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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

강진갑1)

*

Ⅰ. 머리말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젊은 문화기획자와 글 구성과 내용에 대해 토의한 바 있다.

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하고 지역문화재단에서 축제 업무를 담당한 바 있

는 그 젊은 문화기획자는 “축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면 뭐합니까. 개선되지

도 않는데”라며 이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필자 역

시 그 문화기획자의 반응에 일정 부분 동의하였다. 축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

가 이루어졌지만 지역 축제가 기대만큼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1)

* 경기대 교수, 경기학회장
1) DBpia에서 ‘지역축제’를 검색하면 514개의 문헌이 소개된다. 이들 문헌이 모두 지역축제와 관련된 연
  구 문헌은 아니지만 지역축제 관련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지역 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보고서가 있다. 

류정아,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류정아, 『한국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이수진, 『경기도 지역축제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09.
이수진, 『지역살리기와 축제』, 경기연구원, 2013.

필자의 지역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사례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진갑, 「설봉문화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 『설봉문화제 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천문화원, 

2016.  
강진갑, 「이천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발전 방향」,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발전 방향 토론회』, 부발읍발전협

의회. 2015. 
강진갑, 「인문학도시 수원만들기와 수원 화성문화제」, 『수원화성문화제 50주년 기념 문화포럼- 인문학도

시 수원만들기와 수원 화성문화제』, 수원시, 2013. 
강진갑, 「수원 화성문화제 50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수원화성문화제 종합평가보고서』, 수원문화재

단, 2013. 
강진갑,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축제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수원화성문화제 종합평가단 보고서』, 

수원시, 2012. 
강진갑, 「우리가 꿈꾸는 축제 - 나혜석축제 키워드는 예술, 몸, 해방, 일탈, 파격」, 『수원사랑』, 수원문화

원, 2012.
강진갑, 「47회 수원화성문화제 평가와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안」, 『정조대왕 탄신 258주기 수원 화성 

낙성연 시연및 콜로키움/계지술사, 전통문화를 위한 오늘의 문화 자원으로』, 2010, 수원화성운
영재단.

■ 목차

Ⅰ.머리말
Ⅱ.한국 지역축제 현황과 문제점
Ⅲ.축제 개선방안
Ⅳ.새로운 축제 ‘열린 시민축제’를 제안한다
Ⅴ.맺음말

- 7 -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왜 축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고 연구 성과가 축적 되었데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는가. 이 같은 궁금증에서 시작한 이 글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한국지역 축제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지역 축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는데 필요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 지역축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열린

시민축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필자가 문화현장에서 경험한 축제 현장 실무 겸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글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열린 시민축제’는 구상 단계의

수준이고,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의

많은 비판이 있기를 기대한다.

강진갑, ｢정조시대 전통무예전 평가 및 발전방향｣, 『24반무예학술회의 수원 화성과 24반 무예』, 2001, 2
4반무예협회; 강진갑, 『경기지역의 역사와 지역문화』, 북 코리아. 2007.에 재수록. 지역 축제에 
대한 학술사적 정리는 이수진, 『경기도 지역축제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09, 
p.13. <표 2-2지역축제 문헌연구>가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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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지역 축제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한국에서는 매년 많은 지역 축제가 열린다. 문화관광체육부 집계에 따르면 2015

년 전국에서 664개의 지역 축제가 열렸으며, 2016년에는 693개가 열린 예정이다. 이

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이상 개최된 종합적인 축제 성격을 띤 축제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특정 계층만 참여하거나 순수 예술행사 등은 제외한 숫자이다. 따라

서 소규모의 축제와 순수 문화예술행사 형태의 지역 축제는 통계 대상에서 제외되

었으므로,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2)

한국에서 지역 축제의 역사는 전통시대까지 올라간다. 전통사회에서 광대줄타기,

곡예와 같은 놀이 형태 축제, 마을굿, 두레 형태의 마을 축제가 있었다. 그러나 일

제강점기 한국 고유민속 놀이를 미신행위로 간주한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3) 1960년

대 이후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축제는 사라

졌다. 이제 전통사회에서의 축제는 민속자료로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 전통의 지역 축제가 명맥을 잇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5년 민선 지

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 축제가 빠른 속도로 늘

어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는 새로운 지역 축제가 시작된 상황을 알려주는 표이다.

표1)축제 개최시작 연도별 현황

(단위: 개, %)

2)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일 이상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지

자체 주최(주관)하는 축제, 지자체에서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시상식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경로잔치 등), 순수 예술행사(음악회, 전시회 등),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된 통계이다. 

   경기도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인 설봉문화제가 집계 대상에 빠져있는 것이 그 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web/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
3)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출판사, 20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19136&cid=41996&categoryId=41996)

최초 개최 연도 축제 수

1945년 이전 5

1946 - 1960 11

1961 - 1965 19

1966 - 1970 19

1971 - 1975 30 

1976 - 1980 21

1981 - 1985 61

1986 - 199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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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아,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한국문화관

광연구원, 2006, p.45 재구성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5년 이전 시작된 축제는 391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고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예산이 적용된 첫해인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새로 시작된 축제가 785개이다. 1996년 이후 11년간 새로 시작된 축제

가 1946년부터 1995년까지 50년간 시작된 축제와 비교해보면 기간은 5분의 1에 불

과한데 그 짧은 기간에 새로 시작된 축제는 2배에 달한다.

2. 문제점

이 시기 지역 축제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지역 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4)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개최를 주도하면서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거의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였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위 표의 축제 1176개 중 예산

확인이 가능한 894개 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총 2,030억 원이고, 1개 축제에 투입된

예산은 2억 2706만원이다. 축제 간 예산의 차이가 커기에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지

만 1개 축제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를 이해 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통계이다.5)

사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을 가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많은 축제가 추

진되면서 축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첫째, 방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었다. 둘째, 지역 축제임에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유사 중복성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셋째, 축제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역에 축제를 이끌어 갈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축제 추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데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측적된 경험마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축제의 경우 외부에서 전문가가 영입되고, 기획사에 축제를 의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축제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축제 추진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축제 프로그램에서 놀이성이 부족하다.

축제에 참여하려면 재미와 놀이가 합쳐진 참여ㅛ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부족한 실

정이다. 다섯째, 축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

4) 류정아, 위의 글 참조.
5) 류정아, 『한국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11.
6) 이수진, 『경기도 지역축제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09. pp.95~97.

1991 - 1995 150

1996 - 2000 358

2001 - 2005 394

2006년 11

미상 22 

합계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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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축제 개선방안 

1.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

지역 축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수진과 류

정아 연구가 있다. 이수진은 지역 축제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축제 추진 조직 구성시 축제 전문성을 지닌 인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

다. 둘째 축제 운영 서비스 요원을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셋째 축

제 인력의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 축제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문화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축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넷째, 축제 평가 체계 및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

다. 평가는 다음 년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축제 성격, 규모, 목적에 맞는

평가 체계와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한다.7)

류정아는 축제 개선 방안을 중앙 정부의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첫째, 지

역 축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지역 축제 거버넌스

는 지역에서 축제에 관계하는 공무원, 전문가, 문화단체 관계자, 지역주민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축제를 획하고 준비, 실행,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둘째, 축제 평가 결과와 축제 지원을 연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중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축제 지원을 할 때 재정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축제

경영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다.8)

2. 축제 개선 방안을 실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축제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축제 중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적

인 축제가 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관광축제에 선정된

축제가 그 같은 사례이다.

그러나 축제 개선 방안이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축제 개선 방안 연구가 축제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특히 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역에서의 교육과 축제 운영요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각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실행될 경우 이전보다 축제는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나 역량의 부족으로 축제 추진

에 차질을 빗는 경우도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도 현장에서 실행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개

별 축제마다 발굴해야 하는 스토리와 개발해야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데는 별도의 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 이수진, 위의 글, pp.133~136.
8) 류정아, 『한국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p.29~30,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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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들이 축제 개선에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현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이다.

Ⅳ 새로운 축제 ‘열린 시민축제’를 제안한다 

1. 한국 축제는 ‘축제 참가 관중 수가 축제 성공의 잣대’라는 유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지역 축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에 전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지이지 못하다. “지역 경

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지역 축제 개최는 지역의 예

산 낭비, 시간과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축제의 수준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9)으로 까지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 지역 축제의 기본 구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

다. 지금 지역 축제 현장에서 축제의 성공여부를 평가는 중요한 기준이 축제 참가

관람객 수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주도하면서 행정에서 중시하는 성과주의

가 축제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기도하다. 축제

가 끝난 후 축제 참가자가 많지 않으면 언론은 언론대로 그들만의 축제라는 식으로

비판한다. 이제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라는 사회공감대마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축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기에 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즐기는 것

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관광객이 많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에 지

역 축제 평가 시 참가자 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참가자 수가 강조되면 축제는 과정보다 참가자 수라는 결과에 매몰되어 축제

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주민화합, 교육, 문화복지, 전통 계승, 지역 산업 육성, 관

광 유도 등 매우 다양하다.10)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즐기고 행복해지

기 위해 축제를 개최한다. 외부의 방문객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

유도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특히 지역축제는 시민에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 활용 기회를 가진다는데

의미가 있다. 시민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문화를 향유하고, 축제에 참

여하여 발표와 봉사의 기회를 가지며, 아동과 청소년들은 문화교육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문화공동체 의식 함양 기회

를 가지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 공동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시민

들이 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인식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축제에 참여함으로서 지역공동체를 문화공동체로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를 문화공

동체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9) 이수진,  『경기도 지역축제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09. p.1.
10) 류정아,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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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축제의 주인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시민이 축

제의 주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협의를 포함하여 필요한 여러 과정을 거

쳐야 한다. 그런데 축제가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축제 참가자 수가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는 순간 축제를 추진하는 주최 측은 참가자 수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시민도 참가 대상, 홍보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지역 축제는 ‘축

제 참가 관중 수가 축제 성공의 잣대’라는 유령에 현혹되어 있다. 여기서 벗어나 축

제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2. ‘열린 시민 축제’11)

1)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

‘열린 시민축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준비,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 출연하는 축제를 말한다. 시민에게 개방된 축제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

는 축제이다. 그렇다고 축제 모든 것을 시민이 맡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축제의 핵

심인 축제 감독과 진행 요원은 시민 중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맡아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는 축제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축제

이니 축제 관중 수는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는 축제이다.

대부분의 한국 지역 축제는 축제 주최 측이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과 외

부 관광객에게 볼거리 또는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시민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람객 또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 머무는 손님에 불과하다.

‘열린 시민축제’는 축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열어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축제를 말한다. 시민과 예술인, 학생들은 자유롭

게 축제에 참여하여 축제의 장에서 즐기면서 솜씨를 뽐낼 수 있다. 축제를 일종의

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참여하는 시민과 예술인들은 축제 현장에 소풍

나온 듯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 축제에 누가 참여하나

축제 참여 대상은 시민과 예술인, 학생, 그리고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생, 기업체

직원 등 지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출향민과 축제 기간 방문하는 외

지인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단체로는 지역 동아리, 예체능학원, 종교기관 및 단

체, 지역 소재 대학 학과 및 동아리, 기타 문화 및 관련 기관이다.

축제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 추진 주체가 시민과 예술인을 만나

협의하고 새로운 축제를 만드는 일이다. 선임된 축제 감독과 추진 주체들이 시민과

예술인, 학생들을 만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가는 축제이다. 문화예

술 전 장르를 참여 프로그램으로 개방하고, 문화 관련 창업 아이디어와 스포츠 시

범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람객은 축제 참가자들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시

민과 외부 방문객이다.

축제 추진본부는 한국예술위원회, 예술교육진흥원 등 중앙의 예술기관과 자치단체

11) 이 절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강진갑, 「설봉문화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 『설봉문화제 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천문화

원. 2016,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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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받은 예술인과 예술단체, 또는 예술 동아리의 문화 예술 행사를 축제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지원받은 예술 행사와 사업을 축제에서 발표하게

된다면, 지원받은 예술인과 단체는 행사 발표 장소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축제

추진 주최 측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문예술인의 수준 높은 예술 행사를 유

치하는 것이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축제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질도 높이는 효과

를 거둘 수 있다. 출향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주목한 단체는 예체능학원이다. 그동안 한국 문예진흥 정책과 예술교육

정책에서 사설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원은 예술 분야 사회교

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도 축제의 문호를 개방하

여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그림 전시회와 무용발표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악 학

원 수강 어른들의 발표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학원 수강생들은 순수 아

마추어 예술인과 생활체육인이기에 이들의 축제 참여는 시민의 참여에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할 것이다.

종교단체에도 개방하여야 한다. 가톨릭, 기독교, 불교, 유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문

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 기업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회사원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

서 기업의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가족,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을 받아 참

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초 중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도 주요 참가 대상자이다.

3) 축제 운영

(1) 중단기계획 수립과 평가

축제 중단기 계획을 세워 10년 뒤 축제 모습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 비전과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축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단기 계

획 없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좌표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열린 시민축

제’처럼 이전에 거의 시도되지 않은 축제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끈기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 종료 후에는 평가를 하여 추진 계획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2) 축제 운영 본부

축제 성공여부는 축제를 담당하는 인력의 열정과 전문성에 있다. 이들이 축제 참

가대상자들을 만나 축제 참가를 유도하고 필요한 조언과 상담을 하며 참여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지닌 축제 감독을 미리 선임하여 축제 준비 전권을 맡겨야 한다. 축제

감독은 축제 경험이 있는 인물이 이상적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축제 관련 기관의 단

체 구성원으로 구성하나 20대 청년 학생층부터 노년층까지, 남녀를 균형 있게 구성

해야 한다. 축제 사무국은 감독 책임 하에 운영하며, 인턴을 고용하고, 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제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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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감독과 운영 요원으로 구성된 축제 본부는 축제에 임박해서 구성해서는 안 되

고 최소한 6개월 전에 구성해야 한다. 축제의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축제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열린 시민축제’는 시민과 학생, 예술

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축제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상공할 수

있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수적이다.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기부자로부터 기부 받거나, 예술인들로부터 재능기부

받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기부는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고 싶은 단체와 개인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행위이다. 기부 의사가 없는데 부담

을 주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기부금을 받으면 반드시 기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이다. 시민, 학생 등 자원봉사자는 먼저 자원봉사 교육을 받

아서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

적이고 점수를 따기 위한 자원봉사는 사절하여야 한다.

축제 참여자와 자원봉사자에게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메달을

수여하거나 기념사진을 찍어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향후 이천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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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글에서 제안하는 ‘열린 시민축제’는 새로운 축제 방안이다. 기존의 축제는 지금

형태로 진행하고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열린시민축제’를 실험적으로 개최해보자는

제안이다. 최근 칠자가 공적인 장소에서 ‘열린 시민축제’ 형태의 축제를 제안한 바

있다. 반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매우흥미로우니 실행해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냐는 것이다. ‘열린 시민축제’를 제안하면서 2015

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에서는 열린 7000명의 시민대합창이라는 축제가 떠

올랐다.

7000명의 수원 시민대합창은 7천명의 관중이 주역이 되어 ‘아침 이슬’, ‘아름다운

강산’, ‘우리의 소원’을 노래한 후,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음악회는 수원시립교향악

단과 시립합창단이 출연한 공연으로 시작하였다. 시민이 부른 4곡의 노래는 시민들

이 쉽게 부를 수 있으면서도 광복 70년을 상징하는 곡이다. ‘아침이슬’은 70, 80년대

많이 불렸던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어 남북 모두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이다. ‘아름다운 강산’은

신중현이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이다. 우 강산의 아름다움, 자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애국가’는 한국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이다.

7천명의 시민 합창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함께 광복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된 합창제이다. 수원의 광복 70주년 준비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준비

위원회 논의 단계를 거쳐 70주년을 상징하는 70명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

회가 조직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광복 70주년이니 7000명의 대합창을 해보자는 제

안이 있었다. 그동안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7천명 대합창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준비팀이 구성되고 각 단체를 찾아다니며 참여를 권유하였다. 참여를 신청한 시민

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 사무국이 구성되었다. 사무국은

참여 신청 시민 관련 업무만 전담하였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시민대합창제에 1

만 여명의 자발적인 시민이 참여하였다.12) 수원의 이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시민의 동력을 이끌러 내어 7천명의 대합창제를 실현하였으니, 이 연장 선상에서

‘열린 시민축제’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열린 시민축제’는 축제의 본질을 되찾는 축제이다. 축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개

최되는 놀이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축제는 ‘축제 참가 관중 수가 축제 성공의 잣

대’라는 유령에 현혹되어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 ‘열린 시민축제’에서 시민이 중심

이 되어 준비, 진행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축제가 성공하면 관람객을 자연스럽

게 늘어날 것이다.

성공하는 축제는 대부분 민간 주로 축제로 지역과 마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

여하여 즐기는 축제이다. 일본의 마쯔리가 그렇고, 뉴질랜드의 와인앤푸드페스티벌도

그렇다. 마쯔리는 준비부터 출연까지 시민이 중심이 된 축제이며, 와인앤푸드페스티

벌은 축제 거의 전 부분을 자원봉사자가 주도하는 축제이다.13) 현재 한국인에게 필

12) 강진갑, “7천명의 시민 광복을 노래한다.”, 경기신문, 2015년 8월 13일 기사. 
13) 이수진,  『이슈＆진단 지역살리기와 축제』,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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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들은 스스로를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한국인 스스로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물

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남과 과도한 경쟁의식을 가지지 말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나눔과 베풂, 봉사를 실현하면서 새로운 사람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 ‘열린 시민축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스스로 찾게 하는

문화축제이다. 축제를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자는 것

이 ‘열린 시민축제’를 제안하는 이유이다.14)

14) 강진갑, 「유교의 현대적 재해서석과 향교·서원 활성화 방안」, 『향교·서원과 용인 사람들』, 선인, 
201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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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축제의 현황과 과제

\

최영주15)

*

Ⅰ. 들어가며

‘잘 살아보세’라는 이데올로기로 모든 가치와 삶의 질이 경제적 논리에 블랙홀처

럼 흡수되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변하고 정책학에서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된 지 25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에서는 2012년

부터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하고 있는데, 삶의 질과

행복은 한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의 총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글은 문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축제가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고, 경기도차

원에서 도민들의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문화인식을 분석한 자료와 함께

지역축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개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그림1) 박근혜 정부 ‘문화융성’ 3대 전략과 10대 국정과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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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문화예술정책백서>를 발간, 박근혜정부의 국정 4대 기조인

문화융성의 방향을 정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문화융성이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막바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재정확보에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문화적

요구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총 재정투자는 연평균 11.8%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라고 한다. 예산은 연평균 16.1%, 기금은 연평균 6.3%로 확대할 계획이고, 부문별로

는 문화예술 18.2%, 관광 7.6%, 체육 3.7%, 문화 및 관광 일반 8.7%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1)이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12월 '지

역문화발전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당시 주요과제로 설정한 것을 살펴보

면, 첫째로 수요측면 에서 생활권 단

위의 활력 넘치는 지역 문화 환경 조

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과

둘째로 공급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창의

성을 진흥하여 지역문화의 특성화, 자

생력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

229개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

점으로 진흥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

화향수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

여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생활 공

감 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과

생활권 전통시장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생활 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

범사업’ 등이 그 대표적 정책이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1월 28일)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의무적으로 광역단위, 지자체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었고, 이 기본계획은 지역문화 균형

발전 및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문화도시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한국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5, pp97~98, p184.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정책

1)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2) 전통·민족문화 창조적 발전 및 가치 확산

3) 지역문화진흥법 및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4) 우수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발굴 및 확산

그림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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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관광 축제 지원 사업은 지

역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표1) 연도별 문화 관광축제 선정현황

2015년 문화관광축제로 44개를 선정, 이 중 대표 축제는 2개, 최우수축제 9개, 우

수축제 10개, 유망축제는 23개 선정하고 있다.

축제 선정 평가지표는 축제의 콘텐츠 차별성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강화하였고, 선정된 축제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 등급별로 대표축제 5

억, 최우수축제 2.5억원, 우수축제 1.5억원, 유망축제는 9천9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

어있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종합적인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지원받게 되어 있다.

표2)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 경기도 현황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개수 8 10 18 21 25 30 29 30 37 45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수 52 52 56 57 44 44 45 42 40 44

지역 등급 축제명 기간 장소 주요프로그램

경기

최우수
이천쌀문화

축제

10월 

21일~25일

이천시 

설봉공원

농심풍년큰잔치, 사물판굿, 

봉산탈춤, 거북놀이, 풍년대장군, 

벼탈곡, 길놀이 등

최우수
자라섬재즈

페스티벌

10월 

9일~11일

자라섬 및 

가평읍시내

일원

아일랜드, 파티스테이지, 

페스티벌라운지, 어쿠스틱스테이지, 

팝업스테이지 등

유망
여주오곡

나루축제

10월 30일 

~11월 1일

신륵사관광지 

일원

진상행렬, 마당극, 북춤, 

고구마구워먹기, 

가마솥여주쌀오곡비빔밥먹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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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기도의 문화정책

앞서 말한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되고 경기문화예술진흥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 문

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보고서가 발간된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경기도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경기문화의 역량의 현재를 진

단하고 그에 따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 보고서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일반적인 문화자원과 역량에 대한

분석, 특징적 문화역량 및 자원, 경기도민의 일반적 문화인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에

지게 되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축제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하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경기도민의 축제에 대한 인식과 경기도 지역축제

에 대한 현황을 몇 가지 요약 정리해 보았다.

1) 경기도의 일반적인 문화자원 및 역량

◌경기도의 문화 행사는 2,915개(2012)로 절대적인 수치는 많지만, 인구수가 적 은

서울에 비해 1/4 수준으로 적어 상당수가 서울에서 문화 예술 행사를 관람 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 축제는 73개로 전국 축제 555개의 10.16%를 차지하여 많은 수준임.

◌전문대 및 일반 대학에 368개의 문화예술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문화 예술

전문 인력 양성의 잠재력과 수요가 높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지수 결과를 보면 수원(1위), 부천(2위), 성남(3위),

고양(9위)등 4개 지역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외곽 지역은 하위 수준이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함.

◌신도시의 개발과 인구의 유입으로 정체성과 정주의식이 미흡하고, 구도심과 신

도심 간의 격차가 심함.

2) 경기도의 특징적인 문화역량 및 자원

◌각 지역별 생활 문화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융성 국정

기조로 인해 가치가 더 높아짐.

◌경기천년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중심지역으로서 실학, 효, 실용으

로 대표되는 인문정신문화의 본산 지역이며, 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경기도민의 일반 인식 분석

◌경기도민, 예술인, 예술단체 모두가 경기도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이미지로는 ‘수

원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문화 관람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유는 경기도립

문화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운영에 따른 성과, 서울에 인접하여 서울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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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문화 관람 기회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민 및 예술인, 예술 단체는 재능 기부, 문화 자원 봉사 활동 수준이 높

고 의향도 매우 적극적임.

◌도민, 예술인, 예술 단체 모두 타 시, 도에 비해 문화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서울에 비해서 낮다고 인식. 이러한 인식은 도민보다 예술인 / 예술 단

체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 단체의 대부분은 수입 보다 지출액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적자 발

생액은 ‘단체 대표가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나, 예술 단체 및 활동의 지속성,

개인에 대한 의존도 축소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지역 예술인은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40.9%)에서 활동하고, 예술

단체는 거주 시/군(40.4%)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술인

들의 지역에 대한 활동 강화 유인책이 필요하며

◌축제는 가족단위의 참여, 처음 참여의 비중이 높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

한 기대보다는 축제를 통한 문화도시조성 및 지역이미지제고의 효과를 더 기

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종합 발전 계획의 비전 및 전략 설정

위의 경기도민의 인식과 정체성 의식, 문화 인식의 분석을 통해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는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은

“문화가 변화시키고, 문화로 꿈꾸고, 문화로 하나 되는 경기”로 설정. 그에 따른 전

략목표와 구체적 전략과제(아젠다)와 사업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종합 발전 계획의 전략목표와 전략 과제는 다음과 같이 각각 11개씩을 선정하였으며,

그 체계는 다음의 표2)와 같다.

2)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 경기문화재단 2014 발췌.

전략목표 세부전략목표 전략과제(아젠다)

문화의 미래 경기,

미래의 문화 경기

•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 경기천년 이미지 제고

• 한류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정체계 개편

• 경기천년 문화이미지 제고

• 한류 문화관광의 메카 조성

문화로 꿈꾸고, 

꿈을 실현하는 경기

• 문화가 있는 삶 활성화

• 문화예술 창작의 발신지 조성

• 문화가 있는 삶 활성화

• 문화예술창작의 발신지로 전환

• 문화재정 3% 확충

문화가 바꾸는

지역사회와 시민

• 문화환경 조성 및 지역재생

• 시민문화활동의 활성화

• 문화시설의 시민문화활동 거점화

• 문화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재생

문화로 하나 되는

경기

• 인문정신문화의 중심지 조성

• 문화격차 해소

• 남북 문화교류 거점 지역 조성

• 인문정신문화와 공동체 가치 제고

• 경기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DMZ에 평화•생태 예술창작중심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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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경기도 지역축제의 현황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문화의 특

성과 소재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3)

지역축제는 첫째, 지역의 삶의 역사적 맥락을 현대적 의미로 재생산한다는 의미에

서, 둘째 많은 사람들이 ‘지역특성화’라고 말하는 ‘지역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는 점에서, 셋째 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확장시키고 연

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넷째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여가활용 및 문화향유

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다섯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문화시민들의

양성과 그 성과의 집합체라는 의미와 재사회화 한다는 의미에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1) 경기도 지역축제의 현황

우선 경기도 각 지역별 축제에 관한 계획이 있는 시군의 세부 사업 현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3) 이해준,『지역사와 지역문화론』,문화닷컴, 2001. p145.
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 경기문화재단 2014 발췌.

지  역 세부내용

수원시
문화예술 세계화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 지원(제1회 수원국제음악제, 제18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2014국제미술평론가협회 대회) 등

부천시 국제컨퍼런스(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안산시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다채로운 지역 축제 개최

안양시 추억페스티벌 개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

화성시 지역문화콘텐츠 대표축제(자생특화축제, 봄사랑가족축제, 정조효문화축제, 병점떡축제)

평택시
명품지역축제의 발굴, 정착(특색 있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유사 성격 축제의 통폐합 

운영으로 행사의 내실성 및 효율성 도모)

시흥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대축제 및 연극제 개최

광명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축제 행사 추진, 동굴축제 개최

김포시 지역 축제 지원

이천시 특산물 테마지역 4대축제 특화 육성

오산시 차별화 된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속 개최

안성시 지역 소규모축제 추진

의왕시 3대 축제 명품화 추진

하남시 하남이성문화축제(미사리 7080 페스티벌) 추진

여주시 도자기축제 및 여주 쌀․고구마 축제 성공개최), 각종 축제 지역경제 연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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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지역축제 방문/ 관람율5)

경기도는 전국에서 서울,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

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방문율을 보인다.

5)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2014-2018」,경기문화재단 2014 발췌. pp154~157.

양평군 지역축제 활성화

고양시 화훼산업활성와 추진,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국제야외조각축제

남양주시 새롭게 탠생하는 다산문화제 추진, 슬로푸드 국제대회 준비

파주시 파주북소리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시민중심의 축제’로 전환

양주시 양주 목화 페스티벌

구리시
<유채꽃․코스모스축제>를 통한 관광도시 위상 제고. 세계문화유산 동구릉문화제, 

고구려체험한마당

포천시 포천 한탄 River Festival

동두천시 각종 매체를 통한 관광․축제 홍보

가평군
문화 환경을 보존 육성하고 역량 있는 문화인력 유입하여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축제도시로 부상

연천군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연천DMZ국제음악제, 숭의전 고려문화제, 감동과 창작문화행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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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축제 비교

경기도 지역축제는 다른 지역의 축제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권역별로 보면 레저․예술문화권이 다른 권역들과 비교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거주하는 시, 군 및 경기도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문화 분

야로 관광/축제라고 꼽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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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지역축제 관람객 욕구, 수요조사 분석

(1) 축제 만족도 및 의견

① 축제의 지역 기여

○축제의 지역 기여 부분은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27.3%, ‘시민 화합 및 자긍심 고

취’9.7%, ‘지역 이미지 제고’7.8%, ‘지역 정체성과 전통 문화의 계승’ 6.0% 순으

로 집계됨.

○축제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축제는 파주

북소리축제로 69.3%이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축제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48.0%)임.

○축제의 지역 기여에 관하여 대도시의 경우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것은 지역별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다르게 기획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줌.

② 축제의 만족 내용

○관람객이 축제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 38.2%로 가

장 높았고, ‘대중적인 공연과 전시’ 21.3%, ‘먹거리와 살거리’ 13.5%, ‘관광객 직접

참여 체험 프로그램’ 9.2%, ‘부대프로그램 / 타 지역 단체 프로그램’ 9.0%, ‘축제

서비스와 친절도’ 5.2%, ‘인근 지역연계 관광 등 연계서비스’ 3.0% 순으로 집계됨.

(2) 축제 개선사항

① 축제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중복응답)

○축제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중 ‘프로그램이 다양해야한다’가 29.7%로 가장 높

게 나왔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한다’ 28.8%, ‘축제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

19.8%, ‘편의시설을 늘려야한다’ 18.5%,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야한다’ 16.3%,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한다’ 14.8%, ‘주민 참여 체험이 높아야한다’

11.2%, ‘주민이 주도하여 주최하는 축제가 되어야한다’ 7.0%,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한다’ 2.0% 순으로 집계됨.

○파주북소리축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프로그램이 다양해야한다’가 각각

40.0%,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천축제, 수원화성문화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한다’가 각각 36.0%,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② 축제관련 추가로 필요한 정보

○축제 발전 관련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상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이 60.8%로

가장 높았고,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14.5%, ‘행사지에 접근하기 위한 교

통편’ 14.3%, ‘프로그램 출연진 명단’ 6.2%, ‘프로그램별 참가비’ 2.5% 순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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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제 전반적 만족도

① 축제 전반적 만족도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3.74점(매우만족5점~매우불만족1점)으로 나타남.

○축제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4.27점)으로 매우 높은 만

족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3.52점)로 연령별 차이가 있지만,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5) 경기도 지역축제 실태조사

(1) 축제 개최기간

○축제 개최기간 평균은 8.13일이고, 1일 개최 축제가 26.7%로 가장 많음.

○전체적인 개최 기간으로 보면, 3일 이내에 진행되는 축제가 전체 축제의 66.4%를 차지

(2) 축제 관람객 변화추이

○경기도 축제 관람객 수의 평균은 2011년 191,658명으로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281,783명으로 2011년 대비 무려 47%가 증가

(3) 축제 주최/주관 조직 유형

○주최 조직 유형은 지자체가 52%로 가장 많았고, 지역단체/위원회 37.7%, 민관

협력추진위원회 6.2%, 민간기업/단체/기획사 4.1%의 순으로 나타남.

○주관 조직은 지역단체/위원회가 60.3%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21.9%, 민간기

업/단체/기획사11%, 민관협력추진위원회 6.8% 순으로 나타남.

(4) 축제수입

○2013년 축제 총수입은 2012년 평균 2억7,783만원보다 2,020만원 늘어난 2억

9,803만원이며, 이중 시/군보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축제 수입은 2012년과 비교하여도 보조금을 제외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증가

(5) 축제지출

○2013년 축제 총지출 평균은 2012년 2억8,186만원보다 844만원 늘어난 2억9,030

만원이며, 이중 프로그램운영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축제의 지출 항목은 간접 경비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운영비가 많이 증가

(6) 축제 프로그램 비중

○축제 프로그램 중 공연 프로그램이 3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체험 28.3%, 전시 17.2%, 주민참여 10.7%, 스포츠 8.7%, 방송·공연 2.7%, 제의

1.7% 순으로 나타났음.

(7) 축제 방문객 형태

○축제의 방문객은 축제 개최 시, 군민이 60.43%로 가장 많았으며, 개최지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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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9.17%, 서울·인천 14.19%, 그 외 지역 6.21% 순으로 나타남.

○축제 방문객의 연령은 30~39세가 24.8% 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 24.4%, 50

세 이상 20.7%, 19세 이하 17.8%, 20~29세 12.2% 순으로 나타남.

○축제의 동반 관람객으로는 가족이 48.44% 로 가장 많았고, 단체 방문이

16.06%, 친구가 15.32%, 혼자 12.95%, 연인이 7.22% 순으로 나타남.

(8) 축제 홍보수단

○축제의 주된 홍보 · 마케팅 수단은 홈페이지 운영으로 응답자 대부분인 93.8%

가 활용하고 있었고, 지역 신문 80.8%, SNS 활용 67.8%, 옥외광고 61%, 신문/

방송 53.4%, 인터넷 광고 50.7%, 자체제작 홍보영상 23.3%, 휴대폰 어플리케이

션 11.6%, 기타 4.2% 순으로 나타남.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전통적 매체인 신문/방송과 옥외광고의 비율보다 온라

인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홈페이지 운영, SNS활용, 인터넷 광고, 휴대폰 어플리

케이션의 비율이 더 높음.

(9) 축제의 발전을 위한 핵심 성공요인

○축제의 발전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으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39%로

가장 높았고, ‘관람객의 흥미 ·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38.4%로 근소

한 차로 뒤를 이었음.

○특화된 프로그램 34.9%,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 30.8%, 충분한 예산 27.4%, 마

케팅 홍보 활성화 12.3%, 전문 인력과 열정 10.3%, 축제의 경제성 4.8%,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추진 0.7%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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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기도 지역축제의 과제

이흥재 교수는 축제를 지역 부가 가치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관관, 물리 환경적,

사회문화적, 사회 심리적, 정치 행정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분석6)을 하고 있는데, 앞

의 표 경기도지역축제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몇 개의 축제를 제외한 많은 축제

들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제시한 정책기조에서 조차 많

은 부분 비껴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먼저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축제가 정치 행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축제의 의미와 성과가 지나치게 정량적 평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통,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도,

지역브랜드 발굴 및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축제의 전체적인 큰 그림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실행할 때 실제

로 그것을 향유할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는가의 괴리가 존재하

는 것도 사실이다.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과 기획자들의 인식과 일반 도민들의 인식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축제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축제 속에서 우리는 모

두 평등해져야 한다.

축제는 권력기구에 의한 동일화, 획일화된 축제가 아니라, 아폴론적 가치7)와 디오

니소스적 가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무너진 일상의 삶을 회복시키며 삶의 품질을 높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살아 숨 쉬는 축제가 각 지역마다 넘쳐 흘러나기를 바란다.

축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속을 벗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제 속에

세속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서슴지 않는다.

가치가 전도되는 시대, 금융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고 선언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는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는커녕

1970년대로 회귀하는 듯하다.

생활문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현실

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새마을 운동으로 치환되고 있는 듯 하고, 인문 ․ 전통의

재발견 사업은 유교정신 강화와 새마을 정신-이것이 근대화 과정의 논리인지 알 수

없으나-의 함양이라는 모습으로 사업화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다.

류정아 씨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절 작성한 축제연구보고서를 통해 “보편적인 소

재를 특별하고 차별적인 고유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전략구사 능력이 지역 축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말한다. 즉 처음부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

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소재를 특별하고 차별적인 고유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고

도의 전략구사능력이 축제의 도약이나 퇴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고 말한다.

6)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p258 표.
7) 아폴론적 축제는 형상적-조형적-개별적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고, 디오니소스적 축제는 무매개적-개

별화의 파기-비조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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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자면, 축제의 성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어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어내고, 이것을 가시적인 축제콘텐츠로 만들어 축제라는 연희형태로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작업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구사해내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축제에 대해 고찰한다는 것은 곧 ‘삶’에 대한 고찰이다.

축제가 놀고 즐기는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이라기보다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삶, 그

것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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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준(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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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 스토리텔링과 도시형마을축제

윤종준8)

*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정책은 크게 ‘선입주 후개발’정책과 ‘선개발 후입주’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정책에 의해 탄생된 대표적인 도시가 성남시이다. 196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계획도시로 설계된 ‘광주대단지사업’은 선입주후

개발 방식의 대단히 미개하고도 불행한 도시건설 계획이었다. 이 신도시건설 계획

은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을 강제로 철거하여 당시 경기도 광주군이었던 현

재의 성남 일대에 집단 이주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강제 이주 철거민들에

게도 별 이익이 없는 것이었고, 수백 년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온 원주민들에게도 불

행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사업이었다.

이 광주대단지 건설 사업은 성남지역 농촌사회의 붕괴를 가져왔고, 강제 이주된

주민들과 갈등을 겪게 하였다. 결국 불완전한 도시계획은 이른바 ‘8.10 광주대단지

사건’을 발생시켰고, 그 이후로 원주민과 새로 입주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정책은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되어 ‘선개발

후입주’의 원칙을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호

건설 공약에 따라 일산과 분당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어 입주민을 모집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모범적인 도시계획의 성과인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는 분당 입

주민과 원도심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전국 8도 주민이 인위적으로 뒤섞여

살게 되면서 실로 다양한 문화가 혼돈 속에 얽히게 된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급속도로 도시화한 성남시의 경우 전통과 민속 문화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거나,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주민들에게는 자괴감만 심어 주었으며, 애향심

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없어졌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점차로 성남시 사회 구조가 안정되어 가면서 지역갈등은

* 성남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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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가 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그 중에서 근래에 민속 문화

를 발굴하고 복원 전승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전통문화

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남문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발견과 보존 전승을 위한 노력이 돋

보이고 있으며, 민속놀이의 보존 전승을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성남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도시형 민속축제

의 개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1) 1971년 성남 원도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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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남시의 도시발전과 전통문화의 파괴1)

성남시는 남한산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남(城南)이라는 명칭을 1946년부

터 행정구역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3단계의 도시발전과정을 거쳤다.

1단계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가지 전통농촌사회에서 도시로의 변화

였고,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 발생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시건설 기본 방

침이 ‘선입주후개발’에서 ‘선개발 후입주’ 원칙으로 일대전환을 이루게 되어 그 결과

로 2단계 발전을 이룬 것이 분당 신도시의 건설이다. 현재는 3단계로 판교 신도시

의 건설로 첨단 산업도시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가장 가난하던 도시에서 가장 부

유하고 살기 좋은 주거만족도 1위의 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중이다.2)

성남시의 문화적 토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성남의 도시발전사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모란개척단의 활동과 8.10광주대단지 사건은 성남시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1. ‘모란개척단’의 활동

황무지 성남에서 경북 청도군보다 10년 앞서는 전국 최초의 새마을 운동이 전개

되었다. 1960년 김창숙(1926년~1991년) 예비역 육군 대령과 예비역 청년 50명이 전

개한 모란개척단 활동이 그것이다. 모란개척단 단원들은 모란 일대 자갈밭에 천막

을 치고 살면서 남한산성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에 둑을 쌓았다. 지금은 그 하천

이 복개되어 도로로 변하였고, 하천 옆으로 중앙지하상가가 만들어져 있고, 지하철

8호선이 운행되고 있다.

<모란>이라는 지명은 김창숙대령 어머니의 고향이 북한 평양의 모란봉이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다.3)

1) 이 단락의 글은 필자가 2015년 11월 2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경기지역학포럼에서 발표
한「도시에서의 민속문화를 활용한 축제개발방향」글의 개요를 소개한 것임. 

2) 김대진, 『내고장 성남』 9차 개정판, 성남문화원, 2015.
3) 윤종준, 「모란의 과거와 미래」,『성남문화원 제14회 학술회의 - 성남 모란의 과거와 현재』, 성남문화

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2009. 

그림2) 모란개척단 단원들의 국기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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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대단지 사업과 <광주대단지 사건>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

속행정에 반발하여 일으킨 사건. 서울시는 1968년부터 서울시내 무허가 판잣집 정

리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군에 위성도시로서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시)를 조

성,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가 계획한 신도시 계획은 철거민

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시기반 조성도 없었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대책 조

차도 없이 졸속 추진되었다. 남한산성 자락의 경사진 산비탈을 나무와 풀만 제거한

채로 땅만 분양해 주는 것이었다.

당초 서울시는 강제 이주시킨 철거민들에게 1가구당 20평씩 평당 2천원에 분양해

주고 그 대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토록 했으나, 이곳에 토지 투기 붐이 일면서

6,343가구의 전매 입주자가 정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들에게 평당 8천~1만

6천원에 이르는 땅값을 일시불로 내게 한 데다 취득세·재산세·영업세·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 생존권 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

은 오후 5시경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6시

간 만에 막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백여 명이 부상하고 주민 23명이

구속되었다.4)

이후로 서울시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의 시행으로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할 인구가

14만여 명으로 갑자기 증가하였고, 1971년 10월, 성남 도시건설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던 주택단지 경영 사업을 경기도에서 인수하였

고, 1973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되어 2개 출장소와 18개

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시 행정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1988년 7월에 성남시 수정출장소 및 중원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5월, 각각

수정구와 중원구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성남시는 도촌 신도시

와 판교 신도시, 위례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세계 도시발전사의

모델로 성장하여, 3개 구 50개

동에 인구 98만 명의 전국 제10

위 규모의 큰 도시로 발전하였

다. 1971년의 <8.10 광주대단지

사건>은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정책을 ‘선입주 후개발’에서 ‘선

개발 후입주’정책으로 일대 전

환을 이루게 되었다고 고건 전

국무총리가 회고한 글이 중앙일

보에 소개되었다.5)

4) 성남문화원,『제9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
문화연구소, 2004. 

5) “고건의 공인 50년 34회-35회) 71년 광주대단지 사건①, ②”, 중앙일보 2013년 4월 1일, 4월 2일.

그림3) 1970년대 초반 남한산성 자락의 광주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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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유산의 파괴와 멸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성남시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잃게 되었다. 역사적 주요

인물의 묘역이 타지로 이전해 가거나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성남시에는 전통문화와

정체성이 없는 도시로 전락하였고, 최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방안이 없다

고 말할 정도이다. 성남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문화유산과 민속을 몇 가지

만 예로 들어 보면, 성남시 태평동 일대를 숯골 또는 남씨골이라 불렀는데, 구 시청

이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630여기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부대에서 활약하다가 전사한 남유 장군과 그의 아들로서 정묘호

란 때 전사한 남이흥 장군의 무덤이 있었다. 남이흥 장군은 평안도 안주성에서 적

에게 성이 함락 당하게 됨에 이르러 화약과 무기를 적에게 약탈당하지 않으려고 화

약고에 불을 지르고 뛰어들어 자결 순국하였다. 그러면서 “장수로서 전쟁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평소에 정부의 방침이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 통탄스럽다.”고 하였다.6) 남이흥 장군의 묘는 성남시 개발로 인해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으로 이장되었는데, 이 때 큰 트럭으로 여러 대 분량의 문화유산이

이전되었다. 남이흥 장군에게는 묘역 뿐 아니라 임금이 하사한 곤룡포 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었다. 묘역은 현재 충남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충

장공 축제는 충남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밖에도 비운의 왕자 영창대군 묘가 성남시 수정구에 있었는데 안성으로 옮겨

갔다. 충격적인 것은 역사적 사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왕자 무덤인데도 불구

하고 제대로 된 발굴과 연구 조사 없이 이장되었다는 점이다. 묘가 이장되고 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영창대군 묘지석이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에 포크레인에 찍혀서

파손된 채 출토되었다.

그림4) 충장곡 남이흥문화제의 한 장면 

6) 윤종준 편저, 『성남 옛 이야기』, 성남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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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속문화 스토리텔링과 도시형 민속축제

성남지역에는 도시화 과정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민속문화를 발굴하여 전승하는

데 힘쓰고 있다. 여기에는 민속놀이, 역사 고증을 통한 인물의 발굴, 설화와 민담

발굴, 내고장 바로 알기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 뚜렷하게 재현과 보

존 전승을 위한 기초를 다진 민속놀이도 있고, 설화와 민담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민속문화를 활용한 도시형 축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보면 쉬운 것은 아니다. 우선 축제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규묘가 어

느 정도 큰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실 축제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보다는 전통적인 잔치 개념의 작은 행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그러면 민속놀이의 복원 사례와 역사고증을 통한 축제개발 사례, 전설과 설화, 그리

고 민담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발과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속놀이의 복원과 마을 축제

자료 발굴의 중요성 : 사진 한 장의 발견으로......

성남은 탄천을 중심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탄천 유역에는

비옥한 농지가 펼쳐져 있었고,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생활은 일을 하면

서 그 고단함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민속놀이 문화를 만들어왔다. 김매기 소리나

집터를 다질 때 집 터 다지는 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성남지역에 전해오는 민속놀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매동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와

판교 지역의 ‘판교 쌍용거(고)줄다리기’, 그리고 근래에 발굴되어 복원된 ‘분당 오리

뜰 두레농악’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 오리뜰 두레농악의 발굴 전승 사례를 살펴보

면, 다음의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림5) 1960년대 초반 오리뜰 연희자들

- 42 -



‘오리뜰’은 현재 분당구 구미동 지역의 들판 이름이었다. 1973년 7월 성남시로 되면

서 구미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89년 분당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렸다. 그리하여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오리뜰 두레농악은 사람

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직 분당에 거주하는 노인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입수하게 되었다.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오리뜰 원주민들로서 김현득

(79세), 장양천(78세), 김근배(77세), 이종훈(77세)씨7) 등이 당시의 농악놀이의 연희

자들인데, 분당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정기적인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던 것이 계

기가 되어 이 분들의 고증을 받아 ‘성남 오리뜰 두레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발굴 및

복원을 하게 되었다. 당시 쇠는 고인이 된 김현수, 이상균, 김현억 등을 비롯하여

장양천, 유선웅 등이 있고, 장구는 고 장경천, 고 김현직, 김근배 등이 있으며, 북은

고 김금인, 나동선 등이 있고, 채상소고는 장양천, 김현득, 김종목, 김근배, 이종훈,

고 유형목 등이 놀았고, 잡색으로 포수에는 고 김수석, 호적은 고 안종식, 임연봉,

농요나 고사반, 열두발 상모에는 김현득 등이 연희하였다.

한국농악보존회 성남지회장 강승호(39)씨와 성남문화원의 노력으로 문화관광부의

‘전통문화 복원 및 재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여 마침내 2007년

11월 3일 오리뜰의 중심이었던 분당구 구미동 오리공원에서 첫 시연을 가졌고, 현

재는 전국 대회 입상과 각종 행사에 출연하면서 보존 전승의 기반을 다졌고, 성남

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외에도 판교 지역에 전승되어 오던 쌍용거(고)줄다리기도 재현하여 해마다 시

민 참여로 행사가 열리고 있고,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도 보존회가 구성되어 활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놀이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기원 등을 담고 있으며,

단체로 연희되기에 주민 화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역사고증을 통한 축제개발 – 뚝제(纛祭)와 검무축제

1) 뚝제 고증

한강 일대는 옛날 백제 시대와 조선시대에 나라의 심장 혈관과 같은 곳이어서 나

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백제 근초고

왕 24(서기369)년에 한강 남쪽에서 크게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

하였고,8) 고이왕은 날아오르는 기러기 한 쌍을 연달아 활로 쏘아 맞히기도 하였다.9)

조선 전기의 역대 임금들은 한강 남쪽 일대에서 사냥을 통해 실전군사훈련을 봄

가을로 실시했는데 이를 강무(講武)라 하였고 특히, 잠실에서부터 분당, 판교 일대

까지 탄천 일대가 주된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강무행사에 동원되는 군사는 적

게는 5천여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 군사가 각 지역에서 출동하였다. 이 때

7) 오리뜰 원주민 연령은 2007년 당시 기준임.
8) 『삼국사기』백제 근초고왕 24년 11월.
9) 『삼국사기』백제 고이왕 7년(240년) “七年 秋七月 大閱於石川 雙鴈起於川上 王射之皆中” 가을 7월, 

석천(石川)에서 크게 사열하였는데, 한 쌍의 기러기가 냇가에서 날아오르자 왕이 쏘아 모두 맞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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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통수하는 최고위급 깃발을 뚝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

어서 승리를 담보하는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10)

조선시대에는 세 가지 행사를 국가적인 중요행사로 다루었는데 <석전제, 무예도시

(武藝都試), 뚝제(纛祭)>를 국가적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렀다. 뚝제는 봄가을로 지

냈는데, 음복의 예를 훈련원(訓鍊院)에서 행하는데, 석전제와 마찬가지로 관례에 따

라 관악(官樂)과 광대와 영기(伶妓)를 주어 노래와 춤을 성대히 베풀어서 환락이 극

도에 달한 뒤에야 파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임진왜란 후부터 사라졌다. 조선시대에

성남지역에서는 군사훈련인 강무(講武)행사가 임금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적게는 5

천여 명에서 많게는 10만이 넘는 군사가 모여 빈번하게 열렸다. 이 때 뚝제를 지냈

는데, 초헌·아헌·종헌의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이성계가 고려 말에 함경도

에 침입한 원나라 장수 나합출(納哈出)을 격퇴한 공로를 기린 정도전의 시에 곡을

붙인 주납씨가(走納氏歌)를 연주하여 올렸다.11) 제사를 지낸 후에는 음복례를 하면

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장사(將士)들로 하여금 검무(劍舞)를 추면서 환락이 극에

달한 후에야 마쳤다.

이 때 연주된 주납씨가(走納氏歌)는 납씨가 달아난 것을 노래한다는 뜻인데, 납씨는

고려 말에 동북 지방에 침입한 원(元) 나라의 장수 나합출(納哈出)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합출을 격퇴한 공(功)을 칭송하기 위하여 정도전(鄭道傳)이 오언고시(五

言古詩)의 체제로 가사(歌詞)를 지었는데, 이에 곡(曲)을 붙여 뚝제(纛祭)를 지낼 때

에 초헌(初獻)ㆍ아헌(亞獻)ㆍ종헌(終獻)에 연주하여 올린다.

납씨곡(納氏曲) 또는 납씨가(納氏歌)라 한다.12)

10) 윤종준,「조선의 강무장 운영과 성남」,『성남문화연구』 20호, 2013. 
11) 송시열『송자대전』(1787) 축판조(祝版條)에 ‘뚝제(纛祭)에 종헌(終獻)을 하고 주납씨가(走納氏歌)를 연

주한다.’ 하였다. 
12) 『태조실록』2년 7월 己巳.

군사훈련에 사용되는 뚝 석전제 일무(佾舞)-문무(文舞)에 
사용되는 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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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경 <견한잡록(遣閑雜錄)>
성균관에서 춘추로 행하는 석전제가 끝나면 문무 대소관이 모여 음복례를 행하는데, 그 예가 매우 

성대하였다. 1품부터 당상 3품까지는 명륜당상의 교의에 앉고, 당하 3품부터 9품까지는 계단 위에 

마련한 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조촐하게 차린 상 앞에 서서 차례로 엎드렸다가 일어나 

음복하였다. 음복이 끝나면 상과 교의 그리고 긴 의자를 철거하고, 제자리로 가서 평좌(平座)하면 

각기 큰 상을 드리는데, 주찬(酒饌)이 매우 풍성하였다. 이는 모두 성균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당상관ㆍ당하관 할 것 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또 술을 잘 마시는 자에게는 따로 큰 

잔을 주어 아주 취한 뒤에야 파하였다. 

춘추로 행하는 뚝제(纛祭)를 지낸 뒤에도 음복의 예를 훈련원(訓鍊院)에서 행하는데, 석전제와 

마찬가지이다. 병조(兵曹)에서 보병에게 군포(軍布)를 주면 본원(本院 훈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관례에 따라 관악(官樂)과 영기(伶妓)를 주어 가무(歌舞)를 성대히 베풀어서 환락이 극도에 달한 

뒤에야 파하였다. 

또 춘추로 행하는 무예도시(武藝都試)를 여는데, 종장(終場)하는 날에는 정부 6조의 당상관 전원과 

도총부(都摠府)와 훈련원에서는 각기 당상관 한 사람씩이 참석하였다. 관례에 따라 조정에서는 

주악(酒樂)을 내리고, 각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모든 기구를 공급하게 하여 또한 환락이 극도에 

달한 뒤에야 파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조정의 성대한 일이었는데, 임진난 후 음복 등의 행사가 

모두 행해지지 않으니, 크게 탄식할 일이다.

뚝제는 이미 고려시대에도 지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한다. 충렬왕이 원나라 사람

내안을 토벌하면서 직접 군사를 사열하고 뚝제를 지냈다는 기록이다.13)

2) 제2회 검무축제 – 뚝제

뚝제를 지낸 후 검무를 추면서 연회를 열어 환락이 극

에 달한 후에야 마쳤다는 역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검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검무는 신라 화랑 황창이 궁중

에서 추었다는 설화로 천년을 넘어 전해진다. 고려 때 민

간에서 계속 추어졌으며, 조선시대 내내 전국적으로 검무

가 성행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성남에서 뚝제를 주제

로 한 검무축제가 2015년 5월 30일 분당 중앙공원 야외

무대에서 예술단‘결’ 주최로 열렸다.

(1) 검무축제의 의미

우리 역사와 삶 속에는 여러 검무들이 등장한다. 동학

교도들이 인내천의 사상아래 결단의식과 수련으로 추었

던 칼춤이 있고, 중국 초한시대의 고사로부터 유래되어 연희되던 항장무, 상여 앞에서 망자

의 천도 길을 위해 잡귀와 잡신을 물리치려고 추었던 휘쟁이 춤, 굿판에서 액을 막고 살을

풀기위해 무녀가 추었던 칼춤, 종묘와 문묘에서 조상의 무공을 기리기 위해 추었던 검무, 무

13) 안정복, 『東史綱目』제12하 丁亥 충렬왕 13년(1287) 추7월,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수도를 출
발하여 내안(乃顔)을 토벌하는 전쟁을 원조하였다. 왕이 군대를 사열하고 친히 궁문에 독제(纛祭 독
은 장군(將軍)의 기(旗)인데 전쟁하러 갈 때 그 기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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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검술을 익히며 추었던 검무, 이렇듯 역사와 삶 속에서 검무는 사람살이를 위해 추어

졌고 우리문화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예술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아이콘으로 검과

검무를 다시 보아야한다. 그렇게 검무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이면까지 살펴본다면 앞으로 추

어낼 검무는 더욱 무궁할 것이다.14)

(2) 이 시대에 나는 왜 ‘검무’ 이어야 하는가

우리 춤만 춰오던 나는 왜 지금 이 시대에 검무

여야 하는가? 20여 년 전 인간문화재 우봉이매방

선생님 문하생으로 있을 때 ‘장검무’라는 작품의

칼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검이 마음에 들어왔다. 조

선시대까지 전해지는 모든 자료는 칼목이 부러진

것이 어디에도 없다. 일제 시대를 거치며 우리의

검무가 바뀌고 우리의 정신이 부러져 버린 것이

다. 제2회 검무축제 ‘뚝제’는 칼목이 부러지지 않은

검결과 검의 정신이 살아있는 검무를 지향하며, 철

학이 빈곤한 이 시대에 정신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것이 빠진 몸짓이 아닌, 내 몸을 내가 움

직여 아픈 곳을 고치고, 움직일수록 기운을 차게 하여 맑은 몸과 마음으로 검의 ‘결’과 ‘정신’

이 살아있는 공연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예술단 결, 단장 신미경)

(3) 프로그램 주요내용15)

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된 의식무, 정통무예의 유산재이자 보고로서의 무예 시범, 무예를

기초로 재미와 함께 창작된 검무,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이야기가 있는 검무, 여

검객의 진검베기, 군사 깃발을 들고 훈련을 위한 작품, 춤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재조명된 검

무, 지킴이로서의 시범, 춤과 무예를 한 몸에 익혀 검무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작품 등 다양

성을 재조명하였다.

○기원무 - 모든 출연진들이 무대에 있는 가운데 깃발에 제를 지내는 제사장과

그 무용수들이 나라의 평안과 부강을 위해 신칼을 들고 기원하는 춤을 춘다.

○즐풍목우 - 조선후기 십팔기를 익히는 무인들의 연무.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무사들은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로 몸을 씻으며 쉼없이 무예를 익힌 끝에 사도

세자가 꿈꾼 조선의 국기 십팔기의 완성을 이루어 내었다.

○광대 그리고 칼 - 광대가 춤을 춘다 얼씨구~ 세상시름 하나 없이 신명나게 우

스꽝스럽게 서로 엉키어 즐거이 논다. 그들은 나라가 시련에 빠졌을 때 남모르

게 감춰둔 무예실력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의연히 일어난다. 대가 없이

14) 김영희 (무용평론가, 김영희춤연구소), 〈검무 다시보기〉, 제2회 검무축제 브로셔, 2015.
15) “검무의 발전 가능성 확인시킨 제2회 검무축제”, 글로벌이코노믹 뉴스, 201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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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라를 위해 오늘도 칼춤을 춘다.

○아리랑 - 해동검도의 상, 하체의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을 구사하며, 육체와 혼합일체 하는 강인한 퍼포먼스 연출

을 한다, 남, 녀 검법 동작,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단체의 화합

을 나타내는 검법이다

○하독검 수천무 - 고구려 광개토태왕비에 새겨있는 장하독이라는 이름을 땅을

경계하는 자로, 수천은 하늘을 지키는 여인으로 놓고, 고구려 조의선인 하독이

펼치는 권법과 검무, 그리고 수천의 춤과 쌍검무로 이 땅을 끊임없이 유회하며

지켜나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창작검무다.

○진검승부 - 사십개의 짚단을 앞에 놓고 두 여검객이 진검으로 베기를 하는 작

품이다.

○둑무천고 纛舞天告 - 출정함을 하늘에 고하는 깃발들의춤. 출정에 앞서 이전쟁의

승리와 무사귀환을 바라며, 둑기를 세워 승리를 기원하는 무인들의 군무이다.

○창(瘡),화(華) - <창(瘡),화(華)-창(昌)의 창(瘡)으로 창(唱)이로다.>

“춤추는 칼 일어나니 물이 흐르는 듯, 주변의 마음엔 결코 흔들리지 않았네.....”

어린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라화랑 황창의 고사를 토대로 안무하였

다. 본국검보의 무(舞)를 바탕으로 한 예(藝)의 형태이며, 무(無)-검기(劍氣)-검

광(劍光)-검화(劍化)의 순으로 구성되어 무(舞)과 무(武)의 결합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단검술과 총검술 - 총칼단검과 단검을 사용하여 국가를 지키는 국방무술로써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맘으로 적과 대치하여 겨루는 기술을 시범

보인다.

○절차탁마(切磋琢磨) - 옥이나 뿔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검무

방법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제자들을 한자

리에 모아 한 몸에 춤과 무예를 익히는 첫 번째 프로그램을 공연화하였다. ‘전

통굿거리’라는 여성 전통춤과 ‘무예춤’이라는 남성적 무예춤을 하나로 엮어 훈

련검무로 마무리함으로써 검무를 위한 끊임없는 춤과 무예의 수련을 표현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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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설, 설화, 민담 스토리텔링

영화나 TV 등이 없던 옛날,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근세에 영화가 처

음 나왔을 때 변사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직업적인 이야기꾼이 있었다. 유세사(遊

說士)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랜 옛날, 중국 춘추전국시대부터 있었지만 유세사

는 정치지도자를 대상으로 통치이념을 설득하는 사람으로, 요즘으로 치면 선거 유

세와 같은 성격이어서 재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많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흥미를 끌었던 직업인이 있었다. 조선 후

기의 시인이었던 조수삼(1762~1849)의 문집인 『추재집(秋齋集)』 「기이편(紀異

篇)」에 <전기수(傳奇叟)>라는 직업적인 이야기꾼이 등장한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다양한 소설이 대중화 하면서 직업적인 이야기꾼이 등장하여

소설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례를 받는 직업이 등장한 것이다. 그들

중에는 부자 집에 불려가 소설을 읽어주고 보수를 받았던 「요로원야화기」의 주인

공 김호주(金戶主)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도시의 중심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고, 사례를 받던 전기수와 같은 부

류가 있었다.『추재집』 에 보면 전기수가 어떤 모습으로 활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전기수는 동문 밖에 살았다. 언과패설(諺課稗說=소설)인 「숙향

전」·「소대성전」·「심청전」·「설인귀전」등과 같은 전기(傳奇)를 구송하였다. 월

초 1일은 제1교 아래에 앉고, 2일은 제2교 아래에 앉고, 3일은 이현(梨峴)에 앉고, 4

일은 교동(校洞) 입구에 앉고, 5일은 대사동(大寺洞) 입구에 앉고, 6일은 종루(鐘樓)

앞에 앉았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다가 7일째부터는 다시 내려오고, 내려왔다가는

다시 오르고 올라가서는 또 내려오고 하여 한 달이 차면 다음 달에 또다시 반복하

였다. 전기수의 책을 읽는 솜씨가 뛰어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읽어 가

다가 아주 긴요하여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러 문득 읽기를 그쳐 침묵하면, 사람

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

(邀錢法)이다.”16)

조수삼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83세 때인 1844년(헌종10)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그

의 삶은 여행의 연속이라고 할 만 하다. 1789년(정조13) 이상원(李相源)을 따라 처

음으로 중국에 간 이래로 여섯 차례나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이때에 당대 중국의

일류문사인 오숭량 · 유희해 · 강련 · 주문한 등과 사귀었다. 그리고 전국에 발 닿

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국내 각지를 빠짐없이 여행하며 많은 시를 남겼는데, 이

에 대하여 김정희는 두보(杜甫)의 시풍과 가깝다고 평가했다.

傳奇叟라는 한자를 보면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노인’이라는 뜻인데, 대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전기수는 요즘의 동화구연가라든

지 문화해설사와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문화유적지나 관광지에

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문화해설사, 혹은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명칭으로 그 지역

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지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며 여행의 재

미를 더 뜻 깊게 해 주는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광 서비스의 발전에 크게

한 몫하고 있고, 해당 지역을 홍보하는 뜻 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6) 조수삼, 『추재집(秋齋集)』(1939) 「기이편(紀異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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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남의 전설, 설화, 민담17)

성남 지역은 도시화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 수많은 이야기

가 숨겨져 있다. 둔촌 이집과 천곡 최원도와의 우정 이야기, 5남4녀의 자녀를 모두

잃고도 여성이면서도 성리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강정일당, 고려 말의 충신 송산

조견 가문의 4대 충절, 이경류 선생과 말 무덤, 꿈 이야기가 가문을 일으킨 징조였

음을 나타낸 이경민의 거북 묘비, 탄천 전투에서 전사한 경주 최씨의 선조 최진립

장군, 정묘호란에 순절한 남이흥, 이상안 장군, 효녀 도리장과 효자 홍수원, 굶어

죽은 청백리 이병태, 김유신 장군에 의한 별이 솟아오른 성부산(星浮山) 설화, 현대

인물로서 성남출신의 공군 조종사 이상희 대위의 장렬한 순직 이야기 등이 전승되

어 오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이러한 옛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옛날 전기

수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을 재현하고 전승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더 많은 연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율동공

원이나 중앙공원 등의 사연이 깃든 곳에서 스토리텔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

육지원청, 상공회의소, 농협,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의 스토

리를 전파하는 계획을 세워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해설사를

파견하여 스토리 들려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성부산 설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학교 뒤의 봉국사가 있는 산자락을 성부산(星浮山)

이라고 한다.18) 별이 솟아오른 산이라는 뜻이다. 신라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

키고 난 뒤 백제 땅 여러 고을에 군사들을 주둔시켰는데, 한산성에도 군사를 배치

하였다. 서기 661년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산성을 고구려와 말갈 군사들이

포위하였다.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과 말갈 장군 생해(生偕)가 이끄는 연합군

이 한산성(漢山城)의 신라군을 공격했는데 40여일이나 공방이 계속되었다. 날쌔고

용감한 공격군은 활 뿐 아니고, 돌을 쏴 날리는 도구인 포석(砲石)으로 성을 파괴하

니, 절을 뜯어 임시로 기워가면서 성주 동타천(城主 冬陀川)을 비롯한 군사들과 주

민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아냈지만 화살은 동이 나고 먹을거리는 바닥이 났다.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병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건만 구원병은 커녕

적군의 화살만 날아들었다.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부딪혀 남녀노소 모두 서로가

붙들고 울고불고할 뿐이었다. 무열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산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신하들도 모두 뾰족한 수가 없어 머무적거리고만 있었다.

김유신이 아뢰기를 “일이 급하온 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오니,

다만 신술(神術)로만 구할 수 있겠심더.” 하였다. 이에 소두방산에 단(壇)을 설치하

고 신술을 닦으니 갑자기 큰 항아리[大瓮] 같은 불덩어리가 단 위에서 솟구쳐 올라

살별처럼 북쪽으로 날아갔다. 소두방산은 경기도 이천과 광주 사이에 있는 산인데

오늘날에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17) 윤종준 편저, 『성남옛이야기』, 성남문화원, 2010. 
18) 처능(1617~1680)의 《백곡대각등계록》에 성부산 아래에 봉국사를 지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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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산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홀연히 큰 불덩어리가 남쪽 하늘로부터 날아오더니 벼락과 같이 내리치면서 적의

포석기 30여 곳을 때려 부수고, 활과 화살, 방패 등을 모조리 부수었다. 적군은 모

두 땅에 엎드려 죽은 듯이 있더니 한참 만에 깨어 일어나 비실비실 거리다가 부리

나케 도망가 버렸다.

이 사건은 《삼국유사》 뿐만 아니고, 《삼국사기》에도 기록돼 있으며, 《삼국

유사》에는 날짜까지 6월 22일로 나와 있다.

또 하나의 성부산은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와 덕천리에 걸쳐 있는데 전설 속의

성부산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성남의 성부산일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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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성남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큰 행사로서의 축제보다는 작은 집

단, 혹은 마을 단위의 스토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성남은 40여년의 역사 속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해 왔으며 그 초창기에는 주

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

였다. 성남에서의 민속놀이 복원 전승 및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분당에서는 구미동

오리뜰 농악과 판교 쌍용거(고)줄다리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이매동) 등이 재

현에 성공하여 무형문화재 지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성남 시내 주요 문화

행사에 빠짐없이 출연하고 있다. 그리고 개천절에는 도당굿 문화축제 등이 열리는

데 이들 민속놀이 역시 복원 재현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들 민속놀이가 성공적으로 복원 개최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구술 자료의 확보와 역사적 고증 (2)현대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주제일

것 (3)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4)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보존회의 구

성 등 문화 활동가의 노력 등을 필수로 한다. 오리뜰 농악의 경우는 1960년대에 당

시 농악 연희자들이 찍은 기념사진 한 장이 복원의 결정적인 단서를 마련해 주었

다. 그만큼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증명해 준 일이었다. 쌍용거줄다리기를 예로 들

면, 한국 전쟁 무렵에 중단된 판교 쌍용거 줄다리기는 1980년대 복원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판교 쌍용거 줄다리기는 경기도 지역

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줄다리기라는 점에서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체계

화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교 쌍용거(고)줄다리기는 명칭을 비롯해 복원하

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지적도 있다. 마을 원주민들을

만나고 이들을 통해 줄다리기의 진행과정과 줄을 꼬는 과정을 재현할 수 있었고,

보존회를 구성하여 재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는 본래 농

경문화를 토대로 한 주술성이 강한 줄다리기였으나 그 성격이 조금씩 바뀌면서 현

재에는 놀이 및 축제적 성격이 강한 줄다리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판교 쌍용거줄다리기의 또 다른 특징은 줄다리기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 복장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신랑은 수줄에, 신부는 암줄에 올라타고 입장을 하는데,

이들은 각 팀을 응원하는 역할도 하지만 수줄과 암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줄다리기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는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집례의

보조자 역할을 한다. 신랑은 근면·성실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신부는 결혼을

앞둔 처녀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은 기혼 남성, 신부는

총각 중에서 선발하여 각각 신랑과 신부 복장을 입혀 등장시킨다. 그 해 운수를 보

고 부정하지 않은 자를 선발해야하는 등의 특별한 선발 기준은 없다.

앞으로 복원 및 재현 가능성 있는 민속 문화 또한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또한 주

민들의 의견수렴과 고증-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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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국사 공주 천도제와 판교 양반가 상여소리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생로병사와 관혼상제의 통과의례 중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슬픔을 승

화하여 현실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주제가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어둡고

슬프지만 예부터 세월이 지난 후의 기념일은 슬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상례는 흉한 일이지만 제례는 길한 예절로 여겼던 것이다.

판교 지역은 성남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었다. 전통적으로 양반 세거문

중이 존재하였고, 구석기시대부터 문화가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머무는

낙생행궁이 존재하였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상여소리는 이제 소멸의 위기

에 처해 있다. 몇 년 전 성남문화원에서 재현 한 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재

현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봉국사 천도제는 9살과 13살의 어린 나이에 천연두로 죽은 명혜공주와 명선공주

의 영혼을 천도하는 제이다. 봉국사에는 현종 임금의 두 딸, 명선과 명혜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받들어 왔던 전통이 있다.

2. 탄천 기우제

탄천은 성남시민에게 있어 문화의 발상지이다. 구석기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었

고, 삼국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자연과 역사의 자원이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를 구출하러 출동 했던 병사들이 장렬하게 전

사했던 유적지이다. 공주영장 최진립 장군은 69세의 나이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

하고 참전하여 전사했는데 온몸에 적의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히도록 분전하였다.

전란이 끝난 후 나라에서는 광주 쌍령 전투와 탄천 전투에서 전몰한 사람들을 위

한 제사를 지냈다. 현재 광주 쌍령리에서는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성남

탄천에서는 제사가 끊긴지 오래됐다. 조선 후기에 천연두가 창궐하고 구제역이 극

성하여 종묘에 제사 지낼 한우조차 씨가 말라버려서 몽골에서 소를 수입해서 종자

로 삼았을 지경이었는데 이 때, 임금이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며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또한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3. 설화와 전설, 민담 스토리텔링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는 전설과 설화, 민담 등의 스토리가 전해온다. 이런 스

토리를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혹은 문화해설사들이 전승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다 많은 스토리의 발굴과, 조선시대 전기수들과 같이 스토리 전파를 위해 다각적

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이글은 전반부와 맺음말에서 2015년 11월 2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경기

도 축제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경기지역학포럼에서 「도시에서

의 민속문화를 활용한 축제개발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을 추가하고 보

완하는 성격이어서 여러 곳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밝히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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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우리는 축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축제를 벌인다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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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축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축제를 벌인다
-축제다운 축제의 원형을 찾아서-

이동준19)

*

Ⅰ.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축제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축제를 곁에 두고 산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 가

더라도 거기서도 수없이 많은 축제를 보고 또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지역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축제를 쫓아다니

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찾아다니며 축제를 즐기기도 한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축제가 우리 삶을 그리 풍요롭게 하지도,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여유롭

게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축제들이 우리 삶을 더 소란스럽게 하고

자본주의적 탐욕과 경계스러움에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어느덧 늘어나

는 축제가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전국적으로 연간 천 여 개가 넘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행

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많은 축제가 우리 주변에서 연일 성대하게 열리고 언론과

방송, 그리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축제의 성과를 알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이 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축제란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이 시점

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축제란 대체 뭔가? 우리에게 지역축제란 무엇

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대부

분의 축제는 축제와 지역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을 동원하고 프로그램 구색을 갖춰서 행사를 치르면 그만인 그런 축제들이었

다. 또 축제가 관광 상품화와 경제적 효과 위주로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가 한두

해 지나서는 은근슬쩍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본격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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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내 고장 알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축제에 주목하면서 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축

제들 간에 벤치마킹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지역축제는 갈수록 획일화, 형식화되

기 시작했고 지역 고유의 차별성도 점점 희미해지고 말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

역축제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많은 지역축제가 난립하다 보니 지자체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적자생존의 논

리가 지역축제에도 적용되고 있다. 전국의 지역축제들이 정부의 대표문화관광축제

나 광역시도의 중점지원대상축제로 선정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해

도태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적 인식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축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보다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지역축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나가야 할지 좀 더 근본적인 고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Ⅱ.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축제가 맞는가?

대규모 장소에 사람이 모여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우리는 그걸 죄다 축제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

고자 하는 관광행사인지, 특산물을 홍보하고 팔기 위한 장터행사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 산업과 관련된 박람회인지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축제라고 이름

붙여진 행사를 가게 되면 분야별, 장르별 주제에 따른 물건이나 작품을 전시하거나

선보이는 전시회인지, 그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적 인물, 사건, 공동체 정신을 고양

하기 위한 제례인지, 아니면 가수나 연주자 위주의 공연인지, 또는 경연대회인지 그

성격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

는 여전히 수많은 구성물로 뒤섞어버린 혼탁한 혼합물을 마시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역마다 벌이는 큰 행사들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다. 그러나 과연 그런 행사를 축제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는 부지불식간

에 온갖 행사들을 축제라고 명명하고 있기에 축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이 잡다한 행사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에 많은 에너지

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축제’는 그 의미나 기원에 있어서 모호하기

그지없는 말이다. ‘축제’라는 말은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

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단어다. 이런 한자말도 물론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와 쓰이기 시작했던 일본식 한자어다. ‘제(祭)’는 오랜

세월동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제사’라는 뜻으로 사용해왔다. ‘제’는 기우제, 선농제,

산신제, 당산제, 위령제, 추모제, 풍어제 등과 같이 하늘과 땅, 조상에게 올리는 제

사의식에 쓰이던 말로 축하하여 벌이는 잔치나 행사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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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말은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 일본에서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그 지방에 내려오는 신을 모시고 제례의식을 올리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마쓰리(祭

り)’라고 부르며 한자로는 ‘축제(祝祭)’라고 쓰기도 한다. 그런데 왜 마쓰리를 ‘축제’

라고 표현하게 되었을까?

마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마쓰리는 신사에 모신 신위를 가마에 모시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행사로 온 마을이

흥청거리며 즐기는 행사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렇게 가마를 메고 마을을 돌며 마을

의 안녕과 소원을 비는 행사를 주재하는 사람1)을 ‘신직(神職)’이라 부르는데 ‘축(祝)’

에는 바로 이 신직의 뜻이 담겨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마쓰리(祭り)를 ‘축

제(祝祭)’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념, 축하, 선전을 위해 집

단적으로 행하는 행사를 ‘제(祭)’, 또는 ‘축제(祝祭)’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어에서 쓰이는 ‘祝祭’라는 말은

영어 ‘페스티발(Festival)’의 번역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어에서는 영어 ‘페스

티발(Festival)’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중국어에서는 ‘慶祝’, ‘歡慶’, ‘節日’ 등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쓰리를 ‘祝祭’라고 표현할 충분한 이유,

그리고 영어의 'Festival'을 ‘祝祭’로 번역해도 좋을만한 충분한 이유(일본의 ‘마쓰

리’와 서양적 전통의 ‘Festival'에서 보이는 제의적 유사성)를 가지고 ‘祝祭’라는 말

을 선택해서 사용해왔던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이 사용해온 ‘祝祭’

라는 단어를 받아들인 것이다.

중국은 서양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유구한 역사․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에서 그에 합당한 단어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축제’라는 말을 그

시기에 일본에서 받아들이기에 앞서 고려해야만 할 역사․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

락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페스티발(Festival)’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말이나 한자어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祝祭’라는 한자어

말고도 ‘祝典’, ‘祭典’, ‘잔치’ 같은 친숙한 단어를 이미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축제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대답해보라!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매년 각 지역에서 천 여 개 이상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축제가 맞는가? 축제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서 오랫동안 시행되어왔던 ‘제사’이든, 일본의 ‘마쓰리’이든 우리가 아무리 넓은 의

미로 ‘축제’라는 말을 가져다 쓴다 하더라도 축제에는 신과 인간의 교섭, 소통이 담

겨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나 방식으로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방식이나 의도이든

그것이 빠져있다면 ‘제(祭)’라는 한자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축제’라는 말에는 그런 신적인 요

소나 신과의 연결 내지 소통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국어사

전을 한번 펼쳐보자. 사전에는 ‘축제’의 뜻을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즐거운 행사’

1) 신사에서 의식의 절차나 수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일본에서는 ‘신직’(神職)이라 부르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제주’(祭主)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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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뜻풀이가 우리 국어사전에 등장하게 된 시기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980년대 이후부터다.

이런 맥락에서 신과의 소통이나 교섭을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어

떤 일을 축하하여 벌이는 온갖 종류의 행사에 대해 ‘축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

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온 종교성을

일거에 사장시켜버리는, 통한스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저 경축하고 축하해서 먹

고 마시며 한 바탕 즐기는 행사에 우리는 오늘도 ‘축제’라는 이름을 어김없이 부여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게 축제가 맞는가?

Ⅲ. 과연 그게 축제인지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라!

1. 축제의 두 가지 기원

우리는 축제를 생각할 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떠올린다. 마음 편히 즐기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행사로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액운을 없애고

복을 기원하는 제사의식으로 축제를 이해했다. 현대인들은 축제를 그저 진탕 먹고

마시는 잔치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종교의식과 행위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

가 숨어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축제는 생활의 일부요 삶의 양식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에게 ‘왜 축제를 하는가?’ 물으면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 하

지만 현대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축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일이다. 그만큼 절실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부차적인 일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왜 즐겁지도 않은 축제를 하는가? 왜 그게 그거인 축제를, 별로 새롭지도

않은 축제를 지속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축제는 과연 개인이나 공동체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주고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답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축제를

논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 축제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수없이 많

을 것이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

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향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대답은 얼마든지

덧붙여 얘기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부차적인 이유나 기대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대답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 최종적인 해답의 하나로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라고 가정해보고 싶다. ‘왜 축제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위해 먼저 서양적 전통

에서 축제의 두 가지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는 ‘페스티발적 기원’과

다른 하나는 ‘카니발적 기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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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스티발적 전통 - 해방과 휴식

우리가 축제라고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바로 페스티발

이란 용어다. 그렇다면 영어, 독일어 등에서 축제를 뜻하는 ‘festival(Festival)’,

‘Fest’의 어원을 찾아보자. 이 말은 라틴어 ‘festus’, ‘festum’이란 말에서 왔는데 ‘일

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의식에 들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절기를 기념하는 종교적 제의가 'Fest'의 본래 의미라 할 수 있다.

축제는 본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왜 제사를 지낼까? 제사는 죄를 용서

받기 위해, 또는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말하며 이를 통해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참여자에게는 무

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가? 인간이 ‘속’의 세계를 벗어나

‘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는 신이 ‘성’의 자리에서 내려와 ‘속’의 세계로 침

투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과 속의 만남, 신성과 인간의 일상성이 교차하면서

인간의 내면과 삶,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사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제사는 신과 인간이 신성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교섭하고 만나

는 제의적 행위를 통해 성화와 일체감을 체험하게 한다. 신과 인간의 단절을 극복

하고 이어주며 공동체에 일어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한다. 또한 제사

는 통과의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적 세속성에서 성화된 신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격적 변모가 일어나며 그가 생활하는 사회 내에서 새로운 사명과 역할

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축제는 본질적으로 제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오늘날 많

은 축제들이 이런 제의적 행위를 축제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

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 축제가 제의행위, 제의적 절차와 행사

를 포함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의적 요소, 다시 말해서

참여자로 하여금 신비적 일체감과 성화된 공간,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상

징적 절차나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단언하건대 제의성이 없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다. 더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축제를 흉내 낸 거짓 축제에 불과

하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축제의 의미가 있다. 독일어에는 축제를 뜻하는

단어가 ‘Fest’ 이외에 ‘Feier’란 단어도 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을 뜻하는 라틴어

‘feriae’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는 축제가 ‘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부분을 더 깊이 분석해보기 위해 시대적으로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보자. 고대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로 알려진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 보면 ‘세상의 창

조’에 이어서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이어진다.

마르둑(Marduk)은 혼돈의 신 티아마트(Tiamat)를 물리치고 모든 신들의 왕으로

군림한 뒤 사람을 만들어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게 하고 신들을 쉬게 할 계획을 세

운다. 지혜로운 신 에아(Ea)는 그에게 신들 중 하나를 죽여 그 피로 사람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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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언한다. 신들은 티아마트를 선동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으로 킨구

(Kingu)라는 신을 지목하고 그를 묶어 에아 앞으로 데려온다. 에아는 그에게 심판

을 내려 그를 죽이고 그의 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게 했고, 신들은 쉬게 했다.

이렇게 신들이 쉬었다는 ‘샤파투(Sapattu)’의 개념은 수메르 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

아볼 수 있다. 아카드어 '샤파투(Sapattu)'는 달의 절반인 보름을 뜻하는데 이 날은

바빌로니아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종교일 이었다. 이 '샤파투'에서 이스라엘의 안식

일을 뜻하는 '사바트(Shabbat)'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바빌로니아의 전승에 따르

면 '샤파투'는 ‘신의 심장이 쉬는 날(um-nuh libbi)’이라고 해석된다. 즉 신이 쉬는

날이 안식일인 '샤파투'였고, 히브리인은 이를 음역하여 '샤바트'라고 부른 것이다.

심장 속에 모든 계획과 의도와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기에 심장이 쉰다는 것은 모든

노역과 활동을 그치고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다.2)

이렇게 축제는 ‘일로부터 해방되어 쉬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축제는 인

간이 그의 모든 세속적 활동을 멈추고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사회적

금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성별된 시간과 장소로 들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축제

를 위해 우리가 또 다시 분주해진다면 일로 변질된 축제를 그치고(거짓된 축제를

그만 두고) 쉬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3. 카니발적 전통 - 금식과 향연

서양에서는 가톨릭 전통에서 ‘사순절(Fasten, Lent)’ 기간을 보낸다. 독일어에서

‘금식’을 뜻하는 ‘Fasten’은 부활절 전 40일간의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기간이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ey)은 사순절

이 시작되는 날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 참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마에 재를 바

르며 십자를 그린다.

이 기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기를 실컷 먹어 긴 단식기간에 대비하고자 한 축제가

바로 ‘카니발(Carnival)’이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을 ‘마르디 그라(Mardi

Gras)’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기름진 화요일’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기나긴 사순절

금식기에 들어가기 위한 카니발 향연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침

식사를 뜻하는 영어의 ‘breakfast’란 단어도 여기서 기원했는데 이 단어는 ‘break’와

‘fast’가 합쳐진 말로 ‘밤의 금식을 깨뜨린다(breaking the fast of the night)’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슬림들도 일종의 금식기간인 ‘라마단(Ramaḍān)‘을 보낸다.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하는 라마단은 무슬림 력으로 9월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가

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서 이 기간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하고 하루에

2) 이동준, 『마음의 장기 심장-제3장 신화와 종교에 나타난 심장의 인간학』, 바다출판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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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씩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라마단을 ’금식‘을 뜻하는 ’사움(sawm)‘이라고도

부른다. 라마단이 끝난 날부터 3일 동안은 ’이드 알 피트르(Eid-al-Fitr)‘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 성대한 장식과 풍부한 음식을 먹으며 라마단을 무사히 끝낸

것을 축하한다. 우리가 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카니발(Carnival)이

다. 브라질의 리우카니발과 삼바퍼레이드에서 연상되는 일탈과 자유의 이미지는 너

무도 강렬하다. 하지만 축제의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카니발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카니발의 어원부터 살펴보자.

카니발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고대 이교적 전통의 제의 의식과 관계가 있다. 카니발

이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 어원으로는 먼저 ‘carrus navalis' 같은 말을 찾

아볼 수 있다. ‘carrus navalis'는 로마에서 널리 행해지던 이교적 정화의식에 쓰이

던 ’배 모양의 마차‘에서 유래된 말이다. 농신제 기간에 사람들은 왕을 뽑아 그에게

화관을 씌운 뒤 마차에 태우고 가장행렬을 하는데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리에

꽃을 뿌리며 서로 뒤섞여 일탈과 소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해방감을 만끽한다.

또 다른 어원으로는 'caro valens‘, ’carnem levare' 같은 말이 있다. 'caro valens'는

‘고기로 잔뜩 배를 채운다’는 말이고 ’carnem levare'는3) ’고기를 치워버린다‘는 뜻

이다. 고기를 없애버린다니 무슨 뜻일까? 이 말이 내포하는 뜻은 사순절이 시작되

기 전 집안에 있는 고기를 모두 먹어치워 버리는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된

다. 언뜻 들으면 서로 상반되는 듯하지만, 고기(caro, carne)와 연관되어있다는 점에

서 종교학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카니발은 서양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전해져오던 이교적 전통에

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훨씬 후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들어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카니발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시대에 널리 퍼져있던 종교의

식에서 비롯된 축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금식기간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실컷 먹고 즐기는 풍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4. 고대 그리스 시대의 카니발적 요소

고대 그리스에서는 겨울철 추위에 얼어붙어 있는 땅을 깨우고 그 해의 풍요로운

결실을 기원하기 위한 제전이 지속해서 열렸다. 12월에는 농촌지역에서 소박하고

작게 열리는 ‘시골 디오뉘시아(Dionysia ta kat' agrous) ’축제를 시작으로 1월경에

는 축제행렬과 연극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레나이아(Lenaia Dionysia)' 축제가, 2

월에는 술의 신 디오뉘소스를 기리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며 흥청거리는 ‘안테스테

리아(Anthesteria)’라는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디오뉘소스 신을 찬양하는 디튀

람보스를 불렀다. 안테스테리아 제전에서 디오뉘소스는 바퀴가 달린 배를 타고 축

3) 카니발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인 ‘carnevale'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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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행렬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아테네에 도착한다.4) 광대들은 무리들 속에서

디오뉘소스의 수행자인 사튀로스를 흉내 내어 거대한 남근을 과시하는 염소의 하체

를 입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며 열광한다. 군중들은 광란과 흥분 상태에 빠져서

춤추고 노래하며 여인들은 디오뉘소스를 따르는 광적인 여신도(Maenads)가 되어

숲 속으로 들어가 지내기도 한다. 12월부터 시작된 디오뉘시아 축제의 행렬은 비극

이 행해지는 극장에 도착하면서 최고조에 이른다.

3월에는 ‘대 디오뉘시아(Dionysia ta Megala)’ 축제가 열렸는데 이 기간 동안 디

오뉘소스 극장에서는 그리스의 유명한 여러 극작가들이 연출한 비극과 희극, 사티

로스극이 종합연극제 성격으로 거행되었다. 축제의 넷째 날부터 3일간 열리는 비극

경연에는 아테네의 부유층 사람들이 연극공연 비용을 부담하고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극장에서 이를 관람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모든 상거래와 전쟁도 멈추

고 모두가 쉬어야만 했다.

그리스 비극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의식이 함축되어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춤추고 노래하는 코러스는 제사장처럼 비극의 전개를 이끌

어가며 배우들은 가면(Persona)을 쓰고 극중 인물을 연기한다. 비극을 보는 관객들

은 끔찍하고 처절한 운명에 휘둘리는 주인공들에게 연민과 공포를 느끼고 그를 통

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부정한 요소를 깨끗이 씻어냄으로써 정화된 상태(Catharsis)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민중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으로 자리 잡은 디오뉘소스는 문화와

예술의 창조적 원리로 작용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부활의 신으로 알려

져 있다. 이 신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디오뉘소스는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의 결합으로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자그레우스

(Zagreus)다. 이에 분노한 헤라여신이 티탄들을 부추겨 아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

고 찢긴 고기를 먹어치우게 한다. 이렇게 희생제물을 ‘조각조각 찢어서(sparagmos)

’‘날 것으로 먹는(omophagia)’ 행위가 디오뉘소스 제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5). 바

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카니발의 식인성과 통하는 점이다.

제우스는 티탄들을 벼락으로 내리쳐 죽이고 데메테르 여신이 그 재에서 아기의 조

각난 시신을 봉합해 디오뉘소스는 부활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디오뉘소스는 신성

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토착 신이면서 이방의 신이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모순에 찬 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자기 안에 상반된 요소를 함

께 지니고 있기에 디오뉘소스는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는 신이며 공동체 내에서 겪

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통일하고 해소하는 힘과 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 BC 6세기 중반의 아티카 도기화를 살펴보면 디오뉘소스가 바퀴가 달린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디오뉘소스가 부활의 신으로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앙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5) 디오니소스가 티탄들에 의해 찢겨 죽으며 겪게 되는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인간의 삶에서 재현함으로
써 인간이 가지는 존재적 한계를 벗어나 신과의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이 디오뉘소스 제의를 통해 육체를 정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종교적 체험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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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마 시대 카니발의 기원

고대의 어떤 이교 지역에서 사용되던 역법에서는 1년이 360일로 되어있어서 그

해의 날 수가 지나간 뒤 남게 되는 마지막 5일의 기간은 시간의 바깥에 있다고 보

아 평소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던 규율과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일

상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일탈에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카니발의 전체적

인 분위기를 지배한다.

로마시대에 행해지던 축일들을 살펴보자. ‘사투르날리아(Saturnalia)’라고 부르는

기간은 로마의 농신제로 연말에 행해지는6) 자유의 축제다. 이 기간에 농노들은 자

유민이 쓰는 모자를 쓰고 노예들은 일에서 해방되어 거꾸로 주인행세를 하며 주인

들을 시중들게 했고 '바보들의 왕(Praecentor Stultorum, Lord of Misrule)'7)을 뽑

아 권력자를 희화화하기도 했다. 고작 며칠간 지속되는 축제였지만 이 기간을 통해

억압된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질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질서의 변혁

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이 농신제를 '사투르날리아'라고 부르게 된 것은 로마종교에서 ‘사투르누

스’(Saturnus)라 부르는 신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사투르누스는 그리스에서 온

것으로 전해지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대지를 경작하고 식물을 재배

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이 신이 토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 '토성(Saturn)', '토요일(Saturday)' 같은 말들에 남아있다.

그리스 종교에서 사투르누스에 해당하는 신이 바로 ‘크로노스(Chronos)’다. 크로

노스는 원초적으로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다. 크로노스는 가이아와 결합하여 제우스

를 비롯한 신들과 만물을 낳는다. 그러나 자신이 낳았음에도 크로노스는 자신이 낳

은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시간의 폭력성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가 없으며 그 어떤 신들과 인간도 사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투르누스가 가지고 있는 식인성(고기를 날

것으로 찢어먹는 행위)이야 말로 카니발의 원시적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 유사성

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8).

6. 그리스도교 시대의 카니발

6) 사투르날리아는 12월 21일에서 31일(혹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성대하게 베풀어지는 로마시대의 
농신제였다. 이 기간 중에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다음일로 태양이 소생하는 날로 여겨져 특히 중
요시되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태양신 미트라와 연관지어 미트라 축일로 널리 알려졌다. 켈트족
이나 게르만족 사이에서도 이 축일은 받아들여졌으며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농경 역법 상의 성대한 
축일이었던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결합시켜 크리스마스를 정하게 된 것이다. 

7) 이 풍습은 중세에는 성탄 전야제 행사에서 사회를 진행할 사람을 뽑아 ‘바보들의 대장’이라 이름 붙
이던 놀이와도 연관이 있으며 ‘바보축제’(Feast of Fools)로 17세기까지 존속했던 놀이마당이기도 하다.

8) 카니발의 어원이 고기를 먹어치우다’, ‘삼켜버리다’는 뜻을 가진 ‘carnem levare’라는 말에서 비롯되
었다는 점에서 볼 때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식인성은 카니발과의 종교적 유사성을 밝히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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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은 서양의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주현절(Epiphany)에서 사순절 전까지, 길

게는 만성절(Hallowmas)에서 사순절 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다. 주현절(Epiphany)

은 1월 6일로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를 보러 왔다는 날인데 이 말은 그

리스어로 신이 현현했다는 뜻의 ‘에피파네이아(Epiphaneia)’에서 왔다. 이는 그리스

도가 이방민족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의미로,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주현

절까지의 12일간 현자들이 아기예수에게 선물을 드린 것을 기념해 서로 선물을 주

고받는 풍습도 있다. 주현절은 또한 청년예수가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

은 후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기도 하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것을 기념하기도 한다.

만성절(Hallowmas)은 앵글로 색슨어로 성인을 뜻하는 ‘핼러우(hallow)’에서 기원한

말이다. 가톨릭에서는 11월 1일로 ‘모든 성인의 축일(All Saints´ Day)’9)이라고 부른

다. 만성절은 원래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전 이교시대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

로 널리 알려졌다. 로마시대에는 죽은 이들을 제사지내는 관습이 널리 퍼져있었다.

특히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불을 피워서 선조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

령을 내쫓는다는 의미로 성대한 화제(火祭)를 시행했다. 농민들 사이에 퍼져있던 이

교신앙은 그리스도교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교회는 뿌리 깊은 이교신앙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교로 흡수하기 위해 이

교적 관습을 대체할 만한 다른 축일을 필요로 했다.

서기 60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널리 민간에 퍼져있던 이교적 믿음과 풍습

을 강제로 없애려 하지 말고 이를 그리스도교 교리로 잘 변환시키라는 칙령을 내렸

다. 만일 그 지역의 농민들이 나무를 숭배하고 있다면 그 나무를 없애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성한 뒤 계속 모시게 하라는 방침이었다. 이 방식은

그리스도교가 유럽 사회에 퍼져나가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고, 이후 가톨릭

교회의 굳건한 선교방침이 되었다.

이런 결과로 이교신앙에서 기념하던 축일들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그리스도교 축

일로 흡수되거나 대체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2월 25일에 지내는 ‘크리스마

스’(Christmas)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이처럼 이교신앙에서 지내오던 동지축제를

교회의 축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또한 서기

800년경 교회가 11월 1일을 만성절로 정하게 되면서 켈트족의 축제도 자연스럽게

만성절 전날에 치르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켈트족 풍습에는 만성절 전날 악

령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기괴한 모양으로 분장을 하는 풍습이 있

었는데 이는 악령들이 사람을 자신들과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위한 것으로 오

늘날 핼러윈(Halloween)10) 축제의 기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이날 사람들은 고인의 무덤에 꽃을 바치고 우리나라의 한식처럼 가족과 함께 음식과 촛불을 준비해 
가서 묘지를 둘러보며 먼저 간 조상들을 기린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만성절이 국가공휴일이
기도 하다. 

10) 만성절에 올리는 미사를 모든 성인을 위한 미사라는 의미의 ‘올 핼러우스 마스’(All hallows’ mass), 
그 전날 밤을 ‘올 핼러우스 윈’(All Hallows’ e'en)이라고 불렀다. ‘윈’(e'en)은 저녁, 밤 또는 전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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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리스도의 수난이 시작되는 사순절부터 기나긴 금식기에 들어가야 하므로

주현절, 또는 만성절에서 사순절 전까지의 카니발 기간 동안 이교적 전통과 신앙이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허용되고 또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처럼 카니발은 일상생활이나 관습,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일탈적 행위와 자

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간이다. 성직자의 위선을 조롱하고 권력자의 사생활을 풍자

하며 가면을 쓰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입을 맞추거나 싸움을 걸고 무례한 욕설과 외

설스런 이야기를 해도 다 용인이 되는 시기다.

7. 동양적 기원 - 일본의 마쓰리

일본에는 각 지방의 도시와 정(町), 동네마다 각종 ‘마쓰리(祭り)’가 매년 2천여

개가 넘게 열리고 있는 나라다. 열리는 시기에 있어서도 정월부터 동지까지 마쓰리가

열리지 않는 때가 없을 정도로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쓰리가 행해지고

있다. 마쓰리란 말의 동사 원형인 마쓰루(祭る)는 ‘제사를 올리다’, ‘혼령을 기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11) 이로 미루어볼 때 원래 마쓰리는 원래 종교적인 제례의식

에서 비롯된 행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쓰리는 일본에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그 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고유한 신을 모시고 제례의식을 올리는데서 유래된 종교행사라고 볼 수 있다. 마쓰

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쓰리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마을의 일원으로 지역적 소속

감과 일체감을 체험하고 협동심을 기르게 된다. 마쓰리의 볼거리는 마을사람들이

신위를 모신 가마 형태의 ‘미코시(神輿)’나 수레를 장식한 ‘다시(山車)’를 함께 메고

구령을 외치며 가는 행렬을 들 수 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이 행렬에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춤추는 집단적 유희를 통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마쓰리에 대한 또 다른 기원은 씨족집단의 결속을 단단히 하고 각자의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마쓰리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병충해와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는 추수감사제 성격으로 시행되었다고도 여겨진다.

뜻하는 ‘이브’(eve)의 축약형이다. 즉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를 뜻하는 ‘올 핼러우스 이브’(All 
Hallows’ Eve), ‘올 핼러우 윈’(All Hallow e’en)이 줄어 ‘핼러윈’(Halloween)이라는 명칭이 만들어
졌다.(출처: 세계의 축제·기념일 백과, 네이버.다빈치 출판사)

11) 정기룡, 구견서, 「게다도 짝이 있다」, 『일본문화총서』1, 2003.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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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축제는 축제, 잔치는 잔치, 행사는 행사다워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축제’들의 명칭을 한 번 살펴보자. ‘축제’라

는 말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축제’란 말로 지

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들을 간단히 통칭해버리고 그런 성격이 불분명한 혼합식

행사에 적당히 만족하며 이 시점까지 왔다.

류정아(2007)의 분류 기준대로 지역축제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 보자. 먼저 환

경보존과 생태학습 체험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생태자연축제)라고 한다면 ‘체험

여행’, ‘체험나들이’, ‘꽃구경나들이’ ‘불꽃놀이’ 같은 말을 쓰는 게 합당할 것이다. 이

천과 양평의 산수유축제, 서운암들꽃축제, 소백산철쭉제,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

이축제, 한라산눈꽃축제 같은 행사가 그렇다.

공연과 발표의 성격이 강한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문화예술축제)일 경우에는 ‘축전’,

‘전시회’, ‘연주회’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 과천 마당극제, 춘천마임축제, 영동난계국

악축제, 부천 복사골 예술제 같은 행사들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주민화합과 지역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성격의 행사(전통 역사 민속축제)라고 한다면 만일 행사의 중

심을 이루는내용이제의성을포함하고있다면 ‘제’, ‘축제’ 같은표현을써도무리는없다고생각된다.

지역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거나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행사라면 ‘박람

회’, ‘품평회’, ‘시식(음)회’ 같은 말을 써야 한다. 단순히 특산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체험행사와 연관되어있다면 ‘나들이’, ‘잔치’ 같은 말을 써보면 어떨까?

좀 더 엄격하게 구분을 해보자. ‘축제’, ‘페스티발’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사가 과연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성격의 관광행사(Tourism Event)인지, 특산물을 홍보하고 팔기 위한 장터행사

(Market Event)인지, 그 지역의 산업분야와 관련된 박람회(Fair)인지, 문화예술에

관련된 행사라면 장르별 주제별로 작품을 전시하거나 선보이는 전시회(exhibition)

인지, 그 지역의 전통이나 역사적 인물, 사건,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제례의

식(Ritual)인지, 가수나 연주자 위주의 공연(Performance, Show, Concert)인지, 또는

경연대회(Competition, Contest)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특산물을 잘 팔고자 하는 게 목적이면서 왜 축제라고 하는가? 김치 시식회인지, 김

치 품평회인지, 음식솜씨 경진대회인지, 동네김장행사인지 분명히 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하면 왠지 모르게 행사가 작아질 것 같고 예산지원이 줄어들 것 같기 때문

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행사로 무시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인가? 그래서 행

사에 ‘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정말 이도저도 아니다.

축제를 흉내된 거짓축제일 뿐이다.

축제에 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12) 우리나라에서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축제가 지역문화와 지역관광이라는

12) 류정아,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연구 총괄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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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지경이 되

었을까? 왜 정부와 지자체는 축제를 여러 가지 경제성과 기대효과로 재단하려 하는가?

이제 그만 축제를 민중들에게 돌려주시라.

축제가 축제다우려면 축제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 아무리 축제가 여러 가지 행사

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축제의 축제다움, 축제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축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축제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 축제의 기원에 관한 길고긴 추적을 어느 정도 윤

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의성이다. 이 제의성을 축제에서 거세해 버리면 그 축제는 더 이상 축제

일 수 없다. 제의성의 본질은 제의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신성한 장소와 시간성

으로 들어가는 체험이다. ‘성’이 ‘속’으로, ‘속’이 ‘성’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신의 영역

과 인간의 영역이 서로 만나며 교섭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축제가 전통적 의미의 제사의식을 통해 사람들을 성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할 수

도 있지만, 일종의 상징적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도 제의성을 실현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축제의 제의성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일탈

적 욕구를 문화적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수 있느냐 여부가 그 축

제의 성격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축제의 공간성과 시간성이 만들어지

는 지점과 시점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도달하는 그 지점과 시

점은 삶에서 죽음으로, 일상에서 성스러움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위치한다. 그 경계

에 이르면 거기서는 기존질서와 권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모든

특권과 법이 무화됨으로써 근본적인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 그로부터 일어나는

해방감과 희열, 도취와 흥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의적 요소가 있어야

축제는 축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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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기도의 축제판을 뒤엎어라!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 보자. 지역축제란 무엇보다도 지역이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축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

축제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특히 이천의 축제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축제 내용과 구

성, 진행에 시민들의 참여와 창의성이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민관협력에 기초한 축

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능동적 운영 및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기획, 준비과정 등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관산학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향후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주도형 축제로 이양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축제가 장소성 문제에서 지나치게 공원이나 문예회관 등 대규모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축제의 성격과 축제형태, 축제의 고유성을 살리는데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축제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텐트를 임대하여 치러지는 전

시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서는 장소의 다변화 및 축제 성격에 맞는 장소를 고안해 지속적으로 개발해가는 것

이 시급하다. 축제 장소에 따라 축제의 형태나 축제 프로그램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심권, 대규모시설 중심의 축제

에서 생활현장 중심, 문화소외지역 중심의 축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13)

셋째,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

는 평가체계가 수립되어있지 않아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가 어렵다. 축제가 끝나

면 평가회를 갖고는 있으나 대부분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지

역축제를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발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 10대 우수축제에 선정된 몇몇 축제의

경우에도 규모는 국제행사로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축제에 대한

아카이브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국제적 축제로 발돋

움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13) 이천의 도자기축제의 경우 사기막골 등 현재 관련 산업들이 밀집된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판매부
스도 일반 요장들을 개방하여 축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쌀문화축제도 설봉공원이 
아닌, 구만리 뜰이나 농업현장으로 옮겨갈 필요성이 있다. 지역축제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몽골텐
트 중심의 단순 전시나 프로그램 부스운영 형태로 진행하기 보다는 관광객이 지역의 시내곳곳과 마
을, 골목을 누비며 지역축제를 현장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관광자원과도 자연스러운 연
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천산천어축제나 전북 진안군의 평생학습축제의 경우 지역축제 군 지역 전
체가 축제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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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많은 축제가 10년을 넘어서면서 축제의 피로도가 쌓이고 참신성이 떨어지

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 가는데 실패하거나 축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례

가 늘고 있다.14) 평생학습축제는 아직까지도 취미생활과 기능습득 위주의 일반 학

원 강습과 구분이 되지 않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평생학습의 의미를 살

리지 못하고 있다. 신생축제들의 경우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가 없어서

그 정체성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제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중심이 아닌, 지

역예술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많은 지역축제들이 아직도 상품판매 위주의 특산물 축제에 머물러있다.

이제는 특산물 축제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특산물에 집중하다보니 생각이 확장되

지 못하고 즐기고 배우는 학습적인 목적 보다는 판매성에 치우친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특산물 홍보 및 판매와 관련된 축제에는 앞으로는 유기농업, 로

컬푸드를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먹거리와 삶의 질, 그

리고 안전한 농산물이 우리 시대의 추세로 자리 잡혀가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15)

여섯째, 대부분의 축제가 백화점식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축제 간

차별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축제의 주제를 명확화하고 그 주제에 맞게

축제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작업

이 필요하다. 지역축제가 콘텐츠 축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 주제를 반영한 특화된 테마, 학습지향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축제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의 차별적인 요소

를 발굴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축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축제와 축제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행사를 다 축제라는 명목

으로 획일화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고, 잔치는 잔치답게, 그리

고 문화예술행사는 또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성과에 쫓겨서

조급하게 주민들을 동원하고 인지도가 높은 인기가수를 불러들여 자리를 채우거나

백화점식 구색 갖추기 행사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와 행사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콘

텐츠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14) 이천의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여전히 작품 제작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며 
정작 관련 심포지엄은 열리지 않고 있다. 설봉문화제는 이천의 근간이 되는 축제였으나 이제는 춖제
의 기간과 장소 측면에서 분산이 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15) 축제의 성격과 범위의 확대․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쌀을 소재로 한 축
제는 이천쌀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김제, 여주, 청원 등지에서도 열리고 있다. 여주는 여주진상미축제
에서 여주고구마축제로 이어지다가 2013년부터 여주오곡나루축제로 바뀌어 여주 농축특산물을 홍보
하는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청원군(통합청주시)은 청원생명쌀축제에서 
지역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생명농축산물 먹을거리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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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잡탕밥 행사에 시민들은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는

다.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모든 유형․무형

의 문화적 자원을 끌어들이고 찾아내서 이를 지역의 정체성과 결합된 지역문화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며 지

역사회에 새로운 일상적 삶의 양식을 창출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이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모든 행사․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생각과 상상

력이 담겨야 하며, 주민들의 삶이 축제의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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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경기도, 너는 뭐냐? 경기도의 정체성을 밝혀라!

그럼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떤가? 지역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가?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가? 축제를 주민 중심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지배

권력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기도다운 축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사회상과 도민들의 일상성을 있는 그대로 반

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기도만이 갖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은 무엇일까? 경기도의 지정학적 위치

와 인문 지리적 요인을 감안할 때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경기도에는 8도의 사람

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경기도에서 큰 어려움 없이 그들의 문

화적 관습과 유대감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

배타성이 적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갖고 있기에 다른 지역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경기도의 선비들은 일찍부터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학문과 문물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실용지학을 추구하였고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혁

신적인 사고와 실천을 시도할 수 있었다.16) 2015년 개최되었던 경기천년 학술대회

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자면,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실용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특성만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한다. 경상도나 제주도,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에

걸맞을 정도로 경기도가 문화적 다양성을 정체성의 한 가지 특성으로 드러낼 수 있

는가? 다양성이란 그저 8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머물러 있

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오랜 세월 동안 경기도는 서울을 배경 삼아 이권을

누려온 지역이었기에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도, 지역성에 대한 고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역에 대한 무개념을 개방성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 실용성에 대해서도 더 심각한 질문을 마주해보자.

조선 전후기에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했던 실학이 남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경기도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실학이 과연 경기도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해서 일

어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실학은 경기도 백성의 삶과 생활양식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경기도의 정체성을 다양성과 개방성, 실용성으

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추켜세우기가 아닐까?

16) 김준혁, 「경기 천년과 조선, 조선시대 경기지역의 실학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2015 경기천년 학술
대회』, 경기학회 경기일보, 2015,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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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이해의 맥락에서 논의한다면 경기도는 서울을 떼어내고 말할 수 없는

지역이다. 우선 경기라는 이름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규정하는 말로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 붙여진 지명이다. 중국의 주례에서 도

성 사방 1천리의 지역을 ‘왕기’(王畿)라 했던 것처럼 당나라에서 천자가 거주하는

경사(京師)와 그 주변지역을 경기(京畿)로 구분했던 행정제도를 모방해서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왕도인 개경 주변에 6개의 적현(赤縣)과 7개의 기현(畿縣)을 설치했다.

현종 9년(1018년)에는 도읍지인 개경과 적․기현을 묶어 경기(京畿)라고 불렀다.17)

이때를 경기제도가 시행된 원년이라고 본다면 2년 뒤인 2018년은 ‘경기 천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다.

경기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천년의 역사를? 아니면 인구가 1200여만 명으로

2014년부터 서울의 인구를 넘어섰음을? 일리가 있다. 천년동안 경기도는 늘 서울의

주변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서울을 드디어 넘어섰다니. 역사적으

로 형성되어온 경기도의 정체성과 그 내면에 숨어있는 충동과 욕망은 무엇일까? 그

것은 경기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서울에 버

금가는 행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라 그 경역에 사는 주민들도 중앙에 편입되

는 특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자기 내부에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금지된 영역을 안고 있다. 다른 지방에 대해서는 수도권으로

서울과 같은 지위를 누리지만 결코 서울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금계다.

경기도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려고 하는가? 과연 경기도는 무엇을 기록하여야만

하는가? 경기도는 과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보았는가? 경기도는

어느덧 서울이 힘을 잃자 늘어난 인구를 자랑하고 예산규모를 자랑하면서 또 다른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서울이라는 중앙권력의 주변을 기웃거

리며 수도권이라는 지배층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시선을 내부로 돌려보자.

경기도가 오래도록 서울에 가졌던 피해의식이 경기도 내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수원보호권역, 군사시설권역 등 중첩된 규제에 따른 주민생활

의 피해, 농촌지역과 신도시지역 간의 갈등, 사회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8) 경기도는 과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경기도의 미래와 다른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제 경기도는 또 다른 천년을 준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발과 보존,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의 대립적인 구조에서 형성된 원심력을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 필

요하다. 이제 ‘경기도’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기’라는 지명이

17) 홍영의, 「고려 경기제의 성립과 경기문화」, 『2015 경기천년 학술대회』, 경기학회 경기일보, 2015, 
pp17~41.

18) 더 큰 문제는 경기도의 인구집중이 단순히 인구집중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산업 관련 시설들이 병행하여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데 있다. 더 나아가 집중과 집적에 따른 이
익은 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집중에 따른 비용과 불이익은 사
회에 전가되거나 경기도 내의 비수도권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 74 -



지난 천년동안 이 지역을 살아온 주민들에게 씌어온 굴레를 벗어던질 수도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퀘벡 주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을 위해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묻는 투표를 여러 번 실시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9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로 갈 것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실질적

인 주민자치를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경기도는 어느 정도로 지방자치의 의지를 가지고 있나?

서울의 주변부로서의 광역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 없는 경기도를 생각해 보아야 하

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난 천년의 세월동안 경기도는 서울 없이

존재할 수 없었는데... 더구나 근대와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여전히 서울의 주변

부로 성장해온 전력과 경제적 종속성을 생각할 때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아닐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보자. 경기도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서울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었고 서울 사람들이 잘 살아야만 경기도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경기도가 서울에 달린 것이 아니고 서

울의 모든 것이 경기도에 달렸다. 서울의 천만 명 시민들의 식수원과 그들이 먹는

먹거리, 그들이 소모하는 전력과 도시기반시설, 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처리...

어느 것 하나 경기도라는 기반이 없이는 하루도 유지되기 힘든 구조 속에 놓여있다.

서울 없는 경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경기도 안에 여러 지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지역들은 경기도가 있기 전부터 있어왔고 경기도가 생기고 나서

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줄기차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온 그들의 지역이건만 그 지역에 대한 기록들은 그들이 남긴 기록이 아니다.

그 지역에 파견된 관료들이 남긴 기록이 대부분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런 성격의 기록들에 의존한다면 이렇게 해서 구성

되고 재현된 지역의 역사가 과연 우리들의 삶과 일상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는 ‘경기도성’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성찰과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이두용

(2005)은 서울형 축제를 ‘서울다움’과 ‘축제다움’이 겸비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축

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축제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다움’, ‘서

울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지역성에 대해서 추상적

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마

도 ‘서울성’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길고 험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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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과 OSMU 적용을 통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포은문화제를 중심으로-

김장환19)

*

Ⅰ. 들어가는 말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전개된 지역축제 활성화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어 지역 부흥에 이바지하였으나, 다양한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축제의 수와 규모는 확대된 반면, 프로그램 구성은 고유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축제는 시민의

참여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벤트성 축제도 빈번하다. 즉 장기적인 관

점에서 축제를 연구, 개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흥미 위주의 행사를

치르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아직도 전시성 행사가 수많은 예산 낭비 사

례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에는 방문자수를 늘릴 수 있어도 방문자의 지속적인 재참

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과 역사성, 체계성보다는 이벤트에

치중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축제의 하드웨어는 화

려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매우 부실한 측면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오늘날

역사 인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조선시대

유학자를 테마로 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한계로 인해 매

년 비슷한 컨셉과 획일화된 콘텐츠 운영으로 관람자들을 식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고려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용인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포은문화제는 금년(2016)으로

14회를 맞이하였지만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유학 테마 축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

*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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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천장행렬, 추모제례, 경연

대회, 공연 및 체험전시 등 획일화된 행사 운영이 관람자들의 재방문 욕구를 반감

시키고 있다.

이는 용인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무

엇보다도 주먹구구식의 축제 기획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매년 반

복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새롭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도 프로그램을 기본 컨셉으로 바탕에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제기획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축제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오늘날 성공적인 축제, 명품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처럼 성공한

지역축제의 유사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는 식의 축제 기획을 탈피하고, 축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콘텐츠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전략적으로 창출해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축제 콘텐츠의 획일화, 유사성, 반복성, 그리고 정체성의 부재

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스토리

텔링을 통해 중심 테마를 살리고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어 있는 각 장르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각 장르별 협

력적 창작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결합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것이 바로 지역축제의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는 융합(convergence)의 시대이다. 경제, 과학, 산업 등 모든 부문이 융합을

통해서 융성하고 발전하고 있다. 축제야 말로 융합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장르이다.

축제는 문화예술의 각 장르를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새로운 문화융합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

링이다. 스토리텔링은 축제의 테마를 명확히 해주고 고유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축제의 각 요소들을 긴밀히 연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에 본인은 포은문화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과 OSMU 전략을 지역축제에 적용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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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은문화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고려시대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용인시 모현면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포은

문화제는 2016년으로 14회를 맞이하였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기울어 가는 고려왕조를 위해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 선죽교

에서 죽임을 당한 충절의 표상이자 조선시대 통치이념이었던 성리학의 토대를 마련

한 정치 사상가이다. 특히 이방원이 선생을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何如歌)’를 지어

보이자 선생은 자신의 충정을 ‘단심가(丹心歌)’로 화답한 것은 유명하다.

2013년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포은문화제는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

아오는 용인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서 포은 선생 선양행사를 비롯하여 전통혼

례, 각종 경연대회, 무대공연, 전통문화 체험, 용인의 역사인물 조명 등의 프로그램

들로 꾸며진다.

13년의 연륜이 쌓인 만큼 포은문화제도 그 명성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이제 안정

적인 괘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축제의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골격

을 갖추었지만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유학 테마 축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상항이다.

1. 사업목적과 운영 컨셉

포은문화제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선현들의 지고한 정신문

화를 계승한다는 기본 취지를 통해 전통적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인간성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창의적 인문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동방이학의 시조, 포은 선생의 사상과 성리학

을 조명하는 유학 테마 축제로서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 현대적 문화요소가 융합된

역사문화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포은문화제 운영 컨셉은 다음과 같다.

-동방이학의 시조,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인의예지신(仁義禮

智信)의 유학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청소년 인성교육과 현대인의 인간성

회복의 계기를 마련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우

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애정과 긍지를 갖게 함

-조선시대에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긴 성리학적 기본 도리인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재현함으로써 전통적 가족애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孝)문화를 진작하는 계기를

마련함

-본 축제를 용인시 대표 문화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기호 유학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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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은문화제의 운영 프로그램

  1) 관혼상제(冠婚喪祭) 테마
포은문화제는 조선시대 핵심적 사회이념이었던 성리학적 전통과 생활문화를 전승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은 선생을 가리켜 ‘동방 이학의 시조’라 했듯이

성리학은 포은 선생이 정립한 사상 체계이자 조선시대 통치이념이었던 만큼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성리학적 전통이 오늘날의 사회적 관념 속에

서 조선시대만큼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철학

적 사유와 윤리도덕의 덕목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정신

문화 유산이다. 포은문화제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히 여겼던 통과의례인 관혼

상제(冠婚喪祭)를 테마로 성년의식, 혼례의식, 상례의식, 제례의식을 재현하여 성리

학적 전통문화의 전승보전을 핵심적인 축제 테마로 운영하고 있다.

2) 교육문화축제 지향

포은문화제는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역사를 이해하고 그 인물이 지

향했던 삶의 가치와 사상을 통찰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

고 이를 인간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에서 교육문화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과

관련된 각종 경연대회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경기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가 그것이다.

또 포은 선생을 비롯하여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남녀노소가 즉석에서 참

여하는 포은 골든벨,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스토리텔

링 공모전, 그리고 포은 선생의 시문학 정신을 선양하고 한시를 널리 보급하기 위

해 전국 유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국한시백일장 등이 열린다.

3) 전통문화 체험 및 역사인물 선양

오늘날 축제 참가자들의 의식수준이나 교육정도가 높아지면서 예전에 단순히 보

고 즐기는 관람객 입장에서 이제는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가 매우 중요한 영역으

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에 포은문화제에서는 2008년도부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포은 정몽주 선

생을 중심으로 용인의 역사인물들을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4)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예술 공연

포은문화제에서는 메인 행사장과 보조 행사장에 무대를 설치하여 전통문화 공연

물을 중심으로 현대와 조화된 각종 무대공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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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프로그램

3. 포은문화제의 문제점

포은문화제는 금년까지 14회를 운영하였지만 역사인문을 소재로 하는 유학 테마

축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매년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천장행렬, 추모

제례, 경연대회, 관혼상제 의식, 공연 및 체험전시 등 획일화된 행사 운영을 비롯하

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미확보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을 소개한다.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고  유  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이나 조상
에게 제사를 올리는 전통적인 의식 포은선생 묘소

 관   례(冠)
유학에서 중시했던 관혼상제의 첫 통과의례로 상투를 틀고 
관(冠)을 쓰는 남자의 관례(冠禮)와 쪽을 지어 올리는 여자의 
계례(筓禮) 의식을 재현

대상 청소년 시민공모를 
통해 남녀 각 1인 선정

전통혼례(婚)
관혼상제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의례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5쌍을 선정하여 전통적
인 방식으로 혼례를 치름

최계순 여사 후원 

천장행렬(喪)
정몽주 선생의 묘를 개성에서 용인으로 이장하면서 예장(禮
葬)의 예를 갖추었다는 기록에 따라 이를 재현하는 행사로 
고증에 따라 국장(國葬)에 버금가는 예장의 절차를 준용함

능원초→행사장

추모제례(祭)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인 종묘제례기능보유자 이형렬 선생의 
집례로 정몽주 선생의 묘소에 제를 올리는 행사임. 악사들이 
제례악을 연주하고 무용수들이 4일무(佾舞)를 춤

초헌관: 용인시장
아헌관: 용인문화원장
종헌관: 시민공모

포은선생 생애展 포은 선생의 삶과 학문, 남긴 발자취를 더듬으며 선생의 충
효정신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 전시관

용인역사인물展
포은 선생의 학맥을 이어온 정암 조광조 선생을 비롯하여 도
암 이재, 약천 남구만, 반계 유형원, 번암 채제공, 추담 오달
제 선생 등 20인의 역사인물을 조명

전국한시백일장 전국의 유림을 대상으로 포은 선생의 충효예 정신을 주제로 
정해진 시제와 압운에 따라 한시를 짓는 백일장 한국한시협회 주관

청소년 경연대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 사생대회 경기도내 초중고생 대상 

포은 골든벨 포은 선생과 용인의 역사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퀴
즈대회(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예선/본선

스토리텔링 공모전 포은 선생과 용인의 역사인물, 또는 용인의 문화재를 소재로 
실시하는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중고등부, 대학·일반부)

한국외대 문화콘텐츠연
구소 주관

오페라 정몽주 포은 정몽주 선생을 소재로 하는 창작 오페라 지음오페라단

각종 무대공연 국악·무용 등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탈놀이, 마당극, 퓨전국악 
등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

표1) 포은문화제 주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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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유학 테마 축제의 한계성이다. 오늘날 역사

인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고리타분한 옛

것으로 홀대 받는 유학을 테마로 하는 축제이다 보니 포은문화제가 대중성을 확보

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문학축제, 청소년 교육

문화축제, 전통문화축제라는 컨셉을 구성하면서 일정 부분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했

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생활 속에 접목하는 작업을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과 더불어 현대인의 인간성 회복의 동기를 제공하는 축제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포은문화제에 대한 지역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즉 포은 선

생의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인데 왜 용인에서 축제를 개최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들

어 포은문화제의 규모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 저런 목소리

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으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

하는 지역문화축제가 발전하는데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다. 금년도 제14회 포은문화제 예산은 시 보조금

1억 2천만 원, 기업체나 지역사회 후원금이 5천만 원으로 총 1억 7천만 원이다. 이

는 2011년 10회 포은문화제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경전철 문제로 용인시 재정상태

의 악화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행사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한 액수일 뿐만 아

니라 인구 100만 용인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서의 예산 규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자체의 문화 마인드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의 부재이다.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2011

년 이후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설비비 및 고정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

발이나 업그레이드는 전무한 상태이다. 즉 총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 외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

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방문이나 추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

여 결국 관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행사 홍보의 문제이다. 현재 포은문화제 홍보는 지역 언론이나 현수

막, 또는 시내버스 스티커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획

일적 홍보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고 심지어 포

은문화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기업의 시장 세분화

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문화산업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듯이 홍보 전략이

축제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해당 지역민의 참여 확대의 어려움이다. 포은문화제가 열리는 모현

면 지역민의 참여가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주민들 중에는 포은문화제를 특정 문중

의 제례의식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창기 마을잔치 형태로 음

식을 제공하던 타성에 젖어 식권 미 배부에 불만을 갖는 주민들도 있다. 이는 축제

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한 탓으로 지역민들이 자긍심과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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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일곱 번째 천장행렬, 추모제례 등 고정 프로그램의 재고나 재정립의 필요성이다.

천장행렬은 포은 선생이 복권된 이후 경북 영천으로 천장을 하는 과정에서 용인에

명정이 떨어져 이곳에 모시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재현하는 행사이지만 해마다 똑같

은 형태, 똑같은 진행이 관람자들을 식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추모제례 역시 종묘제

례를 차용하여 묘역에서 진행을 하지만 진설이나 진행 방식이 통일되지 못하여 우

왕좌왕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다. 또 고정 프로그램들에 투입되는 예산

이나 인력, 시간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덟 번째는 본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축제의 각

요소들, 즉 공연, 전시, 경연대회, 체험 등 각 장르가 축제의 테마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행사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이는 축제의 성격을 애매하게 하고 관람자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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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앞 장의 ‘포은문화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지역축제들이 대부분 대중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포은문화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당 인물이 조선시대 유학자인 경우 더더욱 그렇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역사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지역축제들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

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양시의 권율 관련 ‘행주문화제’, 광명시의 이원익 관련 ‘오

리문화제’, 김포의 조헌 관련 ‘김포중봉문화예술제’, 남양주의 정약용 관련 ‘다산문화

제’ 등 경기도내에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지역축제는 모두 13개나 된다.

그런데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축제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를 소재로 하는 역사인물 축제의 특징은 유학자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현

대인들의 문화적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제 대부분이 전통문화의 재현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매력이 저하되어 관객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대

다수이다. 더욱이 다른 축제를 모방하여 차별성이 없고 관 주도하에 모두 비슷한

내용과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축제의 내용 또는 형식면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성격이 불분명하고,

무특징, 무개성, 무분별의 축제를 대량생산하여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관객은

줄어들고 주최자들끼리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스토리

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축제는 소재가 유사하더라도 해당 축제만의 이야기

를 발굴해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가져다주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표현은 모방이 아닌 재창조의 신선함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축제들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

해서는 스토리텔링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인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은 축제의 스토리, 전달하는 방식, 관객들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축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상호 작용성을 축제

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축제는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일반 공연장과는 다른

체험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관객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여 일부가 된다고 느꼈을 때

축제의 매력은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포은문화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스토리텔

링 공모전’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으로 5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

을 포은문화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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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텔링이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주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사랑을 받아

왔다. 참혹한 전쟁이나 질병, 온갖 억압 속에서도 그리스 신화, 불교 이야기, 성경,

이솝우화, 기담(奇談), 패설(稗說)과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즐기면서 살아

왔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이야기, 즉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대개 문자 정착기에 들면서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이라는 범주로 굳건히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들어 이 ‘이야기-스토리’ 양식은 다른 매체 환경과 어우러지

면서 영화, 드라마, 만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들 장르들도 실

은 문자를 매개로 하는 문학의 영역, 특히 소설로 대표되는 서사문학에서 익숙하게

개발된 스토리가 일차적인 표현 기반이 되어 온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날 특히 20세기 종반부터 21세기에 이르러 이야기나 스토리 또는 소설의 기본 얼개

가 되는 서사(敍事)라는 말 대신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고,

그 개념 또한 이전에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 양식을 설명하는 말과는 다르게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는 말에는 이야기(story)와 말하다(tell)라는 뜻 외에도

현재진행형을 의미하는 -ing의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즉,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그 자체 못지않게 스토리화 되고 있는 상태가 반영된 말이다. 기존의 스토리 양식

은 대개 수용자(독자)가 확정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감상과 소유가 끝난다.

즉, 작품(스토리)이 있고, 독자는 그것을 읽는다. 그것으로 스토리의 소임은 끝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스토리텔링 개념에서는 독자가 확정된 스토리를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용된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로 이어가는 일을 중시한다. 즉 스토리

텔링은 스토리와 그것에서 다시 스토리 되는 확장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스토리이고, 시작은 하나인데 끝

은 여러 개일 수 있는 스토리이다.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는 수용자가 수용자의 위치

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창작자가 되어 그 스토리를 연장, 가공, 변형, 재창작하면서

전개되는 스토리인 것이다.

요즈음 문화 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면서 스토리텔링이 급격히 부각되

고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축제 콘텐츠의 전체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까지도 체계화 하여 축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 현황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의 도시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

개념을 지자체 경영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어느 도시건 지역의 문화자산을

널리 알려서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쓴다. 기업에서 활용하는 브랜드

스토리 전략은 지역축제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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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가 전승 스토리를 활용해 스토리텔링화 하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우선, 유적이나 문화재 자체가 품고 있는 전승스토리를 홍보하고 있는 경우이다. 경

주의 석굴암이나 불국사의 다보탑·석가탑을 비롯한 불교 유적, 안동 하회마을과 도

산서원을 비롯한 유교 유적, 수원 화성을 비롯한 성곽 유적, 밀양 표충사를 비롯한

영웅(사명대사) 유적 등에는 그 자체로 이미 재미있고 정보 가치가 높은 훌륭한 스

토리가 내재되어 있다. 민요 ‘천안삼거리’의 스토리를 따온 천안 흥타령축제도 이에

속하는 예이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기반으로 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나 거북선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여수의 거북선대축제 등 전해 오는 영웅담이나 유물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의 예도 있다.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은 예로부터 유기(鍮器)로

유명했는데 최근에 여기에 ‘바우덕이’라는 새로운 상징을 내세워 도시를 새롭게 브

랜드화하고 있다. ‘바우덕이’ 스토리를 소설 『바우덕이』로 창작하게 하는 한편, 수

시로 영화 『왕의 남자』와 연계하는 공연을 벌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

리가 익히 아는 고전 속의 인물 춘향이를 브랜드화한 남원(춘향제)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특산물을 브랜드스토리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한

산 모시문화제, 담양 대나무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보성 차축제 등

이 좋은 예다. 고려 때부터 효험 있는 약재를 판매하는 약재상이 밀집해 있어서 약

령시라는 별칭으로 불린 대구는 그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열

고 있다.

자연환경을 브랜드스토리로 활용한 사례도 많다.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체험지가 된 서울 청계천과 보령 머드축제를 비롯,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공한 지역 축제로 손꼽히는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라는 상징

을 내세워 지역을 브랜드화한 사례에 해당한다. 함평은 나비가 살 수 있는 생태 환

경을 조성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나비 생태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태도시, 친환경작물 생산지, 자연친화적인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

시켜 최근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고 있다. 이는 브랜드이미지를 살리는 스토리텔

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음성 품바축제 등도 이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축제의 스토리텔링 과정

21세기는 소비자의 감성이 지배하는 감성 마케팅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축제는

축제 소비자로서 축제 방문자의 감성을 보다 자극시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

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통해 방문자와

의 의사소통을 이끌어 주는 새로운 축제 표현 기법이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문화

콘텐츠 구현의 근간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 설명하는 OSMU의 중심 매개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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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의 성공 여부는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는 만큼 축제에 참가

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하

려면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 축제를 향유하는 수요자 중심의 축제를 기획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축제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체계를 축제의 각 요소에 구축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는 이 축제가 사람들에게 전달

하고자하는 메시지와 가치가 응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를 통해

콘텐츠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텔링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축제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하는 스토리텔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축제의 문화원형 연구 단계이다. 축제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축제콘텐츠의

리소스를 도출하는 영역이다. 축제콘텐츠 리소스는 유사콘텐츠 분석을 통해 축제의

차별화와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리소스를 선정하고, 도출된 리소스를 콘

텐츠 기획의도에 맞게 세분화하는 영역이다.

둘째 축제콘텐츠의 스토리화 단계이다. 문화원형 연구에서 추출된 리소스를 주제

별로 세분화하여 콘텐츠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콘텐츠 스토리 부여는 인문학

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창작의 영역이다. 총체적인 기획의도와 리소스의 속

성에 부합하는 강한 이미지가 연상되는 스토리 부여가 중요하다.

셋째 콘텐츠 스토리의 적용 단계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기술력을 이용하여 축제

참가자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를 기획한다면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축제 참가자들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극을 원한다. 사람들은 지식

과 정보조차도 흥미와 재미 그리고 즐거움으로 연결하는 인포테인먼트 가치를 추구

하고, 교육도 흥미와 오락으로 연결하는 에듀테인먼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축제콘텐츠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결합하여 참가자들에

게 감각적 경험을 선사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의 멀티미어화는 기술력과 스토리의

결합을 통해 콘텐츠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참가자의 연상 작용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스토리의 감각화 단계이다. 참가자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얻은 감각의 기

쁨이나 감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는 축제콘텐츠와 축제 참가자 사이

에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성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감각의 만족감을 얻은 축제 참

가자는 캐릭터를 포함한 축제의 다양한 문화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잠재적 축제 마

니아로서 관심을 표명하게 된다. 즉 축제 콘텐츠의 이미지와 스토리가 오감을 통하

여 경험하고 연상 작용을 통해 관람자에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이다.

축제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은 단순하게 콘텐츠의 스토리를 부여하는데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콘텐

츠의 스토리텔링은 기획자와 축제 참가자의 상호작용으로 서사의 패러다임을 뒤흔

드는 개방성과 축제의 다양한 가치 창출 그리고 축제의 역동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 89 -



4. 역사인물 스토리텔링의 가치

지역축제에서 특히 역사인물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담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에게 귀감이 될 만한 가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에서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은 단지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

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논의되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 삶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이자 정서에 관한 이야

기이기도 하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인물의 대중화는 역사인물을 이해하고 그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곧 역사인물을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우리 시대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역사인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역사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대중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의 경우, 역사적인 리얼리티를 중시

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인 리얼리티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보장

된다. 특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 민족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

로 그 실재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시(正史) 기록이 국가의 공식적 인 세계관을 담

는 역사적인 담론이라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은 사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주몽>이나 <선덕여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의 상

상력에 의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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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축제의 OSMU 적용 방안

1. OSMU의 개념

오늘날 문화산업 영역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용어의 하나로 OSMU(One Source

Multi Use)’를 꼽을 수 있다.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활용해 영화, 게임, 음반, 애니

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변용하여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원소스 멀티유스는 문화 산업의 기본 전략이 되고 있다.

오늘날 재화로서 문화콘텐츠는 날이 갈수록 디지털 콘텐츠화가 급진전되고 온라

인을 통한 소비가 일반화하고 있다. 각 문화 상품 장르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매체 사이의 이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하나의 원작(one source)으로 다양한 2차적

상품들(multi-use)을 개발, 배급할 경우에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잘 만들어진 공연콘텐츠가 단순히 공연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원작으

로 토대로 소설, 동화, 만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전시, 축제, 테마파

크, 교육, 음식, 의복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연계가 될 때 저비용에 최대의 경제적 이

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개발주체는 OSMU

전략을 콘텐츠 기획단계에서 고려하게 된다.

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 OSMU의 가치는 최저비용에 부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

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잘 만들어진 원작콘텐츠만 있으면, 그것을 중심

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연계 개발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적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문화콘텐츠적 측면에서 기존 OSMU 전략은 문화

산업계에서 사용된 탓에 사람들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인간다운 삶, 인간해방을 추

구하는 데 사용된다기보다, 문화콘텐츠를 통해 경제적 부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사

용되고 있다.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지역축제나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 기존 OSMU

개념의 기본 구성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가치창출의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가 추

구하는 지역문화의 부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의 바

람직한 OSMU 전략은 기본적으로 원작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되, 경제적 수익창

출과 문화부흥 등 두 기능이 상생하는 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지역축제에서 OSMU 적용

OSMU는 말 그대로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OSMU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스토리텔링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즉 스토리텔링 자체가 여러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멀티 유즈(multi-use)적 가능성

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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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통한 OSMU는 특히 지역축제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축제는 여러 콘텐츠를 담는 그릇의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공간성

을 가지고 있다. 즉 축제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 형식과 범위를 다채롭고 넓게 구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 안에 전시, 공연, 교육, 디자인, 출판,

캐릭터, 특산품과 같은 콘텐츠를 연계시켜 축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지역축제의 OSMU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콘텐츠를 제시해 본다.

1) 전시콘텐츠: 지역축제에서 전시는 다양한 전시매체를 활용하여 관람자들에게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시킬 수 있다. 이것은 축제의 테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성적 이해와 감성적 이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역사인물의 경우 인

물의 일대기, 업적, 인물과 지역의 관련성, 인물 관련 지역유산 등을 중심으로 내용

을 구성하여 지역과의 친연성, 인물의 위대성을 표출시켜 지역성을 발휘하도록 해

야 한다. 그런데 성공적인 전시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시유물에 이야

기를 불어넣는 ‘뮤지엄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인물

에 대한 업적이 역사, 문화, 이야기라는 세 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명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시유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인물에 관련된 전시정보가

한편의 이야기처럼 서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역사인물 전시에 있어 뮤지엄 스

토리텔링 기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지면, 그 전시물은 관람객들에게 주는 감동의 크

기가 몇 배가 될 수 있다.

2) 공연콘텐츠: 축제의 테마에 맞는 공연 콘텐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인

물이나 인물 관련 설화 및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성이 담보되는 공연

물을 제작할 수 있다. 원천자료가 역사인물에 관한 사화 및 설화라는 특성과 현대

사회 대중들의 취향을 고려할 때 창작 공연물을 만들어내기 가장 적합한 공연 장르

는 ‘뮤지컬’과 ‘오페라’라 할 수 있다. 뮤지컬은 노래가 중심이 되어 무용과 극적요

소가 조화를 이룬 종합공연물이기 때문이다. 역사인물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제작

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다. ‘명성황후’, ‘남한산성’, ‘영웅’, ‘선덕여왕’ 등이 대표

적이다. 이들 작품은 역사뮤지컬로 일컬어지면서 시대적 비극과 함께 주인공의 영

웅적 면모를 대중예술의 장르로 승화시켰다는 데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3) 교육콘텐츠: 공연이나 전시 등이 축제 관람객들에게 진부한 일상에서 탈피하는

욕구를 발산하는 유희적 기능을 주로 제공한다면, 교육콘텐츠는 해당 역사인물의

역사적 가치 및 학문세계를 탐구함으로써 학술적 기능을 제공한다. 역사인물 관련

교육콘텐츠는 제작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일반적

으로 세 영역의 세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로 해당인물이 집필한 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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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독, 둘째로 해당인물과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건의 탐구, 셋째로 해당인물과 관련

이 있는 현장의 문화유적 탐방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을 개발의 중심축으로

놓고 제작자의 창조적 역량에 따라 사이사이에 기타 보조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

여 첨가시킨다. 역사인물 교육콘텐츠의 제작주체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해

당인물의 총체적 탐구를 통해 정신적 가치를 제시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교육을 바

탕으로 그 정신적 가치를 지역 공동체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4) 캐릭터콘텐츠: 캐릭터콘텐츠는 축제의 소재나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를 활용

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하는 ‘캐릭터 상품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역사인물을 소재로 개발할 수 있는 캐릭터상품은 매우 다양하다. 오늘날 민간 기업

에서 제작되는 사례를 보면, 인형상품을 비롯하여 완구용품, 생활용품, 문구용품, 자

동차용품 등의 상위 카테고리 아래, 수많은 캐릭터상품이 제작되어 팔리고 있다. 축

제 상품으로서 캐릭터콘텐츠는 축제 현장이나 관광지에서의 판매가 유통의 핵심이

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제품이면서 부담 없이 잘 팔릴만한 것을 선정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 안동의 하회탈 관련 캐릭터상품의 개발사례를 살

펴보면, 그 종류가 벽걸이 장식품을 비롯하여, 목걸이, 인형, 책갈피, 엽서, 모자, 열

쇠고리, 벳지, 핸드폰 고리, 스푼, 컵, 냉장고 마그넷, 오카리나 등 관광객이 관광지

에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작고 아기자기한 제품’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수

원시의 화성 관련 캐릭터 상품의 경우에도 그 종류가 퍼즐, 축소모형, 필통, 보석함,

명함통, 넥타이, 컵, 탁상시계, 손수건, 봉투 칼, 손거울, 핸드폰 고리, 목걸이, 액자,

자개장식품, 등 쿠션, 크리스탈 장식품, 커피 잔, 열쇠고리, 장식접시, T셔츠 등으로

크기의 부담이 없는 상품들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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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걸맞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는 축제 테마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이의 유기적 결합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Ⅱ장에서 제시하였듯이 14년간 포은문화제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그 개선방안들이 논의됐다. 그동안 포은문화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최자의 일방통행식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

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포은문화제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 툴 개발로 축제를 특성화 하여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고 셋째, 전문 인력 양성 및 논의구조와 실행구조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이미지 창출과 관광 상품화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하

며, 다섯째로체계적인평가체제확립을통해수준높은축제를만들어가야한다는것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이론적이고 정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축제 성과를 좌우

하는 관람객들의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관람객들은 수많은 축제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식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좀 더 개성 있고 특별한 지역 축제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는 차별화되고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만의 테마를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테마는 하나의 컨셉(Concept)에서 탄생된다. 컨셉에서 특정의 테마가 생

겨나서 새로운 하나의 스토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OSMU의 전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융합하여 축제를 구성한다면 독창적인 상상력과 기획으로 축

제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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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제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안 제언*
20)

-파주 율곡문화제를 중심으로-

신창희21)

**

축제란 원래 투박하고 소박한 것이다. 세련된 축제를 급조

할 수는 있어도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마음에 와 닿는 축제

를 급조할 수는 없다.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진

정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류정아, 「한국 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 2012 

Ⅰ. 들어가며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축제와 인간의 삶은 분리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축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축제를 통해 종교적 제의를 하고, 유희를 즐기

며, 비일상(일탈)을 즐기기도 하였다. 게다가 축제 기간 동안은 철저한 신분제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어 기득권적 권력, 불평등적 모순, 억압과 갈등, 어두움과 희미함

을 걷어내어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1)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

략으로 축제 연희가 금지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축제의 맥이 끊기게 되었으며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 남북 분단 등으로 피폐한 민중의 삶은 축제가 지속

적으로 연희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2) 하지만 1980년부터 생활이 안

정되고, 정부에서 여가산업을 권장하면서 축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5년 본격적

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문화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으

며,3)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관광사업 중에서도 지역

*  이 글은 『향토사연구』제23집(2013.12.)에 게재된 「지역축제의 기획 전략에 관란 연구 :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집필함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1)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3, p.10.
2) 심보금, 「지역축제 기획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1, p.1.
3) 엄혜진, 「도시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축제의 의의」,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호, 글로벌문화콘텐츠

학회, 2011,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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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지방정부는 지역축제를 운영하여 지역의 특산물이나 역사, 자연경관 등을 소재로

끌어들여 해당지역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역의 관광객

유치, 역사문화자원 등의 경제적 활용, 지역주민의 단합과 지역사회의 재정적 수입

창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지역축제는 1993년 283건에

서 2008년 기준 926건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었으며, 2015년에는 그 수가 줄어 664

건4)의 축제가 연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예술축

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규모 행사는 제외한 수치이며, 소규모 행사까지 다

포함한다면 전국에서 운영되는 축제는 약 2,000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5) 즉, 1990

년대 초반에 비해 약 7배의 양적 성장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기획 미숙이나 지역 고유의 특성

을 살리지 못한 축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는 축

제를 기획할 때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안에서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숙성

되어 온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저 세련된 겉모습으로 포장하는데 급급했

기 때문이다.)6)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축제의 현황과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해 범위를 좁혀 유교문화제, 그 중에서도 <파주 율곡문화제>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축제의 개념과 속성에 천착하여 지역축

제의 필수요소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연희되고 있는 유교문화

제를 개괄하고 세밀한 예시로 파주의 율곡문화제 현황을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앞

서의 논의를 축적하여 지역축제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확장하여 미래 발전방안을

고찰해보았다.) 5장에서는 연구 과정 요약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4) 일정 기간(3일 이상) 지역주민·지역단체·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
광예술축제(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만을 수치화한 결과이며, ‘①특정 계
층만 참여하는 행사(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시상식 등), ②단순 주민위안 행사(경
로잔치 등), ③순수 예술행위(음악회, 전시회 등), ④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 통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검색일자: 2016년 7월 18일) 

5) 문화관광연구원, 「투어고포커스」 제148호, 201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의 지역문화: 현황 및 정
책방향을 중심으로』, 2008, p.49.

6) 류정아, 『한국 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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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축제의 개념

축제는 영어 ‘Festival’의 번역이다. ‘Festival’의 어원은 라틴어 ‘Festus’와 ‘Feria’

가 합쳐진 것이다. 전자는 종교 의식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라틴어 ‘Festus’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Feria’이다. 이를 합하면 축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종교

의식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과거 공동체 생활 안에서의 제의식을 뜻한다. 우리나라

말로 축제(祝祭)는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을 말한다.7)

‘축’은 ‘빌다’ 혹은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지면, ‘제’는 ‘제사지내다’라는 뜻을 가진다.

즉, 어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축제는 제의적 성격이 강하게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된 축제로는 신라시대에 시작된 팔관회(八關會)8),

고려시대의 연등회(燃燈會)9), 고려·조선시대에 나례(儺禮)10) 등이 있다. 팔관회와 연

등회의 경우에는 불교를 기반으로 제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축제였으며,

나례의 경우에는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제의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축제였다.

2. 축제의 속성

류정아(2003)는 축제의 원형적 특성을 ‘종교성’, ‘유희성의 의례화’, ‘비일상성과 전

도’, ‘초월적 에너지의 획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의와 유희로 채워지고,

비일상성으로 가득한 축제를 통해 초월적 에너지를 얻고, 그것으로 일상을 살아가

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조성애(2003)에 의하면 축제는 인간적 삶의 한계인 죽음

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제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대 축제에서 신을 맞이하

고, 접촉하고, 보내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화와 성화를 이루어내는 영적

체험의 과정을 축제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축제를 통해 일상적 사물은

무한의 영역으로 열리며 신성과의 소통의 길, 통합의 길을 열어준다. 다만 현대축제

7)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 2007, p.5.
8)『삼국사기』에 의하면 팔관회는 551년(진흥왕 12)에 처음 행해진 이래 4차례의 기록이 보인다. 

특히 이 때 행해진 팔관회는 모두 호국적인 성격이 짙었다. 이런 팔관회가 국가적 정기 행사로 자
리 잡게 된 것은 고려조에 들어서였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천령(天靈) 및 오악(五惡)·
명산(名山)·대천(大川)·용신(龍神)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팔관회는 
불가에서 말하는 살생·도둑질·간음·헛된 말·음주를 금하는 오대계(五大戒)에 사치하지 말고, 높은 
곳에 앉지 않고, 오후에는 금식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덧붙인 8가지의 계율을 하루 낮 하루 밤 동
안에 한하여 엄격히 지키게 하는 불교의식의 하나였다. 

9) 팔관회와 더불어 신라 진흥왕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힌 불교 법회이다. 이 두 
행사는 고려 태조가 「훈요십조」의 제6조에서 후대 왕들에게 계속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당부한 사
항이기도 하다. 태조는 여기서 연등회를 '불(佛)을 섬기는' 행사라고 말하였다.

10) 가면을 쓴 이들이 주축이 되어 일정한 규식에 의거해 구귀축역(驅鬼逐疫)하는 주술적 벽사의례(辟邪
儀禮). 『예기(禮記)』에 의하면 계춘(季春)에는 국나(國儺), 중추(仲秋)에는 천자나(天子儺), 계동(季冬)
에는 대나(大儺)를 행했다고 하였다. 초기 나례는 방상씨(方相氏) 중심의 단순한 구역의식(驅疫儀式)이
었으나, 이후에는 질병의 근원인 여역(癘疫)은 물론 모든 재앙과 재해의 근원이라 생각되는 잡귀와 잡
신들을 물리치는 총체적 벽사의례로 부상되었다. 나례가 총체적 벽사의례로 부상되면서 나의식(儺儀
式)에 나신(儺神)이나 태음신(太陰神)에 대한 제의가 부가되었고, 이와 함께 오신적(娛神的) 가무나 오
인적(娛人的) 가무가 나의식에 병연(倂演)되어 성대한 굿놀이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갖추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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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초월적 체험보다는 구복의식만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본질적인

상실의 배경으로는 산업사회의 도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에 의한 역사성에

서 신성성의 상실, 도시의 역할 등을 들고 있다. 이훈(2006)은 축제 속성을 일탈성,

놀이성, 대동성, 신성성, 장소성의 속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축제 체험을 축제 참

가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와 사회적 관계 및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구조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경험으로 판단하였다. 임재해(2010)는 페스티벌(Festival)

을 한자로 번역한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축제를 ‘마쯔리’라고 일컫는 점에 주목하였

다. 일본에 마쯔리가 있다는 것은 일본에는 전통적인 축제 문화가 전승되고 있음을

뜻하며, 축제라는 용어로 일반화하기 힘든 일본만의 고유한 축제성을 지니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11)

필자는 축제의 속성을 ‘제의성’, ‘유희성’, ‘비일상성(참여·체험)’, ‘특수성(지역성)’으

로 나누고자 한다. 축제의 제의성은 과거 축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오던 속성으로

현대의 축제에서는 전통계승형 축제나 종교적 축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유희성은

축제의 근원적인 속성으로 과거부터 현대 연희되는 축제에서 나타나는 유희적인 요

소들을 말한다. 비일상성(참여·체험)은 과거 일시적으로 강력한 신분제 구조에서 벗

어날 수 있게 했던 축제의 속성으로 현대 축제에서는 참여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속성이다. 특수성(지역성)은 해당 지역 축제가 타 지역 축제

와 구분될 수 있는 속성으로 현대에는 축제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연관되는 중요한

속성이다.

표1) 축제의 속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축제는 당초 신성성을 강조한 제례에서 유래가 되었

으나,12) 현대에 들어서는 그 의미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그 성격에 맞는 축제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 심보금, 위의 글, 2011, pp.6~8.
12) 이진희, 「진주탈춤한마당의 지역화와 세계화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7호, 글로벌문화콘

텐츠학회, 2011, P.128.

구  분 내    용

제의성 과거 축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오던 속성으로, 현대의 축제에서는 전통계승형 
축제나 종교적 축제에서 많이 드러남

유희성 축제에 근원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유희적인 요소를 말함

비일상성
(참여·체험)

과거에는 이를 통해 신분제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으며, 이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효과도 있었음. 현대인들도 축제를 통해 얻고 싶어 하는 중요한 요소임

특수성
(지역성) 당해 축제를 타 축제와 구분할 수 있는 속성으로서 축제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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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제 기획의 중요요소

1) 공간구성

축제의 공간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해 보자면 ‘감상공간’과 ‘놀이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의 소재에 따라 두 공간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겠다. 이천백사

산수유 꽃 축제의 경우는 화류놀이의 성격이 강하므로, 감상공간은 축제의 중심소

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중점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놀이공간은 축제의

중심소재를 활용한 축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축제 관련 상품판매 및 음주가무가

행해지는 유희적 공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감상공간에서 파생되어 나온 확장공간

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2) 축제의 공간 구분

감상공간의 중요도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놀이공간은 감상공간

의 범위를 침범하면서까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감상공

간과 놀이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축제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방문객의 동선(動線)을 감상공간에서 확산되어 놀이공간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2)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이다. 스토리가 ‘무엇’이라

는 내용을 나타낸다면, 텔링은 ‘어떻게’라는 형식을 나타낸다.13) 스토리텔링의 사전

적 의미는 ‘The action of telling stories’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말한다. 여

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활동인데, 이 활동은 현대사회의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것

까지 그 범주에 속한다. 즉, 특정 이야기를 담아 전달한다면 영상, 음악, 작문, 회화,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스토리는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틀로서 사고와 감정을 필터링해서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고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다양한 형식으로 발화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14)

축제의 기획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축제소

13) 박치완 외, 『키워드 100으로 읽는 문화콘텐츠 입문사전』, 꿈꿀권리, 2013, p.81.
14) 김은혜, 「스토리텔링 광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p.3.

구   분 내   용

감상공간
축제의 소재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축제의 소재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화류놀이 성격이 있는 축제에서는 중심이되며, 부각시켜야 할 
공간임  

놀이공간
감상공간에서 표출되는 소재를 활용한 축제프로그램 및 축제 관련 
상품판매, 음주가무가 행해지는 유희적 공간을 말한다. 감상공간에서 
파생되어 나온 확장 공간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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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연계된 스토리라인(Story-line)의 창출이다. 이는 축제의 중심소재를 활용해도

되고, 축제공간에 있는 상징적인 장소나 자연물, 인공물, 건축물 등을 활용해도 된

다. 무엇을 활용하더라도 축제와 연계되는 스토리라인을 발굴한다면 천편일률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특수성을 얻을 수 있다. 축제에 있어서 특수성은 타 축제와 구분

되어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둘째,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초석

이다. 스토리텔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문화’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산업에 성공시킬

수 있었던 OSMU의 선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축제의 스

토리라인이 창출된다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제의 스토리라인에 맞는 캐릭터가 개발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축제홍보 · 체험프로그램 · 문화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감성과 지식의 발

현이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축제를 감성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

다. 거기에 축제의 역사 및 의의를 담은 지식 또한 같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감성적인 측면을 통해 축제에 생동감을 불어

넣을 수 있다.15)

3) 축제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공간구성 중 놀이공간에서 각종 축제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는

축제의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일정 부분은 통제되어야

한다. 먼저 축제프로그램은 일관적으로 축제의 소재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현재의 경우 각기

다른 축제이지만 방문해보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축제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야말로 방문객들을 재방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5) 이희원, 「Storytelling 요소가 문화관광축제의 기획과 축제효과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대
학원, 2008,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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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교문화제 및 파주 율곡문화제의 현황

1. 전국 유교문화제 현황

전국에서 연희되는 지역축제 중 대표적인 유교문화제는 총 19개가 있으며, 영월

군의 <단종문화제>, 영주시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서울시 <종묘대제>, 안산시

<안산 성호문화제>, 김포시 <김포 중봉문화제>, 남양주시 <남양주 다산문화제>,

서울시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구리시 <구리 동구릉문화제>, 옥천군

<중봉충렬제>, 강릉시 <교산허균문화제>, 용인시 <포은문화제>, 화성시 <정조효

문화제>, 대전시 <우암문화제>, 강릉시 <대현율곡이이선생제>, 산청군 <남명선비

문화축제>, 장성군 <필암서원 전통문화체험축제>, 파주시 <파주 율곡문화제>, 영

주시·의성군·문경시·봉화군·안동시·예천군·상주시·영양군·청송군 <세계유교문화축

전>, 여주시 <명성황후 숭모제>가 그것이다.

표3) 전국 유교문화제 현황

연 번 명    칭 지    역 개최시기

1 단종문화제 영월군 매년 4월,5월

2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영주시 매년 5월

3 종묘대제 서울시 매년 5월

4 안산 성호문화제 안산시 매년 5월

5 김포 중봉문화제 김포시 매년 6월

6 남양주 다산문화제 남양주시 매년 9월

7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서울시 매년 9월

8 구리 동구릉문화제 구리시 매년 10월

9 중봉충렬제 옥천군 매년 10월

10 교산허균문화제 강릉시 매년 10월

11 포은문화제 용인시 매년 10월

12 정조효문화제 화성시 매년 10월

13 우암문화제 대전시 매년 10월

14 대현율곡이이선생제 강릉시 매년 10월

15 남명선비문화축제 산청군 매년 10월

16 필암서원 남조전통문화 체험축제 장성군 매년 10월

17 파주 율곡문화제 파주시 매년 10월

18 세계유교문화축전 캠핑축제 유교문화권 9개 시·군 매년 4월~10월

19 명성황후 숭모제 여주시 매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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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유교문화제 형황

경기도에서 연희되는 대표적인 유교 관련 축제는 총 7개이며, 안산시 <안산 성호

문화제>, 김포시 <김포 중봉문화제>, 구리시 <구리 동구릉 문화제>, 용인시 <포은

문화제>, 화성시 <정조 효 문화제>, 파주시 <율곡문화제>, 여주시 <명성황후 숭모

제>가 그것이다.

표4) 경기도 유교문화제 현황

3. 파주 율곡문화제 현황 및 비교

<파주 율곡문화제>는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축제로서 매년 10월 개최되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파주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축제는 자운서원(경기도 기념물 제45호)을 비롯한 율곡 이이 유적지(사적

제525호)에서 개최되며, 1987년부터 연희되어 2016년에는 29회를 맞는다. 가장 최근

에 연희된 2015년 율곡문화제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연 번 명    칭 지    역 개최시기

1 안산 성호문화제 안산시 매년 5월

2 김포 중봉문화제 김포시 매년 6월

3 구리 동구릉문화제 구리시 매년 10월

4 포은문화제 용인시 매년 10월

5 정조 효 문화제 화성시 매년 10월

6 파주 율곡문화제 파주시 매년 10월

7 명성황후 숭모제 여주시 매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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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15년 파주 율곡문화제 프로그램

<파주 율곡문화제>에서는 약 19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위에서 제시

한 축제의 속성인 제의성, 유희성, 비일상성(참여·체험), 특수성(지역성)에 각 프로그

램을 대입하여 아래와 같다.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장   소

1일차

파주 유적답사 이야기로 만나는 파주 기행 각 유적지

율곡 연극 ‘위대한 스승 율곡 이이’ 연극 문산행복센터

율곡 한마당 읍민장기자랑, 체험부스 법원읍 공영주차장

율곡 콘서트 축제 기념 축하공연(tv 공개방송) 법원읍 공영주차장

2일차

백일장·미술제 학생 및 일반인 백일장·사생대회 등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유가행렬 구도장원공 행렬, 시민 퍼레이드 율곡고교 ~ 율곡 유적지

동상 제막식 율곡·신사임당 동상 제막식 율곡기념관

개막식 시상(문화상), 축사, 축하 공연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제향 자운서원 추향제 자운서원

전통공연 전통 줄타기 공연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서예공연 서예 퍼포먼스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마당극 마당놀이 ‘놀부전’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시가예찬 시낭송의 밤 자운서원

3일차

한시 백일장 전국 한시백일장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학술강연 이이, 성혼, 송익필 학술 강연회 율곡교육연구원

제향 신사임당 추향제 자운서원

전통행사 전통혼례 재연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퀴즈대회 학생 장원급제 퀴즈 대회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음악회 클래식 공연 율곡 유적지 잔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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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축제 속성 별 프로그램 구분

위의 표를 통해 <파주 율곡문화제>는 유희성과 비일상성(참여·체험)과 관련된 프

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타 지역에서 율곡 이이를 중

심 주제로 연희되는 축제인 <강릉 대현율곡이이선생제>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7) 율곡 주제 축제 비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주 율곡문화제>와 <강릉 대현율곡이이선생제>를 비

교해 보면 ‘파주 유적답사’를 제외하고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어도 무방한 특색 없

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문제

점과도 직결되는 지점이다.

구  분 내   용

제의성 율곡 이이 추향제, 신사임당 추향제

유희성 율곡 연극, 율곡 콘서트, 전통공연, 서예공연, 마당극, 시가예찬, 전통혼례 재연, 
클래식 공연 등  

비일상성
(참여·체험) 율곡 한마당, 백일장·미술제, 유가행렬, 한시 백일장, 학술강연, 퀴즈대회 등

특수성
(지역성) 파주 유적답사

구  분 파주 율곡문화제 강릉 대현율곡이이선생제

제의성
율곡 이이 추향제 서제

신사임당 추향제 본제

유희성

율곡 연극 서예전시회

율곡 콘서트 궁도대회

전통공연 들차회

서예공연

마당극

시가예찬

전통혼례 재연

클래식 음악회

비일상성
(참여·체험)

율곡 한마당 선양 웅변대회

백일장·미술제 백일장

유가행렬 선양 강연회

한시 백일장 한시 백일장

학술강연 논문·독후감 공모 및 발표회

특수성
(지역성) 파주 유적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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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주 율곡문화제 발전 방안

1. 지역축제의 문제점

지역축제는 급격한 양적 성장세에 못 미치

는 기획의 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

되어 왔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 특성을 살리지 못한 상업적인 성격

을 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

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운영하는 문화통계포털에 개재된 1997

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역축제의 보완점으로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가 36.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21.7%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가 이었다.16)

이와 더불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0년

발간된 『한국 축제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

보고서』 중 외국인의 한국 지역축제 만족

요소 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지역축제를 방

문한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전

통적일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4.3 포인트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 지역축제를 기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는 ‘전통적이다’라는 답변이 2.7 포인트로 ‘재

미있다’, ‘독특하다’, ‘새롭다’, ‘역동적이다’, ‘다양하다’, ‘교육적이다’와 비교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17)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 지역축제의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① 중심 주제에 대한 부각 미흡(지나친 상업성), ②연희되는 지역의 특수성 부재,

③전통 문화 활용의 부정확’을 꼽을 수 있겠다.

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계포털, culturestat.mcst.go.kr (검색일자: 2016년 7월 18일)
17) 문화관광연구원, 『한국 축제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 보고서』, 2010, pp.56~60.

그림1) 지역축제 만족 요소

그림2) 한국 지역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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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 율곡문화제 발전 방안

1) 축제 주제의 확대

현재 전국 유교 관련 축제 19개 중 중심 주제로 ‘유교 인물’이 아닌 ‘유교’로 잡고

있는 축제는 영주시의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영주시·의성군·문경시·봉화군·안동

시·예천군·상주시·영양군·청송군 <세계유교문화축전> 2개이며, 모두 경북북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영남학과 관련된 축제콘텐츠를 선점하고 있다.18) 이와 더불어 최근

충청남도에서 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등의 유교 인물과 돈암서원, 화

양동서원, 동춘당 등의 유교문화자원을 앞 세워 유학(기호학)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19)하여 기호학과 관련된 축제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헤게모니를 선점하고자 하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교학자들은 파주시를 한국의 추로지향(鄒魯之鄕)이라고 말하고 유

교 사상사의 중요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는 기호 유학의 산실로서 과

거 국가를 이끌었던 유학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펼친 역사적 공간이다.

파주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유학자들은 ①윤관(尹瓘, ?~1111), ②방

촌 황희(黃喜, 1363~1452), ③지봉 황보인(皇甫仁, ?~1453), ④용재 성현(成俔,

1439~1504), ⑤휴암 백인걸(白仁傑, 1497~1579), ⑥율곡 이이(李珥, 1536~1584), ⑦우

계 성혼(成渾, 1535~1598), ⑧구봉 송익필(宋翼弼, 1534~1599), ⑨구암 허준(許浚,

1537~1615), ⑩고죽 최경창(崔慶昌, 1539년∼1583), ⑪남계 박세채(朴世采, 1631∼

1695), ⑫풍석 서유구(徐有榘, 1764~1845)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무수한 유교 문화

유적이 산재되어 있다. 서원으로 ①파주향교(대성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3호), ②

교하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 ③적성향교(파주시 향토유적 제3호)가 있으며,

향교는 ④파산서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 ⑤자운서원(묘정비:경기도 유형문화

재 제77호), ⑥용주서원(파주시 향토유적 제1호)이 있다. 또한, 사우(祠宇)로는 ⑦성

사영묘(파주시 향토유적 제20호), ⑧여충사(윤관장군묘:사적 제323호), ⑨황희선생영

당지(경기도 기념물 제29호), ⑩장포영정각, ⑪월계단, ⑫경현당, ⑬동현당 등이 있

다. 이와 같이 사상적으로나 문화유산의 분포적으로나 파주시에서 유교(기호학) 전

체를 아우르는 축제가 개최되는 것에 대한 명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18) 경북북부를 유교문화권으로 설정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입하여 유교(영남
학)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임(문화체육관광부, 『경북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최종평가 연구』, 
2013.)

19)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하여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충청
남도,『충남 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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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파주 유교문화자원 현황

이에 율곡 이이를 중심 주제로 연희되는 <파주 율곡문화제>의 주제를 유교(기호

학)로 확장하여 <경기도 유교문화제(가칭)>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 축제 공간의 재구성

현재 <파주 율곡문화제>의 공간적 범위는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율곡 이이 유적지이며

이곳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향교 3개, 서원

3개, 서우 7개 등 다양한 유교문화자원이 파주

시에 산재되어 있으며, 축제의 주제를 유교(기

호학)로 확장하여 <경기도 유교문화제(가칭)>

로 운영한다면 공간적 범위를 파주 전역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간의 재구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것은 축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심

공간을 구성하고, 유교문화자원을 연결한 파생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파주의 경우에는 중심공간으로 현재 축제가 연희되고 있

는 율곡 이이 유적지(자운서원)를 중심공간으로 설정하고, 파생공간으로 북쪽의 파

산서원과 적성향교, 남쪽의 파주향교, 용주서원, 교하향교를 설정하여 연결하는 것

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파주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유학자들을 축제의 소재로

그림3) 율곡문화제 공간 재구성 대상 

연 번 유교인물 유교 유적지

1 윤관(尹瓘, ?~1111) 파주향교(대성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3호)

2 방촌 황희(黃喜, 1363~1452) 교하향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호)

3 지봉 황보인(皇甫仁, ?~1453) 적성향교(파주시 향토유적 제3호)

4 용재 성현(成俔, 1439~1504) 파산서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

5 휴암 백인걸(白仁傑, 1497~1579) 자운서원(묘정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7호)

6 율곡 이이(李珥, 1536~1584) 용주서원(파주시 향토유적 제1호)

7 우계 성혼(成渾, 1535~1598) 성사영묘(파주시 향토유적 제20호)

8 구봉 송익필(宋翼弼, 1534~1599) 여충사(윤관장군묘:사적 제323호)

9 구암 허준(許浚, 1537~1615) 황희선생영당지(경기도 기념물 제29호)

10 고죽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장포영정각

11 남계 박세채(朴世采, 1631∼1695) 월계단

12 풍석 서유구(徐有榘, 1764~1845) 경현당, 동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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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일 수 있으며, 현재 파주시 문산읍에 한정되어 있는 축제 공간을 파주시 전

역으로 확장하여 그 파급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유교 관련 유적지를

‘감상공간’으로 설정하여 본 축제의 제의성, 특수성(지역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기

획하며, 더불어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을 추가로 설정하여 ‘놀이공간’으

로 유희성과 비일상성(참여·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스토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차별화

지역축제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인 ‘제의성’, ‘유희성’, ‘비일상성’,

‘특수성’ 중 제의성을 제외한 3개의

요소는 당해 축제가 내포하고 있는

스토리자원에서 나오며, 연장선상

에서 프로그램 차별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축제의 주요 3대 목표

인 ‘시민 참여 유도’, ‘높은 수준의

콘텐츠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스토리자원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보장되

어야 한다.

스토리자원 발굴은 축제가 연희되는 중심공간과 파생공간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뽑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서원이나 향교를 대주제 ‘인물’, ‘사건’, ‘개

념’, ‘문화유산’, ‘장소’등의 중간 주제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뻗어지는 소주제들

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1개의 서원·향교라는 대주제에서도 스토리자원 창출이 가능하며, 중간

주제에서도 지엽적일지라도 각각의 흥미로운 스토리자원이 발굴된다. 이렇게 발굴

된 스토리자원은 다양한 문화 플랫폼과 결합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성과 특수성을 내포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준다. 이

는 자연스럽게 방문자의 수와 지역의 문화관광적 매력도를 높여줘 지역경제 활성화

와 연결될 수 있다.

4) 축제 참여 시·군 확대

경북북부 영주시·의성군·문경시·봉화군·안동시·예천군·상주시·영양군·청송군이 공

동 개최하는 <세계유교문화축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주시 단일 지자체가

축제를 운영하기 보다는 경기도 북부의 다른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축제를 운

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기호학 관련 유교문화권 설정 등을 위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호학 중

심지로의 역할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파주시를 중심으로 기

호학과관련된축제를포함한문화콘텐츠헤게모니를선점할수있도록기민하게 움직여야한다.

그림4) 도산서원 스토리자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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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현대인은 과거와 교감하고 이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현존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콘텐츠화할 수 있으며,20) 이는 유

교인물, 유교 유적 등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콘텐츠 개발과도 연결된다. 본

고는 1995년 지방자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역축제

가 그 양적 성장세에 못 미치는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당초에 확보하

고자 했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의의 정세

함을 위하여 <파주 율곡문화제>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적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첫 번째로 ‘축제 주제의 확장’이다. 파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유교 인물은 12

명에 이르며, 유교 유적지는 13개소가 산재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현재 율곡 이

이로 축제의 주제를 한정되어 있는 것을 ‘유교’ 자체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축제 공간의 재구성’이다. 축제의 공간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율곡 이이 유

적지(자운서원)을 중심공간으로 설정하고 적성향교, 파산서원, 파주향교, 용주서원,

교하향교를 파생공간으로 설정하여 파주의 유교인물, 유교 유적지를 자연스럽게 축

제의 소재로 끌어들인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놀이공간으

로 구분하여 유희성과 비일상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 ‘스

토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해 영성하게 존재하고 있는 스토리자원을

본 축제의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축제 참여 시·군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축제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경기도에는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교문화자원이 존재한

다. 본고는 <파주 율곡문화제> 발전 방안 제안을 통해 당해 유교문화자원의 가치

와 미래적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추후 축제라는 플랫폼과 파

주라는 지역을 뛰어 넘어 경기도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길 바

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20) 김시범,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츠』 제27
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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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시흥문화원 사무국장)

- 115 -





지역문화축제의 방향
-시흥시 축제와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이병권21)

*

Ⅰ. 들어가는 말

지역문화축제는 과거에는 주로 향토축제라고 불리었다. 향토축제는 지역문화의

총화로써 구성되는 한마당 큰 잔치이다.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 시골의 전통적, 토

속적인 축제는 물론, 한 마을, 도시 등 한 지역에서 거행되는 것을 모두 향토축제로

정의하고 있다.1) 따라서 지역문화축제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는 지역축제나 지역문화축제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문화축제로 하겠다.

지역문화축제의 가치와 역할은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현대적인 맥락으로 재생산하

면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상징을 개발해 지역민에게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축제의 외부 참여자들은 축제를 매개체로 특정 지역의 특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용에 대한

기회를 가진다. 또한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역민의 문화 선택권과 문화향유권이 증

대된다. 축제진행의 일정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가 되면서 지역민에게 지역공동체 의식과 문화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지역의

조화와 소통의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지역문화축제의 유형분류는 축제지향성, 축제운영방식, 축제의 규모, 개최

의 목적, 축제의 특성 등 축제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축제의 성격 및 특

성 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축제의 성격 및 특성에 따른

축제 유형은 1. 생태자연축제, 2. 문화예술축제, 3. 전통문화축제, 4. 지역특산물축제,

5. 경연․산업축제로 나눌 수 있다.2)

* 시흥문화원 사무국장 
1) 조홍윤,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p.24.
2) 류정아,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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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축제의 가치와 순기능은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관광산업인프라 구축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문화축제가 활성화 되

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문화

축제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특히 지역문화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서 육

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

이 글에서는 지역문화축제와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

흥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 현황과 문화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문

화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축제와 문화행사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의 개념과 기

준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시흥시의 축제들의 유형을 나누고, 축제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문화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

3)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오훈성 외,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2013. / 류정아,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류정아, 「한
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문화관광부, 2006. /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
축제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관
광연구원, 1998. / 조홍윤, 「향토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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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흥시 축제 및 문화행사의 현황과 내용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축제의 전개과정은 현대사의 맥락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선왕조에서 근대적 시민사회로의 자체적인 근대기를 맞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로 근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미국과 소련

의 냉전과 결합된 내부의 좌우 및 남북갈등이 3년에 걸친 한국전쟁(1950년)을 치른

뒤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전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집권한 군부독재정권은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과 독재적인 통치로 한국 현대사를 구축하였고,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겪은 후에야 조금씩 민주적 현대사회의 틀을 갖추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격

동적인 근․현대사 전개과정에서 문화적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었다. 즉,

일제의 의도적인 전통문화 말살정책, 한국전쟁시기 문화적 자산의 철저한 파괴 과

정, 전후 수십 년간의 군부독재 하에서의 경제개발 중심의 사회발전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말살되다시피 하였고, 현대적 예술문화 발전의 기반은 매우

부실하게 형성되어 왔다.

축제문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일본의 전통축제 마츠리(祭り)가

수백 년의 전통을 보존․계승하여 현재까지도 각 도시에서 전승되고, 현대적 축제

유형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축제는 현대축제로의 자연

스러운 전환 과정을 가질 수가 없었다. 국가적인 전통의례나 예술행사, 문화행사는

심각하게 훼손․단절․왜곡되었고, 마을굿이나 민속행사 등 생활과 긴밀하게 연계된

전통적 축제문화도 심각하게 파괴되고 왜곡되어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현대축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군부독재정권의 도구적 문화정책에 따라 관주도적

인 정치성 전시행사로 전형화 되었다. 전통축제와 향토축제들이 명목적으로 유지되

는 가운데 관 주도적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전시성 문화행사들이 주축을 이루었

다. 이에 따라 전통축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흐름이나 창의적 기획을 기반으

로 한 현대축제의 활동근간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 오히려 관이 주도하는 전

시성 행사에 지역 주민이 정치적으로 동원됨으로써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축제 및

문화행사 흐름을 조성했다. 일례로 문화의 달, 시민의 날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문화

행사 틀이 규격화되어 10월에 유사한 축제나 문화행사들이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 개최는

대규모 문화이벤트가 전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양

한 차원에서 인식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가속화된 사회경제발전

과 정치문화의 변화가 결합되어 전국적으로 현대적인 축제와 문화행사들이 빠른 속

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행 이후 지역단위의 축제 및

문화행사들이 본격적으로 개최되었다. 오랜 기간 진행된 축제문화의 단절과 왜곡

속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조금씩 현대축제의 실질적인 흐름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지역단위에서의 축제문화가 본격화되었다.4)

시흥시는 1989년에 시로 승격된 현대적 도시로서 역사가 짧은 신흥공업도시이다.

따라서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전통축제문화와 관련한 공동체적인 정서기반이 약하

4) 시흥시사편찬위원회,「시흥의 출범과 성장」, 『시흥시사』4, 2007, pp.46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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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고, 현대축제문화와 관련된 문화적 경험에서도 역사적인 공유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러한 특수한 문화 환경 속에서 시흥시의 축제는 1989년 시로 승격된 직후, 시

흥군의 금천문화제를 연성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개최하는 정도의 변화

가 있었을 뿐, 축제와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통합된 시로서 행정력

을 어느 정도 정비해 가는 1990년대 초에 시흥시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물왕예술제와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청소년종

합예술제가 개최(1993)되기 시작했다. 예술행사나 문화행사도 1989년에서 1990년대

초기까지는 경기도 차원의 각종 경연대회나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시흥시 단위의

준비 프로그램으로서 예술행사나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1995년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

제 외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행사나 여러 유형의 문화행사가 늘어나면서 시흥시 독

자적인 축제와 문화예술행사의 주체적 역량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2000년대에 접

어들면서 시흥시는 축제, 예술행사, 문화행사 각 영역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면서 새

로운 전환기를 준비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흥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인 축제의 개발 및 문화예술행사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5)

현재 시흥시는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2006년부터 시

흥갯골축제를 개최해 시흥시 대표 축제로 지원육성하고 있다.

다음 <표1>은 2016년 시흥시의 주요 축제와 유형분류이다.

5) 시흥시사편찬위원회,「시흥의 출범과 성장」, 『시흥시사』4, 2007,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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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6 시흥시 주요 축제와 유형분류6)

*유형 : 1. 생태자연축제 2. 문화예술축제 3. 전통역사민속축제 4. 지역특산물축제

5. 경연․산업축제

주로 ‘문화예술축제’와 ‘경연․산업축제’ 유형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2016년 기타 문화행사는 다음 <표2>이다.

표2) 2016 시흥시 기타 문화행사

6) 시흥시의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축제 현황(시흥시 문화수도추진단)을 참조하여 작성.

유형 명    칭 시기 장    소 주요내용

3 연성문화제 7.27~31 연꽃테마파크 연성의 유래와 전통문화공연

1 시흥갯골축제 9.23~25 갯골생태공원 갯골생태축제

2 물왕예술제 5.27~29 비둘기공원 종합예술제

5 늠내건강축제 4.30 갯골생태공원 건강검진, 걷기, 플래시몹 등

5 가족문화축제 5.4~5 갯골생태공원 어린이날 기념식 등 세대 간 어울림 마당

5 한국연음식경연대회 7.30 연꽃테마파크 음식경연대회

5 경기하늘바다축전 8월 시화MTV 해양자원축제

2 바라지페스티벌 10월 시흥시 전역 시민생활문화큰잔치, 평생학습축제, 
문화두레 제전 등 통합 축제

2 시흥책축제 9월 시흥시중앙도서관 책을 주제로 한 축제

3 군자봉성황제 11.1~2 군자봉 일원 경기도 무형문화제 59호 전승사업

2 갯골김장대축제 11월 갯골생태공원 김장하기

연번 명    칭 시기 장    소 주요내용

1 호조벌축제 10월 매화동 들판 호조벌의 유래와 벼 베기행사 

2 오이도조가비축제 10월 오이도 일원 오이도 관광축제

3 월곶포구축제 11월 월곶포구 월곶포구 관광축제

4 정월대보름한마당 2월 갯골생태공원 세시풍속

5 3.1절 기념행사 3월 1일 군자초등학교 시흥지역 3.1운동 기념행사

6 문화의 날 기념행사 10월 옥구공원 문화의 날 기념행사

7 군자 산들 축제 6월 1일 산들공원 군자동 마을축제

8 인선왕후 축제 6월 18일 매꼴공원 장곡동 태생인 인선왕후 테마 마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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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마을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정기성이 큰 행사인 관계로 모두 싣지는 않고 다만 회차가 오래된 행사와 당

해연도(6월 기준)에 실시된 행사만 수록

1. 시흥시의 주요 축제와 기타 문화행사

횟수별로 오래된 시흥시 3대 축제인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시흥 갯골축제와 그

밖에 기타 문화행사를 살펴보겠다.

1) 연성문화제

연성문화제는 조선시대 안산군의 별칭인 ‘연성(蓮城)’의 의미

를 되새기는 문화제이다. 연성은 안산군의 별호이다. 조선 전

기의 명신이며 농학자로 널리 알려진 강희맹(姜希孟, 1424-148

3)이 세조 9년(1463) 8월, 명(明)에 사신으로 갔을 때, 수도 남

경 전당강(錢塘江)에서 연꽃씨(전당홍련)를 채취해 귀국한 후,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연못(官谷池,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에

시험 재배해 성공하여 차츰 주변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조 12년 안산군의 별호를 ‘연성(蓮城)으로 불렀다.7)

이와 같은 고사는 강희맹의 사위 권만형의 12대손인 권용정

(權用正, 1801-1861, 안동 권씨 화천군파)이 1845년 안산군수

로 부임하여 펴낸 『연지사적(蓮池事蹟)』(1846년, 시흥 역사

자료전시관)8)에 전한다. 따라서 시흥시는 관곡지의 역사성을

7) 故贊成 晉山君姜公希孟嘗奉使至 南京得錢塘蓮子曰錢塘紅 歸而種之下中里小池 古邑號蓮城-『연지
사적(蓮池事蹟)』이에 앞서 “남경에 사신으로 가서 전당홍종을 가져와 심어 이르기를 연성이라 하
였다.”는 것이 『일성록』 정조 21년 9월 12일 무인 기사에도 확인된다. 이는 정조가 강희맹과 관
곡지 연에 얽힌 안산군의 별호, ‘연성’의 어제 시제로 ‘연지’, 즉 관곡지와 관련된 연지고사(蓮池故
事)를 정조가 친히 언급하고 행행별시의 과제로 출제하면서 강희맹의 고사가 깃든 관곡지가 국가
적인 공인 또는 공식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이 
남긴 기록, 기록에 담긴 시흥」, 『시흥시사』10, 2007, pp.308~312.)

8) 황폐해진 관곡지는 1844년(헌종10)에 안산군수로 부임한 권용정이 이듬해 봄 장정들을 동원하여 
못을 파고 연을 되살렸다. 그리고 1845년 당시 경기도 관찰사 이계조(李啓朝)에게 서목(書目)을 
올려 6명의 연지기를 두도록 청해 받아들여졌다. 이들 연지기는 각종 노역(勞役), 부역(賦役), 포
세(布稅), 양곡세(糧穀稅)를 제외시켜 주고 오직 못만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권용정은 관곡지
의 유래와 수축 경과, 연지기 배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1846년(헌종12)「연지사적(蓮池事
蹟)」과「연지수치후보초(蓮池修治後報草)」로 구성된 『연지사적』(시흥시 향토사료실 소장)을 

9 연성벚꽃축제 4월 17일 하중․하상동 
관곡지로 벚꽃 테마 마을축제

10 청소년동아리축제 10월 22일 대야동 대은로 청소년 거리문화축제

11 로데오거리축제 6월 17일 정왕동 로데오 로데오 거리문화축제

12 3세대 페스티벌 6월 18일 정왕4동 정왕4동 마을축제

13 환경의날기념행사 6월 3일 시흥에코센터 시흥시 환경의 날 기념행사

14 왁자지껄 연성 6월 25일 샛말공원 연성권 학습동아리연합행사

그림 1) 
『연지사적(蓮池事跡)』 

1846년(헌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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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주변 22ha의 논에 다양한 연꽃과 수생식물을 볼 수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연성’은 현재도 연성동, 연성초등학교, 연성중학교, 시흥문화원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연성문화제’로 이어지고 있다.

연성문화제는 시흥시에서 지정한 3대 축제(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갯골축제)로

서 시흥군 시절의 금천문화제를 계승하여, 시흥시가 승격(1989)하면서 시민의 날 행

사로 시작하였다.

연성문화제는 ‘전통문화, 예술의 생활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을 기치로, 시민들과 청

소년에게 전통을 매개로 한 세대 간 어울림

축제이다. 연성문화제는 ①시흥의 역사와 문

화를, 보고 체험하는 연성문화제 ②한국의 전

통 문화유산이 숨 쉬는 연성문화제 ③청소년

이 활기찬 연성문화제 ④문화 활동 허브로

서의 연성문화제 ⑤시흥 시민의 사랑을 받는

연성문화제 ⑥문화도시 시흥의 비전을 담은

연성문화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시흥문화원

과 시흥시는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지역전통문화축제인 연성문화제를 개

최하여 지역의 정체성확립과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9)

(1)연성문화제의 연혁과 주요 프로그램

-연성문화제 이전 / 시흥군 금천문화제 시행(1987, 88년 / 1,2회)

-제1회: 1989년 시승격과 함께 10월 1일 시흥시민의 날 행사로 ‘연성문화제’ 명칭

사용, 제10회 연성문화제까지 시흥시가 주관. (관련 자료는 시흥시 문서보관 5년

이상 폐기로 관련부처 자료 실전) 단, 10회 연성문화제는 보조금 지원 없이, 시흥문

화원 자체 행사로 치룸.

-제11회: 일시: 1999.10.9.(토)~17(일), 장소: 비둘기공원 (시흥문화원 예산확정),

활동: 전통혼례시연, 시흥시민의 밤, 전통국악공연, 시민 영상제, 명필휘

호 등

-제12회: 일시: 2000.10.27.금)~30(월), 장소: 정왕동 특별행사장(시흥소방서옆), 활

동: 빛과 소리 카퍼레이드, 명필휘호대회,국악관현악단, 열린문화장터 등

-제13회: 일시: 2001.10.13.(토)~14.(일), 장소: 비둘기공원, 활동: 고풀이, 명필휘호,

박터뜨리기, 열린문화장터, 각설이, 청소년 댄스 등

-제14회: 일시: 2002.10.2(수)~3(목), 장소: 비둘기공원 도립국악단, 활동: 국악인 김

펴냈다. 관곡지는 조선 초기 이숙번의 소유에서 그 사위 진주 강씨 강순덕에 전해지고 그 아들 강
희맹, 그리고 사위인 사헌부 감찰 권만형(權曼衡)에게 이어져 현재 안동 권씨 화천군파가 관리하
고 있다. 관곡지는 시흥시 하중동 208번지에 있다. (이병권, 「1797년 8월 행행(行幸)과 정조사적
(正祖史蹟) 고찰(考察)」, 『경기향토사학』 19집, 2014, pp.234~235.)

9) 시흥문화원, 「제24회 연성문화제 종합보고서」, 2015.

그림 2) 제24회 연성문화제 고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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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손심심, 팔씨름, 난타, 민속놀이체험 등

-제15회: 일시 2003.10.1.(수)~4.(토), 장소: 비둘기공원, 활동: 마당극, 열린음악회, 학

술회의(강희맹), 월미두레, 이한기 사료전시회 등

-제16회: 일시 2004. 10.1(금)~3(일), 장소: 비둘기공원, 활동: 한복맵시, 백일장, 뱀

내장터재현, 연와탁본, 전통음식 시연, 월미두레등

-제17회: 일시 2005.9.2(금)~4(일), 장소: 옥구공원, 활동: 관곡지, 포도품평회, 전통

혼례, 국악마당, 한복맵시 대회 등

* 2006 예산삭감으로 시행 못함

* 2007 시흥문화예술제로 통합

-제18회: 일시: 2008.10.11(토)~12(일), 장소: 옥구공원, 활동: 관혼상제거리가장행

렬, 시흥역사사진전, 호조벌강연회, 미술대회 등

* 2009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취소

-제19회: 일시: 2010.10.16(토)~17(일), 장소: 정왕동 이마트 앞 공원, 활동: 강희

맹사신단행렬 등 (연성의 의미를 살린 축제기획 시작)

-제20회: 일시: 2011.10.7(금)~9(일), 장소: 관곡지, 소산서원, 옥구공원, 활동: 벼

베기, 뜨락콘서트, 동극, 미술대회, 강희맹사신단행렬, 시조창 따라부르기 등

-제21회: 일시: 2012.8.11(토)~4(일), 장소: 관곡지, 연꽃테마파크, 활동: 강희맹사신

단행렬, 안숙선공연, 시흥문화원 문화강좌 동아리 공연, 시흥향토민요소리극

-제22회: 일시: 2013.7.26(금)~28(일), 장소: 연꽃테마파크(연음식 페스티벌, 연 그

림 전시회와 함께 공동 개최) 활동: 강희맹사신단행렬, 안숙선공연, 한여

름밤의 문화콘서트, 군자봉성황제 시연, 시흥 향토민요소리극 등

-제23회: 일시: 2014.7.26(토)∼27(일), 장소: 관곡지 일원, 활동: 제2차시흥지역문화

세미나,청소년끼펼침한마당,전통문화예술동아리초청공연,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강희맹사신단행렬, 시흥전통민속 공연(군자봉성황제, 시흥향토

민요), 문화가족 한마음콘서트, 전시체험(시흥의 인물, 시의 무형문화유

산, 연기획전시)

-제24회: 일시: 2015.7.25.(토)∼26(일), 장소: 연꽃테마파크 일원, 활동: 제3차 시흥

지역문화세미나 등, 23회 연성문화제 프로그램과 유사

올해 25회를 맞는 연성문화제는 7월 25~31일까지 ‘제2회 연성음풍(蓮城吟風, 전시

회)’을 시작으로, 경기학 심포지엄과 제6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를 3일에 걸쳐 개최

한다. 시흥지역문화세미나는 15회 연성문화제(2003)에서 처음 개최하고 그친 것을

23회(2014)부터 정례화 하였다. 시흥의 정체성을 찾아, 시흥시민들의 역사․문화적

정신과 정주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올해는 보다 확대 개최한다.

아울러 30, 31일에는 ‘연성’의 의미와 역사성을 살리고 여타 축제와 차별화를 위

하여 첫째 날을 ‘연성의 날’, 둘째 날을 ‘민속의 날’로 하여 문화가족(문화원 회원)

과, 관내 전통예술(민속)관계자 및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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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의 날’은 고유제와 개막식 전에 연

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강희맹 사신단 행렬

을재현한다. 그리고 시흥문화원과 문화자

원봉사단의 ‘문화가족 한마음 콘서트’를 개

최하고 인근 지방문화원의 전통문화 예술

팀을 초청하여 교류한다. 아울러 개막식과

개막공연으로 시흥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하는 18개 지방정부 문화두레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민속의 날’은 시민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력하

여 지역 내 전통문화예술 단체의 공연을

펼쳐 시흥시 전통문화예술 발전의 외연 확

장을 꾀한다. 또한 시흥시의 무형문화재를

무대 공연화한 시흥 군자봉성황제(경기도

무형문화재59호), 시흥향토민요를 공연한

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군자봉성황제는

음력 10월 3일, 군자봉 정상에서 여는데,

2014년부터 시흥문화원이 보존회와 같이

무대공연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시흥시가 급격한 도시화로 인

하여 향토민요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국악인 박일엽의 노력으로 시흥의 바닷가

노래, 들노래, 상여소리의 향토민요가 보

존․전승되고 있어 이를 공연한다. 아울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공연을 통해 우리 문

화의 정통을 확인한다.

이밖에 시흥 역사문화 전시체험 프로그

램(시흥의 인물․무형문화유산 전시, 시흥

설화 들려주기 등)을 시흥문화자원봉사단, 시흥역사문화학교, 청소년큐레이터학교

수료생들이 준비하고 진행한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열어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학생 글짓기 및 사생대회, 청소년 UCC 공모 등을 연다.

연성문화제는 예산이 너무 작아 문화제의 완성도를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주 행사장인 연꽃테마파크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집중 하고 콘셉트 중심형 문화제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과 story wearing 이나 story collaring 을 개발하여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어야 하고 이밖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연음식경

연대회의 연계와 물왕예술제와의 협업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10)

10) 조정국, 「시흥시 대표축제 기획 워크숍 총평 및 제안」, 시흥시 문화관광과, 2015.

그림5) 시흥향토민요 공연(2015)

그림4) 제23회 제2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그림3) 제15회 연성문화제 기념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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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왕예술제

23회를 맞는 물왕예술제는 1993년 처음 개최 논의 당시, 지역에서 유명한 물왕저

수지의 물왕(物旺)을 따서 지었지만, 물왕동이나 물왕저수지에서 개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동적이나 은행동 비둘기공원에서 주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올해

평가회에서는 장소에 대한 유동성 문제와 지역 편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

에 대한 방안으로 장소를 시흥시 북부권인 은행동(비둘기공원)과 남부권인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격년으로 번갈아 열기로 하였다.

물왕예술제는 시흥 예술을 총망라하는 종합예술제이다. 사)한국예총 시흥시지회 7

개 협회(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예, 음악)가 주관한다. 지역 고유예술제로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분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술 인구 저변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

올해 물왕예술제는 2016년 5월 27~29일까지 비둘기공원에서 '연예의 흥(興)', '국

악의 흥(興)' '음악의 흥(興)'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첫날 '연예의 흥(興)'은 공개

방송, 평양코리아 예술단, 마임, 지역가수 등의

축하공연과 제15회 전국가요제가 펼쳐졌다. 둘째

날 '국악의 흥(興)'에선 시흥국악협회 소속 단체

의 공연과 시흥문인협회 시낭송, 의정부 시립예

술단(북의 대합주), 국악인 김덕수의 설장구, 시

흥시립전통예술단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마지

막 날, '음악의 흥(興)' 에서는 시흥 관내 합창

단 공연, 시흥시립합창단, 시흥챔버오케스트라

등이 공연을 하였다.

이밖에 야외 소품전, 시와 사진의 만남전, 붓

따라놀자, 탁본, 무료사진 찍어주기․사진촬영교

육, 즉석 삼행시, 백일장, 저자 사인회 등 예술

체험부스가 운영되었다.11)

물왕예술제는 축제 전문가를 통해 매년 장르

별 선택과 집중, 무대 중심의 예술제에서 사이트

중심, 시민 참여형 예술제로의 전환, 연성문화제

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 등의 의견이 제

시되었다.12)

3) 시흥 갯골축제

시흥 갯골축제는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경기도 대표축제 지정은 축제 특성과 콘텐츠, 축제운영내용, 발전 가능성, 성과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현장평가와 서류심사 프리젠테이션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정부

의 문화관광축제 선정과 별도이며 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 및 홍보 마케팅을 도와

11) 시흥시 문화관광과,「문화도시 시흥 대표 축제 기획워크숍」, 2015, p.43. / 이재곤,「시흥시 축제의 
발전방안」, 『시흥문화』 18호, 2015, p.94.

12) 조정국, 「시흥시 대표축제 기획 워크숍 총평 및 제안」, 시흥시 문화관광과, 2015.

그림6) 물왕예술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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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13)

시흥갯골축제는 국가해양습지보호

지역인 갯골생태공원14) 에서 개최

된다. 갯골생태공원은 아름다운 경

관과 생태적 우수성으로 2014년 제

7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생태조경부

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갯골축제는 매력적인 자

연 생태와 함께하는 축제 / 천혜의

자연 안에서 즐기고 쉴 수 있는 축제 / 갯골이 가지고 있는 생태를 통해 환경의 소

중함을 느끼고 배우는 축제 / 갯골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의 장 마련 / 시흥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축제 / 시

민이 직접 축제를 이끌면서 즐기는 축제 /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정신 함양 / 문화를 매개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어울리

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축제 / 관객 참여형 예술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체

험을 공유하는 축제 /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면서 무대와 객석이 함께 소통하는 공

연으로 이루어진 축제 / 로 진행한다.

올해는 11회를 맞고 있으며, 2016년 9월 23일~2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축제의 운

영은 시흥시가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시에서 유일하

게 8회부터 축제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무국(축제감독 및 직원)의

역할은 축제행정과 축제관련 교육, 축제 콘텐츠개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자원 연계 등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갯골축제의 주요내용은 생태놀이 및 체험, 생태교육, 생태예술프로그램, 기타 전시,

13) 경기도, 「제5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012, p.313.
    시흥갯골축제는 2008년 처음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축제선정위원회는 31개 시,군

의 '경기도 대표축제'의 지정신청을 받아 1월28일 2007년도 축제성과 및 2008년도 사업계획, 지역
고유문화 발현정도, 관광객 유치실정,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토대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수
원화성문화제, 파주장단콩축제, 가평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과천한마당 축제를 최우수축제로, 시
흥갯골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남양주 다산문화제, 동두천 락페스티벌을 
우수축제로 총 10개의 축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축제는 축제전문가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관
광상품 개발, 5년간 매년 4천만원씩 지원 되었다. (“시흥갯골축제, 경기도 우수축제 됐다.”, 시흥시
민뉴스, 2008년2월, http://www.shpeople.net/sub_read.html?uid=2862&section=sc3&section2.)

14) 시흥갯골생태공원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갯벌과 옛 소래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갯골은 
갯벌사이를 뚫고 길게 나 있는 고랑(물길, 물고랑)을 말한다. 특히 이곳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
형의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보전하고,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습지 보전법에 의
거 전국에서 12번째로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 : 0.71㎢)으로 지정된 곳이다.(2012년 2월 국가해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이곳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하여, 칠면초, 갈대, 갯
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개미자리, 큰비쑥 등이 군락을 형성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2급 2종(말똥가리, 검은 갈매기), 천연기념물 2종
(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의 물새들이 관측 되었으며, 인근지역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
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 밖에 붉은발농게, 방게 등을 관찰할 수 있다.(시흥
갯골축제, http://sgfestival.com/.)

그림7) 갯골생태공원(사진: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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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이벤트를 중심으로 어쿠스틱 음악제(6회)와

-대표프로그램: 갯골패밀리런, 갯골생태예술놀이터

-체험프로그램: 짠돌이·짠순이 소금체험, 갯골연잎 천연

염색체험, 갯골수상자전거

-예술프로그램:a업사이클링음악제, 갯골환경연극제, 갯

골사생대회

-교육프로그램: 갯골천문관, 갯골탐사대, 갯골독서마을

-지역참여프로그램: 청년축제학교, 시흥청년체인지메이커,

갯골패밀리장터15)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갯골축제는 갯골풍경 그

자체로 축제가 되는 사례이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조금 더 쾌적하고 즐겁

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구성으로도 충분한 축제의

형태이지만 시흥 갯골축제와 전반적인 구성이나 콘텐츠가 유사한 축제가 많은데 좋은

재료를 가진 음식을 어떤 서비스와 어떤 그릇, 어떤 환경에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대체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자연환경을 가진 축제들이 환경을 장식적 요소로

인지하는 경우도 많으며, 불필요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을 남발함으로 인해 오히려

전반적인 인상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축제들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흥 갯골축제가 차별화 된 인상이라는 부분에서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

다면 축제 전체를 환경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어 세계적인 환경단체나 활동가와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실험적 구상도 경우에 따라 아주 효과적으로 축제를 상징

화 시키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자연환경에 부가 콘텐츠를 접목시켜 이슈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조금 더 구

체적인 관광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술적 사업으로 ‘에치고츠마리’의 사례를

참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6)

4) 기타 문화행사

시흥시의 기타 문화행사(표2 참조)는 저마다 축제로 부르며, 각동의 주민자치위원

회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호조벌축제는 12회, 오이

도 조가비 축제는 11회로 횟수가 오래되었다. 각각 전통역사민속축제와 경연․산업

축제의 유형으로 동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사이다. 시흥시의 주요

지역문화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행사예산에서 시 보조금의 확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있고시흥시주요축제에 비해 후순위로밀리기 때문에현실적인 어려움이크다.

15) 시흥시 문화관광과, 「문화도시 시흥 대표 축제 기획워크숍」, 2015. p.43.
16) 류성효, 「문화도시 시흥 대표 축제 기획워크숍 총평」, 시흥시 문화관광과, 2015.

그림8) 시흥갯골축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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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행사들은 시흥시의 마을가꾸기 사업 등 주민 참여형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마을 단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횟수가 오래지 않은 행사들이 대부분이고 기념행사에

따른 부대행사 정도에 그치는 경우 등, 부정기적인 문화행사들이다.

시흥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하는, ‘시흥시 문화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시흥

시민조사’(기간 6.30~7.8) 설문에서 시흥시 대표 축제를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갯

골축제 외에 오이도조가비축제와 월곶포구축제를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페이지의 ‘축제의 한마당’에는 위의 축제 외에도 거론된 축제들이 차이를

보인다.(뜨락콘서트, 시민의 날) 이는 시흥시에서 축제와 문화행사의 구분이 모호하

여 관계자에 따라 축제를 바라보는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흥시의 축

제와 문화행사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Ⅲ. 문화관광축제와 지역문화축제의 기준

시흥시의 축제와 문화제를 전반적으로 볼 때 축제의 본질인 축제성과 자발성이

많이 부족하고 축제와 문화제 그리고 기타 일반 행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안목이 필

요하다.17) 또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부족)에 비해 사업 대상층이 너무 넓게 설정

되어 있어 백화점식 구성이 일반적이며,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충실도가 낮아지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단 며칠의 집중형(축제식)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홍보 효과에 집중해야 하는 리스크가 추가되어 행사

의 실질적인 소비도달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강해진다.18)

이처럼 시흥시 축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가장 시급한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를 살펴보겠다. 문화관광축제를 통해서 축제의 개념적 이해를 넓히고, 문화관광축제

와 문화행사를 비교한 기준을 참고하여 현재 시흥시 축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문화축제의 나아갈 방향이 문화관광축제에 있다는 주장이 아

니다. 문화관광축제가 지역문화축제들을 중심으로 관광콘텐츠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발전한 경우이므로 지역문화축제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축제와 문화행사를 구분

하는 기준이 명징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시흥시의 축제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이다.

17) 조정국, 「시흥시 대표축제 기획 워크숍 총평 및 제안」, 시흥시 문화관광과, 2015.
18) 김상윤, 「시흥시 대표축제 기획 워크숍 총평 및 제안」, 시흥시 문화관광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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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관광축제의 개념

‘문화관광축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지역문화축제 중에서 관광 상품화 가

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체부가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다.19) 정부는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전국의 지역문화축제 중에서 외래 관광객 유인력이 크고, 지역경제에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한 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일

부 재정지원도 해주고 있다. 즉,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축제 중에서 세계적 관광 상

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축제를 선별하여 문화관광축제로 명명한

다음, 지역의 상징적 문화콘텐츠를 찾아 이를 축제에 연계시키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축제의 고유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

도록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문화관광부, 2006)20)

문체부는 2015년부터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표·최우수·우수축

제의 지원기간 한도(일몰제)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망축제는 일몰제를 폐

지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2016년 선정 시부터는 현장평가 비

중을 70%에서 50%로 낮추고 두 차례의 선정심사를 거치는 등 선정에 있어 공정성

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6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관광 진흥 개발기금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총 60억 원)하고, 아울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홍보·마케팅 등 간접 지원

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관광축제’의 대표축제로 졸업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016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21)

19) 문화관광축제의 개념 정의
    박주영(2012) : 문화적인 요소와 테마를 지닌 지역축제가 관광원래의 목적을 지닐 때, 문화

(Culture), 관광(Tourism), 축제(Festival)로 합성된 단어로서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소재를 중심으
로 관광의 요소를 가지는 축제. / 기노용·한상우(2011) : 지역주민 상호간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지역문화 속에 하나가 되어 호흡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라 
함. / 이병국(2010) : 지역축제 중에서 특산물, 전통 문화, 민속,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외래 관광
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관광상품화 한 축제로서 문화체육관광
부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축제. / 이강욱(1998) : 향토문화축제 중에서 정부가 지원, 육성하는 축제. 
/ 오훈성(2013) :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한 지역축제 중에서 문화관광
축제 평가위원의 참관평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서면평가결과를 취합한 결과와 문화관광축제 선정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선정된 지역축제. / 오훈성 외,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10.

20) 오훈성 외,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2013, p.9.

2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문체부보도자료-「2016 문화관광축제 선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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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

* 밑줄 친 축제는 문화관광축제에 진입한 경기도의 축제 / *가나다순

현재 경기도에서는 가평의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대표축제), 이천 쌀문화축제

(최우수축제), 안성의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유망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

정되어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2. 문화관광축제의 효과

축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다양하지만 모든 축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관

광객 또는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발할 관광 매력물을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

다.(Getz, 1996) 국내의 경우 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 및 새로

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축제는 기대한 만큼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축제는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

도 유발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문화 상품화로 인한 문화변용이다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성이 부족한 축제의 개최는 문화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로부터 문화의

지나친 상품화와 문화의 변질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관광객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범죄를 유발하고 지

역 문화유산을 파괴할 수 있다.(Ritchie, 1984) 이 외에도 수용력을 초과하는 축제의

운영은 교통 혼잡과 자연환경 오염 등과 같은 관광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

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Kern & Rasmussen, 1995)

따라서 축제 기획자와 지방정부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차원의 축제의 긍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한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22)

22)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p,10~15.

대표축제 3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김제지평선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최우수축제 7개 이천쌀문화축제, 강진청자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추억의7080충장축제

우수축제 10개
없음, 강경젓갈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유망축제 23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괴산고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목포항구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춘천마임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한성백제문화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영덕대게축제, 
울산옹기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함양산삼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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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문화관광축제의 긍정․부정적 효과 비교23)

3. 문화관광축제와 문화행사 비교를 통한 시흥시 축제 구분

‘축제’와 ‘문화행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에서 「문화관

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에서 서울시 「2012

서울시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연구」의 인용 자료가 주목된다. 다음 <표5>. ‘문화관

광축제와 문화행사 비교’이다. 비교기준은 축제와 문화행사의 구분이 명확하다.

또한 문화행사의 기준은 경기도와 시흥시의 축제들을 가늠하는 지표로 눈여겨 볼만하다.

표5) 문화관광축제와 문화행사 비교24)

23)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1, p.15.
24) 오훈성 외,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13, pp.9~10. 재인용 : 서울시, 「2012 서울시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연구」

긍정적효과

  ※정치적 효과
  ㅇ국내외 지위 및 이미지 향상 ㅇ정치․행정적 발전 ㅇ민간외교의 진흥
  ※경제적 효과
  ㅇ관광객 지출 효과 (문화이벤트, 숙박, 교통, 쇼핑, 인근 지역 관광 등)
  ㅇ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ㅇ고용효과 ㅇ연관 산업 파급효과
  ※사회적 효과
  ㅇ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ㅇ지역의 지명도 제고 및 정체성을 형성
  ㅇ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 ㅇ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 촉진의 매개 역할 문화적 효과
  ㅇ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수준의 향상 ㅇ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
  ㅇ지역 문화 자원을 보호와 강화 ㅇ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교육적 효과
  ㅇ자체의 특성만으로도 관람객의 문화 예술 감상 및 자연에 대한 지식수준 증가의 기회 제공 

ㅇ미래의 잠재적인 문화 관람객을 육성 

부정적효과

  ㅇ정치적 목적이용 ㅇ지역주민의 물질만능주의 확산
  ㅇ소비 지향적 태도 형성 ㅇ관광적 가치 강조로 문화유산 고유성 퇴색
  ㅇ문화변용(문화의 변질) 및 문화상품화, 무대화된 고유성 형성  
  ㅇ과다한 관광객으로 유적지 훼손 ㅇ범죄율 증가
  ㅇ교통 혼잡 및 쓰레기 등 환경오염 야기

기준 축    제 문화행사

소재성 명확한 소재를 가짐 소재가 불명확하고 변동이 잦음

정례성 정례적 개최 및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갖춤 불규칙한 개최 및 재정지원 중단 시 폐
지가능성이 높음 추진주체의 주인의식 부재

수용자와의 
소통

수용자 주도성 확보를 위한 소통 및 참여 
채널의 확보

수용자의 필요보다는 행정기관 또는 특
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기획됨

네트워크 유관기관, 단체, 협회, 관련동아리와 네트
워크 형성 및 점진적 강화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네트
워크 구성이 취약하거나, 형식적 네트워
크에 머무름

재원조달 축제재원의 조달 방안이 다각화 되어있
거나, 다각화를 위한 활동이 있음

축제 재원을 시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
하거나, 재원조달처가 일원화되어있음

시기성
개최시기에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며 개
최시기가 일정함. 축제가 지속될수록 시
기성이 강화됨

개최시기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개최
시기가 편의적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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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용에서 시흥시의 축제와 문화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

그리고 시흥시 주요 축제 일정과 관계자에 따라 주요 축제로 언급되는 차이는 우리

시흥시가 축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위의

문화관광축제기준을 통해 <표1>의 시흥시의 축제를 살펴보면 위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축제가 드물다.

특히 주요 축제로 살펴본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시흥 갯골축제만 보아도 몇몇

기준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연성문화제는 소재성, 정례성, 네트워크, 시기성, 장소

성, 프로그램다각화에서 축제기준과 많이 부합된다. 그러나 연성문화제가 위 기준에

만족하게 된 것은 최근에 와서 일이다. 특히 그간 연성문화제가 시민의 날 행사로

오랜 횟수를 진행했던 터라 지금과 같이 연성과 관곡지(연)를 주목하지 못했다. 따

라서 연성문화제는 앞으로 연성과 관곡지(연)를 중심으로 소재성과 장소성을 극대

화 해야 한다. 그리고 재원조달에서도 어려워(예산 확보 및 증액 필요) 축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처럼 수용자와의 소통에서 취약성이 있다.

물왕예술제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다각화에서 기준에 부합하나 한국예총 시흥시지

부라는 연합체의 속성상 소재성, 정례성, 수용자의 소통, 재원조달, 시기성, 장소성

등 많은 부분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개최 장소가 그간 유동적이었는데

이를 정왕동 옥구공원과, 은행동 비둘기 공원에서 격년으로 번갈이 진행할 예정이

므로 앞으로 장소성과 시기성은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가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은 단연 시흥 갯골축제이다. 경기도 선정

10대 축제인 만큼 위의 문화관광축제의 기준에 대부분 부합된다. 다만 소재성에서

는 갯골이라는 자연생태와 문화축제, 시민축제 등 많은 부분이 아직도 그 중심을

잡기 못하고 있어 지난 축제들에서 잦은 변동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용자 소통은

매우 취약하다. 아울러 축제재원 역시 시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중심주체인 축제추

진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시민 및 전문가(생태, 문화, 예술, 기

획 등) 들로 구성하고 기획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 외 <표1>의 시흥시 축제들은 위의 주요축제들과 달리 정례성, 수용자의 소통,

재원조달 등 축제 자체적인 동력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부정기적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축제기준보다는 문화행사의 기준에 대체로

부합된다.

장소성
개최장소가 일정하며, 개최장소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음. 축제가 지속될
수록 장소성이 강화됨

개최장소 선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
며, 편의적으로 개최장소가 변동되는 경
우가 있음

프로그램
다각화

대표프로그램, 주제성 프로그램, 부대프
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
으며, 유희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보유함

단일 공연행사,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는 경향이 있음
공연행사를 제외한 전시성 행사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희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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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문화축제의 방향

문화관광축제의 기준을 통해 시흥시의 축제들을 살펴보았다. <표5>의 기준이 모

든 축제를 가늠하는 기준일 수 없으나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축제가 어느 부분에서

힘을 모으고 개선해야하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시흥시만이 아니

라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의 축제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별축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시흥시와 경기도 등 우리

지역문화축제의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축제25)

지역문화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시민 즉, 지역민이다. 지역문화축제는

지역민이 준비하고 그 지역민이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그 지역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지역민의 수동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행정기관이나 특정인(단체 등) 등이 중심이

된 축제는 각기 주체의 특성상 반쪽짜리 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

민이 중심이 된 축제는 시민이 주체인 지역중심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 세

계적인 축제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브라질 카니발, 일

본 마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지정된 김제

지평선축제,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하고 연속지원이 결정된 보령 머드축제 등이 지역

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축제로 일군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경기도는 문화광관

축제로 선정된 가평의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이천 쌀문화축제, 안성의 안성맞

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2016 선정) 등도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준비하고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즐거우면 세계인도 즐거운 축제,

여기에 우리 지역문화축제의 길이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축제의 중심 주체인 시민과 함께 축제의 주요 주체인 문화예술

인, 정책결정자가 상호 관계를 갖는 축제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25) 시흥시는 ‘문화바라지 2016 명사초청강연’, ‘시흥에서 문화를 말하다’ 제1화로 표재순 문화융성위
원장을 초청하여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융성’이라는 주제 강연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표재순 
위원장은 지역문화 표어로 링컨의 어록을 인용하여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문화”를 
주장 하였다.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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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지역문화축제의 주체, ‘사람이 만드는 축제’

시민

문화
예술인

정책
결정자

적극적 시민참여 

예술인 역량강화 

문화공감대 형성 

장기적 평가

지속적 의견교류

문화주체간 협력 

이러한 모형에서 주체들의 중심 역할은 시민들은 중심주체로서 축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그간 축제의 중심축이었던 문화예술인은 상호 관계에서

협력적으로 기능하며 예술인 자체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정책결정자도 그

간 축제에서 중요 주체의 역할이 되었지만 여기에선 축제공감대 형성을 주안점으로

상호 관계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협력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축제가 기획되면 지속적인 의견교류와 함께 문화주체 간 상호

협력과 장기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2) 지역문화축제의 방향

지역문화축제가 단순, 백화점 스타일의 콘텐츠 나열을 탈피하고 지역에서의 좋은

축제로 거듭나는 것은 그 축제를 즐기는 주체인 지역민들의 공감대로 한 근간이 매

우 중요하다.

미국의 축제 기획 전문가인 데이비드 빈더는 “축제는 다양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다. 축제는 지역사회 소통의 장이며, 창의성을 높여가는 것이며, 주민의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축제는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주민의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는 기회’ 그런 의미

에서도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육성하는 것은 지역축제 미래 방향성의 근간이다. 지역축제의 토대는 지역의 풍토

와 환경에 맞는 말 그대로의, 지역 정서와 궁합이 적합한 축제문화 콘텐츠의 개발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축제가 단순, 백화점 스타일의 콘텐츠 나열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역에서의 좋은 축제는 그것을 즐기는 일차 대상자

인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근간으로 한, 지역의 문화자본과 그 문화 환경 바탕 위에

기획되어야 한다.26)

이를 위해 지역문화축제의 방향성 설정에서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26) “지역축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기신문, 2016년 6월 23일 기사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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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편의와 관주도 지양

-중요 결정과정에서의 시민 의사반영, 시민문화 향수권 보장

(2) 정체성과 개성 있는 지역문화축제 창조

-지역 전통과 현대적 창의성이 조화된 지역 정체성 강조

(3) 낭비성 짙은 과시적 지역문화축제 탈피

-과시적 예산낭비에서 벗어나 효율적 축제 기획, 확산 추진

(4) 환경파괴와 부실공사의 지역문화축제 근절

-환경보호를 통한 문화 원형보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축제시설 조성

(5) 세계인식 없는 독선적 지역문화축제 극복

-세계 타 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6) 미래를 위한 창조와 지속성 강조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문화축제추진 및 관리․운영

Ⅴ. 맺는말

지금까지 시흥시의 축제와 기타문화행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흥시 축제의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축제’와 ‘문화행사’ 구분의 모호성을 한국관광연구원

에서 제시된 문화관광축제의 기준을 통해서 시흥시의 축제와 일반 행사를 구분하였

다. 이를 통해 시흥시 주요 축제인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시흥 갯골축제가 축제

기준에 많이 부합하지만 소재성, 네트워크, 수용자와의 소통, 재원조달 등,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축제기준에 부합하는 축제의 기획과 추진이 뒤

따라야할 것이다. 이는 여타 경기도의 많은 축제들도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축제기준에 부합된 축제를 만들어 가야할 구체적인 노력도 중요하

지만 우리 축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리 축제가 지역을 근간으로

지역문화축제로 기획, 진행되는 만큼 축제의 주요 주체는 시민, 즉 지역민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상호관계로 문화예술인과 정책결정자가 협력하여 지역문화축제를 만

들어가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문화축제의 방향성에서 1. 행정편의와 관주도 지양, 2. 정체성과 개성

있는 지역문화축제 창조, 3. 낭비성 짙은 과시적 지역문화축제 탈피, 4.환경파괴와

부실공사의 지역문화축제 근절, 5. 세계인식 없는 독선적 지역문화축제 극복, 6. 미

래를 위한 창조와 지속성 강조 등을 통해 우리 지역문화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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