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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축제에 나타난 장소마케팅의 성격 : 

참여주체 구조와 주체간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프린세스헤이만 

The Characteristics of Place Marketing Represented in Festivals 
in Chu'nch’ on : the structure of related agents an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m 
Princess Heyman 

요약 : 이 연구는 장소마케팅 전략 추진시 나타나는 관련주체 구조 및 주체간 갈둥관계를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축 

제들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지자체주도형 축제의 경우， 관료적이고 비전문적인 축제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정 

력과 기획력이 열악한 지역 문화생산집단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었다. 민간주도형 축제의 경우， 헤게모니를 장악하 

고 있는 서울 문화예술역량에 의해 지역문화역량이 배제되고 문화의 상품화를 둘러싸고 문화생산자들과 공무원간 

에 긴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분석결과 이와 갇은 주체간 다양한 갈둥은 축제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의 성격 - 지 

역의 미래상， 지역축제에 대한 관점， 축제에 대한 이해관계， 내재적 조건 - 과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각 지역 

이 처한 독특한 경제 · 사회 ·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또한， 위 분석결과와 관련지 

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올 지적하고 장소마케팅 전략이 지역의 총체적 성장을 담보해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 

주요어 : 장소마케팅， 문화전략， 축제， 관련주체， 지방자치단체， 문화생산집단， 갈둥， 관련주체의 성격， 지역의 내발 

적 발전， 문화의 상품화， 관료성 

Abstraα :p떠æ marke마19 is on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b땅es which aims at at없따19 enterprises, to띠$ 

and re성dents by the ∞，mm여i:fication of the regional culture. The place marke마1& strat영y of the C11’ unch’ on 

mur떠탱1 govemment had not 바:!en ∞nαe따ed UI1til 1995 when the 1α:al self-gov앙ning system started in the 

Korean society. Through a case study of 4 festivals held in Ch’ unch’ n, this reæarch analyzes the structures of re떠ted 

agents, ∞nfli띠ng relationships between them in all f，앉iv.려 proc않ses， and the ∞rrelation between these various forrns 

of ∞nfli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않ch agent.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2 CE.tegories according to the agent 

앉ructure of 않며 festival, that is, local govemment-initiated and private-initiated. In ∞nclusion， ba때 upon the 

an외yzed results, this study points out the structural problems em바최ded in plaæ marketing strategy in Korea, and 

proposes the right direction in which it should orient itself. 

Key Words : Place Marke미19， Cultural Strategy, Festival, Related Agents, Local Govemment, Local Culture

producing Groups, Characteristics of Related Agents,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Comm여ification of Culture, Bureaucr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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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하는 가운데 한 평가기준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 

에 갈둥발생의 형태를 서술할 뿐 이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성격 및 지역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 

1990년대 들어 한국의 도시들은 문화관광 전략， 구는 그리 많지 않다. 둘째， 서구 장소마케팅 전략 

특히 이벤트 개최를 통해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는 은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배경， 성격을 지니고 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문화전략은 범세계적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죄퇴를 경험했던 서구 도시 

들이 구사했던 ‘장소마케팅place marketíng’ 과 유 

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전략을 한국 도시가 

채택하게 된 것은 서구 도시처럼 장기간에 걸쳐 

심한 도시쇠퇴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범세계적 도시간 경쟁증가와 관광형태 및 수요의 

변화와 같은 세계화의 물결이 지방자치제의 실시 

와 문화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하나의 시대적 요 

구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장소마케팅 전략은 단순히 주어진 도시 

의 장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뿌리를 

둔 전통을 판촉하고 그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소신화를 꾸며내게 됨으로써 지역수준에서 광범 

위한 장소의 문화정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기업가주의적 경관조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재 

기 때문에， 서구의 맥락에서 도출된 장소마케팅에 

관한 이론을 한국도시에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장소마 

케팅 전략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를 철저하게 한국 

적 맥락 속에서 그 발생배경， 주요 유형， 공급 및 

수요 주체 구조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국내에서도 장소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지역에 대한 경험연구 보다 

는 선언적 방식으로 장소마케팅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연구들과 장소마케팅 전략의 유형을 소개하 

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문화기반의 도 

시개발 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연구가 다수 

동장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효과 외에 장소마케팅 

전략의 사회통합성과 같은 이슈를 심도갚게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 

편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부의 불평퉁한 분배 및 으로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미지 고양과 

이중도시 효과를 낳게 되어 재분배적 정의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펼치고 있는 장소마케팅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장 전략의 주체구성과 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각 주 

소마케팅에서 ‘주체간 갈등 관계’를 다뤄온 그간 체간 갈둥관계를 춘천시를 사례로 밝히고 이를 장 

의 연구를 살펴보면， 상품화되고 있는 ‘문화’를 소마케팅 관련 주체의 성격과 결부지어 설명해 보 

둘러싸고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키려는 지배집단과 고자 한다. 장소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역적 반웅 

이런 상품화의 과정 후은 그 결과에서 배제되는 은 각 지역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도적 위치’ 

집단간에 다양한 정치가 파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와 ‘전략적 지향’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 

하지만 이상의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 라서 도시개발전략에 대한 지역적 반응의 성격을 

고 있다. 파악하는 것은 역으로 지역사회가 어떤 경제 사회 

우선，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계된 주체들의 갈등 문화 지리적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을 다루는 대부분의 서구의 논의들은 한지역의 전 현재 지역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분 

반적인 장소마케팅 효과의 평가， 즉 경제적 효과， 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미지판촉의 효과， 사회통합성의 정도 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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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마케팅을 통한 지역 재활성화와 
관련주체간갈등 

장소마케팅의 개념 및 발생배경 

장소마케팅의 정의는，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 

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현상으로 이들이 기업가와 관광 

객 심지어 그 장소의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 

의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 

이다. 장소마케팅의 우선목표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기업가의 자본 

을 유치하는 경제논리를 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와 더불어 장소마케팅은 성공적인 공동 

체를 이루는 중요한 기제이며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제로 수행되고 있다 

는 선전도구로서 이용되기도 한다(Kearns & 
Philo, 1993).1) 

장소마케팅 개념이 도출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 

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이 

로인해 도시간 경쟁이 중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포스트포드주의의 유 

연적 축적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경제구 

조가 나타남에 따라 전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정 

치， 문화는 동일한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고， 국가 

보다는 각 도시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의의가 커지 

게 되었다. 도시정부는 범지구적으로 빠르게 회전 

되고 있는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가 

주의’ 이데올로기와 공공-민간파트너쉽이라는 도 

시통치체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다양한 장소마케 

팅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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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둘째， 문화가 도시의 경제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이다. 전세계적 산업구조 재편 

으로 인해， 서구사회에서 기존의 제조업은 죄퇴하 

고 주로 첨단산업， 과학기반 산업， 금융 서비스와 

기타 생산자 서비스 산업， 여가 레저산업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도시의 주체들은 구 제조업을 대 

체할 새로운 경제활동에 적절한 물리적 구조와 현 

장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 

력한다. 새로운 산업들의 특정은 소위 자본， 토지， 

노동과 같이 생산적 요소보다 이미지， 서비스， 디 

자인， 스타일， 광고 등을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 

으며 문화와 경제간의 영역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문화산업 뿐 아니라 첨단산업， 제조업이나 

농수산업 둥도 한 장소의 이미지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업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이 점차 환 

경의 쾌적성과 여가활용환경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장소의 이미지와 문화에 따라 기업이미지 

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를 의식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입지하게 

된 것이다. 

서구 장소마케팅의 주체간 갈등 

최근의 많은 경험연구들에서 나타나듯이， 장소 

마케팅을 비롯한 여타의 도시개발 추진체제의 구 

성요소와 지향 및 목표는 지방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장소마케팅 

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그 방향 및 과정， 그리 

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한 경 

험적 일반화는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마케 

팅 전략의 추진주체 및 수용집단의 구성형식에 따 

1) 장소마케팅은， 英美에서는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된 장소판촉(주로 이미지 개선)과 민관 파트너쉽의 장려가 연계되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네멀란드식 도시마케팅’라고 불리는 개념은 총체적으로 장소마케팅을 해 

석하여 ‘조화로운 도시’ 를 생산하기 위한 도시의 불리적 사회적 계획을 연결짓는다(Ronan Paddison, 1993). 한국에서 
는 ‘특정장소가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그 이미지를 부각하여 홍보함으로써 고객(관련산업과 인구 관광 
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소 광의의 해석을 내리고 었다(유우익， 1995, r지방화시대 농어촌 지역개발 
의 새로운 방향과 과저11 J ， 지리학논총 26호， 19-34. 이무용， 1997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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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 

| 외부판광객 | 

| 외부기업 l 

시지배체제urban regime' 에 대한 연구가 있다 2) 

체제적 관점에서 기업가주의적 지배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그러한 도시연합은 전형적으로， 

특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함께 기능 

하는 다원화된 이해집단들이 파트너쉽을 구성한다 

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주요 활동자들은 

도시정부 외에 전형적으로 부동산자본， 임대업자， 

공공설비업체， 기업집단， 무역조합과 같은 사적자 

본집단이다3) 미국의 경우， 도시정부는 지방국가의 

내재적 재정의 취약함 때문에 기업체의 특성이 북 

미 성장연합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 공급집단 R 수요집단 • 대조적으로， 영국도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지방 
〈그림 1> 서구 장소마케팅의 주체 구조 

라 이를 ‘지방정부와 사적자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 ‘문화 공급자’， ‘지역사회’로 나누 

었다(그림 1). 

@ 지방정부와 사적자본가 집단 중심의 성장연합 

‘기업가주의적entrepreneurial’ 이라고 불리우는 

‘신’지배양식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사적자본과의 

연합에 의해 도시정부의 지역경제개발을 촉진시키 

는 것이다(Logan & Molotch 1987; Cox and Mair, 

1988). 따라서 기업가적 정부의 도그마는 도시재생 

에 있어서 우선적 목표는 민간부문의 필요에 두어 

야 하며 공공의 자원들을 민간의 투자를 고양시키 

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로인해 사적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경 

계는 희미해지고， 공공부문은 사적자금에 더욱 의 

존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가적 정부로의 이행과 그것의 다양 

한 형태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적 연구로는 ‘도 

전문가， 행정전문가의 우세， 우월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당국에 의해 수행되었음이 사례연구에서 

자주 나타난다(Hubbard， P.1., 1995). 따라서 곁으 

로는 지방기업이 탁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기업공동체의 목소리는 여전히 영국 

의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신중하게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집단은 지역경제발전 및 재개발 프로젝 

트에서 한정된 범위의 이해를 대표하고 매우 분파 

적임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행위능력은 도시인구 

대다수의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다. 지배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연합의 내부적 긴장을 중재하고 

외부의 반대를 내부화시키거나 대중의 태도에 영 

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체제의 전개는 한 

편에서 배타적 정책결정과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를， 다른 한편에서 협상， 내부화， 상징적 이데올로 

기화가 활발해진다. 이들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더 

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것은 장소 

마케팅의 핵심인 도시의 물리적 환경 둥에 용해되 

2) Stone S., 1989, Regime politics - governing At1anta 1946-1988, Lawrenæ, KS: University of kans잃 Pr，않s; DiGaento 
A. and Klemans넙 J,S., 1993, Urban re.밍mes in ∞mparative pers야ctive - the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in Bri떠in， 

Urban Af없irs Quarterly 29, 54-83. Tirn H. et al., 1996에서 재인용. 
3) Carley, M. 1991, Bu허ness m ur벼n regeneration partnerships: a case study of B따ning띠m， Local Economy 6, 100-15 ; 

Irnrie, R., Thomas, H. and Marshall, T., 1995: Busin않s organization, 此a1 de야ndence and the ∞뻐cs of ur벼n renewa1 
in Britain, U r벼n Studies 32, 31-47. Tirn H. et aL, 19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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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상징적 문화적 요소들이다. 예컨대 도시 미화원 문화재cultural goods와 그로 인해 촉발되는 

의 포스트모던한 물리적 환경， 소비자 유인시설 문화적 소비는 개발자본에 의해 그 경제적 가치가 

(스포츠 센터， 컨벤션 센터 및 쇼핑몰) , 여가시설 인식되면서 “고급소비양식”으로 탈바꿈되고， 이로 

둥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잘 반영한다. 물리적 환 인해 자본집단과 문화집단간에는 상품화를 둘러싼 

경 변화 외에， 다양한 이벤트의 개최， 스펙터클의 긴장이 발생하게 된다. 문화적 소비는 상징적 가 

생산， 도시홍보， 이미지화 노력 등도 전개된다. 이 치 뿐 아니라， 자본축적 가치와 부동산 개발에 영 

는， 도시에서 새로운 장소를 개발하는 것은 도시 향을 미친다. 이런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간 

의 황량함과 소외에서 벗어나 고양된 이미지를 통 의 밀접한 연계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에 

해 새로운 사회적 연대감， 장소의 신뢰， 자부심 둥 반영되어 있다. 

을 낳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공담론을 불어 넣 

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 

전략의 이면에는 개발가， 자본가와 중간계급의 지 

배적 헤게모니가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데， 위에서 언급한 소비공간을 통해 이 헤게모니 

가 공간적으로 표현되고 있다(정병순， 1995). 

@ 문화 생산 집단 

장소마케팅 전략 실행에 있어， 앞에서 언급했던 

지방정부와 사적자본가 집단 외에 판촉되는 문화 

를 만들어 내는 문화산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이 

들의 역할을 짚어볼 수 있다. 이들은 지역경제와 

지역문화가 긴밀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장소 

마케팅의 속성상 문화의 소비를 추동시키고 상품 

화시키는 매개적 결절적 역할을 한다는 변에서 장 

소마케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문 

화 생산 집단이 문화중심적 도시개발전략과 관련 

을 맺게 되는 방식은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문화생산집단이 민관합동이 중심이 되는 성장연합 

에 참여해 일부 기능적 지위만 부여받게 되는 경 

우((그림 1>에서 문화생산자 1)와 둘째 문화생산 

집단의 문화자본 및 상정자본을 지방정부와 사적 

Waterrnan ( 1998)과 축제와 이벤트를 일시적 지 

형 학transitory topography로 명 명 한 Jar찌s(1994) 역 

시 공공 스펙터클은 이제 근대의 장소 판촉가가 

로컬러티， 지역， 국가를 재포장하고 재이미지화하 

는 연장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판촉 

가들은 이벤트나 축제를 발전을 위한 촉매로 간주 

하고， 따라서 더 많은 상업적 후원자와 관객을 끌 

어들일 수 있는 ‘안전한’ 예술을 장려하게 된다. 

지방정치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서) 축제 

기획가에게 이벤트에 대중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 

키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대중마케팅을 실시하고 기념물을 판매하면서 

축제는 대중문화행사로 변형된다. 재정난을 타개 

하고 지방정부와 자본집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기 위해 축제기획가들은 덜 모험적이고 싼 프로그 

램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사업적 이미지 창조의 매 

개물로 축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략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문화적 

으로는 덜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4) 이렇게 축제의 

문화적 측면은 관광， 지방경제， 장소판촉의 상업적 

이익과 별개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예술로서의 

축제와 경제학으로서의 축제사이에는 내재된 긴장 

자본집단이 상품화 산업화하려는 경우이다((그림 이 존재한다. 현재 큰 규모의 축제조직에서 가장 

1)에서 문화생산자 II). 두드러지는 이슈가 바로 이와 같은 ‘자본제공자’ 

후자의 경우， 예술공동체의 문화생산물에 상품 측과 ‘문화생산자’간의 긴장관계이다. 과정으로서 

화의 힘이 가미되면서 자본가집단과 문화생산자 의 문화를 생산물로서의 문화로 변형시켜 상품화 

집단간에 이를 둘러싼 긴장이 표출되게 된다. 심 하는 것은 문화적 목적을 정치 경제적 목적에 복 

4) Lewis, J. 1990, Art, culture and enterprise, London: Routledge. Waterman, 1998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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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략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지역의 저항은， 장소정체 

이에 축제를 구상하는 설계자들은 종종 보조금 성의 배제로 인해 나타나는 ‘장소의 문화정치’， 

을 제공하는 성장연합 주도세력들의 기대와는 반 장소마케팅 전략의 불균둥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대로 이 축제가 거행되는 공동체의 이미지와 열망 나타나는 ‘재분배적 정의에 대한 정치’， 성적 정 

을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작업들 뒤에 체성에 따른 배제로 인해 나타나는 ‘타자화된 섹 

놓인 철학은 예술을 상품이나 소비자주의 경제로 

간주하는 사조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들은 경관을 

살아있는 극장으로， 관객을 공동체로 변환시킨다. 

슈얼리티의 정치’ 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장소의 문화정치는 장소에 강력하게 뿌리를 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화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의 연합으로부터 도출되었다. 기업가주의 

@ 지역사회와 장소마케팅 추진 주체와의 관계 전략이 피상적인 ‘복사껴csimile’ 문화를 제공한다 

장소마케팅에 관한 그간 학계의 논의들은 기업 는 것을 드러댐으로써， 그러한 저항집단들은 항상 

가주의적 도시경관은 새롭게 형성된 도시체제의 더욱 갚게 뿌리를 둔 ‘살아있는01핸nic’ 문화를 주 

응집력을 위협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부터 사람 장한다. 그러나， 특정개발 및 그것과 관련된 과정 

들의 주의를 전환시켜， ‘시선을 끌고 즐거움을 제 에서 저항집단들의 영향은 주변적이거나， 저항담 

공’할 수 있으며，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를 식민화 론이 지배집단에 의해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킨다고 주장되었다 5)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문 (F때1stein and Fainstein 1985). 저항담론의 흡수와 

화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쟁들을 얼버무 지배집단에 의한 공동체 역사의 전유는 기업가주 

리면서 몇가지 점에서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 

었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도시판촉의 재현들이 

지역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가에 대한 설 

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레이와 밀즈는 볼티 

모어 항구의 재개발에 대해 ‘ ... 카니발의 가면은 상 

품화의 소외를 은폐시킨다’고 말한 하비의 해석방 

식이 경험적 이론적으로 피상적이라고 비판하고， 

상이한 위치에 있는 사회집단들의 ‘해석의 다원 

성’을 밝혀냈다6) 비안지니와 파킨슨(1993)은 문화 

전략의 이용이 그 상대적 신선함 때문에 도시재생 

의 비저항적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경험적인 증 

거와 그간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립과 저항의 경향 

이 점점 공고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 

구를 기반으로 해서 장소마케팅의 이미지조작 전 

의적 엘리트들의 활동과 도시의 변형을 정당화하 

는 중요한 도구로서 요구되었다. 

두 번째， 기업가주의 정책이 지니는 불균등한 

부의 분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업가주 

의 전략은 새로운 도시 ‘최하충underclass' 의 창출 

과 관련되어 이른바 ‘이중’ 도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된다 7) 스미스는 기업가주의 정책의 가장 중 

요한 특정은 그것이 사회정의의 원리보다는 경제 

성장의 이상에 몰두함으로써 신도시지리를 창출하 

였다고 한다 8) 

이런 사회정의의 문제는 재분배 문제를 넘어서 

기업가주의 정치가 주변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관 

련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지만， 아직 지속적인 

경험적 연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하나의 

5) D않r， M., 1995, “Prolegomena to a postmodem urbanism. In Healey, P., Cameron, S., Davoudi, S., Graham, S. and 
Madani-Pour, A., editors, Managing cities, Chichester: Wiley. T바1 et al, 1996에서 재인용. 

6) Ley, D. and MDls, C., 1993, Can there be a postmodernism of re잉stance in the ur벼n landscape? Knox, P., editor, 1993 
에서 재인용. 

7) Mollenkopf, J.H., 1983: The contested c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im and Hubbard, 1996에서 재 
인용. 

8) Srnith, S,J., 1990, Society, space and citizen ship: human geography for the new times?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graphers 14, 144-56. Tim and Hubbard, 19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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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거시적 배경 속 

에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와 

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실 

시’와 ‘문화정책의 변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장소의 고유성을 홍보하고 상품화시 

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직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지자제의 실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의 경제와 정치를 관장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지자체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된 지 

역의 문화전략은 일종의 민선자치장의 경제적 정 

치적 부담의 해소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 

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점차 사회적으로 중요해지 

고 있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들이 여러 

차례 논의되면서 문화정책은 그 어느때보다도 새 

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90년대 새로운 성격의 문 

화정책은 1993년 이후 새정부가 출범하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단 

체의 도시행정 개념을 변모시키고 있다. 즉 중앙 

정부의 지속적 문화예산의 확대 및 문화향수에 바 

탕한 생활문화의 강조， 그리고 지방화와 세계화를 

강조하는 정책전환은 지방도시들의 자신의 역사 

와 문화에 바탕을 둔 지역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도시화나 산 

업화로 인해 상실되는 아이멘티티와 공동체의식 

을 도시안에서 재발견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겨 

져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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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타자의 other' 섹슈얼리티 형성， 특히 정상 

/호모의 이분법 영속화에 있어 신도시정치의 역할 

에 대 한 문헌의 증가이 다(Bell 1995; Knopp 1995). 

그러한 연구는 계급문제에 몰두해 있던 도시정치 

적 논의들의 경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국가가 

시민을 정의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장소마케팅 각 주체간 갈둥관계 

는 〈그림 2>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장소마케팅 

추진주체가 각 지역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 

라 다른 것처럼， 각 지역의 장소마케팅 추진과정 

에서 나타나는 주체간 역학관계도 역시 상이한 조 

직자원， 리더쉽 기술，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수준에 

서의 제도적 관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요집단 --

띠
 벼
 벼
 
] 

〈그림 2> 서구 장소마케팅 주체간 갈등 유형 

3. 효택도시의 장소마케팅 전략 

+-- 공급집단 

축제·이벤트전략 

현재 한국도시에서 실행되고 있는 장소마케팅 

방식은 ‘매체를 통한 장소이미지의 홍보 판촉’， 

‘문화예술지구 및 문화의 거리 조성’， ‘역사문화 

탐방코스 조성’， ‘문화시설물 건축’ 등으로 다양 

, ‘ ) 「l 
l 

발생배경 

한국도시에서 장소마케팅 전략이 도출된 배경은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지구적 자본의 유동 가 

속화와 그로인한 도시간 경쟁 증가’ 및 ‘도시의 

생산성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 증가’ 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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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지자체에 의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마케팅 방식은 이벤 

트 및 축제 전략이다. 

한국 지방도시에서 이벤트관광 개발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박석희， 1997). 첫째， 기존의 

다른 관광상품 개발보다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대규모 관광단지나 문화시설물 및 상 

징물 개발시에는 외부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을 다량 

투입해야하는데，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형편상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기 때 

문이다. 둘째， 축제나 이벤트 관광상품 판매를 통 

해 얻는 수익은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기 때 

문이다. 셋째， 관광성향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용이 

하다는 점이다. 넷째， 어느 지역에서나 지역의 역 

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크고 작은 축제나 이벤트 

소재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비수기 

극복수단으로 활용가능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진흥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ex. 이천 

과 여주의 도자기 축제 전남 낙안의 남도음식축 

제 둥) , 이벤트개최를 통해 정적인 문화관광시설 

을 동적으로 천환시켜 관광매력물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거나， 동일시설에서 이벤트를 개최함으 

로써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었다(정강 

환(b) ， 1996). 

지역문화위주의 정책이 시작되고 전통문화에 대 

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 

축제는 두자리 숫자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자제가 실시된 90년대에 

들어와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는 중앙정부의 천반적인 문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지역축제는 개최 

목적에 따라서는 주민화합축제 (68.9%) 가， 축제 프 

로그램 구성형식상으로는 종합축제 (49.0%)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역 

축제가 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개최되고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장소마케팅의 전략 

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과시적인 일회 

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성공적인 

장소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장소마케팅 전략의 주체구조 

장소마케팅 전략의 동장배경과 사회 경제적 배 

경 및 그간의 국가적 발전과정이 차이를 보이는 

까닭으로 한국에서의 장소마케팅 주체구조는 서구 

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의 장소마케팅 추 

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이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이 미약함에 따라 강력한 

민관합동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간 문 

화산업에 대한 관심미비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충 

분한 문화생산자 집단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지역 

문화예술의 불평둥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문 

화예술활동은 열악한 수준을 답보하고 있는 상태 

에서， 이들 집단이 장소마케팅 전략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기능적 부분밖에 될 수 없다. 이에， 

한국 장소마케팅 전략 공급 주체구조를 〈그림 3)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체구조 

는 지방정부의 자치적 역량과 민간자본의 지역고 

착성이 오랜기간 동안 숙성되고 온 서구의 전통과 

달리， 그간의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아래 지방자 

치체가 중앙의 부속기관처럼 역할해 왔고 자본의 

[]// 4
’’ 

Q 

•- 공급집단 R 수요집단 -+ 

〈그림 3> 한국 장소마케팅 주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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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중으로 대자본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없었 강원도의 수부로서 수도 서울로부터는 동쪽으로 

던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예술(산업 9아ffi1 떨어진 북한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1960년대 

의 서울집중과 이로인한 열악한 전문인력 재정력 

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생산은 제자리걸음 혹은 퇴 

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주체의 내재적 속성은 지역의 장소마케 

부터 춘천은 3개의 인공호수를 포함하고 있는 전 

국 유일의 호반 관광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춘천의 이러한 지리적 자연적 조건으로 인 

해 정부주도에 의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본격화된 

팅전략이 범지역적인 문화협동관계를 맺기보다는 1970년대부터 그린벨트，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획을 독점하고 지자체가 로 지정되고 수도권 1일 관광지로 설정되어 도시 

자본적 역할까지 수행하는 반면， 민간자본과 문화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춘천은 

생산자들이 보조적 형식적 역할을 맡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장소마케팅 전략인 

축제의 주체구조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지방자치 

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부(예총 지부) , 

지역문화원에서 주최와 주관을 맡고 있으며 9) 부 

분적으로 축제관련 위원회 혹은 지역의 이벤트회 

사나 기획사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추미경， 1997). 

지역축제는 행정기관의 주도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인력이 결합할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즉， 한국 지역축제의 경영조직은 관료적이 

고 비전문적인 정부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지원체계와 전문적 기획 운영인력이 

결합되는 구조는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 지자체는 서울의 문화예술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하는 도시로 발 

전방향이 규정지워져 왔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산 

업발달을 위한 지원은 받지 못한 채 개발이 규제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1995년 6월 선출된 최초의 민선시 

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춘천자 

치체에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 

다. 이는 〈애니메이션산업과 생물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산업도시 구현〉 및 〈이벤트 개발을 통한 관광 

수입 극대화〉라는 두가지 목표로 방향지워진다. 이 

두전략을 통해 춘천시가 지향하는 바는 ‘문화예술 

의 도시’ 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 

하고 관광소득을 극대화하여 이를 통해 정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능력에 의지하게 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역량 발 춘천자치체가 문화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다음 

전 기회가 상실되므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과 같은 네가지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도시개발 제한 

을 들 수 있다. 춘천권을 그린벨트로 묶고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및 1일 관광지로 규정한 정부정책 

4. 축제의 주체구성 및 주체간 갈등: 춘천시 으로 인해， 춘천시는 2차산업 발달이 미비하고 3 

사례연구 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춘천 

시의 청정한 수질과 산림은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2차산업에 의한 지역발전 전략에 애로가 될 뿐 아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현재 한국의 가장 대표적 

장소마케팅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벤트와 축제 

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는 춘천시이다. 춘천시는 

니라 토지이용상의 제약을 초래해 자유로운 도시 

공간 개발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 

업 및 도시 구조로 인해 춘천자치체는 지역의 산 

9) 나승만， ‘현행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과제’한국의 지역축저니， 문화체육부， 1997, p 196. 1997년 현재 전국의 지역축제 

는 93%가 官과 관련된 이상의 조직이 축제를 경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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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재편에 대한 필요성과 자연관광으로 관광산 국제연극제 동 세계적인 문예행사의 지속적인 성 

업을 육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 

었고， 이는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을 모색하도록 추 

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전망이다. 춘천은 

수도권과 불과 1시간 30여분 거리에 있어 잠재적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할 수 있으나， 수도권과의 

주요 접근망인 경춘선 철도와 경춘국도가 매 주말 

과 하절기 휴가철마다 극심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끌어들이는데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속도로의 착공 계획， 경춘선 철도 

공개최를 이룩한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춘천자치체는 축제전략을 통해 춘천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민선자치장은 기존의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지원 증대 외에， 춘천의 전통음식인 막국수를 이 

용한 춘천막국수축제와 춘천시가 산업구조재편의 

방향으로 선정한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 홍보하기 

위한 만화축제를 발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지역의 제반조건은 춘천민선시장이 

첨단산업과 관광이벤트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 

복선화 계획 둥이 추진중인데， 이들이 모두 완공 운 지역산업전략을 채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 

되면 춘천과 수도권과의 연계교통망은 획기적으로 인들로 작용하였다. 이 두 산업은 공해를 일으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춘천시 문화 지 않는 산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라는 

예술산업에 대한 수도권 인구의 잠재적 수요 전망 구속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 

이 한충 밝아지면서 춘천자치체가 문화관광산업을 존의 교육 행정도시/문화도시로서의 춘천의 위상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지역 문화예술 수요충 즉， 학생， 공무원들 

의 존재이다. 행정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알려진 

만큼， 춘천시에는 많은 도단위급 기관들과 고둥교 

육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사회 

계충 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지역의 이러한 잠재 수요충의 존재 

는 춘천자치체가 ‘문화예술의 도시’ 전략을 펼쳐 

나가는 중요한 배경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 하드인프라의 

풍부를 들 수 있다. 95년 춘천시는 문화체육부로 

부터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전국 최우수 문화도 

시’로 선정됐다. 이는 인구 일인당 문화인프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어 

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제마임축제， 국제인형극제， 

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춘 

천지자체는 인식한 것이다. 여기서 관광이벤트전 

략은 자연관광위주에서 문화관광으로 전환시켜 지 

역의 관광산업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점과 첨단산 

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로 기능한다 

는 점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축제의주체구조 

춘천시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약 11개 

정도 되는데， 이들 중 춘천자치체에 의해 적극적 

으로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는 축제는 춘천 

국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 춘천막국수축제， 춘 

천만화축제이다. 이들 축제들은 행사 주도집단에 

〈표 1> 연구대상 축제 

촉쩨명 i 최초 개최시기 
행사때용 주도집단 채최번도 (채최7tlH 

훈흰 막국수축뼈 춘천자치단체 (농정과)" I 1996 9월 (5일) 산업축제 

훈천 만확촉채 춘천자치단체 (정 책담당관) i 1997 10월 (16일) 산업축제 

홉천 국40~입째 민간예술인 (마임극협회) I 1989 5월말 (5일) 푼화예술축제 

춘천 인형국채 민간예술인 (언형극협회) I 1989 8월초 (5원) 푼화예술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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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크게 지자체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행사 지자체주도형 축제도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 

내용에 따라 산업축제와 문화예술축제로 구분할 는 지자체주도형 축제의 주체구조와 거의 동일한 

수 있다. 지자체주도형 축제인 춘천막국수축제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춘천만화축제는 각각 춘천시청 농정과와 정책담당 춘천의 지자체주도형 축제들은 표면상으로는 민 

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관결합형 조직체인 위원회가 축제 주최를 맡고 있 

실시된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이 춘천을 ‘축제와 문 으나 사실상 춘천시청 해당과의 공무원이 축제 전 

화예술의 도시’ 로 발전시키고 해당 산업， 즉 메밀 

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 · 홍보하기 위해 시 

작한 것이다. 춘천의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는 

한국 지역축제 구조상 매우 드문 사례로서， 서울 

의 문화예술인들이 춘천의 지역이미지를 고려해 

80년대에 축제개최 도시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이들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는 초기에는 단순한 

과정을 기획 집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10) 사무국 역 

시 비전문적이고 문화예술행사에 훈련되지 않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행정기관의 

운영 메커니즘에 일차적으로 종속된 채 진행되고， 

운영 공무원의 배치마저 단절적으로 이뤄짐에 따 

라 전담인력의 노하우와 전문성 축적에 심각한 장 

애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민간자본의 재정지원 

〈표 2>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산업축제의 주체구성 

| 훌천막국수촉채 l 훈훤국제만확촉채 
~ r- Xlrl 훈천자치체 |훈천짜치쳐l 
T도집단 ! "'-~ ~.，~， -~:-.~ ~， ~ _, ~~ ~， _~~ 1 

1+ 춘천막국수측제 추진위원회 1+ 춘천국제만화축제 조직위원회 
촉채사무국 

‘빠뿔性 「임시적/춘천시청 농정과 \.상젤적/춘천소재 
/운영인력 「춘천시청 농정과 공무원 1. 춘진시청 꽁무원 + 계약직 전문가 
「전담인력의 지속성 「단절적 |‘상젤적 

71.획 및 집행 

「기획사 「외지(서윷) 기획사 | 외지(서울) 71 획사 
「집행인력 「공무원 + 기획사 + 추진위원 | 사무국 공무원 + 전문가 + 기획사 

째정적 기반 |춘천시 + 기업협찬 |춘천시 + (주)포테이토 + 기업협찬 
경관변확주체 i춘천자치체 i춘천자치처1 

외지인들의 문화예술행사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였 

으나， 95년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문화예술 도 

시’ 육성 정책에 따라 춘천시의 지원을 받게 되면 

서 지역축제로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주도형 산업축제 

한국 지역축제의 경영조직은 관주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인력이 결합할 구 

조를 상실하는 경향이 크다. 춘천에서 개최되는 

이 미약하여 춘천자치체가 자본의 역할까지 담당 

하고 있으므로 축제운영이 관료적 · 비전문적인 정 

부행정기관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었다. 

또한， 축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술적 진행을 

담당하는 기획사의 경우 재정력과 기획력이 뛰어 

난 서울 기획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생 

산집단들은 원천적 혹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현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으 

10) 춘천시에서는 막국수축제와 만화축제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나， 
이들 위원들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구성되고 선정되어 소속이 불분명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위원회는 
축제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축제의 안정적 운영이나 지속적인 홍보，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을 통 
한 체계적인 축제추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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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자체의 재정지원 한계 및 지역문화예술역량 

의 열악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 

예술역량의 배제는 역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을 의미하므로 이 

는 지역문화예술이 계속 퇴보하게 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또한 축제사무국과 전담인력의 지속성 

에 있어서도 단절적인 경향을 나타내므로， 축제에 

대한 준비가 부실해지고 노하우 및 경험축적의 기 

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축제는 독창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의 민간주도형 문화 

예술축제(춘천국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는 관 

주도의 축제가 민간에 이양된 형태가 아닌 처음부 

터 민간이 발의하여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난다. 한국의 지역축제 대부분이 해당관 

청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고，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예술적인 성격이 강한 축제에서도 예술적 운 

영의 책임구조 및 예술경영의 전문적인 담당구조 

없이 공무원 중심의 행정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 3>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의 추체구성 

t----’‘…· 지도객 마 춘염천작국인뼈(로마쩔입화극된제 외지인) 춤천인형극쩨 

(쭈~)B사(서울) 

주도집단 + 마임극협의회(서울- 종선) + 인형극혐의회(서올) 
+ 운회기회가(춘천) + M7] 확사(서올) 

축쩨사무국 
·훌훌뿔性 '1' 상전 적/춘-천내부- 소채 임사적/서융 소재 

운전기획담영기사인획인력력 및의 집 지행속성l 「j 춘 t
J

} 임천 지극속인적 획사 + 지역운화가찍가 (주) B사 
획가」 jM 4 M1 지끼기속획획사사적((서서융) 

·집행인력 기획사 인력 + 지역 문화기 윷) + B사(서울) 
+ 지역자원봉사자 + 지역푼화기획가 + 지역자원봉사자 

째징적 기반 춘천시 + 중앙정부 (+ 춘천기업) B사(서올) + 춘천시 + 중앙정부 
춘천자치체 

·관점 . 관광이벤프;차제 
·전담조직 푼화예술파 

·역활 재정적/행정적/인적 지왼 

경관변화주체 s;，.쩔화뛰 외지예술인 

인 성격을 상실하고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을 구비 

한 일회성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춘천지자체주도형 산업축제의 주체구 

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 

한국 지역축제의 경영조직의 대다수가 관주도로 

‘판팡이벤프축제 
문화예술파 

「’춘재천정지적·치/체행정적/인적 지원 

점에서， 춘천국제마임축제와 춘천인형극제의 조직 

경영 사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경영조직구조와 

주체참여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1) 

춘천인형극제의 경우， 외지인들이 축제의 헤게 

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내지인들은 보조적인 역할 

에 그치고 있다. 축제 사무국도 축제재정 및 인력 

을 지원하는 서울의 B사나 M기획사에 개설되어 

11) 이렇게 민간이 축제의 주도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의 예술인들이 초기에 춘천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을 

때 官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12) 춘천에서의 마임축제 개최를 결정했던 지도적 마임극인은 95년 춘천에 정착한 이후로 마임교실과 마임소극장을 여 
는 둥 지역에 마임극을 뿌리내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그를 가리켜 ‘로컬화된때lized 외지 예 

술인’이라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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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설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축제 기 

획기간 중 지역적 여건의 반영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집 

행부의 축제진행에 상당한 혼란과 마찰이 빚어지 

고 있다. 비록 인형극제가 외부적으로 상당한 인 

지도를 얻고는 있지만， 이러한 축제 주체구조는 

진정한 지역축제로의 발전과 축제진행의 체계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 

로， 마임축제는 로컬화된 외지예술인12)에 의해 축 

제 사무국이 지역으로 이전되고 범지역적인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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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도시’ 이미지와 그 구현에 대한 합의 

춘천시 축제에서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 

은 ‘장소의 문화정치’나 ‘분배적 정의’를 둘러싼 

갈동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 지자체주도형 산 

업축제와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축제 

관계자들과 관람객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 

과， 기존 춘천의 이미지와 축제의 이미지가 상당 

히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형 축제를 

발의한 외지 예술가들은 문화예술의 이미지와 춘 

천의 청정자연 이미지가 상호융합되어 시너지 효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기획가들 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하에 춘천의 

에 의해 마임축제와 축제사무국이 상시적으로 운 축제개최를 결정하였었다. 지자체주도형의 경우에 

영되고 있으며 마임극협회와 지역문화기획가들간 

의 협력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게 조율되고 있다. 

춘천지자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본격적으로 

도， 춘천시 공무원들이 이들 축제를 개최한 것은， 

막국수는 이미 전국적인 춘천의 상징이고，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춘천의 자연친화적 환경과 어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 축 울릴 뿐 아니라 최근 춘천의 이미지로 새롭게 부 

제 수입원 중에서 춘천시의 재정지원이 가장 큰 상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이미지와 어울련다는 판 

비중을 차지하고 축제관련 경관변화에 있어서도 단에서이다. 이는 ‘춘천이미지와 축제이미지와의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문 부합성’에 관한 관람객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히 긍 

화예술축제를 관광이벤트로 간주함에 따라， 문화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축제이미지와 춘천이 

예술축제 집행부와 축제에 대한 인식 및 기대효과 미지가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마임축제의 

에서 갈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경우 춘천시민 82.8%, 외지인 85% , 인형극제의 경 

한다. <그림 5)은 춘천 민간주도형 축제의 주체구 우 춘천시민 72.7%, 외지인 82.8% , 막국수축제의 

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경우 춘천시민 75% , 외지인 71.4%로， 만화축제의 

경우 춘천시민 64.3% , 외지인 63.0%로 나타났다. 

축제를 둘러싼 주체간 갈등 

한국의 장소마케팅의 경우 서구와는 상이한 주 

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주체간의 역학관계 

게다가， 춘천의 기존이미지와 새롭게 구축하려 

하는 ‘문화예술’의 이미지가 상호융합되고 있다는 

공통된 합의를 넘어서서， 각 축제의 집행부와 지 

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춘천의 미래상’으로 ‘문화 

예술의 도시’ 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고 있음이 나 

또한 서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타났다. ‘풍요로운 도시가 되기 위한 과제(춘천시， 

갈둥을 언급하기에 앞서 각 주체들 즉， 지자체， 문 1997) ’ 및 ‘춘천의 미래상(관람객 설문)’ 에 대한 

화생산집단， 지역사회， 관람객간에 합의되고 있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교육 · 문화 · 예술분야 이벤트 

이슈에 대해 먼저 다뤄보고 이러한 합의의 배경을 사업의 활성화(82.6% )와 ‘문화예술 · 관광도시 (60 

분석해 보겠다 -80%) ’ 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이런 춘천의 미래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는 각 

13) 마임축제에서는 지역사회 시민들이 축제공급자로 피드백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지역주민에 의해 축제캐릭터가 도 
안되고 축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둥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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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에서의 시민참여에 

서 엿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 

나고 새로운 자원봉사단체 결성되는 동 다양한 방 

식의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13)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지역사회내에서， 그리고 

행사주체간 강한 합의가 나타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 

했듯이 ‘청정자연’과 ‘호반’이 중심이 되는 기존 

의 춘천이미지와 현재 각 축제에서 구현되는 문화 

예술의 이미지와는 상호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축제집행부 뿐 아니라 일반시 

민에게도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춘천시의 독 

특한 취업구조와 인구구조 때문이다. 춘천시 산업 

구조의 주류를 이루는 도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둥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축제개최로 대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우선적 이해관 

계가 있으므로 축제개최에 대해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춘천시는 인구 및 계충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들과 고둥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춘천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현대형 축제에 대한 호감이나 참여 

도가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었다. 셋째， 춘천인 

구의 35%가 춘천 출신일 정도로 외지유입 인구비 

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춘천문화에 전통적 요소보다는 현대적 요소가 더 

l 지역사회 l 
| 외부판광객 | 

l 외부기엉 l 

-- 공급집 단 11 수요집단 -

〈그림 4> 춘천 지자체주도형 축제의 주체간 갈등양상 

@ 각 주체간 나타나는 갈등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지자체주도형 축제에는 다 

음과 같은 3가지 갈둥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4) ). 

첫 번째 갈등은 지자체와 지역의 문화생산집단간 

에 외지기획사 선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내발적 

발전에 대한 갈둥’ 이다. 이는 주도주체인 춘천자 

치체가 전국규모(막국수축제) 혹은 국제적 규모 

(만화축제)의 축제라는 이유로 재정적 기반이나 

기획력， 축제개최경험이 서울소재 기획사에 비해 

떨어지는 지역기획사의 참여를 배제하게 됨에 따 

라 나타나는 갈등이다. 이에 대해 기획사 둥의 지 

역관련업체는 진정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업체를 고용하여 관광수입증대와 지역의 문화 

역량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하게 들어날 수밖에 없는 ‘춘천문화의 모더니즘 둘째， 서로다른 특성을 지닌 집행부내 공무원과 

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 전문가 집단간의 ‘전문성과 관료성을 둘러싼 갈 

다(강원사회연구회. 1997). 이런 이유로 춘천과 아 등’ 이 나타난다. 전문성의 정도와 일의 진행방식 

무런 연고가 없는 문화예술이 춘천에 유입되더라 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상대집단과의 짧은 

도 큰 마찰없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적응시간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두집단 즉， 관료 

그러나，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집단과 전문예술인집단이 집행부에 공존하면서 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상을 실현해 나가는 제를 진행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갈둥이다. 

과정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셋째， 축제성격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참여업체 

서는 각 주체간 관점 및 이해관계상의 대립이 나 와 춘천자치체간에 나타나는 ‘축제위상 및 기대효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체간 드러나는 갈등양 

상은 각 축제유형의 주체구조를 역으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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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둘러싼 갈둥’ 이다. 지자체주도형 축제는 본 

질적으로 산업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관련업 

체들과 집행부의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l 지역사회 | 

l 외후판광잭 l 
l 외부기업 l 

.-- 공급집단 11 수요집단 ~ 

〈그림 5> 훈천 민간주도형 축제의 주체간 갈등 앙상 

기대수준을 충족시켜주는데 실패함으로서 나타나 

는 갈등이다. 만화축제의 경우 춘천입주업체들의 

기대효과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견본시였으나 지자 

체가 축제를 주도하면서 단순한 애니타운 홍보용 

축제로 전락하면서 관련업체들이 축제참여를 꺼려 

하고 있다. 

민간주도형 문화예술축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2 

가지 갈등양상이 나타난다(<그림 5)). 첫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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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갈동양상을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갈둥의 단계이 

다. 그러나 지방자치체의 재정이 바닥난 IMF 시 

대에 춘천시의 지원금을 두고 벌어질 춘천시와 문 

화예술 관계자들간의 줄다리기는 더 힘겨운 양상 

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5. 각 주체의 성격과 주체간 갈등과의 관계 

위에서 나타난 축제주체들간 도출되는 갈둥관계 

는 이 갈등관계에 포함된 세 주체집단의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주체간 갈동을 도출시 

키는 각 관련주체의 성격은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춘천의 미래상’ ‘지역 축제에 대한 관점’ 

‘축제 참여 목적(축제관련 이해관계)’， ‘내재적 조 

건’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부내 외지주체와 지역주체간에 ‘지역의 내발적 발 축제관련 주체의 성격 

전에 대한 갈둥’ 이 나타난다. 집행부내 외지(특히 

서울) 주체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지역주체들이 

주변적 역할로 밀려남으로서 경제적 문화적 이득 

이 외부로 유출되고 문화적 경험과 자원을 지역내 

에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논쟁을 둘 

러싸고 나타나는 갈둥이다. 축제 헤게모니 장악을 

통해 내적으로부터 발전을 추동하고 발전의 결과 

를 지역으로 되돌리려는 지역주체들의 저항과 외 

지주체의 헤게모니 지속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춘천지자체와 문화예술축제 집행부간에 

‘축제위상 및 기대효과를 둘러싼 갈둥’ 이다. 이러 

한 갈등은， 지자체는 문화예술축제를 ‘문화’ 의 의 

미보다는 ‘상품’의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문 

화예술축제 집행부는 저급한 ‘상품화’보다는 ‘문 

화예술의 질 고양’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두 집 

단간 의미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두 집 

단간 관점과 기대효과에서의 차이는 아직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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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자치체가 민간주도형 축제를 지원하고 새로 

운 지자체주도형 축제를 창출하게 된데에는 크게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나눠서 살 

펴볼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춘천시의 이미 

지 고양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의 문화인 

프라 구축을 통해 첨단 고급기능을 유치’ 하는 것 

이다. 그외 부차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산업축제 

의 경우 관련산업 (ex. 메밀산업과 애니메이션산 

업)의 홍보 및 매매의 장을 마련해 이들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민선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고 

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춘천자치제가 보유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미래상이나 지역축제에 대 

한 관점을 샅펴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춘천의 

미래상’이나 ‘지역축에 대한 관점’에서 축제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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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성격인 문화적 측면이나 이런 문화산업이 치단체와 서울 문화예술집단에 의해 구조적으로 

육성되기 위한 지역문화적 네트워크는 무시한 채 배제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지역의 내발적 발전 

무조건적인 경제적 관점(즉， 사계절 이벤트산업 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 문화인프라를 육성하는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만을 견지하고 있음 일을 우선시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여론 

을 알 수 있다. 이는 축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을 형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언론 뿐 

지자체가 구비하고 있는 내적 조건에서도 나타난 아니라 시민단체 및 관련연구원에도 이와 같은 의 

다. ‘문화예술도시’ 육성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춘천시 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축제 

나 이벤트성의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민선시장과 관련 공무원 

들의 헌신성에 대한 평가는 높으나， 순환보직근무 

로 인해 공무원들의 비전문성과 관료적 성격은 여 

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충분한 준비기간과 검토없 

견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범 

지역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는 못하다. 

서울소재 문화생산 집단에게 춘천지역은 단지 

인형극제를 개최하는 예쁜 용기에 불과하며 문화 

예술축제를 비전문가가 주도함으로써 축제의 독 

특성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 

고 있다. 따라서 춘천의 미래상도 단지 ‘문화예술 

이 지방자치행정의 치적을 위해 과도한 축제가 급 이 존재하는 도시’， ‘축제가 개최되는 도시’라는 

조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인적 문제를 해 이미지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이들의 

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마저 부재한 상 관점은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역량이 떨어지는 지 

태이다. 재정적 자원에 있어서도 춘천시자체의 재 역 문화생산집단을 배제하게 된다. 또한 성공적인 

정자립도의 부족으로 인해 행사예산 대부분을 시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인지도가 높은 인형극제의 

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춘천시의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집단의 

축제들에 대한 지원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무리 도전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전국적 지명도를 높인 

인 상태이다. 다는 계산이다. 결국 지역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결국 춘천자치체는 진정한 지역경제발전전략으로 서울 문화생산집단은 지역을 대상화 추상화시키 

서 축제전략을 추진하기에는 내적 자원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역축제， 더 나아가 지역 

문화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지역의 문화협동 

체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지역의 문화생산 집단(문화단체， 문화산업 

체 둥)들은 지역축제는 열악한 지역의 문화관련 

산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기반 

을 구축하게 되는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지역의 미래상도 ‘문화예 

면서 지역민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갈등양상과 주체집단의 성격과의 관계 

Boyle(1997)은 연구자 자신의 구조주의적 시각 

을 탈피해 저항하고 갈둥을 일으키는 각 주체의 

제 도적 위 치institutional position와 전 략적 지 향 

술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역량 수준 제고’를 통한 strategic orientation을 분석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 

‘문화예술의 도시’ 구축이다. 따라서， 이들이 바라 다. 춘천에서 나타나는 갈둥들도 각 주체의 제도 

보는 ‘지역축제’라는 것은， 지역의 인적 · 물적 자 적 위치와 전략적 지향이 교섭되고 경합됨에 따라 

원이 총동원되어 축제를 주도해 내발적 발전을 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 각 축제 

루는 것이다. 이들은 춘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에서 나타나는 갈동의 유형은 주요한 주체들의 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으나， 이들의 열악한 격과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 

내적 조건으로 인해 각 축제의 주도주체인 지방자 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주체간 갈등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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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대한 갈듬 

관광수입종대 
억활 

혹뼈의 구조 

전국규모 및 
산업축제라는 이유로 
춘천자치체에 의한 
지역기획사 참여배쩨 

l 용힘 f’.，.."-" I 지역기획사 i I춘천지자체 l 1'"μ. ~I" '"'1’ l 참여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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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총체적 지역문화역합 향상올 
흉한문화예슐도시 싫현 

지역문화역량 수준 
채고의 기회 

〈그림 6> 지자체주도형 축제 갈등 l 

축제위상 및 기대효과를 둘러싼 갈등 
혹빼의 구조 

애니메이션 견본시톨 지향하고 
훌밭한 촉제카 애니타운 홍보에 

의미률 둔 가족 대상혹제로 
전락 

혹제위상및 

기대효과톨 둘러싼 
갈등 

견본시로의 
축채방향전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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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이벤트 (홍보이벤트 )와 
산업견본시 산업견본시 

〈그림 7> 지자체주도형 축제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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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인과 그 발생 메커니즘을 밝히고 더 나아가 하게 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본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해， 

성장전략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 @ 지자체주도형 축제의 갈등구조 

\X 

축제외 구조 

짧은 적응기간으로 
마인드와전문성이 다른 

두집단간 불협화옵 

전문인력，조직 미비 
짧은 준비기간 

공무원의 판료성과 비전문성을 둘러싼 갈등 

관료성，비전문성， 
의견반영미비에 
대한불만 

〈그림 8> 지자체주도형 축제 갈등 111 

@ 민죠뚜도형 축제의 갈등구조 

축제의 구조 

지역민의 참여외 춘천시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의 지역민 배제와 

사무국의 서옳소재지속 

운쩨인식 

공무원의 관료성과 비전문성을 툴러싼 갈등 

-사무국 춘천이앙 
불가 
·집행부내 지역민 
참여 배재 

도시이미지 고양 

지역은 축제개최의 
장소로만 기능 

〈그림 9> 민간주도형 축제 갈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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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마치며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의 상품화로 기업， 주민，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 

성장 전략인 장소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전략추진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런 주체구조하에서 각 

주체간 어떠한 갈둥이 도출되며， 표출되는 갈둥형 

태는 장소마케팅 주체를 구성하는 각 집단의 성격 

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에 

서의 장소마케팅은 서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동장 

하게 되었고， 서구 도시와는 상이한 한국 사회의 

경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서구와는 그 주체구성 

이나 주체간 갈둥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춘천시를 사례로 알아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장 

소마케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지자체 주도형 축 

제과 민간주도형 축제에서 나타나는 갈퉁을 종합 

해 보면 지역축제， 더 확대해서는 장소마케팅 전 

략 추진시에 나타나는 표면상의 문제점 및 주체간 

갈동의 기저에는， 지역축제의 주도적 주체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능력한계와 열악한 지역적 문화역 

량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지역축제가 지역활 

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문화행정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없 

이 급조된 지역축제가 양산되고， 과도한 예산의 

책정과 무리한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성의 축제가 

생성되고 있다. 어떤 변에서는 이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문화예술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향토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둥 각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는 혐의가 짙게 가는 부분이다. 이는 각종 문화행 

사를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의 내채적 조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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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체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 

을 뿐 아니라，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문화업무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 

력배치가 이뤄지고 있어 담당자들이 노하우를 축 

적하고 더 나아가서 독창적인 이벤트를 개발할만 

한 행정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다. 또한 공무원들 

의 마인드 역시 아직 축제행사를 일반사업과 동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축제에 대해 

서도 단순히 행사위주， 실적위주로 접근하게 되고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한 관 

광수익만을 고려한다든지 적극적이고 기발한 관 

광마케팅을 구사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한계가 노 

정된다. 이와 같은 점들은 춘천시 축제에서 갈동 

의 형식으로든 문제점의 형식으로든 도출된 것으 

로서， 춘천시가 대표적인 한국의 지방중소도시라 

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장소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총체적 성장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의 구 

조적 혁신과 공무원들의 새로운 마인드가 절실하 

다고 하겠다. 

한가지 더 이 연구가 지닐 수 있는 함의는， 현 

재 대부분의 축제 행사들이 지역의 인적 문화인프 

라를 활용하기 보다는 이들을 배제하고 외지， 특 

히 서울의 문화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지역내부 문 

화생산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 

론 이는 지역의 인적 문화인프라의 여건이 미비하 

기 때문에 행사의 수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수많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를 양산하면서， 정작 지역문화 

환경의 내적 성장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을 지 

녔느냐이다.B뻐lChini (1993)는 한 도시에서 문화산 

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대한 끊임없는 재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최근 각 지자체에 의한 문화환경 조성 노력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내 문화재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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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자는 아주 미흡하게 나타난다. 이런 관행 

이 지속된다면， 춘천시의 축제사례에서도 나타나 

듯이， 지역의 문화역량이 외지의 문화역량에 의해 

배제되어 축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내의 수익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더 중요한 것은 지역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역량 

의 수준이 더욱더 퇴보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 

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문화인프라에 지금 

까지 보다 더많은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성화와 문 

화활성 화를 동시 에 도모함으로서 보다 장기 적 인 

지역개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역 

량이 성숙되면 지역문화행사나 축제같은 것들이 

지역의 민간문화예술인들에게 이양될 수 있을 것 

이고 이를 통해 축제의 문화적 질이나 수입의 면 

에서도 훨씬 성장하여 지역문화가 더더욱 발전하 

게 될 것이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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