이 연구는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의 4

단계로 정의하였는데, 이중에서 특히 ‘해석하기’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사례처럼 서로 상이한 가치체계를 가진 공공과 민간을 융합하여 협력으

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해독, 번역, 이해의 행위를 통칭하는 과정이다.

둘째, 이러한 네트워커의 속성과 행위성에 기반해 서울의 성북, 은평,

서초, 관악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성북의 사례에서 네트워

커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다. 성북의 네트워커는 민과 관 사이에서 프

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넓은 네트워크 풀을 활

용해 전문성을 연계하였으며, 민과 관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언어를 해석하여 공동의 규범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맡았다. 또한 외부

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문화 거점으로 성북의 문화정책적 정당성을

촉진하였고, 성북 거버넌스 내에서 이런 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협동조합,

워킹그룹의 설립을 도왔다. 반면 은평의 전문가 집단은 시민사회의 결속

력 강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민과 관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심화로 은

평누리축제가 정당성 투쟁에 얽매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서초의 경우 매

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전혀 부재한 상황에서 구성원 간의 이질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상호 간 갈등과 오해가 심화되어 지역문화의 공유지를

만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네트워커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존재

하고 이들을 통해 정보를 유연하게 소통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지만, 예

술가의 낮은 정주성 및 거버넌스의 낮은 결속력으로 인해 지역문화의 미

래를 상상하는 힘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거버넌스에 유입된 예술가가

지속적인 자원으로 남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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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4개 지역의 2019년 공공 문화예술 행사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실제 지역문화 현장에서 다층적인 네트

워크의 자원을 얼마나 동원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커의 존재/활동 유무에 따라 네트워크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관악은 중앙-광역-기초로 하달되는 전통적 전달

체계 구조의 ‘수직적 네트워크’에 해당하였고, 서초는 서초구청과 서초문

화재단을 중심으로 많은 예술단체가 연결된 ‘중앙집권적 네트워크’로 나

타났다. 은평은 몇 개의 시민사회 진영을 중심으로 높은 결속력을 나타

내는 ‘로컬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였고, 성북은 타 자치구문화재단과의

연합이나 전국 단위 문화예술 지원기관과 폭넓게 연결된 ‘수평-확장형

네트워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4개 구 중에서 성북이 다층

적 네트워크의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경계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네트워커는 이론적으로 보면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결속형

사회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교량형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

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소속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람

이다. 이렇게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네트워커

의 역할에 주목해 4개 구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와 호혜성이라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유

지하여 구성원이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교량 역할

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매개자는 교량/매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

니라 동시에 지역 사회에 깊게 배태하여 외부로부터 매개한 자원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종합적으로 공공-민간-네트워커라는 3자 축에서 총 8개의

가능한 유형을 모두 도출하고, 이 중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가장 성

공적인 협력을 이루기 위한 유형으로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 유형을 제

시하였다. 이 유형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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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만으로는 상호 간 이해도와 협력

의 경험이 낮아 갈등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 둘의 중간에 위치한 전문

가 집단인 ‘네트워커’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공공과 민간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공공의 의제가 달성될 수 있는 이상

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지역문화, 거버넌스, 매개자, 사회자본, 문화정책

학 번 : 2016-3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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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최근 ‘지역’이 행정구역의 단위를 벗어나 문화적 삶의 공간으로 확장되

는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골목길자

본론(모종린, 2017)』이란 도서의 유행부터,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의 기조로(서우석·조광호, 2019; 원향미, 2014), 그

리고 카페, 공방 등을 운영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장과(김상현·이한

나, 2016), 대중의 새로운 문화향유의 방식이자 도시문화적 주체의 등장,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의 전면적인 변화와 지역문화의 활성화을 보여주

며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문화 담론의 확산에 주목하며, 지역 간 활성화

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특

히 중앙-광역-기초 단위에서 비슷한 형태와 방식의 지역문화 정책 및

제도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어떤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등

장과 민간주도성의 증진으로 지역문화가 활성화 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

서는 이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즉, 무엇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

는가? 라는 질문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물음이다.

최근 성북과 은평 지역에서 대두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위기 상황을

각 거버넌스가 대응한 사례를 통해, 여기서 말하는 지역문화 활성화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발현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성북과 은평은 모두 서울 자치구 중 민간주도성이 가장 활발한 곳

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자

치구 고유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정책적·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성북은 2018년 세계지방

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서 국제문화상

을(성북문화재단, 2018), 은평은 2019년 예술경영대상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민간주도성에 기반한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의 대



- 2 -

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어 왔다.

이런 두 지역은 최근 지방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일방적 커뮤니

케이션으로 인해 민간의 주도성이 크게 침해받는 경험을 하였는데, 성북

에서는 민관 협치로 설립된 지역문화공간 ‘돌곶이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

영기관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기존 기관의 위탁을

취소하여 지역사회 예술가와 시민들의 거센 항의, 성명서, 포스트잇 시

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지지 성명 등이 이어졌고, 이런 갈등 끝에 민관 협

치 기관이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 반면 민간주도형 지역축제

의 대표 우수사례인 은평누리축제는 개최 10년차가 되는 2020년의 축제

를 코로나19를 빌미로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나, 지역의 문

화예술단체나 지역문화 거버넌스 어디에서도 이런 결정의 전후 과정 어

디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 10여년 간 민관 협

치 거버넌스를 목표로 지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온 성북과 은평

지역에서 민간주도성의 양상이 이처럼 다르게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지역문화 활성화의 세부 추진 전략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

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문화라는 공동의 의제 실현을

위해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합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거버넌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이런 공동의 조직은 민관 파트너십,

민관 협의체, 공동운영단, 거버넌스 등 여러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다. 또

한 거버넌스를 통한 민관 협치의 정책 실현은 문화정책 분야 뿐 아니라

청년, 복지, 교육, 환경, 마을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활발히 운

영되고 있다(여관현, 2017; 정용찬·하윤상, 2019).

그런데 거버넌스란 여기 참여하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개인의 노력과 활동이 결과적으로 개인과 거버넌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와 결과로 연결되는가의 질문이며, 그런 점에서 ‘사익이

공익이 되고, 공익이 사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이 된다. 이를 질문의 형태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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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의 민간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성이 공공의 정책 의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거버넌스에서 공

공의 제도적 개입이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는 거버넌스의 제도, 체계, 구조에 대한 서술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추진 체계를 설명해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저작은 협력적 프로세스의 요소와 메커니즘을 규명한 일련의

연구로(Bryson et al., 2006; Ansell & Gash, 2008; Emerson et al.,

2012), 거버넌스 내에서 조직적 행동, 학습, 피드백이 순환하는 프로세스

를 설명하고 이 프로세스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정리한 분석 틀을 제안하

였다. 이런 구조적 관점에서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의 설명 요소를 예로

들어 보면, ‘행정의 개방성’, ‘민간주도성 증진’, ‘상호호혜적 관계 형성’

등이 있다(서순복·함영진, 2007; 백옥선, 2017; 이수철, 2008; 백현빈,

2018; 한상정, 2019; 안지언·김보름, 2018; 이원재, 2020). 그런데 이런 제

도 및 구조적 관점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설명 요소의 대부분은 당위적이

고 명목적인 관점에서 제안되지만, 이런 요소가 실제 거버넌스 현장에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이에 관한 상세한 메커니즘과 작동 원리를 제

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제도, 체계, 구조가 너

무 강조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해 갈등, 조정, 합의의 실제 주체

로 작동하는 ‘행위자’의 행위성과 역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

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행위자의 독특한 행위성에서 출발해 조직의

제도, 체계, 구조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실제로 이 연구 대상인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다른 분야의 거버넌

스와 달리 조직간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network)가 아니라, 다

수의 개인 예술가와 지역 활동가가 개별 행위자 단위로 참여해 지역 공

동체의 일종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적 관점이 중요

하다. 즉,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자기 조직적인 ‘커뮤니티 거버넌스

(Community Governance)’에 해당하기에(김의영, 2014), 거버넌스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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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도로 접근하는 것 외에, 커뮤니티에서 실제 활동을 조직하고 변화

를 이끌어내는 행위자의 행위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Bevir, 2013).

이렇게 제도와 구조에서 행위자로,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성이 다시 제

도와 구조를 설명하는 거시-미시의 유기적인 연결의 관점에서 이 연구

는 이론적 틀로 ‘사회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의 적용을 제안하

고자 한다. 사회자본 이론은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

용과 자원의 교환/흐름을 통해 집단의 집합적 행동과 결과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미시-거시적 연결이 이미 이론적 개념 안에 내포된 개념이다. 또

한 사회자본 이론은 보통 커뮤니티 안에서 축적되는 개념으로 접근하였

기 때문에 커뮤니티 거버넌스로서의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

기에도 적합한 개념이다. 이 연구는 거버넌스의 행위자가 어떻게 사회자

본을 축적하고 구현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조직적 구조와

제도, 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회자본 이론과 협력적 거버넌

스 이론을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성북(공유성북원탁회의), 은

평(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 서초(줌인서초네트워크), 관악(관악아트위

크 추진단)의 지역문화 거버넌스이다. 서울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서울

문화재단의 동일한 정책사업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조건의 차

이를 최소화하고 거버넌스 자체의 메커니즘에 집중하기 좋은 사례이자,

지방의 도시들에 비해 민간주도성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민관의 관계

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4개 구

모두 예술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도 활발한 지역이므로 최근 서울 지

역문화 정책의 활성화된 맥락 속에서 거버넌스의 활동을 조망하기에도

적합하다.

연구의 자료와 분석 방법으로는, 방법론적 트라이앵귤레이션

(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의 관점에서 질적, 양적 자료를 모두 분석

에 활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다. 문헌자료, 인터뷰자료, 거버넌스

의 연결망자료, 지역문화 관련 통계자료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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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화 거버넌스의 핵심적 차이를 종합적 시각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자본 이론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자 퍼트남(Putnam, 2000)이

제시한 결속형(bonding)·교량형(bridging) 사회자본의 개념에 근거해, 사

회자본의 축적을 구분해 접근하였다. 결속형 사회자본이 신뢰, 호혜성,

참여 등을 통해 집단 내부의 사회자본의 축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면,

교량형 사회자본은 집단 외부에서 이질적 주체들 간의 약한 연결(weak

tie)을 통해 네트워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특히 여

기서 결속형·교량형을 개별화되거나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 두 개

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부연하면, 결속형 사회자본을 통해 교량형

사회자본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다시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유입된 정

보와 자원을 통해 결속형 사회자본이 공고해지는 ‘상호작용적 메커니즘’

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수행하는 매개형 전문가 집단을 ‘네트워커

(Networker)’라고 명명하고 이들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즉,

네트워커가 새로운 자원을 이어주고, 해석적 작업을 통해 상이한 가치를

합의 및 조정하며,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자원 유입을 통해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과 암묵지가 축적되어 경험의

전파를 통해 거버넌스가 확장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연구질문의 형태로 환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관계를 이루

기 위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②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촉진하고 유인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들은 어떻게 공공의

정책 의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개인적 이상과 목표를 함께 달성

하는가?

③ 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역문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며, 어떻게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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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상술한 연구질문에 의거해 선행연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동하는 주

체 및 조직을 기준으로 ‘공공’, ‘민간’,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거

버넌스’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련 연구와 정책의 흐름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공공 영역은 지역문화 활성

화 정책이 처음 논의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주

요 정책의 흐름을 연대순으로 검토하였다. 민간 영역은 1990년대 후반

서구의 창조도시 담론의 영향으로 가시화된 창의인력과 민간주도성을 통

한 지역 개발 논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지역문화를 포

함한 ‘문화 거버넌스(Cultural Governance)’의 특성을 정리하고, 관련 문

헌에서 제시된 민-관 파트너십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의 역사는 관련 법의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을 근거로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문화 개념이 처

음 정책적 의제로 취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문화의 해’

선포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해 공공의 주도성과 추진력이 전

국적으로 확산된 2001년까지를 말한다. 두 번째 시기는 <지역문화진흥

법>이 제정된 2014년을 기점으로 전국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생활

권 단위의 지역문화 활성화가 추진된 현재까지를 말한다. 두 시기는 지

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일한 정책적 의제의 추진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

로 지역문화 개념, 활성화 방향, 세부 추진 방식, 제도적 기반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지역문화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하고 요소별 차이를 시기를 잣대로 정리하여, 최근의 지역문

화 활성화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대한 서술에 앞서 문화정책 및 국토개발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역문화 정책의 태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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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의 시초는 문화공보부가 설립된 1968년과 문예진흥원 설립, <문

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 즉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말한다(김수정, 2018). 군사정권이 독점하던 이 시기 문화정책의

특징은 민족정신 함양, 전통문화 보존, 외교적 관점의 민족문화 홍보로

요약할 수 있으며(김행선, 2012), 국민의 공동체적 문화정체성이 강조되

던 것과 달리 일상의 문화적 삶 또는 공간에 관한 정책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임학순, 2002; 서순복, 2004; 박태선 외, 2015). 반면 이 시기 국토

개발의 명목에서 ‘지역’은 발전주의 개발 전략의 핵심 테제로 작동하게

된다. 고속도로, 철도 등의 국가기반시설 건설과 새마을운동의 마을공동

체 움직임이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의 현대화 바람을 동시에 불러오면서

국토의 균등발전과 도농 간 개발 편차의 감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즉, 7~80년대 문화정책적으로는 지역, 동네, 일상 등이 아직 정책 의제

로 수면화되지 않았지만 동일 시기 국토개발정책에서 지역이 중요한 개

발단위로 포섭되면서 이후 90년대 지역문화 정책의 추진에 요구되는 제

도, 인프라,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 일종의 선행 정책으로서 국토개발정

책과 지역문화정책이 연관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1983년 ‘경제사회

발전5개년’ 수정계획에 문화계획을 국가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목표

1항에 ‘문화시설 확충과 지방문화육성’을 명시된 것을 국토개발과 지역문

화정책의 연결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이원태, 1995).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은 몇 가지 환경적, 제도적 조

건의 변화를 촉매로 첫 번째 정책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첫째, 문화정

책적 측면에서는 1990년 문화부가 설립되어 중앙의 통합적 문화정책 관

리 체계가 구축된다. 둘째,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앙에서 지역으로’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어(1993년 발표, 신한국문화창달 5개

년계획 2항), 지역 단위 정책이 전 정책 영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셋째,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담당할 기초자치

단체의 조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 문화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게 된다(김규원, 2001: 1, 조광호, 2016: 26). 넷째, 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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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도시개발의 결과 심화된 도농 문화 격차가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

두되어, 지방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량지표가 도시개발의 중요한 기준

잣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류정아, 2009; 2012; 박태선 외, 2015). 이를

요약해보면, 지방/농촌의 문화적 환경이 악화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정책,

문화정책 측면에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제도와 정책이 정당성과 당위성

을 획득하게 되면서, 순수예술 및 민족문화 융성을 위시하던 문화정책의

흐름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물리/공간적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었는

가? 건물, 시설, 공간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hardware) 개발’과 중앙

정부에 통제, 관리, 권한이 집중된 ‘하향식(top-down)’ 추진구조를 바탕

으로, 1990년대 지역문화의 물리적, 제도적 기틀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

었다. ‘하드웨어 개발’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의 세 가지

공공문화시설을 전국 시군구 단위에 보급하는 평준화, 보편화 정책을 추

진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 문화의 계발‧보급‧전승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1947년 강화문화관을 시작으로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

정 공포됨에 따라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을 기점으로

확산하여 현재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다. ‘문화의 집’은 문민

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 전국에 건립

된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전시를 핵심 기능

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보, 자료 제공, 회의 등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

행하는 복합 문화예술 시설이다(박영정, 2005). 문예회관은 우리나라 문

화 복지 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한 공간적 상징이었고, 지역 공연 예술

발전의 중추 역할이자 지역 문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에 해당

한다(서우석‧이경원, 2018).

세 종류의 지역거점 문화시설을 플랫폼으로 하여, 중앙정부는 문화관

광부-문예진흥원-한국예술인총연합회 지역지부로 하달하는 하향식

(top-down) 문화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 9 -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설 각각은 지방문화원은 지역예술인(협회),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문예회관은 지역 극단과 예술단체를 상대하

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한동현, 2012), 지역적 특색이나 차이

를 배제한 채 표준화된 사업과 프로그램이 전국을 순회하는 보편화 전략

을 추진했다. 이처럼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의 예산

투입 방식은 지역문화정책의 가장 추진 용이한 직접 전달체계로 기능하

여, 민간주도성이 강화된 최근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드웨어 개발이 전

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표 1-1> 2016년 주요 지역문화 예산의 특성별 비율

(단위: 백만원, %)

* 출처: 조광호(2016: 79)의 표를 재구성

지역문화 활성화 첫 번째 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과 ‘지역격차해소’가 있다. 하드웨어의 전국적 보편화도 지역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지역문

화의 해’를 선포하고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

와 도시이 결합기(박태선 외, 2015)’라고 표현하는 2000년대의 중요한 전

환을 가져온다. ‘지역문화의 해’는 지방 문예회관 운영의 국고지원 확대,

지역문화예술제 개최 적극 지원,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구
분

사업 분야 16년 예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예산총계 192,207 100% 167,482 87.1% 23,700 12.3% 1,025 0.5%
일반회계 22,440 11.7% 8,000 4.2% 13,660 7.2% 780 0.4%

지
특
회
계

생활기반계정 155,306 80.8% 148,566 77.3% 6,740 3.5% - -
경제발전계정 319 0.5% - - 319 0.2% - -
제주특별자치
도계정

3,661 1.9% 3,640 1.9% - - - -

세종특별자치
시계정

536 0.3% 536 0.3% - - - -

소계 159,822 83.2% 152,742 79.5% 7,080 3.7% - -

기
금

관광기금 6,020 3.1% - - 6,020 3.1% - -
문예진흥기금 1,080 0.6% - - 1,080 0.6% - -
체육진흥기금 2,845 1.5% - - 2,600 1.4% 245 0.1%
소계 9,945 5.2% - - 9,700 5.1% 24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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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등의(2001 지역문화의해 추진위원회, 2001)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적 차원의 정책이다. 여기서 핵심이

된 지역거점 문화도시는 특정 지역을 문화적 거점으로 선정하고 주변 지

역에 문화적 재화‧용역‧서비스의 제공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

적 차원에서 이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며(김세훈, 2006: 164), 2001년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역사문화도시(경주), 전통문화도시(전

주), 영상문화도시(부산)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최대 30년의 장기적 문

화도시 조성을 담보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도시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발굴, 콘텐츠의 산업화 및 상품화, 지역문

화 인력 양성, 공간‧시설 건립 등의 방식으로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개

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광주의 사례를 보면, 『빛과 생명의 문화광

주 2020 기본계획』(2000)을 토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07)>을 제정하여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아시

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 중에 있다. 박해광과 김기곤(2015)은 이 사업의

초기 단계에 벌어진 지역의 주요 시민단체와 예술계 사이의 정치적 갈등

을 분석하였는데, 문화도시의 정체성과 의미화에 대한 투쟁이 새로운 문

화 정체성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건조물 및 산업적 성과라는 외형

주의와 개발 패러다임에 집착해 단기간에 가시화하려는 속도전의 양상을

띠었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의 두 번째 시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

정 이후 정책, 제도, 추진 방식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 2014년 이후를

의미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본래 2000년대 초반부터 치열하게 입법 논

의가 전개된 법안으로, 여러 차례 법 규정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2014년

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1).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1) 2014년은 <지역문화진흥법> 외에도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된 해로 문화정책의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전환점의 시기였다.
<문화기본법>은 기존 예술 장르에 국한되어 문화예술의 의미를 한정한 <문화예술진
흥법>을 대체 및 보완하는 상위 법안의 의미를 가지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의 의미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문화적 이슈
를 포괄하고 있다.



- 11 -

실태조사 운영,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문화도시 지정, 생활문화정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의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문화정책

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가장 촉매가 된 것은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확산’

이다(배관표, 2019; 전인석‧채경진, 2019)2). 지역문화진흥법의 법적 근거

를 토대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용이해지며, 2014년 이전에는 광역 단

위에 주로 설립되어 있었던 재단이 시군구 단위에서 확산되어, 기초지역

문화재단은 2004년 7개에서 2019년 87개로 증가했다(배관표, 2019: 1).

재단은 1990년대 구축된 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과 차별화된 운영의

전략을 통해 새로운 지역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기반한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으

로, 과거 문화원, 문예회관이 주로 공간·시설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일

방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뿌리는 식으로 일해온 데 반해,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적으로 종합된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공연장·전시실 등의 공간시설을 갖추고 있

지 않은 재단의 경우에는 기업, 민간예술가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생

태계 조성이 더 중시되었고, 구성적 관점에서 지역의 독특하고 차별화되

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사/연구, 교육/워크숍, 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많은 규모의 인력을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고용해 재단의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는 점에서도

문화원, 문예회관 등과 차이를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시기는 지역문화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특히 강조한다. 과거에는 전통문화유산이나 식문화, 주거문화 등의 지역

2) 본래 문화재단은 후원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관리 및 통제와 거리두
기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체계이다(라도삼, 2003). 상당한 재정을 확보한
상황에서 출범한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대표적인 이 유형에 속한다(라도삼,
2018). 그러나 2010년 이후 중앙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영평가, 관련 법규,
지자체의 관리 감독 등 외부의 위압이 거세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단의 활동 및 운
영 원리가 동일 형태로 수렴하는 ‘신제도주의 동형화’의 결과를 낳았다(김해보·장원호,
2015). 서울시의 경우에도 자치구문화재단의 예산 확보 또는 운영 안정성의 편차가
큰 관계로 대다수 재단은 광역문화재단(예: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결과 정책 설계, 정보 전달, 사업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중앙-광역-기초로
하달되는 전형적인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 체계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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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문화만이 지역문화의 소프트웨어로 취급된 경향이 있다. 반면 두

번째 시기에는 동시대에 걸맞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양한 문화 원

형과 활동을 통해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구성적 관점을 취해 과거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이 스펙트럼을 넓혀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자원을 생산하는 창의인력이 지역문화 전문인력

으로 새롭게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다음으로 ‘상향식(bottom-up)’ 추진 방식 또한 최근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관의 수평적 참여 및 협력을 특징

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제도화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문화

도시 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등에 널리 적용되

며 거버넌스의 홍수를 이루었다. 거버넌스는 때에 따라 민관협의체, 공동

운영단, 추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

기구 안에 지역의 민간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지역정치

에 이미 참여하고 있던 지역활동가, 지역정치인, 지역행정가 등과 복잡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문화정책이 다른 문화정책 영역과는 달리

타사회정책 분야와 휘말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4년 이후 포착된 상술한 변화들은 문화정책 현장의 새로운 이념으

로 대두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와 맞닿아 있다. 문화

민주주의는 예술의 엘리트주의에 대항해 부상한 이념으로, 문화의 다양

한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적 삶에서 예술을 통해 삶의 질, 문화적 권리를

중진시키는 것을 말한다(심보선, 2020: 19-20). 1980-90년대 지역문화정

책은 상술하였듯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화의 보편화를 시도하여, 지역적

특성과 차이를 거세하고 시스템의 일괄적 구축을 시도했다. 전국 시군구

에 동일한 문화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나, ‘순회공연’이란 이름으로 같

은 공연 콘텐츠가 전국을 순회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달리, 문화

정책에서 의미하는 문화민주주의의 목표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있는 그대

로의 모습으로 촉진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

이다. 이를 지역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지역의 풀뿌리 움직

임에서 시작한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개별 취향과 활동을 존중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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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 등으로 문화민주주의적 특성을 요약해

볼 수 있다. 물론 문화민주주의는 2014년을 기준으로 현장에 던져지거나

부상한 이념은 아니다(서순복, 2007; 최미세, 2014). 문화거버넌스 체계

(서순복, 2004), 지역문화 자치화(이원태, 1995: 139), 생활문화(강윤주 외,

2012; 강윤주·심보선, 2013) 등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

구조, 정책, 이념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논의되고 있었고, 2006년

시작한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을 기점으로 현재의 민-관 거

버넌스 형식의 생활문화정책이 만들어진 것 또한 문화민주주의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박승현, 2008; 심보선·강윤주, 2010; 이수철·강윤주,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두 번째 시기의 중요한 전환을 문화민주

주의로 설명하는 이유는, 지역문화정책에 포섭된 다양한 행위자 집단-행

정가, 예술가, 기획자, 정치인, 시민 등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현장을 변화시켜 간다는 점에서 지역문화 현장은

예술의 정의와 기능이 삶과 밀착되어 문화민주주의가 가장 잘 구현되는

현장으로 거듭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2) 창조인력과 민간주도성을 통한 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책의 제도화 과정은 90년대

이후 창의성 개념의 유행과 민간 주도의 지역 개발이 현실화되던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며, 정책적 테제로만 존재하던 지역문화가 현실의 중요한

내기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보

다도 세계화와 지역화 개념의 중첩을 의미하는 ‘글로컬리즘(Glocalism)’

의 영향이 컸다.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동시대적

흐름 안에 수용하면서, 이런 가치의 발화와 표현이 추상적인 수준이 아

니라 명확한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글로컬리즘의 방향성은 세계화, 민주

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던 90년대의 사회적 변화가 일상적인 로컬 단

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이에 더해 사회과학 분야

전반의 창의성 유행으로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등 세부 학문 담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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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자아, 창조경제, 창조산업 등 창의성을 시대를 구원하고 격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받아들이면서(Coy, 2000; Howkins, 2002) 창의성의 원

천인 문화예술적 역량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특히 산업

화가 이미 많이 진전된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Jacobs, 1961; Landry,

2000).

이런 일련의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던 데에는 플로리다

(Florida)의 창조계급 담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Florida, 2002;

2005). 그의 논의는 90년대 시작된 새로운 개발과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창의성,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창조산업, 창조경제, 창조인력 등 기존의

담론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창조계급(Creative Class)’이라는 특정 집단의

개념화, 양성,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로리다는 먼저 창조계급을

예술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의 직업군으로 정의한 뒤 창조계급의 집적이

지역 개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형적 가설을 구체적인 통계자

료를 통해 증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주로 미국 실리콘밸리 등 이미 창조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 지역을 중심으로 통계분석의 정당성, 신빙성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도시간,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창조계급-창조산업-

지역개발 삼자 간의 선형적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미 뿐 아니라

싱가폴, 베이징, 서울 등 수많은 대도시를 창조도시로 탈바꿈하는 거대한

전세계적 흐름으로 작용했다.

물론 창조계급 이론이 긍정적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창조계급의

비판 이론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Peck이 지적한 신자유주의적 지역문

화 개발로 인한 불평등 확산 문제를 포함해(Peck, 2005), 플로리다가 제

시한 창의성 지수의 세부 구성에 대한 비판, 창조계급이 교환과 구입의

대상으로 전락한 문제(Gibson & Klocker, 2005), 또는 창조계급 내에서

직업적 다차원성과 직업간 차이가 배제된 것(Markusen, 2006) 등 다양

한 비판 논의가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계급 이론은 지역개발

의 성공 요인을 공간, 시설, 콘텐츠, 역사 등이 아닌 창조적 역량을 지닌

‘사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여러 도시의 지역개발정책으로 빠르게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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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왜냐하면 창조인력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이나 요소에

비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식해오거나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의도적으로

양성하기 용이하여 자원이 전무한 도시에도 혁신과 전환의 실마리를 제

공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창조계급 이론의 영향으로 혁신클러스터,

문화지구, 컬쳐노믹스 등의 도시 정책이 구현되기 시작하였다(라도삼,

2010; 서울시, 2008). 그런데 창조계급 이론은 상술하였듯이 예술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 아니고 엔지니어, 연구자, 법조인 등 창조성을 보

유한 직업군을 폭넓게 지칭하는 만큼 이론이 촉발된 북미 지역에서는 실

리콘밸리와 같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클러스터에 집중해 논

의된 바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창조계급 이론 수용 초기에는 유사하게

연구자 직군이나 연구단지, 연구클러스터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김수연 외, 2012; 김영인·여홍구, 2009), 그보다는 2010년대 이후 촉발

된 로컬 기반의 예술가, 크리에이터, 기획자, 매개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의 산업과 문화적 풍경이 대폭 변화하게 되면서 창조계급 이론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창조인력의 창조성은 골목, 동네, 생활

권,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구도심의 건물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고(박현희, 2013; 이석환, 2015), 동네 골목마

다 소상공인들의 공방, 카페, 음식점이 동네의 문화적 취향을 새롭게 정

의하였다(윤혜수, 2017; 모종린, 2017; 2021). 로컬 크리에이터, 문화기획

자, 도시기획자, 예술가 등으로 호명되는 이들은, 창의성과 풍부한 경험,

사업가적 마인드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여러 다른 분야의 자원을 매개하고 연결하여 지역의 가시적인 변화를 추

동했다.

창조인력을 통한 지역개발은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 분야의 매개자 담

론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예술노동의 방식이자 공공 지원의 흐름을 인적

자원의 양성과 개발로 전회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매개자는

본래 부르디외가 『구별짓기(1984)』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상징적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영화, TV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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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션, 음악 프로덕션, 갤러리, 문학 등 다양한 장르와 산업에서 문화매개

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매개자를 호명하는 방식 또한 게이트키퍼

(gatekeeper), 브로커, 처방자(prescriber) 등으로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세

분화되었다(Lize, 2016).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처럼 브로커 또는 매개자

의 기능이 확대된 것은 상징성, 불확실성, 또는 모호함으로 표상되는

(Lingo & O’Mahony, 2010; Foster, 2011; Scott, 2012) 문화예술 작업과

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석의 작업(Lingo & O’Mahony, 2010: 50)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흡수하며 아이디어를 함께 공

유하며 실행해가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속한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 클러스터는 더욱

브로커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매개

자가 생산(창작)과 소비, 생산과 유통을 엮거나 창작의 과정에서 여러 다

른 창작자들을 종합해 집합적인 결과물을 내는 과정에서의 브로커 역할

이었다면,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여기에 더해 ‘공공’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하면서 기존의 예술 장(field)의 관습과 언어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

의 해석과 번역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공공의 지원제도 또한 이

러한 매개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개자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초기의 예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 시작

한 ‘지역문화아카데미’는 민간주도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관에서 일방적으

로 인력을 선발, 배출하는 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류정아,

2012). 이후 2014년 10개 지자체에서 시작한 ‘도시재생대학’, 2015년 시작

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2019년 출범한 ‘성남문화재단 지역 문화

기획인력 성장 아카데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기반 로컬

크에이터 활성화’ 사업 등을 거치며(주성진, 2020), 현재의 양성사업은 지

역 민간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이들과 함께 경

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식으로 공공의 예산이 마중물이 되지만 민간

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최대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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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인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자 한다. 문화 거버넌스는 문화예술 분야의 합의와 조정을 위해 정부, 시

민사회, 시장, 학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너스를 말한다

(김흥수, 2004; 전주희, 2018). 문화 거버넌스 논의의 상당수는 축제 추진

위원회를 대상으로, 축제의 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합의와 조정을 다룬다. 축제는 공공 주도, 기업 후원, 시민 참여, 그리

고 콘텐츠를 꾸리고 운영을 담당하는 예술가·예술단체의 구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동시에 상호 간 협력이 축제 개최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논의된

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례가 연구되었다(김흥수, 2004; 문태현, 2005; 윤소

민·정지은, 2017; 송시은·공용택, 2019). 다음으로 도시의 문화 거버넌스

또한 중요한 사례의 한 범주를 구성한다. 여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간

지원조직, 예술가, 시민으로 이해관계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들 간의 수

평적 협력을 추구하기에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문화 거버넌스의 성공 요

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서순복·함영진, 2008; 이수철, 2008;

공용택·김재범, 2011; 박세훈·주유민, 2014; 안지언·김보름, 2018; 이원재,

2020). 마지막으로 국가 문화정책 네트워크 체계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들도 있다(한승준 외, 2012; 박치성 외, 2017; 장웅조·이다현,

2018). 문화정책 분야는 공공의 지원과 주도없이 분야의 성장이 어렵지

만 동시에 여기에 예술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모순적 상황

이 발생하여 공공성, 시장성, 자발성 등의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이며 그

런 점에서 협력적, 수평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대부분 선행연구가 추구하

는 방향성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방향성은 크게 ‘행정의 개방성’, ‘민간주도성 증진’, ‘상

호호혜적 관계 형성’, ‘전문적 매개자의 리더십’의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이 본래 사회적, 정책적 의제의 조정을 위한 새로

운 통치방식을 의미하기에 수평적, 협력적 구조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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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주도성이 근간에 자리하는 데다가 실제로도 공공이 주도권을 가

지는 형태를 우리 주변에서 더 빈번하게 볼 수 있다(Ansell & Gash,

2008). 문화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보면, 서순복과 함영진(2008)은 영국

버밍엄의 사례 연구에서 지방정부가 중심 축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고 논하였고, 백옥선(2017)의 연구도 지방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

직인 지역문화재단 간의 관계 분석에서 사실상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종속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공공의 주도성을 가능한 축소하고 개방적인 행정의 구조가 협력

적 문화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이라는 지적이 여러 사례에서 빈번히 등장

했다(이수철, 2008; 백현빈, 2018; 한상정, 2019). 박세훈과 주유민(2014)

의 부산 또따또가 도시재생 사례 연구는 공공주도성의 축소가 민간주도

성 증진과 실질적 지역개발 및 활성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역설적으

로 보여준다. 부산 또따또가는 공공이 의도적으로 주도성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 부산시 잔여예산의 일부를 예술가들의 자발적 프로젝트로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예산의 규모가 작고 행정이 처음부터 주도

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우연적으로 민간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끌

고 간 프로젝트이다.

이처럼 행정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공공이 더 보완적, 지지적 역할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사

실 별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이의 반대 급부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주도성이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성공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

었다. 송시은과 공용택(2019)은 태국의 쏭크란 축제 사례에서 시민의 자

발적 참여를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공유성북원탁회의

관련 연구에서도(안지언·김보름, 2018; 이원재, 2020) 자발적인 지역문화

생태계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지적하였다. 특히 이원재(2020)의 연구는

거버넌스에서 나아가 ‘커먼즈(Commons)’ 개념을 활용해 공유성북원탁회

의 사례를 문화 커먼즈로 개념화하고, 공동 자원, 시민력, 공통감각, 협치

를 통한 문화 커먼즈의 조성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런데 공공주도성의 축소와 민간주도성의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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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부분인가? 위의 주장은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

한 대전제이자 모토,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성에 해당하지만, 그래서 무엇

으로 공공과 민간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만들며 상호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문태현(2005)은 축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 주체의 전

문성과 지식, 원활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거버넌

스에 몰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 각자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신뢰의 첫 걸음으로써 활발한 커뮤니케

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2017)는 조직 구조의 측면

에서 ‘갈등조정 및 중재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윤소민과 정지은

(2017)은 축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용택(2012)은 서로 다른 주체

가 거버넌스에 참여해야만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공유되고 명확할 때,

자연스럽게 상호 간 협력이 일어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여러 연구 중 조

직 구조, 운영 원리나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매개자의

리더십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 박세훈과 주유민(2014)은 부산 또따또

가 사례는 지역 문화기획자 및 예술가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들

은 행정관료와 예술가, 지역주민의 주체 각각을 설득하여 사업을 한 방

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전주희(2018)는 다른 연구들

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

관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상술한 선행연구 논의는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지점에서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거버넌스의 사례를 단편적 자료에 근거

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테면 극소수의 인터뷰 참여자, 또는 문헌 연구만

주로 활용하여 실제 사례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작동 원리를 다양한 자

료를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 요인의 실제 맥락에 대한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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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호혜성, 신뢰,

개방성, 독립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요소를 작동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부재하다. 전문성을 가진 매개자의

리더십이 작동 원리의 한 요소라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매개자를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유입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매개자의

전문성은 어떻게 구성되며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개념화와

이론화의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과 민간의 주도성은 상호보완적이

기보다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립적 구도로 주로 묘사되었다. 그러

나 이상적인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각

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리더십의 메커니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이론적 자원

이 절에서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커(Networker)라는 고유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배태한

새로운 방식의 브로커를 제안한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은 지금까지 구

조적인 또는 행위자 중심의 설명 방식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거버

넌스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왔으나, 이 연구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적 관점에서 어떻게 행위자의 독특한 행위성이 거버넌스라는 구조의 협

력적 구조로 이어지는지에 관해 ‘네트워커’의 역할로 설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커는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결속·교량·연결형 사

회자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속과 연대를 증진하고,

수평·수직적 차원의 다양한 자원의 교량과 연결을 통해 거버넌스의 전반

적인 규모와 질을 확장해 가는 전문가로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커는 지

역문화 거버넌스가 직면한 협력의 딜레마,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개인-

집단, 예술-사회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차이와 갭을 줄이는 과정을 촉진

한다. 네트워커의 속성과 행위성, 그리고 네트워커가 출현하고 양성되는



- 21 -

독특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 네트워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

였다.

1)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협력의 딜레마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거버넌스는 국가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호명되는 모호하고 열린 개념이다. 거버넌스 연구는 행정

학, 정치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학문분과

와 거버넌스의 대상에 따라 거버넌스 담론의 범위 또한 가변적이고 유연

하게 진화되어왔다(이명석, 2002). 이렇게 거버넌스 개념이 모호성과 유

연성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개념이 발전해 온 이론적 경로

를 몇 가지 단계로 요약해본다면, 계층제적-시장적-민주적 거버넌스로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계층제적 거버넌스는 정부 중심의 위계

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한승준, 2007),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 집단

이 함께 거버넌스에 속하지만 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른 행위자들이 종속

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시장적 거버넌스는 시장에서의 자유로

운 교환을 통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방점을 둔 것으로(Jones

et al., 1997), 주로 기업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에 기

반한 것으로, ‘민주성’, ‘협력’, ‘네트워크’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행위

자들 사이의 ‘중재와 조정의 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한다(Jessop, 1997;

Peters, 2000; Pierre, 2000).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의 수평성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 국가 중심의 위계적, 계층적인 통치 시

스템으로 공공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즉, 국가

주도의 통치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주체

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사회 각 분야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통치시스템으로 자리하게 되었다(G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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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현재 정책 및 학술 담론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는 계층제, 시장, 민주

적 중 민주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적인 정책 결정 및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상호 간 조정과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프

로세스와 구조’를 말한다(Bryson et al., 2006; Ansell & Gash, 2008;

Emerson et al., 2012).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상정하는 협력의 대상은 관

점에 따라,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력(Ansell & Gash, 2008)에서부터 중

간지원조직, 전문가 집단 등의 폭넓은 행위자 사이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Emerson et al., 2012) 여러 층위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정책 거버넌스

는 공공의 주도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고 여기에 민간 예술가 및 단

체를 참여시키는, 즉 공공과 민간 양자 조합에서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정책 분야에서 지금처럼 거버넌스 논의가 주요 화두가 된 것은 그

리 오랜 일이 아니다. 다른 사회정책 분야에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협치, 협력 등 거버넌스를 포함해 넓은 의미의 민과 관이 만나는 작업이

이루어진 반면, 문화정책 분야는 홍대 앞에 위치한 서울문화재단 서교예

술실험센터가 2013년 ‘공동운영단’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건을 계기로 문

화정책 및 사업을 민과 관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 작업의 형태

로써 거버넌스 담론이 촉발하게 된다(서울문화재단, 2021a). 공동운영단

제도는 서교예술실험센터라는 공공의 문화공간을 함께 운영할 민간 주체

를 연초에 7명 내외로 선발하고, 이들이 서울문화재단의 파트너로 일 년

동안 공간의 세부 프로그램 기획을 도맡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처음 공

동운영단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점차 문화정책 사업 운영의 대부분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협치의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서교와 같은 공간 외

에도 축제, 기획사업, 조직,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민관

협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가 다루는 지역문화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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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또한 이렇게 보편화된 문화정책 거버넌스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협력의 딜레마

그런데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 거버

넌스는 몇 가지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딜레마는 구체적으로 ‘조직

적 딜레마(organizational dilemma)’, ‘개인적 딜레마(individual

delimma)’, 그리고 ‘맥락적 딜레마(contextual dilemma)’의 세 가지 차원

으로 구분된다. 먼저 ‘조직적 딜레마’는 공공과 민간, 정확하게는 ‘공공

조직’과 ‘예술가 집단’ 사이의 딜레마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행위자가 공공 문제의 해결이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작업하는 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상이한 집단 간 의식이나 문화의 차

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참여하

는 공공 조직과 예술가 집단은 상당히 상이한 조직문화, 가치체계, 작업

방식, 관습 등을 가지고 있어서 거버넌스라는 체제 안에 형식적으로 함

께 속해있는 것만으로는 상이한 조직문화를 합치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

면, 단순한 회의 진행부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조

직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딜레마적 상황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 거버넌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입장 대립

이나 충돌보다 더 근본적인 언어, 가치, 시스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

로, 입장의 차이를 쉽게 좁히기 어렵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

기 힘들다.

다음으로 ‘개인적 딜레마’는 거버넌스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집단의 목

표를 합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말한다. 거버넌스는 공공

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집단적 목표가

중요하게 제시되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에게도 이 집단적 목

표가 중대한 과업으로 이해되고 인식되는가의 여부는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지역문화를 비롯한 문화정책 거버넌스는 다른 사회 분야와 달리 조

직 간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network)가 아닌 다수의 개인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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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참여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흔히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단체

가 거버넌스에 참여해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과는 다르다. 거버

넌스의 집단적 목표가 개인 예술가에게도 유의미한 목표로 수용되고 조

응되는 공감대와 공유지가 형성되어야만 개인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맥락적 딜레마’는 예술과 공공의 가치 또는 예술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딜레마를 의미한다. 모든 종류의 문화정책 거버넌스가 모두

맥락적 딜레마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예술가의 창작이나 순수예술

의 가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버넌스라면 예술의 가치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맥락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문화 거

버넌스, 공간 거버넌스, 축제 거버넌스처럼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고 운영

하는 프로그램의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두는 경우에는 예술이 어떻게 공공성 및 공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예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상술한 세 가지 차원의 딜레마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차이(gap)가 구

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다. 공공은 개

인적 딜레마에서는 좀 더 집단적 목표를 추구하고, 맥락적 딜레마에서

공적 가치에 집중한다면, 민간은 개인적 딜레마에서는 좀 더 개인적 목

표를 중시하고 맥락적 딜레마에서 예술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쪽에 해

당한다. 이런 행위자 간의 차이를 갈등, 불화, 반목이 아닌 딜레마로 표

현하는 이유는 각 행위자 집단의 고유한 특성이 ‘행정의 장’과 ‘예술의

장’이라는 근본적으로 합치되기 어려운 체질에 기인하고 있어, 설령 거버

넌스에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둘 간의 근본적인 모순이

협치와 협력을 어렵게 하는 딜레마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이 세 차원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효과

적인,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 기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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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해 왔는가? 협력적 거버넌스

의 분석 프레임으로 가장 널리 인용되는 모델은 Ansell과 Gash(2008)의

‘협력적 프로세스(Collaborative Process)’이다. 이들은 단선적이고 선형적

인 기존의 설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비선형적인(non-lineal) 순환고

리에서 구성 요소들 간의 역동적이고 중첩적인 상호작용적 프로세스를

강조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대면 대화-신뢰 형성-헌신-공유

된 이해-중간 성과’로 구성된다. 물리적 만남, 정서적 공유, 실질적 성과

사이를 빈번하고 긴밀하게 오가며 상호호혜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간

다. Emerson외(2012)의 분석 프레임 또한 협력의 요소들이 상호 연결 및

반복되는 순환고리를 ‘협력적 거버넌스 레짐’으로 이론화하였다. 이 프레

임은 협력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특정 행동으로 표출되고 반복

적인 영향력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강조하여, 거버넌스를 정태적

이고 고정된 틀이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산하고 반응하는 동태적인

조직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석 프레임은 거버넌스를 주로 제도, 체계, 구조로 설명

하여 행위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정부, 시민사회라

는 행위자는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협력을 도모할

주체로 서술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협력의 가치는 당위적, 이상적인

가치로 제시될 뿐이다. 마치 제도와 체계만 잘 구축되어 있다면 상이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도와 체계의

구조적인 틀로 협력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 논리 속에서 행위자의 특성이나 행위자 각각의 이해 정도, 또

는 행위자가 거버넌스에서 벌이는 구체적인 활동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제도 안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갈등을 빚어내며 타협과 합의

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Bevir(2013)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이론을 제시한다.

그는 행위자들의 행위는 그들이 가진 신념, 욕구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

로 설명해야 하며, 제도나 규칙이 동일할지라도 행위자에 따라서 제도의

영향이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Bevir 외(Bevi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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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3)는 전통과 딜레마, 그리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신념에 따른 해

석으로 제도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서 전통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맥락으로 작용하며, 행위자는 전통의 영향을 받으

면서 기존의 거버넌스에 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이라는 위기와

딜레마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거버넌스의 제도를 해석하고 변화시킨다.

이처럼 Bevir의 논의는 거버넌스의 설명 논리를 ‘구조에서 행위자로’ 전

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기존의 거버넌스 연구가 제도와 행위자 사이에서 하나의 관점

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 연구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협력

적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융합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제도와 행위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 이유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자율적이고 자기

조직적인 특성에 우선 기인한다고 본다(Rhodes, 1996; Stoker, 1998). 협

력적 거버넌스는 이 체제 안에 속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행위자 사

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특징을 가지는

데, 여기서 거버넌스만의 자율적 규범과 규칙을 통한 스스로의 조직화

과정이 중요하게 발동한다. 이런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기 거버넌

스(Self Governance)’, 커뮤니티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 등으

로도 호명된다(김의영, 2014).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행위자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행위성이 어떻게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지는가의 문제로 귀결

된다. 즉, 거버넌스라는 제도, 체계, 구조에 배태된 행위자는 구조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행위성이 어떻게 제도화된 구조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게 하는지, 미시(micro)와 거시(macro)

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자기조직적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행위성은 구조와 분리되거나 또는 구조를 선

행하고 초월화는 개념이 아니고, 행위성은 제도화된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로서의 특성은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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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화두이다. 일례로 서울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김도형 외(2017)의 연구는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해 연계가 아닌 연대

를 통해 민민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 조직을 구축하는 과정을 분석하였

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한 정용찬과 하윤상(2019)의 연구 또한

운영부문의 다양한 매개 기능을 통해 청년 당사자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이다. 더욱이 문화정책 거버넌스의

대부분은 거버넌스라는 이름에 빗대어 문화정책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버넌스 내부의

자기조직적 규범과 규칙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상정된다.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직면한 세 가지 협력의 딜레마 또한 자기조직적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욱 시급한 해결 과제의 기능을

한다. 만약 거버넌스가 형식적인 의사 결정을 함께 하는 기능에 머무르

거나, 명목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집단 참여 구조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딜레마적 상황이 거버넌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방해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문화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으로 정책과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과정은 공공-

민간, 개인-집단, 예술-사회의 딜레마가 실제 사업의 운영에서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런 딜레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거버넌스의 당면

과제가 된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서 이 연구가 제안하려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

문화 거버넌스가 놓인 세 가지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가.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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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커(Networker)와 사회자본 이론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의 연결과 네트워커

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으로 ‘네트워커(Networker)’3)

라는 독특한 형태의 전문가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Granovetter, 2003).

네트워커는 브로커(broker)의 한 형태이다. 브로커를 흔히 서로 다른 행

위자를 연결하고 매개하여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을 통칭한다면,

네트워커는 다층적, 다차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한 전문성과 경

험을 토대로 혁신적인 시도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

이 속한 생태계의 전반적 성장과 확장을 이룩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즉, 브로커 중에서도 오랜 시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특정한 전문성을 보

유하게 된, 이를 통해 단순한 연결과 매개에서 나아가 가치 창출과 생태

계의 성장을 선도하는 리더가 바로 네트워커이다.

그렇다면 네트워커는 어떻게 거버넌스가 놓인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하

는가? 그리고 이들의 독특한 행위성을 통해 거버넌스의 제도, 체계, 구조

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발전해 가는가? 네트워커의 핵심적인 기능은 바

로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

다. 다시 말해, 네트워커는 결속과 교량 사회자본을 넘나드는 브로커이자

매개자이다.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에 깊게 배태되어 공동체의 결

속과 응집을 돕고, 외부적으로는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확

장하는 작업을 촉진한다.

네트워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사회자본 이론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4). 먼저 결속형 사회자본이란 폐쇄적 네트워크 구조,

3) 일반적으로 네트워커는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 마케팅의 형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우종철, 2008; 곽미송, 2019). 학술적으로 흔히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네
트워킹 활동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McNamara, 2019) 다양한 주체, 공간, 프
로그램 등을 연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바 있다(이무용, 2009).

4) 사회자본은 거버넌스의 개념이 다양하게 이해되는 것처럼 개별 학문분야, 주제, 관심
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모호한 개념이다(Yee, 2015). 예를 들면, 부르디외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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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배타성, 구성원의 동질성에 기반한 것으로 “집단 내부를 향하며

배타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질적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Putnam, 2000:

22)을 말한다. 교량형 사회자본은 열린 네트워크 구조, 집단의 개방성,

구성원의 이질성에 기반하며, “집단 외부로 향해 있고 다양한 사회 집단

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Putnam, 2000: 22)5).

결속, 교량형 사회자본의 요소로 논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결속형 사회자본은 유사한 특성과 속성을 공유하는 동질적 인구 집단

(homogeneous populations)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씨족 공동체나 민족성(ethnicity)을 공유하는 집단이 대표적인 예이고, 음

악축제 관객의 사회자본을 분석한 연구는 같은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는

집단도 동질성에 근거하였다고 보았다(Wilks, 2011). 동질적 인구 집단

안에서는 그들끼리 촘촘하고 강한 연결고리(dense and strog tie)가 만들

어지며, 이 연결고리는 공동체/집단의 외부보다 내부를 향하는 경향이

있어(Walseth, 2008), 다른 집단에는 배타적이고 친밀하고 동질적인 관계

에만 폐쇄적으로 헌신하기 쉽다. 콜만이나 부르디외가 ‘결속’이란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이론적 흐름은 기본적으로 결속에 해당한다.

Lin(2001)은 콜만과 부르디외의 관점을 ‘자원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함’

이라 해석하였는데, 퍼트남이 ‘getting by(주어진 내에서 최대한으로 도

자본을 소속 집단의 관계망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Bourdieu, 1986), 콜만은 닫힌 사
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에 기반한 정보와 자원의 교환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를
사회자본이라 설명하였고(Coleman, 1988), 퍼트남은 사회자본으로 지방정부의 민주주
의 수준 차이를 설명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호혜성,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사회적
규범을 공동의 자원으로써 사회자본이라 정의하였다(Putnam, 1993; 1995). 이러한 사
회자본 개념의 모호성은 사회자본을 접근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방식의 틀을 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위치를 개인/집단으로 구분하거나(Lin, 1998), 구
조와 인지적 수준으로 나누기도 하고(Krishna, 2007), 또는 동질/이질적 연결을 기준
으로 결속(bonding)과 교량(bridging)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Putnam,
2000).

5) 사회자본을 이처럼 내부와 외부, 동질성과 이질성,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의 대립으로
구분하고 이를 ‘결속’과 ‘교량’으로 구분해 명명한 것은 퍼트남이 『Bowling Alone』
에서 처음 시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퍼트남이 두 개념의 차이를 엄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Patulny & Svendsen, 2007: 33). 오히려 선언적이자
당위적 차원에서 두 개념을 제시하였기에 이후 공동체에 대한 현장연구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한 다른 연구들을 통해 결속-교량의 개념이 정교해지고 구
체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 30 -

달하는 것)’라고 표현한 것처럼 결속형 사회자본은 집단 내에 이미 주어

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연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Putnam,

2000).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뢰, 규범이 강화되고(Coleman, 1990), 결

속력, 연대, 응집성이 강화(Adler & Kwon, 2002; Patulny & Svendsen,

2007), 구성원들은 상호 지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며(Onyx & Bullen,

2000),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장 높게 추구하게 된다.

반면 교량형 사회자본은 이질성(heterophilous)에 뿌리를 둔 열린 시스

템(open system)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원을 약하고 넓

게 연결하여(weak tie) 이질적 자원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

다(Patulny & Svendsen, 2007). 결속적 사회자본이 이미 축적된 또는 접

근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한 것과 달리, 교량형 사회

자본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Lin, 2001). 이런

특성을 퍼트남은 getting by와 대비된 관점에서 ‘getting ahead(앞으로

나아가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Putnam, 2000). 즉, 교량형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획득하는 것이며, 이런 과정

에서 정보의 유동적인 흐름과 확산을 도모한다(Patulny & Svendsen,

2007). 교량형 사회자본의 관계 방향은 외부를 향하고 있고

(outward-looking), 새롭게 관계와 자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행동(act)’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속적 사회자본이 폐쇄적이고 배타적

인 공동체의 특성으로 발현되는 것과 달리, 교량형 사회자본은 서로 다

른 행위자들 간의 관용(Onyx & Bullen, 2000)을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

이 더 중요한 의제로 작용한다. 이상 정리한 결속-교량적 사회자본의 특

징을 ‘속성’, ‘목적’, ‘결과’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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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 특성 비교

한편 교량형 사회자본은 연결의 방식이 수평적인지(horizontoal) 또는

수직적인지(vertical)에 따라 교량형과 연결형(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Claridge, 2018). 연결형 사회자본이란 힘, 사회적 계층, 부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층위 및 계급에 위치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를 의미한다(Woolcock, 2001). 연결형 사회자본은 명시적이고 공적이며

제도적인 힘 또는 권위와의 수직적인 연결을 말한다(Szreter &

Woolcock, 2004).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기회와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과의 연결을 뜻한다.

연결형 사회자본은 수평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교량형 사회자본에 비해

더 연결 및 매개의 성과가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거

버넌스 환경에서 수평적, 수직적 연결의 방식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난

다. 거버넌스 자체가 이미 공적, 제도적 목적으로 구성된 공적 조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혁신이나 전환 등을 위해 좀 더 제도적인 권위와 연

결하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거버넌스의 양적 성장과 다양성을 목적으로

수평적인 방식으로 거버넌스의 참여자나 파트너를 폭넓게 구성할 수도

있다.

상술한 결속·교량·연결형 사회자본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살

속성 목적 결과

결속
(bonding)

Ÿ 강한 연결
Ÿ 동질성
Ÿ 내부 지향
Ÿ 헌신
Ÿ 배타적
Ÿ 비경쟁적

Ÿ 신뢰, 호혜성
강화

Ÿ 규범, 정체성
강화

Ÿ 상호 지지

Ÿ 공동의 목표 달성
Ÿ 연대, 응집성
강화

교량
(bridging)

Ÿ 약한 연결
Ÿ 이질성
Ÿ 외부 지향
Ÿ 행동
Ÿ 포용적
Ÿ 경쟁적

Ÿ 다양한 자원 획득
Ÿ 정보의 흐름과
확산

Ÿ 상호 통합

Ÿ 최대의 효과 달성
Ÿ 사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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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세 개념 모두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거리에 해당한다. 우선 결속형 사회자본의 요소인 신뢰와 호혜

성, 상호 간의 공유된 이해(shared value)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자기조직

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규범과 목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기능한다(Ansell & Gash, 2008). 부연해보면, 상이한 행위자들 사이에 연

대와 응집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제공하고 이의 달성을 위

해 서로 헌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해진

다.

그러나 결속형 사회자본 만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않고,

여기에는 교량 및 연결형 사회자본이 필요하다. 물론 결속형 사회자본을

축적하여 거버넌스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하나의 결속적 커

뮤니티를 만드는 목적에는 잘 부합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협력적 거

버넌스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

량형 사회자본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근본적으로 폐쇄적

이거나 제한되어 있는 커뮤니티 또는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끊임

없이 외부의 정책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이나 예상할 수 없는 변수에 대응해야 하며, 거버넌스

가 자리한 사회적 위치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협력적

기구이다.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는 외부의 자원이나 정보와의 계속적인

소통과 연결을 필요로 하고, 교량형 사회자본의 연결과 매개의 기능이

이 지점에서 요구된다. 특히 거버넌스와 연결되는 대상이 수평적인 관계

도 있지만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거나 제도적 권위를 가진

공공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교량형 사

회자본은 연결형 사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더 많다.

결속·교량·연결형 사회자본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이미 이미 이론적으

로도 여러 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Saegert, Thomson & Warren,

2001; Warren et al., 2001; Stone & Hughes, 2002; Leonard, 2004;

Patulny & Svendsen, 2007). 특히 세 개념 중에서도 교량형 사회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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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결속형 사회자본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예를 들면 Portes(1998)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축적된 사회자

본은 구성원에게 공동체의 규범을 과도하게 강요시키고 집단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해 이 둘 간의 배타성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부

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결속형 사회자본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결속·교량·연결형 사회자본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논의한 연구

를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각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실

제로 세 사회자본의 형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예컨대 결속형 사회자본

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량 또는 연결형 사회자본의 효과를 통해

보완되며, 교량/연결형 사회자본이 다시 결속형 사회자본의 축적으로 이

어지는지 그런 구체적인 상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별로 없

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네트워커’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자본 이

론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네트

워커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축적된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있는 존재

이며, 네트워커의 브로커적 활동은 단순한 자원과 정보의 연결을 넘어

커뮤니티 또는 네트워크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네트워커를 결속형 사회자본의 축적만으로 형성된 리더나 전문

가, 지도자로 보기는 어렵다. 네트워커의 핵심적인 행위 전략이 바로 연

결과 매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네트워커는 결속·교량·연결형 사회자본의 융합을 통해 거

버넌스의 내부의 결속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부 자원과 정보를 지속적으

로 연결하고 매개하여 거버넌스에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브로커이다. 네트워커를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당면한 딜레마적 상

황에서의 집단 간 간극과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네트워커의 행위성이 곧

거버넌스 제도와 체계의 변화와 연결되어 행위성과 제도를 매개하는 독

특한 행위자로써 네트워커가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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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의 속성

그런데 네트워커라는 행위자의 근본적인 속성을 인구사회학적 또는 심

리학적 특성이 아닌, 그들이 소속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특

정한 방식의 ‘행위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Anderson & Jack, 2002;

Gartner, 1988), 행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을 모호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연

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커를 그들의 독특한 행위, 요컨대 결속·교량·연결

형 사회자본을 넘나 들며 때로는 네트워크에 배태되고 때로는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관망하며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행위 전략으로 설명하

고자 하지만, 이런 설명에 앞서 간단히 네트워커의 속성을 살펴보는 작

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네트워커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브

로커나 매개자와 다른 것인지, 특히 이 연구가 분석하는 지역문화 거버

넌스는 업계 특성상 문화정책/문화산업 분야에서 양성된 다양한 종류의

매개자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이런 일반적인 문화매개자 및 문화

기획자는 네트워커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비교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네트워커를 더 명확하고 분명한 상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네트워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expertise)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네트워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특정한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네트

워크 안에서의 긴밀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속적 사회자본을

높게 축적하고 있는 행위자이다. 흔히 언급되는 문화매개자는 관객과 예

술작품을 연결하는 중개자, 비평가, 문화기관의 행정가, 예술시장의 유통

업자, 예술생산 과정의 매개자, 예술가와 고용주를 연결하는 매개자 등으

로 분류된다(Lize, 2016). 물론 이런 매개자의 작업에도 해당 분야의 전

문성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특히 비평가와 같은 문화매개자의 경우 더욱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개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런 문화매개

자는 자신의 전문성보다도 예술가-관객, 작품-관객, 행정기관-예술가 등

상이한 행위자와 집단을 ‘연결’, ‘교량’, ‘매개’하는 기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네트워커는 직업적으로는 문화매개자나 브로커로 불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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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르지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쌓아 해당 분야의 특성, 작동 원리

등 분야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개자, 브로커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칭한다.

둘째, 네트워커는 다양성(diversity)에 기반하고 있다. 네트워커는 전문

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조직, 집단, 네트워크 등 여러 작업의 기회를

풍부하게 경험한다. 네트워커가 이처럼 하나의 조직이나 작업에만 매몰

되거나 몰두하지 않고 다양성을 축적하게 되는 것은, 보통 네트워커가

작동하는 신흥(emerging) 분야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과 일의 기회가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며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되고 하나의 고정된 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보다는 새로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네트워커가 처한 노동의 환경은 유연노동, 비정

형노동, 비물질노동의 특성을 지녀, 네트워커가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에 자신을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네트워커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통해 ‘간파지능’을 획득하게 된다.

‘결합 작업(Nexus Work)’이란 용어로 창조적 프로젝트에서 브로커의 역

할을 논한 Lingo와 O’Mahony(2010)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커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넘어 종합(synthesis)하

고 통합(integration)하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 집합적인 창조적 프로세스

에 발생하는 작업의 품질, 직업적 관할권, 변형의 과정의 ‘모호성

(ambiguity)’으로 인해, 브로커의 역할이 일차적인 전달과 연결을 넘어

종합과 통합의 관점으로 확장한다는 논의인데, 이런 점에서 이들이 말한

‘결합 작업’에 요구되는 능력은 간파지능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Lingo와 O’Mahony는 브로커가 행위자들을 연결(tertius iungens)하거나

의도적으로 분리(tertius gaudens)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창조

적 능력을 종합해 집합적 목표를 달성해 간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렇게

연결 또는 분리의 대상을 선택(selection)하는 과정에는 작업의 맥락과

핵심을 간파하고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넷째, 네트워커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보유자로,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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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한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네트워커는

바로 이 지점에서 흔히 논의되는 매개자나 게이트키퍼(gatekeeper), 또는

‘결합 작업(Nexus Work)’에서 언급한 프로듀서(producer)와 차별화된다.

브로커는 모호성(ambiguity)이나 불확실성(uncertainty), 또는 상징성

(symbol)이 산적한 환경에서 어떤 제품이나 작품의 완성을 위해 자원과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연결, 분리하여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자신

에게 주어진 작업의 과업 하나를 완성하고 달성하는 데에 집중한다. 반

면 네트워커의 속성으로 언급한 기업가 정신이란 실험, 혁신, 도전 등의

덕목을 활용하여 내가 속한 네트워크를 계속 발전하고 확장해 가는 미래

적인 지향과 관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커 개인이 성장하고

역량이 확장하는 것은 바꿔 말해 해당 분야,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확장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커는 그런 맥락에서 항상 자신의 이익 그 자체보다

자신의 활동과 행위를 통해 집단·공동체의 공동의 가치를 확장해간다는

점에서 ‘임팩트(Impact)’를 만들어내는 행위자이다. 네트워커가 딜레마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공공

과 민간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인해 쉽게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내

지만, 네트워커의 시선에서 공공-민간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장과 현장이 출현할 것이

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즉, 네트워커는 자신이 배태된 네트워크가 성장해

오며 새로운 임팩트를 계속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경로를 교훈으

로 삼아, 딜레마의 해결이 가져올 긍정적인 임팩트와 네트워크가 한층

더 확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점을 간파하여 자신이 먼저 공공-민간,

개인-집단, 예술-사회의 딜레마의 중간에서 양자를 매개하고 소통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상술한 네트워커의 속성은 네트워커가 주로 출현하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적 맥락 안에서 더 설명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전문 영역과 분야가 교차해 하나의 네트워

크를 이루는 환경에서 네트워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런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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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적 특성은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Complex Network Theory)으로 설

명할 수 있는데(Ferrary & Granovetter, 2009), 본래 복잡계 개념은 완전

성, 견고함, 충분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조직적, 자기강화적 네트워크를

뜻한다. 그러므로 복잡계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배타적인 외부

의 자원이 네트워커를 통해 유입되는 게 아니라 다중 역할(multiple

role)을 수행하는 네트워커가 배태된 다차원적인 네트워크의 교집합을

통해 정보와 자원이 오고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분야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Pache와 Chowdhury(2012)는 사회적 기업

가가 관련된 영역을 상업적(commercial), 사회적(social), 공적(public)의

세 영역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영역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중요하

다고 분석한 바 있다.

둘째, 네트워커는 추상적인 지식과 가치 체계로 구성된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 클러스터는 이

미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어주기의 대상이

분명하고 해석이나 해독, 번역의 작업이 개입될 여지가 많지 않다. 반면

지식, 문화, 예술, 혁신, 가치, 실험 등을 키워드로 하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회정책 분야 다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미션에 봉착해 있다. 이런 영역

에서는 네트워커의 ‘간파지능’이 주요하게 작동한다. 공동의 규범과 가치

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재 비어 있는 영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외부 자원

과의 연결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향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과정

인 것이다.

셋째, 위의 특성과 연결되어 네트워커는 이미 완성되고 고정된 커뮤니

티, 네트워크, 거버넌스보다는 생성되는, 형성되어 가는 신흥(emerging)

분야에서 더 영향력을 가진다. 아직 조직이나 집단의 규범, 규칙,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을 때, 네트워커의 교량 역할을 통해 자원이 외부

로부터 연결되고, 네트워커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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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의 행위성

네트워커의 속성과 네트워커를 출현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에 이어

네트워커의 행위성을 살펴보면,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의 네 단계로 요약해볼 수 있다. 먼저 네트워커의 가장 중요한 행위

는 ‘이어주기’이다. 연결, 교량, 연계 등 다양한 의미로 불리는 ‘이어주기’

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교량적 사회자본의 핵심 기능이다

(Lin, 1998; 2001). 그러나 그라노베터가 단순히 이질적인 자원의 연결을

통해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자원이 연결되는 것에 주목한 것과 달리

(Granovetter, 1973), 네트워커는 그들 각자가 소속된 사회적 관계 속에

배태한 자원, 즉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이어주기를 시도할 대상

을 정확히 ‘간파’하고 외부에 있는 자원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린다

는 점에서 다르다(Lin, 2001: 25).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연구한 페라리와 그라노베터(Ferrary & Granovetter, 2009:

345-346)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투자할 스

타트업을 선정하는 이어주기의 과정을 ‘선택 기능(selection function)’의

수행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시장이 먼저 어떤 회사의 성공/성장을 선택

하기에 앞서 벤처캐피탈리스트가 해당 분야에서 쌓은 경험, 노하우, 전문

적 지식을 통해 투자할 회사를 ‘선택’하는 행위를 통해 혁신적인 복잡계

네트워크에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투자자 및 각종 이해관계자와 연결되는

지 선택하는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네트워커의

‘이어주기’도 주어진 네트워크/거버넌스 환경에서 어떤 자원들의 연결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들이 경험,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

로 결과를 미리 예측, 간파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이어주기는 ‘해석하기’의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작동한다. ‘해석하기’는 상이한 행위자들의 가치 체계를 네트워커의

다차원적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해독(decoding), 번역(translating), 이해

(understanding)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석하기는 상이한 행위자들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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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연결하고 이어주는 단계에서 발휘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된 행위자

들이 주어진 네트워크/거버넌스 환경에 더 신뢰를 가지고 헌신하는 행위

자로 거듭나는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하기는 교량적

사회자본을 통해 결속적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주요 기능에 해당한다. 네

트워커는 과거의 다양한 활동에서 이질적 대상과 계속 교류하고 의사소

통한 경험에서 축적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그들의 개인적 역량이자

전문성으로 축적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가치 체계

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해석하기’를 그런 점에서 ‘간

파지능’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는데, 간파지능이란 외부의 자원이 이미 결

속된 공동체에 갈등없이 유입되고 융합되기 위해 어떤 과정과 단계가 필

요한지, 어떤 해석의 작업이 필요한지 적확하게 간파하는 지능을 말한다.

페라리와 그라노베터의 벤처캐피탈리스트 분석에서 명명한 ‘공동학습기

능(collective learning function)’이 이와 유사하지만(Ferrary &

Granovetter, 2009: 348-350), 여기서는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축적된 지

식이 다른 스타트업이나 다른 단위로 전이되고 옮겨가는 측면에서 공동

학습으로 축적된 지식을 의미한 반면, 네트워커의 ‘해석하기’는 문제 해

결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거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트워커

의 간파지능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무리없이 유입시키고 네트워

크/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더 혁신적이고 파괴적

인 능력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기업가적 차원에서 네트워커는 ‘정당성 촉진’과 ‘경험의 전파’

의 행위를 수행한다. 먼저 ‘정당성 촉진’은 어떤 커뮤니티의 공동의 규범

이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구성원 간 신뢰, 호혜성, 참여, 커뮤니케이션

의 수준이 낮을 때, 외부의 공인된 자원의 유입을 통해 정당성을 촉진하

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술하였듯이 네트워커가 전문적 경험

을 통해 정당성 촉진에 적합한 외부 자원을 ‘간파’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

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네트워커의 명성(reputation)

과 전문성 때문에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뮤니티의

정당성이 촉진되기도 한다. 이는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스타트업을 선택했



- 40 -

다는 것만으로도 실리콘밸리의 다른 행위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

공하는 시그널 기능(signalling function)과도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네트

워커는 ‘경험의 전파’ 기능을 통해 결속-교량의 연결과 매개를 통한 공

동체나 집단의 성장이 다른 단위로도 이식되고 전파되어 총체적으로 어

떤 분야나 영역의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네트워커의 행위성은 결속-교량 사회자본이 상호작

용을 통해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얼

핏 보면 네트워커는 교량적 사회자본에서 의미하는 전형적인 브로커 모

습에 가깝다. 외부 자원을 찾고 발굴해서 연결하고 새로운 자원과 정보

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존 논의의 브로커

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이들의 교량적 행위성이 다시 결속적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다시 말해 “획득된 자원을 유지하고 보유하는” 연대와 응집성

의 커뮤니티로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네트워커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커뮤니티의 외부자가 아니

다. 이들은 소속된 다차원적, 다층적 네트워크에서 배태된 자원을 풍부하

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해당 커뮤니티에 깊게 배태되어 즉흥적

으로 적재적소에 간파지능을 통해 해석하기와 이어주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전략적인 행위성으로 무장한 네트워커이다

(Granovetter, 2003).

여기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네트워커가 어떻게 결속과 교량 사회자본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지는 다음의 두 가지 가설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째, 결속적 사회자본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다양한 자원의 유입 및 외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극복하는 것. 둘째, 커뮤니티의 이질적인 상이한

행위자들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 네트워커

는 네트워크에 강하게 배태된(embedded) 동시에 외부로도 확장되어 있

는 멀티플레이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매개로 하여 위의

두 가지 가설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커는 리더, 기획자, 매개자, 기업가, 사회적기업가, 혁신

가, 창업가 등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다른 행위자군과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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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네트워

커 개념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는 ‘지역문화정책’, ‘지역문화 거버넌스’ 현

장은 이미 기획자, 매개자라는 이름의 지역문화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네트워커는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혁

신·사회정책·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

라서 네트워커가 어떻게 다른 행위자 정체성과 구별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특정 분야의 직업군을 의미하는 ‘문화기획자’는 지역문화 현장의

네트워커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만난 네트워커

대부분이 현장에서 문화기획자란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트워커가 문화기획자가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모든 문화기획자가 자동

적으로 네트워커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기획자 중 한 명

인 주성진은 문화기획자란 “예술가와 컨설턴트의 중간 어디쯤 위치”하는

사람들, 문화기획은 “일상에 작은 사건을 디자인해서 새로운 경험과 선

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주성진, 2019)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사회혁신

분야의 체인지메이커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하게(이승철·조문영, 2018),

문화기획자에게는 ‘디자인적 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통해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고 활성화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런 과정이 네

트워커를 통해 공동의 규범이나 가치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문화기획자는 네트워크에 배태되어 자원을 획득한 존재가 아니

라 문화기획이란 업의 특성을 내재화하고 전문화한 인력이다.

그런 점에서 역시 지역문화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화매개자’란 용

어 또한 네트워커의 직업적 정체성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결속-교량 사

회자본의 연결고리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심보선(2019)은 문화정책과 문

화산업 분야에서 부상하는 문화매개자를 개념과 직무가 내포한 ‘불확실

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매개는 참여자, 표현수단, 사회

구조 사이의 관계를 창조하는 수행적 행위이다. 문화매개자란 지배적 예

술언어에 맞서 피지배자들의 예술 경험을 대변하는 정치석 실천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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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예술기관 바깥의 행위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추상적 지식의 정당

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찰적 매개의 실천

을 통해 맥락을 읽어내려가는 능력이 곧 네트워커의 간파지능이나 해석

하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네트워커는 동시에 기업가적 정체성도 강

하게 소유한 사람들이다. 읽어가고 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적 기회

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Blanchflower & Oswald, 1998: 30).

기업가(entrepreneur) 또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는 네트

워커의 기업가적 면모와 그런 점에서 맞닿아 있다. 혁신적인 사고와 실

험적 시도를 통해 주어진 자본에서 최대한의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낸다.

Davidsson과 Honig(2003)의 연구는 신진기업가를 대상으로 결속, 교량

사회자본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이 기업가의 성

장에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지만 상호관계에는 주목하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기업가 정체성이 네트워커 개념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기업가의 행위성은 기업의 성장과 자본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Blanchflower & Oswald, 1998)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 거버

넌스 또는 커뮤니티의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

회적 기업가는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Mair & Marti, 2006),

혁신을 전유하기보다 확산하며(Lumpkin et al., 2013),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점에서(Pache & Chowdhury, 2012) 네트워커

의 특성을 가장 많이 공유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가의 행

위성의 결과는 광의의 차원의 ‘사회’로 귀속되고, 신뢰, 호혜성, 연대, 응

집성 등의 결속적 사회자본의 가치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

워커의 매개적 역할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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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틀

분석 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거버넌스의 외부 환경’과

‘내부 조건’이다(분석 틀의 왼 쪽에 위치). 거버넌스의 외부 환경이란 지

역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문화역량’과 지역문화를 비롯해 지역의

인구, 산업, 지리적 환경 등 다양한 로컬리티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을 말한다. 이런 외부 환경은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중요한 배경 변수로

작용한다. 예컨대, 마포나 종로구처럼 지역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이

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의 활동을 정의하기

쉽다. 또한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와 같이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베드타

운은 좀 더 가족 중심의 지역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거

버넌스가 추진되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정체성이나 추진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거버넌스의 내부 조건’은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형성 이전에 기본적으

로 해당 지역 시민사회의 구성, 지역정치적 특성이나 지역문화 주체 간

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지역정치라는 보다 광의의 맥락에서 보면 지역

문화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형성된 정치적 움직임이다. 지역에

서 오래 거주하고 활동한 부녀회, 주민협의회 등의 주민자치기구, 2010년

대 초반 마을 단위 정책의 확산으로 만들어진 각종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가 이미 지역에서 지방정부(자치구) 및 지방의회(구의회)와 연계되어 있

기 때문에 지역문화 거버넌스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

문화 측면에서도 지역을 터전으로 활동해 온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협력/

갈등, 힘과 자원의 균형/불균형한 배분 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거버넌

스가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분석 틀의 중심 부분이 공공, 민간, 네트워커의 3자 관계를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먼

저 이 연구는 거버넌스를 공공과 민간의 양자 대척 구도로 보기보다 이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워커의 행위성을 강조하여 네트워커

를 별도의 주체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네트워커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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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일 수도 있고, 민간의 리더일 수도 있다. 네트워커는 그러므로 공공

또는 민간의 소속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매

개와 촉진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한다. 거버넌스는

결속형 사회자본을 통해 내부적으로 ‘조직화(organizing)’를 시도하고, 교

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거버넌스 계속 ‘경계를 확장(boundary spanning)’

해 나가는데, 네트워커는 여기에서 결속형 및 교량형 사회자본의 상호작

용을 통해 조직화와 경계 확장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한

다. 이런 네트워커의 행위성(agency)은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

-경험의 전파’의 네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

는 매개자이지만 동시에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된 행위자인 네트워커의

독특한 행위성은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

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는 특정한 성과와 결과를 도출

하게 된다(분석 틀의 오른 쪽에 위치). 먼저 거버넌스에서 상이한 행위자

들 간의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책

의제를 합의하고 조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거버넌스

는 조직적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이 연구의 분석 틀은 Ansell과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하여 여기서 강조한 ‘순환적 프로세스’로서의 거버넌스 과정에

동의하되(Ansell & Gash, 2008), 거버넌스에서 행위자의 행위성을 드러

낼 수 있는 이론적 전략으로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한 거버넌스의

조직화-경계 확장, 그리고 이 중간에 놓인 매개자로써 네트워커의 역할

을 중요한 설명 요인으로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45 -

<그림 1-1> 분석 틀

5. 연구 대상, 자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 선정의 이유

이 연구는 서울의 성북구, 은평구, 서초구, 관악구의 ‘지역문화 거버넌

스’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공공, 민간, 준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행위자들이 지역문화 활성화와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구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서울에서는 2010년대 초 몇몇 지역에서 자생

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된 뒤, 2017년 신설된 서울문화재

단의 ‘N개의 서울’ 사업을 계기로 25개 자치구 전역에 거버넌스 설립이

확산되었다. 4개 구의 지역문화 거버넌스 명칭은 성북의 ‘공유성북원탁회

의’, 은평의 ‘은평누리축제 조직위원회’, 서초의 ‘줌인서초네트워크’, 관악

의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와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이다. 관악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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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거버넌스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이 둘 모두를 연구대상으

로 하되, 구체적인 문화예술 행사 사례 분석 부분에서는 주로 ‘관악아트

위크 추진단’의 활동과 인터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6)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위의 4개 구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지역문화

역량(community cultural capacity)의 관점에서 4개 구가 차별적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2장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내용 참고). 즉, 지역문화역

량이 우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거버넌스 활동을 모두 대상

으로 하여 지역문화역량의 차이에 따라 거버넌스 활동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맥락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둘째, 4개 구는 지역문화역량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책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문화 정책이 모두 고도화된 지역에 해당하여 견고한 정책적

기반 위에 구현되는 거버넌스의 차별적 특징을 포착하기에 유리하다. 여

기서 말하는 ‘지역문화 정책의 고도화’란 자치구의 구정에서 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자치구문화재단의 운영 방식 등을 의미한다.

4개 구의 구정에서 문화정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다음의

예시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서초구는 자치구 지역축제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리풀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의 ‘은평누리축제’는

전임 구청장인 김우영 구청장의 민관 협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축제이

다. 성북구는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

6) 2010년대 중반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사업이 사회혁신, 사회
적경제, 문화정책,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경우에 따라 이런 사업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관악구의 ‘관악아트위크 추진단’
은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진 거버넌스이고, ‘관악청년문화예
술네트워크’는 사업과의 연계 없이 공공과의 다양한 접점 형성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이 연구를 위해 거버넌스 사례
를 참여관찰하고 조사한 2020년에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의 내부 모임은 활발했
지만 몇몇 토론회나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 외에 거버넌스에서 주관한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관악구청의 예산 지원 외에는 공공과의 접점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연구 분석과 서술에서는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의 사례를 더 집중적으로 다
루게 되었다. 그러나 2021년 관악구 현장의 변화 양상을 보면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
워크’의 규모가 더 확장하고 민간의 참여를 더 촉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다지며 결
정적으로 관악문화재단과도 더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2020년에 비해 지역문화
거버넌스로서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분석한
관악구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맥락, 사례, 분석의 내용은 다분히 2020년의 시점에서 접
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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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의 기관과 성북동 등 마을 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문화 정책

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성북구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악구는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

한 조례(2018.10.25.)」를 지정한 바와 같이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를 빠

르게 정비하였으며 최근에는 문화도시 사업 선정을 위해 구청·구의회·재

단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정책

에 쏟아붓는 관심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

4개 구는 자치구문화재단의 주요 역할과 비전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에 적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현재 22개 구에 자치구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2021년 3월 기준),

재단의 정체성, 역할, 비전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어떤 재단은 최소한의

인력·조직과 예산으로 겨우 운영을 유지하기도 하고, 도서관 운영이 중

심인 자치구문화재단도 있으며, 또는 자치구 산하 공공문화시설의 관리

와 운영이 주 목적이라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서울문화재단, 2021b). 이와 달리 성북, 은평, 서초, 관악은 자치구문화

재단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가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이를

테면 은평문화재단은 은평누리축제 조직위원회가 발전해 민관 협치를 전

문적으로 추진하는 위한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사례로 지역문화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문화재단 최초로 연구 기능을 강화한 연구소

를 내부에 설립하기도 하였다. 성북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재단 설립 초기

부터 민관 협치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인 공유성북원탁

회의를 함께 조직하고 여기에 재단이 직접 참여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지

속하였다. 서초문화재단 또한 은평이나 성북과 같은 민관 협치를 내세운

것은 아니지만 재단이 서리풀페스티벌의 운영 주체로써 서초구청의 문화

정책 의지를 직접 실현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악문화재단은 구청,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론장, 프로그램, 거버넌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4개 구는 모두 예술인이 밀집된 지역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주체의 풀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이 연구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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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말 기준), 자치구별 예술인 수는 1위인 마포구에 이어 성북

구 2위, 관악구 3위, 은평구 4위, 서초구 5위로 연구 대상 지역이 2-5위

에 포진되어 있다. 즉, 이들 지역이 마포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처럼 문

화클러스터가 조성된 지역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클러스터와의 지리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풍부한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등 지역문화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

미이다.

종합하면 성북, 은평, 서초, 관악구는 2010년대 이후 확장해 온 지역문

화 정책과 지역 고유의 로컬리티적 특성,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하는 민간 주체와의 역동적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는 지역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연구대상 소개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설명 방식은 자율성 보장(백옥선,

2017), 거버넌스 내 갈등조정 및 중재 장치의 중요성(강경화 외, 2017),

수평적 참여와 민주적 관계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최영준·박대환, 2008)

등 거버넌스로의 제도와 체계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곧 거버넌스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분석을 통해 상이한 주체 간의 조정, 중재, 민주주

의, 참여 등의 맥락을 드러내려는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프레임

에 집중한 결과이다(서순복·함영진, 2008; 임학순, 2013; 손예령, 2019).

이런 논의에서 그간 배제되어 온 것은 ‘로컬리티’의 시각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놓인 지역적 맥락과 환경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지

역문화 거버넌스 연구가 단일 지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더욱

비교적 관점에서 로컬리티를 드러내야 할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조직으로

서의 거버넌스만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이 절은 이런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접근해, 거버넌스의 역사, 규모, 장르, 조직 체계, 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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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비교분석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모두 지방

정부-지역문화재단-예술가의 삼각 구도를 가진 동일한 형식적 조직체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조직체는 로컬리티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을 통해, 부연하면 지역문화자원의 풍부한 정도, 지역 전통문화유산, 토

착예술가의 습성, 지방정부와의 고착화된 관계 등이 지역문화 거버넌스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로컬리티와 거버넌스의

긴밀한 상호관계는 이 절의 소개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본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접근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먼저 4개구 지역문화 거버

넌스가 형성된 계기, 규모, 주요 활동, 구성원 등 기본 정보에 대한 소개

를 로컬리티와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대상의 시간적 흐름

먼저 성북구의 ‘공유성북원탁회의(이하 ‘공탁’)’는 2012년부터 시작된

재단과 민간의 논의 구조를 촉매로 하여, 2014년 공식 발족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문화 거버넌스이다. 공탁과 다른 거버넌스와의 가장 큰 차이

는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문화재단 대표의 의지와 추진력을 꼽을 수 있

다. 성북문화재단 초대 대표 김종휘(2018: 27)는 “문화협치의 출발점에는

‘최초의 만남’이 있었다”고 밝히며, 성북 기반인 메타컨설팅기획 이승훈

대표 및 문화연대 이원재 소장과 재단 출범 몇 달여 전에 함께 만나 협

치를 꿈꿨다고 말했는데, 거버넌스를 “협치의 플랫폼”으로 인식해 대표

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 예술가와 활동가를 찾고 자문을 구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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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하는 사례이

다.

공탁의 또 다른 특이성으로는 ‘개인’ 기반의 참여 구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터뷰의 모든 참여자들은 이를 공탁만의 독특한 운

영 원리로 이야기한 바 있다. 이를테면 “유명극단의 연출이 아닌 개인

XXX, 컨설팅회사의 대표가 아닌 개인 XXX”이라는 예를 들며, 개인의

개별적 존재와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조직화된 기성의 권력을 공탁 내부

에서 끊임없이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었으며 구성원끼리의 자유로운 인적 자원 교환(공연 스태프, 배우 등)

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탁은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새

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전통적인 지역문화 담론이 역사문화자

원의 개발이나 특정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치우쳐 전개된 것과는 달리(이

인순, 2017; 정지은·장웅조, 2020), 성북은 동 단위 생활권을 물리적 대상

으로 정하고 생활권마다 실제 주민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일상과 조화

를 이루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전략과 담론을 추구했

다(하장호, 2020). 이렇게 만들어진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의 미인도와 월장

석예술마을의 천장산우화극장은 이 사업의 차원을 넘어 공탁이 이룩한

대표적 성과에 해당한다.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간-워

킹그룹-사업’의 3자 체계로 구성된다. 먼저 예술마을의 허브이자 플랫폼

이 되는 공간을 조성하고(예: 미아리고개의 미인도와 미아리고개예술극

장), 이 공간을 중심으로 모인 예술가들이 별도의 워킹그룹 또는 협동조

합을 구성하게 되며, 이 워킹그룹이 주축을 이뤄 성북문화재단 내외의

다양한 기관 사업에 참여해 예산과 자원을 예술마을로 끌어모으는 전략

을 취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공탁이 300여 명이 참여하는 성북 내 대표적인 민간 협치

형 커뮤니티로 활성화되어(이원재, 2018: 39), 2018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국제문화상을 수상한 정량적, 가시적 성과 이면에는 ‘정책결정

자의 의지’, ‘수평적 참여 구조’, ‘생활권 단위 지역문화 구축’이라는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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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고유한 조건과 전략이 중요하게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은평의 지역문화 거버넌스인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은

추위’)’는 가장 오랜 시간 유지된(2010년 발족)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공탁과 유사한 모델로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은추위는 ‘은평누리축제’라는 단일 이벤트를

중심으로 모인 거버넌스이다. 공탁은 다양한 워킹그룹, 축제, 공간, 사업

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확장하는 식으로 거버넌스

를 발전시켜 왔지만, 은추위는 상반기에 축제학교를 운영하여 축제에 참

여할 사람들을 모집 및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름 시기에 축제 추진

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10월에 축제를 개최하는 일련의 축제 진

행 프로세스에 집중한다. 따라서 은평누리축제 외의 다른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기보다 지난 10년 축제를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은추위는 단일축제 거버넌스이지만 본 연구에서 지역 단위 거버넌스로

접근하는 이유는 ‘은평누리축제’가 지역 시민사회의 연결고리이자 시민사

회 역량을 표출하는 공론화된 무대로써 지역사회의 플랫폼 역할을 오래

해왔기 때문이다. 은평누리축제의 역사는 2004년 은평의 9개 단체가 모

여 조직한 ‘어린이날잔치한마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민성환, 2017). 이

행사가 정기화되면서 행사 주관 단체들이 모여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은지네)’를 만들었고, 이런 움직임이 확장되어 2009년 ‘은평상상축제’라

는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진 후 2010년 주민주도형 구 축제로 출범한 것

이 ‘은평누리축제’이다(강화연 외, 2014).

은평누리축제는 예술, 공동육아, 생태, 환경, 여성, 교육, 복지 등 각 분

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가 각자 부스를 맡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광장에 모두 모여 풍물패터울림의 주도로 대동제를 하는 것으로

매년 축제를 마감한다(김의영 외, 2015). 은평의 시민사회는 축제 현장에

서 지난 1년 동안 각 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보여주

고, 문화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은평구민에게는 물리적 플랫폼을 만들어

주며,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함께 은평의 지역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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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소명 의식을 공유한다. 은평의 축제에 대한 언급들, “은평구 시민사

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 고리(김의영 외, 2015: 496)”, “시민사회 1년

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강조한 것이

다. “은평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려면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한 인터뷰 참여자의 말처럼, 은평누리축제는 일개 지

역 축제를 넘어서 은평의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시민사회의 결

속력와 연대를 보여주는 정쟁의 장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은평의 사례가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은추위의 활동을 기반으로 ‘은평문화재단’ 설립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

다. 물론 은평문화재단 설립이 처음 논의되었던 2015년은 이미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뒤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연속적으로 지역문화

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정책 및 지방정치 측면 모두에서 문화재단의 설

립이 당연한 수순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7) 그러나 축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더는 자발적 참여와 봉사에 의존한 은추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축제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담 조직으로 문

화재단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16). 즉,

이 지점에서 성북의 사례는 재단의 설립을 기점으로 민간 주체를 찾고

거버넌스를 구성했다면, 은평은 정반대로 민간주도형 거버넌스가 먼저

설립되고 이를 매개로 재단의 설립이 추진된, 그리고 거버넌스를 이끌어

온 터울림의 홍성민 대표가 재단의 초대 대표로 선임되면서 성북과는 다

른 강력한 민간주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평누리축제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민관 협치 성공 사례 또는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라는 이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6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은평의 시민사회를 대표해 온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듯 은평에서 민과 관이 각자의 영역을

발전시키며 협력 및 공존해 온 역사, 그리고 서울의 경계에 있는 자원이

부족한 자치구에서 지역 활성화를 기치로 문화예술에 부여한 가치와 의

7) 2015년 8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관
련 조례 제정, 2017년 4월 임원진 구성, 5월 법인 설립등기, 6월 직원채용 등 2년 여
의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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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해석해야만 은평의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로컬리티의 차원에서 작동

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서초와 관악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앞서 소개한 성북과 은

평과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매우 다르다. 성북과 은평이 아직 지역문

화정책 및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2010년대 초반, 다소 선

도적으로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 유연한 민관 협치 플랫폼을 실행에 옮

겼다고 본다면, 2019년에 발족한 서초와 관악의 거버넌스는 지역문화진

흥법 등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지역문화 정책이 활성화되어 가

는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등 유관 문화

예술 지원기관의 정책사업을 마중물 삼아 거버넌스가 설립되었다는 점에

서 제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다시 말해, 성북과 은평은 거버넌스의 변

천 과정에서 지역문화 정책이 구체화되고 각종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버넌스와 공적 제도와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본다면, 서초와 관악은 이미 제도화된 공적 체계 속에서 거버넌스의 생

애주기 및 발전 과정을 순수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초와 관악이 비슷한 문화정책 환경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

고, 실제 두 지역에서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운영되는, 특히 거버넌스가

구청 및 지역문화재단과 맺는 관계의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서초구의 경우 2018년 5월 예술의전당 앞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고(서초구, 2018), 자치구 최대 규모 서리풀축제를 2015년을 시작

으로 매년 성황리에 개최 중이며(서초문화재단, 2019a), 초중고생을 대상

으로 1인1악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구정에서 문화예술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구 차원의 접근이 가장 공격적이다. 그러나 ‘줌인서초네트워

크’라는 이름의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동은 이런 구정과는 큰 연결 고리

를 만들지 못한 채 거버넌스의 촉매가 된 서울문화재단의 ‘N개의 서울’

사업 예산으로만 거버넌스가 운영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서

초문화재단의 대표나 서초구청의 관련 공무원이 거버넌스에 가지는 관심

은 크지 않다. 즉, 구정 전반에서 추구하는 지역문화 정책 또는 생태계는

지역에 거주/활동하는 예술가 중심이기보다 클래식 음악을 핵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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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문화 정체성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고, 생태계를 이루는 구성원

개개인의 발굴이나 성장보다는 캠페인의 전방위적 홍보와 확산이 더 큰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줌인서초네트워크’는 거대하고 상징적인 서초의 문화예

술자원 대신 동네 골목에 자리한 작은 문화공간과 주체의 발굴을 목표로

약 2~30여 곳의 문화공간 운영자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조직한다(서초

문화재단, 2019b). 여기에는 공연장, 카페, 책방,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간 운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대가 높은 서초

의 특성상 대부분 4~50대의 안정된 자산, 기반이 있거나 자신의 분야에

서 탄탄하게 경력을 쌓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에 참여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

로 구정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에 동원 및 참여하거나 지역정치의 장에

서 각종 추진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즉 민관 협치의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줌인서초네트워크의 활동은 서울문화

재단 ‘N개의 서울’ 사업에 국한되다 보니 거버넌스 내부 구성원들끼리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이 사업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므

로 거버넌스의 규모나 깊이, 관계와 확장 면에서 성북이나 은평과 동등

한 비교는 불가하겠지만, 한 사업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이

해관계 및 입장의 차이, 갈등의 해소와 합의의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하

기에는 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구정 차원의 문화 정책적 의지가 강한 곳도 아니고

서초처럼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도 아니지만 오랜 시민사회의 뿌리와 전

통을 토대로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청년정책 등 각종 사회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활

발히 운영되고 있고,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동이 이에 견주어 활발하다

보긴 어렵지만 이런 지역적 영향을 받아 구성원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관악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다른 지역과 달리 두 개의 거버넌스가 활동

중이다. 주로 관악구청과 협치 활동을 한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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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관악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 파트너

로 구성된 ‘관악아트위크’라는 두 개의 거버넌스가 개별 운영되어, 지역

문화의 핵심 주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관악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예컨

대 서초는 2015년 서초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시점에 거버넌스가 만들

어지면서 거버넌스의 대등한 공공 파트너가 문화재단이라는 채널이 명확

하지만, 관악문화재단은 2019년 7월에 출범해 이전의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은 관악구청이 파트너로 나서면서 사업마다 개별적 공공-민간 파트

너십이 형성된 식이다. 즉, 관악은 지역문화 정책의 호황기에 신규 설립

된 재단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차별화하는 전략이나 재단과 구청이

관계 맺는 초기의 행정적 변화를 포착하기 좋은 고유한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두 거버넌스는 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성원, 주요 활동, 비

전 및 전략 등은 다르지만, 관악 거버넌스 참여자는 본 연구의 4개 거버

넌스 중 가장 구성원의 나이가 어린 20~30대 초반이 다수라는 점에서 1

인 가구 청년세대가 집중된 관악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은 대체로 지대가 낮은 관악의 장점을 살려 책방, 공연장 등의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 문화공간·시설이 관악에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을 물리적 허브 삼아 다양한 문화예술적 실험을 시도해보고

있다.

따라서 약 20여 명의 구성원 수나,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서초와 관악의 거버넌스는 비슷한 면도 많지만, 거

버넌스를 이루는 참여자의 나이, 장르, 경력, 동기, 활동 양상에서는 인접

자치구임에도 교육·문화·경제적 조건이 판이한 것처럼 전혀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초가 강한 정주성과 안정적

공간 및 자원을 거점으로 자신의 활동과 경력을 유의미하게 발전할 기회

를 추구한다면, 관악은 강한 유동성, 변화, 불안정성 등의 영향으로 새롭

고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의 장으로 거버넌스가 기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4개 구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4개 거버넌스에서 가장 특징적 키워드를 뽑아보면, 성북

은 ‘재단협력형’, 은평은 ‘시민사회주도형’, 서초는 ‘공간거점형’, 관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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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형’ 거버넌스이다.

<표 1-3> 4개 거버넌스 특징 요약

구분

성북
공유성북원탁

회의

은평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

서초
줌인서초네트

워크

관악
관악청년문화
예술네트워크,
관악아트위크
추진단

대표
특성

재단협력형
시민사회주도

형
공간거점형 실험형

설립년도 2014 2010 2019 2019
재단설립 2012 2017 2015 2019
규모 약 300명 약 60명 약 20명 약 20명
연령대 4~50대 중심 4-50대 중심 3-40대 중심 2-30대 중심

장르(분
야)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 비중
높음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중심

서초구
중소규모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기획자
중심

재단과의
관계

재단 주도로
거버넌스 출범
및 거버넌스
초기에 긴밀히

협력

거버넌스
활동이 궤도에
오르면서 재단
설립 추진

재단에서
주관한 사업
파트너의
형태로

거버넌스 구성

재단 및 구청
주관의 사업
파트너의
형태로

거버넌스 구성

주요
참여사업

성북문화재단
사업의

대부분을 함께
기획·운영

은평누리축제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 및

관악구청 주관
협치 사업

2) 연구자료 및 방법

연구방법론 개괄

이 연구는 방법론적 트라이앵귤레이션(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시도하는 혼합분석방법론(mixed-method research) 연구이다. ‘방법론적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어떤 현상(phenomenon)을 제대로 포착하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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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양적, 질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론을 적절히 동원하여, 현

상의 핵심을 간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상의 어떤 부분은 질

적자료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양적자료분석이 용이할 때, 현상을 일관된 자료와 방법으로 접근하기보

다 자료와 방법을 취사선택하여 현상의 메커니즘을 적확하게 설명하는데

목표를 둔다(Morse, 1991).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가지는 분석 대상으로서의 특수성은 분석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도 문헌 자료, 지역문화

관련 통계 지표, 거버넌스 참여자 대상 인터뷰, 거버넌스 관련 네트워크

자료를 모두 자료로 선택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 5장

까지 각 챕터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6장에서

2-5장까지의 개별 분석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 유형화

및 지역문화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서술하였다. 아래 표는 이렇게 작성

한 챕터별 자료 및 방법론에 관한 설명이다. 2장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과 3장의 사회 연결망 분석은 해당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아래에는

논문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인터뷰 자료와 이를 분석한 근거이론

기반 분석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였다.

<표 1-4> 분석 자료의 범주와 논문의 구성

자료 방법론 설명 구성

통계 자료
퍼지셋(fuzzy-set)
질적비교분석

- 제도/시장/시민 역량별
지역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지표

2장

네트워크 자료
사회 연결망 분석
(Netminer
프로그램)

- 2019/1-12 자치구 공공
문화예술행사의 이원
네트워크 자료

3장

인터뷰 자료
근거이론
(MAXQDA
프로그램)

- 거버넌스당 7-8명 1:1
인터뷰
- 총 30명 인터뷰 진행

4-6장

문헌 자료 문헌검토 및 분석

- 거버넌스 자체 발행한
보고서
- 거버넌스 관련 포럼 자료
- 정책연구 보고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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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 분석방법

이 연구는 현실에 기반한 자료에 근거해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

의 도출을 제안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인터뷰 자료의 주요

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Glaser & Strauss, 1965; Strauss & Corbin,

1990; Charmaz, 2006). 현상학, 해석학, 사례연구 등 다양한 질적연구방

법론 중 근거이론이 가지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이 본 연구의 설계에 적

합한 방법론이라 생각하였다.

첫째, 근거이론은 심층적 기술이나 글쓰기를 강조하는 다른 질적연구

의 전통과 달리 양적연구와 유사하게 이론의 도출을 목표로 하여, 양적

자료와 질적자료 모두를 폭넓게 다루는 본 연구의 혼합연구방법론

(mixed-method research)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Lingard, Albert &

Levinson, 2008). 이 연구는 2장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놓인 로컬리티와 지역문화역량이라는 조건적 요소를 드러내

고, 3장에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를 밝힌 후, 4-5장에서 각 사례에

서 도출되는 개념과 이론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의 조직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그런 점에서 근거이론은 2-3장의 양적분석방법

과 동등한 수준에서 자료를 구조적으로 압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환원

하면 이 연구에서 질적자료 분석의 목적은 사례의 심층적인 기술보다는

추출된 코드를 통해 연구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 틀을 구조화하는데 있으

므로, 다른 질적연구 방법론보다 근거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둘째, 근거이론은 코딩을 통해 발견된 개념과 기존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들 사이를 균형 있게 상호참조하여 기존 이론을 개선하고 정련하는

방법론이다(Charmaz, 2006). 이 연구의 5장을 예로 들어보면, 인터뷰 자

료 한 줄 한 줄에서 귀납적으로 개념을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개방코딩

(open coding)’은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동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에 해당

하는 요소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개방코딩에서 다시 상위 범주를 찾는

‘축 코딩(axial coding)’과 이를 이론적 개념으로 구조화하는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은 발굴된 요소를 결속적 사회자본의 이론적 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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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정리하는 작업에 해당한다(도승이, 2005; 권향원, 2016). 이렇게 개

방-축-선택 코딩의 단계를 거치며 연구자가 주어진 자료에서 새로운 이

론을 구성하는 근거이론의 창조적 이론화의 방식은 이 연구가 지향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유형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과 동일한 경로를 거

친다는 점에서 적합한 분석방법이라고 보았다.

실제 분석에는 근거이론 분석방법론에 기초한 질적연구분석 프로그램

인 MAXQDA를 이용하였다. MAXQDA는 한 문장에 관련된 코딩을 입

력 및 수정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코드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의 분석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한 개념을 추출하는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다음

으로 이 과정에서 추출된 코드를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재조합하는

축 코딩 과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의 구축 과정인 선택코딩에

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념화된 이론적 요소를 본 연구의 인터뷰자료와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인터뷰 자료 소개

인터뷰는 2020년 7월 25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약 6개월여간 3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8). 성북 8명, 은평 7명, 서초 8명, 관악 7명의

거버넌스 참여자와 1:1 대면 인터뷰를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하였으며,

이중에서 성북 1명, 관악 2명과는 1회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에

활용된 인터뷰 자료의 수는 총 33건이다. 또한 연구자가 몇 개의 거버넌

스 정기 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하며, 인터뷰 외에도 참여관찰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참여자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 적게는 20여명부

터 많게는 300여명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8)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다.
(승인번호 IRB No. 2102-003-015). 인터뷰가 진행된 기간은 Covid-19 사태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가 엄중히 시행된 때로, 총 인터뷰 수행 기간이 길어지게 된 이유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커피숍 등 만남 공간의 사용이 어려운 기간에는 인터뷰를 진
행할 수 없었다. 모든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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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인터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4개구 인터뷰 참

여자 수와 대상을 균형있게 선정하는 것이었다. 거버넌스 규모가 20여명

수준으로 가장 작은 서초와 관악의 경우 참여관찰의 결과 거버넌스 참여

도 및 몰입도가 높은 ‘핵심 참여자’는 7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어, 성북

과 은평 거버넌스의 ‘핵심 참여자’가 20여명 내외로 더 많지만 분석 자료

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버넌스당 인터뷰 참여자를 7-8명으로 정

하였다.

거버넌스는 민간 예술가, 자치구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

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직이다. 본 연구는 접근성의 제약으로 구청 문

화과 담당자와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고, 민간 예술가와 자치구문화

재단 담당자의 두 집단을 인터뷰하였다. 이 중에서 자치구문화재단 담당

자는 1-3명, 민간 예술가는 6-7명을 지역마다 만났는데, 이렇게 민간 예

술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자치구문화재단 담당자의 경우

조직적으로 동일한 목표, 조직문화, 가치관, 정체성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에 참여하기에 1-2명과의 대화에서 재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자치구는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

는 재단의 담당자가 소수여서 인터뷰가 가능한 풀이 상당히 제한적이었

다. 거버넌스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코어그룹이 형성된

성북(운영위원회)과 은평(집행위원회)은 여기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정보는 아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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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인터뷰 참여자 정보

* 추가인터뷰 실시한 대상

인터뷰에서 참여자의 연령, 거버넌스 활동 경력(연수), 직업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논문에서 비공개 처리를 하

였다. 거버넌스의 핵심 참여자 대부분 지역문화 정책 포럼, 세미나, 행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위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참여자를 특

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구분 번호 상세 정보 인터뷰 일시

성북

A-1* 남성/ 민간 참여자 2020.10.20./ 10.27
A-2 남성/ 민간 참여자 2020.10.13.
A-3 여성/ 재단 담당자 2020.10.15.
A-4 남성/ 민간 참여자 2021.1.6.
A-5 남성/ 재단 담당자 2021.1.11.
A-6 여성/ 민간 참여자 2021.1.13.
A-7 여성/ 민간 참여자 2021.1.15.
A-8 남성/ 민간 참여자 2021.1.19

은평

B-1 여성/ 재단 담당자 2020.9.28.
B-2 남성/ 민간 참여자 2020.10.10.
B-3 남성/ 재단 담당자 2021.1.8.
B-4 여성/ 민간 참여자 2021.1.22.
B-5 여성/ 민간 참여자 2021.2.1.
B-6 남성/ 민간 참여자 2021.2.2.
B-7 여성/ 재단 담당자 2021.2.4.

서초

C-1 남성/ 재단 담당자 2020.8.7.
C-2 남성/ 민간 참여자 2020.8.9.
C-3 여성/ 민간 참여자 2020.8.20.
C-4 여성/ 민간 참여자 2020.9.14.
C-5 여성/ 민간 참여자 2020.9.25.
C-6 여성/ 민간 참여자 2020.10.15.
C-7 남성/ 민간 참여자 2020.10.17.
C-8 남성/ 재단 담당자 2021.1.11.

관악

D-1* 남성/ 민간 참여자 2020.7.25./ 2021.1.17.
D-2 남성/ 민간 참여자 2020.7.27.
D-3 여성/ 재단 담당자 2020.7.30.
D-4* 남성/ 민간 참여자 2020.8.3./ 2021.1.14.
D-5 남성/ 민간 참여자 2020.8.5.
D-6 남성/ 민간 참여자 2020.8.6.
D-7 여성/ 민간 참여자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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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은 다음의 항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semi-structured open-ended question)을 던졌다. 첫째, 인터뷰 참여자

의 지역문화 활동 경험 및 거버넌스 참여 계기를 물었다. 이 항목의 답

변을 직접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거버넌스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항목에 관해 상당한 시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둘째, 거버넌스의 조직적 구조, 이를테면 세부 사업, 정기 모

임, 행사 등의 분위기, 조직 문화, 운영 방식, 규칙 등에 대해 질문하였

다. 3장의 논의는 주로 이 항목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자

신의 개인적 활동과 거버넌스 참여 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본 연

구의 핵심 주제인 거버넌스에서의 사익과 공익의 조율이 내재된 질문이

라 할 수 있다. 넷째, 거버넌스의 정체성 및 비전, 미래 계획과 방향 등

과 함께, 인터뷰 참여자가 생각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징 및 정체성에 대

한 생각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 질문의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6> 인터뷰 질문 구성

구분 세부 내용
지역문화 활동 계기 자치구 거주 여부, 활동 경력(년), 담당 역할, 전문성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세부 조직 및 사업 참여 여부, 거버넌스 조직 특성

개인 활동과

거버넌스와의 관계
거버넌스의 몰입/참여 정도, 거버넌스를 통한 성장

거버넌스의

정체성과 미래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치, 거버넌스의 규범 등

자치구 지역문화 특성

및 정체성
문화시설, 행사, 역사, 인적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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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의 구성

먼저 2장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Community Cultural

Capacity)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역문화역량은 문화시설의 규모·

문화예술행사·예술인 수·문화향유 수준 등의 지역문화 관련 통계 지표를

종합해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제도역량/시장역량/시민역량의 세 차원으

로 구분하였다. 다른 챕터와 달리 2장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성북·은평·서초·관악이 25개 자치구의 전

체적인 지형도 속에서 놓인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중규모(middle-N) 분석에 특화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은 연속형 변수보다는 범

주형 변수나 질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잘

드러나도록 몇 개의 유형을 도출하는 분석 방법이다(Ragin, 2009). 지역

문화 거버넌스는 지역문화역량과 로컬리티라는 토양 위에 활동이 전개되

며, 더욱이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지역문화역량 및 로컬리티적

특성이 곧 거버넌스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기 쉽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작

동 원리 그 자체를 서술하기에 앞서 이처럼 지역의 환경적 조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3장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4개 구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개최한 행사

(event) 정보와 여기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affiliation)로 구성한 이원화

(two-mode) 네트워크 자료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란 지역

문화 거버넌스에 속한 지역문화재단, 구청, 거버넌스에서 주관한 행사로,

대부분 지역 소재 문화시설·공간에서 개최된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 내 민간 공간에서, 민간 주체가 주최한 문화예술행사도 많이 개최

되지만, 이들이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속해 있지 않고, 공공 문화예술 예

산이 투입된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행사 유형으로는 축제·공연·전시·강연·교육·포럼

등이 있다. 분석에는 넷마이너(Netminer) 4.0 버전을 사용하여 이원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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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일원화 네트워크로 변환한 뒤, 네트워크의 밀도, 빈도, 중심성,

클러스터 등의 지표를 분석하였다.

4장과 5장은 문헌 자료 및 인터뷰 자료가 중심이 된 부분이다. 여기서

두 부분의 차이는, 4장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가장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나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네트워커의 행위성을

설명한 내용이고, 5장은 네트워커를 통한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의 상

호작용을 4개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명하였다. 인터뷰 자료의

정리와 분석에는 MAXQD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근

거이론에 기반해 개발된 것으로, 인터뷰 자료에서 ‘코드(code)’를 추출하

는 방식으로 자료를 요약해준다.

인터뷰는 지역마다 7~9명의 거버넌스 참여자를 만나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질문지를 바탕으로 1회 약 2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하

였다. 규모가 작은 관악, 서초는 약 20명의 거버넌스 구성원 중 핵심 참

여자의 수가 7명 정도이므로 이들을 모두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규모가 큰 성북과 은평은 핵심 참여자 중 연령·성별·직업·분야 등을 고

려하여 균형적으로 7명 내외를 선택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4개 구

의 자치구문화재단 담당자 1-2명과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문화재단 담당

자를 더 폭넓게 만나지 않은 이유는 지역문화재단에 따라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가 1명으로 고정된 경우도 있고, 그밖에도 순환 보

직이나 잦은 퇴직으로 인해 담당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기 때문

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 대부분 직원들 간에 거버넌스에 관한 의견, 경

험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1~2명과의 면담이었지만 폭넓은 질문을

통해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넘어선 조직적 차원의 문화, 규범, 정체성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유형화에 관한 이론적 틀

을 제시하였다. 공공, 민간, 네트워커의 세 주체의 힘의 균형을 기준으로

총 8개의 유형을 도출한 뒤, 연구 대상인 4개 구가 이러한 이론적 틀에

서 위치하는 유형의 종류와 특성을 비교 서술하였다. 이에 더해 4개 구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지역문화 정체성에 대한 상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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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문화와 로컬리티

2장은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로컬리티의 맥락 위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적 정체성과 활동을 의미하는 지역문

화는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된다고 보기 사실 어렵다. 물론 2014년 「지

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법상에서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

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제1장 2조)”라고 명

시하였듯이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

어,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또한 그런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삶의 범주는 라이프스

타일, 취향, 직업, 세대 등에 따라 행정구역 범위를 넘나들고 특히 서울

의 생활권은 자치구라는 행정구역 경계보다는 동북, 동남, 서북, 서남 등

권역이 더 실질적인 경계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경계 안

과 밖에서 로컬리티가 형성되는 방식, 그리고 이런 로컬리티와 거버넌스

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행정구역적 경계에 갇

힌 조직이나 제도적 기능에 충실한 기구로 보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거버넌스가 자리하는 실제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를 조망하도록 돕는다.

이런 맥락에서 2장은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울의 자치구를

지역문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관해, 정책과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특정 클러스터나 행정구역으로서의 자치구가 문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의

미를 획득하게 된 배경을 살핀다. 이어서 지역문화역량을 개념화하고 이

를 바탕으로 구성한 지표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역문화 수준을 평가하

여, 이 연구에서 다루는 성북, 은평, 서초, 관악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

교 분석한다. 둘째는, 4개구의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로컬리티적 특

성을 ‘시공간’, ‘사회’, 그리고 ‘예술’의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다.

지역문화역량이 제도·시장·시민의 범주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직접적

인 지표를 담은 것이라면,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 산업적 특성,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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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지형 등은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로컬리티적 요소에 해당한

다. 즉, 지역문화역량과 로컬리티에 대한 서술을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

가 발동하게 되는 환경적 조건을 양적·질적 수준 모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2장의 목표이다.

1. 서울의 지역문화정책과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

지역문화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담론에서 서울은 오랜 시간 논외의

지역으로 치부되어 논의된 바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의 지역문화 담론이

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계승 또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문화적

활동에 치중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 도시의 풍광이 시시

각각 변화하는 수도 서울에 ‘지역’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9). 그런 맥락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역문화의

진흥에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이 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 또한 선정 도시의 거의 대

다수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선정되었다.10)

그렇다면 서울의 문화자원, 문화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떤 관점에

서 진행되었는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명동, 홍대, 을지로, 문래창작촌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 인프라가 밀집된 ‘문화클러스터’에 대한 것이다.

해방 이후 모든 장르예술이 발상한 명동에 대한 지역적 연구가 특정 장

르, 스타일에 대한 관심에서 주로 역사적 서술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면,

90년대 이후 실험예술의 보고인 ‘홍대 앞’은 예술, 예술가, 산업, 공간, 소

비문화 등의 상관관계를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정책, 문화산업 등의 관점

에서 접근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수아, 2013; 이기웅, 2015; 최윤

9) 서울을 지역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연구는 2001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발
간한 『대도시에서의 지역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다. 이후 서울이나 대도
시의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로컬, 로
컬리티가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다시 서울의 골목, 동네, 생활권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0) 2021년 8월 현재 기준 문화도시사업 선정 도시 중 서울의 자치구는 영등포구가 유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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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정민, 2017).

그러나 최근 서울의 지역문화 담론은 문화클러스터를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동네, 골목, 생활권의 일상적인 문화 활동을 강조하는 로컬리티

적 지역문화로의 전환에 놓여 있다. 문화예술 활동이 선도적인 지역에만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동네카페·마을극장·동네갤러리 등 주변

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시설, 프로그램 등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그런 맥락에서 각기 보유한 문화

자원의 수준과 정도는 다르지만, 나름의 로컬리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

하는 방안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한 서울의 지역문화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문화클러스터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문화 개발 담론을 서술한 뒤 로컬리

티적 관점에서 변화한 지역문화의 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을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 체계를 소개하고,

이 체계에 맞추어 25개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 중 연구 대상인 성북·은

평·서초·관악의 지역문화역량을 평가할 것이다.

1) 문화클러스터 개발 중심의 지역문화정책

문화클러스터 담론은 문화예술공간이 밀집되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많은 연구가 축적된 지역은 ‘홍대’를

중심으로 한 90년대 인디문화 클러스터에 대한 것이다. 수많은 연극 소

공연장과 다양한 공공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선 대학로와(양은아, 2017),

1930-70년대 한국의 문화예술을 선도한 명동 일대는(전종한, 2013) 선도

적인 예술이란 상징성이 그대로 지역의 장소성으로 자리하였으나, 예술

의 장르적 특성 위주로 설명되어 지역 발전과는 크게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다. 반면 홍대 지역은 공공 문화예술시설이나 기관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대앞(홍익대학교 앞)에 위치한 다양한 작업실, 연습실, 라이

브클럽, 공연장, 갤러리, 독립서점, 북카페 등의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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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90년대부터 인디음악을 비롯한

실험적 예술의 보고로 자리매김하였으며(김수아, 2013; 주희현, 2017), 예

술인 인구 유입, 지역 상권의 활성화, 공공문화시설의 개발 등 클러스터

를 통한 지역 발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홍대의 문화클러스터로서의 가치가 집중 조명받기 시작한 2000년대 중

반, 정책적 차원에서도 도시의 문화공간, 문화자원의 중요성이 새롭게 가

치를 인정 받기 시작했다. 2002년 부임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단어인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를 새로운 도시발전의

논리로 제시하였고, 서울시장 최초로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인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2006년 발표하였다. 또한 2006년 당선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런 문화정책 기조를 이어 ‘컬처노믹스’와 함께 ‘디자인

노믹스’라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발표했다(라도삼 외, 2009).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컬처노

믹스라고 정의하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총 18조원을 투입, 148개의 단

위사업을 통해 창의문화로 성장하는 서울을 만드는 사업이었다(서울시,

2008). 컬처노믹스는 당시 유행한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에 이론적 토대

를 두고 있는데, 플로리다가 창의인재의 집적과 경제성장의 선형 관계를

여러 사례를 통해 밝힌 것처럼(Florida, 2002; Peck, 2005), 서울 컬처노

믹스 전략 또한 세계의 창조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라도삼,

2008), 테이트모던, 동경 롯본기 아트트라이앵글과 같은 대형 문화공간

건설(조아라·라도삼, 2008)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였

다. 노들섬, 세빛둥둥섬, DDP, 문화비축기지 등의 대형 공공문화시설은

완공된 시기는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오세훈 전 시장 임기 중에 구체화

된 것들이다.

또한 서울 컬처노믹스 전략은 서울 전역에 문화클러스터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문화클러스터를 ‘문화밀집지역’이라 개념화하고, “예술

자원이 밀집해 있거나 문화활동이 밀집하여 이루어지며, 지역적 경관성

및 기호성을 낳는 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문화밀집지역은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대학로처럼 연극 공연장이 밀집된 ‘예술자원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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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한남동처럼 독특한 아우라를 형성하는 ‘문화적 경관형’, 문화적 흐름

을 선도하는 홍대와 같은 ‘선도적 문화활동형’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라

도삼, 2010). 아래 그림의 문화밀집지역 중 평창동, 인사동, 대학로, 서초

동, 문래동, 삼각지가 ‘예술자원 밀집형’이고, 삼청동, 청담동이 ‘문화적

경관형’, 청담동과 홍대 일대가 ‘선도적 문화활동형’에 해당한다.

이런 정책이 의도한 바대로 공공 주도의 문화클러스터를 양산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골목길자본론』의 주요 논의처럼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민간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기반으로 동네의 오래된 골목이

문화적 특색을 담은 골목으로 재탄생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모종린,

2017). 그러나 문화클러스터 또는 문화밀집지역의 성장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보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원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

션’의 문제를 대두시켰고, 초창기 조성되어 가장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인근의 상수, 망원, 연남, 연희 등의 지역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이

주한 홍대 지역뿐 아니라(이기웅, 2015; 최윤영·고정민, 2017), 가로수길

(김필호, 2015), 경리단길(허자연 외, 2015), 성수동(김상현·이한나, 2016)

등 최근 부상한 문화클러스터 대부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림 2-1> 서울시 문화밀집지역

* 출처: 라도삼(201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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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컬리티적 지역문화정책으로의 전환

이처럼 서울의 지역문화를 둘러싼 한 쪽의 논의가 경합적 관점에서 예

술인이 밀집된 거점 지역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적 삶에 대한 지향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삶에서의 문화예

술 활동을 지원하는 담론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이러한

전환은 일반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 수준이 성별, 세대, 직업 등의 인

구사회학적 배경에 관계없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보편적 요구가 증대된 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일 것이다(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8). 그런데 이에 더해 2010년대 중반 이후 로컬리티적 지역문화

가 문화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포섭되면서 이러한 담론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대부분 공공의 주도

로 기초적인 체계가 구축된다는 점에서도 이런 정책적 변화는 중요한 마

중물로 작동하였다. 이 절은 그런 맥락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지역문화정책에서 핵심적인 변화의 지점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적 지역문

화로의 전환이 촉진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전환점으로 전국적으로 문

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문화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도 ‘자치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흐름은 정책/

사업, 법, 기관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과 사업의 관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이 2014년에 발간한 『시

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원래 기조로 추진

하던 예술가 및 창작지원 정책을 시민, 마을, 동네 단위로 전환하는 계기

를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는 이 연구에서 분

석하는 성북과 은평의 사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 서울문화재

단은 당시 서울시가 공격적으로 추진한 마을 및 동네 기반 도시정책의

영향으로 시민문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런 흐름에서 처

음 도입된 사업이 보고서 발간 차년도인 2015년에 시작한 ‘예술마을만들

기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북예술마을 중 ‘정릉예술마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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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범사업을 수행한 뒤 2017년 정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현재까지 서

울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병행하여 서

울문화재단은 2010년대 중반 시민을 중요한 문화정책의 행위자로 인식하

는 관점에서 몇 가지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수준, 유형, 범위 등에 대한 조사로

2014년 처음 실시되어 2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단위 문화자원, 산업 및 정책 현황에 관한 통계 지표 체계를 구축한 <서

울문화지표> 또한 2015년 처음 발간한 뒤 역시 2년 주기로 지표를 발표

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는 이

름의 문화비전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문화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

외에도 노동, 주거, 청년 등 다양한 영역과 문화정책과의 접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동 시기에 서울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정책을 ‘생활문

화’로 개념화하고,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발표 및 『서울특

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2016.9. 제정)』를 제정하여 시민의 자

발적 문화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생활문화정책은 자치구 단

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광역과 별개로 자

치구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주로 시민 동호회와 공동체

활동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자치구문화재단의 설립이 전 자치구로 확산된 지난 몇 년의

변화 또한 대도시의 지역문화를 더욱 로컬리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에 설립된 자치구문화재단 대부분은(2004년 중

구, 2007년 마포와 구로, 2008년 강남) 사실상 광역문화재단이나 문화예

술회관과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차별화되지 않았다. 자치구 소유 문화예

술시설이나 예술단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

에 자치구 단위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구민의 문화향유

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보다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만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기초자치단체 지역문

화재단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2014년 이후 재단의 설립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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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2021년 3월 기준 25개 중 22개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아

래 표 참조). 이 중에서 자치구/자치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

중이 낮거나 공간/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지역

문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만큼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

는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민하게 되어 자치구의 작은 생활권, 골목,

동네 단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표 2-1> 지역문화재단 현황

또한 지역마다 생활권 단위로 접근이 가능한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

대거 조성되어 문화클러스터의 주요 기능으로 여겨져왔던 문화생산을 통

한 문화시장의 창출이 전 자치구에 조금씩 나름의 거점과 기반을 마련하

기 시작했다. 카페문화의 확산 또한 골목의 문화적 경관을 탈바꿈시켰다.

카페, 북카페, 마을책방, 독립서점 등은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팔고, 소규

모 강연회나 공연을 여는 동네 주민의 사랑방으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취향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였다. 공

연장, 갤러리, 박물관처럼 주로 공공에서 조성하던 전형적인 문화시설 또

한 동네의 정체성을 강화한 소규모 공간의 형태로 지역에 자리하여 새로

운 창작 문화를 활성화하기도 하였는데, 신촌극장, 연희예술극장, 서촌

서로,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등의 사례가 있다.

설립연도 문화재단명
2004 중구문화재단
2007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2008 강남문화재단
2012 성북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2013 종로문화재단
2015 성동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2017
강북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2018 동대문문화재단

2019
관악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동작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양천문화재단
2020 강동문화재단, 중랑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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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서울은 자치구 단위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자치구문화재단은 조례,

시행령, 정책, 사업, 시설인프라 등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 제도적 영향력

을 확대해가고 있고, 동네 골목은 세련되고 독특한 문화적 아우라를 체

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재구성되며, 시민들은 가족이나 직장, 이웃에서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사회자본을 취향 기반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동네

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 있다.

3) 지역문화역량(Community Cultural Capacity)

‘지역문화역량’이란 지역사회가 가진 지역문화의 제도 역량, 시장 역량,

시민 역량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 방법으

로 지역문화지표를 분석하기에 앞서 퍼지셋 분석의 이론적 지형으로 지

역문화역량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일컬어 ‘지역문화 수준’, ‘지역문화자본’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기

존의 개념 체계는 지역문화 수준을 정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문화정책, 시설, 프로그램, 예산 등을 개별화된 요소로

접근해 각각의 수준을 산출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준이나 자본이란 개념 대신 ‘역량(capacity)’ 개념

을 사용하여 기존의 개념과 몇 가지 차별화를 시도한다. 첫째, 역량이란

여러 요소가 서로 연결된 방식과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발현되는 관계적

모델(relational model)이다(Chaskin, 2001: 293). 지역사회역량

(Community Capacity) 개념을 고안한 차스킨은 구성요소 간의 관계성과

사회적 과정에 주목하였는데, 지역사회의 행위자 수준을 구별하고 이들

의 기능, 전략, 효과 등 단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비공식적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 또한 차스킨의 접근 방식

을 전제로 하여 지역문화를 단절적이고 개별화된 요소의 종합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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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연결된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발현되는 ‘과정’의 하나로 접근

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문화자본은 동태적이고 고정화된 개념이며 어떤

실체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개념이지만, 본 연구는 역량 개념을

사용하여 지역문화를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힘과

역동성을 가진 것으로 상정한다. 즉, 지역문화는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

니며, 지역사회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

지역문화역량은 제도역량, 시장역량, 시민역량의 세 범주로 구성된다.

제도역량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원하는 공공의 자원과 추진 동력을

의미한다. 제도역량은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과 구청의 역할을 공고

히 하고, 막대한 예산 투입을 통해 지역문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지역문화재단 설립 이전인 1970-80년대부터

이미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지방자치가 본격

화된 90년대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기반으로 주로 제도역량

이 발휘되었다. 시장역량은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작품 및 컨텐츠 생산

자와 공간, 이를 추동하는 예술가와 단체들의 활동을 의미한다. 시장역량

은 지역문화의 상품화,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예술 사업체 및 단체의 경쟁적 성장과 시장성

강화를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역량은 공공이나 민간이 생산하고 제공한 지역문화 플랫폼을 실제 활용

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정도를 말한다.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지역의 정체성이 재생산되고 의미

를 가지며 지역문화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제도역량 및 시

장역량과 함께 지역문화역량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다.

지역문화역량은 상술한대로 관계적 관점에서 각 역량의 유기적인 연결

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부연하자면, 제도역량은 곧 지역의 시장역량이

선순환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는 공공의 제도적 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 75 -

전개되어야 하며, 시장역량은 지역문화가 협소한 문화클러스터로 남기보

다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시민역량 또

한 참여적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시민 자원으로 존재해야만

지역문화가 별도의 개념이나 분야로 남지 않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역

량 강화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2-2> 지역문화역량의 구성 및 관계도

다음으로 25개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규모가 작아 분석에는 중규모(middle-N)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퍼지셋

(fuzzy-set) 질적비교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

은 이론적으로 몇 개의 특성공간을 구성하고, 이 공간에 맞는 지표를 구

성해 특성공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몇 개의 유형을 도출하는 방법이다(지

역문화지표와 분석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부록을 참고). 이 연구

에서 설정한 특성공간은 위의 지역문화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밝

힌 바처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결과유형은 지역문화역량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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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음으로 특성공간의 배열을 위한 유형 개념은 제도역량, 시장역

량, 시민역량이며, 이 유형개념을 설명하는 지수는 몇 개의 변수를 표준

화한 뒤 합하여 산출한다.

먼저 제도역량은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직원 수로 본 문화재단의 규모,

문화예산의 비율, 문화 관련 조례의 수, 그리고 공공이 주최한 문화예술

유통량을 종합해 측정하였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정리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예회관의 수를 더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위해 인구 천명당 숫자로 환산하였다. 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교회,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대부분 소장도서와

이용 정도가 낮아 다른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지역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시설이며, 이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다음의 ‘문화재단 규모’는 직원의 수로 측정하

였는데, 문화재단의 대부분은 구의 출연금 외에도 광역, 중앙의 여러 기

관의 사업에 참여하며, 이런 사업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선발해 운영한다. 그런 점에서 직원의 수는 문화재단의

규모와 활성화, 특히 외부 사업의 참여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에

좋은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문화예산의 비율’은 자치구 전체 세출예산

중 문화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문화관련 조례 개수’는 자치구 문화정

책 제도화에 대한 자치구와 구의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변수이다. 마지막

으로 ‘문화예술 유통량’은 문예연감에 등록된 공연, 전시 등 행사 정보

중 공공에서 주최한 건수를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역량은 민간 문화기반시설 수, 예술인 수, 사업체 수, 단

체 수, 그리고 민간이 주최한 문화예술 유통량을 종합해 측정하였다. ‘민

간 문화기반시설’에는 박물관, 미술관 외에 화랑, 전시공간, 창작공간, 생

활문화지원센터(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마을예술창작소, 그리고 생활예술

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주관)가 포함된다. 이 변수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확산된 민간 문화공간의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특히 2013년 시작된 마을예술창작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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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들을 위한 문턱이 낮은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

하는 공간이기에 시민문화가 강조된 최근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곳이다.

다음으로 ‘예술인 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누적 숫자이다. 이 증명은 예술인 자신의 활동지역이 아니라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된 예술인이 모두 거

주지에서 활동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동네 예술가’라는 개념이 생

겨 활동의 동기나 목표가 자신의 지역과 일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

어 유의미한 지표라고 보았다. ‘사업체 수’는 서울시에 등록된 문화예술

과 관련된 사업체의 규모이다. ‘단체 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 문화

예술 분야의 단체를 합한 수이다. 이 변수 역시 최근 예술과 지역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문화예

술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유통

량’은 문예연감에 등록된 공연, 전시 등 행사 정보 중 민간에서 주최한

건수를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역량은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참여율, 문화환경

자치구 만족도를 종합해 측정하였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서울서베이>

에서 조사한 장르별 관람 정도를 합산한 것이다. ‘문화예술 참여율’은 서

울서베이의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문화환경 자치구 만족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것으로, 자치구

마다 평균 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이상 설명한 변수를 종합해 정리하

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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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문화역량 지수 구성

위의 지수를 구성해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인 4개 자치구는 모두 차

별적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제도·시장·시민 영역

이 모두 우수한 ‘종합 활성화형 문화도시’, 성북은 제도와 시장 영역이

우수한 ‘클러스터형 문화도시’, 은평은 시민 영역만 우수한 ‘풀뿌리형 문

화도시’로 성북과 대척점에 있다. 그리고 관악은 3개 영역이 모두 비우수

한 것으로 나타나 ‘비활성화형 문화도시’에 해당한다(아래 표 참조).

<표 2-3> 유형별 연구대상 선정

변수 출처 기준

제

도

공공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 규모: 직원 수

지자체 문화예산 비율

문화관련 조례 개수

문화예술 유통량: 시각, 공연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시 세출예산

법제처

문예연감

2019

2019

2019

2020

2019

시

장

민간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전시공간, 창작공간, 생활

문화지원센터, 마을예술창작소,

생활예술지원센터

예술인 수

사업체 수

문화예술단체 수

문화예술 유통량: 시각, 공연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

문화지표, 서울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데이터

서울문화지표

문예연감

2019

2019

2017

2017

2019

시

민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참여율

문화환경 자치구 만족도

서울서베이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서베이

2018

2018

2018

구분 특성공간 해당 자치구
3개 영역 우수 제도·시장·시민 종합 활성화형 문화도시 서초
2개 영역 우수 제도·시장 클러스터형 문화도시 성북
1개 영역 우수 시민 풀뿌리형 문화도시 은평
0개 영역 우수 - 비활성화형 문화도시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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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개구의 로컬리티 비교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은 각 세부 영역의 발전 정도가 어떠한지, 다양

한 역량의 조합을 통해 자치구가 가진 지역문화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 지역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로컬리티적

특성을 이해해야 지역문화역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문

화는 지역에 관계된 지리, 공간, 인구, 역사, 정치, 산업 등 다양한 요소

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지

역의 로컬리티를 ‘시공간’, ‘사회’, 그리고 ‘예술’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설

명하였다. ‘시공간’이 지역을 구성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층위라면

‘사회적 조건’은 이런 시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인구, 산업, 환경, 정치, 라

이프스타일 등을 의미한다. ‘예술적 조건’은 앞서 분석한 지역문화역량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으로, 양적 지표로 측정한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예

술 유통, 문화재단의 활동 등이 지역의 시공간이나 사회적 조건과 엮어

지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환경적 요소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1) 시공간의 조건: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징

서울의 자치구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경계 이전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면 1949년 경기도 고양군의 동북

방 일부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하면서 생긴 ‘성북구’는 원래 강북구, 도봉

구, 노원구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서울 동북권의 가장 규모가 큰 자치구

였다. 분구가 된 오늘날 성북구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여

전히 성북구는 강북, 도봉, 노원과 상업지구 및 학군지구를 공유하는 동

일한 생활권에 속한다. 또한 성북구는 한양도성에 맞닿은 지역으로 다양

한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성북동의 간

송미술관, 선잠단지, 최순우 옛집, 심우장, 한국가구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문화자원이 분포해있어 역사문화탐방 등 관광 상품도 개발되어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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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런 전통적인 역사문화자원이 성북구라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조성

되거나 또는 성북구만의 고유한 자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현대 한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측면이 있지만, 성북문화재단에서 ‘문화공간 이육사’를

성북동에 조성하고 낭독극 <264, 그녀가 말하다>를 공연하는 것처럼 지

역문화 거버넌스의 주요 프로그램이자 정체성으로 활용되기 쉽다.

이 연구를 통해 만난 성북의 거버넌스 참여자 대다수는 성북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와 스토리자원,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과 관계된 역사

와 자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아직 성북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공공과 민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북의 풍부한 문화예술 및 역사적 자원을 거버넌스

의 마중물이자 핵심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자원으로 인지

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좀 그 역사가 길어요. 성북동 같은 데가 예술가들

이 원래 이중섭도 여기 살았었고.. 이런 식으로 문학가들이라던가 시각예

술하는 되게 오래된 작가, 예술가들이 성북동을 중심으로 많이 살았고.

또 동네 특징 중에 하나가 서라벌 예술대학이 여기 길음동에 있었거든

요. 그게 중앙대 전신. 그게 60년대에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서라벌 예술

대학이 있다보니 예술대학 재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살았던 분들

이 또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 정서나 문화적 정서 자체

가 예술가들이 일단 거주하고 많이 살면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

분도 있고.”(A-2)

성북은 또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밀려나는, 쫓겨나

는 도심의 주변부라는 인식도 상당히 강했다. 실제로 성북구에는 정릉,

성북동 일대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공

유성북원탁회의가 처음 활동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네트워커를 중심으로

이런 성북구의 취약지역의 대대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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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사 같은 거 해서 뭐 전시회도 했었어요. 일단 성북동이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주거지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성북동

살면 부자 동네 살고, 저 부잣집인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은 달동네잖아요. 그래서 그 달동네 뭐 조사했었냐면 저기 도시가스랑

전기요금이 그... 저기 그 고지서에 나오는 번호만 알면 그 일 년치인가

이 년치인가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는지 도

시가스가... 그니까 월 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

에... 에너지 사용량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

으니까. 또 달동네니까 옥상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옥상을 조사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 30개 정도의 엄청나게 큰 면적이 달동네 옥상으로 있는

데, 그냥 다 방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뭐 꽃 재배도 하고 그런 사업을

구랑 연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A-3)

한편 은평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전형적인 베드타운 지역

중 하나로 성북처럼 두드러지는 역사적, 문화적 특징이 별로 없다. 은평

에 내세울 만한 문화적 자원이 없다는 점은 은평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성북과는 다른 지점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로 작동하였는데, 성북에서는 역사문화 자원이 거버넌스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그리고 지역과 연계하는 지점으로 활용된 반면 은평

에는 역사문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버넌스 기구를 디딤돌 삼아

은평의 새로운 지역문화 자원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동기가 강

력히 작동했다.

또한 은평은 콘텐츠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모 있는 문화예술 행

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유일한 문화공간·

시설인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은평의 문화예술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는 충분하지 않고, 광장이나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이런

측면 역시 은평의 거버넌스 참여자들에게 부족한 공간과 시설을 비관적

으로 바라만 보기보다 오히려 학교 운동장이나 골목, 주차장 같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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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문화적 공간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했다.

“어린이날이나 기념일에 꼭 우리가 용인 에버랜드나 다른 곳까지 가야하

나. 가족들이랑 즐기는 일반적인 문화 생활을 은평에서 할 수는 없는걸

까.”(B-4)

반면 서초구는 1970-80년대 국가의 강남개발정책에 의거해 우면산 일

대에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설이 들어

서고 이 일대 주변에 클래식음악을 중심으로 골목 상권과 음악 관련 가

게가 들어서면서 고급문화 위주의 정체성이 강력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정책적 어젠다로 조성된 시설이 30여년 만에 지역에서 강

력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데에는, 서초구를 비롯한 한강 이남 지역의

동시대 역사가 과거와 단절된 영향도 컸다. 성북구처럼 한양도성 옆에

위치하지 않아 역사문화적 자원과 콘텐츠가 없었던 영향도 있지만, 서초

구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에 원래 자리하고 있던 과거의

역사가 단절된 채 새롭게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이나 역사를 언

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대표적인 자치구로 ‘이

주자들의 도시’라는 로컬리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정착하기에 돈

이 덜 드는 가성비 좋은 도시”라는 인식은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

는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열악한’ 지역이

라는 인식도 혼재되어 있다. 1950-70년대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가

난과 궁핍을 상징해온 관악의 지역 정체성이 달동네의 재개발과 지역 발

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사회적 조건: 지역주민과 정치적 지형

다음으로 4개구의 사회적 조건, 그 중에서도 구청장이나 구의회 등 지

역의 정치적 지형 또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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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추진 능력, 정치적 성향 등이 거버넌스의 향방과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지역 정치가 지방

자치단체장에 의존적인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백옥선(2017)은 지방자치단

체와 지역문화재단간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문화재단이 형

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자율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인 4개구 거버넌스에서도 구청장, 구청, 구의회의 영향

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북은 2012년 성북문화재단 출범

당시 김영배 전 구청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북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지역 정치에 안착한 사례이다. 김영배 전 구청장은 성북문화재단 이전부

터 그의 정치적 신념이자 슬로건인 ‘마을민주주의’를 필두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혁신 등의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만들어왔다. 성북문화재단 출범 과정에서도 김영배

전 구청장은 재단의 대표에게 인사권을 일임하여 구의회나 다른 구청 직

원들과의 논란이 발생했을 때에도 재단 대표가 자신의 신념대로 재단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도움으로 성북문

화재단 출범 당시 급수가 높은 관리자 직군을 다수 채용할 수 있었고,

채용 과정에서도 재단 대표와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혁신 분야

의 민간 전문가가 다수 재단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영배 전 구청장은 재단의 주요 문화예술 사업과 모니터링 과정

에 참여하고 공유성북원탁회의 정기모임, 운동회, MT 등의 행사에도 참

석하여 거버넌스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였다.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역 그 지역사회나 지역 거버넌스. 딱 이

제 거버넌스 말을 한창 쓰기 시작할 때니까. 그쪽이 사실은 자기 좀 주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북문화재단 생겼을 때도 성북

문화재단에 힘을 좀 많이 실어줬어요. 그니까 약간 문화예술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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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근데 사실 그 전에 또 주민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뭐 주민자치회의라든

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있어서 고인 물이

됐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계속 청년들을 바라는데, 청년들 거

기 가면 일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도 없고. 이제 좀 새로운 약간...

그 이쪽도 되게 청년은 아닌데 하여간 새로운 뭔가... 새로운 풀 같은 것

도 좀 만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

금의 협치를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되게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협치 쪽... 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관, 행정에

좀 민간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나 이런 방식의 관이다... 사실 행정이

뭘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뭘 해결할 때도 되게 아름

답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민간이랑 계속 이제 소통

하는 창구가 계속 많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이

많고, 하나하나 성과나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좀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죠.”(A-5)

위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북구청장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

고 있던 마을민주주의나 협치의 가치가 공유성북원탁회의 그리고 성북문

화재단의 전략적 방향성과 일치하면서, 성북 거버넌스의 성과는 곧 성북

구청장에게도 유의미한 성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성북문화재단이

출범한 2012년부터 김영배 구청장이 임기를 마무리한 2018년 6월까지

공유성북원탁회의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

하고 지역에서 각종 문화공간과 시설을 개소하고 연이어 세계지방정부연

합의 국제문화상을 수상하기까지 민간의 전략적 파트너로써 든든한 공공

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도 축제 출범 초기에는 성북과 유사한 구도를

형성하였다. 김영배 전 구청장과 동일한 2010년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당

선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축제를 민관 협치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처

음 논의되기 시작한다. 김영배 전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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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자율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논의했던 김우영 전 구청장은 지

역 문화 지형도를 바꾸어보고 싶던 은평의 민간 주체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를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해 은평의 민간

주체는 ‘은평문화예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을 구성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법을 알아봐달라고 구에 얘기를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례는 이제 자문

위원회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단으로 가는 무리수 보다는

그냥 위원회를 하면서 일정 시기가 되면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들 보다,

대부분 다른 위원회들은 그냥 들러리 위원회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

집행을 하는 위원회였어요. 예를 들면 축제를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소

위원회를 몇 개 만들어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문화시설위원

회, 축제위원회 이렇게. 미디어 위원회. 뭐 이렇게 위원회 네 개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예술창작소도 이 위원회가 있을 때 만든 거예요.

마을예술창작소도. 문화시설 소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디어 위원회는

성과가 많지 않았고, 문화시설위원회랑 그 다음에 이제 축제위원회가 가

장 활발했죠. 그래서 이제 이 창작소 같은 생활문화 공간도 만들고. 이제

축제도 계속 가게 되면서 이제 재단을 만들기 전까지는 문화예술위원회

에 있는 조례에 보면 집행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까지

약간 위상을 올려놨죠.”(B-2)

서초구의 경우에도 서초문화재단이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서초구청

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014년 취임한 직후

서초문화재단이 출범하였는데, 이전 구정과 달리 여성, 보육, 문화 등의

키워드를 강조한 조은희 구청장은 2015년 서리풀 페스티벌이란 서울 자

치구 최대 규모의 지역 축제를 론칭하였고, ‘1인 1악기’ 운동, 방과 후 클

래식음악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서초구가 가진 클래식음악 또는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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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는 구정을 펼쳤다. 이런 흐름은 서

초구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서초문화원의 조직 구성과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흔히 다른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의

조사연구와 문화예술 강좌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초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대부분은 클래식음악 장르에 집중되어 있고 서초문화원

장 또한 클래식음악 전공자가 몇 년 째 재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서초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축제와 몇 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

큼 상대적으로 서초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의 동력

을 받기가 어렵다.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방해물로 작용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성북이나 은평의 거버넌스가 처음 출범하던 경우

처럼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악구는 관악문화재단의 출범도 가장 늦은 2019년에 이루어졌고 구청

의 관악문화원이나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개입이나 지원, 관심 등도 어떤

방향으로도 별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11)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

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관악은 시민사회와 협력해 온 오랜 역사가 있

다.

“관악의 시민사회가 사실 서울대랑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활동의

주축 거의 1세대? 또 사실 정치권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뭐 민

주적, 민주사회 관련된 것들, 활동들이... 서울대 출신 활동가 분들이 이

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활동이 됐고, 그 분들이 이제 시간

이 지나면서 후배들과 함께 기성세력이 되시고, 아, 긍정적인 효과가 많

11)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9-2020년을 기준으로 수집한 것이다. 양적 자료(사회연결
망 자료)의 경우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인터뷰는 2020년에 진행되었다. 관악
문화재단은 2020년 하반기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악구청과 파트
너십을 맺고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더욱 사업의 범위를 다변화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
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후 공공과 민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더 활발해지고 각 사업
마다 다양한 방식의 공론장이나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고 있으므로, 최근의 변화를 감
안한다면 관악구의 상황을 여기 서술한 것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주요 시기를 2019-2020년에 맞추고 있기 때문
에 다른 연구 대상과 동등한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해 최근에 관악구에서 보이고 있는
변화는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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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마을활동가 분들이 이제 입

김이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관악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을활동

의 성지처럼 돼버린 거죠.”(D-2)

이런 점에서 관악의 시민사회가 관악구청과 맺어온 일종의 카르텔과도

같은 관계는 지역문화를 매개로 관악구청과 관계를 맺으려는 지역의 예

술가들에게도 하나의 고정된 관습으로 작용했다. 기존의 시민사회 지형

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구청과도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이미 기성의 시민

사회 리더가 거버넌스의 기회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구청과

유의미한 관계의 형성으로 나아가기 어려웠다.

3) 예술적 조건: 예술인과 예술 공간

마지막으로 예술적 조건은 ‘예술인’과 ‘예술 공간’의 자원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인 4개구는 모두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수가 많은 자치구에 속한다. 지역문화역량 지표의 예술인 수는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시기 기준으로 마포구 1위, 서초구 2위,

성북구 3위, 관악구 4위, 은평구 5위로 1위인 마포구를 제외하고 2-5위

에 모두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이 자료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수가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수라는 점이다. 즉,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술인 수 지표

의 결과는 지역문화 활동의 활성화 정도로 유추하기 보다는 왜 이 지역

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많은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클러스터인 대학로,

홍대, 서초, 강남, 문래, 을지로 등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활동의 용이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성북구는 대학로와 인사동의 배후지역이자 서울에서 주거비가 저

렴한 편에 속하는 자치구로 옛날부터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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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사동 일대를 출퇴근하며 예술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성북구에는 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연습실이나 작업실도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관객과 직접 만나는 작업은 대학로와 인사동에서 이루

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 공간이나 외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성북중학교 주변으로 연습실과 극단 포함해서 한 50여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조사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더 많고. 근데 그

때 조사할 때 거기가 되게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다 지하에 창문 하나

없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A-3)

이처럼 성북구에서 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성북구에 거

주하고 연습실이나 작업실을 마련한 예술인이 상당한 규모라는 점은 지

역문화 거버넌스를 처음 조성할 당시 네트워커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

보이자 자원으로 거버넌스의 동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는 요인

이었다. 이런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성북구를 활동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게 된다면 공공과 민간이 만나는 시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사실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공공이나 민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

게 되는 중요한 계기에는 지역문화가 지역 발전의 핵심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여기서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중심이 예술

인과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콘텐츠이

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예술인과 공간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생겨나고

확대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관악구에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는 저렴한 주거비와

생활비, 그리고 홍대와 강남의 사이에 위치한 2호선 역세권으로 문화 클

러스터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관악구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꿈꾸는 예술가들은 관악이 단순히 편

리성 때문에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에 홍대나 강남을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강하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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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저는 이 곳이 (관악구가) 사실 마지막 남은 서울의 청년문화예술이 만

들어질 수 있는 근거지가... 이제 여기 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더 이

상 밀려나가면 경기도예요. 지금 신촌 끝났고, 홍대 끝났고, 연남동까지

다 끝났고, 갑자기 핫해진 다른 곳들도 이제 다시... 청년예술은 사실 경

제적인 부분이랑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면 청년문화예술

단체들이 버틸 수 있는 월세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장 힙한 공간엔

항상 청년문화예술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도 이제 벗어... 어쩔 수 없

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밀려 밀려 여기까지, 지금 신림동 까지 온 거거

든요.”(D-4)

“17년도 예술인복지재단 그 등록 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홍대, 대학로

다음으로 많다... 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더니, 이제 홍대,

합정, 문래, 망원... 뭐 이렇게 쭉쭉쭉 이제 밀려나고 있었고, 곧 관악구

가 그 예술인 클러스터가 될 거다. 라는 조짐들을 그런 여러 가지 뉴스

들이나 조사자료들을 통해서 예측을 했었어요. 좋은 소식이기도 하잖아

요. 예술가들의 클러스터는?”(D-2)

이런 맥락에서 관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관악구청이나 재

단 등의 공공 주체에 지속적으로 민간 예술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전하

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예술가들

의 클러스터는 곧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

이다.

은평의 경우에도 관악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은평 자체에는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은평구가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인접해 있어 홍대, 신촌, 연남동, 연희동 등의 문화 자원의 접근성이 높

기 때문에 특히 최근 서울 전역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더욱 은평구로

이주하는 예술가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은평은 또한 성북구가 강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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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노원과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인접한 마포구, 서대문구

와 동일 생활권을 이루어 예를 들어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또한 이런 서

북권을 중심으로 함께 돌아가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이미 클래식음악과 상업갤러리 중심으로 공고한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서초구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서초구는 이런

문화 클러스터가 2019년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공공의 여러 혜

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 이 문화 클러스터가 서초구라는 지역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

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서초구의 클래식음악 관련 공간들, 예를 들어 연

습실, 녹음실, 합주실, 악보상, 음반가게, 악기판매점, 악기수리점 등은 지

역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해당 장르를 전공하는 사람

이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서초구를 찾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

다. 서초구에 예술인이 많이 거주하지만 이들 또한 서초구를 기반으로

활동한다기보다 서초구에 집중된 클래식음악 장르의 자원에 더 쉽게 접

근하기 위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곧 지역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2장에서는 서울의 지역문화정책을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지역문화역량을 개념화한 뒤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지역문화역량은 총 8개의 유형으

로 도출되었다. 25개 자치구는 모든 차원이 우수한 ‘종합 활성화형’부터,

모든 차원이 낮은 것으로 나온 ‘비활성화형’까지 8개의 유형에 고르게 분

포한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역량과 시장역량은 대부분 선형(linear) 관계를 보였다.

부연하면 제도역량과 시장역량 둘 모두 높거나 또는 낮은 유형이 대부분

이며, 둘 중 하나의 역량만 높은 자치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시장역량이

풍부한 자치구에 이를 보다 탄탄하게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제도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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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축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시장역량이 풍부하지 않은 자치구

에는 제도역량이 구축될 정책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성북구, 서초구처럼 문화클러스터가 형성

된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일찍 출범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

의 입장에서 제도역량은 자치구에 존재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자생적

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역량

은 제도, 시장역량의 수준과 관계없이 시민역량이 높은 자치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시민역량은 제도나 시장역량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재단의 활동이 공고하고 자치구를 기반

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가 많은 지역에서는 문화향유에 대한 높은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자신들의 활동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효과

적으로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지역문화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로컬리티적 특성을 시공

간, 사회적, 예술적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이 하나

의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가지고 발전해 온 역사, 그리고 이런 역사 위에

펼쳐진 지역 정치의 맥락이나 예술인의 활동은 지역문화 거버넌스 참여

자들의 활동과 이를 통한 지역문화역량의 개발과 싶은 상관관계를 가진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92 -

III.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

3장은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와 여기서 출현하고 전략적

으로 행동하는 네트워커에 대한 설명을 통해,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적 특

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성이 네

트워크인 만큼(이명석, 20002), 어떤 논의에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개

념을 거버넌스와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Provan & Kenis, 2008).

이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행위자 구성의 다양성과 행위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다층성과 다차원성을 설명하기 위해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였

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지역정치, 문화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거버넌스

의 특성상 다층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얽혀있다. 여기서는 이런 다층성을

‘문화정책 네트워크’, ‘문화기획자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의 세 구조로

명명하고, 이런 다층성이 어떻게 지역문화 거버넌스라는 복잡계적 시스

템으로 귀결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네트워커가 출현하게

된 사회적 조건과 문화정책적 환경을 각각 ‘창의노동’과 ‘국가중심적

(state-centered) 문화정책’으로 정의내리고, 복잡계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경제적 뿌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둘째, 이어서 4개구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진행된 문화예술

행사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수

행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실제 사회 현실에 존재하는 관계를 점

(node)과 선(tie)의 구조로 치환하여 시각적, 구조적으로 연결망의 분포와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행사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단체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자료화하기 용이하여 사회연결망 분

석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 여기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4개 지역

에서 개최된 공공 문화예술 행사 자료를 수집하여, 이원화 연결망 자료

(two-mode network data)를 구축하고 소속 네트워크 분석(affiliation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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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은 네트워커의 역할이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계량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속한 다층

적,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지역문화 사업이 추진되

고 운영되는지, 자치구마다의 트렌드와 특성은 무엇인지, 다층적 네트워

크를 잘 활용하고 연계하는 자치구와 아닌 자치구의 연결망 분석 결과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 운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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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정책 네트워크와 네트워커

1)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공공, 민간, 중간지원조직, 학교, 전문가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 와 집단으로 구성된 ‘복잡한 체계(Complex system)’이다.

거버넌스의 행위자는, 공공과 민간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단일한 구성원

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공공에서는 중앙, 광역, 기초 행정단위의 여러 기

관이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다양한 방식의 관계를 맺고 있고, 여기 참여

하는 민간 예술가와 단체도 거버넌스 사업을 주도하는 기획자나 관리자

부터 일반 참여자까지 다양한 층위로 존재한다. 행정구역 단위로서의 지

역(자치구)에 함께 구획되어 있는 학교(중고등·대학), 교육청, 시민단체,

타 부처의 공공기관(복지기관, 센터)들도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직간접적

인 관계를 맺으며 거버넌스 활동의 암묵적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공공·민간·네트워커의 참여주체 간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으며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이런 복잡계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이 절은 복잡

계 네트워크 이론(Complex Network Theory)을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

의 ‘행위자 다양성’과 ‘상호작용의 복합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래 복잡계 이론은 자기강화하는(self-reinforcing) 역동적

시스템과 여기에 수반된 수많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칭하는 말로, 본래

물리학, 수학, 생물학 등에서 생태계나 시스템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창안된 개념이다(Thompson, 2004: 412). 시스템의 비선형성

(non-linearity), 역동성(dynamic), 출현성(emergence)을 강조하는 복잡계

이론은 바라바시(Barabasi), 뉴만(Newman), 젠(Jen) 등의 학자에 의해

가상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루는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여기서는 광의의 복잡계 이론이 아닌 복잡계적 개

념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설명하는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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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특징은 다수의(numerous), 이질적인

(heterogeneous)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물론 일반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에서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그 사이의 회색지대

에 놓인 광범위한 행위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인

다. 그러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의 행위자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모

호하게 규정된 유동적인 존재로써(이명석, 2002),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거버넌스의 구성원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쉽다는 특징

을 가진다. 이와 달리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행위자는 긴밀

하고 강한 상호의존성과 상호보완성을 특징으로 한다(Ferrary &

Granovetter, 2009). 복잡계 네트워크 안에 속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서로

의 역할과 기능에 의존하는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시스템을 유지해 나

간다. 따라서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의 구성이나

다양성의 내용에 더불어 이런 이질적 행위자들끼리 어떻게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성을 통해 네트워크가 하나

의 완전한 체계로서 구조를 구축하는지 미시적인 관계의 양상과 이들이

통합된 거시적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둘째, 복잡계 네트워크는 ‘비선형적(non-linear)’ 관계이다(Newman,

2003; Barabasi, 2005). 행위자 사이의 관계는 한 방향으로 권력과 힘이

흘러가는 위계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힘의 방향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된다. 이는 곧 복잡계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가 ‘복

합적인 역할’의 수행을 요구받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는 때로는 수동적

이고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관계를 주도하는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비선형적 관계의 유형은 지역문화 거

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 테면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공공’과

‘민간’이란 주체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지원의 주체로서의 공공’과 ‘수

혜의 대상으로서의 민간’으로 명확히 수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공에

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민간 기획자나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되어 공공은 실제로 민간에 상당히 의존 및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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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속한

기관, 단체, 조직, 집단, 전문가 등의 수가 워낙 많아 비선형적 관계 속에

서 특정한 기관이나 행위자에게 자원 및 권력이 집중되기 보다는 자원의

파편화, 중복화, 개별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런 특성상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행위자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험과 역

량을 축적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의존적, 보완적 관계가

형성된다(Jen, 2006).

셋째,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은 견고하고 완전하며 자기강화하는 역동

적인 시스템이다. 즉, 복잡계 네트워크는 여기 안에 소속된 행위자들만으

로도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행위자나 자원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부족함이나 불충분함이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를 외생적 요인의

영향 없이 내생적 발전을 지속하는 체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복잡계 네

트워크 안에서 소통, 갈등, 수정, 발전의 단계를 반복해가며 시스템을 계

속 유지해 나간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복잡계로서의 견고함과 완전성

은 거버넌스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문화정책 네트워크’, ‘문화기획자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네

트워크’가 중첩된 형태로 작동한다. 이 말인즉슨, 이 세 개의 네트워크가

종합된 것이 완전하고 견고한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참여자인 지방정부, 지역문화재단, 예술가(단체)의 삼자 구도만으로는 지

역문화 거버넌스의 복잡계적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이 엮어내는

관계의 다양성, 다차원성, 다층성을 종합해야만 복잡계적 관점에서 어떻

게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자기강화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인지 이해할 수

있다.

2)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

문화정책 네트워크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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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먼저 ‘문화정책 네트워크’란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주체인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재단(자치구문화재단)과 더불어 중앙과 광역 단위의 여

러 문화예술 지원기관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이다. 문화정책 네트워크는

전통적으로 수직·위계적이고 선형적인 전달체계를 특징으로 했다(서울문

화재단, 2021).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하여 직속 기관인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의 중앙 지원기관

에 교부된 문화정책 예산 및 사업은 다시 광역과 기초 단위 문화정책 지

원기관으로 하달되어 ‘중앙-광역-기초’의 전달체계를 이룬다.

Klijin(1996: 93-94)은 정책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의존성(dependency),

과정(process), 제도화(institutions)로 정의한 바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

에 따르면 전통적인 문화정책 지원 모델에서 두드러졌던 ‘선형적 관계의

패턴’을 과거 제도화의 방식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정책의 추진 방식이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특히 2014

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광역 및 기초 단위 문화예술 지원기과의

급속한 팽창과 설립의 영향으로 문화정책 네트워크는 과거에 비해 그 규

모와 범위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수평

적 관계로의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서울문화재단, 2021). 주지

하였듯이 이런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관 간 상호의존성의 증

대’이다. 이를테면 예산 교부, 심사, 평가 등 상위기관의 독점적 역할로

취급되던 ‘관리’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이제는 상위기관

도 복잡하고 다양해진 문화예술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현

장과의 밀착을 증대하고 있는데, 주로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상위기관이

지침을 하달하던 하위기관(예: 기초문화재단 및 센터)과 동등한 파트너

로써 현장을 함께 탐색하고 탐구하는 긴밀한 상호작용의 경험이 많아진

것이다. 위에서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특성으로 ‘역할의 복합성’을 언

급하였는데, 바로 이런 사례가 상위, 하위 기관의 역할이 단일했던 과거

에서 복합적인 역할로 발전하면서 상호 간 의존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과거 문화정책 네트워크는 전통적으로 순수예술 분야의 예술

가 양성에 초점을 두어 사회복지, 도시재생, 교육 등 여타의 사회정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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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접점이 별로 없었으나, 복잡계 네트워크 안에서 내부의 경계를 계

속 확장해 가는 흐름 속에 문화정책 기관 또한 타 분야와의 접점을 새롭

게 만들어 나가면서, 특히 이런 종류의 이질적 분야와의 협력에서는 더

욱 문화정책 기관이 수평적 관계 속에 상호 간 의존성을 극대화하게 된

다.

이런 특성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

진흥사업 - N개의 서울>(이하 ‘N개의 서울’) 사업이다. 본 연구 대상인

지역문화 거버넌스 대다수가 참여한 사업이기도 한데, 이 사업은 행위자

의 복합적 역할과 비선형적 관계라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특성이 잘 포착

된다. 2017년 시작한 ‘N개의 서울’은 “서울 내 25개 지역(자치구) 문화예

술 거점기관의 지역문화 사업 운영 및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하여, 지역 다양성,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의 문화자치, 문화분권을 도모”

하는 사업이다(서울문화재단, 2021). 이 사업의 추진 이전에 서울-자치구

문화재단이 맺던 전통적인 관계의 양상은 하향적, 위계적 분권으로, 상위

기관에서 사업 설계부터 관리, 평가, 성과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

고 하위 기관이 규정된 사업을 실행하는 용역의 역할을 맡는 것이었다.

이런 모델에서는 상위·하위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중복이 일어

나지 않아 복잡계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N개의 서울’

은 ‘자치분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의 혼합, 혼종, 중

복을 시도하는데, 서울문화재단은 거시적인 사업의 얼개를 맡고, 구체적

인 설계의 전권은 자치구문화재단에 위임하는 형태로 사업설계를 협력적

으로 추진한다. 상위 기관이 맡던 평가, 모니터링, 관리, 감사의 과업은

‘컨설팅’이나 ‘워크숍’이란 제도를 통해 상호의견을 주고받고 지역문화 관

련 지식을 학습하는 ‘공동 학습 경험’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은 복잡계 네트워크에 소속된 문화정책 전문가, 문화기획자,

대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를 적재적소에 연결하는 ‘허브’ 역할

을 수행하기도 한다.

주지하듯이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기관의 역할과 관계는

때로는 서울문화재단이 예산 배분을 통해 상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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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시에 자치구문화재단이 지역 현장과 맺는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함께 학습하고 경험하는 파트너로 존재하고, 자치구문화재단 또한 설계

의 전권을 가진 사업의 주관자로 나서지만, 심사, 컨설팅, 워크숍 등의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파트너가 되는 식으로, 복

잡한 비선형적 관계의 중첩 속에 각 기관의 역할을 단일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특성이 발현된다.

<그림 3-1> 문화정책기관 역할의 복합성

문화기획자 네트워크

다음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민간 영역의 참여자 다수를 구성하는

‘문화기획자12)’가 특정 지역을 초월해 전국적으로 연결된 글로벌한 네트

워크를 ‘문화기획자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의

형성 기준은 ‘장르’와 ‘직업적 전문성’이다.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예술장

르는 오래 전부터 장르 중심의 예술인 협회(한국연극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무용협회 등)를 운영해왔다. 이 협회는 전국 단위 본부의 우산 아래

시군구의 지부가 운영되고, 이런 기초 단위에서 논의, 제안된 예술가들의

12) 문화기획자는 1990년대 처음 등장한 직업으로, 문화기획 전문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
로 개념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문화정책기관이 늘어나고 공공과 예술가 사이에
서 문화정책사업을 주관해 기획, 운영하는 직업군으로 부상한 뒤 지금은 문화정책 현
장 내 매개적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예술가이면서 기획 일을 병행하거나, 예술
적 기획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기획자가 현장에 종사하고 있다(주성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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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국적 목소리로 집결되는 구조이다(이진

아, 2018).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문화기획자는 본래 예술가로써

활동을 이어온 사람들이 다수이며(서울문화재단, 2021), 이들은 기획을

업으로 하면서도 이런 장르 네트워크와 긴밀히 소통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다.

‘직업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본 네트워크의 메타 구조 또한 유사하다.

90년대 출현한 문화기획자라는 신종 직업은 프리랜서로 전국적으로 활동

기반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문화기획자들이 집결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문화연대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국문화활동가대회’이다. 이 대

회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가 모두 모여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적 의제를 함께 다루는 자리이다. 이외에도 문화기획자 그룹은 문화정책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아 여러 기관의 자문단, 위원회, 이사

회, 컨설턴트, 심사위원 등의 자리에 빈번하게 섭외된다. 이런 전문가 중

심의 폐쇄적 모임에서는 문화정책 현안과 고급 정보가 오고가며,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림 3-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메타 네트워크 구조

표면적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이러한 장르 및 문화기획자의 메타

네트워크는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문화 거버넌스

는 해당 지역의 기관, 예술가의 협치 구조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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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메타 네트워크는 비선형적

인 방식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지역 거버넌스의 특정 장르 전문성이 요구될 때 해당 장르 협회와의

연결고리를 가진 기획자가 A지역과는 무관하지만 협회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하고, B지역 거버넌스에서 지역조사를 수행하는 전

략으로 이미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지역조사를 수행한 연구자를 초빙

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이런 메타 네트워크

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유용한

정보와 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역 네트워크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지역’은 교육, 환경, 경제, 산업, 정치 등 다양

한 정책 영역이 지역을 단위로 교류하고 접점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존재한다. 과거에는 이런 정책 영역들 간에 별다른 교차 없이 영역별로

개별의 영토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생활권 단위 정책 통합이 주요 이

슈로 부상하고, ‘마을만들기사업’ 등 생활권 단위에서 일상을 다루는 미

시적인 정책이 많아지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영역 간 교차가 활성화되었

다. 예를 들면, 공동육아 관련 단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적 범주를 확장한다거나, 지역의 교육 의제가

생활정치와 맞물리는 등 지역이 상이한 정책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거

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화정책 분야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이런 영역과 접점을 창출하면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 더 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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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로컬 네트워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렇게 문화정책 네트워크, 문화기획자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는 각

각 다양한 행위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네

트워크 구조를 엮어 나간다. 아래 그림은 상술한 관계를 복잡계 네트워

크 관점에서 그린 것으로, 지역문화재단, 정부, 예술가/단체 외에도 다양

한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복잡계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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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관계성은 문화정

책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타 사회정책 분야의 공공기관(청년, 여성, 사

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생태, 환경, 교육, 복지 등)들과도 상호의존적 관

계를 맺는다(서울문화재단, 2014: 64-96; 서울문화재단, 2019). 또한 지방

정부는 구의회나 광역 정부(예를 들어 서울시)의 영향력과 중첩되어 있

어 지방정부가 하나의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여러 행정 주체의 협력

과 협조가 필요하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글로컬한 특징의 문화기

획자 네트워크 또한 지역 기반 예술가와 단체를 지역에 고립된 폐쇄적인

활동에 머무르게 하기보다 지역과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예술가, 단체와

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예술 운동과 의제를 실현하게 한다(장웅조·이다

현, 2018).

이처럼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의 다층적, 다차원적 관계

속에 상호의존성을 통한 네트워크의 완전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지

역문화 거버넌스의 특성을 이렇게 다양성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지방정

부와 재단 및 예술가/단체의 삼자 구도로 이루어진 단편적인 구조로 인

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버넌스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문화 사업,

정책의 범위는 편차가 크다. 네트워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전문

성과 경험, 간파지능과 기업가적 정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다

양성과 다차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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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커가 출현하는 사회적 조건과 문화정책적 변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복잡계적 특성은 한편 네트워커를 출현시킨 사회

적 조건이자 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상술한대로 문화정책 네트워크

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관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

들이 다층적인 비선형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복잡계적 상황을 간파하고

각종 상황에 임기응변하는 전략적 행위자로써 네트워커의 존재가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트워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정의한 네트워커의 속성과 행위성 뿐만 아니라 왜 2010년대 한국의 문화

정책 환경에서 네트워커가 출현했는지 이들이 성장해 온 사회적 조건과

이들을 중심으로 변화해 온 문화정책 환경을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우선 네트워커가 출현하는 사회적 조건으로는 ‘창의노동(또는 예술노

동)’의 변화한 특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래 예술가 또는 예술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상은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몰두하는 장인의 모습으로 묘

사되어 자신의 창의성, 예술성, 예술적 기량을 연마하고 기르는 일이 노

동과 작업의 최우선의 가치로 표현되었다. 우리가 흔히 예술가를 칭할

때 떠올리는 베토벤, 반고흐 등과 같은 고행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예술

세계를 성장시키는 예술가의 초상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예술 장

(field)의 가장 강력한 상징자본으로 기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런 예술가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Lingo와 Tepper는 이런 변화를 ‘스폐셜리스트에서 제너널리스트로의 전

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Lingo & Tepper, 2013). 물론 여전히 예술적

기량, 역량, 숙련의 정도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다

양한 역량을 보유하고 유연하게 행동하며 여러 다양한 기회를 동시에 수

행하면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가의 커리어가 더 시대의 요구

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Inkson, 2006; Thomson; 2013).

이런 변화는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

정적 일색으로 치우치던 과거와는 달리, 프로젝트 단위의 작업 방식이나

단기간(short-term) 고용 등의 유연한 고용 구조가 새로운 노동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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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예술가의 작업이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

의 방식이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신의 커리어를 자율적으로 개척하는

노동자의 긍정적인 초상으로 대변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Gill &

Pratt, 2008). 이제 예술가는 예술적 작업보다도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해야 하며, 수동적으로 주어진 작업

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기

회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네트워커는 그런 점에서 불안정 노동 환경을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

여 자신의 역량으로 내면화하여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높이고 있는 사

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네트워커가 주로 문화예술, 사회혁신, 사회적경

제, 도시재생 등 신흥의 이제 막 생겨나고 체계를 쌓는 분야에서 주로

출현하고 활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불안정하고 유연한 노동의 환

경이 네트워커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에 노출되고 여러 분야의 맥락을 깊

게 이해하면서 간파지능을 획득하고 시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2010년대 고도화되고 복잡해진 한국의 독특한 문화정책적

환경 또한 네트워커의 행위성을 극대화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문화정책의 주요 전환점은 참여정부의 새예술정책, 문화비전 그리고

2005년 추진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라

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양혜원, 2006; 정창호, 2013;

성연주, 2015).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영국예술위원회, 미

국연방예술기금(NEA) 등 민간 예술가와 단체의 자율성을 ‘팔길이 정책

(Arm’s length policy)’을 통해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강

력한 국가주도적인 문화예술 지원의 방식이 보다 수평적이고 자율적 방

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분야, 지역, 장르별로 세분화

되어 상당히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예술현장의 자율성이 증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공공 문화예술 지원

에 더욱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 공공의 지원 없이는 민간의 예술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형국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문화정책 현



- 106 -

장에서 공공과 민간 상호 간 노출과 경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

는데, 2005년 이전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문화정책

을 추진하고 이 협회와 관련된 예술가와 단체만이 국가주도 문화정책 현

장에 포섭되었다면, 2005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다

양해지면서 우선 지원의 주도권이 파편화되고 개별화되었으며 이렇게 개

별화된 기관이 각자 민간과 파트너십을 맺어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서 주도성, 주체성, 역량을 갖춘 민간의 행위자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기관에 포섭되고 연계된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인력을 대폭 채용하면서 일부 민간의

행위자들은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공공에서 표면

적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에 있어 민간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겉으로는 민간이 담론과 현장을 주도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

류의 예술 활동이 공공의 예산과 기획 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복잡계

적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이다.

이는 곧 공공의 행정 언어와 민간의 예술적 언어를 모두 경험하고 체

화한 전문가 집단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들을 네트워커라고 명명

할 수 있는 것이다. 네트워커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 각각에서 폭넓은 이

해와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전문성을 통해 고도의 매개자, 브로커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네트워커가 이렇게 복잡계적으로 구성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배태된 정보, 인력, 재원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획득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량이 요구된다. 첫째

는, ‘학습 경험’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사업, 포럼,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지속 가능한 경로를 만들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

회를 넘어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험에 해당한다. 주지하듯 다양한 사업의 참여와 학습을 통해

서만 행위자의 다차원성, 역할의 복합성, 비선형적 관계 등의 복잡계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위자 자신의 복합적 역할을

고려한 다차원적 전략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학습 경험을 통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축적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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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암묵지는 여러 종류의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테면, 지원사업의

맥락, 의도, 목적에 대한 이해, 특정 지역의 정책적, 정치적 특성 파악,

거버넌스 내 기관 간 관계 이해 등은 직접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거버넌

스에서 활발히 네트워킹 활동을 해야만 축적할 수 있는 암묵지에 해당한

다. 이렇게 축적된 암묵지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계속 선순

환적으로 활용되고 증가한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전략을 구상하거나 구

조를 재조정하는데에도 활용되어 암묵지를 보유한 행위자가 많을수록 지

역문화 거버넌스의 관계가 다양해지고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행위자는 거버넌스에 대한 ‘총체적

이해(total understanding)’를 필요로 한다. 복잡계 네트워크는 행위자 간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완전성(completeness)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

템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로 대체되기 어렵고, 행위자의 행동

은 다른 행위자의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서만 완전히 수행될 수 있다. 지

역문화 거버넌스의 경우를 보면 지역 현장의 예술가와 활동가는 가시적

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 지원사업의 기회와 재원을 필요로 하

고, 공공의 여러 기관 또한 예술가와 활동가 등의 인적 자원이 있어야만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단편적,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네트워크의 총체성을 이해하

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기회의 ‘학습 경험’, ‘암묵지의 축적’을 통

해 자연스럽게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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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사회연결망 분석

1) 연결망 자료 소개

본 연구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성북, 은평, 서초, 관악에서 개최

된 행사(축제, 공연, 전시, 포럼, 공개워크숍 등) 정보를 수집해, ‘이벤트

(event)’와 ‘참여자(participant)’로 구성된 이원(two-mode) 연결망(소속

연결망) 자료를 구축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개인, 조직 등의 여러 대상을 점(node)

으로 간주하고, 이들 간의 연결과 관계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Wasserman and Faust, 1995). 사회적 관계를 인식이나 개념에 대한 측

정이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와 연결의 사례를 직접 자

료로 활용해 관계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여러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몇 가지 관련 연구를 보면, 박현희와 홍성걸(2016)은 창조경제정책 분

야의 정책네트워크를 정보교환, 공조, 갈등의 세 관계로 정의한 뒤 정부

기관, 국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여, 정부기관 중

심의 상의하달식(top-down) 정책 특성을 발견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는, 김정헌(2018)은 축제의 선택속성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해 사회연결

망 분석을 활용해 선택속성의 관계성을 분석하였고, 박찬웅(2007)은 예

술사진분야의 대표 사진작가가 형성한 예술가 연결망이 예술 경매시장

매출액으로 측정한 거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준 외

(2011)의 연구는 식민지 시기 유성기 음반 녹음에 참여한 작곡가-가수

관계의 변화를 연결망 분석으로 측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르 간

경계가 명확해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최상윤(2011)은 1978년부터 2010

년까지 극단 연우무대가 제작한 160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과 작품참여

자의 공동참여 연결망을 구성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결망의 동태적 특

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중 한준 외의 ‘한국 근대적 음악계 형성’과 최상윤의 ‘극단 참



- 109 -

여 연결망’ 연구의 공통점은, 연결의 대상인 두 결절점(node)이 서로 다

른 집단에 속하는 이원(two-mode) 연결망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원 연결망은 ‘소속(affiliation) 연결망’이라고도 불리는데, 동호회, 행사,

조직 등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연결망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어 가장 일

상적인 사회적 관계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Faust, 1997).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두 선행 연구의 ‘음반 녹음’과 ‘공연’의 경우처럼 예술계

내 협업, 협력, 작업의 성과가 명확하고 공개된 작품이나 결과물로 제시

되기에 이원 연결망 자료를 구축하기 쉽고 연결망 분석을 통해 예술계

내부의 관계망, 작동 원리, 메커니즘 등을 분석하기에 좋은 분야이다. 본

연구 대상인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는 주로 협업의 성과가 축제, 공연,

전시, 프로그램, 워크숍, 강연, 포럼 등의 ‘행사’ 결과물로 발현되며, 행사

를 주관·주최·후원·협력 등의 형태로 참여한 기관과 단체는 이 행사를

통해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만들게 된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집하였다. 첫째, 2019년 1월부터 12월까

지 개최된 행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2020

년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면 문화예술 행사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되어 유의미

한 자료 수집 기간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이 기간 내에 자

치구청,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이 주관하거나 예산을 투입한 행사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행사란 공연, 전시, 축제, 포럼, 워크숍, 교육을

의미한다. 자치구청, 재단, 문화원 소유의 공간·시설에서 개최된 행사 중

외부 단체의 대관 행사는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도서관 개최 행사

도 자료에 포함하였다. 자치구문화재단 대부분 도서관을 산하 시설로 두

고 있고 도서관이 가장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문화 시설이므로 도서관

이 재단과 분리된 은평도 도서관 개최 행사를 자료에 포함하였다. 넷째,

10~20명 내외 소규모의 동아리, 동호회, 모임 등을 모집해 진행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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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어 상술한 ‘행사’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접근성에 차이가 커서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자치구마다 행사 정보의 공개 방식이 달라 행사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경로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였다. 먼저 성북은 성북문화

재단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문화프로그램’ 항목에 행사 정보가 일목요

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성북문화원 행사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의 ‘공

지사항’을 참고하였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공유성북원탁회의’ 페이

스북 페이지를 추가로 검토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추진한 행사 정보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은평은 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연·전시 소개’ 메뉴와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된 행사 정보를 수집하였고,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은평문화예술센터 ‘모여락’ 홈페이지 게시

물도 함께 참고하였다. 은평의 도서관은 은평구립도서관과 구산동도서관

마을의 공지사항과 행사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다른 작은 도서관은 정보

가 게시되지 않거나 도서관 규모가 너무 작아 행사가 개최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행사 정보를 별로 수집하지 못했다. 은평문화원은 공지사항

정보를 확인하였지만 별다른 행사가 개최된 이력이 없었다.

서초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내 ‘문화행사 캘린더’ 메뉴에 서초문화예술

회관과 도서관에서 열리는 행사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서초문화재

단 소유 공간·시설에서 열린 행사는 서초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연대

관-이달의 프로그램’ 메뉴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공지사항’에 게시된

행사 정보도 함께 수집하였다. 서초문화원 ‘공지사항’ 정보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자료 수집이 가장 어려웠다. 우선 2019년 중반 관

악문화재단이 출범해 재단 홈페이지를 2020년 후반에 대대적으로 개편하

면서 자료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재단이 막 출범하면서 행사

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악문화재

단 설립 이전에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던 관악문화원도 별다른 행사 정보

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관악은 다른 구와 달리 관악구청 ‘보도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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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련 내용과 ‘관악구 공식 블로그’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

거나 취재한 후기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구성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수집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이 변수를 구성

하였다. 이원 연결망에 활용되는 자료는 ‘행사(event)’와 ‘참여단체

(affiliation)’이지만, 장르, 유형, 공간 등 부가적인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자치구별 행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표 3-1> 변수 구성

행사명과 개최 시기는 게시물과 포스터에 나온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

였다. 개최 시기를 별도로 수집한 이유는 자치구 외부 재원(서울시, 문화

체육관광부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예술 행사 대부분이 공통된 주

기, 예컨대 1~5월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6~11월 행사를 개최, 12월에 정

산 및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월별 행사의 수 추이

를 분석하면 자치구마다 자치구 내외부 재원의 비중과 개최 행사와의 연

관성을 시기 변수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원 연결망의 소속에 해당하는 ‘참여단체’는 게시글과 포스

터에 기재된 주관, 주최, 후원, 협력 단체를 모두 기재하였다. 이 정보에

서 담당 역할에(주관, 주최 등) 관해 우선순위나 우열을 두지 않았고, 모

두 동등하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 ‘N

구분 설명
행사명(event) 행사명
개최 시기(월) 1~12월 중 개최된 시기
참여단체

(affiliation)
행사의 주관·주최·협력·후원 단체명

장르
축제/공연예술/시각예술/영화/문학/

일반(장르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여러 장르 혼합된 경우)
유형 관람/참여/네트워킹(포럼)
공간 행사가 개최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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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서울’ 사업의 경우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가 후원, 지역문화재단과

자치구청이 주최, 그리고 민간의 거버넌스 또는 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형

식으로 운영되는데, 지역문화재단은 긴밀한 파트너 역할로 사업에 개입

하고, 서울문화재단 역시 담당 부서의 워크숍,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등

의 형태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해 단순히 주관 단체가 더 큰 기여도를 가

진다고 보기 어렵기에 주관, 주최, 후원, 협력이 동일한 참여도를 가진다

고 보았다.

다음으로 자료에 정보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개의 기준에

따라 ‘장르’와 ‘유형’ 변수를 추출하였다. ‘장르’는 축제, 공연예술, 시각예

술, 영화, 문학, 일반의 6개 장르로 구분하였다. 축제는 각종 장르가 총망

라된 종합예술이지만 지역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여서 개별 항

목으로 만들었다. 공연예술 장르 중 하나인 ‘클래식’은 서초구 행사 다수

가 클래식에 치우쳐져 있어 장르 특수성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별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장르’는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

사> 등 통계청 대표 조사의 기본 항목이며, 부르디외가 고급예술, 대중

예술 등으로 구분하였듯이 장르의 선호도와 비중에 따라 지역이 추구하

는 문화적 정체성 및 방향성을 추론해볼 수 있는 변수이기에 연결망 분

석과는 별도로 지역별 장르의 배분 정도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유형’은 관람, 참여, 네트워킹(포럼)의 3개 종류로 구분하였다. 문화예

술 활동 조사에서 ‘관람’은 공연, 전시를 보거나 강연을 듣는 소극적 참

여를, ‘참여’는 축제의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워크숍, 프로그램

등에의 적극적 참여를 의미한다. 관람과 참여의 구분에 관해서는 프로슈

머 및 생활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전개되었는

데(김보름, 2020), ‘참여’가 문화민주주의적인 예술의 대중화와 일상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성연주, 2018). 다음으로 ‘네트워

킹’ 항목을 ‘참여’와 구분한 이유는 최근 많은 문화예술 행사에서 주체

발굴, 네트워크 형성, 공론장 조성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포럼, 워크숍,

집담회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단순 참여로 보기에는 이런 행사

를 매개로 새로운 활동, 운동, 프로그램 기획이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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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축제, 참여형 프로그램/워크숍은 ‘참여’로 표시하고, 포럼,

교육, 학교, 공론장 등을 통해 지역 주체를 발굴 및 네트워킹하는 목적이

강한 행사는 ‘네트워킹’으로 표시하였다. ‘유형’ 변수 또한 지역별 유형의

비중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행사 개최 공간 정보

상술한 원칙에 따라 수집한 행사 자료 중 ‘공간’을 구별로 정리하면 아

래 표와 같다. 성북은 재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이 13곳으로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았는데, 다른 3개 구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장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달리, 중소규모의 특정 장르

및 목적에 특화된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달랐다. 예컨대 아리랑시네

센터는 영화, 미아리고개예술극장과 천장산우화극장은 연극, 성북예술창

작터는 시각예술 등 장르 중심으로 공간을 운영하여 공간의 정체성이 분

명하고 차별화되었다13). 또한, 도서관의 수도 총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은 대부분의 행사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대공연장, 숲속극장, 전

시실, 로비 등) 열렸는데, 대규모 축제는 롯데몰은평점이나 응암오거리

등 임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한 특징이 있었다. 은평 도서관 중에서는 마

을만들기 운동으로 만들어진 ‘구산동도서관마을’에서 가장 행사를 많이

개최하였다.

서초는 서초문화재단이 위치한 심산문화센터 건물에서 아트홀, 북카페

등 여러 공간을 활용해 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초문화원이 운영하는 서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정기적인 행사가 많이 열렸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서초구는 뒤늦게 도서관을 확충하는 중이라서 제일 먼저 2015년에 설립

13) 성북구의 문화공간·시설이 많아 그만큼 개최된 행사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공간·시설이 2012년 성북문화재단 설립
이후 민관 협치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원래부
터 성북의 문화자원이 풍부했던 것이 아니고,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성북에 부족했던
공간과 시설을 확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4장과 5장에서 ‘미인도’, ‘미아리고개예술
극장’, ‘천장산우화극장’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개입하고 활동한 경험을 자
세히 서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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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립반포도서관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관악은 4개 구 중에서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시설로는 ‘관악아트홀’이

유일하여 가장 공공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다. 도서관도 관악중앙도

서관 외에는 도서관의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도서대출, 소모임 운영 이

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

로 관악구민회관, 관악구청, 싱글벙글교육센터, 신림동쓰리룸 등 재단 소

유는 아니지만, 관악구에 소재한 공공 문화시설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3-2> 행사-참여단체 연결망 자료 중 공간 정보

성북 은평 서초 관악

재단

성북구민회관
성북여성회관
성북예술창작터
성북구립미술관
아리랑시네센터
문화공간이육사
성북구립최만린
미술관
성북어린이미술
관 꿈자람
김중업건축문화
의집
미아리고개예술
극장
미인도
천장산우화극장
청년살이발전소

은평문화예술
회관
숲속극장
별별곳간
은평생활문화
센터 모여락

반포심산아트
홀
심산 북카페
심산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서리풀청년아
트갤러리
서리풀청년아
트센터

관악아트홀

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새날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정릉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미리내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
서관

은평구립도서
관
증산정보도서
관
응암정보도서
관
은평뉴타운도
서관
구산동도서관

구립반포도서
관
구립내곡도서
관
구립양재도서
관
서이도서관
잠원도서관
방배도서관

관악중앙도서
관
고맙습니다하
난곡
글빛정보도서
관
꿈나무영유아
도서관
낙성대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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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
관
아리랑어린이도
서관
성북이음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
글빛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
서관

마을
내를건너서숲
으로도서관
은뜨락도서관
녹번만화도서
관
상림마을작은
도서관

그림책도서관 서관
도림천에서용
나는작은도서
관
성현동작은도
서관
용꿈꾸는작은
도서관
은천동작은도
서관
조원도서관
책이랑놀이랑
도서관

기타

성북구청아트홀
공간민들레
돌곶이생활예술
문화센터
정릉종합사회복
지관
동덕여자대학교
컬쳐몽땅
길음예술사랑방
숭례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
숭덕초등학교
행복한정릉창작
소
성북동작은갤러
리
성북평생학습관
상길례공원

서울혁신파크
한국고전번역
원
롯데몰은평점
응암2동주민센
터
대조어린이공
원
연신내
광현교회
서부장애인종
합복지관
은평구청소년
문화의집
은평구립갈현
노인복지관

서초문화예술
회관
서초구청
대강당
반포4동
주민센터
동덕여고
체육관
흰물결아트센
터
클라라아카데
미홀
코스모스아트
홀
로로스페이스
샤론홀
해나하우스
쿤스트하우스
산지갤러리아
트홀
우주인뮤직
커피라운지55
갤러리빈치
씨어터송

관악구청
대강당
관악구민회관
강당
낙성대공원
광태소극장
딥숲
싱글벙글교육
센터
관악청소년회
관 소극장
신림동쓰리룸
김삼준문화복
지관
행복나무마을
활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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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 분석 결과

행사 개최 시기

행사 개최 시기 추이를 통해 자치구 문화예술 행사의 종류, 추진방식,

추진주체, 재원, 성격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서초는 157건의 행사가 1

월(7건)부터 12월(42건)까지, 송년 행사가 많은 12월에 다소 몰린 경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12개월 내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성북은

114건의 행사 중 72.8%에 해당하는 83건이 하반기 9-12월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행사의 면면을 보면 서초 행사의 대부분은 금요음악회, 수요

음악회 등 매년 같은 형식을 반복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새로운 기획이

요구되지 않고 서초구 출연금 자체예산으로 진행하여 외부 사업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행사가 많다. 즉, 서초는 구청 주도로 진행되는 ‘내

부재원 의존형’ 모델이므로, 성북처럼 ‘외부재원 의존형’보다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장점이 있다.

관악과 은평은 서초처럼 ‘문화예술회관’이 주요 행사 개최 장소라는 점

에서 비슷하지만 1~3월까지 행사 개최 건수가 없다.

<그림 3-5> 4개구 문화예술행사 월별 개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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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장르

아래 그래프는 축제/공연/시각예술/영화/문학/일반(비예술 장르, 혼합

장르, 포럼·콘퍼런스 등)의 6개 장르 범주에 따라 4개 구의 행사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서초는 157건 중 70.7%인 111건이 공연예술 장르이

고, 이 중 78.3%인 87건이 클래식 음악에 집중되어 있다. 자료에서 보이

듯 서초구청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클래식 음악에 방점이 찍혀 있는

데, 2018년 5월 예술의전당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바 있고,

2019년 인근에 개소한 서리풀 청년아트센터 또한 클래식 전공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향토문화 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초문화원도 독특하게 서초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조사·발굴보다는 클래

식 공연 개최를 주 업무로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서초의 문화적 정체성이

클래식 음악으로 정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초에서 다른 장르의 행

사 건수는 작고, 특히 ‘축제’는 5건으로 4개 구 중에서 가장 적었다.

성북은 서초와 가장 대비되는 사례로 6개 장르 모두에서 균형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었고, ‘아리랑시네센터’가 위치하여 영화제, 독립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 등 영화 관련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

고 성북은 4개 구 중 축제 개최 건수가 2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

일 장르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포럼·콘퍼런스 등이 속한 ‘일반’ 범주도 34

건으로 성북의 6개 장르 중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성

북은 장르를 초월한 혁신적·실험적 시도를 통해 여러 자원이 교류하고

네트워킹하는 ‘복합장르’의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척하고 있는 지

역이라 볼 수 있다.

관악은 주로 공연예술 장르에 집중되어 있고, 은평은 성북처럼 여러

장르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공연예술 장르 비중이 높은 편

이다. 은평의 축제는 성북과 유사하게 생활권 단위에서 활동하는 주체들

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만, 연 10건으로 성북

과 비교하면 개최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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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4개구 문화예술행사 장르별 개최 건수

행사 유형

마지막으로 행사 유형을 보면, 관람/참여/네트워킹의 세 유형 중 서초

는 90%가 ‘관람’으로 대부분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제공하고 구민

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이고, 이와 가장 대조적인 성북은 수동적인 관

람형은 약 50%, 나머지 50%는 참여와 네트워킹 유형의 행사였다. 은평

은 관람형이 약 65%로 성북과 마찬가지로 참여 및 네트워킹 유형의 비

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지역 기반의 민간 주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에서 주로 참여형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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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4개구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개최 건수

이상 행사 개최 시기, 행사 장르, 행사 유형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4개

구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서초는 ‘구청주도의 클래식 음악 관람 문화’를 주요 기조로, 안정적인 출

연금 예산을 기반으로 2~3개의 공공 문화시설에서 대규모의 클래식 음악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성북은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통한 지역문화 콘

텐츠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이 주목적으로 보이며, 많은 수의 축제를 위

탁이나 용역 방식이 아닌 민관 협치 방식으로 별도 협의체를 통해 운영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북에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해 여러 장르에 특화된 다양한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

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은평은 ‘동네와 예술을 연결하는 지역문화’로 특징

을 압축할 수 있다. 은평의 문화예술 행사는 74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5건이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데, 공연장·전시실·로비·숲속극장 등

회관 내 다양한 공간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와 유형의 행사

를 진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머지 절반 정도의 행사는 은평문화

재단 주관의 찾아가는 행사 또는 생활권 중심의 골목에서 열리는 축제들

로 동네에서 펼쳐지는 일상문화, 일상예술에 관한 관심이 돋보였다. 마지

막으로 관악은 ‘다양한 공공 자원의 연결’이 두드러졌는데, 재단 소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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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관악아트홀 한 군데뿐이고 예산, 공간, 시설, 주체 등 문화자원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빈약한 상황에서 관악구에 소재한 다양한 공공시설

및 주체의 협력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향이 보였다.

3) 연결망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고자 넷마이너

(Netminer) 4.0 버전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망의 기본

정보(노드수, 링크수, 밀도), 연결 중심성, 사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

고, 각 연결망의 클러스터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연결망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 연결망 기본 정보

네트워크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성북이다. 182개의 기관/단체가

1,055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곧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역은 서초이며

105개의 기관/단체가 573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은평으

로 92개의 기관/단체가 490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관악

은 59개 기관/단체가 142개의 선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가 가장 작고,

네 개 구 중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가 가장 낮다.

다음으로 ‘연결망 밀도’는 모든 노드(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총 관계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의 비율로 정의된다. 즉, 이 지표는 연결망

내 구성원이 서로간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서초가 0.384로 밀도가 가장 높아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가장 촘촘

하고 밀접하며, 성북(0.166)과 은평(0.167)은 서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구분 성북 은평 서초 관악
연결망 밀도 0.166 0.167 0.384 0.112
노드 수 182 92 105 59
링크 수 1055 490 57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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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0.112로 밀도가 가장 낮다.

아래 그림은 4개구의 네트워크를 별도의 필터링 없이 그대로 시각적으

로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인 노드와 링크를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링크의

밀집 정도를 통해 밀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악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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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지역문화 거버넌스 연결망 밀도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

노드에 연결된 모든 링크의 개수를 측정하는 ‘연결 중심성 지수’를 분

석하였다. 4개 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북문화재단(1위), 은평문화재단(1

위), 서초문화재단(2위), 관악문화재단(4위) 등 자치구문화재단과, 성북구

(2위), 은평구(2위), 서초구(1위), 관악구(2위) 등 자치구청이 중심성 상위

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 연결망에서

서초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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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문화재단과 구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

제로 구청은 지역문화재단의 출연 주체이자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는 기

구이고, 자치구문화재단은 실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곳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연결 중심성 지수 상위에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랭크된 자치구는 공유성북원탁회의가 3위인 성북이 4개 구

중 유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초와 관악은 거버넌스에서 주관한 행사

인데도 거버넌스의 이름을 주최 및 주관 기관으로 사용하지 않아, 중심

성 지수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4개 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서초는 서초구의 연결 중심성 지수가 11.598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압도

적으로 높다. 서초문화재단의 지수 또한 5.544로 높고, 3~6위에 랭크된

기관 대부분 서초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로 서초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들이다. 즉, 서초는 중앙집권적인 연결망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다

음으로 은평은 서부장애인족합복지관, 구산동도서관마을, 은평구사회적경

제협의회 등 은평지역 시민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과 주체의 중심

성 지수가 높아 시민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

다. 성북은 8~10위에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성북정보도서관, 성북예술

창작터 등 지역 거점공간이 중심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

문화 거버넌스가 지역의 공간 거점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전반적으로 중심성 지수가 낮아, 지역문

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가 낮다.

<표 3-4> 지역문화 거버넌스 연결 중심성 지수 분석 결과

성북 은평 서초 관악

1
성북문화재단 3.839 은평문화재

단

1.318 서초구 11.598 서울시 0.896

2 성북구 3.154 은평구 0.890 서초문화재단 5.544 관악구 0.724

3

공유성북

원탁회의

1.486 문화체육관

광부

0.626 서초교향악단 2.285 서울문화재단 0.568

4
서울문화재단 1.392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0.527 이마에스트리 1.635 관악문화재단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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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중심성 분석(Between Centrality)

다음으로 ‘사이 중심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사이 중심성은 한 행위자

(node)가 네트워크 내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말하며,

사이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

는 동시에 다리 역할을 담당한다(김용학, 2011). 먼저 성북의 결과를 보

면, 사이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은 행위자는 성북문화재단(0.402)이다. 성

북문화재단이 성북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여러 그룹, 사업, 네트워크 사이

에 위치하여, 서로 간의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성북이 다른 구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전국 및 광역 단위 기관의 사이 중심성 지수

가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북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지역 내부의

자원과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및 광역 단위의 사업과

폭넓게 연결되어 성북의 전체 규모를 확장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은

평은 은평구의 사이 중심성 지수가 0.521로 가장 높다. 은평 안의 다양한

지역문화 관련 의제의 사이에 은평구가 위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

5
서울시 1.198 구산동

도서관마을

0.494 W필하모닉 1.419 서울오라토리

오

0.275

6

영등포

문화재단

0.828 서울시 0.472 엠컬쳐스 1.026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0.241

7

문화체육

관광부

0.762 서울문화재

단

0.472 문화체육관광

부

0.964 서울오라토리

오후원회

0.172

8
돌곶이생활예

술문화센터

0.756 응암정보도

서관

0.406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0.857 서랍 0.155

9

성북정보

도서관

0.657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0.384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0.803 아야어여 0.120

10

성북예술

창작터

0.640 은평구사회

적경제협의

회

0.329 음악저널 0.598 달리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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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4개 구 전체에서 은평구의 사이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서초는 연결 중심성 지수가 가장 높은데 반해 사

이 중심성 지수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즉, 서초구나 서초문화재단에

직접 연결된 행위자들은 많지만 이런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의 연결고

리가 거의 없이 단독으로 서초구 또는 재단에만 연결된 결과이다. 연결

중심성 지수가 높지 않았던 반포도서관의 사이 중심성 지수가 3위로 높

은 것이 특이점이다. 마지막으로 관악은 사이 중심성 지수에 있어서도

다른 구에 비해 높지 않았다.

<표 3-5> 지역문화 거버넌스 사이 중심성 지수 분석 결과

성북 은평 서초 관악
1 성북문화재단 0.402 은평구 0.521 서초구 0.371 관악구 0.226

2
성북구 0.342 은평문화재

단

0.215 서초문화재단 0.253 서울시 0.223

3
성북문화원 0.052 구산동

도서관마을

0.086 반포도서관 0.072 관악문화재단 0.108

4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0.043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0.072 서초교향악단 0.037 서울문화재단 0.061

5
문화체육관광

부

0.038 응암정보도

서관

0.046 엠컬쳐스 0.026 서랍 0.048

6
서울시 0.033 문화체 육관

광부

0.041 문화체육관광

부

0.022 서울오라토리

오

0.010

7
공유성북

원탁회의

0.021 서울문화재

단

0.039 서울시 0.016

8 서울문화재단 0.016 서울시 0.037 이마에스트리 0.015

9
영화진흥위원

회

0.008 은평구 립도

서관

0.018 서초문화원 0.015

10

월장석친구들 0.008 은평구사회

적경제협의

회

0.018 서초문화

네트워크

0.007



- 126 -

클러스터 분석

다음으로 4개 구의 각 연결망에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클러

스터란 연결망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직접적인, 빈번한 연결 관계를

갖는 노드의 집합을 의미한다. 응집성이 강한 클러스터는 내부 노드들

간의 거리가 가깝고 노드 간의 링크 숫자가 많으며 클러스터 내의 링크

숫자가 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진다.

이 연구는 클러스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들 중에

서 클러스터 내에서 노드들이 서로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컴

포넌트(component)’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도출하였다. 분석

에는 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넷마이너(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넷마이너 프로그램에서 모듈러리티(Modularity) 기능을 사용하여, 클

러스터를 도출하였다.

아래에는 관악-은평-서초-성북의 순으로 클러스터 분석 결과를 서술

하였다. <부록2>에는 식별된 모든 클러스터의 노드를 기재하였다. 하지

만 아래 본문의 ‘그림’에는 식별된 클러스터 중 노드의 수가 많고 다른

클러스터와 연결된 하나의 큰 연결망을 담았다. 이 그림에 포함되지 않

은 클러스터는 섬처럼 고립되어 다른 클러스터와 전혀 연결 관계를 가지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관악

관악구의 연결망 클러스터는 총 9개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그림

3-9>에 있는 클러스터 5번에서 9번까지를 보면, 5번은 관악에서 문화예

술행사를 한 전문예술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광역과 중앙의 지원기관의

네트워크이다. 이런 네트워크는 흔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순회형 문화예술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악이라는 지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클러스터

에 해당한다. 6번은 이와 대조적으로 관악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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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이런 점에서 5번과 6번 클러스터

는 그 성격이 상이하여 전체 연결망에서도 가장 멀리 위치해 있다. 7번

클러스터는 관악 지역에 기반한 노드라는 점에서는 6번과 동일하지만,

모두 단체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점에서 6번 클러스터와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모두 관악문화재단이 주관한 ‘관악아트위크’라는 행사에 참여한

공간들이다. 8번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다른 클러스터들과 넓게 연결

된 클러스터로 관악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력하는 네트워크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9번은 관악의 민간 공간이나 단체부터 광역 단

위의 기관까지 다양한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관한 특

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클러스터이다.

이상 관악의 클러스터 구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

악의 클러스터는 특정한 한 두 개의 문화예술행사나 지원사업을 중심으

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이 클러스터끼리의 연결 관계는 강하지

않다. 둘째, 관악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시민단체나 공간의

경우 참여하는 행사나 지원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상호 간 교류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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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관악 연결망의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 특성
G5 전문예술단체와 광역-중앙의 문화예술 지원기관 네트워크
G6 지역의 시민단체 네트워크
G7 관악아트위크에 참여하는 지역의 민간공간 네트워크
G8 지역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G9 서울시 지원사업 중심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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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평

은평구의 연결망 클러스터는 6개로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그림

3-10>에 있는 클러스터 3번에서 6번까지를 보면, 3번은 은평의 마을도

서관부터 광역과 중앙 단위의 도서관 관련 기관들이 모인 ‘도서관 네트

워크’이다. 은평에는 지역사회에서 합심해 만들어진 구산동도서관마을이

마을 단위의 소소한 활동 뿐만 아니라 광역 및 중앙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만

큼 도서관이 전체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번

클러스터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

회 등 은평의 지역문화 중에서도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는 기

관이 다수이다. 상대적으로 민간 단체나 기관은 많지 않고, 몇 개 있더라

도 대부분 공공 예산에의 의존도가 높은 단체와 기관이다. 5번은 갈현동,

대추마을, 응암오거리 등 은평 내의 특정 지역이나 마을을 단위로 운영

되는 민간 단체와 조직이 대부분이다. 앞서 분석한 관악에서도 특정 지

역/마을 단위의 네트워크가 존재했지만 노드의 수가 많지 않고 클러스터

규모도 작았지만, 은평은 이와 달리 마을 단위로 추진되는 활동이 많아

그만큼 클러스터의 규모도 크다. 6번은 문화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기관/공간은 별로 없지만 은평에 위치한 사회혁신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이 넓게 포함되어 있다. 두레생협, 은평교육복지센터, 살림의료협

동조합, 은평인권네트워크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다른 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은평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지역문화 생태계가 문화예술, 문화기획,

문화정책 분야에 한정되기보다 ‘은평’이라는 지역의 폭넓은 사회정책 이

슈를 모두 다루는 생태계로 발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은평은 관악과 비교해봤을 때 클러스터의

규모가 크고 응집성이 높으며 문화예술과 크게 관계없이 은평이라는 지

역사회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문화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연결 관계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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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은평 연결망의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 특성
G3 도서관 네트워크
G4 기초-광역-중앙 문화정책 네트워크
G5 은평의 마을 단위 네트워크
G6 은평에 위치한 사회혁신 분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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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초

서초구의 연결망 클러스터는 총 10개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그림

3-11>에 있는 클러스터 4번에서 6번과 8-10번까지를 보면, 관악이나 은

평의 클러스터에 비해 ‘공연예술단체’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많다. 6번은

서초교향악단처럼 서초구청이나 서초문화재단이 만든 산하 단체들로 구

성된 클러스터이고, 9번은 서초문화재단과, 10번은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연결된 공연예술단체이다. 이런 클러스터는 서초구청과 서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연결고리 외에 서초구라는 지역과 직접

적으로 관련을 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평의 클러스터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4번 클러스터는 서초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들끼리의 네트워크

이다. 소규모의 민간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 없이 지역기관들끼리 협력하

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5번은 서초구 내 주민협의체들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런 주민협의체가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나 문화정책 분야의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서초구는 주민협의체끼리만 연결되어

기관/단체의 자원을 함께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반포도서관이 중심이 된 8번 클러스터는 서초구의 10개 클러스터 중 가

장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클러스터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전국

단위 지원기관이 모두 연결되어 반포도서관을 매개로 전국 단위의 다양

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서초구는 지역 사회를 기반이나 단위로 하

는 클러스터가 없고 대부분 서초구청, 서초문화재단의 강력한 추진력과

원동력을 중심으로 집결된 공연예술단체의 클러스터이다.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는 서초구 산하 단체 외에는 같은 공연예술단체라고 하여도 서

로 간에 별다른 연결 관계가 없이 어떤 지원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탑다운 중심의 클러스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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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초 연결망의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 특성
G4 서초 지역 기반 기관 네트워크
G5 서초구 내 주민협의체
G6 서초구/문화재단 산하 공연예술단체
G8 반포도서관 중심의 전국 단위 지원기관 네트워크
G9 서초문화재단과 연결된 공연예술단체
G10 서초구청과 연결된 공연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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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북

성북의 연결망 클러스터는 총 10개가 도출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클러스터 간 특성의 차별화가 명확하기 보다는 각 클러스터에 공공과 민

간의 다양한 공간, 단체, 기관이 모두 함께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 3-10번까지의 클러스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번 클러스터는 민간보다는 대부분 공공의 기관, 그 중에서도 기초-광역

-중앙 단위의 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성북의 지역문화

생태계가 주로 어떤 광역과 중앙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연결의 방식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사업이 추진되는지 알 수 있다. 4번은

주로 영화 장르와 관련된 네트워크인데, 은평의 클러스터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의 규모와 응집성이 높았던 것처럼 성북에서도 지

역에서 오래 운영된 ‘아리랑시네센터’가 있기 때문에 영화 장르로만 구성

된 클러스터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아리랑시네센터는 성북

지역 내 다른 자원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4번 클러스터가 아니라 9번 클

러스터에 소속되어 있으나, 4번 클러스터 자체는 영화 장르에 충실한 클

러스터이다. 5번 클러스터는 서울시 자치구끼리의 협력을 보여주는 네트

워크이다. 다른 구의 클러스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유형에 해당한

다. 6번과 8번 클러스터는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모인 클러스터로 보이

고, 7번 클러스터는 석관동 지역만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성북 내에 마을 단위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을 보여준다. 9번과 10번

클러스터는 소속된 노드가 가장 많고, 실제 연결망에서도 중심에 위치하

여 다른 클러스터와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 9번과 10번 클러스터의 차이

는 9번 클러스터가 지역 기반의 소규모 민간공간 및 단체 중심의 네트워

크인 반면, 10번은 학교, 협회, 기업 등의 좀 더 규모가 큰 기관과 단체

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북의 지역문화 생태계는 마을 단위부터 자치

구 간의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광역 및 중앙/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지

원기관과의 긴밀한 연결에 이르기까지 문화정책의 다층적 네트워크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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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접속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성북 연결망의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 특성
G3 기초-광역-중앙 기관 네트워크
G4 영화 장르 관련 네트워크
G5 서울시 자치구 협력 네트워크
G6 특정 사업 중심의 네트워크
G7 석관동 주변 네트워크
G8 특정 사업 중심의 네트워크
G9 지역 기반 소규모 민간공간 및 단체 중심의 네트워크
G10 지역 기반 기관 및 단체(학교, 협회, 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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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광의의 문화정책네트워크, 장르예술네트워크, 문

화기획자네트워크, 로컬네트워크 등의 여러 네트워크들과 다층적으로 연

결된 복잡계 구조를 가진다. 네트워커가 복잡계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

및 행위자의 복합적 역할을 파악하고 잠재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어주

기’와 ‘해석하기’의 행위는 새로운 정당성을 촉진하여 거버넌스의 내부

갈등 해결과 선천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버넌스

주체간 관계에 대한 이원 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거버넌스가 얼마나 다

층적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를 확장, 전파, 이

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성북은 가장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규모가 넓고 퍼져 있으

며 전국-광역 단위 문화정책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런 사업의 수행이 탑다운 방식으로

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사업을 대응하여 지역에서 구체화하

는 민간 주체들 또한 워킹그룹의 형태로 지역 안에서 긴밀한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은평은 성북에 비해 네트워크의 규모는 작지만 거버넌스 안에

서 구획이 명확한 클러스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클러스터의 대부분

은 은평이라는 지역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이었다. 즉, 은평은 외부의 다층

적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정당성을 촉진하는 유형은 아니며, 은평

기반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내부의 결속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가 작동된다. 서초는 네트워크의 밀도는 가장 높았지만, 서초구

와 서초문화재단이 중앙집권하여 모든 주체들과 단독으로 연결된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교량형 사회자본을 의미하는 사이 중심성 지수는 낮았다.

관악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 규모가 작으며 특정한 중심성을 나

타내는 주체도 많지 않았다. 다른 구에 비해 지역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이제 재단과 거버넌스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자료로 포착되

고 가시화될 수 있는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의 축적과 작동은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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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가 주민과 만나는 실질적인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과

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네트워커의 활동이 활발한 지

역에서는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연결된 다층적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여, 지역 안으로 다양한 자원을 유입하고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촉

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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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를 통해 본

네트워커의 행위 전략

이 장은 이론적 자원에서 정의한 네트워커의 4단계 행위 전략, ‘이어주

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의 단계를 4개구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를 통해 세밀히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다른 종류의 로컬 거버넌스와 달리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을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삼는다. 따라서 문화예술 행사는 지역문화 거

버넌스의 조직체계, 문화, 정체성, 운영방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4개구의 지역문화예술 행사 중 거버넌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또는 거버넌스의 특수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를 통해 네트워커의 행

위 전략이 지역마다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분

석은 모두 두 개의 파트로 구성하였다. 첫 부분은 사례가 수행되는 공간

인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별 로컬리티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해당 사례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여기 연계된 행위자

들 간의 역동성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어, 네트워커의 행위 전략이 어

떻게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진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치

거버넌스 형태가 다르게 구현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와 로컬리티의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음 절에서는 사

례 분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대상인 4개구 지역문화 거버넌

스를 로컬리티 관점에서 비교분석적으로 먼저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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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역별 사례 선정

구 로컬리티 특성 선정한 사례

성북
풍부한 예술가 인적자원과

예술가의 정주성 및 주민성
미아리고개예술마을 ‘미인도’

은평

지역문화역량이 낮은

환경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왕성한 활동

은평누리축제

서초

예술가 네트워크의 부재와

문화정책사업 참여로 인해

강제된 협력의 기제

줌인서초네트워크 2020년 협력

행사

관악

풍부하지만 유동성이 많은

예술가 인적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

관악아트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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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아리고개예술마을 : 네트워크의 확장과 자원의 연결

1) 성북 예술마을과 예술가의 정주성

공유성북원탁회의(이하 ‘공탁’)가 추진해 온 지역축제, 생활문화, 문화

예술교육, 공간조성, 문화정책역량 강화, 예술마을 만들기 등의 여러 사

업 갈래 중 문화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지역분권과 예술가의 자율성으로

요약되는 공탁의 핵심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예술마을 만들

기 사업(이하 ‘예마’)’이다. 예마는 주민으로서의 예술가가 생활권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의 일상성에 기반한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하장호, 2020), 2015년 정릉과 미아리고개의 2개 지역에서 워킹그룹 형

태로 시작한 뒤, 2019년 정릉, 미아리고개, 성북, 삼선, 월곡, 장위, 석관,

종암, 월장석(월곡+장위+석관)의 9개 예술마을 만들기로 발전하였다(성

북문화재단, 2019, 아래 그림 참조).

<그림 4-1> 성북 예술마을 지도

*출처: 성북문화재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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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책의 등장 이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의 활동과 실천

은 커뮤니티아트, 공공예술, 창작 클러스터, 문화적 지역재생 등의 개념

으로 전개되어왔다. 예술가는 문화예술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서비스하

는 생산자로, 또는 창조적 역량을 발휘해 지역재생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혁신가이자 사업가의 정체성으로 서술되었으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예술가와 지역주민은 별개의 집단으로 취급되었다(조숙현·윤태진, 2015;

최지영·김현지, 2017). 즉, 예술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자유롭

게 활용 및 대체될 수 있는 외부 자원이었으며, 실제 지역에서 가시화된

변화를 체험하는 지역문화의 주체는 원주민인 지역 주민들로 그려졌다.

반면 예마는 예술가의 정주성, 다시 말해 주민으로서 예술가의 정체성

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지역 기반 예술 활동 담론과 차별화되는

성북만의 고유성을 보여준다. 예마에 참여하는 예술가는 프로젝트에 투

입된 예술가가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동네를 재

발견하고 삶의 공간에서 예술의 가치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

예마는 “예술이 새로운 삶의 양식과 일상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 새로

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성북문화재단, 2019: 5), “삶 속에서 예술

의 가치가 공감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생활권에서 진행되는

문화적 커머닝”이다(이원재, 2020: 163). 그러므로 예마 프로젝트에서는

예술/비예술의 구분, 예술가와 주민의 경계는 무의미하다. 지역성과 일상

성을 바탕으로 삶에 맞닿은 예술을 꿈꾸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활

동의 토대를 추구하는 활동인 것이다.

예마가 구체화되기 전부터 대학로의 배후지인 성북에 많은 예술가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성북 지역의 강점으로 자주 언급되어왔다(성북구,

2013). 또한 성북구는 민선 5-6기 김영배 성북구청장 재임 시기를 거치

며 ‘마을 민주주의’라는 구청장의 핵심 비전 아래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

적경제 사업 등 생활권 단위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전폭적으로 유치하고 있었다(김영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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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8). 김영배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강한 의지가 로컬거버넌

스 형성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될 정도로(여관현, 2017), 마을 민주주의의

비전은 구정 전반의 핵심 가치로 작동했고, 그런 점에서 예마는 “동 단

위와 마을 단위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적 기반”으

로 예술가뿐만 아니라 성북구청에게도 중요한 자원이었다(성북문화재단,

2016).

이런 대내외적 환경이 뒷받침한 예마는 예술가의 자율성, 지역과의 연

계, 정책결정자의 추진력이 결합한 성북의 대표 사례로 성장했을 뿐 아

니라, 서울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발전하는 혁신적인 문화사업 모델로 활

용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2015-16년 성북 지역을 파일럿으로 하는 예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7년 ‘지역문화진흥사업’

으로 확대되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처음 사업이 출범

한 2017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 진흥의 방법론 중 ‘예술마을 만

들기’를 하나의 트랙으로 운영하여 성북의 예마 모델을 전 자치구에 확

대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서울문화재단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마는 성북의 대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원형이자 롤모델이다. 또한 성북 지역의 다

양한 인력, 예산, 공간, 콘텐츠 자원이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위에 소개된 9개의 예술마을 중 가장 처

음 조성된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의 사례를 통해 네트워커의 기능과 역할이

예술마을의 구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아리고개예술마을과 미인도 프로젝트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의 대표성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은 행정구역상 동선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워킹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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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이다. 미아리고개는 성북구 돈암동에서 길음동으로 넘어가는 미아로를

지칭하는데, 이제는 고개가 여러 차례 깍여져 낮아지고 고가도로가 건설

되어 더 이상 험준한 고개를 연상시키지는 않지만 6.25 전쟁 당시 북한

군이 이 고개를 넘어 퇴각하며 많은 애국인사들을 끌고가면서 ‘한 많은

미아리고개’, ‘단장의 미아리고개’ 등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지명으로 기

억되고 있다(서울문화재단, 2019).

성북의 모든 예술마을은 민-관 협치 구조의 워킹그룹이 운영을 전담

하는 체계로 조직된다. 특히 사업 초기에 조성된 예술마을은 재단에서

담당자 한 명이 워킹그룹에 소속되어 사업계획, 예산수립부터 실행 단계

까지를 재단과 긴밀히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였다(성북문

화재단, 2019).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은 워킹그룹 ‘아름다운미아리고개친구

들(이하 ‘아미고’)’이 2015년부터 운영을 맡았고14), 2017년 아미고를 기반

으로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을 창립해 성북문화재단과 미인도 공동운영

MOU를 체결하여 마을 기반 활동과 사업을 본격화하였다(하장호, 2020).

그런데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된 미인도는 처음부

터 지금의 예술마을 모델을 구상하고 시작한 프로젝트는 아니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공공미술 시범사업 ‘지역재생+예술’ 미

아리고개 재생프로젝트 미인도>를 통해 공간을 조성한 후 이곳을 거점

으로 지역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며 동선동 기반의 지역 활동으로 확장

된 경우이다. 이후 미인도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기반 사업이 자리를

잡으며 미인도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예술마을 프로젝트 단계로 진화하였

다. 그런 점에서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은 예술마을 첫 시범지역이라는 의

미를 넘어, 공유성북원탁회의가 지역과 문화예술의 접점에서 이룩한 거

버넌스의 첫 번째 결과물이자 프로토타입이기도 하다.

또한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은 공탁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자율성, 지역

성, 지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먼저 ‘자율성’은 ‘협동조합 고개엔마

을’의 독립적, 자율적인 활동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협동조합 고개엔

마을’의 주요 업무는 미인도의 관리 및 운영이지만, 이외에도 서울문화재

14) 원래 워킹그룹 이름은 ‘미아리고개예술마을 워킹그룹’이었으며, 2016년 그룹명을 ‘아
름다운미아리고개친구들’로 전환하였다(하장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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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문화진흥원 등 여러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부터 생활문화, 문화

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주받아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성’은 거점 공간인 미인도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위원회, 인근 상인 등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네트워크를 형성한 측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미아리고개예술마을 주체가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측면을 말한다. 다른 예술마을 워킹그룹은

성북문화재단의 기조나 지원사업의 유무에 따라 활동에 편차가 있어, 유

지되는 곳도 있지만 유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술마을도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곳도 있다. 반면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은 출범 초기

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인력, 자원,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이처럼 예술마을의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을

본 연구에서 주요 사례로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미아리고개예술마을의

추진 계기가 된 ‘미인도’라는 동선동고가차도 하부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확장과 자원의 연결의 맥락을 서술하고자 한다.

미인도 소개

미인도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미아리고개 고

가도로 하부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다. 고가도로 하부는 쓰레기를 모아서

정리하는 곳으로 쓰였는데, 현재 미인도가 조성된 곳 또한 환경미화원이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어 쓰레기장의 이미지가 오래 남아있다.

이 구역은 성북의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각종 사건사고의 온상이자 주민

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하는 성북구청에서도 지역의 난제로 손꼽히던 곳

이다. “밤에 거의 못 다니는 동네였어요. 남자들도 심지어 무서워서 못

다니는 정도의 길이었죠(A-1).” 2014년 상반기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

문화재단, 그리고 성북구청은 공동으로 고가도로 하부의 지역 이슈 해결

을 위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예술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찾

던 공탁과 재단, 그리고 지역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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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만남은 곧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해결책으로 이어졌고, 일련의 과

정을 통해 2015년 10월 개관식을 가진 후 현재까지 미인도는 전시, 공연,

강연, 마을장터 등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지역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간의 명칭은 미아리고개의 ‘彌’, 사람을 뜻하는 ‘人’, 길을 뜻하는 ‘道’

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미’는 역사, 예술, 프로그램, 지역성 등의 소프

트웨어를, ‘인’은 주민, 예술가, 지역예술단체 등의 휴먼웨어를, ‘도’는 고

가도로, 건물, 도로, 골목길 등의 하드웨어를 의미하고, 이것들이 조화되

어 신윤복의 그림 ‘미인도’처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길 바라는 마

음을 담은 프로젝트 명이다(성북문화재단, 2017).

미인도의 공간 구성은 유연하고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 활동에

적합한 형태를 띄고 있다. 미인도 밖은 주민들을 위한 쉼터이자 야외공

연장이, 안에는 전시공간과 다목적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정해진 출입구

외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쪽 벽은 실험적인 무대를 구상하는 예술

가에게는 자유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김연재, 2018). 공간의 다양성

은 곧 미인도와 함께한 행사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마을장터(고개장),

주민 동아리 모임, 다원공연, 전시, 퍼포먼스, 포럼, 워크숍, 강연 등 가능

한 모든 형태의 지역문화 활동이 미인도에서 전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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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미인도 전경

＊① 미인도 전경, ② 미인도 내 다목적공간, ③ 고개장 풍경

**출처: 미인도 홈페이지(①, ②), 성북마을 블로그(③)

본 연구는 미인도의 사례를 두 가지 층위로 접근해 설명을 시도한다.

첫째는 시기를 기준으로 ① 1단계 준비시기, ② 2단계 조성시기, ③ 3단

계 안정화시기의 3단계로 미인도의 발전 서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준비

시기’는 처음 동선고가차도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공간을 개관한 2015년 10월까지, ‘조성시기’는 2015년 개관 이후 지역자

원조사, 시범사업 개발, 고개장 시작 등의 활동 반경을 넓히며 성북문화

재단과 공동운영 구조를 확립하게 된 2016년까지의 시기이며,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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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정화시기’는 2017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의 창립 이후 다른 지역문

화사업으로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시기이다(아래 표 참조).

<표 4-2> 미인도 주요 연표

구분 시기 내용

1단계

준비시기

2014.2. 동선고가차도 활용방안 강구(성북구청-성북문화재단)
2014.3. 공탁 동선고가하부 활용 아이디어 제안

2014.9.
퍼블릭 샤렛(public charrette) 미아리고개원탁회의 개

최
2015.1-2 사전 답사
2015.6-8 공간 조성
2015.9. 중간보고회

2단계

조성시기

2015.10. 개관식
2016.4. 미소활짝 미인도 축제

2016.5.
<미아의 고개여행기>, <미소책>, <미아리고개 인

지도> 발간
2016.9. 고개장 시작
2016.4. <미아의 고개여행기> 책 발간

3단계

안정화시

기

2017.3.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설립

2017.4.
성북문화재단-협동조합 고개엔마을 미인도 공동운영

협약
2017.12. 미인도 생활문화지원센터 인증 재개관식

＊출처: 미아리고개 친구들 페이스북 페이지, 성북문화재단 등

둘째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미인도에 연결된 ‘주체’와 주체들 사이

자원의 ‘순환’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를 서술하는 것이다. 미

인도 프로젝트는 3장에서 상술한 문화정책 분야의 복잡계 네트워크가 작

동하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북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읽힐 수 있지만, 여

기에 연계된 주체와 자원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광역 및 전국 단위

의 기관, 전문가, 예산 등의 자원이 한데 얽혀 시너지를 창출하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주로 1단계 준비시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자

원이 연결된 과정을 서술하지만, 1단계에서 확립된 네트워크의 작동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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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은 2-3단계를 거치며 고도화되어 예술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

능하게 한 미아리고개예술마을만의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여기서는 1장

에 서술한 네트워커의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전파하기의 4단

계에 근거해, 미인도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3) 미인도에서 천장산우화극장까지: 성북 모델의 확립과 전파

이어주기 - 정보의 소통과 전문성의 연계

미인도 프로젝트는 성북구청-성북문화재단-공유성북원탁회의의 세 주

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치로 진행되었다. 성북구청은 행정적 업무의 처리

를, 성북문화재단은 문화정책 네트워크 안의 다양한 자원을 유입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 예술가들의 힘을

합쳐 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었

다.

그런데 문화적 도시재생의 사례에서 서로 다른 주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인도 프로젝트에서 민관협력이 원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이 우범지대라는 사회적 문제가

성북의 오랜 숙제라는’ 핵심적인 지역 정보가 성북의 네트워커를 통해

서로 다른 주체 간에 전달이 되어, 이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의 필요성

에 대해 모두 비슷한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성북문화재단의 대표는 이 정보 전달의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소

통창구 역할을 하였다. 대표는 매주 구청장 주관 ‘국과장 회의’라는, 성북

구청의 구정 흐름, 정책사업의 진행 정도, 지역 이슈와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해 각종 분야의 지역 정보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대표는 문화재단 부임 이전 사회혁신 분야에 오래 종사하며 이질적

분야 간 연결과 융합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였기에, 이

런 지역적 이슈와 ‘문화예술’의 연결고리를 찾고 과업으로 발전시키는 작

업에 능숙하였다. 고가도로 인근이 우범지대이고 열악한 치안과 잦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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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고로 인해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은 예술가 또는 문화재단 입장

에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

식하더라도 이를 문화예술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반면 성북은 대표를 비롯해 팀장, 사원급에도 대안경제, 사회

적경제, 마을만들기, 청소년운동, 문화운동 등 90년대 이후 부상한 사회

혁신 분야의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다수 입사하여,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의 문제가 예술인 당사자의 이슈, 지역예술커뮤니티의 테마로 재편되는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저기에

다가 뭘 해보자... 그거는 성북구도 고민이 있었고, 뭐 성북문화재단도 당

연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재단 대표가 성북구의

간부회의 같은 데에 항상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안 들

어가는 데도 많은데, 어쨌든 거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놓고

고민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인 거 같고.”(A-1)

“구청장이 매주 국과장회의를 여는데, 항상 구청장 오른편에 재단 대표

를 앉혔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 회의에서 각종 사

업과 이슈가 다 논의되고, 그 회의만 따라가면 성북구의 이슈를 다 알

수 있죠.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예술인주택처럼 재단에

서 제안한 사업들도 있고.”(A-2)

네트워커는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의 이어주기 역할 외에도 그들 자신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하는 식

으로도 이어주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미인도 프로젝트처럼 도

로의 일부를 도시재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해외의 도시재생

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다. 공탁에는 문화기획, 문화정책, 문화연구 분야

의 전국 단위 전문가 그룹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고, 이들이 다양한 학술,

정책적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던 전세계의 도시재생 트렌드는 고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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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하부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 단계를 설계하는 데에 배경지식으로 활용되었다. 추진 초

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퍼블릭 샤렛’이란 이

름을 붙이고, 공간의 조성에서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개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설정한 것 등은 네트워커

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또한 공유성북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자, 연구자, 건축가, 활동

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이 원래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

을 직접 프로젝트에 투여하면서 개인 역량이 집합적 시너지로 연결될 수

있었다. “공탁에 건축가가 있으니까, 당장 하부공간 재생 설계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죠.”(A-3) 프로젝트의 추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제

설정 이후 단 시간 내에 개관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은 이처럼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전문성이 곧 자원으로 프로젝트에 투여

된 덕이 컸다.

해석하기 - 공동의 언어 개발

다음으로 설명할 네트워커의 역할은 ‘해석하기’이다. 대부분의 민관 거

버넌스는 서로의 입장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크다. 은

평누리축제에서 공무원 집단과 민간 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과 간극이

커져간 것처럼, 대부분의 거버넌스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정당성 투

쟁에 얽매이기 쉽다. 반면 공탁의 네트워커는 이해, 해독, 번역하는 ‘해석

하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공탁이 추구하는 공동체적 규범과 언

어를 개발하였고, 결과적으로 단일 목표를 위한 집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공탁에서 해석하기의 대상은 공무원과 민간의 양자 관계에 국

한되지 않는다. 민간에서도 서로 다른 예술장르의 종사자, 또는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등 간에도 직업적 특성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

네트워커의 해석하기 기능은 공공과 민간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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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만남, 회의자리에서도 반복적으로

발현된다. 그리고 이런 일상의 무대에서 내뱉어진 작은 생각과 감정이

즉각적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일상적인 반복의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주체의 조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미인도 프로젝트에서 네트워커의 해석하기 기능을 맡은 건

누구였을까? 여기서는 기획자 집단이 성북구청과 성북의 예술가들 사이

에서 네트워커 역할을 맡았다. 해석의 방향은 주로 행정의 언어를 일상

의 언어로 풀어 예술가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시 재생’

이란 정책적 의제 대신 ‘동네에서 함께 노는 경험’으로, ‘지역의 문제 해

결’이라는 당위성보다는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일상적 테제 아래

성북의 예술가들이 미인도 프로젝트로 하나 둘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런

‘해석하기’의 반복적인 과정은 미인도를 대표하는 개념이자 언어의 개발

로 이어졌다. 연대, 공생, 상호 의지, 일상 등의 미인도를 설명하는 단어

는 포스터, 홍보물, SNS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성북의 예술가들에

게 미아리고개 하부공간의 재생은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재생된 공간에서 누가 서식하고,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는지, 이 공간이

어떤 울타리와 안전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동네 예술가의 거점이자

사랑방으로 미인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술가라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가라는 직업을 갖고, 동네에 사

는 사람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한테는. 포인트가. 우리는

그냥 성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A-3) 2017년 성북문화재단 연차

보고서에 소개된 미인도의 정의는 바로 이런 지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

는 소개글이다. “예술이 심미화된 공간의 조성 또는 미적인 상품 생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예술가와 주민, 주민과

주민, 주민과 마을을 연계하는 것) 서로가 자극을 주고받는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이다(성북문화재단, 2017: 78).

“미인도 같은 경우도 정책적 맥락에서 보면, 문화적 도시 재생이에요. 그

런데 예술가들에게 가서 우리 문화적 도시 재생 한 번 해볼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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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겠냐고. 그 언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게 기획

자인 거예요. 정책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같이 이 작업을 할

예술가들을 만났을 때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는 게, 우리 동네 맥락에서

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워딩을 만드는 거죠.

야, 네 전시가 꼭 굳이 갤러리하고 전시장 안에 있을 이유가 뭐냐? 다리

밑에서 한 번 놀아볼래? 약간 이렇게 뭐? 다리 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의 어떤 참여라던가 행동을 독려해주거

나 매개해주는 약간 그런 촉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필요했

던 거죠.”(A-3)

미인도의 사례에서 네트워커가 생산한 공동의 언어는 공간의 조성 이

후에도 이 공간에 주체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는 주체의 형성으로 이

어졌고, 새로운 예술가, 기획자, 대학생, 활동가 등을 끊임없이 유입시키

는 공동의 규범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미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보여

준 네트워커의 해석하기 기능은 공탁 운영 전반의 중요한 매개적 기능이

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탁의 활동이 장기화되면서 구성원 간의

동질성과 유사성이 두드러지지만, 공탁 결성 초기에는 다양한 루트로 거

버넌스에 참여하게 된 주체들 간에 서로를 알리고 이해하는데 실제로 상

당한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만큼 서로 다른 주체 간에 최소한의 정서적,

지식적 공유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협업의 경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네트워커의 역할을 맡았다.

“예술가들은 주관 엄청 세고.. 분야 별, 장르 별로 자기 세계관이 확고하

거든요. 예를 들면 시각예술 작가나 뮤지션, 연극하는 사람들 각각은 완

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같이 이야기

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A-1)

또한 성북문화재단 설립 초기 기존의 시설운영 파트에서 인계된 직원

외에 새로 유입된 직원의 상당수가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민간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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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등에서 경력을 쌓은 활동가 또는 예술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성북문화재단 직원들의 민간 영역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재단

의 정책 아래 모든 워킹그룹에 재단 직원이 민간 참여자와 동등한 위치

로 참여해 예술마을 사업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갔기 때문에 갑자기 사

업이 난항을 겪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지역주민과의 스킨쉽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재단과 민간이 함께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었다.

“한창 거버넌스가 물올랐을 때는 새벽에도 단톡방에 예술가들의 카톡이

계속 올라오고, 재단 직원 집 앞에 찾아와 논의를 하기도 하고. 예술가들

은 회의한다고 회의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니까

예술가와 재단 직원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요.”(A-4)

정당성 촉진: 지역문화공간으로의 승인

2014년 초 논의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개관한 미인도는 2016년 지

역조사연구, 축제 개최, 마을장(벼룩시장) 개최 등의 콘텐츠를 채워가며

지역에 맞닿은 문화공간으로의 정체성을 구체화해갔다. 그러나 정식 문

화공간으로 미인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행정적 과제가 놓

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인도가 법적, 행정적으로 ‘공간’이 아니라는 점

이었다. 도로의 일부공간을 개조한 미인도는 행정적으로 한 쪽 벽은 서

울시 소유의, 다른 쪽은 성북구 소유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고, 성북구

조례의 문화시설에도 미인도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거기가, 미인도가, 우리가 보면 공간이지만, 행정상으로는 공간이 아니

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로를 허가 받아

서 쓰고 있는... 도로를 막고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문화공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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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례에는 문화시설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A-4)

만약 미인도가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행사만을 도맡는 산하시설로

기능한다면 행정상 공간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활동에 큰 차이나 제약

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인도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무엇보다 미인도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실무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행정상 등록된 공식적인 문

화공간·시설의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하여, 미인도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이나 행사 등의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인도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2017년 처음 추진된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간으로 선정되어,

공간의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당시 함께 선정된 공간은

XX, XX, XX 등으로 미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상 정식 공간들이

다. 미인도는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구청이나 재단의 공식적인 승인은

아니지만, 서울문화재단이라는 문화정책의 핵심 기관으로부터 주민을 위

한 지역문화공간이라는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선정이 가져

온 변화와 영향력은 상당하였다. 공간에 관한 시설 구비, 사업비 책정 등

이 가능해졌고, 성북구의 대표적인 일상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을 만나는 일상적인 행사의 틀을 갖

출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17년 12월 있었던 미인도의 생활문화지원

센터 선정 기념 ‘재개관식’은 미인도가 지역문화공간으로의 승인을 받고,

정당성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문화정책네트워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사업을 꿰뚫고 있는 네트워커는 이처럼 미

인도의 한계와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사업의 맥락을 파악하

고, 이에 신청 및 선정되어 공간의 질적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당성

을 촉진한 것이다.

“조례에 없어서 사실은 좀 문화시설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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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다음 년도에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업 막 시작할 때,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간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버렸어요. 협동조합 고개엔

마을에서 신청해서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시설들을 구비할 수...

막 에어컨이나 이런 걸 구비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의

활용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제 재단에서도 기본적인 시설비와 사업

비를 세팅하게 되는...”(A-4)

네트워커의 ‘정당성 촉진’ 기능은 문화정책네트워크의 핵심 자원을 연

계해 공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 협의체인 주

민자치위원회의 참여로 지역사회와의 공식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미인도가 지역에 맞닿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다

양한 접점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했다. 이를 위해 미인도의 예술가들은

마을버스에 광고를 붙이거나,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는 식의 일상적

홍보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네트워커는 이런 활동에 시너지를

만들고자 동선동의 핵심적인 토박이 집단과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처럼 지역에서 이미 정당성을 확보

한 그룹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다.

“협동조합 멤버가 동선동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통장님은

뭐 자꾸 뭐 하자고 얘기도 하시고. 일종의 (통장님이) 자기가 일종의 기

획자가 됐죠. 초반에도 그... 미인도에서 했던 행사들이 다 지역 주민들

행사였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 거기 저 뽕짝뽕짝 중창단이라고 주부 중

창단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공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가 맹인들이 되게

많이 사시는... 점집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맹인독경 전수

자도 있고 해서 맹인독경을 공연처럼 만들어서... 네. 했었고 뭐 뮤지컬도

만들었었고, 연극도 만들고. 다 그 지역 기반의 뭔가의 얘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많은 지역들이 그렇지만, 자기 지역 얘기도 잘 모

르고, 그거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꽤 중요

한 역할이었던 거 같아요.”(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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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조직에의 참여 외에도 네트워커의 지역 활동은 동네 세탁소,

안경집, 가게 주인과의 지속적인 일상 대화, 원래 미인도 공간을 사용했

던 환경미화원과의 접점을 만드는 활동으로도 뻗어나갔다. 미인도와 지

역주민이 상호 간 공감대와 친분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인도의 콘

텐츠 또한 동선동 고유의 지역적 역사와 이야기, 미아리고개와 6.25 전

쟁, 맹인촌의 이야기로 발전되었다.

경험의 전파: 천장산우화극장

지금까지 설명한 미인도의 성공은 민관협치로 접근한 문화적 도시재생

의 성공 사례이며 동시에 성북 고유의 지역문화 모델을 정립하게 된 계

기이다. 성공의 법칙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가능할 것이다. 미인도는

예술이 지역과 만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예술가와 공무원, 지역주민

간에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으며, 예술가들이 주민성을 획득하여 지역의

기반을 만드는 구조를 확립해 예술가들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상과 예술

적 삶을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런 점에서 자발성, 호혜

성, 지역성(이원재, 2018)이란 공탁의 핵심 가치는 미인도의 사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예술가라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가라는

직업을 갖고,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한

테는. 포인트가. 우리는 그냥 성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A-3)

미인도의 지역문화 운영모델은 네트워커가 미인도의 경험을 전파하고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후 공탁에서 추진한 사업과 공간 조성에 그대로 적

용되었다. 하나의 큰 흐름인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은 미인도를 통해 미아

리고개예술마을을 활성화하는 협력의 방식을 성북 전역에 이식하는 것으

로, 월곡, 장위, 석관, 정릉 등 총 9개의 지역에 예술마을 워킹그룹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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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인도의 네트워커는 워크숍, 강연, 비공식적 컨

설팅, 회의 등을 통해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험을 공

유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하장호,

2019)”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한 미인도의 ‘협동조합 고개엔마

을’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조직화의 유형으로 지역에 자리

매김했다15).

“뭐 사실 조합이라는 틀, 그니까 조직이라는 틀은 일정 단계에 들어가면

구성원들에게 어쨌든 바람막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느슨한 네트

워크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멤버십도 더 강해지고.

정체성도 좀 더 생기는 거죠.”(A-3)

공탁의 구성원 중에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가 다수 포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북문화재단 직원 중

에도 이런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 예술가들이 협동

조합을 설립한다는 아이디어는 성북에서 이미 상당히 익숙하고 친근한

시도였다.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은 미인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문화기획 전문성을 조합 설립 이후 추진한 여러 사업에서도 적용하여 미

인도를 지역문화공간을 넘어 생활문화공간이자 실험적 예술의 장, 예술

가들의 자발성이 창발하는 다면적 정체성을 보유한 곳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수단이 아니라 주체이며, 숙련기술의 재현

이 아니라 주체성의 발현이라는 대전제가 근본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었

다.

미인도와 같이 민관협치 방식으로 조성한 공간인 천장산우화극장은 미

인도의 추진 방식과 운영 모델을 이식한 ‘경험의 전파’에 해당한다. 천장

산우화극장은 성북정보도서관 지하에 위치한 공공극장으로, 원래 사용이

적고 방치되고 있던 다목적실을 2018년 극장으로 개조한 것으로, 미인도

15) 공탁에서 결성된 최초의 협동조합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기반으로 2016년 5
월에 설립된 ‘협동조합 문화변압기’이다. 이 협동조합이 최초이지만 조합의 규모가 작
고 조합의 역할 또한 축제기획에 한정되어 성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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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지역과 예술이 만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접근

성이 가장 높은 도서관 공간의 일부를 지역극장으로 활용하였다. 천장산

우화극장 프로젝트처럼 새로운 시설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없어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단계로 진전하기

어렵다. 미인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참여를 통해 현실화의 첫 발

을 내딛었던 것처럼 천장산우화극장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

해 공간의 초기 조성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2019-20 서울문화재단

에서 진행한 ‘지역극장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여 2018년 개관 직후

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천장산우화극장의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월장석친구들’이라

는 워킹그룹의 운영적 측면이다. 미인도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주민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는다면, 월장석

친구들은 여기에 더해 예술가들이 워킹그룹에서의 관계를 통해 각자의

예술세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예술 커뮤니티의 기능 또한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월장석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술마을은 예술가

들이 온전히 주체적인 예술세계를 그려감으로써 자신감과 주체성을 가지

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만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월장석친구

들은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처럼 제도화된 조직을 구성하진 않았지만, 공

간의 공동운영협약 제도를 바탕으로 공간의 주체성을 확보하였고,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등 여러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며 지

역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해나갔다.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랬는데, 미인도 같은 경험들이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공탁이라는 거를 통해서 지역 활동을 함으로

써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네 하고 알게 되는거죠.”(A-3)

미인도의 조성에 기여한 네트워커는 공탁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이 회의에 상정되는 미인도를 포함한 성북의 각종 공간, 사업, 워킹그룹

관련 의제를 전반적으로 파악 가능한 정보 플랫폼에 긴밀히 접촉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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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장산우화극장을 비롯한 현실화 초기 단계에 있는 여러 사업이 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네트워커는 미인도에서 축적한 경험을 전파

하여 천장산우화극장이 그리고 또 다른 공간과 사업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통로를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공탁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

조, 운영위원회가 소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하부에 여러 워킹그룹이

존재하는 위계적 구조는 이런 점에서 경험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이식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 작용한다. 공탁이 초기 20명의 모임에서 300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지역 커뮤니티로 단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네트워커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운영모델이 사업화되어 경계를

확장해 갈 수 있었던 요인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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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평누리축제: 축제의 역할과 정체성

1) 은평 시민사회의 플랫폼으로서의 축제

은평은 1960-70년대부터 복지원, 복지관, 고아원, 요양원 등 서울과 경

기도가 맞닿은 지역의 특성상 넓은 가용 부지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자

리를 잡았다. 이 시설의 대부분은 전국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었

지만, 오랜 시간 은평 지역에 자리한 연유로 지역의 주요자원으로 인식

되어 은평구청 등 여러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었다. 90년대에

는 생태, 환경, 여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들도 은평에 자리

를 잡으면서 풀뿌리 시민사회가 활발한 지역으로 은평의 정체성이 확립

되었다.

이처럼 은평이 민간주체의 자생성이 창발하는, 대표적인 시민 활성화

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공공 및 산업적 기반, 이를테

면 고등교육시설, 산업시설, 공공기관 등의 부재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나 지역적 정체성을 지역의 내부적 요소에서부터 찾게 된 이유가 결정적

이었다. 본 연구에서 만난 은평누리축제 거버넌스 참여자 또한 은평의

열악한 산업적 및 문화적 자원 현황이 지역 풀뿌리 운동의 계기가 되었

다고 말했다.

이런 로컬리티의 영향을 받아,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는 ‘지역 활동

가’ 중심의 커뮤니티로 출발하였다. 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이전에 문화공

동체를 먼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는 예술가가 다

수인 다른 거버넌스와 생성의 토대가 달랐다. 로컬리티에 기반하므로 지

역 현안에 밝고, 지역 의제에 긴밀히 맞닿아 조직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는 다른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노력했던 것처럼 참여 주체와 지역성을 의

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작업이 불필요했다. 이들은 4장의 분석과 같이

동질성과 유사성이 높아 신뢰, 연대, 참여, 호혜성 등 결속적 사회자본이

이미 풍부한 커뮤니티였다.

2010년 제1회 은평누리축제 시작 이전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축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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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역사는 은평의 거버넌스 토양이 달랐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

이다. 벼룩시장, 어린이날잔치한마당, 은평상상축제, 골목상상축제, 교육

과정 등 2000년대 초반부터 구체화된 문화공동체활동은 그것 자체로 지

역사회의 여러 시민단체가 서로를 알아가고, 협력하며 집합적 행동을 추

진하는 플랫폼이었다(민성환, 2017).

“2007년에서 9년까지 어린이날에 항상 아이를 데리고 녹번초등학교에 갔

어요. 어린이날이 원래 아이도 어른도 고통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녹

번초등학교에서 축제를 연다는 거예요. 부스를 쫙 차려놓고 체험마당이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여기 천국인데? 잘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다 만든 거예요. 현수막에 어린이잔치 한마당 써 있고, 그 밑에 깨알 같

이 시민단체들 이름들이 쭉 쓰여 있는데, 아 이거 시민단체들이 만든거

구나. 그렇게 3년 지역에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고마움이 아직도 제

몸 안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B-4)

<표 4-3> 은평지역 시민사회 활동 연혁

시기 내용

2003-07년 은평알뜰벼룩시장

2004-12년 은평어린이잔치한마당

2009-13년 은평상상축제

2009년 은평문화지기 양성교육과정

주민참여와 공동체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은평누리축제가 곧 은평의

지역문화 거버넌스이자 은평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얼굴이 된 이유는 이

처럼 축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지역 시민사회의 자원이 전부 총동원되

고, 상호 간에 시너지를 창출하며, 개별화된 주체들이 축제를 매개로 모

여 은평의 공동체성을 함께 상상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은평 시민사

회가 발전하고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를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한 사례로 접

근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축제 및 추진위원회는 더 광의의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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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이기도 하고, 또는 민-민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

다. “은평누리축제는 은평 시민사회 1년의 수확을 보여주는 자리여서 각

단체의 대표는 올 해에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다짐

했다(C-1)”는 말처럼, 은평누리축제는 지역문화의 최종 결과물이자 성과

이면서 동시에 또다른 출발점을 만들어내는 지역의 중심 행사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런 점에서 은평누리축제를 축제의 내용이나 콘텐츠에 대

한 것보다는 축제를 통해 민-민 단위에서, 또한 민-관 단위에서 협력의

구조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이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간에 과업을 설

정하고 역할을 배분하며 민과 관 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커

뮤니케이션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은평누리축제

는 축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추진위원회의 공식화된 기구를 논의하는 과

정이 은평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이어진 독특한 사례이다. “문화민주주의

실현 거점기구”를 목표로 출범한 은평문화재단은 민간의 강력한 주도로

재단이 설립된 우수사례로 많이 손꼽히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

평문화재단이 설립된 2017년을 중요한 전환의 시기로 설정하여, 민민, 민

관 협력 구조가 2017년 이전과 이후에 변화한 양상 또한 중요한 변수로

접근해 설명을 시도한다.

2) 은평누리축제의 성장과 한계

이어주기 – 은평 시민사회의 연결과 성장 동력의 부족

은평구 내 시민단체 및 기관들의 풀뿌리 네트워크인 ‘은평지역사회네

트워크(이하 은지네)’는 네트워커의 은평식 이어주기 전략의 최대 수확이

자 결과물이다. 2006년 발기한 은지네는 발전적 해체를 결정한 2017년까

지 약 10여년 동안 은평 지역의 구심점으로 무상급식 운동, 지방선거 대

응 운동 등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시민사회의 플랫

폼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각개전투하던 은평의 시민단체와 기관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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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네트워크의 발족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지역문화를

‘이어주기’의 촉매로 활용한 네트워커의 문화적 상상과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했다. 은지네를 결성하기 이전인 2004년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단체

들이 모여 ‘어린이 잔치 한마당’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당시 전국

의 노동 현장에서 풍물패 활동을 통해 대중운동을 하던 ‘터울림’이란 단

체가 은평지역 기반의 활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은평에 본거지를 구축하

고 있었기에 이 단체들의 연합은 문화예술 전문성을 유입하는 차원에서

터울림에 잔치 한마당 대동놀이를 맡아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다. 2004년

지역사회에서 최초로 전개한 지역문화축제인 ‘어린이 잔치 한마당’이 성

황리에 종료되고 2005년에도 이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자,

축제라는 지역문화를 구심점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연대체

의 생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은지네의 활동은 축제나 지역문화 활

성화에 관한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은지네에 참여하고 있던 여러 단체와

분야의 이슈로도 확장되어 촘촘한 연결망을 구축했다.

“은지네 모인 단체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분야는 아닌데, 약간 공

동 전선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지역에 공적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하

면, 모든 단체들이 다 붙어. 그래서 의료생협을 만들어요. 또 복지나 교

육 이슈에서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모든 단체들이 다 붙어.

그러니까 공동연대의 전선을 통해 계속 전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B-5)

2004년 시작한 어린이잔치한마당, 2009년 시작한 은평상상축제, 그리고

2010년 민관 협치 체제로 출범한 구 대표 축제 은평누리축제까지, ‘지역

문화 축제’는 은평 시민사회의 연대와 결속력을 강화하고 하나된 공동체

로 거듭나기 위한 촉진적 무대였다. 만약 이런 축제의 자리없이 은지네

가 지역 현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크게 외쳤다면, 특정 집단의 이기

주의적 행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지

네는 “문화가 숨쉬고, 자연이 숨쉬는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든다(B-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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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의 변화에 대한 공동의 방향성을 함께 정하고, 은평의 청사진을

함께 상상하는 장으로 지역문화 축제를 활용했다. “은평이 주거지역이다

보니 학부모, 아이, 노인이 많고, 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죠. 이렇게 지

역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에버랜드를 안 가도 되는 은평을 문화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 지역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B-5)

즉,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은평의 새로운 상상’은 최소한 은평의 시

민사회 주체들에게는 별도의 해석이나 번역, 해독 작업이 필요없는, 모두

가 공유하고 지향하는 연결의 구심점이자 상징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은

평누리축제는 “은평 시민사회에서 성장하려면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곳”, “은평의 시민사회를 보려면 축제를 보라” 등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

처럼 민민 파트너십, 민민 거버넌스의 성장 통로이자 플랫폼이었고, 터울

림 등 은평 기반의 소수의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 기획력과 전문성을

발판으로 삼아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진두지휘하며 시민사회의 동력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네트워커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은평누리축제 운영이 해를 거듭하면서 네트워커의 이어주기 전

략을 통한 은평 시민사회의 결속력은 더 이상 성공적인 축제를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자원봉사와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참여하던 은평의 여러 시민단체는 자기 분야 전문성과 관계없는 지역문

화 축제 활동에서 지역을 새롭게 상상한다는 당위성과 소명 의식 외에

자기 단체나 분야의 활동을 성장하고 개발시키는 동력을 축제에서 찾지

못하게 되고,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과도한 활동량이 오히려 단체

의 역량과 체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네트워크에서 각자가 더 바쁜거죠. 이런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문

화 축제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조금 덜 챙기게 될 수 밖에 없는거

고.”(B-1)

사회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00년대 중반 은지네와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사회 주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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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성과 유사성에 기반해 결속적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

이미 축적되어 있었고, 상호 간 신뢰와 호혜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축제

를 이끌어나갔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0년 공적지원이 시작되기 이전 참

여하는 시민단체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축제예산을 나누어 부담한

다거나, 집기·인력 등의 자원을 서로 나누어 사용한 경험은 상호 간 충

분한 신뢰의 형성 없이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은평 초

기 단계에 활약한 문화기획자 그룹은 네트워커라기보다 조직에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의 성과를 만

들어내는 전형적인 ‘리더십’에 가깝다. 교량적 사회자본으로써 네트워커

의 역할은 이처럼 동질적인 자원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질적이

고 서로 교류가 없던 영역의 연결을 의미하기에, 은지네에 참여하고 있

던 단체들은 비록 각자의 전문분야는 달랐지만, 거버넌스라는 큰 그림에

서 보면 이들은 진보적 지역운동을 전개하는 동질성에 기반한 행위자들

이고,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 또한 전형적인 결속적 사회자본의 사례

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결속적 사회자본은 단단한 연대와 결속을 토대로 네트워크 안

에서의 자원 교환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만, 반면 폐쇄적인 닫힌 네트워

크의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

재한다. 은지네와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의 폐쇄성은 축제가 해를 거

듭해 진화해가고 축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은평문화재단의 설립

이 2017년 현실화되면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 재단 설립 이전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가 속한 현장

은 ‘은평이라는 지역사회’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의 두 갈래였다면, 재

단의 설립 이후 은평누리축제는 광범위하고 글로벌한 ‘문화정책 네트워

크’와의 접점을 만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로서의

축제 추진위원회에는 문화정책 네트워크의 주체(예술가), 사업, 정책, 담

론을 이어줄 수 있는 네트워커가 없었고, 은평구청이나 구의회와도 적대

적인 관계를 형성해 명목적으로는 민관 협치형 축제를 지향하지만 실질

적으로는 민과 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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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와 은평의 지역 예술가들이) 겹치지는 않았어

요. 100의 한 10%도 안 겹쳐요. 예. 대부분 별도로 활동하고 계시고, 누

리축제는... 진영이 다르다... 영역이 다른 것 같아요. 누리축제는 어쨌든

지역시민사회 진영의 구성원들이 주도인 거고. 예술가들은 어쨌든 예술

가 분야의 이런 영역의 분들인 거잖아요. 누리축제가 예술 축제가 아니

잖아요 여기는. 공동체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거다 보니

까, 이 분들의 접점을 과감히 여기서 얹혀가기에는 좀... 어. 기존의 맥락

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안 겹쳐요. 그래서 어쨌든 재단 생기고 나서, 한

1, 2, 3년차 계속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서 음... 주도권이, 그니까 주도력

들이 잘 서지는 않더라고요.”(B-1)

이렇게 ‘이어주기’를 통한 교량적 사회자본의 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은평누리축제는 계속 과거를 ‘답습’하는 축제로 머무르게 된다. ‘문화기획

전문가를 더 적극적으로 축제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서정민갑, 2017)’,

‘대중적 문화콘텐츠를 소화하는 것(정은미, 2017)’, ‘은평의 예술가 자원과

의 연계(은평문화재단, 2020)’ 등의 새로운 자원을 이어주고 유입하고 변

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계속 제안되지만 이미 추진위원회 내

의 결속력과 폐쇄성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조직 구조 상 아직까지 추진위

원회의 새로운 변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해석하기 – 은평에 대한 엇갈린 상상

보통 네트워커의 해석하기 기능은 이질적인 요소와 자원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과정에서 작동된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예로 들면, 서로 다른

예술가 집단을 모아 하나의 커뮤니티 거버넌스라는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각 집단의 상징 체계를 종합해 공유된 언어와 이해를 만드는 작업

을 말한다. 여기서 해석하기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는 다양한 범주가 모

두 포함된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민사회 내

의 다양한 집단의 연결, 또는 여러 다른 정부 기관과의 연결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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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결의 구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해석하기’ 기능에서 초점은 서로 다

른 집단이 얼마나 공유된 가치를 도출하고 학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를 통해 거버넌스의 결속력과 연대가 증진되는가 하는 점이다.

은평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 노력

이 없이, ‘은평에 대한 엇갈린 상상’을 지속하고 이 경로에서 상호 간 갈

등과 오해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은평누리축제를 주도한 시민

사회에게는 은평에 대한 상상이 명확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방향성으로

존재했다. ‘마주 보고 같이 꾸는 꿈’을 의미하는 은평의 상상은, 은평상상

이라는 법인부터, 상상축제, 상상홀까지 물질적/추상적 대상 모두를 수식

하는 형용사로, 지역사회운동을 통해 변화되어가는 은평의 청사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림 4-3> 은평 지역축제 포스터

“우리가 2009년 상상축제라고 하는, 사실은 누리축제 전신일 수 있어요.

상상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만들고, 이 상상은 이제 이게 한글로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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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상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자로 보면 이게 서로 상자에 마주보고

생각하다 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함의 요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요. 뜻

을.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상상하면 창의력이고, 안에 보면 서로 마주

보고 같이 꿈을 꾼다. 그래서 함께 꾸는 꿈이라고 하는 걸 담은 거죠. 그

래서 은평은 상상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체가 그 뒤로 되게 많아져요. 은

지네가 지역 법인을 만드는데, 그게 은평상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

간은 상상홀이 있다거나. 해서 계속 상상이라는 말이 약간... 이게 약간

브랜드처럼, 은평의 브랜드처럼 막 번지죠.”(B-5)

그러나 축제의 파트너로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가야하는 은평구

청의 공무원들은 ‘은평상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소수의 공무원에

게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데다가 순환보직 시스템 때문에 몇 년

의 경험을 통해 암묵지를 축적하더라도 이런 암묵지를 인수인계하기 어

려운 행정 시스템의 영향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

졌다. “3-4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수십 건 진행되는 회의의 행정

문서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밤을 새는(정은미, 2017)” 것이 담당 공무원

의 일상이었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간극을 좁히려는 네트워커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은평상상이라는 공동체적 이상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지역문화 축제’의 콘텐츠와 컨셉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향

점이라도 같아야 하겠지만, 공동체의 축제의 장을 꿈꾸는 시민사회와 포

퓰리즘적 대중 행사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 사이에는 접점이 전혀 없었

고, 축제의 포퓰리즘적 장치, 예를 들어 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인사말이나 유명 대중가수의 공연들을 은평누리축제에서 모두 삭제하려

는 시민사회의 의지는 서로를 더욱 적대적 관계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

다.

“이게 사무국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피로도를 호소를 해요. 사실

공무원들이 일이 많죠. 왜냐면 회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직

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추진위원회 회의를 대부분 저녁에 해. 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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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막 열시, 열한시는 기본이야. 그니까 얘네는 막 늦게까지 그거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 다 써서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야 되고.........집행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부서 팀이

있는 거예요. 홍보팀, 뭐 기획팀, 자원운영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팀들

별 팀별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이 팀별회의 다 수발해야지 집

행위 해야지, 이제 6월 말쯤에 추진위 발표식을 해요. 그러면 축제가 10

월 초에 있을 때까지 한 7, 8, 9. 이렇게 3개월 정도에서 3개월 반을 돌

잖아요. 3개월 반 동안 회의 숫자가 60번이 넘더라고요.”(B-5)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업... 그니까 사업들이 있는 거에 보면

대부분 관에서의 주도성들과, 관의 입김.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관료적

체계 안에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재원 자체가

그 관에서 집행되는 재원들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맞춰져서 가야되는

상황인데, 이 누리축제는 전혀. 예산은 투여 되는데, 완전히 (관의 개입

이)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예. 하다못해, 뭐 인사말조차도 없었어요. 의원

님들 인사. 소개도 없었어요. (관이) 주인이 아니고, 오히려 추진위로 참

여하신 이분들이 올라와서 자기 발언을 하고, 자기 인사를 하고 하는 이

런 구조였거든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쨌든 권력 구조에서 보면 이거

는... 되게 민주적 방식이었고, 거버넌스의 아주 그냥 훌륭한 모델이기는

하나, 지역 권력에서는 이게 불편한 대상들인 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계

속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B-1)

2010년대 은평누리축제와 함께 성장한 서울의 구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접점을 만들고 협치의

방식을 서로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은평과 전혀 다른 전략을 택했다. 은

평은 ‘이어주기’ 전략에서 서술한 것처럼 민과 민을 연결하는 리더십이

존재했고, 상이한 집단을 연결하는 네트워커는 부재한 상황이었던 반면

성북은 축제 사무국에 재단 직원과 민간 주체가 준비 기간 내내 함께 사

무실을 사용하면서 빈번한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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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이해하는 ‘조직 형태’를 구성하였고, 구청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회의체를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단의

직원은 네트워커의 역할을 담당해 구청과 민간 예술가의 언어를 해석하

여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민과 관이) 같이 한다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

음 경험했던 거 같고. 회의체도 막 엄청 이제 다양한 거예요. 구청이랑

재단이랑 저희랑 이렇게 할 때. 구청 또... 저는 끝끝내 만나지 않을 거

같은 막 그... 문화체육과 이런 분들 막 오고 재단에도 막 행정팀 이런

막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오면서 약간 이해 못하는 그런 회의도 많이 하면

서 아, 이런 게 민이랑 관이랑 같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민관협치가 단

어는 되게 어렵지만 대화를 하는 거구나. 근데 나와 너의 언어가 다르지

만, 어떻게 이 다른 언어들을 잘 맞추어나가는 게, 대화를 한다는 게 민

관협치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했던 거 같아요.”(A-6)

정당성 촉진 – 정당성의 투쟁과 혼란

만약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성공적인 민관 협치형 축제의 모습

이라면, 은평에서도 은평문화재단의 설립 이후에 재단 직원의 네트워커

기능을 통해 효과적인 이어주기와 해석하기가 가능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재단 설립 이후 축제의 제반 환경은 악화되었다. 축제를 이끌어

가던 시민사회 각 영역의 대표들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로 부임

해 ‘핵심 인력이 유실’되었고, 축제전문기구로써 재단의 전문성이 발휘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추진위원회-재단-구청 삼자 간 역할이 모호해지며

혼란이 가중되었다. “여기에 참 강성의 시민사회가 있는 반면에 강성의

행정과, 강성의 의회의 권력들이 (시민사회를) 견제해요.”라는 표현처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와 정부를 대표하는 구청과 구의회는 서

로 대립되고 견제되는 관계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축제는 “정쟁의 대

상”으로, 정부, 재단, 시민사회 각자의 입장에서 축제를 통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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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정체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정당성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

하였다.

“주민들이 구라고 하는, 구정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고 내가 실제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주

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을 만들어낸 절대적 사건이자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화 축제라고만 보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

니까 누리축제는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됐어요.”

“시민들이 주인으로 서겠다고 하는 이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회의 견

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견제. 이런 거가 다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는 되게 큰 도전과 또 우리가 뭔가 만들

수 있다. 이 쪽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성장하고.”(B-5)

일반적으로는 축제를 마중물 삼아 재단이 설립되었다면 이미 민과 관

모두로부터 축제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재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 정부, 예술가, 시민의

중간에 위치해 매개와 연결을 주로 담당하므로 성북의 사례에서 본 것처

럼 네트워커를 양성하고 성장시키기 좋은 환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청 및 구의회와의 타협, 조정, 협력의 경험이 부족했던 시민사회의 주

도로 설립된, 그리고 그런 시민사회의 리더가 재단의 대표로 선임된 은

평문화재단은 출범에서부터 정당성을 도전 받고 견제 받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었다.

“약간 (재단의 설립이) 문제아가 태어난 듯한 이런 상황들로 그냥 대놓

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재단은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도

대체 뭐하는 곳이야 거기는? 이제 돈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회 가서

진짜 대놓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그 과정이 거의 재단 설립 이후

3년 내내 지속됐어요.”(B-1)

은평누리축제의 시민주도성이 전국의 문화축제의 롤모델로 언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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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학교나 추진위원회에도 은평누리축제의 성공 요인을 학습하기 위해

외부 인력이 꾸준히 유입되었으며, 이런 소기의 성과가 축적되어 예술경

영대상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지만, 구청이나 구의회의 입장에

서는 재단과 축제는 자신들의 지역정치에 도움이 되는 세력이 아니었다.

“정치나 그런 쪽을 보면 결국은 표니까, 이 팀들이 얼마나 많은 표를 가

지고 있는 시민사회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리축제가 동원할 수

있는 표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런거죠.”(B-3) 재단과 축제의 정당성을

축소시키려는 구청과 구의회의 움직임은 특히 ‘예산’ 문제에서 각축전을

벌였다. 매년 축제 예산은 전액 삭감 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반

복했고, 재단의 사소한 예산 사용분에 대해서도 구의원의 질타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축제가,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예산이 항상 늘지 않는

축제, 심지어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축제... 너무 시민사회들이 주도적으

로 하니까 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했었고. 어떨 때는 예산이 전액 삭감 되

서 추경해서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 핑퐁 그런 게 많아서, 시

민사회들은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B-3)

이런 형국에서 재단의 조직 구조는 지역문화정책 전문기관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를테면 재단의 인적 구성은 지

역 네트워크와 연결되거나 지역 현안에 밝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력을

선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신규 직원은 은평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낮은 하위 직급의 어린 직원들로 채워졌다. 이런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

에 상충하는 여러 요구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는데, 구청과 구의회의 견

제에 대응해야 했고, 지역 기반의 시민사회 주체들과 합의 구조를 이루

어야 했으며 동시에 지역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이나 외부 기관의 여러 정책사업을 끌어오고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진흥원처럼 외부 기관의 정책사업을

끌어오는 것은 흔히 다른 거버넌스의 맥락에서는 재단의 존재 가치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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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당성을 촉진하는 전략에 해당하지만 은평문화재단은 축제의 전문

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구청, 구의회, 시민사회 어디에

서도 이렇게 재단의 규모를 확장하고 다양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긍

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단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쨌든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

해야 되고, 재단 직원의 역할은 지역의 문화 주체이자 뭐 또는 소비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의 시선을 향해 가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지역의

예술가나, 예술가의 지원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을 계속해야한다, 사실 근데 의회나 구에서는 축제를 중

심으로 하는 재단을 생각을 한 거 같아.”(B-5)

추진위원회의 구조 또한 갈수록 정당성을 잃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초

기에는 시민사회 핵심 주체가 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이 되고, 이들이 구

심점이 되어 축제를 개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반 주민들이 추진위원

회에 참여하고 매년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자 문화기획이나 축제기획의 전문성을 추진위원회에서 찾기란 어

려웠다. 추진위원회 참여에 일체 보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추진위원회

를 긍정적으로 변혁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조건이라고 매번 지적되었다.

과거에는 결속적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수

가 없어도 모두 높은 참여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구성된 추진위

원회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으며 이런 상황을 다른

종류의 정당성 촉진으로 타개할 네트워커의 활동도 없었다. 오히려 은평

의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재단은 각자의 존립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사투에 임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강경한 정부를 비슷

한 힘의 균형으로 맞추어주는, 재단의 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민간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약간 거버넌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거버넌스는 사실은 양

쪽의 힘이 균등할 때 거버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하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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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 주체가 재단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니까 민간이 있어야 되

요. 민간조직.”(B-5)

경험의 전파 – 축제를 넘어서

마지막으로 ‘경험의 전파’ 차원에서 보면 은평누리축제는 축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정보, 지식, 인력, 조직 등의 암묵지와 자원이 다른 콘텐츠

나 조직으로 이식되고 전파되지 못했다. 왜 은평에서는 경험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매년 축제를 개최한 노력, 경험, 암묵지가 왜 소모적

으로만 사용되고 이런 자원이 모두 유실되었는가?

은평누리축제의 구심점이 된 시민단체의 대표들 중 대다수는 지역사회

운동의 경험을 살려 여러 사회혁신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로 선임되

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축제를 통한 경험이 새로운 커리

어를 형성하고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경험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축제를 운영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입

장에서는 지역문화 전문성을 보유한 네트워커를 양성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위에서 은평누리축제는 ‘예술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 축제’라고

정의한 것처럼, 은평누리축제는 표면적으로는 예술 축제의 탈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축제에 걸맞은 전문성을 키워가는 장이었고, 따라

서 예술적 전문성이나 지역문화 전문성을 축적하고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설계하지 못했다.

지역문화 전문가로써 네트워커를 양성하는 것은 대개 다음의 경로를

따른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질적

인 행위자를 ‘이어주고’,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상이한

언어를 ‘해석하고’,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촉진하

며’, 이렇게 양성된 인력과 조직이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장 경로를 이식

하고 전파하며 거버넌스의 규모를 계속 확장해가는 사업가적 전략을 선

보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은평의 사례는 문화정책 네트워크

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 이어주기의 실패가 이후 단계들에서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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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의 정당성을 축소하고 경험을 일회적 이벤트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축제 전담 조직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축

제 사무국의 형태로 상시화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축제를 전담하면서

암묵지를 쌓고 여기서 축적한 암묵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방

식으로 확장해갔다면, 축제의 성공 경험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으

로 퍼져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축제는 지역문화 전문성을 가진 네트워커를 양성하지 못했고,

관련 조직이나 사업을 새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지역

문화 전문성을 대표하는 재단은 축제를 통해 길러진 인적자원을 흡수하

지 못했다. 결국 은평의 사례는 축제를 넘어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확

장해 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 175 -

3. 개별화된 서초: 연결되지 않는 점들

1) ‘협업’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사업의 구조

성북의 미인도,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그리고 은평의 은평누리축제가

지역문화정책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기 이전 현장에서의 실

천을 통해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척한 사례라고 한

다면, 지금부터 서술할 서초는 이와 달리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의 방향

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론화와 합의가 이루어진 2017, 18년 이후 지역

문화 거버넌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한 경우이다. 전국 단위로

는 ‘제1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이루어진 2018년, 서울에서는 25개 자치

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한 2017년을 지역문화정책

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과는 큰 차이라면 문화예술의 적극적

인 사회적(지역적) 개입과 더불어 예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 사이

의 유연한 협업과 협력이 강조되었다.

이런 변화의 지점은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사례집, 아카이브집 등의 자료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서울문화재단,

2014; 2020a; 2021b). 이를테면, 자치구 안에서 다양한 분야 예술가 및

활동가를 ‘연결해주는’ 거버넌스의 조성을 지역문화진흥의 출발로 삼는다

거나, 문화정책이 다른 사회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고

리’를 찾는 등 이질적 주체들 사이에 접점을 만들고 협업의 여지를 창출

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독려해왔다.

따라서 서울문화재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결성된 ‘줌인서초네트워크’

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아직 충분한 시간과 대화, 이를 통한 합의,

조정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협업, 콜라보레이션, 연결, 연계 등의

키워드가 이미 거버넌스의 당면과제로 주어져 있었다. 특히 서초의 문화

예술 주체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줌인서초네트워크의 1년차인

2019년을 지나 2020년 2년차에 접어들면서는 더욱 협업, 콜라보레이션의

가시적인 성과에 관한 대내외의 기대와 요구가 한층 더 커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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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장의 이원화 연결망 분석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서초구의 지역

문화는 끈끈한 협업과 결속보다는 서초구청과 서초문화재단이라는 강력

한 중앙관리형 공공기관에 다수의 문화예술단체가 연결된 위계적 구조

로 드러났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초의 지역문화 생태계는 유기

적이고 유연한 협업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서초문화

재단이 2019년 개최한 각종 행사에 이런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초

문화재단이 직접 기획자 역할을 맡거나, 또는 상주단체를 포함한 몇 개

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기획한 행사가 대부분이다. 서초에서 기

관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독점하는, 그리고 민간에서는 파편화되

고 개별화된 특성은 다음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서초

음악문화지구의 공연장이나 악기상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 각자의 이

해관계에 민감하다”(C-1), “인근에 위치한 갤러리이지만 전혀 교류가 없

다”(C-2)는 등 서초구 소재 문화예술단체, 공간 및 사업체 규모는 25개

자치구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 협업이나 협력의 움직

임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초구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과 주체 간 협력

을 목표로 하는 줌인서초네트워크는 서초구에서 신선하고 획기적인 시도

이다. 네트워크의 추진 단계 하나하나마다 거버넌스 참여자와 서초문화

재단은 네트워크의 결속, 연결, 협력을 도모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고민

을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되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으로 서초의 주체들을 연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프로젝트의 시작

부터 끝까지 깊게 자리하였다.

2) 네트워커의 부재와 개별화된 욕망의 투사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여의 줌인서초네트워크 사업 기간 중

협업 프로젝트는 여러 차례 다양한 구성으로 시도되었다. 하나의 문화공

간이 주도해 여러 예술가를 연계한 프로젝트부터, 복수의 예술가가 공동

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 사례, 또는 여러 주체가 하나의 주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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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협업의 참여자 수가 가장 많아 가장 복합적으로 협업의 양상을 살펴보기

에 유리한 ‘프로젝트A(익명)’를 중심으로 줌인서초네트워크의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한다.

우선 ‘프로젝트A’는 다음의 맥락에서 서초에서 시도하는 협업의 지역

적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첫째, 프로젝트A는 공간끼리

의 콜라보를 지향한다. 하나의 주제 아래 갤러리에서는 전시를, 공연장에

서는 복합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는 방식이었는데, ‘공간 운영자’ 중심으

로 작동하는 줌인서초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A

는 장르의 전통적 문법에 충실한 예술 무대를 준비하였다. 실험적 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참여형 프로그램 대신 갤러리에서는 전시, 공연장에

서는 순서에 맞춘 형식화된 공연을 올렸는데, 이 또한 보수적인 서초의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고 보았다. 셋째, 프로젝트A는 다양한 장르, 연령,

계열의 예술가들이 모두 협업하는 형태이다. 서초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단체)가 전 장르에 전방위적으로 퍼져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A는 서초

가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서초에 익숙한 방식을

구사한 사례라고 종합해볼 수 있다.

이어주기 - 정보의 불통과 공유지의 상실

‘프로젝트A’는 4-5명의 예술가가 모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0여명의

예술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5명의 예술가는 시각예술,

클래식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2020년 줌인서초네트워크

의 큰 방향성인 ‘협업’을 반영하고 있다. 협업 프로젝트는 추진 단계 하

나하나마다 상당한 토론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A의 경우에도

공간 선정-주제 도출-프로그램 구성-참여자 확보 등 각 단계마다 서로

의 생각을 나누고, 각자의 자원을 공유하여 하나의 주제와 방향성을 도

출해야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프로세스’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프

로젝트A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이렇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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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업을 위한 정보의 소통이 프로젝트의 기본 얼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소통할 공유의 플랫폼, 정보의 ‘공유지’가 거

버넌스 참여자들 사이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는 사실상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같이 기획 회의를 해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고... 저랑 한 건

한 번이었는데 다른 회의 수를 다 합쳐도 아마 한 세 번? 말이 콜라보

지.. 이건 진짜 콜라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C-1)

프로젝트A 참여자의 장르와 분야가 다양하고, 서로 간 협업의 경험이

부재한 데다가 협업의 대전제가 되는 공동의 목표나 주제가 미리 제시되

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함께 도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프로젝트A의 추진 과정에서는 즉각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보이지 않았다. 물리적 공유지, 예를 들면 참여가 개방된 회의체라거나

온라인 소통 플랫폼(단톡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이런 물리적 공

유지의 상실은 심리적인 장벽으로까지 이어졌다. 만약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구성된 공유지를 통해 빈번하게 소통하고 갈등

을 꺼내놓을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 연대의식, 소속감이 만

들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A는 아직

결속적 사회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구성원 간 정보, 지식, 경험의

공감대와 공유 정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이런 물리적 공유지의 상

실로 인해 이 과정을 진정한 협업이었다고 생각한 참여자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전달하면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가 다 되겠지? 라고 생각

을 했는데, 막상 이야기가 진전되면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가 안 되었다

는 걸 확인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만들 때도 저는 A대표님이

랑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그 분이 다 공유하고 확인 받은 줄 알았는

데, 알고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참여한 예술가들은 그

냥 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내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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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에서 하면 또 나혼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

A는 그걸 다 취합해서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하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예술가들 본업은 아니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C-2)

예술가의 본업이 거버넌스 활동을 하거나, 합의와 조정을 일상적으로

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공동체의 유대

감이 낮은 줌인서초네트워크에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충분한 합의에 도

달할 만큼 운영하지 않거나, 행정적인 과정에서 정보의 불통이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줌인서초네트워크는 예술

가의 본업인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를 원활하게 교

류하거나 소통하지 못하는, 즉 ‘예술의 공유지’가 부재하다. “네트워크의

다른 예술단체한테 소속 예술가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 혹시 콜라보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고 답을 받았는데.. 사실 그 예술가랑 소통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먼저 막아서 직접 컨택조차 할 수 없었어요.”(C-1) 이 사례처럼

줌인서초네트워크는 거버넌스라는 조직체를 운영하는 과정의 합의와 조

정 외에도, 예술적인 정보와 자원의 소통에 있어서 더욱 큰 장벽이 존재

하고 있다.

해석하기 - 전문성의 충돌과 위계의 발생

인터뷰 참여자의 대다수는 예술의 공유지의 부재를 직감적으로 ‘장르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여기서 제가 되게 핵심적인 거

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술이라고 묶었는데, 예술이 다 예술이 아니더

라고. 차라리 전시가 식당이랑 더 맞는 거 같아요. 색깔이 너무 다르니.

그게 너무 강해요. 그니까 문화 예술이라고 해놓고, 절대 장르적으로 콜

라보가 잘 안돼요. 결과물도 좋지 않을 거고.”(C-4)

줌인서초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본 연구대상인 4개 구의 거버넌스 참

여자 중 가장 전통적인 예술장르의 언어를 충실히 따르는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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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성북원탁회의는 축제, 이벤트, 문화기획처럼 고급예술보다는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며, 은평은 예술가

보다는 시민사회 활동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관악의 예술가는 나이와 경

력이 적기 때문에 특정 장르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기보다 이런저런

활동에 유연하게 참여하여 각자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는 방식이다. 반면

줌인서초네트워크는 제도화된 예술의 공간(공연장, 갤러리)을 거점으로

지원사업, 예술프로그램, 협업예술가, 관객이 결집된다. 따라서 공간의 운

영자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해, 여러 연결된 자원을 진두지휘하는 선

봉장 역할을 맡게 된다. 각 공간의 네트워크는 이런 과정에서 더욱 폐쇄

적으로 작동해 내적 결속은 단단해지지만,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고리

는 더욱 흐릿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게 강한 것 같아요. 내 공간에서

내가 하는 기획, 우리 애들로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게 강하다고 느껴졌어

요”라는 말은, 줌인서초네트워크로서의 활동 보다는 공간 각자의 네트워

크가 두드러진 일련의 활동을 압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질적이고 상

이한 예술장르가 협업의 과제를 만났을 때 장르들을 이어줄 수 있는 예

술의 공유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장르 고유의 전문성은 ‘충돌’하게 되

고 갈등이 쉽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데서 생기는 위계가 있는 거예요. (클래

식 음악의) 전문성을 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뭔가 좀 아

닌 거 같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되게 얘기하기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

이 있는 거예요.”(C-2)

이 사례에서 전문성의 충돌은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고급예술의 상징적 경계를 둘러싼 장르 간 충돌이 하나라면, 같은 장르

안에서도 각자의 경험, 경력, 연륜, 스타일에 따라 서로가 느끼고 인정하

는 전문성의 차원이 달랐다. 따라서 단순히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

다고 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일단 창작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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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창작의 스타일이 아예 충돌을 하니까, 아 장르가 같아도 콜라보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C-1) 동일 장르 안에서의 갈

등은 줌인서초네트워크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예술의 전당 일대 ‘서초음

악문화지구’는 모두 클래식음악 공간(악기상, 공연장, 연습실)으로만 구성

되어 있지만, 담당자들은 인터뷰에서 주체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협력

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각자 생존이 중요한 예술계에서 나의

이해관계를 상대방과 겹쳐서 생각해보는 협력과 교류의 지점을 찾기 어

렵다는 지적은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결성하게 된 최초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게 한다. ‘무엇으로 서초의 주체들을 연결할 것인가?’라는 초기의

질문으로 회귀해 보면, 공동의 경험 안에서 유의미한 연결고리의 생성을

촉진하는 네트워커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동의 규범이나 언

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충돌하는 전문성의 지점을 유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외부 자원, 이를테면 다른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사업을 연계한

다거나 지역사회의 새로운 집단과 연결하는 시도 역시 촉발될 계기가 마

련되지 않았다.

곧 전문성의 충돌은 위계적 관계를 양산했다. “저는 콜라보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냈었는데...(왜 반영이 안된거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을’이에요. 지금. 네트워크 안에서도 을.”(C-1) “A대표님도 관계 속에서

위계를 느끼신 부분이 있는 거죠.”(C-2)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프

로그램에서 예술가를 소개하는 순서, 소개의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체계

등 위계적인 불통의 관계가 네트워크를 지배했다.

“협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그게 딱 되어야 의사

소통을 해도 의견과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것이 잘 자리잡

지 않았을 때는 뭔가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견으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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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촉진 – 불일치한 로컬리티, 불명확한 목표

상술한대로 네트워커가 부재한 줌인서초네트워크는 이어주기와 해석하

기 단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결속적 사회자본이 부족했던 상황을

타개할 교량적 사회자본을 통한 자원이나 정보, 지식의 유입이 불가능하

였고, 이 결과 네트워크 내의 불충분한 대화, 낮은 신뢰, 저조한 참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방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네트워커의 존재는 줌인서초네트워크처럼 거버넌스의 생성 단

계에 놓인, 공동의 규범과 규칙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신생 거버넌스에

게 더욱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지역

성에 기반한 지역 예술가들의 단단한 커뮤니티로 존재와 가치를 공식적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로컬리티와 목표에 대한

일치된 이상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지역성과 예술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개인적 만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존재 의의를 함께 달성해야 하

는데, 이 과정에서 네트워커의 이어주기 및 해석하기 기능은 사익과 공

익 사이의 갈등을 공동의 규범으로 감소시켜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촉진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다.

줌인서초네트워크는 이러한 ‘정당성 촉진’의 단계에서도 지역문화 거버

넌스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로컬리티와 목표에 대한 조정과 합의의 부족

으로 인해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물론 줌인서초네트워크의

결성 계기가 된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이 공유된 지역문화

정체성의 형성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있어

서도 지역에 대한 공동의 질문거리나 이슈를 발굴, 예술과 지역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의 포착, 예술적 활동을 통해 로컬리티의 새로운 맥

락을 읽어내는 것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 이제 막 거버넌스를 수립

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사업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로

컬리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서울 내 다른 지역의 성

공사례를 전파하고 이식하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전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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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줌인서초네트워크에서도 2019년 1년차에는 정기 모임 대부

분을 서초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접근, 도시사회학 주제의 학술 강연

등 로컬리티의 맥락을 파악하고 학습하기 위한 시간에 투여하였다. 그러

나 네트워커의 전문적 교량 역량에 기반한 전략적인 계획 없이 단발성으

로 기획된 행사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당사자성을 로컬리티

에 연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흔히 이런 과정에서 네트워커의 촉진적

역할은 ‘전문성 기반의 지지 활동’이나 ‘보증된 정당화된 자원과의 연결’

을 시도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촉진한다. 성북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주

민자치위원회처럼 이미 지역사회에서 공식적 정당성을 가진 조직과 교류

를 시도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예술경영지원센터처럼 중앙 문화

예술 지원기관의 사업에 참여해 우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다. 줌인서초네트워크의 경우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와도 연결의 지점을

모색하지 않는 대신 내부 자원들끼리의 연결과 결속에만 집중하였다. 이

결과 예술가 자신의 예술세계 실현은 개인적 이해관계로, 자신이 거주하

고 활동하는 지역의 이슈는 개인적인 생활과는 괴리된 사회적인 의제로

치부되어 사익과 공익이 만나는 지점을 촉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시

하지는 못 했어요.”(C-2)

“... 그니까 뭔가 지역을 위해 뭘 해보자... 이러면, 약간 아직은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고, 이제 (거버넌스 구성원) 각자 조금씩 자신들이 원하

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실현시켜달라는 형식의 의견이 많아

서, 다른 지역은 생활권 단위로 마을도 네트워크도 잘 구성된 것으로 아

는데, 서초구는 그러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가지고...“(C-5)

경험의 전파 – 개인화된 역량의 축적

네트워커의 최종적 기능인 ‘경험의 전파’ 단계로 보면, 상술한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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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거버넌스의 집합적 성장을 저해하는 개별적 욕망의 투사로 과다한

사익 추구의 양상을 만들어낸다. 만약 네트워커가 사전적 단계에서 사익

과 공익의 효과적인 연결을 통해 공동의 언어와 목표, 방향성을 도출했

다면, 거버넌스 참여자는 거버넌스 자체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예

술적 활동에도 이득이 된다는 ‘호혜성의 원칙’을 내재화하게 된다. 그리

고 거버넌스의 협력적 업무 방식이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 워킹그룹, 거

버넌스의 하부 단위로도 전파되고 이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러나 줌인서초네트워크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축적한 네트워크,

신뢰, 참여를 거버넌스의 고관여자, 고참여자 중심으로 자신 개인의 역량

개발이나 사업 아이템 발굴의 기회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참여 정도가 높은 활동의 특성상 네트워커로 진화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교환이나 정보의 접근성을 높

이는 일에 주저하기 쉽다. 이들에게 거버넌스 차원의 공익은 사익과 공

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거버넌스에서 제공된 자원을 얼마

만큼 자신의 자원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경험을 독식하는 집단이고, 네트워크 초반에 이들이 활동성을 바

탕으로 다소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버넌스의 권력화와 위계화의 결과를 낳는다.

“이게 지금 보면, 네트워크가 다 돈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무슨 모임이

든 나가요. 한 번 나갔다가 싹 보고.. (돈이 되겠다 싶으면) 나가고 아니

면 나오고. 이제 그런 거 보는 눈은 생겼어요. 여기 XXX, XXX, XXX..

(많이 친해진) 이 사람들은 진짜 줌인서초가 만들어준 최대의 수확이죠.

나의 수확..... (중략).. 문어발로 싹 다 네트워크 하는거에요. 아니, 줌인서

초네트워크 가니까 내가 서초구 다 알겠는거야. 그거를 내 나름대로 (활

용해서).”(C-4)

줌인서초네트워크에도 성북이나 다른 지역처럼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이나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다른 지원기관의 사업에 참여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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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역량을 확장하는 예술가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새로운 시도와 움직

임은 줌인서초네트워크에도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서초구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창발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

고 거버넌스로서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흐릿한 이미지로만 존재하고, 거

버넌스에 흐르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획득한 소수에게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줌인서초네트워크의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의 활발한 참여자와 네트워

커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활발한 참여자는 엔터프

리너의 일종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에 최적화된 자원을

선택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

출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결속적 사회자본 수준과 관계없이 네트워크

의 맥락을 읽어내고 자원을 발굴 및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

다. 반면 네트워커는 개인 역량의 발전보다 거버넌스 전반의 성장이 곧

개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인과 집단의 입장을 연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

렇기 때문에 이들이 외부 네트워크에서 획득한 정보, 자원, 지식 등은 사

적 욕망으로 발현되기 전에 먼저 거버넌스의 자원으로 이식, 유입된다.

네트워커의 교량적 역할은 그런 점에서 결속적 사회자본과 유기적으로

얽힌 상호보완적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 연대와 결속력이 높은 집단에서

는 외부 자원의 유입이 긴밀한 네트워크망을 따라 거버넌스 참여자 모두

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된다. 참여자 각자의 욕망과 의지 또한 강한 연결

고리를 따라 네트워커에게 신속히 전달되고, 네트워커는 이 사이에서 자

신이 수행해야 할 교량적 역할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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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악의 창조성: 유동하는 자원과 지속성의 한계

1) 지표에서 보이지 않는 예술가의 잠재력

관악구는 봉천동, 신림동 일대 달동네의 가난하고 허름한 이미지가 오

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은 달동네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

로 탈바꿈을 하여 6-70년대 달동네의 자취를 느끼긴 어렵지만, 규모가

있는 산업 시설이나 기업이 별로 없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상업 시설

도 찾기 어려워 아직까지 여러 개의 전통시장이 성업하고 있는, 서울에

서도 가장 과거의 풍경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달동네의 허름한

집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로 바뀌었으나 비좁고 복잡한 골목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정취와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김시덕, 2021).

관악의 로컬리티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란 표현으로 압축된다. 본

연구 2장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에서 관악은 연구대상인 4개 자치구

중 지표의 모든 영역이 부족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표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모아주는 ‘공간

과 시설’ 부문에서 관악문화예술회관을 모태로 하는 ‘관악아트홀’은 유일

한 공공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낙성대 인근에 위치한 ‘싱글벙글문화센터’

내의 다목적 강당을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센터는 소규모 회의실, 연습실 등이 주가 되는 공간이고, 이밖에 민간에

서 운영하는 공연장, 갤러리, 연습실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규모가

작다.

‘자원의 부족’은 3장의 연결망 분석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성북

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많아 이 공간을 거점으로 다

양한 분야의 활동이 전개되고, 서초는 공공 소유의 대규모 시설을 효율

적으로 운영해 일년 내내 클래식음악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반면,

관악은 활동의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부

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인터뷰에서도 “(관악은) 인프라가 아

무 것도 없으니까요. 제대로 된 공연장이나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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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삼아 활동할텐데..”(D-1), “사실 공간이 있어야 문화행사가 열리는 것

같아요. 공간이 없으면.. 아예 뭘 할 수가 없잖아요.”(D-2), “청년들은 많

은데, 공간은 계속 없고.. (관악구에) 공간이 진짜 없더라고요.”(D-3) 등

공간의 부족은 곧 행사, 예술단체, 관객 등 지역문화역량의 각종 요소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동하였다.

그런 점에서 관악의 풍부한 인적 자원은 부족한 공간과 시설을 보완할

관악만의 잠재력이자, 동시에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관악에 유입되고 또

전출하는 자원의 ‘유동성’이란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요소로써 존재한다.

관악의 저렴한 주거비 및 생활비, 편리한 대중교통, 홍대·강남 등 문화

클러스터와의 접근성 등은 예술가 중에서도 지방 출신 예술가를 유입 및

정착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임대료

가 저렴하니까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초년생들 대부분 다 관악구에 원룸

구해서 시작하죠.”(D-5) 이렇게 유입된 청년세대와 예술가에게 관악이

오래 머무르고 싶은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부분에게 관악은 거쳐 가는, 잠깐 살다 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기에 좋은 임시 거처와도 같다. “신림의 특성상, 거쳐 가는 지역의

특성이 엄청 커요. 신혼부부도, 사회초년생도 지방에서 와서 거쳐 가고,

대부분 그냥 잠깐 살다 없어지죠.”(D-4) “저희랑 작년에 작업을 같이 했

던 분도, 벌써 다른 구로 이사 가셨어요.”(D-2)

이렇게 유동하는 자원의 흐름만큼이나 관악 지역문화가 안정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을지 누구도 보장하거나

담보하기 힘들지만, 모종린 교수의 ‘골목길자본론’ 논의가 대표하듯 생활

권 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서 향후

관악 지역문화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적인 미래 자원으로 예술가의 인적

역량이라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홍대, 합정, 문래, 망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예술가들이 쭉쭉

밀려나고 있고, 곧 관악구가 예술인 클러스터가 될 거다, 라는 조짐을

여러 가지 뉴스나 자료를 통해 예측했어요. 예술인 클러스터라, 좋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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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잖아요?”(D-4)

“관악에 서울대도 있고, 인근에 있는 중앙대, 숭실대 다 종합대학이잖아

요. 또 한예종 학생들도 관악에 많이 살아요. 남부터미널이나 예술의전당

가기 좋아서. 이렇게 인적 인프라는 넘쳐나는 곳인데.. 그게 관악에서 가

장 중요한 출발점이지 않을까.”(D-2)

최근 민선 7기 관악구의 정책적 의제를 보면, 공공에서도 이제 청년예

술가 인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 당선되면서 관악구는 ‘청년 특구’를 선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

며, 청년세대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고시촌에 ‘신림동쓰리룸’이라는

이름의 청년공유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년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민

선 7기 구의원으로 청년세대가 많이 당선되면서 관악구의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 차원의 정책이나 의제도 많이 제안 및 발의

되고 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설립 이후 아직 관악구에 가시적인 변화로 포착

되는 것은 많지 않다. 눈에 띄는 공간이나 시설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도 코로나 시국에 쉽지 않은 일이

다. 하지만 관악구의 넘쳐나는 예술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악구의 잠재

력에 대한 기대는 구청, 구의회, 재단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상당히 높

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관악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동을 서술하고

자 노력했다. 지표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관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예술가의 존재와 이들의 역량을 엮어내기 위한, 이를 통해 지역에 유의

미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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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원의 연결과 관악아트위크의 성장

네트워크를 통한 예술가 안전망의 형성

다른 지역과 달리 관악은 하나의 공식적인 거버넌스 조직체가 없다.

상술한대로 예술가들이 관악구에 정착하거나 정주성을 근거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악문화재단 또한 최근에 와서야 설립되면서 공식적

인 거버넌스는 향후 관악문화재단의 문화도시사업 등을 통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관악의 거버넌스는 그런 점에

서 재단이나 구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의 조성이

라기보다 예술가들의 개별적 움직임을 한데 모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

식에 가깝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주관 단체, 유관 사업, 예산

출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악에서 오

래 활동한 단체들의 ‘민-민’ 거버넌스 형태인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와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기획, 운영한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악의 특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 11월 설립된 관악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이하 ‘청문넷’)는

아야어여, 작은따옴표 등의 관악구에서 최소 5년 이상 활동을 지속해 온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힘을 합하여 만든 거버넌스이다. 청문넷 결성 이전

에도 관악의 청년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의 조성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

다고 하는데, 이런 협의체,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

는 것에 한계를 느끼면서 아야어여라는 단체가 주도해 청문넷을 결성하

게 된다.

청문넷의 주된 목표는 관악구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터전을 마련하여 공고한 ‘예술가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읽힌다.

2020년 청문넷에서 기획, 운영 또는 참여한 <예술로 존버하는 방법, 온

라인 토크>, <코로나 이후의 관악을 생각한다>, <2020 관악 청년 거버

넌스 성과공유회> 등의 사업을 보면,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존

재를 부각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어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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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알리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민과 관이) 협업이 필요하죠. 국회의원의 할 일은 다양한 사회 각

개각층의 욕망을 조율해주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건전한 욕망을..

말하자, 당당하게.”(D-4)

“이거 빨리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좀 짜보자.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어요. 곧 제안할 예정이

고..”(D-5)

청문넷의 활동은 지금까지 관악구청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거나, 용역

을 받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쌓은 관계를 바탕으로, 주축이 되는 구성원

이 주도하여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의회와 협력 사업의 예산을 조성하고

청문넷에서 이를 도맡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청문넷은 관악에

서 오래 활동한 10명 이내의 청년예술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2020년의 활동은 아직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멤버들 중심

으로 운영되며, 네트워크의 내부 운영에 대한 자료보다는 외부적으로 드

러난 사업의 추진 과정에 집중되어 있어 이 절에서 서술하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의 연결과 갈등, 합의와 조정의 양상을 설명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다. 즉, 청문넷의 활동은 네트워크와 공공이 맺는 1:1의

관계로 보여지며, 아야어여라는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원을 연결, 교류하고 운용되는 네트워크 차원의 움

직임은 잘 포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문넷의 활동보다는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

울’ 사업 결과물인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의 사례에 집중해 관악의 맥락

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은 공식화된 거버넌스보다

는 매년 12월 개최되는 관악구 지역문화 행사 ‘관악아트위크’를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에 가깝다. 지역 예술가와 관악문화재

단 사이 민-관 소통 창구를 먼저 마련한 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

한 민간 주체를 참여시키는 민-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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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러진 주체의 발굴에 초점을 맞춘 제1회 ‘관악아트위크’에 이

어, 2020년의 제2회 ‘관악아트위크’는 이렇게 발굴된 주체를 연결하여 이

들이 주체적으로 관악의 스토리를 예술적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4> 관악아트위크 프로그램 구성도

＊출처: 송다혜(2020)

이어주기 – 네트워커를 통한 정보 소통의 플랫폼화

관악의 네트워커는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의 4

단계 중 가장 초기에 작동하는 ‘이어주기’ 기능에 집중한 유형이다. 상술

한대로 관악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서울문화재단 <N개의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프레임이

모두 마련되어 있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문화재단은 사업 전반

을 챙기고 관리하는 민간 기획자 2-3명을 ‘PM(프로젝트매니저)’이라는

이름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문화기획 및 지역문화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여 네트워커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들이다.

관악구 <N개의 서울> 사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 동안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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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예술

가의 자기만족, 예술가와 지역의 유기적인 연결,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행사 운영이라는 여러 토끼의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PM 역할을 맡은 네트워커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통

해 거버넌스가 확장하는 방식의 진취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주어진 일

년의 예산과 지원 환경 속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체들을 연결하였고 이 사업에서 발현

된 이어주기의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프로젝트 관리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별도로 조직해, 여러 프로젝트

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정보가 모든 거버넌스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정보의 플랫폼화’를 시도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치

구 단위의 거버넌스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재단, 구청부터 민간 참여자

까지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를 모두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과

정에서 종종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보의 연결망에 닿아있지 않은 참여자

는 배제 및 소외되기 쉽다.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

고자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에게는 자발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회의 참여 등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프로젝트 관리자들끼리 빈번한 회의

를 진행하면서 모든 프로젝트의 추진 정도와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였

다. 즉, 네트워커들로 구성된 일종의 ‘중간조직’을 만든 것으로, 이질적인

관계와 교류가 없는 프로젝트 팀들 간의 정보를 소통하고 전달하는 효과

적인 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아트씨프로젝트는 세 개 운영이 됐는데, 이제 XX님이 한 프로젝트를

관리를 맡고, 저도 또 한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또 한 프로젝트... 네. 이

제 재단 쪽에서 관리를 해서 세 개 관리를 했고. 또 아트위크 같은 경우

는 이제 큐레이터 분을 섭외를 했으니까 그 섭외한 큐레이터 분이랑 같

이 조율해가면서 전반적인 거는 좀 큐레이터 분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일을 좀 많이 분배해 놓고 했던 거 같아요. 그렇

지 않았으면 못 했을 거 같고.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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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관악아트위크 추진단 조직도

이처럼 정보의 플랫폼화를 목적으로 한 중간조직은 조직의 형태와 위

치만 보면 성북의 운영위원회나 은평의 집행위원회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다르다. 성북이나 은평의 위계적으로 이분화된 위원회 구조

에서 상위 위원회로 정보와 자원이 집중되고 위원회는 강력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핵심적인 고급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계속 공고히 발

전시켜 나갈 수 있다. 즉, 성북과 은평의 구조에서는 정보의 플랫폼화가

독점화된 권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관악의 경우에는 네트워커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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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정보의 연결과 소통에만 충실하는 방식이다.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예술가에서 재단으로, 또 지역사회단체에서 거버넌스로, 필

요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는 일에 집중했다.

“(PM 회의에서) 계속 진행과정들을 들으면서 저희도 뭐 또 서포트 해

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상을 촬영한다든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 수렴에서 재단에 전

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만들었어요.”(D-1)

원활한 정보의 연결과 소통을 위해서는 정보를 보유한 주체들간의 신

뢰가 촉진적 역할을 한다.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은 이런 점에서 결속적-

교량적 사회자본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잘 드러난다. 네트워커는 중간

조직에서 정보를 통솔하기에 앞서 그들끼리 잦은 만남과 회의를 통해 상

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운영의 방향성을 사전에 합의하여, 이

후 진행된 이어주기의 단계에서 각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지만 동

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해석하기 - 전문성 ‘잇기’와 프로젝트의 확장

다음으로 해석하기의 차원 또한 ‘이어주기’적 특성이 강조된 관악의 특

징이 그대로 반영된 형태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보면, 유명 큐레이터를 총괄기획자의 지위로 초빙한 것과 지역연

계 예술 프로젝트(아트씨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미 지역 이해도가 높

은 전문가 집단을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확장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악의 ‘해석하기’는 성북이나 은평처럼 예술가, 공무원, 주민, 활

동가 등 직업적 정체성이 판이하게 다른 이질적 집단 간의 이해와 해독

의 차원은 아니며, 예술 프로젝트의 맥락 안에서 더 효율적인 거버넌스

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이어주는’ 차원에서 해석하기가 작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개별 프로젝트 내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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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동질성을 강화하는데 충실하고, 프로젝트를 연결해 종합적인 관

악아트위크 행사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전문가 기획력의 도움을 받아 일

반 대중이나 보편적인 예술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봉천동 점성촌 프로젝트 경우는, 그 하얀정원책방이 있는데, 거기 책방

에서 시각예술 프로젝트들을 계속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

기에서 저희가 미리 뭐 사전에 컨택을 해서 이 봉천동 점성촌을 기록한

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좀 이 프로젝트를 문화재단에 연계해서 전시도

해보고. 이런 방향 해보겠냐고 제안을 드렸어서, 이거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D-1)

“네. 원래 계속 (그 큐레이터님 작업) 보고 있었어서. 온라인 전시를 할

때 이 큐레이터님이 참여하시면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서. 확실히 (큐레이터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

다.”(D-1)

그런 점에서 관악 네트워커의 해석하기는 예술성과 지역성을 연결하기

위한 미학적 가치의 해석 작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하기의 구

체적인 구현은 관악아트위크 온라인 전시를 준비한 예술가들과의 공동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예술가 각자의 당사자성을 관악의

이야기 자원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예술작품을 표현하고 선보

이는 실용적 방법론부터 예술가들끼리의 피드백까지 무엇보다도 예술작

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몰두한 과정으로 보인다.

“워크숍이 확실히 좀 재밌던 작업이기도 했고. 작가님들도 좀 많이 자기

가 어떤 예술 작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작업들이 됐어가지

고.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관악아트위크의 작가노트가 되고, 작품도 좀

서로 작가님들 간에 또 피드백이 계속 오갔거든요. 작품 좀 더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보고.”(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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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관악의 사례는 성북이나 은평과 대비해서 보면 이질적 집

단 간의 해석하기라고 보기에는 협소한 측면이 많다. 여기서 해석하기의

대상은 서로 다른 장르와 배경에서 작업해 온 예술가들이고, 해석하기의

목표 또한 거버넌스의 확장이나 사업적 도약보다는 예술과 지역을 효과

적으로 연결한 작품의 창작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참여

하는 예술가들 간 빈번한 만남의 과정이 부족하고, 친분, 신뢰, 공동체

의식 등이 부족한 관악의 기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들 네트

워커의 해석하기 기능은 해석하기를 통해 상호 간 이해와 신뢰를 쌓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호혜성을 키워가는, 결속적 사회자

본의 축적을 돕는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포함한 문화정책 거버넌스에서 예술가들에게 사적 이익이나 이득이란 단

순히 생활비를 벌거나 협동조합, 예술단체 등의 조직을 결성하는 가시적

으로 보이는 이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성장이 중요하고, 그들에게 매력적인 공익과 사익의 조화란 그런

점에서 예술성과 지역성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관악의

네트워커는 많은 기획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런 본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예술가들

이 관악에 밀착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거버넌스가 본래 목적한 지역문

화의 활성화를 추진해갈 수 있는 고유의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정당성 촉진 – 미래를 위한 상상의 부재

다음의 ‘정당성 촉진’ 단계에서 관악 네트워커는 외부의 검증된 주체와

의 연대를 통해 활동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발동하지 않는다. 이

들은 이와 반대로 철저히 주어진 사업의 틀거리 안에서만 거버넌스의 자

원을 운용한다. 상술한대로 관악 지역문화에서 모든 자원의 연결을 촉진,

촉발, 독려한 것은 예술창작의 완성미를 높이려는 미학적 목표였고, 지역

성과 예술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도 또한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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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점에서 관악 네트워커에게, 그리고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이라는

거버넌스에는 미래를 위한 상상이 부재하다. 이들에게 거버넌스는 역경

을 함께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다. 예술가로써

자신의 예술세계를 재현 및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징

검다리와도 같다.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응집성 높은 커뮤니티가 아니다. 네트워커는 경계를 확장해 거버넌스를

도약하는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활동의 종국에는 모든 관심의 시

선이 참여자인 예술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내년도 사업을 위한 단단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대해) 사실 그런 고

민점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한 편으로는 이거를 억지로 만들어야 되

나... 하는 고민들도 있어요. 사실 이 분들도 이번 년도 했지만, 그냥 이

작업을 끝내지... 예를 들면 내년에 또 이게 있을 테니까, 우리는 무조건

참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한 작업으로 끝내고,

어쨌든 이게 'N개의 서울'이라는 거는 알지만, 어쨌든 프로젝트 단위별

로 들어갔던 거여서... 한 프로젝트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뭘 갇혀서 하시는 걸 저희도 원하지는 않는 거 같고. 아

마 예술가 분들도 그런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런 작업들은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D-1)

이처럼 관악에서 거버넌스의 상위 발전 단계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전

개되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관악의 로컬리티에서 연유한다. 관

악은 서초, 강남, 홍대 등의 문화클러스터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생

활비와 임대료가 저렴해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 초반에 자리를 잡는

곳이다. 그만큼 관악에 거주하는 예술가의 수가 많으며 이들은 곧 거버

넌스가 가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4장에서 서

술한 것처럼 관악 거버넌스에는 파편화된 개인 예술가를 하나의 공동체

로 묶어주고 결속해주는 공동의 가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개인

예술가의 자율성이나 생존이 더 중요한 화두로 제시됨에 따라 이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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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이득이 왜 거버넌스의 토대 아래에서 구성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이

부족하다.

결국 이들에게는 관악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정당성보다는 거버넌스의 참여자 개개인에게 거버넌스 존재의 정당성,

합리성,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이 우선이 된다. 네트워커의 고민은 이 지

점에서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데, 예컨대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에서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담은 ‘약속문’을 제작한 것, 이 약

속문을 매회차마다의 모임에서 함께 읽고 상호 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

업은 이들의 정당성은 외부가 아닌 내부적 원리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

다.

“지역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사실 이 'N개의 서울' 사업에

서 예술가 개개인에게 지역성을 요구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오히려 그 지역성을, 그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렇게 해서 거쳐 오는 생각

들이 뭐 서울시는 되게 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특히 관악구는

예술가들에게는 잠시 거쳐 가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그런 지역

에서 내가 이 여기서 뭐 엄청난 지역성을 가지고 여기서 활동 뭐 활동해

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D-1)

경험의 전파 - 흘러가는 예술가

마지막으로 ‘경험의 전파’ 단계에서 보면, 관악 네트워커는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문서화하고 아카이브하여 다른 기획자 집단이나 미래의 네

트워커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단에서 이 사업을 담당한 직원이 직접 써내려간 일지 형태의 경

험 수기이다. 거버넌스의 대화 방식, 회의, 프로젝트 아이디어 구상, 사업

의 수행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경

험의 전파에 해당한다. 관악아트위크의 첫 단추인 예술가 인터뷰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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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네이버 오디오 플랫폼을 활용해 남긴 것도 검색플랫폼의 용이한 접

근성을 생각해봤을 때 경험의 전파를 사전에 고려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주관한 네트

워커는 경험의 전파를 통한 경계의 확장, 거버넌스의 성장을 크게 고려

하지 않는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정책적 의제

와 이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비

추어 봤을 때 관악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정책적 의제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고 진보하며 일종의 전파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거버넌스의 참여자와 주요 이해관계자는 전혀 담보된 바

가 없다. 즉, 매년 구청, 재단, 민간에서 전혀 다른 참여자가 거버넌스에

소속될 수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관악 예술가들의

유동성이 크고 지역을 자주 들고나며 정주성이나 주민성을 별로 갖지 않

는다는 점이 여기에 더해져, 거버넌스의 활동을 통해 부각되는 주체는

많지 않다. “어떻게 이 지역과 예술가를 연결시켜줄까?라는 고민들이 가

장 컸었고. 결국에는 그 이 지역에 자신만의 기억을 남기는 게 되게 중

요한 거 같더라고요.”라는 말처럼, 예술가의 경험과 기억 속에 관악은 흥

미로운 지역 서사로 남게 되지만, 반대로 관악이란 지역적 토대 위에 예

술가는 흘러가는 존재로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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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이 장에서는 네트워커가 새로운 행위자 및 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전

문성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경험에 기반한 전략적 행위를 통해 지역문

화 거버넌스가 고정화된 경계를 확장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성북

의 미아리고개예술마을, 은평의 은평누리축제, 서초의 거버넌스가 주관한

종합장르의 행사, 그리고 관악아트위크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

술하였다.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의 네 단계에 맞

추어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4> 네트워커의 행위성 비교분석

이어주기 해석하기 정당성 촉진 경험의 전파

성북

정보의
효율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성
연계

공동의 언어
개발

외부 지원사업
유인을 통한
지역문화공간의
정체성 확립

천장산우화극장
등 지역 내 다른
사업으로 성공
모델 이식/전파

은평

은평 시민사회
내부의 강한
결속력 대비
외부로의 성장
동력/동인
부족

민과 관이
가진 은평에
대한

엇갈린 상상

민과 관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정당성의 투쟁과
혼란

축제를 넘어
기타

주체/사업으로의
확장이 어려운

상황

서초

주체 간
정보의 불통과
상호 간

공감대/공유지
형성 부족

전문성의
충돌과

위계의 발생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로컬리티/목표가
불일치 및

불명확하여 외부
자원으로의 연결

어려움

거버넌스에서
생성된

자원·역량이 개인
주체의 개별
역량으로

환원되는 구조

관악

정보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전문성의
효과적
연결과

프로젝트의
확장

로컬리티/지역문
화적 미래에 대한
상상과 비전 부재

예술가의
유동성과

로컬리티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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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은 네트워커가 민과 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간 이질성을 극복

하여 모든 주체가 거버넌스에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민, 민-관 관계에서 각자

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이질적 주체가 공유하는 지역문화의 사회

적 가치를 도출해내었고, 이 과정에서 성북의 핵심 주체와 연결된 네트

워크의 유용한 전문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4개구

거버넌스 중 유일하게 이런 성공 모델과 경험이 다른 프로젝트/사업으로

전파되고 이식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북 고유의 호혜성과 상생의 가치가

민과 관의 역동적 균형을 통해 유지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은평은 민민 거버넌스에 기반한 은평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

은 지금까지의 은평 시민사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런 지역사

회의 동력을 외부 자원, 특히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배태된 문화정책네트

워크 씬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커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민사회의 강한 결속력은 오히려 관의 적대적인 태도를 야기하는 요인

이 되었고, 거버넌스가 꿈꾸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상향은 관과 교감되기

어려웠다. 시민사회와 문화정책과의 괴리로 인해 축제를 통해 쌓은 역량

이 다른 영역의 지역문화 프로젝트로 확장되지 못했다.

서초는 이어주기 단계에서부터 상이한 주체들 사이를 연결하는 효과적

인 정보소통의 경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각자의 전문성이 타협이나 협

의되지 못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계속 갈등과 충돌을 만들고, 주체

간의 위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초 지역문화 거버넌스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불분명하고 각자가 거버넌스에서 취하고자 하

는 목표가 달라 이에 적합한 정당성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기 어려

웠고, 결국 거버넌스 활동의 결과물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수 개인의

역량과 자원으로 환원되었다.

관악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질적 주체 간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정

보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네트워커가 직접 담당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런 과정에서 네트워커는 적극적으로 외부의 전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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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을 거버넌스로 유입하여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

정적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관악

지역적 특성상 예술가의 정주성이 낮고 유동성이 높아 경험의 전파로 이

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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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의 연결과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의 달성

이 장은 4장의 지역별 사례에서 설명한 네트워커의 행위 전략을, 결속

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의 연결과 매개에 초점을 맞춰 이론적으

로 개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장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 사례에서

네트워커의 행위성을 문화기술지적으로 묘사하고 서술하였다면, 5장에서

는 사회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교량적 사회자본으로 보완하는지, 또는 결속적 사회자본으로는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는(getting by) 거버넌스의 조직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지(getting ahead), 4개구 거버

넌스를 통합적으로 접근해 분석을 시도한다.

이 장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빈번한 만

남과 네트워크, 강한 신뢰, 강한 연결, 공동체의 폐쇄성과 배타성, 호혜

성, 적극적인 참여 등의 특성을 가진 ‘결속적 사회자본’이 네트워커의 교

량적 역할을 통해 어떻게 다른 자원과 연결되고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것

이다. 두 번째 부분은 약한 연결, 외부 지향, 관용과 통합, 이질적 자원의

연결, 정보의 원활한 흐름 등의 특성을 가진 ‘교량적 사회자본’이 사실은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있어 거버넌스에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네트워커라는 행위자의 존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4장이 지역문화 행사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5

장은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 집단에 주목한다. 네트워커

가 반드시 민간 참여자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중간지원조직인 지역문화

재단 직원, 또는 구청의 공무원도 네트워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

서 가장 핵심은 민간-지역문화재단-구청의 삼자간 관계에서 네트워커의

행위 전략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거버넌스의 행위자 간 균형이 달

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속, 교량적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증진되

는 과정(process)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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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속적 사회자본의 연결과 확장

1) 커뮤니티의 배타성과 개방적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

지역을 둘러싼 권력과 힘의 헤게모니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하나의 공고한 커뮤니티로 자리잡아 지역사회의

유의미한 성원으로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지역

문화 거버넌스는 그 출발에서부터 공동체성과 관련해 다소 불균형한 출

발선상에 놓여있다.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출범하기 이전 이미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오래 활동한 토착 문화예술 세력, 이를테면 문화예술협회,

단체, 그리고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존재는 지역문화 거

버넌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하나씩 제

도와 규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권력과 힘의 갈

등 상황을 조정하고 타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원을 모

집하고 참여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 더해, 로

컬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과 구청이 만들어온 협치의 관계 또

한 지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나고 일하는 방식을 선행학습한 결과

가 되어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난점을 요약하면, ‘지

역문화 거버넌스가 지역을 둘러싼 힘의 헤게모니에서 기존 세력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문화를 공동의 규범으로 삼은 지역 커뮤니티로 성

장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결속적 사회자본은 이런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작동한다.

먼저 지역사회에이미 구축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강한 사회자본은 처음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유입해야 할 지역사회 핵심자원

으로 우선 고려된다. 결속적 사회자본이 높은 커뮤니티는 이미 구성원

간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정보와 자원의 순환 및 교환이 용이하고 주어

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Coleman, 1990). 그러나 결

속적 사회자본은 동시에 폐쇄성과 배타성의 문제를 가진다(Po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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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커뮤니티의 외부자와 내부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외부 네

트워크나 구성원에게 배타적이기 쉽고, 이런 양상이 심화되면 외부자와

내부자 간에 수직적, 위계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민관 협치 거버넌스

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의 수평적, 개방적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

구조에서 폐쇄성과 배타성은 흔히 거버넌스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신희영, 2005; 박재창, 2007).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지역의 커

뮤니티 거버넌스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참여자 간의 높은 신뢰와

호혜성 구축, 적극적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의 결속, 응집, 연대를 강화해

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포섭해야 할 상이한 참여

자/군의 결속적 사회자본의 수준은 출발선이 다르고, 따라서 거버넌스가

어떻게 공동의 규범, 규칙, 체계, 가치관을 만드는지, 그리고 공동의 이해

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공적 목표를 민과 관이 공동으로 달성하는

지에 관해 결속적 사회자본의 균형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거버넌스의 개방적 운영 원칙

성북, 은평, 서초, 관악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상술한 맥락에서 결속

적 사회자본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는 지역 현장이다. 은평은 지역사회

에서 오래 함께 인연을 맺고 활동을 하며 쌓아온 높은 결속적 사회자본

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조직한 지역이다. 2006년 15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는 지역사회의 이슈에 공동대

응하여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연대체로 발전하여(홍성민, 2015), 은평 내

지역축제의 기획과 운영은 물론이고 생태, 여성, 교육, 복지 등 여러 분

야에서 높은 결속적 사회자본을 토대로 공공의 중요한 민간 파트너로 자

리해왔다.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는 은지네와 주축 멤버를 공유하는

조직으로 은지네를 비롯한 은평 시민사회의 역량과 성과를 총집합하는

결산의 무대로 오래 기능해왔다.

반면 성북, 서초, 관악은 출발점만 놓고 비교해보면 은평처럼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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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초기 결속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들 지역은

토착 문화예술 조직(협회, 단체)과 지역문화재단을 매개로 지역에서 새로

운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민간 예술가들이 한데 섞여, 합의와 조정을 통

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결속적 사

회자본이 배타성과 폐쇄성의 국면으로 수렴하지지 않게 해주는 조직운영

의 전략은 ‘거버넌스의 개방적 운영’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런데, 거버

넌스의 개방성이란 수평성과 민주성을 근간으로 구축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기본 전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이론적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개

방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달성하기 위

한 필수 요소로 제시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4개구 지역문화 거버

넌스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개방적 운영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개방성을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가?

본 연구 대상 중에서는 성북의 공유성북원탁회의가 거버넌스의 개방성

을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한 사례이다. 그 특징을 짚어

보면, 우선 ‘거버넌스로의 열린 참여’를 보장하였는데, 특히 조직이 아니

라 ‘개인 단위의 참여’를 강조하는 문화를 통해 수평성이 보다 강조되었

고, 공탁 월례모임의 ‘소개 시간’은 이 거버넌스의 가장 인상적이자 거버

넌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운영 원칙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꼽을 수 있

다.

먼저 ‘거버넌스로의 열린 참여’는 2014년 첫 출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

고 있는 것으로, 거버넌스의 월례모임 정보를 포스터나 SNS를 통해 사

전에 공지하여 성북 거주 및 활동 여부 관계없이 공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를 초대, 환대함을 의미한다(아래 그림 참조). 서초와 관악의 거버넌

스는 이와 다르게 운영진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만한 사람을 사

전에 물색하고 조사하여 어느 정도 기획된 상태에서 거버넌스 정기모임

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서초는 ‘서초구 내 문화예술공간 운영자’로,

관악은 ‘관악구 거주 청년문화예술인’으로 참여 대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

구획해놓은 뒤 모임을 추진하여, 물론 지인 소개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기도 하고 그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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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로의

참여가 제한된다.

<그림 5-1> 공유성북원탁회의 월례모임 포스터

*출처: 공유성북원탁회의 페이스북 페이지

그런데 거버넌스로의 참여가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문화 거버넌스

의 생리나 작동 구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역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이런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새로운 참여자 입장에서 가장 걸림돌은 지역정치 또는 지역문

화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던 사람들끼리의 강한 연대와 결속이 이들에게

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공유성북원탁

회의는 조직이 아닌 ‘개인 단위’로 참여하게 하여 기존의 권력구조가 거

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성북연

극협회 협회장 홍길동이란 사람이 있다면, ‘협회장 홍길동’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연출가 홍길동’, ‘배우 홍길동’, 또는 ‘성북동 주민 홍길

동’ 등 자신의 소속(affiliation) 대신 개인의 직업적 정체성이나 특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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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예술 이전에, 예술가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니

까 예술가 개인이 있어야, 지역에서 활동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예술가

개인은, 예술가 개인으로 취급해야 되잖아. 그걸 보장해주는, 그런 통로

가 된 거죠. 여기는(공유성북원탁회의는). 예술가한테 예술을 대표해서

뭘 하세요, 아니면 예술이랑 시민이랑 만나야 돼...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 개인이, 개인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때 만약에 상대방

저쪽은 어디 협회 회장이야.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근데, 너도 개인이야.”

이렇게 하는거죠.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도록.” (A-1)

문화예술 분야는 특히 학교, 장르, 협회를 중심으로 위계 서열이 분명

한 분야이고, 연극, 무용, 음악처럼 집단창작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장르에

서는 더욱 단체의 대표나 연출, 프로듀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기 때문

에 이런 단체가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테두리 안에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문화예술 고유의 위계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거버

넌스에 단체의 대표만 참석해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단체들끼리의 장르 안에서의 위계가 그대로 작동해 가장 나이가 많은 단

체장이나 경력이 많은 단체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식이다. 반면

공탁은 서로를 원래 이름 대신 ‘닉네임’으로 부르는 문화를 도입해 성별·

연령·경력을 거세한 수평적 관계성을 공탁의 고유 문화로 자리잡게 하

여, 개인 대 개인의 만남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원

래 예술할 때는 말도 붙이기 어려웠던 선배가 여기서는 그냥 동네 친구,

동네 언니가 되는거에요.”(A-8)

공탁 월례모임의 ‘소개 시간’은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의 개방성이 압축

적으로 재현되는 무대이자 공동학습의 장이다. “지금은 공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문화가 되었는데, 공탁의 초기 모임은 대부분 자

신을 소개하고 경청하고 질문하는 것이 전부였다.... 놀라운 것은 공탁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기획된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스

스로를 소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고 즐겼

다는 사실이다” (이원재, 2020: 36).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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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이슈에 대해 민, 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

사를 조정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원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

분을 쌓는 과정은 지역문화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버넌스에

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지점이다. 따라서 공탁의 고유한, 때로는 2시간

을 넘기기도 하는 모든 참여자를 소개하는 월례모임은 공탁을 찾은 사람

들에게 상당한 각인 효과를 낳았다.

“일단 '공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좀 특이하기도 했고, 스스로 되게

'공탁'이 정체성이라고 말을 했던 거가 뭐냐면, 예를 들면, '공탁'에 백

명이 오면, 백 명의 자기소개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분만 해

도 한 시간 넘거든요. 새로 오신 분만 해요... 이게 아니고, 온 사람들 그

냥 전부 다 해요. 늘. 진짜 새로 온 분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A-5)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익명으로 안 만든다. 무조건. 그래

서 공탁 모임 3회 때 참여자가 100명 넘어갈 때까지 그 짓을(개인 소개

를) 똑같이 한 거예요. 소개를 한 다음에 사업 얘기를 했고. (중략)

그리고 세 번째 모임할 때 이제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서예

를 컨셉으로 하는 미술관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이 게셨어요. 나이는 한

50대... 중, 후반쯤 되는 여성 관장님인데, 자산가이기도 하신 것 같고. 이

분을 누가 초대해 온 거야. 그 날 백 몇 십 명이 인사를 하는데, 그 분이

너무 오래했어, 순서도 딱 중간에서. 오래하시면서 본인이 서예에 대한

이런 생각... 미술관 소개, 본인의 어려움... 이걸 너무 많이 하신 거야. 이

취지랑 좀 안 맞게. 근데 그 때 사회자가.. 계속 망설이다가 일단 끝까지

경청하자. 우리가 지금 만든 (각자 소개를 듣는 방식이) 지금 의례라면

의례인데.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어떤 기억이었을지는 모

르겠는데, 끝까지 지켜줬다는 거. 그걸 보여준 셈인 거를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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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도 거버넌스를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는 처음 축제를 개최한

2010년에는 위원회를 공개모집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공개 모집해 은평문화재단 설립 이후에는 매년 50명의 시민이 새롭게 위

원회에 참여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갔다. 하지만 진입 통로가 공개적이라

고 해서 거버넌스를 곧 개방적인 문화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 봄에 위

원회를 모집해 짧은 3-4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축제

프로그램 기획, 준비, 운영을 모두 추진해야 하다보니, 은평 지역사회의

상황에 밝은 지역활동가나 소수의 문화예술 전문가가 추진위원회 내의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축제의 실질적인 집행을 전담했다. 따

라서 초반에는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지역활동가의

후배 그룹인 경우가 많았고, 그런 점에서 기존의 결속적 사회자본의 강

한 신뢰와 단단한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가 굴러갈 수 있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환원하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위 없이는 거버넌스가 열린 구조를

지향하더라도 곧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의 폐쇄성에

제한되기 쉽다는 것이다. 성북의 네트워커는 결속적 사회자본이 높은 성

북 시민사회 진영과 문화예술 진영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행위

전략을 통해 결속적 사회자본이 폐쇄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연결 및 확장될 수 있도록 개방적 거버넌스의 전략을 시도하였

다. 우선 이들은 ‘초대’라는 개념에 빗대어 성북 지역문화 활성화에 자원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거버넌스에 포섭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공탁의 전체 모임의 전략은 되게 단순했어요. 사람을 찾는다. 다음 모임

때는 한 명의 사람을 더 데려오는 구조로 해보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네트워킹 하는 거에만 일단 방점을 찍자.

사업? 풀지 마라. 일단 우리는 서로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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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시민사회와) 어쨌든 간에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왜냐

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지역 정치와 이런 것들을 고민

하는 단위들이 만난 거니까, 누구를 배제하면 안 된다. 일단. 그 사람들

이랑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도전하고, 이 플랫폼 자체도 최

대한 느슨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였죠. 문화예술

로 해놨으나, 사실 문화예술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예술도 되게 큰 범주로 생각하는 거지, 좁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특히나 청년 기획자, 특히나 문화예술

하는 청년들이 보는 세상이 아마 되게 좁을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

니까 그런 단위들이랑(문화예술과 관계없어 보이는 시민사회 세력 등)

만나는 방법들이,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한 거죠.”(A-4)

성북이란 지역 테두리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질적이고 상이한 주체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가치나 의

미를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화하는 전략은 네트워커 대부분 90년대 후반

부터 한국사회의 붐이기도 했던 사회혁신 분야에 몸담으며 삶과 일터에

서의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체득한 경험 덕분이었다. ‘하자센터(서울시립

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영향력도 그 중 하나였다. “아무도 익명화하지

않는 것, 각자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건 제가 하자센터에 있을 때 했던

거였어요. 하자센터가 워낙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있으니까,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평하게 소개하고 그랬던거

죠.”(A-1)

“근데 (공탁에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왜냐면 그런 일들을 (민주적·수

평적 모임 조직) 많이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해 봤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일종의 뭐 그냥 많이

하는 말로 치면, 일종의 다중 지성이 그렇게 해체되는 방식으로 자기네

들의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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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니까 그게 뭐 역사상

으로도 그렇게 되어 왔고. 그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신뢰가 있었죠. 근데

다만, 우리가 기획한 대로 뭔가 기획을 정해 놓으면 그게 문제... 거기에

끼워 맞춰지지 않을 때 그거를 걷어내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이미 정

해진 기획) 갖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결정한 대로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 단계에 맞는 뭔가를 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

으니까. 그 합의를 이루고 어쨌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

같아요.”(A-2)

성북 네트워커에게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처음 시도하는 실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십년 넘게 사회혁신 분야에서 여러 조직, 모임, 단체의

흥망성쇠를 함께 하면서 체득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경험은 이들에게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단순히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이나 활성화를 위한

몇 개의 프로그램을 꾸려가기 위한 운영조직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예술

가들을 지역의 주체로 거듭나게 해주는 공동의 안전망으로 상상하게 했

다. 설령 거버넌스에서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또는 계획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네트워커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갈등의 해결 과정

은 오히려 이 갈등이 더 단단한 결속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을 갖게 한 것이다.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기를 일단 공유성북원탁회의가 성공한 모델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

든 간에 그냥 과정으로써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

론 뭐 성공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

든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다.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갈 길을 정해놓으면 사실 이 거버넌

스라는 게 의미 없죠.”(A-3)

공탁 전체 모임에서 제도화된 거버넌스의 개방적 운영 방식은 공탁에



- 213 -

서 파생된 워킹그룹, 협동조합, 마을모임, 사회적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

었는데, 이 과정에서 네트워커는 새롭게 구성되는 조직에 직접 개입하거

나, 또는 공탁 전체 모임에 참여한 개개인이 공탁에서의 공동학습과정을

통해 본인들이 또다른 네트워커로 거듭나는 방식을 통해 공탁의 문화를

‘성북의 문화’로 확산하고 전파시켰다. 실제로 공탁에서 파생된 조직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9개의 예술마을 워킹그룹과 복합

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한 워킹그룹, 축제 워킹그룹, 또는 예술교육처럼 특

정 주제나 분야를 중심으로 뭉친 그룹까지 공탁이 “자율성, 민주성, 연대

성, 다양성(이원재, 2020: 43)”의 운영 원리를 “공통감각”으로 학습하는

토양이라면, 세부 조직/그룹은 그렇게 길러진 공통감각을 “시민력”으로

발현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신나는 동네를 만드는 신나는 회사’를 모토로 2014년 2월 창립한 ‘협

동조합 성북신나’는 네트워커를 통해 공탁의 경험과 문화가 전파되고 이

식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다. 성북신나는 원래 2013년

‘서울시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을 통해 성북문화재단에 인턴으로 근무한

20대 초중반의 10여명의 사람들이 인턴 근무가 종료된 뒤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선택하는 대신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성북신나, 성북문화재단,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모두 비슷한 시기 출범해 개별 조직의 성장과정을

함께 공유하였는데, 공탁 모임에 참여했던 성북신나의 창립 멤버들은 공

탁 모임이 새로운 조직문화를 학습하는 장이었다고 서술했다.

“좀 그쪽의 (공유성북원탁회의) 어떤 조직문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성북신나의) 일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닉네임을 쓴다든지?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든지. 이렇게 좀 뭐랄까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

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직문화 같은 것들을... 그리고 성북문화재

단에서 일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A-5)

공탁 초기 모임의 주축인 네트워커는 성북신나의 시니어 멤버로 활동

해 성북신나가 안정적인 지역 협동조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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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자원, 정보의 교량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이사 분들을 모셔가지고 사업도 좀 같이 세팅하고, 도움도 좀 받

자... 하고 모셔온 거였고요. 사실 뭐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

획을 한 거죠. 이거를.”(A-5) 네트워커를 통해 연결된 정보와 자원은 협

동조합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이어졌고, 재정과 정체성 측면에서

성북신나가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기회로 활용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뭐 재정 관련된 문제가 제일 크죠. 어쨌든 초기... 뭐 협동

조합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영리법인이고. 일종의 어떤 스타트업이라

고 봤을 때, 초기에 어떤 뭐... 활로라고 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정체성도 정체성이지만, 어떤 그런 수익사

업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에서. 좀 그런

사업의 기회들이나 제안들을 많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

북신나'가 처음에 좀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 그런 것들

을 통해서 또 정체성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

아요.”(A-5)

결속적 사회자본이 커뮤니티 안에서 갇히거나 제한되지 않고 연결과

확장을 통해 새로운 실험과 시도로 계속 이어지는 성북의 특징은, 본 연

구의 4개구 중 은평과 가장 대조를 이룬다. 상술하였듯이 은평은 결속적

사회자본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참여에 따른 별도의 사례비가 일절 제공되지 않고 초기

단계 기획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100% 민간의 힘으로만 추진되는 고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의 정신으로 난관을 극복

할 수 있었다는 언급이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축제 끝나고 나면 다들 너무 힘들어서 이걸 또 한단 말이야? 그러는데,

다음 해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모여요.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해보자 그런 게 정말 컸어요.”(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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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은평의 높은 결속적 사회자본은 거버넌스의 공동 목표인 은평

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은평구청이나 은평문화재단, 또는

민간의 다른 예술가와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

동의 규범과 가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동했다.

은평 시민사회 내에서는 이미 강력한 공동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자원이 척박하고 서울의 변방에 놓인 은평에서 시민사

회의 활동으로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상상’하고 만들어나간다는 미래적

지향이었다.

“우리가 2009년 상상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 상상은 이제

이게 한글로 보면 그냥 상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자로 보면 이게

서로 상자에 마주보고 생각하다 거든요. 이중적 함의를 우리가 이제 만

들어요. 뜻을.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상상하면 창의력이고, 안에 보

면 서로 마주 보고 같이 꿈을 꾼다. 그래서 함께 꾸는 꿈이라고 하는

걸 담은 거죠. 그래서 은평은 상상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체가 그 뒤로

되게 많아져요. 은지네가 지역 법인을 만드는데, 그게 은평상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은 상상홀이 있다거나. 해서 계속 상상이라는 말이

약간... 이게 약간 브랜드처럼, 은평의 브랜드처럼 막 번지죠. 굉장히 상

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많아져요.”(B-1)

중요한 건 민간 주체들을 단단하게 이어주고 공동체의 응집을 강화한

‘상상’의 가치가 지역 내 다른 행위자 그룹과는 충분히 공유될 기회나 여

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 은평문화재단이 설립된 뒤 축제와 연결되

어 있지 않던 다른 민간 예술가들을 찾고 발굴해 축제와 재단으로 연결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민간 예술가들의 주체성이나 주도권, 그니까

주도력이 잘 세워지지는 않더라고요.”(B-2), “대부분 기금사업으로 만나

니까 12월에 예산 소진되고 사업 종료되면 딱 끝나는거죠.”(B-3), “은평

은 문화활동가 베이스가 없어요. 취약해요.”(B-1) 등 주도력과 자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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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주체를 만나지 못하거나, 예술가 주체를 만나더라도 자발성을 이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부딪혔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은평 시민사회를 이끌어

오는 몇몇의 리더는 공동체를 향한 헌신적인 노력, 시민사회를 지키려는

의지와 활동력으로 시민사회의 긴밀한 연대는 갈수록 강화되었지만, 시

간이 흐를수록 공동체의 폐쇄성은 커지고 이들의 활동을 현장에서 계속

이어갈 후속세대의 발굴과 성장이 부족했으며, 특히 지역문화 거버넌스

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이어주는 ‘간파지능’이 없는 상황에서 교량 역할

을 하는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웠다.

2) 외부 자원의 연결에서 거버넌스의 응집성 강화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공유된 이해

공동체의 원활한 순환과 작동이란 원칙에서만 보면, 외부 자원의 연결

과 적극적으로 이질성의 접합을 시도해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인한 폐쇄

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거버넌스의 규모와 범위가 선순환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운영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여타의 집단, 단체, 공동체와는 구성의 기본 원칙과

목표가 다르다. 민, 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적 의제(public agenda)’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기의 공적 목표

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Ansell & Gash, 2008). 즉, 연결과 확

장은 다시 공유된 이해(shared value)의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

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Ansell & Gash, 2008).

그런데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공유된 이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지역

문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목적을 고려해봤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

이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공동의 ‘지역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정의내리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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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체계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 지역 고유의 식문화, 거주

문화, 전통문화양식, 예술프로그램 등이 지역마다 뿌리내리고 차별화가

분명했던 시기에는 지역문화 정체성이나 가치를 공동의 합의 과정을 통

해 도출할 필요가 없었다. 예컨대 안동의 하회탈춤, 강릉의 단오굿은 오

랜 시간 동안 역사, 문화, 예술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에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반면 최근

대도시 중심의 지역문화정책은 상황이 다른데, 대규모의 공적 예산이 지

역문화정책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서(예: 문화도시사업 등) 각 지역에

고유한, 필요한 또는 지역의 변화하는 상황을 잘 반영하는 지역문화 정

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또 함께 생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졌

고, 이 과정이 모두 거버넌스 체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운영적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에서 도출한 지역문화 정체성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 합의된 이상향을 구성원 모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이상향을 지향하는 거버넌스의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공유된 이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첫째는, 상이한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규범으로써 지역문

화 정체성과 가치를 내재화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합의된 정

체성과 가치가 거버넌스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외부적으로

발현 및 표현되어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정책 현장 안에서 거버넌스의 정

당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다.

결속적 사회자본이 낮은 지역에서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가기

상술한 것처럼 고유의 전통문화 이미지가 확고한 지역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지역은 지역문화에 대한 상이한 관점 때문에 공유된 이해를 만들

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이 살아온 배경, 처한 환경, 지향

하는 관점에 따라 문화나 예술에 대한 가치 부여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 중에서는 서초가 특히 지역문화의 공유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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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부재한 지역이었다. 서초의 지역문화 거버넌스인 ‘줌인서초네트

워크’는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거버넌스 정기모임, 행사 추진을 위한 기획

회의 등에서 서초 고유의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를 별로 나누지 않았고,

인터뷰에서도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무엇보다 거버넌스에 참여

하는 이들에게 서초의 로컬리티나 지역문화 정체성은 그들을 연결하고

결속해주는 요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니까 뭔가 지역을 위해 뭘 해보자... 이러면, 약간 아직은 그런 게 조

금 힘든 것 같고, 이제 각자 조금씩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실현시켜달라는 형식의 어떤 의견이 많아서, 어... 그

냥 우선은 저희 뭐 다른 지역은 뭐 구성이 잘 되어있고, 마을 단위로 구

성도 잘 되어 있고, 뭐 네트워크도 잘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조금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저

희 쪽으로 한 발짝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자...”(C-3)

“당신들이 (예술가들이) 하는 일을 지역과 연계해서... 뭐, 서초에서 뭐...

약간 이런 어떤 상이랄까? 이런 거는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거 같

아요. 내가 뭔가 서초에서 공간을 한다는 것이 그냥 거기가 이제 생활하

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거나, 뭔가 연고가 있어서 하는 그

런 거였지, 그것이 뭔가 지역성이나 뭐, 이렇게 막 시민과 함께... 약

간 공공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별로 없고..”(C-2)

이렇게 지역문화 정체성이나 가치가 거버넌스 구성원을 결속해주는 요

소가 되지 못한다면, 서초구 주민이라는 점, 또는 줌인서초네트워크가 만

들어진 배경인 서초구에서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결

속과 연대가 강화되었을까?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이에 대해 상호 간

공통의 관심사나 특성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연말 될 때쯤에는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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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모임에 한 여섯 명 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저랑 그... 다른 분 밖

에... 네. 중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강의 같은 걸 주제로 뭐 회의

PPT 형식으로 회의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까지도 그런 걸 했었고. 네.

분위기는 조금 중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없어지셔가지고... 참여를

안 하셔서... 그런 게 좀 아쉬웠던 점이 좀 있었긴 한데,

갤러리도 있고, 뭐 연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 저희는 또

서점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관심사가 서로 조금 다르지 않았나... 만약

에 뭐 서점이면 서점들끼리, 아니면 갤러리면 갤러리들끼리 한다든지 하

면 뭔가 관심사가 비슷해서 대화가 더 잘 오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또 관심사가 막 또 책 쪽이기도 하고, 공통된 부

분이 좀 없어서...”(C-7)

결속적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동질성은 강한

연결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Patulny &

Svendsen, 2007). 그런 맥락에서 민족성(ethnicity)을 공유하거나, 성별과

연령이 같은 집단, 또는 줌인서초네트워크처럼 같은 지역의 주민이라는

점은 충분히 결속적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증진될 수 있는 요소이다. 실

제로 강남과 서초 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이런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사성은 곧 문화 향유나 자녀교육 태도에

서도 비슷한 성향으로 이어져 집단 내부의 결속과 응집이 강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황진태, 2016). 하지만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경우는 달랐다. 거

버넌스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지역문화 정체성’은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된 이해를 만들 수 있는 종류의 키워드가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 대부분은 거버넌스에서의 사익 추구, 즉 자신

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기회와 자원으로만 거버넌스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래 인터뷰 인용 참조).

“네트워크가 돈이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네트워크가 돈이에요. 무조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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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뭔 네트워크가 사업 뭐해 맨날 술만 먹고다니지...가 아니죠. 네트

워크가 돈이 되니까. 저만. 제 방식으로. 그래서, 무슨 모임이든 나가

요. 어디든 가서... 근데 이제 예전하고 조금 다른 건, 어디 모임에 가서

지속적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한 번 나갔다가, 싹 보고... 그게 아니면 나

오고... 이제 그런 보는 눈은 생겼어요. 안목은 생겼는데, 여기서 만난

XXX, XXX, XXX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진짜 거버넌스가 만들어

준 최대의 그거죠. 수확이자, 나의 수확이기도 하고.”(C-3)

관악 거버넌스의 상황도 상술한 서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관악

은 서초와 달리 소수의 네트워커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며 외부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연결하여 주어진 자원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낸다

는 점에서는 다르다. 네트워커는 거버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

간의 갈등, 불화를 조직적 장치를 통해 사전에 배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커가 중간에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

달했다. 이를테면 ‘관악아트위크’의 경우 여기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주어

진 예술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면 되었고, 이 과

정에서 필요한 재단의 행정적 지원이나 민간의 다른 지원은 ‘예술가 프

로젝트 모임’에 매번 참여하는 네트워커(여기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전달되어 일일이 지원을 요청하거나 찾아 다니지 않더라도 프로젝

트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여기 참여한 예

술가들에게 관악아트위크는 또다른 예술 프로젝트의 하나였을 뿐, 관악

의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이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활동

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이들 각자에게 좋은 포트폴리오로 남았을지 모르

지만 이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에 더 깊게 관여하게 되거나 앞으로의 장

기적인 지역 활동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된 것은 아

니라는 의미이다.

관악의 사례가 독특한 것은 공유된 이해를 통해 거버넌스의 공동의 목

표를 도출하는 형태로 나아가지 못한 데 반해, 거버넌스 구성원 사이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 교류, 소통이 활발해졌고 무엇보다 관악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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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예술가라는 정체성이 이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주었

다는 점이다.

“우선은 삶의 방식들이 되게 다 비슷해서,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예술을 하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

움이 같이 수반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예술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지점들이어서, 그런 지점들에서 되게 공통점이 많

아서 이야기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지역에 온 사람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어떤 예술활동 때문에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공통점도 되게 많아서 이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도 엄청 재미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쨋

든 내 상황이랑 비슷하니까. 그런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D-1)

서초 거버넌스의 구성원은 같은 예술가라 하더라도 이미 축적되어 있

는 네트워크와 인맥이 우선시되어 거버넌스에서 새로운 사람과 쉽게 관

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지만, 관악은 아직 어느

지역에도 단단한 터전을 만들지 못한 청년 예술가들이 주류가 되어 이들

사이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초에 비해 결속적 사회자본을 쌓기 쉬

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미술 작가가

뮤지션의 앨범 커버를 그려주는” 식의 유연한 예술적 협업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부에서 유입, 연결한 거버넌스

의 자원이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 축적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결속적 사회

자본이 반드시 공동체적 소명 의식이나 거버넌스의 집단적 목표로 연결

되는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를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인식하고, 거버넌스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개인적 노력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와 기

회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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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성북원탁회의에서 도입한 ‘워킹그룹’ 제도는 ‘외부 자원의 연결이

거버넌스의 응집성 강화’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의 핵심에 놓여 있다. 여기

서 워킹그룹이란 거버넌스 내부의 모임으로 예술교육, 축제, 예술마을,

공간 등 특정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을 말한다.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워킹그룹, 월곡/장위/석관 예술마을만들

기 워킹그룹 등이 있다. 이런 워킹그룹은 활동이 점차 촘촘해지면서 발

전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성북 외부에

서도 많은 사업을 유치하는 등 성북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도하는 핵심

단위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하는 방식과 가치를 전환시키는 하나의

사건이자 전환점”(이원재, 2020: 41)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워

킹그룹은 거버넌스의 구심점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성북의 거버넌스는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워킹그룹을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는 별개의 조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를테면,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반면 워킹그룹은 “사업을 직

접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각 조직의 목적이 극명히 대비된다. 이를 사

회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서술해보면, 워킹그룹은 결속적 사회자본의 강

한 연결과 연대, 결속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끈끈한 커뮤니티라면, 공유성

북원탁회의는 이런 커뮤니티가 서로 교차하고 교류하며 상호 간 시너지

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교량적 사회자본이 활발히 작동하는 하나의 ‘플

랫폼’으로 존재한다.

“워킹 그룹의 특징이라는 게 이거는 일하기 위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탁 같은 경우는 전제로 삼았던 거는, 공탁은 네트워크이고, 작

동하는 또 거버넌스의 운영 방식이기도 하고, 약간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탁 자체가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이권화 되는 걸 우리는 경계

하자. 공탁 안에서 직접 사업 실행을 하는 구조로다가 하지 말고, 공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하지만, 같이 뭔가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워킹 그룹 형태

로 풀어내자. 그래서 재단에서 갖고 있는 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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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단 쪽에서도 지역에서 해야 되는 어떤 미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회적으로다가 하고 싶

은 것들, 그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겹쳐서 공통의 이해가 생겨서 같이

이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 게 이런 것들이에요.”(A-1)

워킹그룹을 ‘전환적 조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워킹그룹이 민간 참

여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성북문화재단, 2017: 161), 민간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근간을 둔 조직이

기 때문이다.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는 대부분 공공에서 먼저 의제, 주제,

안건 또는 내부 조직을 설계한 뒤 여기에 참여할 민간을 모집하는 방식

이다. 반면 공탁은 광의의 주제, 예를 들면 ‘극장 리모델링’, ‘지역 밀착형

예술 프로그램’ 등의 주제만 제공한 뒤 실질적인 실행을 모두 민간이 주

도하는 워킹그룹에 맡긴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이 뒤로 물러서 있는 구

조는 아니다.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1명이 반드시 워킹그룹에 함께 참여

해 워킹그룹의 논의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워킹그룹의 추진

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워킹그룹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지역축제 참

여 등의 ‘기회’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요한 건 이런 신뢰 구축이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워킹그룹 구성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

기적으로 느긋하게 참여”, “여유있는 태도”는 워킹그룹의 유지에 필요한

성품으로 인지되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모임 자체가 자기를 성

장시킬 수 있는 것”을 워킹그룹에서 발견하거나 경험해 나가게 된다(성

북문화재단, 2017). 그리고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운영 원리로 제시된 자율

적 활동(자율성), 문화민주주의(민주성), 우정과 협력(연대성), 문화다양

성을 통한 차이의 존중(다양성)은(이원재, 2020: 43), 각 워킹그룹에서 경

험하는 구성원 간 대화, 소통, 교류의 과정에 그대로 발현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워킹그룹은 분명 구성원 개인의 재미와 흥미, 성장과 발전을

워킹그룹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지역에 뿌리내린 예술가로써 하나같이



- 224 -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워킹그룹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석관드림’ 모임의 목표로 제시된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장점을 지역사

회에 환원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킬 것”(성북문화재단, 2017: 134)은 이런

공탁과 워킹그룹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문구이다.

“사실 (워킹그룹에서) 관계의 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폐쇄성도 커

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밀도가 계속 올라가고, 밖에서

모였을 때 폐쇄성도 높아지지만, 안에서는 계속 지역이라던가, 동네라던

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최소한의 어떤 개방성들을 유지

를 하는, 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덜어내고 아, 우

리 멤버들끼리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 사

실은 저희가 애초에 출발했었던, 하고 싶었던 활동은 아니게 되는 거 같

고.

근데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사실 이런 가치라는 게, 어 굉장히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일상의 영역에서 되게 가볍게 나누는 관

계들 속에서도 좋은 가치들은 계속 같이 공유되고, 전달되고 하고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어내고 확인해주고 하는 작업

들이 저는 지역 공동체라던가, 이런 지역의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탁이 계속 친구를 만든다, 뭐

그런 호혜성, 환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가치들을

어쨌든 설명하고 끌어올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공탁

에서는 그거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친구'였어요. 그래

서 성북 친구들.”(A-1)

환원하면 성북의 거버넌스에서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존재는 ‘균형 추’와

도 같다. 워킹그룹에서 결속적 사회자본을 계속 축적해 나가면 위의 인

터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강력한 폐쇄성을 갖게 된다. 실제로 공탁이 문

화정책의 대표 사례로 부상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공탁을 찾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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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 거버넌스 모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환대, 환영보다도 친밀

한 사람들끼리의 강력한 폐쇄성이라는 언급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성북원탁회의가 공공, 민간,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

계자를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워킹그룹과 조직을 함께 이끌면

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은 ‘성북 친구들’의 범주를 폐

쇄적 커뮤니티에 한정하지 않고 성북이란 지역을 매개로 만나는 개방적

인 연결고리로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게도 이런 지역 기반의 개방성을 ‘공유된 이해’로, 즉 지역문화 거버넌스

의 정체성이자 지향점으로 내재화하게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지하였

듯이 지역문화 정체성을 이처럼 커먼즈(commons)적인 방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네트워크/거버넌스에서의 실험과 실패를 통해 암묵

지적으로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습득한 네트워커의 전문성이 주입되었

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속적 사회자본의 축적이 폐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공탁이란 플랫폼을 통해 계속 외부와 접점을 만들고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일단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 그 뒤에는 워킹그룹 내부에서 더 결

속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아지고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지역에서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게 된다. 네트워커를 통해 유입된 정보와 자원은 이

미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워킹그룹에 강력한 촉

매제로 작용하고, 다시 네트워커를 통해 워킹그룹의 역량이 외부로 알려

지고 공유되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가 워킹그룹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를 지탱해주고, 고민해주고, 같이 해줬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고, 이게 당연한 이런 서로에게 기대고 민폐를, 그니까 폐를 끼침이 당

연한 관계들이 모이고 쌓이면 그게 되게 저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만난 게 되게 저

한테는 큰 힘이었죠.”(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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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량형 사회자본의 배태성과 결속성

이 절에서는 교량적 사회자본을 수행하는 네트워커가 거버넌스의 외부

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고 결속되어 ‘결속

적 사회자본’을 동시에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적 역할을 통한 ‘새로

운 정보의 유입’이나 ‘외부 자원의 연결’이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더욱 촉

진하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절의 설명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중간지원조직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다. 지역문화재단이 네

트워커로서 가진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여 지역문화재단과 민간 예술가와

의 관계를 ‘역동적 균형’이란 키워드로 설명하겠다.

1) 네트워크에 배태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문화재단

중간지원조직과 지역문화재단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은 거버넌스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또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조건이자 변수로

거론된다. 2000년대 초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이 알려지면서 커뮤니

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등 주로 사회적 경제, 사회 혁신 분야를 중심

으로 도입된 중간지원조직은(박영선·정영순, 2020),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업의 방식을 구상하는 과정

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의 목적 자체가 정부와 시

민사회와의 효과적인 연계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조직의 구조적 특징

또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거

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민간에서 채워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

회의 중간에 놓인 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욱이 상당수의 중간지

원조직이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조직의 핵심 과제로 한다는 점

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탐구는 곧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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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은 문화정책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어왔다.

문화정책 분야는 예술가 집단이 가진 특수한 조건, 이를테면 예술적 전

문성이 높고, 개인 중심의 개별화된 활동이 많으며, 공공 영역과의 접점

이 적다는 점에서 민간 예술가와 시민사회, 민간 예술가와 정부를 이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0년대 처음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필두로 예술경영지원센

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의 중앙정부 단위 중간지

원조직과, 광역·기초 단위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최근 중간지

원조직을 통한 민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예술경영지원센

터, 2021).

게다가 문화정책 분야 중간지원조직은 중간지원조직에 관계된 다수의

예술가 풀을 관리하고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조

직의 주요 과업으로 인식되어,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방식보다는 공공

행위자의 하나로써 중간지원조직이 주도, 주관하는 성격이 그동안 더 강

했다. 다른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과업이 거버넌스나 협의체 운

영이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런 차이 속에, 문화정책 분야에서

처음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0년대 중반이다. 서울문화

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추진한 ‘공동운영단’ 제도를 최초의 사례로

꼽는다. 이는 10명 이내의 민간 예술가가 공공 문화공간인 서교예술실험

센터의 기획과 운영을 직접 주도한 첫 사례로, 공공의 주도성이 처음 민

관 협치의 방식으로 전환된 계기로 이후에도 문화정책 분야에서 많이 언

급되었으며, 서울문화재단 안팎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민관 협치 구

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주로 참고가 된 사례이다(서울문화재단, 2021).

그렇다면 지역문화재단이 가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특징은 무엇인

가?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 주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먼

저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서 운영된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 방향성이나 목표가 그대로 투영되기 쉬운 구조라서 중간적 기구보다

정부 조직의 하나처럼 인식되거나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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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에 놓인 유형은 지역문화재단이 ‘매개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을 살려 민간 예술가, 시민사회, 정부 사이에서 교량 및 연결 역할을 수

행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접점/노출을 확대하려

는 노력, 합의와 조정 능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소위 ‘네트워

커’로서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림 5-2> 지역문화재단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관악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거버넌스 담당자는 전통적 모델과 거

버넌스형 모델의 중간 정도 수준에서 자신을 민간의 조력자이지만 동시

에 ‘거버넌스의 외부자’로 위치짓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버넌스의 민간

예술가들이 먼저 요청, 요구하는 일이나, 재단의 고유 업무인 행정적 부

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지만, 민간 예술가들끼리의 모임에 참여

하거나 이들과 더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나 부담감을 토로한다. 또는 자신들이 너무 개입하면 자발성이나 자율성

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음... 문화재단과 협력이라.. 문화재단에서는 서초구청. 그니까 서초구청

이 곧 문화재단이잖아요. 구청이랑 직접적으로 뭔가를 소통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문화재단에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홍보. 그 다음에 섭외 같은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공연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예

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언. 저희가 뭐 이렇게 서류 내고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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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못 내고 다 재단 통해서 내야 되거든요. 뭐, 조금 지원 할 때도 마

찬가지고. 재단이 해서 하는 거니까...”(C-5)

“어쨌든 이게(서초 거버넌스가) 독립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뭔

가 구에서 관심을 갖거나, 재단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활동이 되게

자유롭지가 않고, 그 쪽이 원하는 방식이 약간 되게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중간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최대한

뭔가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

자... 이렇게 뭔가 관심을 받으면, 뭔가 예산이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되

겠지만, 이제 뭔가 사업하고, 그들을 뭔가 독립적으로, 아니면 자생적으

로 만들기에는 되게 더... 힘들어질 거 같고.”(C-7)

위의 인터뷰에서 상단에 인용한 민간 거버넌스 참여자는 재단과 커뮤

니케이션하는 과정에 관해 재단 담당자의 행정적 지원 및 예술적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해 참고하지만, 민간과 재단 사이의 관계를 위계적이라고

평가하고 재단과 구청을 동일한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단에

인용한 재단 담당자 또한 거버넌스의 자발성, 독립성, 그리고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단이 어느 정도 민간과 거리두기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 인용한 서초의 사례, 그리고 관악은 주

지하였듯이 지역문화재단이 교량적 역할에만 집중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은평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나 존재의 중요성이 별로 높게 평

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초와 관악이 거버넌스의 외부자이지만 조력자

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간의 존중을 받고 재단 고유의 역할을

인정받은 데 반해, 은평은 재단이 거버넌스의 철저한 외부자로 취급되어

행정적인 일 처리만 담당하는 등 민간 주체에 주도성이 훨씬 더 많이 부

여되었다(아래 인터뷰 인용 참조).

“그래서 (은평문화재단 설립) 초반에 계속 위태위태하고, (직원들이) 많

이 나갔어요. 거의 지금, 처음에 스물 한 명인가 뽑았는데, 한 다섯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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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 다 나갔어요. 예. 다 어쨌든... 워낙에 다른...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

이, 처음에 왔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대환영이다...

와~ 하면서 막 여기 모든 거 다 실어 주고, 처음 그러면서 누리축제 같

이 하게 됐는데, 재단은 민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 잘 모르잖아요. 오

히려 주도적으로 하시던 이 분들이 있으면서, 이 분들이 계속 여기에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서 이제 예. 예. 균형이

깨졌어요. 여기서. 직원들은. 그래서 나갔어요. 도망가고 막...

그냥 추진위에서 뭔가 얘기 나오는 것들을 그냥 뒤처리 해주는 정도

의 수준으로만 계속 재단 직원들의 위치가 전락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자존감들도 많이 떨어지고, 뭐 맨날 혼나는 거예요. 추진위에서

막 이거 왜 안 했냐... 이거 하라는데 왜 안 했냐... 너네 왜 자꾸 이걸 이

런 식으로 해... 너네 여기는 공공기관이지, 너네 민간이 아니야... 매일

혼나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첫 해, 둘째 해 까지는

그래도, 왜냐면 재단이 해오지 않았던 사업이고, 이쪽에서 주도 세력들

이 있었기 때문에, 어... 추진위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결을 같이 맞춰가는 거고, 그렇게 역할을 했었죠.”(B-2)

은평에서 이렇게까지 재단과 민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미 구

청과 민간이 가지고 있던 갈등 구조 또는 적대적 관계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간 주체들은 ‘은평상상’이라는 공유된 이해로 단단

히 뭉쳐 있었지만 이런 규범이나 가치를 공감해주지 않는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오래 자리하고 있었고, 비록 재단에 새로 임용된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10여년 넘게 합을 맞춰

온 민간 주체들의 고유의 언어, 가치, 정체성을 외부에서 처음 은평으로

들어온 재단 직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시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함께 합을 맞춰 일을 하면 할수록 재단 직원과

추진위원회 사이의 지역 이해도의 차이나 간극은 더욱 문제로 가시화되

었고, 일절 사례비 없이 재능기부 형태로 일하는 추진위원회와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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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재단 직원의 위치의 차이 또한 관계의 불균

형을 심화시켰다.

정리해보면, 서초·관악·은평의 거버넌스 사례에 등장하는 지역문화재단

은 형식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민간

의 주도성에 압도당하거나 또는 반대로 구청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거나,

그게 아니면 매개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거버넌스와 최대한 거리두기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있었다.

파격적 조직운영을 통한 재단과 민간 인력의 통합적 거버넌스 추진

마지막으로 성북문화재단은 위에 소개한 세 개 지역의 재단과는 달리

파격적 조직운영 전략을 통해 재단이 거버넌스에 깊게 개입, 침투해 민

과 관의 경계를 허물며 통합적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민관 통합의 첫

단추는 ‘신규 직원 임용’의 과정에서 민간 활동가/전문가를 대거 재단으

로 영입하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성북문화재단이 설립된 2012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부임하면서 서울 전역에 불어온 사회혁신, 사

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의 정책 프레임이 자치구 단위로도 확산하며, 중

간지원조직 설립, 정책사업 운영 등 지역사회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

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성북문화재단은 하자센터, 노리단, 땡땡은대학 등

기존의 사회혁신 분야에서 오래 경력을 쌓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팀장급

또는 관리자 직급으로 채용되어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단에 흡수 통합된 도서관 사서 등 기존 직원과 결을 달리하

는 점이 분명 있었지만 관리자급 뿐만 아니라 신규 임용되는 하급 직원

들의 상당수도 사회혁신 분야 출신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민간

친화적 분위기로 만들어가게 된다.

“성북문화재단 안에 그런 혁신적인 그런 활동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외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성북문화재단이 그래서 출범할 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시설을 관리 하는 일을 했었던 어떤 기존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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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반쯤 들어왔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을 픽업한거죠. 네. 그래서 문화재단 자체 안에 일단 그런 사회

혁신 활동이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되게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끔 많이 열어놔줬고. 그리고 이후에 성북문화재단이 지역에서 그런 활동

을 해왔던 사람들을 대거 많이 성북문화재단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예를

들면, 신시장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 예술에 기반해서 시

장,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이제 모델을 만들었던 거거

든요? 그리고 늘장이라고 이제 시민 시장들을 만드는. 시민 시장 활동을

했었던 뭐 지금 그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하고 있는 양반이 원래

는 그런 시민 사회 안에서 시민 시장 만들고 이런 활동 했던 사람이거든

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신시장 사업 부단장으로 앉히고. 그런 식으로다

가 스카웃... 괜찮은 사람 스카웃해서 성북에 계속 초대하는 거죠. 그

리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픽업을, 괜찮은 사람들 픽업을 해서 성북문화

재단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다가 이제 세팅을 한 거야. 이

게 2012년에 성북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어쨌든 설립 초기였기 때문

에 그 세팅이 가능했던 거야.”(A-2)

민간에서 활동력이 왕성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이미 과거에 여러

직무와 네트워크를 통해 민과 관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네트워커’를 재단에 계속 초대하고 직원으로 영입하였기 때문에 이

런 재단 직원은 직감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네트워커로써 자신이 해

야 할 업무를 간파하고 있었다. 민간 예술가들이 재단에 바라고 요구하

는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단의 행정 언어를 어떻게 민간 예술가들

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번역해야 하는지 별도의 학습 과

정 없이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었고, 민간에게 자발성과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부분이 무엇

인지도 경험을 통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장시간 회의를 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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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이 갈등의 소지로 작동하기보다 거버넌스의 과업을 더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다.

“재단이 재밌는 조직은 아닌데, 밖에... 그니까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재

단이나 이런 기관 조직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항상 문의전화를 하면 항상 불친절하고... 그리고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재단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그런 친

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예를 들

어서 막 무슨 행사를 하는데, 테이블보라도 빌리는데, 재단에는 예를 들

면 이게 쌓여있는데, 민간에는 이게 막 없어가지고 하고 싶으면... 내가

그걸 알면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있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그거를 말 할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태반이라서, 내가 재단에 들어가서 그런 것만 해도 도움이

되겠다.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책임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니까 그 책임이 너무... 어쩔 때는 되게 무거울 정도

로 많았어요. 그니까 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활동비가 걸려있기도 하

고, 일 년의 자기의 삶이 걸려있기도 하고, 어떤... 그게 뭐 공동체가 됐

든, 어떤 개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내가

없어도 성북문화재단 돌아가지만, 내가 한 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약간 그게 저를 작동하는 거 같아요.”(A-4)

위의 인터뷰 사례처럼 민간에서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소

속이 비록 문화재단일지라도 자신이 일을 하는 목적, 정당성, 목표를 ‘지

역문화 생태계’라는 더 넓은 범주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이들에게는 지역문화재단보다 지역문화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소속감이 더 크게 작동했다. 민간 거버넌스 참여자와 상시적

으로 만나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 거버넌

스의 정체성이나 목표는 민과 관의 경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의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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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는 공유된 이해로 작동했고, 그런 관점에서 재단에 근무하는 자신의

역할을 더 막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리로 이해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런 역

할의 근간은 자신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거버넌스의 민간 참여자와의

긴밀한 관계, 단단한 신뢰에서부터 비롯했다.

재단과 민간이 이처럼 통합적이자 유기적으로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데에는 상술하였듯이 재단의 파격적 운영 전략도 한 몫을

했다. 성북문화재단의 초대 대표는 ‘순환 보직 시스템’을 빈번하게 그리

고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성북문화재단과 성북의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정

체성이 모두에게 내재화되고 체화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마련했다. 이

런 순환 보직은 다른 기관에 비해 더 ‘빈번한 빈도’로 자주 단행되었고,

“도서관에 있는 사람을 빼서 도서관에 안 두고 문화사업 프로그램 기획

하는 일에 보내고, 문화사업본부에 있는 사람을 빼서 도서관으로 보내

는” 식으로, 재단의 직원이 계속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이질적

인 과업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도서관 사서는 전문자격증에 근거한 직무

이기 때문에 초대 대표의 이런 파격적 시행은 구의회의 반발을 여러 차

례 사기도 했다.

“조직을 이제 구조를 만드는 데, 뭐 자기 전략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카르텔을 깨려고 했던 거 같아요. 도서관은 너무... 도서관에 그런... 그

리고 이제 뭐 문화사업본부만의 그런 거. 그래서 순환보직을 대표 있을

때 내내 했어요. 내내. 그래서 인사이동 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흩트려

놓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A-2)

‘순환 보직 시스템’은 부서 간 순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재단에서 주

관한 축제나 주요 행사에는 부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총동원되어 행

사를 함께 준비해야 했다. “재단 전 직원을 협력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그 해는 재단의 전 직원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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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인원은 놔둔 채, 다 축제 인력으로 동원. 현장에서. 당일 날

에.”(A-2) 대개 다른 문화재단에서는 담당 직원이 자신이 맡은 일만 수

행하기 때문에 바로 옆 자리에 앉은 직원이 담당한 일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은평문화재단은 처음 설립 후 축제 담당

직원 2명이 50여명의 추진위원회를 상대하며 축제를 만들어가야 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문화축제처럼 단 시간에 대규모의 인

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직원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북문화재단은 이런 점에서 전 직원이 ‘네트워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 학습 과정(collective learning process)’을 구축하고 있

었다(Ferrary & Granovetter, 2008). 각자의 과업은 개별 워킹그룹 또는

소모임에서 민과 관의 매개 및 연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재단의 주요 사업에 전원이 함께 투입되어 다른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성북의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운영원리와 가치, 예컨대

자발성, 민주성, 다양성 등은 축제를 기획, 준비, 운영하는 과정에 그대로

녹아들어 여기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이를 공동의 가치로 지향할 수 있

는 플랫폼이 곧 축제였다. 환원하면 성북문화재단의 직원이 네트워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쌓

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여기서 축적된 공동의 규범이 기본 조건으로 존재

했다. 네트워커 활동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그 과정에서 재단 직원으로서

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현장 활동과 추상적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

통하고 조율하는 자기 성장의 과정을 통해 이들은 더욱 지역에 깊게 뿌

리내리면서 동시에 외부 자원과 정보로의 촉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량적 기능에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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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속형·교량형 연결을 통한 민관의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의 역동적 균형의 의미

“근데 이제 약간 거버넌스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거버넌스는 사실은

양쪽의 힘이 균등할 때 거버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하고

의 거버넌스 주체가 재단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니까 민간이 있어야

돼요. 민간 조직.”(B-4)

위의 인터뷰 내용은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삼자 구도

가 성공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을 잘 말하고 있

다. 지역문화재단이 민간 주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거나, 성북처럼 민간에

서 길러진 활동가들이 대거 재단으로 유입된다고 해서 지역문화재단이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민’의 위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

숙하고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한 쪽에서 팽팽하게 줄을 당길 때 지역문

화재단이 더욱 효과적으로 정부 기관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균형이 맞추어진다. 본 연구는 이처럼 민과

관이 균등한 힘의 수준으로 양자 간에 길항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역동

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이라 정의하고, 역동적 균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이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 한다.

‘역동적 균형’은 본래 물리학에서 물질적인 힘의 균형을 의미할 때 사

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지역문화 거버넌스 상황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

이 정의해볼 수 있다. 공공(정부기관)이 거버넌스에서의 협력에 필요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요구되는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 민간(시민사회 또는 예술가)에서 거버넌스에 주도적, 자발적으로 참

여해 거버넌스를 민간 주체의 중요한 역할과 과업으로 설정하는 것. 다

시 말해, 사익과 공익과의 유기적 연결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버

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의 결속력과 원동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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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역동적 균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버넌스는 민과 관의 양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을 찾기보다, 민간이 주도해서 거버넌스를 제안하거나, 정부기관 의사결

정자의 의지, 역량, 또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거버넌스가 추진

되는 식으로 한 쪽에 무게가 기울어진 방식이 흔하다. 이는 ‘협력적 거버

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관의 주도성을 줄이

거나 관의 주도력을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지만 양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된 바가 없

다.

본 연구에서도 서초 거버넌스의 경우 민간주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파트너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런 부분

이 민간주도성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하나의 용역사업

을 다수의 민간 참여자가 나누어 참여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를테면 거버넌스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공적 의

제가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공적 자원이 정확히 무

엇인지, 협력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어디까지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지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민관의 토론

이나 논의 과정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거버넌스다운 성과가 만들어

지기도 어려웠다.

관악의 거버넌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민간주도성이 거버넌스의 중

요한 요소로 이해되어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예술가들이 자발

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예술세계를 거버넌스 사업 속에서 펼쳤지만 어

떤 측면에서 이런 성과를 공적 의제의 달성이라고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비전과 지향이 제시되지 않아 성과가 지속되기 어려웠다. 요약하면 서초

와 관악의 사례는 공공에서 선의를 가지고 민간주도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 제시 없이

는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과 성과 달성이 힘들다는 점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은평은 은평문화재단이 설립된 후 재단이 주도성을 가지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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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찾고 발굴하고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공공과 비슷한 힘의 균형을 맞

추어 줄 수 있는 민간 주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아래 인용한

인터뷰에 나와있듯이 재단 설립 이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발벗고 나선 시

민사회 활동가들은 여전히 재단의 안팎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공동 전선,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치려면 시민사회, 그니까 민간의 문화적 역

량이 버텨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재단 들어

가기 전부터 몇 년 동안 문화,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역문화 네트워크 힘들이 약한 거야. 그니까 지역의 전업적이고 전문

적 문화단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 개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지

역 그니까 문화라는 건, 지역운동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전국사업을

해야 돼. 먹고 살려면. 그니까 여기 집중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러니까 힘이 약해. 그니까 여기를 받쳐내지 못해. 그리고 이들이 개별

적으로는 재단 일들에 들어와서 다 역할들을 하는데, 전선을 못 만들어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조직과 기획 운동을 다... 조직 운동을 못 해주는

거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다 해주는데. 그니까 이거를 못 만드는 거예

요. 재단 내에서 내가 묻고 있는 문제를, 밖에서 받아쳐 줄 데가 없는

거예요.”(B-4)

여기에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은 활동력과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의 핵심

인력이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특히 2010년대 중

반 이후 사회정책 분야마다 각종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확산되면서 시

민사회 리더로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중간지원조직의 대표나 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핵심 인력들끼리만 공고한 결속적 사회자본을 쌓아온 은

평의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리더그룹으로 나서거나 판을 벌릴 수 있는 후

배가 양성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정책 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더 고도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이전에는 ‘은평’이란 지역으로 모두가 뭉쳐

서 공동의 전선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은평 안에서도 청년, 여성,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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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등 각 이슈마다 각자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각

섹터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지역문화를 테제로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은평누리축

제를 넘어 은평의 지역문화라는 공적 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과 상이

부족했다.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 내부에 이 거버넌스에 욕망을 가지고 뛰어들

만한 민간의 주체를 제대로 알아보는 ‘간파지능’을 가진 인력이 부족했

고, 은평문화재단 설립 이후 축제 추진위원회 차원을 넘어 재단의 전 사

업을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민간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포섭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런 몇 년의 과정에서도 주도력이

세워지지 않았다. 원래 축제가 가지고 있었던 공유된 가치와 이해는, 이

런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사람들에게까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가치

체계가 아니었고 재단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잦았다.

민간의 요구를 간파한 재단의 적절한 지원과 개입

마지막으로 성북은 민간이 거버넌스에 요구하는 지점을 재단에서 정확

히 간파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지원과 개입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공

적 의제를 실현한 경우이다. 성북에서 가능했던 재단과 민간의 역동적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는 바로 ‘자발성’이다. 공탁 워킹그룹

의 다섯 가지 원리 중 하나는 “가장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가장 많은 권

한을 갖고 존중 받아야 한다”라는 점이다(이원재, 2020: 39). 즉, 자발적

인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욕망 만큼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

갈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자

신에게 권한이 부여된다면 이런 점이 갈등의 소지로 작동할 위험성은 없

을까? 만약 원하는 만큼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서로 더 많은 권한을 가

지기 위해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

성북의 모든 워킹그룹, 협의체, 모임이 전부 자발성을 축으로 돌아가는

데, 그 중에서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워킹그룹의 사례에서 민간의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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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는 재단의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역동적 균형을 만들어내는 점

이 잘 드러난다.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은 원래 ‘아리랑아트홀’이던 미아리

고개 고가도리 인근 극장을 2015년 민관 협치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관한 곳이다. 보통 다른 공공 문화공간이라면 외부에 연구용

역을 맡겨 재개관의 전반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설계회사, 인테리어회사

등에 하청을 맡겨 공간을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북문화

재단의 ‘네트워커’는 민간 예술가들이 얼마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그

러므로 이 공간이 거점이 되어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가 단단해질 수 있

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공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바로 뭐로 들어갔냐면, 공간을 걸었어

요. 그냥. 이 공간을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을) 운영할 사람 찾는다. 이렇

게. 연극인들. 그때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극인들에게 알렸고, 그

때 서울연극협회 성북지회...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6, 7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 앉아서, 인사하고, 다 똑같이 했어

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날 나왔던 얘기를

다 기록을 해서, 카톡에 다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다 다 올려요. 바로.

뜸 안들이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번 모임 기본 틀을 잡아요. 그니

까 완전 자발적이고. 이 공간 운영의 주도적인 민의 주체를 만드는

거죠. 그 논의 과정은 한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제가 뭐

냐면, 성북문화재단이 뻥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정도 이제 신뢰가 좀

있는 거고. 다른 사업 봤더니 좀 이상한 게 있어. 정말 이제 우리한테 이

걸 맡길 거야...라고 하다 보니, 자, 그럼 얼마 예산 지원해 줄 건데? 차

원이 아니라, 그런 몇 가지 신뢰에 의해서 이 공간을 정말 내가, 우리

가 직접 운영할 수 있어. 그거를 지금 오픈한 거니까. 정말 뜨겁게 논

의가 됐고..”(A-2)

이 과정에서 공공의 전략으로 유효했던 것은 사업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이미 공유성북원탁회의는 결성 초기에 민과 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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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졌던 워크숍에서 성북문화재단의 일년치 예산과 사업을 모두 공

개하고 여기에 함께 참여할 예술가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으로 재단과 민

간의 거리를 좁혀왔다. “사업을 그냥 깐 게 제일 컸어요. 사업을 까고,

철저하게.”(A-2) “성북문화재단이 거버넌스에 와서 정보를 다 오픈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예술가들을 막 모았어요. 공탁에 가면

제일 먼저 정보를 듣고, 친해지고, 작업의 기회가 이루어지는거죠.”(A-6)

4장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공탁 모임의 핵심은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었지만, 매번 모임에서 소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재단에서 진행 중이거

나 예정인 사업을 소개하고 예술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

다. 지역사회에 밀착된 활동을 하고 싶거나 성북에 근거지를 만들어 보

고 싶은 예술가 입장에서는 성북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원이 투명하게

오고가는 공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사업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 온 불특정한 다수 누구에게나

공개된다는 점에서 재단의 사업 정보는 소수가 독점하는 권력이 되기보

다 해당 사업에 정말 의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워킹그룹을 만

들어 일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재단은 행정적인 일을 모두 재단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기획과 운

영을 민간이 담당하는 식으로 민관의 업무를 배분하여 민간의 자발성이

축소되지 않도록,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의 역량을 집중

시켰다.

“일주일 모이고, 또 초대하고. 그리고 기록 올리고. 기록 올리는 건 재단

직원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 번 모임 하고. 막 연락들은 다 저희 재단

직원이 해요. 이게 무지 빡세요. 일이. 공탁할 때도. 계속 전화 돌리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굉장히 했거든. 근데 굉장히 루틴화고. 답

신 안 오면 다시 또 문자 남기고, 전화 걸고. 이걸 일부러 하게 했거든

요.”(A-2)

이렇게 공공은 행정적 일을 도맡고 민간은 자신의 자발성을 최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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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올려 거버넌스에서 자신과 지역을 위해 욕심을 내는 상황이 되기까

지, 상당한 양의 ‘공동의 시간’이 축적되었다. “이런 수많은 시간과 이야

기들이 쌓이면서 나와 극장, 워킹그룹 멤버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갔

고”(유희정, 2020: 78),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문을 닫고 대화와 합의에만

집중한 6개월여의 시간은 내부적으로는 “매일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

는” 것이지만(유희정, 2020: 80), 겉으로는 효과적인 ‘협치 사례’로 인식되

었다. 아무리 극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민간이 주도

성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이렇게 민과 관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져가는, 이를 통해 거버넌스에서 권한을 가지려면 본인의 시간, 노력,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투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가 서로를 간파하게 되었고, ‘정말 거버넌스를 할 사람만 남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정도로 높은 강도의 역동적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재단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

은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무엇이 민간 주체의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 거버넌스의 ‘내기물’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간파하고 있던

네트워커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음으로 재단은 모든 사업에 재단 직원이 한 명씩 투입되는 1:1 매칭

시스템을 통해 민관 협력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

도록 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민간과 공공 이제, 특히 이제 성북문화재

단에서 관련된 주체들이 이렇게 뭐 성북문화재단 담당자와 민간 쪽 PM

이 이렇게 딱 둘이 붙는... 이 구조를 기본으로 많이 짜거든요. 이제 일방

에서 이렇게 끌어가기 보다는 일종의 이런 협력, 합의 구조들을 만드는

데 그...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그니까 채용에서 갑과 을로 용역을 갖다가

오더를 주거나, 아니면 용역처럼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쪽의 주체가 서고, 우리 쪽에, 행정 쪽에, 재단 쪽에 담

당자가 있으면, 둘이 어쨌든 공동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이 사업을 같

이 키워가는. 기획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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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외 지역의 경우를 보면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은 1-2명

인 경우가 많았고, 만약 재단 내 다른 사업으로 거버넌스가 확장되거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예술가의 활동이 확장되더라도 1-2명의 직원

이 이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재단 직원은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게 되고 1-2명의 직원이 거버넌스의 맥락을 모두 파악하

기 어려웠다. 그러나 성북은 예술마을연석회의가 대표적인데, 7-8개의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에 각기 다른 재단 직원이 한 명씩 매칭되어 해

당 워킹그룹의 논의를 모두 파악하고 재단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민간에

서 직접 재단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매칭되어 있는 재단 직원

을 통해 예술마을 워킹그룹의 이야기가 재단 내에서 모두 소통될 수 있

는 구조를 짰다. 즉, 이런 구조에서 워킹그룹에 매칭된 재단 직원은 ‘구

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에 따라 교량, 매개 역할을 하는 네트워커

로써 성장하게 된다. 성북 거버넌스의 구성원은 이를 ‘커먼즈 거버넌스

(Commons Governance)’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 한정된 공공의 예산을

함께 분배해 사용해야 하는 여러 워킹그룹들이 각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게 되면서 서로 예산을 갖기 위해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커

먼즈적 관점에서 자원을 공유하게 되며, 서로의 예산과 상황을 모두 공

유하는 분위기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초반에 좀 그렇게 서로의 역할이라던가, 같이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 텐션을 가지고서는 막 짜놓고... 이게 시간이 쌓여서 신뢰 관계가

쌓이면 나중에 그 영역 자체도 의미가 없대요. 의미가 없어져

요.”(A-4)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재단이

민간에 예산과 사업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민간의 주체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1:1 매칭 시스템을 구

축한 것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매개 역할’의 중요성과 차별화된 업무

방식을 간파하고 인지하는 네트워커형 재단 직원이 성북문화재단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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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되게 된 것이다.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는 같은 목표와 지점을 향

해 가는 동료가 되어 가고 있었고”(유희정, 2020: 93), 네트워커로써 수행

해야 할 핵심 과제는 교량적 사회자본의 축적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수행하면 할수록 더욱 워킹그룹에 단단히 끈끈하게 결속되는 재단 직원

들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성북문화재단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뭐냐...에 대

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어. 재단이라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은 기

본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 그니까 추진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 기구의 명확한 그 성격은, 말 그대로 중간 지원이야. 행정

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예산을, 그거를 필요로 하는 민간과 연결해주고,

그 어떤 그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촉진될 수 있게끔 일종의 매개자이거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고. 그

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초반에는 그래서 약간 이게 민간 하는 거를 너무

뒤치다꺼리나 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 사실 그

러면서 떨어져나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많이 그거를 이

제 지금은 방향을 잡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 역할 자체가 얼

마나 지역 생태계라던가...중요한지를 이제... 인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위

해서 내가 재단 직원인데 골머리를 썩는 시간에 어떻게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민간 쪽 주체를 발굴할 것인가... 찾아낼 것인가...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계속활성화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인건비를 만들어

낼 것인가. 그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A-4)

성북의 이러한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 모델을 사업적 측면에서 기술하

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인건비가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만들 수 있는 사

업을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거버넌스에 속한 공공과 시민 영역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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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모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동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뛰어넘어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찾는 네트워커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시민 영역의

참여자는 지역에 필요한 일을 간파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해석하여 자신

의 성장으로도 삼는 네트워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과 관의 팽팽

한 균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어갔다.

“이 동네 무슨 뭐 문화센터를 하나 건립할 예정이고, 뭘 할 거다. 뭐 이

렇게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

이 논의해서 혹시 이거에 관심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공동운영회나 아

니면 위탁까지도 생각하는지, 아니면 재단에서 가져오면 민간이 같이

구성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사실 그 지역 내지는 아니면

뭐 예술교육 쪽 하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쪽에 좀 최적화 되

어 있는 친구들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A-5)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천장산우화극장 등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주요 성과로 손꼽히는 사건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구청이

나 재단에서 가져온 의제는 반드시 이를 받쳐줄 수 있는, 도맡아 헌신할

수 있는 민간 주체의 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런 민간 주체

의 조직화는 충분한 공동의 시간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쌓는 과정이 선

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달 진행되는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월례모임은

성북의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유 학습의 플랫폼의 기능을 했다. 사회자본 이론의 관

점에서 보면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조직 구조

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더욱 끈끈해지고 외부적으로는 더 많은 자원을

계속 끌어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유성북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맡

은, 시민사회나 사회혁신 분야에서 오래 민과 관의 매개 역할을 해온 네

트워커들의 연륜과 전문성은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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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초기에 공유성북원탁회의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재단 대표도

이제 이렇게 조직 만들어지면서 되게 엄청 얘기를 서로, 그니까 뭐 회의

도 많이 왔지만, 뭐 별도로도 따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친구들도 문화 정책 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하

고 얘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서로 동네에

서...”(A-5)

3. 소결

이 장에서는 네트워커의 역할을 중심으로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뷰 자료에서

귀납적으로 코드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코드를 결속형과 교량형 사회자

본의 범주로 구분하여 4개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속형 사회자본이 높은 커뮤니티는 구성원 간의 높은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집합적 행동을 하기에 유리하지만, 상이한 행위자 간

의 합의·조정이 중요한 거버넌스의 환경에서는 개방적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기존 커뮤니티의 폐쇄성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주체들 간의 결

속과 연대를 거버넌스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특성은 공유성북원탁회의에서 월례 모임 정보를 공개해 불

특정 다수의 참여를 개방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인 개인 소

개 시간을 통해 거버넌스의 정체성과 가치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방식

으로 확립하는 전략에서 드러났다. 반면 다른 지역의 거버넌스는 기존에

형성된 공고한 커뮤니티의 응집성이 오히려 다른 집단을 배제하고 타자

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거나, 결속형과 교량형 사회자본이 모두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로 유입된 외부 자원은 다시 거버넌스의 ‘조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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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유된 규범과 가치를 내재화하여 구성원 사이의 결속형 사회자

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선순환되고 있었다. 거버넌스에서 집합적 행동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정체성이나 목표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유된 규범과 가치는 결속형 사

회자본의 한 측면으로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연결된 외부의 정보와 자

원이 다시 지역 고유의 방식으로, 지역의 정체성으로 재정립되고 정체성

을 획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공유성북원탁회의는 공적 의제

를 공개한 뒤 여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워킹그룹’

을 운영하여, 그룹 내의 빈번한 만남과 대화, 공동의 가치 확립 등을 통

해 다시 결속형 사회자본이 높은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관악 거버넌스에서도 관악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비슷한 작업 환

경과 배경의 영향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쌓고 이를 통해 거버넌스에서

협력적 작업이 더 촉진되었지만, 구성원 간의 공감대가 거버넌스의 집단

적 정체성의 수준으로 연결되지는 않아 성북의 사례처럼 긴밀하고 공고

한 연대를 가지지는 않았다.

셋째, 지역문화재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네트워커의 역할을 수행하

는 동시에 민간 주체와의 경계 없이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교량적

역할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과거에는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정부의 문화정

책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 기관처럼 운영되었으나, 최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확산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매개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지역

문화 거버넌스에서도 지역문화재단이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관악과 서초의 사례는 거버넌스에서 민간이 더 주도권을 가지는, 그리고

은평은 공공이 주도해 민간주도성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두

사례 모두 재단과 민간 간에 거리두기의 양상을 보였다. 반면 성북에서

는 성북문화재단이 민간의 역량 있는 활동가를 재단에 다수 영입하고,

재단의 모든 산업을 민간과 공공이 1:1 매칭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도입

하여, 자연스럽게 재단과 민간이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융합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재단은 민간의 상황이나 입장, 생각을

더 잘 이해하는 거버넌스 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민간에서도 재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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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에 더 헌신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다.

넷째, 위의 분석을 종합하면 성공적인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공공의 정책 의지를 받쳐 줄 수 있는 민간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요약

해 볼 수 있다. 이를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의 ‘역동적 균형’이라고 명명

하고, 이런 균형을 만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사이에서 네트워커가 수행

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네트워커는 지방정부, 지역문화재단의 직원일

수도, 또는 민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네트워커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예산, 정보, 공간, 시설 등의 정보를 모두 민간에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민간과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공의 자원에 관심이 있는 민

간을 끌어 모으고 유입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의

자원을 조직화된 민간과 계속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고

해진 민간의 조직적 자원이 역으로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의

공공 자원을 끌어와 결과적으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산을 확대하고 축

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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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역문화 거버넌스 유형화

1. 분석 틀

2장에서 5장까지 통계지표, 인터뷰, 연결망 자료 등 챕터마다 다른 자

료와 분석 방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차이는 다음

의 질문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거버넌스에서 발휘되는 공공과 민간의

힘의 균형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네트워

커의 행위성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가? 네트워커를 통해 공공과 민간

의 힘의 균형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이 질문들은 곧 지역문화 거

버넌스의 근본적인 차이를 공공(정부기관), 민간(시민사회), 네트워커 사

이의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공-민

간-네트워커’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이고, 결속형·교

량형 사회자본은 이 축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규정하는 틀로 작동하는

구조이다.

이런 관점에서 6장에서는 ‘공공, 민간, 네트워커’의 세 개 축의 조합으

로 생성되는 8개의 지역문화 거버넌스 유형을 개념화하고, 각 유형의 특

징을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축의 활성화의 의미는 거버넌스

에의 참여도, 주도성, 활동성, 의지, 역량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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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지역문화 거버넌스 유형화 분석 틀

아나키스트

먼저 세 개 축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아나키스트 거

버넌스’ 유형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과거에 운영되던 민관 협치 기구

의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한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흔히 명목적·형

식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거버넌스

모임/회의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에서 운영하는 ‘문화정책위원회’, ‘창조도시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직도에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모임을 하

지 않거나 또는 모임을 하더라도 지역문화 생태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의사결정이나 실행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아나키스트 유형은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하는 주체가 없

고, 민간의 의지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된 상태를 전복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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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어렵다. 또한 네트워커는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 주체 사이를

매개,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런 아나키스트 유형에서 공

공, 민간 양자 모두 주체가 최소한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네트워커

도 출현하기 어렵다. 주지하였듯이 네트워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매

개적 전문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원을 연결하고 해석하며 자원을 확장

해 가기 때문이다.

위계적

다음으로 ‘위계적 거버넌스’ 유형은 공공 주체(지방정부, 문화재단, 공

공기관 등)의 활성화 정도만 높은 유형으로, 관 주도형의 탑다운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이다. 이 거버넌스 유형은 민간

주체의 활동성이 낮아 민관 협치를 이루기 어렵다. 공공이 독단적으로

거버넌스의 제도와 구조를 설계하고 여기에 형식적 차원에서만 민간을

참여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공공과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 소수의 관계성은 위계적이기 쉽다. 민간 주체의 역량, 의지, 활동성

이 낮으므로 공공과 맺는 위계적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 참여하는 소수의 민간 주체는 민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독점하기에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조장하게

된다. 공공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도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운영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끌어내지지 못하면 안정적으로 거

버넌스를 운영하기 힘들다.

파편적

‘파편적 거버넌스’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나 네트워커라는 존재 없이

민간 주체만 활성화된 유형이다. 그런데 이 유형을 (뒤에 등장하는) 민간

주도적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파편적(또는 자율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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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이유는 네트워커의 매개와 조정의 역할이 없다면 민간 주체 각자

의 욕망과 의지를 거버넌스에 투영하게 되어 민간의 목소리나 요구, 입

장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아 파편화된 의견으로 남기 쉽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불리한 초기

조건에 해당한다. 공공에서 뒤늦게 협치와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제

도적 지원을 투입할 때에 민간 주체의 입장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

기 때문에 어떤 주체를 핵심 파트너로 간주해야 하는지 또는 파편화된

민간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하나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

들어야 하는지 어려움에 봉착하기 쉽다.

갈등적

‘갈등적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 주체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만 네트

워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는 흔히 협력적 거버넌스 모

델에 대해 공공과 민간 양자의 적극성이 모두 발현된 경우를 상정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네트워커의 존재 없이 이런 적극성이 오히려 ‘갈등적

거버넌스’로 귀결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공과 민

간은 네트워커의 ‘이어주기’나 ‘해석하기’의 행위 전략 없이는 상호 간의

상이한 입장과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책 의제의 구체적인 현실

화 및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만들고 적대적 관계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

이다.

이 유형은 공공과 민간 양자의 적극성과 주도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다른 유형으로 변화해 갈등적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양자 중 어

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브로커형

공공과 민간의 주도성 없이 네트워커만 존재하는 경우, ‘브로커형 거버

넌스’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유형은 공공과 민간의 주체가 제대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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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지만, 정치적 또는 특정 목적으로 인해 잠시 네트워커가 투

입되어 거버넌스를 네트워커에 의존적인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하지만 상술한대로 이 유형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

다. 네트워커는 아무 자원이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매개자는

아니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중재, 조율, 매개가 필요한 상황에 등장

해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연결해주는 전문가

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모두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네트워커가 출현할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외부적 요인으로 네트워

커가 잠시 투입된다 하더라도 브로커 거버넌스 유형은 장기적으로 유지

되기 어렵다.

성과주의

다음으로 공공과 네트워커가 함께 활성화된 경우를 ‘성과주의 거버넌

스’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성과주의의 의미는 네트워커의 전략, 추진력,

실행력을 통해 공공이 의도하는 거버넌스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거버넌스의 본래 목적인 민과 관의 협

치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유형은 민간 주체의 활성화 정도가 낮기 때

문에 설령 성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고 유의미한 성과인지 반

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3장에서 설명한 다층적 네트워크에서

보았듯이 지역문화 정책 현장은 하나의 공공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공공

의 주체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된 다층적 구조를 가진다. 그러

므로 공공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커의 매개적 전문

성이 요구된다.

이 유형은 공공에서 거버넌스를 추진할 때 지역에 이미 형성된 민간

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만약 민간 주체가 있더라도 공공이 선호하는

민간 주체가 없는 경우 공공의 거버넌스 투입과 추진에의 노력을 효과적

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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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처럼 지역 정치가 기본적으로 관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민간의 적극적

인 주체를 자생적으로 양성하기 힘든 정치적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이

유형은 대부분의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네트워커의 입장에서도 이어주기와 해석하기의 대상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공공과 민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공-지역

주민’으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양자 간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주도형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는 활성화된 민간 주체가 네트워커의 행위성과

결합되어 파편화된 민간 주체에서 집합적 행동을 수행하는 정치적 주체

로 전환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간

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기 쉽다. 거버넌스는 길항 관계로 공공과

민간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주도형의 상

황에서 공공의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가 많아지고 여러 예산과 지원을 투

입하게 되었을 때 초반에는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위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만약 민간주도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거버넌스에 큰 의지를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민간의 주도성을 어느

정도 수용, 허용, 의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네트워커의 전략과 행위성

을 활용하여 민간이 지역문화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자원을 끌어오는 방

식으로 최대한의 시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역동적 균형

마지막으로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 주체가 모두 활성화

된 상태에서 네트워커의 역할을 통해 양자 간 균형을 맞추어 거버넌스에

서 민간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공적 자원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네트워커는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이한 언어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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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연결해주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을 도모한다.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 유형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네트워커

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이 활성화의 순서나 단계에도 소정의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상술하였듯이 민간 주체와 네트워커의 활성화 정도

가 아주 높은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유형에서 단순히 공공의 활성화가

높아진다고 해서 바로 ‘역동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부연하면 이미 공공과 민간의 힘의 균형이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셋 모두 활성화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역동적 균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공 주체와 네트워커가 활성화된 ‘성과주의

형 거버넌스’ 유형에서도 이미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흐름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간 주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바로

공공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역동적 균형 거버넌스가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지역에서 공공, 민간, 네트워커가 비슷한 수준과 역량에서 거버넌스 활동

에 참여하여 서로의 활성화 정도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며 거버넌스 운영

을 고도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네트워커의 행위 전략이 잘 드러나

고 또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네트워커가 공공과 민간 주체에게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

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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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화 분석 결과

상술한 8개의 유형을 4개구 사례에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공공-

민간-네트워커의 활성화 정도는 0 또는 1로 이분법적으로 측정하는 것

이 아니라, 0에서부터 1사이 어떤 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의도적으로 각 자치구를 하나의 유형으로 특정해 설명하였지만, 예를 들

면 어떤 자치구는 민간주도형과 역동적 균형 유형의 사이에 존재하는 식

으로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 공공 민간 네트워커 유형화

성북 o o o 역동적 균형

은평 o o x 갈등적

서초 o x x 위계적

관악 x o x 파편적

<그림 6-2> 지역문화 거버넌스 유형화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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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역동적 균형

성북은 공공, 민간, 네트워커의 균등한 활성화 정도를 통한 역동적 균

형을 이루고 있다. 앞서 지역문화역량 분석에서 보면, 성북은 성북문화재

단을 통한 제도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여 지역문화 인적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문화향유나 참여 수준은 낮지만, 네트워

커를 통해 지역문화 거점 공간을 다수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인 예

술가들을 통한 지역 활동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성북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커는 결속-교량 사회자본을 유기적으로 연결

및 융합하는 데 능숙한 행위 전략을 선보였다. 이를테면, 거버넌스 안에

서 폐쇄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독점이나 활동을 배제하였고 이에 대신하

여 거버넌스를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성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결속적

사회자본을 축적하였으며, 네트워커와 지역문화재단이 워킹그룹에 깊게

배태되는 식으로 매개 역할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

해 성북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다층적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고, 기초-광역-중앙 네트워크 단위 각각에서 긴밀한 클러스터가 형

성되어, 이 클러스터가 서로 연결된 형태를 보였다.

은평: 갈등적

은평은 은평문화재단을 통한 제도화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지표 상에

나타났지만, 은평구청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고 개입이 많다는 인

터뷰 및 문헌 자료를 통해 공공의 축이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시

민사회 및 시민들의 역량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공공과 민간의 활성화 정도는 모두 높은 유형이다. 그런데 거버넌스

기구인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는 민간 주체와 구청 사이에 극심한 갈

등이 벌어져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시민사회의 높은 결속적 사회자본이 네트워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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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인해 실질적인 역량으로 발현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 주요 세력끼

리의 강력한 클러스터만 형성되는 식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민민 갈등도

심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달성하기 어려운 갈등적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를 공동의 정체성으로 삼아

다양한 행위자 집단 사이에서 매개/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커의 부

재가 결정적인 거버넌스의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초: 위계적

서초는 퍼지셋 분석 결과에서 공공, 시장, 시민 역량이 모두 높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실제 거버넌스 사례에서는 거버넌스 안에서 예술장르 간

차이가 경계와 장벽으로 작동하여 민민 주체 간의 위계적 관계가 형성되

었으며, 지역문화 생태계 전반에서도 공공이 강력한 중앙집권형 리더십

을 발휘하는 위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거버넌스 내부의

결속적 사회자본도 낮지만 이를 촉진시켜 주거나 전환해주는 교량 역할

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악: 파편적

마지막으로 관악은 퍼지셋 분석에서 세 범주의 역량이 모두 낮은 것으

로 나왔다. 거버넌스 사례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마중물 삼아 지역에서

자신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터전을 마련하려는 민간 예술가의 의지는

높았지만, 이들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고 소수의 네트워커의

역량 만으로는 주어진 사업 내에서의 활동은 촉진되지만 지속성, 연결성,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관악의 지

역문화 생태계는 전반적으로 연결망의 수준이 아주 낮고 네트워크의 규

모가 작았고 결속적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 또한 낮은 상황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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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문화 정체성

다음으로 4개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지역문화 정체성 및 활성화의 의미

를 비교하였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이 지역 문화예술 자원

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지역의 문화공간, 인력, 콘텐츠 등

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및 방식 등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결

정하는 조직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지역문화 거버넌스

유형이 세 개 주체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한 협력과 소통의 정도를 보여주

는 조직 차원의 척도라면, ‘지역문화 정체성 및 활성화’는 거버넌스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공동의 목표로써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최

종적인 목표이자 거버넌스 운영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에 해

당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서울의 자치구 단위에서 추구하는 지역문화 정체

성의 내용은 전승되어 온, 고정적인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재조정되는 동태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이

라는 점이다. 물론 한양도성 옆에 위치한 성북이 자연스럽게 조선과 근

현대사의 역사문화 자원을 재료로 활용하고,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클

래식음악 자원이 풍부하게 포진된 서초에서 클래식음악을 가장 편하고

가까운 장르로 활용하는 것은 로컬리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하

게 생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로컬리티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콘텐츠로 저변을

넓혀가며 로컬리티의 재료를 재창작, 재활용하여 현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지

역문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데에 거버넌스 운용의 핵심이 자

리하고 있다.

더욱이 자치구라는 행정적 구분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경계와 일치하

기 어렵다. 지방의 시도 경계와 달리 서울의 자치구는 대중교통망을 통

해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결혼,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도 빈번하게 거주지를 옮기는 만큼 자치구라는 경계가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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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정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주

도로 만들어지고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자치구를 하나의 문화적 단위로 규정해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놓

이게 된다. 과연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어떤 지역의 문화를 촉진하

고 지원할 것인지,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동하는 개념과 자원의 흐름 속에서 거버넌스의 공동의 목

표를 계속 규정해 나가는 것이 거버넌스의 당면 과제로 제시된다.

이 절에서는 거버넌스 참여자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정체성을 개념화하였다. 분석은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자료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사용하였다. 먼저 인터뷰

자료를 줄코딩하여 ‘공유된 이해’라는 대범주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참여

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목표로 지역문화 정체성의 핵심

요소와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대범주로는 결속적 사회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참여’를 구성하였고, 코딩 작업을

통해 이렇게 구분한 대범주에 속하는 소범주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분

석에는 MAXQDA 프로그램의 ‘시각화 기능(visualization tool)’을 활용하

여 코드 지도(code map)를 구성하였다. 코드 지도란 한 문장 안에 여러

코드가 중첩되어 등장하는 경우의 수를 근거로 코드의 유사성을 계산하

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유사도는 코드 간의 거리 매트릭스(distance

matrix)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도출된 코드 지도에서 연구자의 판단

에 따라 가까운 코드의 집합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총 4개의 클러스

터를 도출한 결과가 아래에 서술한 것이다.

성북: 지역예술인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성북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지역문화 정체성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코

드는 ‘개방성’, ‘인적자원의 양성’, ‘지역 발전’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범

주에서는 ‘개방적 만남’, ‘공식적 모임’, ‘작업의 기회’가, 신뢰 범주에서는

‘정보 개방 및 공유’, 마지막으로 참여 범주에서는 ‘Bottom-up 방식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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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도출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6-3> 성북 지역문화 정체성에 관한 코드 지도(code map)

이 결과를 토대로, 성북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지역문화의 모습을 ‘지역

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인적자원의 양성을 통한 지역의 발전’이

라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지역문

화 정체성을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삼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지

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주도적으로 임하는 시민, 즉 ‘사람’에 기반한 것

으로 본다는 점이다. 인터뷰에서도 거버넌스 참여자 본인이 자신의 지역

활동을 지역의 유의미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분명히 드러났

는데, 예를 들면 예술가가 정주성을 가지고 지역에 뿌리내려 주민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더 지역에도 또 개인 예술가에게도 의미있는 활동

이 된다는 언급을 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조직적 전략은

개방적이고 공식적인 거버넌스 모임을 개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인적자원들에게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을 통해 아래로부터의(bottom-up)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

하게 하는 구조로 지역문화 활성화의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그들 자신의 역량 개발이나 개인 영위를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을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거버넌스 활동의 목적이자 지역문화의 정체

성, 존재 이유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역 발전의 양태는 다양하

다. 직접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시설, 공간, 축제를 만드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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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나 주민 연대 강화

등도 지역 발전에 포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에 뿌리내려 활동하는

예술가가 많아지는 그 자체도 지역의 중요한 발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

북 거버넌스의 특징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성북 거버넌스에서 지역문화

란 ‘삶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시켜 가고자 하는 새로운 관계 맺기 양

식(이원재, 2020: 29)’이며,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모임은 ‘성북이라는 동

네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포함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권

리와 예술의 사회적 창조성을 북돋우며,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삶-문화

를 만들어 가는 동네친구들의 커뮤니티이자 경향성(이원재, 2020: 32)’이

다.

은평: 은평이라는 상상

은평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공유된 이해의 코드는 ‘은평이라는 상상’이

다. 이미 앞 장들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은평에서 ‘상상’은 지역문화를 관

통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은평의 지역문화는 과거의 전통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현재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삶의 가치를 반영하

는 것도 아니다. 상상이란 말이 유추하듯 은평의 지역문화는 미래적인

삶의 가치이자 현재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앞을 내다보는 관점을

말한다. 주지하였듯이 은평의 역사나 과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나 키워드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은평은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불모지

중 하나였다. 그런 은평에서 지역문화의 시작은 은평을 기반으로 모인

사람들의 협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은평이라는 상상을 만

드는 것이었고, 그 상상은 주로 골목축제, 마을축제 등 축제 플랫폼을 경

유해 은평의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런 점에서 ‘상상’이 가지는 힘은

상당했다. 상상이란 말에서 어떤 경계짓기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해를 거듭하며 축제가 진화하고 발전할수록 은평의 지역문화에 대한 상

상과 기대의 범위는 더욱 커져갔다. 그러므로 은평의 지역문화는 구성적

인 개념이며 지역문화를 추진하는 주체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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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4> 은평 지역문화 정체성에 관한 코드 지도(code map)

위의 그림에서 보면, ‘은평이라는 상상’은 신뢰 범주의 ‘공동의 시간 축

적’, ‘공감대 형성’, ‘다른 언어/가치관 조화’의 코드와, 호혜성 범주에서는

‘공동체 이익 먼저 고민’, ‘집단지성 통한 문제 해결’, ‘연대와 참여’의 코

드와 클러스터를 이룬다. 이를 통해 은평에서 지역문화를 구성해가는 방

식은 철저히 집단주의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 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 연대를 강조하고, 은평이라는 상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고민하는 문화이다.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참여자는 상당한 공동의 시간을 축적해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상이한 언어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조화롭게 융합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은평이라는 상상’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지역문

화 거버넌스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상적 지

역문화 정체성에 동의하고 이를 자신의 과업으로 삼아 거버넌스에 투신

할 역량이 높은 주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맹점으로 작동하기

도 한다. 왜냐하면 상상적 정체성은 당연한 언어이자 가치관으로 내면화

되기 어렵고, 일종의 공동 학습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은평 지역

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아쉬움과 결핍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주요 활동 과업으로 삼아 공동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

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 집

단적 작업 방식 등 여러 필요 조건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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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결속적 사회자본이 높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지역문화의 활성

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며, 이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공동

체에 헌신할 수 있는 구성원을 계속 거버넌스에 충원하지 않게 될 경우

에 은평이라는 상상의 개념적 지속성도, 거버넌스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서초: 지역문화 정체성의 부재

4개구를 객관적으로 접근했을 때 서초구는 일반적으로 지역문화 정체

성이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곳으로 여겨진다. 지역주민의 높은 문화자본,

다양한 문화예술시설, 예술의전당이라는 국가 랜드마크 문화시설,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구 지정 등 서초구의 지역문화는 대개 고급문

화 또는 클래식음악문화로 동의어로 간주된다. 실제로 2019년 서초구청

과 재단에서 주관한 문화예술행사 자료에서도, 클래식음악 장르의 문화

예술행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초구의 공간/시설

에서 활동하는 클래식음악 분야 예술가들이 서초라는 지역 생태계와 직

접적으로 관계 맺는 부분이 적고, 서초구민의 문화적 취향이 특별히 클

래식 음악에 더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론 예술의 전당이

서초구민들에게 예술을 넘어 문화적 삶의 공간으로 다양한 역할을 함에

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을 서초구의 고유한 지역문화 정체성이라고 단

일화해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에서 지역을 터전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접점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참여자에게

지역문화 정체성은 더욱 난제로 작용한다. 고급예술의 상징적 의미나 예

술의전당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다수의 민간 문화예술

공간 및 단체가 클래식음악, 무용, 연극 등 순수예술에 치중되어 있는데

다가 서초구청과 재단을 중심으로 발화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모두 순수

예술이나 고급예술을 중심에 두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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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서초 지역문화 정체성에 관한 코드 지도(code map)

위 그림의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서초 지역문

화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지역문화 정체성의 별다른 상을 만

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범주에서는 ‘폐쇄

적 만남’과 ‘문화재단’의 코드가, 신뢰 범주에서는 ‘각자 역할 설정 부족’

이, 참여 범주에서는 ‘불균형한 참여’, ‘전문성 부족-참여 저조’, ‘수동적

역할’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이를 종합해 해석해보면, 문화재단의 주도로

기획된 거버넌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공공과 민간의 각자 역할 설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수동적인 부분에 제한되거나 참여가

저조하여 거버넌스로의 적극성과 활동성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설

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지역문화 정체성을 도출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

는 플랫폼의 기능을 상실하여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참여도가 저조하고

이로 인해 거버넌스의 공동의 목표나 공유된 이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관악: 예술가의 정주성과 생존을 통한 지역문화 추구

관악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정주성’과 ‘예술가의 생존’을 거버넌스의

공동의 목표이자 지역문화 활성화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네트워

크 범주에서는 ‘풍부한 정보 소통’, ‘지역정치 활동’, ‘내부 소모임 운영’의

코드가, 신뢰 범주에서는 ‘위계적 관계’, ‘자원교환 통한 예술활동’의 코드

가 도출되었고, 호혜성에서는 ‘개인의 성장 우선’, 참여에서는 ‘자발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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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관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의 예술가는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 예

산 및 사업의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끼리의 자원 교환을

통해 예술 활동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예술 세계의 성장을 도모

한다는 일련의 인과적 프로세스를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내재화하고 있었

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내부에서도 세부 모임이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작동할 수 있었다.

<그림 6-6> 관악 지역문화 정체성에 관한 코드 지도(code map)

그러나 여기서 왜 예술가의 생존과 정주성이 관악의 지역문화로 표상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가의 활동이 관악이란 지역에 어떤 문화적 자

원으로 존재하고 지역의 구체적인 문화로 발현되는지 등 예술과 사회 사

이의 딜레마 속에서 관악의 거버넌스는 상당히 예술에 방점이 찍힌 양상

을 띄었다. 이에 따라 관악의 거버넌스는 공공보다 민간의 의지로 추진

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공공의 주도성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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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유형화와 지역문화 정체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유형화는 공공, 민간,

네트워커의 3개 축을 기준으로 하여 총 8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개 축으로 구분한 8개의 거버넌스 유형 중에서, 3개 축이 모두 활성화된

‘역동적 균형’ 유형에는 성북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런 거버넌스의 균형성은 지역문화 정체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

다. 성북의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지역문화 정체성은 개인 예술가에게 지

역 기반을 제공하고 단단하게 터전을 쌓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

역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사회

적 발전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상징으로 재해석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지역문화의 정체성은 상당히 가변적인 개념이지만 이런 정체성의

형성이 근본적으로 개인 예술가의 성장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성북의 거

버넌스는 공공-민간, 개인-집단, 예술-사회의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논의할 점은 네트워커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커는

공공과 민간의 상이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매개하고 연결해주는 브로커

로, 3개 축 중에서도 네트워커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로컬리티와 지역문화역량 측면의 근본적인 체질 차이에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공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 즉 시민사회의 역량이 우세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공공과 민간 각각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노력만으로 활성화가 저조한 주체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어

렵다. 그러나 독특한 형태의 전문가인 네트워커는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놓인 다층적 딜레마 상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

므로, 공공과 민간 사이 힘의 균형의 차이나 딜레마를 해당 지역에 적합

한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공의 주도권이 강한 서초구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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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대항하는 민간의 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공공의 주도

권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부연하면 서초구청과 서초

문화재단, 그리고 각종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공공 지원이 모두 유기적

인 연결 속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커의 매개 역할이 더욱 요

구된다. 이와 반대로 민간의 주도권이 강한 은평구의 지역문화 거버넌스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의 갈등적, 적대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둘 사이

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네트워커의 역할 비중을 확대하여 민간의 언어와

가치가 공적이고 행정적인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공유지를 만드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반드시 공공, 민간, 네트워커가 모두 활성

화된 ‘역동적 균형’ 유형만을 이상향이자 정답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각

지역이 놓인 상황에 맞게, 네트워커의 유연한 역할을 확대하여 거버넌스

가 놓인 딜레마 상황을 가장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각 지역 거버넌스

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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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1. 요약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문화정책, 도시재생, 로컬

크리에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 및 실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

의 자생력과 주도성을 키워 관의 지원정책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문화 뿐만 아니라 사회 각종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조직적 동력으로 진단되고 있다. 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에서는 민과 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이 무엇인지, 행정의 주도성이 민간의 자생력을 상실하지 않고 또한 민

간주도성이 일치된 동력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 체계 등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역동성을 포착

하지 못했다.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활동을 통해 하나의 새로

운 지역 커뮤니티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

로, 거버넌스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행위자의 역동성과 이를 제도화 및

체계화하는 구조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관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 이론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사회자본 이론의

결속-교량적 관점은 커뮤니티 내부의 결속 및 연대와 외부로의 확장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본 연구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즉, 거

버넌스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결속력있고 단단한 커뮤니티로 조직화되는

가, 또한 외부적으로는 다층적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거버넌스의 경계를 확장하여 지역문화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지가 본 연구에서 탐구하려는 지점이다.

분석 대상은 성북의 공유성북원탁회의, 은평의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

회, 서초의 줌인서초네트워크, 관악의 관악아트위크 추진단이다. 방법론

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특이성은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수집 가능한 질

적, 양적 자료를 모두 수집 및 분석하는 ‘방법론적 트라이앵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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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을 통해 사례에 최대한 밀접하게 다가가고

자 했다는 점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핵심 참여자와의 인터뷰, 거버넌스

가 주관한 행사의 참여관찰, 문헌 자료, 그리고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중

심으로 개최된 행사의 연결망 자료까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메커니즘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중요한 배경, 환경이

자 맥락으로 작용하는 로컬리티와의 상호영향을 포함하기 위해 거버넌스

를 로컬리티적 관점에서 설명하였고 네트워커가 동원하는 자원이나, 거

버넌스의 결속과 연대가 증진되는 차원도 로컬리티의 차별적 특성을 설

명하였다.

2장에서는 지역문화역량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반적인 지형도 속에서 연구 대상인 4개구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제도·시장·시민 역량의 세 차원 모두에서 우수한 자치구

는 서초구였고, 제도와 시장 역량이 우수한 자치구는 성북구, 은평은 시

민역량의 한 차원에서만 우수하였고, 관악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클래식음악과 시

각예술의 문화예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서초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서초구민의 문화향유 수준도 높아 모든 차원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지역문화역량의 차이를 바탕으로 4개구의 거버

넌스 차이를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지표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가 주목

하는 거버넌스, 협치, 협력적 측면은 지표화할 수 없었다.

3장은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장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4개 지역에서 공적 예산을 근거로 추진된 모든 문화예술 행사 자료를 수

집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관악은 2019년 기준 지

역문화 활성화 정도가 낮아 전체 연결망의 규모도 작았고 중앙에서 광역

을 거쳐 기초 단위로 하달하는 ‘탑다운 네트워크’ 구조로 분석되었다. 서

초는 서초구청과 서초문화재단의 중심성이 아주 높은 ‘중앙집권형 네트

워크’였고, 은평은 몇 개의 지역 클러스터로 구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안에서의 연결은 강하지만 클러스터끼리는 약하게 연결되는 구

조이다. 성북은 연결망의 규모가 가장 크고 퍼져 있는 모양으로, 성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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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도 워킹그룹, 협동조합, 지역공간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

었으며, 이런 클러스터가 광역 및 중앙 단위로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다

층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4장은 네트워커의 행위성을 중심으로 4개구 거버넌스에서 가장 특징적

인 사건을 서술하였다. 네트워커가 효과적인 연결과 매개, 외부 자원의

유입, 그리고 이런 네트워킹의 경험을 전파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문화

활성화 정도의 차이는 컸는데, 4개구가 모두 동일하게 서울문화재단 지

역문화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에서 같은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활성화 정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사회자본 이론의 결속, 교량 차원을 구분하여 어떻게 교량

적 사회자본이 네트워커를 통해 결속형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반대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커가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연결된 자원과 정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지에 대해 거버넌스의

조직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4개 구 중에서는 주로 성북의 사례

에서 결속, 교량 사회자본의 상호작용과 이 과정에서 네트워커들의 역할

을 통해 거버넌스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6장은 상술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공공/민간/네트워커

로 주체를 세 축으로 구성하고 이 축의 균형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거버

넌스를 총 8개로 유형화하였다.

2. 연구 함의와 한계

이 연구의 가장 큰 함의는 지난 20여년간 부상해 온 한국 사회의 사회

혁신, 문화정책, 문화기획, 도시재생 등의 신흥 분야에서 매개자적 전문

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을 ‘네트워커’로 개념화하고 이들의

속성과 행위성을 규명한 것이다. 매개자에 관한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이래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전세계

적으로 많은 담론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매개자를 모두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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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들 매개자 중에서도 풍부한 경험, 고도화된 전

문성, 매개적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씬을 주도해 온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했

다는 가설이 이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분석의 핵심적 메시지이다.

네트워커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화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공공

과 민간의 협력과 협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회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를테면 판교나 성수동과 같이 스타

트업이 밀집된 혁신 클러스터 또는 마을만들기 사업, 청년정책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혁신 분야는 해당 현장의 맥락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를 통해 혁신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

진되며 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컨설턴트라는 이

름,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단위로 활동하는 이들이 어떻게 민과 관의 중

간 지대에서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성을 규

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네트워커의 행위 전

략인 ‘이어주기-해석하기-정당성 촉진-경험의 전파’는 그런 점에서 다른

사회정책 분야의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커 개념은 제도나 체계 중심으로 서술된 기존의 거버넌스

담론을 행위자 중심의 담론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지

하였듯이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 축제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분 행위자 또는 행위자들간의 관계성보다는 거버

넌스 내부의 제도나 체계에 집중해 서술한 경향이 크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지, 거버

넌스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며, 특히 이런 행위성을 통해 거버

넌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행위자와 거버넌스라는 제도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네트워커 개념은 사회자본 이론이 결속형과 교량형

을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대안으로 결속과 교량의

상호작용을 곧 네트워커의 행위성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자본 관련 연구는 결속형과 교량형 사회자본의 상호 간 유기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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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

족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커를 중심으로 하여 네트워커의 배태성이 교

량형 사회자본이 더 촉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교량형 사회자본

을 통한 자원과 정보의 흐름이 결속형 사회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는 방

식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네트워커라는 독특한 행위자 집단을 강조하는 만큼 이 연구는

네트워커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장의 이론적 자원 부분에서 네트워커를 인구사회학적, 직

업적 특성이 아닌 그들의 행위성(agency)으로 설명한다고 명시하긴 하였

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집단의 등장을 통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조건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해왔다. 계층/계급, 성별,

세대,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의 변수가 그 구체적인 예이며, 이들은 주

로 정치적 지형의 변화나 어떤 사회의 경제산업적 발전 과정 속에서 등

장과 성장이 설명되어 왔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연구는 마치 의도

적으로 네트워커의 속성과 특성을 거세한 것처럼 네트워커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거쳐 네트워커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는 다음의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데, 연구의 초점이 네트워커

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드러내

기 위해 네트워커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커가 누구인가 라는 질

문보다는 네트워커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 거버

넌스가 변화하는 양상을 드러내는데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충

분히 설명하지 못한 네트워커의 특성과 경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의 과

제로 남겨두고 이 연구에서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여기에서 사회자본을

융합해서 매개하는 네트워커의 행위성과 행위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연

구의 의의를 가지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외에도 몇 가지 후속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지역문화’ 현장에 한정해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지만 일반적 의미의 ‘문화 거버넌스(Cultural Governance)’에 대

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정책 분야의 거버넌스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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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측면에서 타 분야 거버넌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민간 참여자를 선정

및 선발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의 사례), 공공이 주

도해 정책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

론장을 운영하는 식을 말한다(문화도시사업의 사례). 이와 다르게 환경·

교육·보건 등 분야는 공공과 민간이 대립하거나, 서로 합의를 해야만 하

는 특정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구성된다면, 문화 거버넌

스는 문화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거버넌스형 조직’을 운영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는 거버넌스를 조직한 뒤 무엇

이 거버넌스의 내기물인지, 민과 관이 함께 합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

지 기본적인 정치 구조를 정의내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도 많다.

이 연구의 대상을 보더라도 성북과 은평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한정

된 지역문화 자원을 둘러싸고 공공과 민간이 의견을 내는 구조이므로 전

통적인 거버넌스에 해당하지만, 서초와 관악의 지역문화 거버넌스는 명

확한 정책사업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하고 이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

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에서 봤을 때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버넌스라는 대상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서는 문화 거버넌스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문화 거버넌스와 다른 거버넌

스와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문화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원리

와 체계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도시의 지역문화 정체성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 또한

필요하다. 물론 이 연구의 6장에서 4개구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비교해

제시한 부분에서 대도시의 지역문화 정체성이 지향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흔히 지역문화 정체성이라고 할 때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 전통과 과거의 유산이 전승되어 오는 지역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도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과연

하나의 정체성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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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제안

마지막으로 네트워커를 통해 지역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네트워커를 개념화하고

네트워커가 어떻게 거버넌스에서 역동적 균형을 도모하는지 그들의 행위

전략을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그렇다면 네트워커는

어떻게 특정 지역에서 출현하고 발현하는지, 즉 왜 어떤 지역에서는 네

트워커가 활동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네트워커가 전혀 활동하거나 작동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가

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지역과 공공 단위에 뿌리내리고 있는가의 문제이

다. 물론 1장의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것처럼 창조계급 담론이 한국 사회

에 도입되고 창조인력을 통해 동네와 골목의 가시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후 상식적으로 이들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공공에서 민간 주체들의 눈높이에서 인적자원의 가치를 인

정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정부, 공공사업은 공간, 시

설,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인적자원의 양성이나 유지를 직접적으

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개별 사업마다 이를 담당하

는 매니저의 방식으로 민간의 인적자원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일회적인

경우가 많아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의 가치를 진

정으로 인정하고 도모하기 위한 행정과 정책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지 확인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네트워커가 지역에 자신만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플로리다의 창조계급 담론과 이 연구가

주장하는 네트워커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 얼마

든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유동적인 자원이라고 말했지만 네트워커는 기

본적으로 네트워크에 깊게 배태되어 결속적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높은 신뢰를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지

역으로 이동이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명성 있는 네트워커는 전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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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터전이 되는 지

역이 존재하고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활동에 있어서

도 더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

다. 첫째, 네트워커와 공공 및 민간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네트워커는 반드시 민간의 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의

구성원일 수도 있다. 때때로 공공기관의 순환보직제도는 공공기관 내부

에서 네트워커를 양성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공이든 민

간이든 어디에 속한 네트워커가 일회적,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

니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큼 장기적으로 활

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떤 지역에

네트워커가 만약 한 명 존재한다면 그 지역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 네트워커도 최소한의 집단/그룹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상호

간 경험, 지식, 전문성을 주고 받으면서 지역 사회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커가 소수의 전문가 집단으

로만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들 사이에서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네트워커를 발굴하고 양

성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또는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원래 지역에서 활동하던 네트워커가 자신의 전문성을 전수하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확장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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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지역문화지표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1. 지역문화지표 관련 선행연구

‘지역문화지표’는 문화 시설, 자원, 정책, 인력, 시장, 활동, 인식 등의

차원으로 구성된,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말한다. 지역문화지표는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의 원 데이터를 가공해 새로운 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론적 틀에 맞추어 지표 체계의 세부 영역과 범주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정해식 외, 2016). 이 절에서는 도시의 창의성 수준을 측

정하는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의성 지수(Creativity

Index)’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역문화지표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지역문화지표와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플로리다의 창의성 지수는 그가 창조계급론에서 주장하는 “창조적 인재의

집적과 지역 경제 발전”의 선형 관계를 뒷받침하는 지표 체계로 활용된다.

창의성 지수는 기술(Technology), 역량(Talent), 관용(Tolerance)의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범주는 연구개발 및 혁신에 관한 내용을, ‘역량’은

창의계급의 규모와 양성에 관한 것이며, ‘관용’은 인종 및 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Florida, 2004).

<표 8-1> 플로리다의 창의성 지수(Creativity Index)

대분류 소분류 측정 방법 자료

기술

연구개발
투자

GDP 중 연구개발 투자 비용 World Bank

연구 연구자의 수 World Bank

혁신 특허의 수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재능

교육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World Bank

창의계급
인구

컴퓨터 엔지니어, 수학, 건축, 물
리학, 사회과학, 예술, 디자인, 엔
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법조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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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Florida(2004)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 지표 체계는 문화예술 관련 통계보다는 기술과 연구

개발(R&D)에 관한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실제 전세계 도시를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와 같이 과학기술 및 스타트업 분야가 밀집된 도시의

창의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6). 이런 점에서 창의성 지수는 문화예술

분야에 직접 접목시키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창의성 개념에 내재된 예술적

활동과 가치, 창조계급론을 뒷받침하는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Markusen, 2006), 그리고 90년대 창의성 개념이 경영학, 심리학 등 각종

사회과학 분야에 파급되면서 대중화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패러다임17)

의 확산으로, 2000년대 개발된 여러 국가의 지역문화지표, 문화도시지표 등은

플로리다의 창의성 지수에 상당 부분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8).

국내에서 발표된 문화도시/창의도시지표 연구들 또한 플로리다의 창의성 지수

를 그대로 한국 사회에 접목하거나, 플로리다의 이론에 기초해 지표 체계를

재구성한 것들이 다수이다(김영인·여홍구, 2009; 장윤정·이승일, 2009; 김영인,

16) 플로리다의 지수는 ‘글로벌 창의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로 확장하여 지수
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 지수의 보편성과 적확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가장 대표적으로 Peck(2005) 참조). 김동완(2008)은 창조성의 ‘다규모적 속
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국가·도시 규모의 차원을 다층적 차원에서
종합할 때 북미 외의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도 플로리다의 지수가 유효한지 질문하였
다. Gibson과 Klocker(2005) 또한 창의성 지수가 과연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에 새로
운 경쟁력을 부여하는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17) 문화적 전환은 문화를 현대사회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인식

적 전환을 말한다(Nash, 2001). 이론적, 역사적 차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나

아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Creative Britain(1999)’, ‘Creative America(2005)’ ‘창의한국(2005)’

등 문화예술을 국가 정체성 형성과 사회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설정한 다수의 보고서가 발표

되었다.
18) 홍콩 문화부에서 발표한 Hong Kong Creativity Index(2005)와 베이징과학기술아카
데미(Beijing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발표한 Creative City
Index(2012)는 플로리다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인

관용

인종 다양성
“당신의 도시가 소수민족, 차별받
는 인종에게 살기 좋은 도시입니
까?”라는 설문조사 응답

Gallup

성 다양성
“당신의 도시가 동성애자에게 관
용적인 곳입니까?”라는 설문조사
응답

Gall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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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수연 외, 2012; 김태경, 2012; 이대종·이명훈, 2014; 원도연, 2018).

플로리다의 창의성 지수 만큼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는 지수는 아니지만,

90년대 후반 영국의 프랑수아 마타라소(Francois Matarasso)가 개발한 지역문

화지표(Local Culture Index)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Matarasso, 1999: 6-8),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역문화

정책 현장과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이 지수는 투입(input)-산출(output)-성

과(outcome)의 세 단계로 지역문화를 구조화하고, 지역의 문화수준이 높을수

록(산출) 개인 및 공동체의 발전(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가지고 있다. 플로리다의 가설에서 종속변수였던 지역의 ‘경제적’ 발전

이 여기서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연대, 관계, 교류, 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로 제시되어 있다.

국내의 지역문화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발간하는 <지역문화실

태조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지역에 한해서는 서울문화

재단의 <서울문화지표>가 발간되고 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

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에 의거해 지역문화의 발전 현황과 실태를 파악

하여 지역문화 성과평가 및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2012년 시범조사를 시작으

로 2015년 본격화되었으며, 2018년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어 2020년 기준부터

3년 주기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책, 자원, 활동, 향유의 4개 대분류 이하 총

28개의 지표를 통해, 전국 시군구 단위 229개 행정구역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문화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eirarchy Process)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문화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서울문화지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문화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를 실제

반영하여 ‘2017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를 발간하였다. 서울문화지표는 문화기

반,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참여, 문화정책의 5개 대분류 아래 총 5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문화지표보다 범위가 넓고 세부적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문화지표 조사>, <인천문화지표 조사> 등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며, 세부 주제에 맞춘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지표 연구>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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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서울문화지표 구조도

대분
류

중분류 지표명

문화
기반

문화재
Ÿ 국가지정 문화재 수
Ÿ 등록문화재 수
Ÿ 서울미래유산 수

Ÿ 시도지정 문화재 수
Ÿ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수

법정 문화지구 Ÿ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지정 수

공공 문화기반시설

Ÿ 공공 문화기반시설 수
Ÿ 공공 문화기반시설 규
모

Ÿ 공공 문화기반시설 가
동일 수

Ÿ 공공 문화기반시설 이
용자 수

Ÿ 생활문화공간 수
Ÿ 공공 문화기반시설 종
사자 수

Ÿ 공공 문화기반시설 프
로그램 수

민간 문화기반시설

Ÿ 민간 문화기반시설 수
Ÿ 민간 문화공간 수
Ÿ 민간 문화기반시설 가
동일 수

Ÿ 민간 문화기반시설 이
용자 수

Ÿ 민간 문화기반시설 규
모

Ÿ 민간 문화기반시설 종
사자 수

Ÿ 민간 문화기반시설 프
로그램 수

문화
인력

문화예술 인력양성
Ÿ 문화예술고등교육기관
수

Ÿ 기관 학생 및 졸업생
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및 예술인

Ÿ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Ÿ 문화예술사업체 고용률

Ÿ 예술교육 강사 수
Ÿ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

문화
시장

문화예술 사업체
Ÿ 문화예술 사업체 수
Ÿ 사회적경제 사업체 수

Ÿ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

Ÿ 축제 규모

문화예술작품 유통 Ÿ 문화예술 작품 유통량

문화예술 매출
Ÿ 문화예술 사업체 매출
액

Ÿ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문화
참여

여가와 문화예술
Ÿ 평일/휴일 여가시간
Ÿ 휴가 기간 중 문화예술
활동 비중

Ÿ 여가 중 문화활동 비중
Ÿ 여가 공간 중 문화시설
이용률

문화예술 관람 Ÿ 문화예술 관람률
Ÿ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
용

문화예술 참여
Ÿ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
Ÿ 지역문화예술 참여율

Ÿ 문화예술 자원봉사 경
험률

Ÿ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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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지표에 관한 해외의 선행연구는 통계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발

행한 보고서보다 학술적인 연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학술 담론이

심화되면서 이런 결과가 공공기관의 통계체계 구축이나 관련 연구로 이

어지는 반면, 국내의 지역문화지표 관련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을뿐더

러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지수, 지표의 대다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

후 지역문화 실태 조사 및 비교 분석의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자

체나 산하기관에서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

의 구성 요소나 이론적 틀에 기반한 지표 체계로 보기 어렵고,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 자료 등 공식 통계 아카이브에서 추출 가능

한 모든 종류의 지표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한 보고서에 가깝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의 구성 요소에 기반한 지역문화역량 지표 체계를

소개하기에 앞서, 지표 체계를 다룬 몇 개의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설명

하고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 체계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에 대해 간

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율
문화복지 Ÿ 문화복지 수혜건수
문화생활 및
문화환경

Ÿ 문화환경 만족도
Ÿ 문화예술 관심도

삶의 만족도 Ÿ 삶의 만족도

문화
정책

문화정책 법체계 Ÿ 문화정책 조례 수 및 제개정 수

문화예술 예산
Ÿ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Ÿ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 기부금 및 후원금액

문화예술 창작지원 Ÿ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총액

문화정책 기구
Ÿ 지역문화진흥기관 수
Ÿ 지역문화 진흥기관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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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지역문화지표 관련 선행연구 검토

논문 지표 구성 한계

백대흠·김세
용
(2008)

- 정책: 만족도, 문화관련 조례, 예산
- 문화시설: 기반시설수, 이용실적,
문화재현황

- 프로그램: 문화행사수,
문화교육경험률, 축제참여도

- 이론적 틀 부재
- 유형의 차별화 부족
- 문화예술 생산
측면의 지표 부족

원도연
(2018)

- 투입: 문화시설 예산/조직, 접근성
- 산출: 활동과 참여, 다양성, 교육과
훈련, 상업적인 창조 활동

- 성과: 삶의 질, 공동체 발전

- 구체적인 자료와
변수를 제시하지
않음

- 실증적 분석 미비

조아현
(2018)

- 추진요인: 거주인구 집단의 계층적
특성, 거주 지역 환경

- 흡인요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의 규모와 활성화
정도

- 지역문화정책적
측면 고려하지 않음

- 자치구 단위에서
벌어지는 문화향유
지표 부족

우선 백대흠과 김세용(2008)의 글은 문화도시 지표개발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연구이다. 지표 체계는 정책,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표를 표준화한 후 가중치를 적

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세 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제1유형은 문

화프로그램과 시설이 평균보다 우수한 자치구, 제2유형은 3가지 부문 모

두 평균보다 낮은 자치구이고, 제3유형은 문화정책 부분만 높은 자치구

이다. 처음으로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표 체계의 개발과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표의 체계가 이론적 틀이 아닌 지

표의 종류나 유형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조도시, 문

화도시 담론과 연결하기 어렵고, 그런 결과 각 유형을 차별적으로 개념

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8년 당시 지역문화정책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것인데, 예술인의 규모, 활동 등 문화예술 생산 측면의 지

표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도연(2018)의 연구는 “선순환적 이론연구 및 실증연구”를

지향하는 점에서, 상술한 백대흠과 김세용의 연구보다 명확한 이론적 틀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도연은 마타라쏘의 투입-산출-성과 모형을 한

국적 맥락에 맞게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지역문

화지표의 4대 요소를 ‘문화향유’, ‘문화환경’, ‘삶의 질’, ‘공동체’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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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요소를 투입(문화환경), 산출(문화향유, 문화환경), 성과(삶의 질,

공동체)로 재배치하였다. 총 40개의 변수를 활용해 지역문화지표를 폭넓

게 접근하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논문에서 실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수화의 과정

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아현(2018)의 연구는 문화 향수 활동의 전제 조건이 되

는 환경적 요소를 ‘추진요인’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문

화기반시설 요소를 ‘흡인요인’으로 구분한 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

으로 추진요인과 흡인요인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의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 등 로컬리티의 다양한 차원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상술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지만, 흡인요인을 시설 요소로만

제한하여 최근 공식적인 문화시설 외의 다양한 공간에서 열리는 문화 프

로그램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문화재단, 예산, 조례 등의 문화

정책적 측면도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

는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지표 체계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정책적 차원과

실제 현장의 다양한 변화를 여러 변수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 및 결과

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방법은 사회과학에서 중범위의 사례연구(intermediate-N)를 위

한 방법론으로서 유용하다. Zadeh(1965)에 의해 처음 제안된 퍼지셋 이

론은 Ragin(2000)과 Kvist(1999)에 의해 발전되었고, 현재는 Stata, R 등

의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퍼지셋은 논리･집합 대수인 불리언 대수(Boolean algebra)에 근거하며,

차이와 일치를 의미하는 0과 1의 기본 개념을 활용해 사회과학 분야 중

에서도 양적인 분석보다는 중범위의 사례에 대한 질적 비교 분석에 유용

하다. 불리언 대수는 다수 사례에 대해 질적인 변수의 존재 여부를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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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자료를 활용한 진리표에 대하여 덧셈･곱셈 등의 조합으로 유형화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변수의 충분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퍼지셋 분석방법은 불리언 대수가 이분법적으로

0과 1을 상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0과 1 사이에 놓인 중간의 값을 결정할

수 있는 퍼지셋의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보를 양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퍼지셋 분석은 결합적 인과관계(multiple

conjunctural causal relation)를 도출하게 되는데, 각 사례는 0점을 비소

속으로, 그리고 0에서 1 사이의 소속 값을 부여받는다. 퍼지셋 분석방법

론의 장점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회귀분석에서 적은 사

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유도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다.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의 수가 최소한 30개 이상이어야 한

다. 그러나 퍼지셋 분석방법은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원인변수

조건의 결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수 간 독립성 및 선형관계에

대한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인과적 조건의 결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둘째, 퍼지셋 분석방법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혼합

한 분석으로, 사례와 변수에 대한 질적인 고려를 통해 원인조건과 결과

조건을 설정하며, 이를 양적인 자료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논리

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 셋째, 특정 변수가 미치는 영향만이 아닌 복수

의 원인조건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퍼지 점수는 소속 정도를 나타내는데, Ragin(2008)은 원점수를 퍼지

점수로 변환하기 위해 3가지 고정축(anchor)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고

정축은 완전 소속(fully-in)으로 0.95의 값을 가지며, 원점수의 최댓값을

의미한다. 두번째 고정축은 완전 비소속(fully-out)으로 0.05의 값을 가지

며, 원점수의 최솟값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속과 비소속을 구분 짓는

분기점(benchmark point)으로 0.5의 값을 지니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여 원점수의 중간값을 분기점으로 사용하였다.

퍼지 집합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이 포함되는데, 합집합은 퍼지 집

합에서 ‘logical or’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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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경우로 해석한다. 교집합은 ‘logical and’라는 용어로 사용하 며,

집합 A에 속하면서 집합 B에도 속하는 경우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여

집합은 ‘neg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퍼지셋 이상형 분석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의 불리언 대수 법칙을 통해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우

선 이론을 근거로 특성 공간(property space)을 구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역량, 시장역량, 시민역량으로 특성 공간을 구성했으며, 세 가지 요

소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총 8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특성 공간을 만

들었다(표 8-4 참고). 25개의 자치구가 어느 속성 공간에 어느 정도 수

준에서 위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지표는 3가지 고정

축을 통해 연속 퍼지점수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리언 대수 법칙을

통해 각 자치구의 퍼지 점수를 도출하고, 산점도를 통해 25개의 자치구

를 특성 공간에 배치한다.

2)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지수의 구성

유형개념을 설명하는 3개의 지수인 제도, 시장, 시민역량에 따른 8개의

유형은 각각의 특성 공간이 된다. 8개의 특성공간을 명명하면 아래 표와

같다. 모든 영역에서 지수가 높은 유형은 ‘종합 활성화형 문화도시’이다.

제도와 시장 역량만 높은 경우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수준이 높다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클러스터형 문화도시’에 해당한다. 제

도와 시민 역량이 높은 유형은 체계적인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시민참

여가 활발한 것이므로, ‘제도기반형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과 시

민 역량이 높은 유형은 ‘민간주도형’, 반대로 제도역량만 높은 유형은 ‘공

공의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시장역량만 높은 경우는 ‘시장형’, 시민역량

만 높은 경우는 ‘풀뿌리형’이며, 모든 영역에서 지수가 낮은 것은 ‘비활성

화형 문화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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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 지역문화역량 수준 유형화를 위한 특성공간

3) 분석 결과

지수의 기술통계

다음은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변수의 원점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8-5> 지수의 원점수

제도역량 시장역량 시민역량 특성공간
+ + + 종합 활성화형 문화도시
+ + - 클러스터형 문화도시
+ - + 제도기반형 문화도시
- + + 민간주도형 문화도시
+ - - 공공의존형 문화도시
- + - 시장형 문화도시
- - + 풀뿌리형 문화도시
- - - 비활성화형 문화도시

제도역량 시장역량 시민역량

구
분

공공
시설

재단
규모 조례 예산 유통

민
간
시
설

예
술
인

사
업
체

단
체 유통 관

람 참여
만
족
도

용
산 0.06 0.0 5.0 0.010 213 0.24 3.2 671 8 266 4 0.71 3.60

종
로 0.19 69 11.0 0.019 915 2.98 5.7 2200 98 4968 2.6 0.72 3.16

중
구 0.13 59 14.0 0.012 362 0.39 2.1 1309 20 402 2.1 0.84 3.06

강
북 0.04 9 11.0 0.011 185 0.05 2.7 334 4 3 3.7 0.64 3.24

광
진 0.03 15 6.0 0.010 149 0.05 2 770 13 27 5.3 0.70 3.39

노
원 0.03 0.0 10.0 0.016 122 0.02 1.3 624 4 9 3.9 1.85 3.32

도
봉 0.03 108 14.0 0.017 55 0.03 1.6 361 1 6 2.8 0.67 3.16

동
대
문

0.02 3 15.0 0.010 29 0.05 1.8 586 5 15 4 1.85 3.26

성
동 0.04 185 9.0 0.031 117 0.06 1.7 830 6 191 3.4 1.99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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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점수의 측정

이상의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각

이상형별 퍼지소속 점수와 대표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자치구의 각 유형(이상형)별 퍼지소속점수를 비교하여 최대값을 갖는 유

형은 대표 유형이 된다.

성
북 0.04 205 12.0 0.028 137 0.11 3.9 691 27 156 3.4 1.63 3.21

중
랑 0.02 0.0 7.0 0.012 0 0.01 1.3 428 0 0 3.6 0.60 3.16

마
포 0.03 97 9.0 0.025 214 0.26 5.6 3009 26 228 4.3 0.59 3.43

서
대
문

0.03 0.0 12.0 0.010 69 0.09 3.1 663 7 203 3.1 0.78 3.38

은
평 0.02 33 10.0 0.021 66 0.03 2.3 643 7 3 4 1.63 3.31

강
서 0.02 0.0 6.0 0.015 38 0.01 1.6 891 4 34 4.4 0.63 3.04

관
악 0.02 0.0 7.0 0.012 103 0.04 2.4 626 9 1 3.5 1.32 3.12

구
로 0.04 67 11.0 0.017 146 0.03 1.2 922 5 12 3.5 0.68 3.35

금
천 0.04 81 7.0 0.018 14 0.04 1 800 8 39 3.2 0.69 3.06

동
작 0.02 64 6.0 0.012 6 0.03 2.3 553 5 8 5.2 0.63 3.64

양
천 0.03 0.0 9.0 0.003 39 0.02 1.3 771 8 39 4.1 1.63 3.55

영
등
포

0.03 64 10.0 0.028 164 0.10 1.6 1373 16 469 3.8 0.77 3.41

강
남 0.03 109 5.0 0.016 266 0.30 1.9 5234 26 966 5.3 0.65 3.30

강
동 0.03 0.0 13.0 0.016 162 0.01 1.4 649 2 1 4.6 1.82 3.33

서
초 0.06 64 9.0 0.025 1404 0.17 2.2 2665 30 620 4.5 0.73 3.55

송
파 0.03 0.0 8.0 0.005 84 0.05 1.3 1397 4 310 3.9 0.72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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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대상의 퍼지소속 점수와 유형

4) 유형 도출

위의 퍼지점수를 결합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종합 활성화형’은 강남, 마포, 서초, 성동, 영등포구

로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이면서 강남, 서초 등과 같이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 문화향유 수준이 높거나, 마포의 성미산마을처

럼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해당된다. ‘클러스터형’은

자치구 제도역량(A) 시장역량(B) 시민역량(C) 유형

용산구 0.400 0.722 0.671 aBC

중구 0.760 0.817 0.246 ABc

강북구 0.553 0.357 0.293 Abc

광진구 0.365 0.557 0.696 aBC

노원구 0.416 0.209 0.641 abC

도봉구 0.607 0.191 0.174 Abc

동대문구 0.314 0.374 0.635 abC

성동구 0.739 0.565 0.603 ABC

성북구 0.821 0.757 0.414 ABc

중랑구 0.118 0.048 0.191 abc

마포구 0.682 0.900 0.513 ABC

서대문구 0.360 0.630 0.450 aBc

은평구 0.465 0.378 0.613 abC

강서구 0.187 0.361 0.303 abc

관악구 0.223 0.439 0.372 abc

구로구 0.705 0.348 0.386 Abc

금천구 0.509 0.439 0.175 Abc

동작구 0.242 0.361 0.681 abC

양천구 0.202 0.400 0.788 abC

영등포구 0.671 0.722 0.583 ABC

강남구 0.614 0.874 0.536 ABC

강동구 0.530 0.161 0.760 AbC

서초구 0.753 0.870 0.760 ABC

송파구 0.206 0.522 0.605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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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와 중구이다. 두 지역 모두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지역문

화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에서 많은 기반 시설이 마련된 지역

이다. ‘제도기반형’은 강동구로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베드타운으로 시민

의 문화향유 욕구가 높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민간의 움직임은 미약한 지역이다. ‘민간주도형’은 광진, 송

파, 용산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지역이지만, 높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충족되

고 있는 지역이다. 다음으로 ‘공공의존형’은 시장이나 시민 역량은 낮지

만 공공에서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지역문화 담론 및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강북, 구로, 금천, 도봉구가 해당한다. ‘시장형’은 연남, 연

희, 신촌 등 민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서대문구가 해당하고, ‘풀

뿌리형’은 노원, 동대문, 동작, 양천, 은평구이다. 이 지역은 사람을 모으

는 문화공간이나 시설은 부족하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문화적 욕

구는 상당한 지역이며 이를 시민의 노력으로 직접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활성화형’은 강서, 관악, 중랑으로 모든 부분에서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구분 특성공간 해당 자치구
3개 영역
우수

종합 활성화형 문화도시 강남, 마포, 서초, 성동, 영등포

2개 영역
우수

클러스터형 문화도시 성북, 중구
제도기반형 문화도시 강동
민간주도형 문화도시 광진, 송파, 용산

1개 영역
우수

공공의존형 문화도시 강북, 구로, 금천, 도봉
시장형 문화도시 서대문
풀뿌리형 문화도시 노원, 동대문, 동작, 양천, 은평

0개 영역
우수

비활성화형 문화도시 강서, 관악,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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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지표의 퍼지소속점수에 의한 사례의 분포

＊‘시민역량’은 동그라미의 진하기로 표현하였음. 시민역량 지수 0.1~0.3은 연
한 회색, 0.3~0.5는 회색, 0.5 이상은 진회색 동그라미로 표현함.

5) 분석 대상 선정

위의 분석에서 도출된 8개의 특성공간은 우수한 영역의 수를 기준으로

다시 4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목적은 차별적 유형

을 판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각 자치구의 ‘지역문화역량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므로 먼저 지역문화역량 수준으로 구분한 4개의 범주로 자

치구 지역문화역량의 수준을 비교한 뒤 각 범주 안에서 지역문화역량 구

성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도출된 4개의 범주에서 하나씩 자치구를 선택하여 4

개의 차별적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개 영역이 모두 우수한

‘종합적 활성화형 문화도시’에서는 서초구를 선택하였는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 문화향유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예술의전

당 일대를 기반으로 예술인, 예술단체,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이 밀집되어

제도-시장-시민 역량의 차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았

다. 다음으로 2개 영역이 우수한 자치구 중에서는 제도와 시장역량이 우

수한 ‘클러스터형 문화도시’ 유형인 성북구를 선택하였다. 민간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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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공공의 정책적 노력의 시너지가 잘 드러나는 사례

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자치구보다 지역문화재단이 이른 2012년에 출

범하여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민관 협치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

다고 보았다. 1개 영역이 우수한 자치구 중에서는 시민역량이 우수한 ‘풀

뿌리형 문화도시’에서 은평구를 선택하였다. 흔히 지역문화역량은 제도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되지만, 풀뿌리형 문화도시 유형의 자치구

의 수가 5개라는 것은 지역 현장의 문화향유에 대한 높은 욕구만으로도

지역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은평

구는 은평누리축제라는 시민주도형 축제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은평문

화재단이 설립한 독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특히 제도와 시장역량이 우

수한 성북구와 대비되는 사례로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마

지막으로 모든 영역이 낮게 나온 ‘비활성화형 문화도시’는 강서, 관악, 중

랑의 3개 구이다. 3개 구의 공통점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

한 주거지 중심의 자치구이고,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거나(강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자치구에 해당한다. 이중에서는 관악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관악구는 모든 영역이 비우수한 것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예술

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서초, 강남, 마포(홍대), 영등포(문래) 등

문화클러스터와 근접한 지역이므로 강서나 중랑에 비해 서술의 맥락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이상 선정한 자치구와 해

당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8> 유형별 연구대상 선정

구분 특성공간 해당 자치구
3개 영역 우수 종합 활성화형 문화도시 서초
2개 영역 우수 클러스터형 문화도시 성북
1개 영역 우수 풀뿌리형 문화도시 은평
0개 영역 우수 비활성화형 문화도시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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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클러스터 분석 결과

3장의 사회 연결망 분석 중 ‘클러스터 분석’에서 도출한 4개 구의 클러

스터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관악

클러스터 소속 단체

1
극단틈새
관악구

2
하난곡작은도서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3

아시티스
딥숲
도토리홀
공유공간 봄

4

삼성동 주민센터
삼성동자원봉사캠프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관악마을자치센터
사단법인 아우름애
싹난지팡이
봄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5

관악문화재단
서울오라토리오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호야맘스
고집센아이컴퍼니
서울도서관
서울오라토리오후원회
극단모시는사람들
주한독일문화원

6

아야어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더함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샤로수길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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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평

클러스터 소속 단체
1 녹번만화도서관

2
서울자유시민대학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3

구산동도서관마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응암정보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7

살롱드북
서랍
하얀정원
스튜디오블루
엠프티폴더스
관객의취향
달리봄

8

관악구
아야어여
예술의전당
우리은행
서울시립교향악단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관악구 독서동아리 이끎이
이야기꾼의책공연
관악예술
작은따옴표
해행복공장

9

극단광태
창작집단 신기방기
광태소극장
서울시
관악구 생활문화동아리 거버넌스
서울시예술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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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도서관
서은협, 진관동 작은도서관
서울주택도시공사
롯데몰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은평구작은도서관
도서관박물관1관1단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자바르떼협동조합
프로젝트컴퍼니

4

은평문화재단
파발제 추진위원회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구립갈현노인복지관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별별곳간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우리은행
서울시립교향악단
극발전소301
은평성모병원
은평 인형극 네트워크 어깨동무
지역연구자모임
은평도시재생모임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
KT&G
은평신협
인터파크
아트리버
서울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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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악회

5

은평구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갈현동 주민센터
갈현동 주민자치회
갈현2동 통장협의회
서울은평청년회의소
갈현2동 부녀회
음악정거장
갈현2동 주민센터
더불어배움
광현교회
은평쥬빌리청소년오케스트라
대추마을 한마음축제추진위원회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
응암오거리상가번영회
한국고전번역원
은평구립합창단

6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갈현청소년문화의집
꿈꾸는다락방
문화집단너느로
두레생협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교육컨텐츠협의회
은평교육복지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은평인권네트워크
은평청년정책연구소
재미난장
SH공사
은평롯데몰
살림의료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은평구서울형혁신지구
이수진 한국인형극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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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

클러스터 소속 단체
1 반포4동 주민자치위원회

2
숲 아트
노을샌드아트아카데미
창작그룹가족극단

3

서초 기타오케스트라
한국기타협회
ACEFIXON
마루기타
바로크기타

4

서초문화원
현대HCN 서초방송
LaCITTA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세계음악예술가협회

5

내곡동주민자치위원회
청계산문화축제추진위원회
내곡동주민센터
양재2 내곡권역 민관협의체
양재1, 2 주민자치위원회

6

서초교향악단
이 마에스트리
비토기타앙상블
거꾸로 프로젝트
앙상블 이니즈
더 미소
이마에스트리
러시아정동포럼
이규철
서초구립여성합창단

7

SJNY앙상블
청해앙상블
첼리루스
이경선
보쎄스앙상블
멜 앙상블
Ensemble Bellezza
달, 려운

8 서초구립반포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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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컬쳐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대학교인문콘텐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도서관협회
머스트뉴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9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코리아챔버필오케스트라
음악저널
사단법인한국음악예술
튠마이스터
예술의전당
한뮤직컴퍼니
SIMS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방배권역 주민자치위원회
현대자동차
신세계
신한은행
삼성
서초구지역서점연합회
교보문고
인사이드 서초
케빈앤컴퍼니
유니텔
서초미술협회
프랑스문화원
한국문학번역원
서리풀청년아트센터
푸른나무재단
호국문화진흥위원회
NCCA
신세계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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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북

클러스터 소속 단체

1
예술의전당
국립합창단

2
독서회
예술동아리

3 문화체육관광부

서초문화네트워크
한국문화복지협의회
분기탱천
크레아 메이크업
일장일딴 컴퍼니
제희 퀀텟
아트위드
모이벡
몽키팝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서울오라토리오
노름마치
메노뮤직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어바웃클래식그룹
경우윈드오케스트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티발레단
서울팝스오케스트라
탱고콜렉티보
롤라플라멩코
클래식아츠
서울모테트합창단
비바챔버앙상블
서울우먼싱어즈
극단 에이치프로젝트
베누스토 윈드오케스트라
테일 오브 듀오
서울아카데미앙상블
서울오케스트라
모모앙상블
앙상블유빌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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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시장
고개엔마을협동조합
미인도
서울시
시민자치문화센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모두를위한극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성북구립미술관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성북정보도서관
성북예술창작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치매안심센터
N15
선잠52
로하스참사랑요양병원
서울하우징랩
아리랑도서관
영등포구민회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문화재단
성북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마을온예술
MADRE
서울특별시
극단 전망

4

영화진흥위원회
국민대학교학교기업HAL
Fried Screen
서경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학교 한디원
성균관대학교 예술원
서울도서관
성북구 한책추진단
서울숭례초등학교
책읽는성북추진협의회
한국단편영화배급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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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부천문화재단
영화의전당
포항문화재단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오렌지필름

5

중구문화재단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협치성북회의
영등포공유원탁회의
중구문화예술거버넌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6

무지개다리사업
성북구립 치만린미술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성북진경 민관사무국
권진규아뜰리에
기분좋은 극단 예술융합연구소 새론
길음2동주민센터
나라장터울타리모임
다다름네트워크
달드베르갤러리

7

석관동주민센터
석관초등학교
석관동 지역문화 커뮤니티 돌고돌아
다가치부모 커뮤니티
서울종암경찰서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석관동주민자치회
누리마실친구들
석관동 주민모임 쓰담쓰담
예술융합연구소 새론

8

시즌앤워크
만인의꿈
밝은누리 인수마을공동체
공장공장
유튜브채널 린업
청년문화포럼
서울청년시민회의
슬로푸드코리아성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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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뮤직코리아
날마다드로잉
Give Korea
Yolanta C. Slu
청년재단
AB KIM

9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
미아리고개예술극장
협동조합문화변압기
벨라뮤즈
프로젝트그룹BUT
숭덕초등학교
행정안전부
공간민들레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나눔과꿈사업기획단
인컬쳐
카네기홀
ITAC
SEM네트워크
지역문화진흥원
성북예술마을
동덕여자대학교 춘강학술정보관
월곡꿈그림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극단문
우리은행
마을인시장사회적협동조합
삼성
성북구민여성회관
동구여자중학교
한신한진아파트부녀회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서울영상위원회
노원구
구리시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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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역사영화제추진단
씨네포럼영상미디어센터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마이라고개예술극장
공작소365
CROSS
김'c coffee
아리랑시네센터
성북진로직업체험센터
Sisters Film
놀이Q 동아리

10

성북문화원
메디힐
질경이우리옷
동양예술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유성북원탁회의
월장석친구들
개구장위들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어느 정도의 빈틈
브라이트 아이드
극단 사하따나
천장산우화극장
국가보훈처
재단법인 선학원
창법사
한성대학교
한성대 캠퍼스타운 사업단
아트그룹 슈필렌
369마을주민공동체운영회
성북국악협회
성북미술협회
성북연극협회
길음예술사랑방
문화도시연구소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개엔마을 협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고려대학교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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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사학과 BK21+ 사업단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선사학회
하나은행
아름다운미아리고개친구들
협동조합고개엔마을
서경대학교예술교육센터
돌곶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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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at makes the local cultural

governance activated? Focusing

on the role of ‘Networker’

Yunjoo Sung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makes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local cultural governance? In local cultural

governances developed in a similar condition, how a large gap

showed in the level of collaboration?

As the ‘local’ an administrative term has recently been re-defined

to be a cultural living space, local cultural level and capacity began

to be acknolwedged to be an important aspect in Social Quality.

Following this, local cultural activation is on going through a

partnership called ‘local cultural governance’ in many regions in

Korea. Here, local cultural governance is defined as an organization

which incorporates particip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a

public, private and intermediary organization.

There finds a large gap in the activation level of local cultural

governance. For example, in Seongbuk and Eunpyeong, bot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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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lars of the civil-led governance, a recent confli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has resulted in such a contrasting direction. In

Seongbuk, when the local government peremptorily intervened into

the issue of consign management of one local cultural space, many

citizens and activists joined together in the form of ‘post-it’ protest

and has finally resolved the issue, on the other hand, in Eunpyeong,

when local festival which is the symbol of Eunpyeong civil society

has peremtorily been cancelled by the local government, no any civil

society showed any kinds of collective movements.

This article as focusing on this drastic contrast among different

regions, asking following questions to figure out the mechanism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irst, what is the mechanism in facilitating

civil socie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governance to achieve a public

policy agenda? Second, what makes the efforts of the public such as

building a system, bringing resources, and institutionalization helps

accelerating autonomy and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To be

short,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the mechanism of the structure,

‘self-interest becomes public-interest, and public-interest becomes

self-interest’.

The previous research on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explained

the mechanism mainly by institution, system and structure, however,

it failed to explain the limitation why governance cannot brings such

collaborative behaviors from agents in spite of the facilitating system.

In contrast to this, this research is focusing on how agency affects

and changes the structure of the governance. To refrain, in this

article, agent and structure is not a dichotomy. To explain the

distinctive agency of the agent as well as to explain the change of

institution and structure of the governance i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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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ink the agent and structure, which means micro and macro,

this article adopts social capital theory as a theoretical construct.

Applying a bonding-bridging social capital notion suggested by

Putnam, how governance organizes solidarity and builds a strong

community internally, and how various agents and resources are

connected to the governance so to develop into an influential

community outernally is explained here. In this argument, the article

focuses on special types of professionals who deal with faciliation,

brokerage, and connection, and denominates them as ‘Networker’.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article denominates brokering professionals as a

‘Networker’ as the crucial element of activating the local cultural

governance. Networker is a professional appeared across an emerging

social policy field such as cultural policy, cultural planning, social

innovation, and city renovation after 2000s in Korean society.

Networker incorporates profound and deep knowledge of one field and

diverse experience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teams, which makes

them to detect and discover contexts of one field. They are also an

entrepreneur who pursue not only self interests but also succesiv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ir given fields. Their goal is to expand

the total impact of the field. Networker is often appeared in the

environment where complex network is structured with abstract

knowledge and value system, which is most of the times an

emerging field newly building a grammar and norms of one field.

This article defines the agency strategy of the networker as the four

steps, ‘connecting-interperting-facilitating legitimacy-signalling’.

Second, due to the elements and agency strategy of the networker,

this article analyzes the local cultural governance of Seongbuk,



- 322 -

Eunpyeong, Seocho, and Gwanak. The result shows that the role of

networker is most importantly activiated in the case of Seongbuk.

Networkers in Seongbuk delivered decisive information in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quired to move on the project and utilized

resources through their expanded networks, and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networkers interpret and decode

the language of each parts to make a communal norm. Also, by

bringing in external public support programs into Seongbuk, the

justification of cultural policy is facilitated, and networkers also help

founding a cooperative association and working group. On the other

hand, professionals in Eunpyeong have been successful in bonding

the civil society together, but as the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licts became severe, Eunpyeong Nuri Festival finally be

restrained in fighting of the justification. In the case of Seocho,

where no any professionals or networkers working as a broker

existing, difference between stakeholders cannot be reduced or

resolved so that commons of the local culture could not be

established. Lastly, in the case of Gwanak, some networkers be in

active and establish a platform where information is communicated

within it, however, due to a low solidarity and settlement of artists,

civil resources brought into the governance cannot be maintained as

the lasting resources.

Third, this article held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public culture

and arts activities held in 2019 in four regions to figure out how

local cultural governance brings in and adopts resources in multiple

networks. The result shows that the format of network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existence and activation of the networker. For

example, the result of Gwanak shows the traditional top-down

administrative system of cultural policy, while the case of Seo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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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s the centralization of power centering around Seocho

local government and Seocho cultural foundation. The result of

Eunpyeong is a type of ‘local-centered network’ in high solidarity by

several civil society groups, and the case of Seongbuk shows

‘horizontal-expanding network’ which is largely connected with

metropolitan and national level cultural institutions. To sum up,

Seongbuk is utilizing resources in multiple networks most attentively

to expand the boundary of local culture.

Fourth, as theoretically speaking, networkers are deeply embedded

in the network as to accumulate bonding social capital and attentively

activiate bridging social capital to activate the governance by

bringing in outernal resources. To activate the local cultural

governance, the process of accumulating bonding social capital should

guarantee the openness of governance to be maintained to help

participants of the governance continuously circulated. Also, brokers

or bridges in the local cultural field such as networkers and local

cultural foundation should not only act as a broker but also deeply

embedded into the local society to effectively detect, discover and

assign resources brought in.

As a summary, the article categorizes total eight typologies from a

‘public-private-networker’ axis. The most activated and successful

typology is the ‘dynamic equilibrium governance’. This typology tells

that to activate the locla cultural governanc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ublic and private is not enough and makes some conflicts, so that

networkers i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hould act as the

broker to reduce difference and disparity among them. Through this,

public and private each can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for their

own interests but their participation can bring the achieve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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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olicy agenda.

keywords : Local Culture, Governance, Intermediaries, Social

Capital,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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