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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문화향휴체체와시만의 삶의 질:

영국 벌튼컨즈 시의 사려I 딴구1)
황익주*

1.연구와 배경과목적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겼었다.
이 도시화 과장이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의 팽창의 형태로 진행되었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김부성 1999) . 이러한 때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 인구의 철대적 상대적 급중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의
사회문제들에 대한 책결책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대안이 자주 채택되어 왔다. 박정회 청권이 건설을 추진한 경기도의
성남， 과천， 안산， 노태우 정권이 건설을 추진한 분당， 알산 I경촌， 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 이 글은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수행된 “문화향유체계싸 대한 비교문화척 사례연구: 지역활생화롤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이라는 6인 공동연구 프로책트(연구책임자: 홍숙기，
공동연구원: 한경구， 이정덕， 류정아， 이기홍， 황악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2001 년 초에 미깐행 보고서의 행태로 채출된 바 있는 내용을 상당
정도 수정하여 이번에 출판올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밀튼킨즈 시의 사례가

한국에서 신도시 건설올 추진하는 정책당국자들이 참조하여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문화정책적 함의를올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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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중동 퉁 경기도 내의 5 개 신도시는 그 대표적 예들이다(박태화

1999) .

최근에는 낌대중 챙행도 경지도의 판교와 충남의 아산 풍지애

신도시를 건셀하는 계획올 공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역대 쩡권톨이 애효하는 쩡책때안이 되어온 이러한
신도샤 건셜 사업촬에 았어서， 장래의 시민훌악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는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던 것일까? 불행하도 그 대답은
‘별로 야루어진 바 없다’ 라는 것야 훨 듯하다. 초창기에 건절된 신도

시들의 경우에는 주택 및 산업시설， 교통， 전가 및 상하수도 둥의 경
재적 기반 시설의 건설 외에는 여타의 문채뜰은 전혀 고려의 대상야
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
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삶

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자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아후에 천설된 신

도시들의 경우에쪼차도 장떼외 시빈뜰의 삶외 찰척얀 측딴들에 대한
배려는 별로 기울여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향휴체채라는 측면은 정책추진자뜰야 사실상
아무런 배려도 기올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신도시라는 여건， 즉 지
역사회에 대대로 살야오던 토박이 주민풀이 극소수에 불파하며， 따라
서 지역에 고유한 전통책 문화예술도 없고， 문화예숲 활동옳 위한 기
반 시젤도 전혀 부채한 여건 하에서， 과연 문화향유체계를 어떠한 방
향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장래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잘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것인가? 나야가， 장래의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인근 대도사 사랍이 아닌 해당 신도시의 시민이라는 소속감 내지 정
체감 (ci찌c identity) 올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 내의 문확t얘술 활
동들이나 이를 위한 사썰 및 재정 자훤의 채계가 어떤 식으로 짜여자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2)

2) 문화정책의 개선방향옳 모색하기 확한 정책연구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 샤용
되는 ‘문화’의 깨념은 정부의 문화판련 부서풀에샤 혼하

‘문화예술’이라는

신도시의 문화향유체계와 시민의 삶의 철:

173

이련 물융돌윤 한국에서의 신도사 건설 계획올 입안하고 추진하련

정책당국자률에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펼자는 경
기도 성남시에 대한 사례연구훌훌 뽕혜 확인한 바 있다〈황익주 1998 참
조) . 성남시는 서윷 지역악 훨거만올훌 수용키 위해 1960년대 말부터
단기간에 조성된 신도시안 생남 구시자지，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중
산충올 위한 신도시로서 1980년대 말부터 딱시 단71 칸에 조성된 분당
동 전혀 이질척인 두 개의 산도사들이 하냐의 행정 단위로 묶여져 있
는 매우 가이한 도사이다. 성남시를 구성하는 이 두 깨와 신도샤들이

건설되는 파정에서 훈화향휴쳐!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음에 따른
사회적 결과는， 성남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활이나 일반 사민
들이 혼히 쓰는 표현인 “성남에는 문화생활이 없다”는 말올 통해 단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마다로 생남에서의 삶은 ‘삭막하다’ 는 것이
다. 실제로 성남이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큰 도사라는 사실이 무
색하리만큼 문화예술 기반시젤야 매우 반약하며， 지역 내에서 벌어지

는 각종의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창여도 또한 극히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에 들어 성남시가 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판련 예산 배환이나 빽화점 문화센터률올 중심으로 전개되
는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융 살펴보면， 서울 지향척 중산

층이 주빈약 대부분인 분당 차역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용어로 지칭하는 바의 개념， 즉 심미잭 차원을 지닌 인간의 활동파 그 결과

물올 포웰하는 것으로서와 푼화 재념이다. 그리고 ‘푼화향유체계’ 란 이러한

의미로서의 문확에 대한사량활의 향유 활동이 이루어지는사회적 채계훌가
라키는 젓으로， 이는 푼화예술 영역외 산물들이 한 사회 내에서 생산 · 유

통 · 소비되는 과정들이 일정한 체계적 연판관계률 자니고 있옴올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들의 내용뿔 아니라 지방정

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라든가 지역사회 내의 문화예숭 활동틀에 대한 홍
보체계 둥까지도 문화향유체계에 대한 논의에 포함샤키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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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당국은 ‘구시가지에는 새로운 문확예술 공간
올 건젤하기에 걸맞는 풍간도 없올뽑더러， 문화예술에 대한 주만옳의
관심도도 옐어지고 푼화엠숲 활동에 참여활 청채척 여력이 없다’ 는
이유를 들어 정당확한다. 하지만， 이는 구샤가지와 분당의 주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이질갑올 삼화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즉， 문화예술 활동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옳 지닌 주띤들을 통
합하여 썽남이라는 하나의 도시와 시만이라는 정체감옳 형생 ;.1 카는

촉매 역할올 하가는 처녕， 오히력 구시가지와 분당의 두 주민룰이 서
로 상대편에재 느끼는 야질감올 심화시키는 매개물이 될 위험까지 냐
타나고 있는현실이다.
성남에서 관찰된 이러한 문제점은 과연 산도시인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일까? 한국의 신도시를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신도시에서 보다 나은 주자 환경 내지 고용여건올 누리는

대신에 어쩔 수 없이 주민틀이 치러야 활 대가인 것처럼도 보인다‘
본 연구는 야런 배챙 하에서， 과연 유럽의 선잔국에서의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의 양상이 나타녔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거지서는 쟁부 당국의 어떠한 정책쩍 배려 몇 시민들의 자
발적 실천율 통해 문화향유의 측면에서 신도시가 안게 되는 태생적인
한계점들을 극복해 왔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는 문제의삭을 가지고 수

행되었다. 그리고 영국악 가장 대표척 신도시인 밀튼킨즈 (Milton

Keynes) 에 대한 현지조사 사례연구는 한국 신도시에서의 삶의 질올
향상시키기 위해， 특히 문화향유체계흘 보다 바랍칙한 방향으로 정립
하기 위해 우리가 참조해야 활 많은 시사접둡을 제공해 추었다. 이
글은 1998년 2 월 약 보룹간에 걸쳐 밀튼첸즈와 런던 둥지에서 수행한
현지조사를 홍해 수집한 면담 및 문헌자료똘을 주축으로， 거가에 이
후에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약간의 자료틀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신도시의 문화향유체계와 시민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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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튼킨즈의 신도시 건설 과정에 나타난 삶의 질에 대
한정책적 빼력
1967 년 영국 정부는 런던과 종부 지방의 대도시인 버밍햄을 잇는

철도 및 고속도로의 중간 Ã1 점에 해당하는 버킹협셔의 농촌 자역에
위치한 약 9 ，여)() 헥타(약

22 ,000 에이커)를 신도시 건셜 지구로 지정

하였다. 이 신도시는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작은 농촌들 중의 한 곳의
이륨을 따서

‘밀툰킨즈 (Milton Keynes) 라고 명명되었으며 , 신도시

재발사업의

추진주체로

‘멀튼킨즈 개발공사’

(Milton Keynes

Development Corporation , 이하 MKDC) 가 임명되었다‘ 이 지역에 있
던 기 존의 취 락으로는 납동부의

Bletchley , 북서 부의 WoJverton과

Stony Stratford 등 3 개와 작은 타운들 외에 밀툰킨즈활 포함한 13 개의
촌락들이 있었는데， 그 총인구는 4만 명에 불과했다. MKDC는 지존
인구 4만 명에 런던 둥지로부터의 들어오려라고 예측되는 이입자 약
15 만 명， 그리고 자연증가 인구로 예측되는 6만 명을 합쳐 총얀구

25

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야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당국에서 장래의 신도시 주먼블의 삶의 질척인

측면들에 대해서까지도 앨마나 면밀한 정책적 배려흘 하였는가를 알
수있다

1) 장구한 기간에 걸친 산도시 건설의 구상과 실천
밀튼칸즈의 신도시가 단순히 런던와 무주돼자들올 수용하기 위한

집단주택지구로서 급조된 것이 아니라 장래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
해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면서 건설된 것인가는 하는 점은 이 산도시

의 장구한 건셜기간 자체가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우산 196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MKDC가 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것이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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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이다. 그러니까 신도시률 어떻게 만들지률 구상하는 작업에만

무려 3 년의 세월이 투하퇴었던 캠이다. 뽕만 아냐라， 이 마스터플랜

에 따라 1970년대 초부터 칸첼작업을 시작하면서도， 주택 건썰의 양
을 매년 약 3 천 가구 청도로 한쩡하여 매우 서서히 주민수를 늘려 가
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신도시 천설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총 인구는 신도사 지정지구 내의 얀구만으로는 16만

여 명， 우리 나라 식으로 치자변 시군 통폐합에 따라 1997년부터 ‘밀

튼킨즈 자치시’

(Borough of Milton K양nes) 로

지청된 팡역차구의 띤구

로도 1998년 현재 20만 명을 약간 넘는 규포에 불파하다. 그리고

1998년 현채 당초의 신도시 건설치구로 지정된 곳에서의 건설사업의
진척도는 82% 로 추산되고 었으며， 아작도 연 1명균 1,775 까구에 해항
하는 주택틀이 새로이 건축되고 있는 중이다 (Mi織뼈nesO獅ilR없
짜dPiJ뺑es

1998//999 함조.) .

이처럼 장구한 세월에 걸쳐 서서하 신도시 건설율 추진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근린주구 (neighhourhood )의 형성이 주만톨외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활올 다각도로 딴구하여 그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나중에 조성되는 근련주
구돌은 앞서 조성된 문원주구틀에서 드러난 싹총의l 푼제점들， 예컨대
건물의 외양상의 푼제라돈가 주민틀간의 빈부격차에서 생겨나는 사
회척 통합의 문제 퉁융 시정활 수 있는 방향으로 포성이 되었먼 첫 01

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시정이 가능했던 것은 당초의 마스터플랜 자
체가 그만한 융통성올 지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톤칸즈의 마스터풀
랜은， 그 야전 다른 신도시룹의 경우와는 달리， 도시는 사람풀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았는 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일종의 생명체와도
같은 실체라는 인식 위에셔 작생이 되었던 것이다‘

2) 전원도시적 특성麗 추구한 도시공간 계획
20세기에 전개된 영국 신또시 건설 정책의 사상썩 배경올 이룬 것

신도시의 문화향유체계와 시민의 삶의 질:

이 하워드 (Ebenezer How값이의

‘정원도시’

(garden city)

177

개념이었는

데， 밀툴칸즈는 30여 개에 랄홉}는 영국의 신도시물 가운데서도 가장
극명하게 전훤생활에 대한 앵국안들의 전통적 선호도옳 반영하여 전
웬도시 (city in the country) 로서 조성된 곳이다 (Beckeπ 1986 :

Childs

1997: Finnegan 1998: 36-7: Hewison 1995: 153: Ward 1993 창조) .
밀톰킨즈가 전월도시훌 지향하여 조성된 신도시입올 잘 보여주는 사

례는 1970년대에 MKDC에샤 신도시로 이주먼옳 유치하기 위해 제작
한 1v 광고이다. 이 광고의 내용윷 보변， 대도시 런던의 반잡함을 보
고샤는 싫증올 느짜던 한 소년이 밀튼칸즈훌 처용 와서 그 전월썩인

환경올 보는 순간， 소년외 업에서 “난 여기에 살고 싶어!"라는 딸이

저절로 튀어 나오는 것요로 되어 있다 3 )
밀튼킨즈의 전훤도사쩍인 륙성은 우선 도시공간의 물리적 구조 자
체에샤 드러난다. 댈통킴즈는 각각은 하나의 조그만 촌락처럼 보야는
수많은 근린주구틀이 절합파어 하냐의 도시를 구성하듯이 만들어져
았다. 이들 근린주구졸옳 도시의 행정적 및 상업적 기농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중심지 (city centre) 와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근린주구틀을

서로 서로 연절하는 천체 도시와 간선도로망은 격자황으로 되어 았
다. 이러한 도로땅에 의해 형성되는 각각약 격자지구 (grid square) 들

이 마치 독립된 촌확처럽 보이도록， 격자와 격자 사야에는 녹지 공간
들이 자리잡고 았으며， 싹 격자지구 내에는 다양한 형상의 팔목집들
을 따라서 역시 다양한 형상의 소규모 주택단지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그려고 하냐의 격자 내에 자어지는 가옥야나 기타의 건물들
은 주변의 수목들보다 높지 않도록 지어져 있다. 이는 두 가지 효파
를 지니는데， 하나는 쩍자지구들 사야에 존재하는 녹지 공깐들과 더

불어서 간선도로망을 따라 차룰 타고 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사랍들의

3)

이 광고의 내용온 밍톤칸즈 City

Discovery Centre에서

멘터랴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는 것올 참조한 것임-

1993 년에 제작한 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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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마치 마올이 없는 틀판지역을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올 가지
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격차지구 안쪽에 사는 주민들애제는 간
선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소옴， 매연 및 시각적 공해에서 벗어나게

해푸는 것이다. 이랴한 밀톤칸즈 도시꽁간의 훌리쩍 구조는 주민촬에
재 쾌척한 주거환경올 쩨공하고 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밀튼킨즈의 전원도시척 성격윷 만들어때는 포 하나의 요소는 풍부

한 공훤 맞 녹지공간틀야다. 이는 마스터폴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

사계획의 6대 목표 중의 하나인 ‘매확척인 도시의 창출’ 에 부응하는
잣으로서， MKDC자 가장 강조장올 둔 측면 중의 하냐였다. 따스터플

랜은 신도시 지정자구 전체 변척의 22% 에 달하는 지역올 공원 및 녹
지 공간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뽑만 아니라， 마스터훌랜 상에는
주거지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 공간옳 태에도 살제로는 상당히 큰
비율이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씩 꽁훤 맞 녹지공간의

비율은 전체의 4분의 l 올 훨씬 넘는다. 또한 풍원똘의 경우에는 이른
바 ‘선형 공원’ (1피earparks) 의 원리에 따라 조생이 되어 았는데， 이는
신도시 지구 내에 촌채하는 강과 하천롤을 따라 녹지대가 연속되면

서， 그 중간 중간에 인공 혹은 자연의 꽁원 지때와 삼렴 지대를 배치
하여 주만들의 스포츠률 포함한 레크리에이션의 꽁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치가 주민률의 삶의 젤에 대빼 지니는 함
의는 영국의 다른 어느 도시에도 유례가 없는 멀륜킨즈만의 자랑거리

인

‘Redway System' 과 함께 고찰할 때 더욱 분명해찬다. Redway

System이란 밀튼칸즈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헨 및 녹지 꽁간틀--주거
지역 내의 녹지 공간틀짜지도 포함하여--을 연결하는 붉은 색 투수콘
으로 만들어진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쌍융 지챙한다. 그래서 멀
튼킨즈에서는 사합틀이 도보로 혹은 자천거활 타고 혹은 말을 타고

이 Redways 를 따라만 가면 자동차와 전혀 마주철 휠요가 없이 도시
전역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파 하천틀 중 상

당 부분은 운하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가 때문에， 보트나 요트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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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밀톤킨즈 4l의 여러 부분들온 물론， 멸려는 런번까지도 배
를타고유랑올할수가 있게 되어 있다.

3)

교통체증옳 근월적으로 해소한 교통체계

밀튼킨즈 신도시 건설의 추전자들은 현대 대도시들에서의 삶의 질

을 저하사키는 주뱀의 하나가 교통체증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근원
적으로 해결활 수 있는 교통체쩨를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올 기올였
다. 그리하여 MKDC는 창래의 주민들윤 한 가구당 2 대씩의 자동차
를 보유하게 되리라는 예측 하에서， 자가용 숭용차로 출퇴근을 하거
나 쇼핑야나 기타의 목적쓸 위해 도시중심치를 드나E는 일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싼업시설들은 최대한 시 잔역에 고르게 분

산입지 되도록 하고. 도로망은 격자형으로 하되 선호등이 없이 자율
적 으로 교차로에 진 입 하고 빠져 나오게 되 어 있는

roundabout system

으로 교차로들올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건설하였다. 그 덕택에 밀튼킨
즈의 주민들은 자가용으로 야통할 경우 시내의 현쪽 끝에서 반대흰
끝까지를 불과 15 분이띤 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활한 교
통체계는 주민들이 전통척 농촌을 연상시키는 작고 조용한 근련주구
에 거주하면서도， 쇼핑을 한다든가， 행정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

든가， 혹은 예술 공연이나 영화의 감상 또는 스포츠를 관람하고자 할
때는 짧은 사간 안에 도시중심지나 부심자들로 이통해 가변 되므로
도시생활이 전원생활에 비해 지니는 장점도 통사얘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바탕이 된다. 말튼킨즈 중심지에는 길이 약 700m에 폭이 약
200m 에 이르는 거대한 사각형 찬물로서 그 안에 2 개씌 백화점올 포
함， 약 200개 가량의 각종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 초때형 쇼핑센터-
이는 1979년 완공되던 당시로서는 유럽 최대규모의 실내 쇼핑센터이
자 영국 최초의 미국식 쇼팽볼이었다--가 있다. 또， 이 쇼핑센터의 길
건너환에는 초대형 주차장을 갖추고 2 개의 대형 슈퍼마켓과 기타의
작은 식풍점들이 틀어서 았는

Food Centre ,

그려고 역시 초대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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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갖추고 있는 상영관 m개 짜리 영국 최초의 복합영화관아 입지
하고 있다. 이들 상업 시젤들온 비단 밀톤킨즈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그러한

성공의 한 배경요인이 바로 멀톤켄즈의 완활한 교룡체계였던 것이다.
전원생활에 대한 영국인들약 전통적 선호에 부합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 및 넓은 공원과 녹차 공간， 그라고 원활한 교통체계 둥의 요소

는， 밀튼킨즈가 지닌 입지상의 이점에 더해정요로써， 밀튼캔즈를 기
업인들， 특히나 외국기업가들에게 매력객인 도시로 되깨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설제로 밀튼칸즈는 고용창출이라는 촉변에서 영국의 신
도시들 가운데서 단연 으뜸올 차자하고 었다(찌Tard

1993: 47

참조)‘

더구나 우리맘 주몹올 끄는 부분윤， 자기 지역 내로 와국71 업윷 유치
하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지방자치 딴채들이 상당히 많

은 액수의 보조금이나 지타의 물질적 혜돼을 제꽁하고서라도 그리하
는 것이 현대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양상인데， 밀튼켄즈의 경우에는
그런 혜택올 제공하지 않는데도 외국기업들이 앞다투어 들어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례적 양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의
하나가 바로 밀튼칸즈가 지닌 전원도시로서의 생활여건이었던 것야

다 즉， 자기네 기업의 지사를 어디에 세울 잣인자훌 결정하고자 하
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주들에게 밀튼킨즈가 현지어l 파견될 고위 간부
들이 살기애 적합한 고급의 주태들파 좋은 골프장이나 공완들이 많이
있고 교통이 면리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 왔다는
것아다(\Vheadey

4)

1991: Wìlliams J992 : 찌1ard 1993: 71).

주민의 사회적 통합옳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뚫

이상에 언급한 점뜰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밀튼칸즈에 대
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지적하는 밀튼캔즈의 좋

은 면모들이다. 이것들만큼 공통적으로， 또한 협사리 거론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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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본 연구자가 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껴지는 삶의 질척

인 측면에 대한 배려에 해당하는 내용뚫도

MKDC 7 r 추잔한

신도사

건껄사업에는 땀져 있었다. 그것은 장래의 주만둘외 사화척 흉합을
증진시키기 외한 조치물야었따
우선， 밀톤칸즈 신도사의 마스터플핸은 ‘균형과 다양성’ 을 도시계

획의 6대 목표 중외 하나로 쩨시하고 았는데. 이는 근대 도시률에서
혼허 나타나고 았는 인종이나 민족， 특하 사회계굽에 따른 주만들의
공간적 격려와 그에 따릎 사회적 병랴현상들올 최대한 예방하는 젓올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A盧DC는 각각의 근린주구들 안얘 상대적으로
고급의 주택들로부터 샤민용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뚫이 배
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택건설윷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완
벽한 의마에서 하나의 근련주구 안에 도시 내 사화제급의 전체 스펙
트럼이 반영되표록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울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오하려 좋자 않을 수도 있음을 또한 인식하였가 때문
에， MKDC는 무리하게 사회척 균형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로， 현재의 밀튼칸즈에서도 하나의 격자지구로 이루어진 근련주구들
사이에 어느 곳윤 상대쩍요로 부유충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어느 곳
은 상대척으로 가난한 사랍돌이 많이 사는 동네로 일반척 I쟁판이 형
성될 만큼의 분화가 나타나가는 하지만， 도시 공간 내의 커다란 일부
가 특정 계급이나 인종 혹은 민족의 전유물처럼 되어 버리는 양상은
냐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사회쩍 통합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샤 주목할만한 또 하나
의 내용은 채발공사의 고위직 간부 중의 하나에

(Soci.al Development Officer) 훌

‘사회개발 추진관’

두고， 그의 자휘 하에 신도시에 새로

이주해 온 주민옳야 빠르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반 사업률올 천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입자 상담판 (삶rivals Officer) 이 라 불리우는

직무담당자률 통한 신규 이주자들에 대한 가이드 사업이다. 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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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은 새로 이주해 온 가정들올 정규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야 입주
한 주택에 관련된 문채정툴에 대해 jl총융 챙취하고 자문올 해주는

외에도， 근린주구 내에 어떠한 시셜률이 있는지， 의료서비스훌 활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들의 학교 환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쇼핑은 어디에 있는 어떤 합소틀에 가서 하면 되는자， 그리
고 공공교통편은 어떤 첫릎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노선으로 있는치
퉁퉁 알상생활의 제 측변얘 판련하여 필요한 정보롤 제공해주는 역할
을 담당하였다. 아 사업은 신규 이주자들에게 큰 호용올 얻었다

(Ward 1993: 58). 또 하나의 주목할만한 사업온 ‘만남의 장소
‘ (me밟ng place) 라고 불려는 건활들올 각 근란주구에 1 개씩 셜렵하
여， 이를 주민회의외 장소로 혹온 주민틀로 이루어천 여가활똥 잡단
이나 봉사단체들의 활동 끈거지로서 다용도로 활용하게 한 것이다.
밀튼킨즈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주민 3 ， 600땅 당 l 깨썩 만남의 장
소가 건셜되도록 되어 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튼킨즈의 산도시 건설과정에는， 주택

이나 도로， 상하수도 및 전기， 시장야나 쇼핑센터 둥과 같은 도시기
반시셀들의 칸설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들을 넘어서， 장래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커고자 하는 각종의 배려틀이 담겨 았었다. 쾌적한
주거환경， 넓은 공원 및 녹지 공간， 원활한 교통 소통， 그리고 신규
이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올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 등의 삶의
질적 구성요소들은 아마도 하나의 선도시에서 주민툴의 문화향유체

계를 바람직한 성격의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다사 말해서， 이려한 측면뜰에서 만족스런 여
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틀이 자신률의 생활의 문화예술척
인 측면에 대해서만 만쪽을 느까지를 기대활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

다. 하자만， 밀튼칸즈의 지방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장래의 주민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쩌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것들 외에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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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여략 까지 청책쩍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말튼킨즈 문화향유체계의
특성

이 절에서는 사민들악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시키가 위한 말튼킨즈
지방정부약 정책척 배려와 시민툴의 자발적 실천이 성꽁적으로 결합
되어져 온 역사적 과정와 결과로 생겨난 현재의 밀문컨즈 시의 문화

향유체계의 특정적 면모들올 살며보고자 한다. 불론 현재의 밀튼킨즈
시의 문화향유체계의 특성들 속에는 가령

인근에 런던 및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같은 영국 전체척으로도 문화예슐의 중삼지에 해당하는
도시들야 있는 지역에 업지한 신도시라는 사실에서 생겨나는 현상으
로 주민들이 언근 도사를로 이통해 가서 참여하게 되는 문화예숨 향
유 활동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의 특성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

만， 정책지향척 연구로서 본 연구의 관심의 초점은 그러한신도시로
서의 Ell생척 한계를 밀튼킨즈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배려와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올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었다.

MKDC 는 시만들의 문화향유체채에 관한 한， 산도시는 가존의 도
시에 비해 태생적인 불리함을 지니고 있음을 충분히 얀식하였다. 왜
냐하면， 한 도시의 문화라고 할 때 사랍돌이 일반척으로 연상하는 것
은， 궁성야나 교회 등 역사가 오래고 건축마학척인 측변에서 높은 평

가를 받는 건물들이 도시의 도처에 위치하고 았어 외부에서 온 관광
객들에게까지 볼거랴를 제공하는 도시 경관， 그얘 더하여 극장， 음악
당， 미술관， 박물관 동 문화예술 관련 꽁연이나 행셔률 치를 수 있는
문화기반시셜들과 그런 사설돌을 중섬으로 펼쳐지는 문화예술 활동

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자만 신도시들은 신도시라는 본성 자체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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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볼거리가 될만한 건훌훌훌야 별로 없는데다가， 신도시의 인구 규

모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놀어나기 전까지는 경제적 야휴에서

규모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껄툴옳 건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다. 아마도 영국의 신도사틀에 대해

‘문화의 사막지대’ (cultural

desert) 라는 삭 의 부정척 평 가가 종종 l팎려 져 오게 판 (찌lard 1993:
61) 근원적 완인도 여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밀튼칸즈 신도시의
건설과정에서 MKDC는 이런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신도시 건설
사업율 추진하였으며， 푹히 문화예술 활황에의 창여를 통해 주띤들에

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옳 계활하는 일에 많윤 노력을 71 옳였다.

1) 공공미술

작품뚫의 신도시 이정표로의 적극적 활용

우선， 신도시가 자칫 주택파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둥만으로 이루
어진 삭막한 도시 경환용 지년 곳이 되는 잣올 방지하지 위한 방안으
로 공공미술 (public art) 작품플을 도처의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주먼들에게 쉽게 마술작품들올 감상활 수 있제 합과 동샤에 그것들을
도시의 이정표 (lanφnark) 로 삼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공공미술에 대

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영국의 신도시들이 기존의 도시들보다 훨씬
적극척이었지만 (Ward 1993: 10) , 신도시룹 가운패서도 밀튼킨즈는
단연 두드러졌다 (A Pt，빼‘cAπ Policy껴r Miltllfl 짧rnes

1991 참조) . 그리하

여 총 l007fl 가 넘는 공꽁미술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중 33 개는 도시
중심부 및 그에 연해 있는 시민공웬들 내에 썰치되었다. 아들 공공미
술품들의 존재는 멜튼칸즈 발전의 역사의 잃부로 자리잡거l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1980년애 딴뚫어잔 스테인라스 스틸 조각품으로 시내 중
십자에 세워진 ‘Octo’ 라는 작폼과 1978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조각

작품으로 샤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녹지대에 세워진
’ Cows’ 라는 작품윤 영국 전체에서도 가장 널랴 알려진 공공미술 작

품율이 다 (M빠n 짧nes 댐때 Gμ따e ‘

p.17 & p.34).

p.60; Aπ at WorkinM뼈I 짧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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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튼킨즈의 공공마술 작품들 가운마서도 인류화자의 입장애셔 가

장 눈갈이 가는 작품은 ‘('Á)WS’ 아다. 이것운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6마랴의 크고 작온 암소옳올 론크리트로 만툴어 공완 지역 내의
한 풀밭에 컬치한 작품이다. 이는 h짧DC가 신도시에서의 미솔활동
을 진흉하기 위 한 방안의 하다로 도입 한 ‘역내 거주 미술가’ (Artist in

Residence) 제도4) 에 따라 당시에 밀튼렌즈에 거주하고 있번 미국인
미술가 리즈 빠아 (Liz Leyh) 의 작홈야다. 하지만， 이 작품은 리즈 레

이가 MKDC로부터 위촉올 받아 제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목휩척
으로 미술을 가르쳐 주던 풍네 아이들파 함께 건축 뽑장의 펴!자채륜
이용하여 만들어 밀튼칸즈 시에 헌납한 것이다(찌찌rd 1993: 59). 이
작품야 전국적으로뿔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지면서， 벌튼칸즈

는 ‘콘크리 트 암소의 도시’ (The City of Concrete Cows) 라는 별명 까지
얻제 되었다. 이 별명은 주로 힐튼칸즈 신도시에 대해 부정척얀 태도
를 지난 사랍들이 신도시의 부자연스러움과 인위성융 지적하고자 활
때 거론되어 왔다고 한다 (Finne쩔n 1998: 44-47). 그러나 훨자가 면
담한 밀른칸즈 도시발견센터

(City Discovery Centre) 의 소장 시노트

박사 (Dr. Michael Synnott) 는，

‘오늘날 주민의 대다수는 밀튼킨즈의

생활환경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그블온 애당초 심각

한 메시지률 담고자 창작된 것이 아닌 아 작품에 대해 외부인들이 그
토록 과민한 반용옳 보이는 것 자체를 오히려 흉머로와 한다’ 고 전하

였다. 현재 이 작폼온 밀튼첸즈 주민틀이면， 폭히 어련 자녀를 칠러
본 주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구경올 가서 그 주위에서 심지어는 암
소들에 올라타고 놀아본 책이 있을 만큼 친숙한 도시 내의 확실한 이
정표로자리잡고았다.

4)

이것온 장래가 촉망되가는 하지만 아직은 작품을 팔아 생계를 꾸혈 만큼의
명성은 갖자 못한 짧은 미술가훌 역내에 거주하며 작폼활동융 하께 하는 대
신 약간의 보수훌지급해주는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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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공동체 예옳의 높윤 비줄
공공미술에 대한 척극척 지훤파 더불어 MKDC가 주민들에게 지역
사회에의 소속감올 함양하려는 목척에서 추진한 문화예술 판련 정책
들와 성공적 결과인 동시에 본 연구자가 보기에 밀튼칸즈의 문화향유

책계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른 바 ‘지역공동
책 예술’ (community 따ts) 혹윤 ‘참여 예술’ (뼈rti다patory 값ts) 야 지 역
사학의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차지하는 매우 높윤 비중이다 (Milton
K행I앉댐따1

Guide , p.61: The A:짧‘ inM織I 짧n양 1997) . 지역공풍체

예술이란， 전푼가들이 창작해낸 예술작품률을 앓반 대중돌이 수동칙
으로 감상하던 종래의 훈화예술향유체계가 지닌 옐리트주의척 편향
성을 극복하고자 동장햄 예술운동의 한 조류이다. 여기서는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다수의 일반대중틀-노인이나장애자동의 소외 계
층까지도 포함하여 -

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척극 참여할 수 있도

록 만드는 것율 일차적 목표로 자향하며， 그러한 파정에서 예술활동

을 지역사학에 대한 공동체적 소속감 내지 정체감을 배양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삼고자 한다 .MKDC가 활동하던 초기 단계인 1960년대 말
에서 70년대 초에 절친 사 71 는 이러한 지역공동체 예술 운동이 영국
사회를 풍미하였던 시기이다 (Hewison

1995: Chs. 3 & 4 참조) . 그

영

향을 입은 까닭에 MKDC 내에서 신도시의 문화예술 진홍정책을 담
당하던 사랍들은， 문화예술 판련 기반시설들융 건설함에 있야서도 여
러 이유로 전문예술가둡와 전유물로 되어 버리가 쉬운 시립문화예술
회관과 같운 대규모 종합공연장을 건설하는 대선에， 시립공원이라뜬

가-규모가 큰 공훤릎의 경우 스포츠 경기장 점 야외공연장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잔디밭뜰이 있다5) _ 근련주구 내에 위치할 마을회관이

5) 이러한 것들 가운데는 톡정 근린주구가 아닌 도시 전체 주민들올 위한 공연

장으로 조성된 것들도 3개가 있다. 이 중 2 깨는 약 3 천명의 관객올 수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이지만. 다른 하나는

TheBowl' 혹은 πne National Bowl’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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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시설 둥을지을 때 이것들을 주민들의 예술 활동 및 예술 교

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훌 하였던 것이다. 시내 중심가의 대
형 쇼핑센터 건물 1때에 팡장 같아 큰 공간올 하나 만들어서， 이곳을
시립 오케스트라나 7] 타의 공연 단체들이 시반들옳 위한 무료 예술

공연을 하는 장소로 활용토록 한 것도 바슷한 맥락에서의 배려였다.
또한 문화예술 단체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근련주구들에 위쳐한
소규모 공연장 내지는 작업장 동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는 지역공동
체 예술 단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지

역공동체 예술에 대한 판심은 1970년대 후반에 들면서 퇴조하였다가，
근년에 들어서 다시 ‘참여 예술’ 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경향을 보

야고있다고한다
현지조사가 행해졌던 1998년의 시점에서 시 당국의 재정 지원을 받
으면서 밀튼칸즈의 참여예술 운동을 주도해오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
는 Inter-Action ,

Living Archive Project , MADCAP , Arts Workshop

Trust 둥인 것으로 냐타났다. 이들 단체들의 조직 및 활동 내용은 지
역공동체 예술이 중시되는 밀튼킨즈의 문화향유처{계의 특성을 잘 보
여준다.

(1) Inter-Action
상호작용 혹은 상호행동이 라고 번역 될 명 청 의 Intεr-Action은 지 역
공동체 예술 및 청소년 얘술의 전문가들로 야루어진 단짜야다. 이들

은 예술이 진정으로 지역공통해률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칭
작의 과정 자체에 소외 계층까지도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이 직접 참여활 수 있재 해주어야 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활동을 잔
라고 불리우는 밀튼킨즈의 명물로서 6만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영국 칙대
규모의 야외공연장으료 주로 대종 음악 공연장으로 01 용훤다 (The Milton
K야nes

Planning Manual , p. 129) ‘ 하지만 아곳돌때는 좌석윤 따로 없고 밥그

릇 모양으로 옵푹 따인 깐디밭에 관객들이 아무렇게나 앉아서 무대에서 빨쳐
지는 공연올 관랍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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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다. Inter-Action은 런던야l 서 처음 시작된 지역공동체 예술 단체

였다. Inter-Action와 밀룡 치부가 설댐된 것윤 1975 년인데， 아는
MKDC가 Inter-Action악 취자에 꽁감하여 • 오놀날 Pe았σee 라 불함 는

근린주구에 위치하고 있는 총변척 3 에이카에 말하는 정훤올 71'진 2 총
찌리 옛날 목사판 건물옳 매입하여 Inter-Action 측에 낮윤 암대료로
장기간 빌려 주고 2 명의 상주 근무요원용 3 딴깐 임용활 수 있도록 재

정지원올 해주었기 때문에 가놓했던 일이었다‘
Inter-Action의 훨동은 주로 유소년 때지 챙 소년둡이나 장애 인 , 노

얀 퉁퉁 예술의 창작 과정에서 상대척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계
충들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그돌올 위해 각종 장르악 예술을 강습하
고， 작품을 함께 만들고， 이를 공연 내지 전시회의 형식으로 발표하
는 것올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프로그랭틀융 기획하고， 참가자틀을

교육시키고， 창작 및 꽁연에 필요한 제반 전문가책 자문파 활똥 공칸
및 시설틀올 채공하여 주는 것이 Inter-Action의 사업이다. 야러한 일
들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용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Inter-Action은

밀튼킨즈 내의 학교를야나 근린주구의 주민조직체들과의 협조 하에
서 프로그행들을 기획하고 홍보하여 나간다. 현자조사가 수행훤 직전
해인 1997년의 한해 동안 전개된 Inter-Action의 프로그햄툴 중 대표
책인 것틀올 알별빼 보면 Inter-Action의 륙성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뻐uth Cir，αlS Residency"라는 프로그랩은 8세부터

17

셰까지의 소년총올 대상으로 한 주알간에 걸쳐 서커스쇼흘 실행하는

패 필요한 기교들과 광대노풋， 음악， 미술 및 공예 풍을 강습하고， 강
습이 끝날 때에는 서커스 공연용 하는 프로그램야다. “Images of

Disability" 라는 프로그햄은 장애문제에 대한 학교 아동들의 인식올 높
야기 위해 여러 학교물윷 순회하며 밀튼킨즈의 장애얀돌이 마련한 전
사용 자료둡을 중심으로 워크숍율 여는 행사였다. 또，
Residen，다r 는 노인 대상 프로그랩으로서

‘Vtsual Art

Ne암lemeld라는 져소특흉 근

란주구를 소재로 하여 이 지역의 영상지도률 판화 및 세라먹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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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urùcations Project"

라는 프로그햄윤 한 학교에서 비언어 커뮤나케이션， 연극， 음악 풍올
복합한 작품옳 합생옳이 약 2 주월 간에 컬쳐 배워서 공연하게 하는

것이 었다. ‘Envirorunen떼 Str'댔t Theaσe Pr，이ect" 라는 프로그랩은 멀
튼컨즈 환경운동 네토팩이라는 단체와 협동으로 행해진 거리연극 프

로그랩으로 최종 공연용 밀톰킨즈의 연혜 축제인

Gl obal Festival 의 알환으로 거행되었다.

Sou1 Residencý' 라는

Milton Keynes

“ Disabi1i ty 삶ts

Heart ‘n

프로그랭은 학숍장애룰 가찬 사i참들옳 대상으로

하여 음악， 연극， 및 연극 제착에 대한 강습옳 한 후， 최종 공연올

Milton Keynes Global FestiVi때에서 거 행 하는 것 이 었다-

(2) The Li ving Archive Project
우리말로는 ‘살아 있는 역사가록 프로젝트f 라고 번역이 될
Li때19 Arc피ve

Project'

따P는 영국에서

The

(이하 Li앤로 약칭)는 1984년에 발족하였다.

‘다큐땐터리 예술’ ( documentary 았t<;) 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한 웰흙환즈의 지역공동체 예술 운몽 단체이다.
L뾰의 사업은 ‘누구나 낳똘에게 해줄만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 다시 말하면， 한 지역사회의 주만들이 스스로의 언야로 전하는

생활 경험들과 그들의 생魔환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활 ul 친 사건들은
연극， 노래， 회화 혹은 가봐악 예술 형태로 기록되어 표현휠만한 자
치가 있는 소재돌이라는 천체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머P 에서는

전문예술가를악 도움과 지도 하에， 지역사회의 일반 구성월들이 지역
주만들의 생활 경험이나 자역사회의 역사책 사건똘옳 소재로 한 다큐

멘터리 예술 작홈올 만옳어내는 사업을 벌인다. 이라한 제반 사업둡
은 소재가 활 자료를 수집하는 얼에서부터 작품의 구성과 공연에 이

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창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추진된다. 이률 통해 지역주민들이 예술 훨동에 주채척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똥사에，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
심과 소속감을 함양하는 것이 LAP의 목표인 것이다. 아러한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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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L뾰가 다른 도시돌에 비해 역사와 전통의 깊아라는 변에서
일천하기 짝이 없는 신도시인 밀톰칸즈에서 처옴 탄생하였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어 영국의 다혼 도시틀로， 그것도 비딴 신도시틀만이 아
니라 오래된 도시플에차지도 퍼쳐나갔다는 사실은 매우 홍미로운 현
상이 아날 수없다
파P가 근년에 벌여온 주요 사업 혹은 만들어냈던 주요 작품들을
일별해 보면， LAP가 추구하는 다류벤터리 。쩨술의 특정야 확연히 드
러난다. 우선， ‘'Bigger , B야ghter ，

Better

이라는 제목외 다큐땐터려 뮤

지컬 연극에서는 빌튼첸즈의 남홍부 지역에 기존에 았던 작은 타운
Bletch1εy에서 2 차대전 이후로 전개된 변화상쓸 다쭈었는데， 이 뮤지
컬 연극은 공연 자체가 8 일 방에 철쳐 연속되는 꽁연이었으며， 100명
이 넘는 Bletchley의 주민들아 배우 혹은 제작진요로 참여하였다.

‘We’re Hisrory"라는 것윤 노안들로 이루어진 연극 동아리의 구성원
들이 지역 내의 학교똘과의 협조 하에 자신들의 유년기의 생활경험올
학생들에게 수업의 일환E후 이야가해주는 이른 바 ‘살아었는 역사공
부’ (li때19 history) 라 팔리는 사도였다. “ Built in

the

City" 라는 작품은

밀튼킨즈 지역에서와 생활과 생업 이야기틀을 소재로 하여 만든 무용

및 음악 공연 작홈인데，.::J. 훌연진은 노얀면당 수혜자들， 학습장애가
있는 생인들， 그려고 청소년들로 이루어졌다‘ ‘1찌까lat's
YbuP”는 ‘한 주일만에 책 만룹기’

(Book in a Week)랴고

Netherfield to
불리는 사도로

서 , 상대적으로 가난한 근련 주구인 Netherfield와 주띤뜰이 그 봉네에
서 살아오면서 생착하표， 회방하고， 혹은 치억하는 이야기들을 주민
들 가운데 Ll앤에 외해 약찬의 훈련을 받은 사람틀이 인터뷰를 통해
채록한 것을 소책자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다. 또 “ Positive Tales" 라

는 책은 학습 장애 혹온 신체장애블 지닌 9명의 밸튼첸즈 주민의 생
활 이야기들을 채록한 것으로서， 영국 예술평의회가 수여하는

Raymond Wìl1iams

상올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밀튼컨즈 마P의 특정과 LAP가 영국 사회 전체에서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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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위상올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1994년에 L뾰가

영국 예술병의회얘서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도가 높은 i 예술
작품 혹은 단체틀올 선정훌}여 시상하는 ‘Wor:암19

for Cities Awards"

경연에서 지역공통체 예술 훈야의 우승자로 선정된 웰일 것이다. 이
러한 공인은 그 이듬해에 있윤 ‘New Towns Act!"라는 작품 겹 사업으
로 이어졌다. 이는 X얘6년의 신도시법에 따라 양국에서 선도사 건설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지 50주년이 다가옴에 즈음하여， 영국 신도시
위원회

(Conunission for New Towns) 의

재정지원 하에 잉글헨드 및 웨

일즈 지역에 위치한 신도사들이 다큐땐터리 예술의 방식에 따라 각

도시에서의 일반 시민틀의 생활올 소채로 책， 사진기록집， 연극， 노
래 , 무용 동 다양한 작품들올 만들어 1996년 10월 21 일에서 22 일 사
이에 런던서 열련 신도시 전시회에 출품하여 경연하쪼록 한 것이다.

바로 이 행사의 기획 및 행청설무를 주관한 것이 밀튼킨즈의 LAP 이
었다는 사설 자쩨는 오늪날 영국의 다큐멘터리 예숨에 있어서 밀튼킨
즈가 갖는 지도적 위상올 웅변척으로 말해춘다. 및튼컨즈 LAP도

500

시간 분량의 녹음된 회상 이야기들， 9개의 연극， 샤친첩을 포함한 19
권의 책자， 기타 라디오 다큐멘터리， 음악 및 무용， 슬라이드 작품 r
벽화 동을 출홈한 바 있다.

(3) MADCAP
‘지역공동체 예술로서의 음악과 연극 프로젝트’ (Music 와ld

Drama

Community Arts Project) 라는 긴 명 칭 의 지 역 공동체 예술 프로젝 트의
축약어인 MADCAP은. 1987년 5 월에 발족되었다. MADCAP은 밀튼

칸즈의 여랴 연령총틀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기회라는 측
변에서 볼 때 다른 도샤들에 바해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팽가되

는 청소년 및 청년총용 주된 대상으로 하얘 음악 및 연극 등 공연예
술에 대한 판심을 함양하고， 그로싸 젊은이들이 지역공동체의 삶의
잘을 풍요롭재 만드는 데 기여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단체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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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셜 이전부터 존재하고 았는 작은 타운 Wolverton에 위치

한

'MADCAP Centre'’

라고 뽑려는 본부 건물은 본래는 1908딴에 교회

회판으로 지어졌던 지상 2총， 지하 1 충 짜리 건물이다. 천물 내애는
연극， 옴악 그리고 영상 미술 둥의 풍연예술 장료률옳 자르치고 연습
하고 공연할 수 있는 다용도의 방똘파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
MADCAP 센터에서는 두 깨의 성안 극딴-이 중 하냐는 프로 극단이
며， 다른 하나는 아마츄어 극단이다-파 1 개의 14세에서 18셰짜지의

청소년 극단， 그리고 두 깨의 보다 어린 연행총의 연극동아리가 매주
1 회씩 연슐과 공연， 그라고 교육 활동옳 하고 있요며， 얘기에 더하여
I 개의 무용 동아리가 연슐과 공연윷 하고 았다. 또한 MADCAP에서
는 정규적으로 다양한 읍악 관련 행사률율 주판하고 있다 .M뻐)CAP

센터 내의 다용도 방옳윤 비단 위와 같은 공연예술 판련 활동옳 위해
서뿐만 아니라，

Wolvertnn

원대의 주만뜰이 사회북자 판련 모임이라

든가 바자확랴든자 삽지어 깨얀적 파태에 이르는 다양한 용도로 입대
하여 사용활 수 았다. 건물의 지하충에는 녹음스휴디오와 방옴 시설

이 된 리허설룸이 있어 야를 업자로 밀톤컨즈의 음악인물과 연퓨단처I

들에게 임대하여 준다 . M와)CAP 센터 대의 이런 시쩔들은 주말온 대
내， 주중에도 저녁 시간에는 비는 시간이 없옳 장도로 활벌히 이용되
고 있다. 나아가 MADCAP은 PM아Perfonnance 빠ts Newsletter) 랴는
이름의 뉴스레터활 연 3 회 팔로 발간하여 도시 내의 주요 공공장소들

에서 무효로 배포함으훌써， 관심었는 사랍들떼께 띨튼킨즈 지역 내에
서 깨최될 예정인 공연예술 행사울에 대한 정보훌 제공하고 있다.
MADCAP윤 정화훤 약 180명으로 이부어진 자발정 결사체 01 면서
도，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은 신탁회사의 행삭을 취하여， 10명으

로 이루어진 이사들이 운영씩 실무훌 주관하고 있다. MADCAP의 예
산 구조를 살펙보면， 추훤 수입원은 센터의 시젤뜰을 암t:ll해 주고서
받는 약 2 만 파운드와 각종 행사시 입장료 수입 약 8천 파운드， 그리

고 밀튼킨즈 자치사로부터 받는 연 1 만 파운드가 약간 넘는 보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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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예술펑의회{앞양Council) 남부 지부 및 기타 공공기관틀로부터

받는 각종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이사들올 중심으로 한 자완뽕사자틀의 헌신척 노력을 통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훈은 확소화띄고 있융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액에 턱없아

모자란다고 한다. 이에， 시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들， 나아가 밀툰칸
즈의 일반 시민들에게 MADC뾰에 대한 재정책 도움올 호소하는 캠
페인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Arts Workshop Trust
위애 살펴본 3 개의 지역공동체 예술 단체들이 A많DC와는 독립적
으로 생겨난 후 MKDC로부터 그 활동악 필요성과 가치흘 안정받아

재정자완올 받게 된 것틀인데 반하여 , Arts Workshop Trust( 이 하
A찌rr로 약칭)는 애당초 κ많DC의 신도시에 대한 구상의 일부로 탄

생된 것이었다 .MKDC는 격자행 도로망에 따라 형생되는 각각의 근
련주구들마다 하나씩 예술핸터흘 절립하여，

만남의 장소‘ (meeting

place) 틀과 더불어 작 근련주구틀을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통합시키는

구심점으로 삼는 구상올 처옴에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상은 재
정상의 문제라든가 싼도사로의 인구이업의 속도와 패턴이 예상과는
달랐던 문제 둥과 겹쳐지연서 현실화되자 못 하였고， 총 5 개의 근란
주구에만 ‘예술센터’

혹은 ‘예술워크숍’ 이랴는 명칭을 지닌 시셜꽁

간들이 건립되었다. 이룹 예술 센터 혹은 워크숍플에서의 프로그햄블

을 기획하고 운명살무훌 총짤하는 기능올 담당하는 단체로서 AWT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AWT

산하의 5 개 예술 센타들 가운데 2 개는 근년애 틀어 문을 닫

게 됩으로써， 현채는 3 깨만이 남아 았는 상태이다. 벤저 G성leyH피
삶$찌lorkshop의 프로그램은 쪽채가공과 도자71 만찰기가 두드러지
는더11. 특히 창물이 널찍하여 가구， 문짝， 창문， 무대장치 둥 대규모
목재가공 작업이 용이하다. 이에 더하여， 사진 및 설크스크련 인쇄
작업 에 펼요한 전문적 사젤포 보유하고 았다. Coffee Hal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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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도 역사 목재가공과 도자기 만들기률 중심프로그램으로 하

며， 그에 더하여 자그마한 다용도 스튜디오훌 갖추고 있다. 끝으로，

The Courtyar닝 Arts Centre는 Linford Manor Park라는

곳에 있는 옛 저

택 및 현대식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 곳에는 목재가공，
도자기 만들기， 일반적인 예술작업실 둥에 더하여， 보석 및 온 까공
작업실， 판화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The Barn’

이라 불리는 읍악 공

연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이처럼 AWT에서 벌야는 예술관련 활동들윤 예술 및 공예에 대한
강습회 , 특히 공예 강습회가 주축을 이루고 았다. 가장 비중야 높은
것은 도자거 만들기 및 목공예， 그리고 회화 강습회이며， 그 외에도
자수， 레이스 만들기， 직물 디자얀 둥의 직물 공예， 판화 제작， 스태
인드글라스 만들기， 보석 가공， 실크스크린 인쇄， 종이 공예， 서엑，

문필， 음악， 광태놀이 동에 관한 강습회가 열란다. 아들 강습회는 주
중에는 주 1 회 2 시깐씩 해서 보똥 10주깐에 걸쳐 진행되고， 주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이훌간 하루 5 시간씩 집중적으로 특별 강습회가
열련다. 이 밖에도 아흉들을 위해 학기 중 혹은 방학기간을 구분하여
행해지는 강습들과 버청규적으로 열리는 특별 행사들이 있다. 이
강습회들은 AWT의 회원으로 가압하여 연 10파운드의 회비를 내고，
저렴한 수강료만 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3) 도사 규모의 중대때 발맞춘 대혐 뭄화가반샤싫의 건립
MKDC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예술올 강조하고 적극
적으로 지원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영국 최고 수준，
나아가 세계 수준의 공연 예술가들이냐 미술가들짜지도 찾아와서 많
은 관객을 대상으로 연주회라든가 전시회 동을 할 수 있게 해줄 대형
문화기반시설의 필요성을 백안시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70년의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복적의 종합문예회관의 부지률 도시 중심부의
쇼핑센터 맞은편에 획정해 두고 있었다. 남은 문제는 언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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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사설로， 그리고 어떻게 재원올 조달하여 이 시립문화예술회관
을 캄립하는가 하는 점이었옳 뿐아다.
밀튼칸즈의 인구규모까 상당 수준엑 이르고 나자. 지역 주민들 사

이에서 시립문화예술회판의 건립을 촉구하는 운동도 생겨났다. 이 운
동을 주도했던 사랍들용， MKDC가 지역공동체 예술댐 편중된 문화

예술 정책옳 펼쳐 온 탓으로， 밀튼킨즈에샤 향유할 수 있게 된 문화
예술이란 수준으로 치자면 2 류 내지 3 류， 심지어는 학예회 수준에 지
나지 않는 잣들 일색으로 되고 말았으며， 그 결과 1 류의 작품이나 공
연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London , Oxford ,

Nor암lampton 등

인근의 도시로 다다와야 하는 불편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햄들이
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온 대형 문화예술회관올 짓더라도 운영의 묘

를 잘 살리게 되면， 지역공통체 예술 관련 단체들에게도 만들어낸 작

품들 중 우수한 것들율 보다 많은 밀튼킨즈 시민들 앞얘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논랴를 펼쳤다. 한뭔， 이에 때해 지역

공동채 예술 관련 단체탈 사아에서는 반대의 여론이 높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런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일단 건립되게 되면， 회관의 운
영 책임올 맡은 사람률윤 자연히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보다 많
은 사랍들이 몰릴 것으효 예측펴는 공연이나 전사회들융 위주로 운영
프로그랩을 마련할 것이 병약판화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척어도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인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태 있어서 보통의
시민들은 전문예술자들의 발표를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태 머물고 말

며， 특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둥 사회경제적 소외계층들은 시립
문화예술회관에서 벌어지는 행사플로부터도 소외되고 딸리라는 것아
다. 필자가 면답한 지역꽁통체 예술 운동 단체의 관쩨자들은 이미 시
립 문화예술회판의 건립이 시의 사업으로 확쩡되어 공사가 한창이던
1998년의 사점에서도 대형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차라리 같윤 돈으로 좁소규모의 공연시설 여러 개를 그
런 시설이 아직 결여된 말륜킨즈 내의 근란주구들에 건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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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올 훨차고 있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철국 당초의 마스터풀랜대로 도시중심부

에 대형 문화예술회환옳 건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려고 암무
를 다하고 1992 년에 소멸한 MKDC 의 뒤를 이용

Milton Keynes

Council의 주도 하에 첼계가 확쩡되고 총 3 천딴 파운드(우리 톤으로

약 450억원)에 달하는 건협차금 마련올 와환 활동야 전 7>> 되었다. 이
막대한 금액 중 3 분와 2 얘 달하는 1 ， 960만 파운드는 영국 예술평의회

로부터 받은 보조금인태. 이는 다시 영국 정부가 근년에 도입한 국민
복권 (Na님onallρn빡r) 에서 생깐 수익금에서 나온 것이다. 나머지 약

1 천만 따운드는 Milton

Keynes Council이

지 역 내의 가 업 책률올 포함

하여 수많은 깨인이나 단체촬로부터 거둔 후원끔파 시민들의 세금으
로 충당되었다. 그려하여 몇 년간에 걸친 꽁사 끝에 마첨내 1999년 9

월에 발튼킨즈 시렵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었다. 이 회관 내에는 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대행 꽁연장과 영상 및 조형미술 천셔관， 레스토

랑， 주점， 그리고 다뽕으로 훤 주차장 풍의 시젤이 찢추어져 있다 주
공연장은 좌석수 1 ， 300석올 기준으로 하지만， 소규모 떤극 흉연쏠 팎
해서는 좌석수활 900썩으로 좋일 수도 있고， 융악회홉 위해서는

1,700

석으로 늘일 수도 있도록 현대화훤 무때젤비활 갖추고 있다. 또한 문
예회관 건물 자체가 풍양 팡장올 둘려싼 챙태로 배치되어， 중앙 광장
에서는 야외 행사나 용연도 거행휠 수 있쪼록 함으꿇써， 도시의 중심
부에 생기흘 불어넣는 역할도 하께 하였다. 이 시협 문화예술회관은
2000년 6월 영국 왕렵 건홉가협회에서 주는 상도 받았올 뿐더러， 밀튼
킨즈 사민뜰에께도 인차가 훌야서 완공된 지 l 년 황안에 유효입장객
의 총수가 375 ， 0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M빼뼈nes q輪t Gu짧:

p.61 : Milton 빼mesC뺑빼e ， 2때O딴 8월 30 일 자 인터넷 뉴스 기사).

4)

지역샤회 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처|차|적 홍보

밀튼킨즈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깎종의 문화예술 관련

신도시외 문화향유체계와시만의 삶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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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 및 그들의 활동 대자 행사를에 대한 홍보가 매우 체계척으로
이루어자고 있다. 우선， 철도역과 시 중심부에 위치한 여행자 정보센
터 , 각 근린주구톨에 설립되어 았는 ‘만남의 장소 ‘, 그리고 개발공사

건물의 민원실 풍지애서 여행자윷이냐 주민률에제 배포하는 각종와
팡폴렛틀 속에는 멀톰킨즈에서 벌어지눈 문화예술 활동에 환한 쩡보
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야런 팝폴랫률온 멀튼캔즈 내에서 활똥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자융적으로 채작하되， 대신 그 제작비의 일

부를 시 햄정당국얘서 지완올 해준 것들야 대부분야다. 하지만， 삶m

Events in Milton .KJ멍nes라는 광폴렛온 사 당국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
로 2 개월 단위로 멀톤렌즈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행사활의
일정올 장르벌로 분휴하여 소깨하고 있다

밀톤칸즈에서 배포되고 있는 이원 팝훌랫률에 판련하여 가장 주목
할 점은? 그 내용 속얘 자액꽁똥채 예술 단체툴아 주판하는 행사를에
대한 정보짜지도 포뺨되싹 었다는 사실이다. 야는 London 같은 대도
시나 0:빼rd 깜아 역사까 오래고 판광명소야기도 한 중소도샤들의 여

행자 안내소에서 배포되는 팡풀렛틀이 소위 일류 예술가블의 일류 공
연들에 대한 안내 위주로 되어 있는 것파 콘 대조활 야푼다. 냐아가，

근년에는 컴퓨터도 홍보용 매체로 용원되고 있다. 도시 중심부의 쇼
핑센터 맞윤 편에 위치하고 았는 사렵 중앙도서관 건훌의 1 총에 개설
되어 있는 사정 싼내센터 캠퓨터에는 밀튼킨즈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각종의 푼화예술， 래크퍼에이선 및 스포츠 관련 단체틀에 대한 상세
한 정보들이 데이터배1 이스로 압력되어 있어서， 판심 있는 사랍들이면

누구나 필요한 정보뚫 차유로이 열땅활 수 있재 하고 있다. 최근애는
인터 넷이 발달하면서 . Mil따1

Keynes Council의 홈패 01 지 훌 정 속하면

거기에 링크된 지역 내 깎종 문화예술 관련 단체뚫어} 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게 하였다.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전입차 상담판올 통한

홍보야다. 이툴은 새로훈 이주자들을 방문하여 상담과 조싼올 해주는
가운데， 집에서 가까운 곳블올 중심으로 띨튼킨즈 처역 내에 신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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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참여할만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행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옳 해주는 것이다. 야상과 같은 시 행정당국
과 밀튼칸즈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에 기초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밀튼칸즈에서 지역꽁동체
예술 단채들이 번성하고 어짜 보면 2 류 혹은 3 류급이라고 펌하될 수

도 있는 그들의 행사들에까지 많은 주민률이 창관하는 일운 불가능하
였을것이다.

지역사회 내애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활동들에 대한 채계적인 홍보
의 덕택으로， 밀튼칸즈에샤는 신도샤로서 지나는 태생적안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래판 도시둘에 못지 않은 정도로 주민좋의 문화예술 활동
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냐타난다.

Milton Keynes Council의 통껴f

에 따르면， 시립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기 전인 1997 년의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단체옳이 주관한 공연 내지 발표회에 유료입장객으
로 참관한 사람뜰의 총수가 사 전체 인구의 50% 에 달하는 10만 명
가량이었던 것이다. 이 수차는 시립 문화예술회관의 준공 이후로는
더욱 늘어났율 것이다. 특히 우려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밀튼컴즈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혹은 참여 예술 운똥이 활발했던 덕택에 지역주
만들이 청중 혹은 관객이라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참여하는 젓옳 넘어
서 창작자， 연행자， 혹은 제작진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매

우 활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아다 7) 한국으로 치자변 예총 지
부에 해당하는 단체인

Milton Keynes Arts Association 0]1 셔

매년 제작하

여 20펜스라는 극도와 염가로 여행자 정보센터 둥지에서 판매하는 소
책자로서， 지역사회 내에샤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융 유형혈로 분
류하여 간략히 소개한 ‘밀튼컨즈 예술 활동 목룩’ (Mi lton

Keynes Ar낌

Directory) 이 라는 자료자 있다. 여 기 에 따르면 . 1997년 현재 밀튼캔즈

7)

Finnegan (1 989) 은

음악 분야에서 나타냐는 밀튼킨즈 주민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 참여의 양상옳 민족지션으로 잘 샤술한 바 있다.

신도시의 문화향유체계와 시민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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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음악 분야 30개， 연극 분야 21 개， 무용 분야 10개， 영상 예술 및

공예 분야 10개， 문합 붐야 I 개의 단체들이 국지적 수준에서 활동하
고 았으벼， 그에 더하여 20개의 단체뚫이 밀튼칸즈 전 지역사화의 수

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총 927>> 의 문화예술 판련 자발적 결사체뜰
이 활동 중인 것으로 냐타났다. 그리고， 이들 단체돌아 자신들악 작
품들올 공연하는 지회가 되기도 하면서 동사에 그 자체로서 밀튼칸즈
주민돌의 문화예술의 향휴외 한 척도야기도 한 축제즐도 밀톤칸즈에
서는 매우 빈번히 거행되고 있다. 밀톤칸즈 예술활동 목록에 따르면，
1997년의 경우 총 20째의 다양한 주제의 축채들이 도시 전체 혹온 특
정 근린주구의 수준에서 채최되었다.

4. 말튼킨즈의 사례에 담긴 문화정책적 시사점들
밀튼킨즈의 사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장래의 주민들의 삶의 잘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활 정책적 배려의 내용에는 이를테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들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문화향유체계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발작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찌 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야 한
다는 정이다. MKDC가 장래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들로 2 철에서 살펴 본 것들 가운데， 가령 전왼도시
적인 주거 환경 및 공원-녹지 공간의 건설， 교통체증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는 교흉체계， 그리고 인구 수천 병 규모의 근린주구마다 략
나씩 건설되는 ‘만남의 장소

i

건물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아마도 한국의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았
다.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을 제외하더라도， 장구한 세월
에 걸친 선도시의 구상과 건설 실행이라든가， 주민의 사회적 통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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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올 목표로 한 조치틀로서 하나의 근린주구 내에 가능한 한 다양한
사회계급툴야 함께 거주하도뽑 휴도하는 것이라톤가， 전업자 상담판
제도훌 통해 신규 이입자틀혜체 조언과 정보률 제공하는 것 퉁윤 분

명히 한국의 신도시 건젤 사업의 추진주체툴도 용며해 보아야 활 소

프트웨어적인 내용흘이다. 30년약 세웰이 쩔리고도 아직 끝냐지 않은
밀튼헨즈의 신도시 건철에 비교해 볼 때. 1960년대 딸에서 1970띤 tll
초에 건셜된 생남 구시가지는 차지하더라도. 그보다 20년이나 뛰에

건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신도시 건첼 계획아 공표되고 난
후로부터 불과 .5년딴인 1994년에 이르면 40만 명에 탈하는 추민 입주

가 거의 완료된 분당의 신도샤 건셜 파정은 그야말로 ‘번째불에 뽕

구워 먹기’ 식의 졸속한 사업 추진이 아날 수 없다

8)

‘빨라 빨리 건

설하여 무주택자들에제 살 집을 제공하면 좋은 잣 아닌가’ 하는 반론

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도시의

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 은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일단 잔젤이 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이를 쉽게 폐가해 버혈 수가 없으며， 그로 번한 생활상의 꾀해
는 장래의 주먼들에제 돌아간다는 점올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아토
록 졸속하게 주택 팡굽올 최우선 목표로 하여 추챔훤 분당 신도시 건
셜 사업에서 밀튼컨즈의 사례싸서 본 바와 같온 주민의 사회책 통합
중진올 목표로 한 정책적 배려라든가 혹은 보다 많은 수의 주떤틀이
·문화예술을 보다 능동착으로 향유할 수 았도흑 딴드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척 배려들이 전혀 포함되어 았지 않았다는 사실(안천혁

1996

참조)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쨌다.

멀튼칸즈의 행장당국이 추친해 온 문화예술 정책툴의 내용 속에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떤에서의 교훈올 책꽁하는 사항촬이 많야 담껴져

8) 이러한 졸속성은 비단 분당뿔 아니라 노태우 정권의 주택 200만 호 건성 제
획빠 따라 같은 시기에 사업이 추진된 웰산!챔촌， 중홍， 산본 풍 다홉 4깨

수도권 신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박인색 I 맺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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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펼자가 만나본 성남사의 문화예술 행정당국자나 관련단체의 간
부들이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의 열악성의 주된 현안으

로 꼽고 았는 것 중외 하나논 문화예술 기반시설들의 부쪽아었다. 공
연장， 전시장， 박물판 둥파 같윤 기반사셜틀이 철t:ll 부족한 데다가
문화예술 행사률에 대한 지훤비어1 해당하는 빼산마저 부쭉하다 보냐
문화예술 행사들야 자주 웰릴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 시받
들약 문화여f 슐에의 접혹 71 회 자체가 줄어훌어 자연히 문화예술 활동
에악 인치도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랴이다

한마디로

예산부족율 주민들의 문화예솔 향유 실태의 열악성씌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 바단 성남사만야 아니라 국내의 대부훈
의 도시뚫에서 행청당국자나 문화원아나 예총 지부 품 판변 문화예술
단체의 간부들에체서 월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논려이다. 기실 필자

자산도 성남시에 대환 연구의 결폼에서 야런 논리릎 부분적요로나마
수용한 바 있었다. 그랴나 밀튼칸즈에서의 현지조사 연구의 경험은
필자에게 발상전환의 71 회활 체꽁해 주었다. 왜냐하면， 현지조사가
행해지던 시점， 즉 때행 사립 문화예윷회관야 완공폐기 야전의 시점

에샤 밀튼킨즈 시자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 한국적 기준으로는
변변한 공연장， 전사장， 박물판이라 일컬을 만한 것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밀튼킨즈에서는 생남사에샤와는 비교
가 되지 않율 정도로 활발하쩌1 일반 시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의 창
여까 이루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71-농했던 이유가 밀뜯캔
즈의 지방정부가 채택한 바 공공미술 및 지역공동체 예술에 대한 적
극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화예술 훨동틀애 대한 쩨계적인
홍보 둥파 같은 문확예술 정책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변들이 주효한 덕
택이었음은 3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런 측면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깨 가장 많은 시사점올 제공하는 것

은 지역공동체 예술에 때환 강조와 지원 정책이다. 성남시와 경우，

지역 내의 문화예술 판련 단체둘의 활동의 주축옳 이루는 것은 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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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채로서의 예총 산하 단체들이 성남시 당국으로부터의 재정지훤
올 받아 벌이는 각종의 문화o헤술 행사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알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행사똘의 대부분은 전문가들 가
운데서는 중앙무대에서 활똥활만한 수준까지는 못 되는 말하자변 2 류
급에 해당하는 사랍들이 작품을 발표하거나 연행을 하는 행사뜰이다.
그런데 위성도시로서의 성남시의 톡성상 자까운 자리에 있는 서울로
가면 한국에서 1 류급에 해당하는 전문가촬악 작풍이나 공연을 쉽게
접활 수가 았는데도 굳이 성남사에서 재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관책

으로서 참여를 할만한 유인은 별로 크지 않께 된다. 그 결과， 지역사
회 내에 있는 문화예숨 판련 단체들의 행사에는 입장료도 없융에도
불구하고 판책이 별로 찾아오지 않을뿐더라 심지어는 그런 행사가 있
는지조차 일반 시민둘이 잘 모르고 았고， 이에 대해 전문예술가플이

냐 행정담당자들온 열반 시민틀의 문화예술에 대한 낮은 소양을 탓하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젓야다. 이얘 반하여 멀혼컨즈에서 지
역공동체 예술 단체플이 주관하는 행사플의 경우에는， 비록 발표되는
작품이냐 연행되는 공연의 예술책 성취도라는 측면에서는 전푼가블
약 그것에 비하면 훨씬 떨어절지도 모르고， 또한 행사장소도 많은 판
책을 수용하는 전푼적 공연장아나 전시장이 아년 소규모의 전문 시설
혹은 섬지어 근린주구 내 학교 강당이나 ‘만남의 장소‘ 같은 곳에 볼
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는 자신똘
이 창작과정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였던 일반 시민첼과 그들의 가쪽
및 가까운 찬지들이 행사에 관객으로서， 그것도 입장료틀 까꺼이 내
고 오는 판책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행사 하나 하나의

관객수는 상대적으로 척을지 모르지만， 지역공동체 예술의 특성상 행
사의 수가 훨씬 많으므로 시 전체플 놓고 볼 때는 판객의 총수가 많
아지게 되는셈야다.
요컨대， 밀튼킨즈 시의 행정당국이 지역공동체 예술을 강조하고 지

원하는 정책올 채택해 온 결과로， 밀튼킨즈에서는 산도시라는 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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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의 문화예술 활동애 대한 시민둘의 높은
참여도와 인지도가 생겨날 수 있었올 뿔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에
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이 속해 살고 있는 근련주구 및 나아가 밀튼킨
즈라는 지역 사화 천체에 대해 높은 관심도와 소속감올 보여 주는 양

상이 나타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밀튼킨
즈의 지역공동체 예술 운동 단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사점을
우랴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연 TheLi때19 Archive Pr이ect이다. 신도시
지역에서 살아오고 았는 자역민들의 생활경험들 자체를 다양한 장르
의 예솔작품물의 소재로 삼아서， 지역민들 스스로가 창작자， 연행자，

재작진， 그리고 관객이 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는 발상은 필
자에제는 정말 산선한 충격으로짜지 느껴졌다. 이런 활풍에 동참한

경험올 통해 자역사회의 구성원들야 자연스럽게 자역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소속감과 정체감을 얻게 될 것임은 명백한 일아다. 성남사
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신도시들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통일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함양할 수 았을 것인자 그
묘안올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현실올 감안할 때， 밀튼킨즈

Living

Archive Proje<-t의 발상은 한국 신도시들의 행정당국이나 문화예술 판
련 단체 종사차블이 잔지하게 그 완용가능성을 검토해 볼만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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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Enjoyment System and Quality of Life
in the New Town: A Case Study of Milton
Keynes, Great Britain
Ik-Joo, Hwang

Thjs article aims at probing, through the case study of Milton Keynes,
which is often considered the most successful case of new town construction
in Great Britain, the ways whereby a new town may overcome its innate
disadvantages in terms of historically-given resources for culture-enjoyment
and create a social environment conducive to active culture-enjoyment of
the residents as well as promotion of the sense of belonging and local
community identity amongst them. The case of Milton Keynes shows that
there are certain pre-conditions to be met for a good culture-enjoyment
system to develop, such as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including ample
park system and efficient traffic system, as well as some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 promotion of social integration among the residents. Altogether,
these factors contribute to make the life in the new town be felt basically
comfortable both in its material and social senses thereb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The case of Milton Keynes shows, furthermore, that a
combination of the meticulous and considerate arts policy initiatives taken
by the Milton Keynes local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spontaneous
practice of the residents on the other, which have resulted in extensive
utilization of public art works as landmarks for the new town, emphasis and

financial support laid upon local community arts movement, construction
of large-scale arts facil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growth of the new town
population, and systematic PR of arts activities within the locality, is the key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culture-enjoyment system in the new town
of Milton Keynes.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the
implications of the Milton Keynes case for Korean new town policy makers
drawing upon the comparison with the failed case of the Sungnam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