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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
던 일련의 ‘통합피로증’ 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통합의 속도를 느
리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가간 통합이 크게 진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유럽인들의 마음 속에는 통합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소위 ‘민주성의 결여(democratic
deficit)’ 현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브뤼셀에서의 의사
결정’이 각 회원국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책수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
우가 적지 않아 ‘브뤼셀’로 상징되는 유럽통합에 대한 거리감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
어, 이를 치유하는 수단의 하나로 유럽연합은 공동체 차원의 문화정책에 보다 큰 관심
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의 정책담당자들은 역설적이게도 ‘통일성하의 다양
성’을 증진함으로써 ‘다양성하의 통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를 추
진하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문화정책 프로그램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과 관련된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본 연구는 유럽 문화정책
의 목적, 수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보다 실제적인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유럽연합 문화정책에서 핵심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시사점 및 동아시아가 문화수도 프
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 두 가지 면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의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통합 역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통합을 통한 확산
효과를 경험한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확산효과의 시발점을 ‘문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통합의 경우 동아시아가 시장중심의
통합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무역 및 투자 통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였다. 둘
째, 본 연구는 ‘문화’와 ‘문화정책’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의 정책담
당자들이 지역 차원의 문화정책을 입안할 때 지역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호신뢰의 구축’과 ‘정체성 확립’을 정책의 주된 관심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과 정책방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통분모로서의 ‘문화콘
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동아시아의 문화콘텐츠는 유
럽연합이 회원국 가입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요구사항들을 담
고 있는 ‘코펜하겐 기준’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동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콘텐츠여야 함
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통합에 아직도 소극적인 여러 나라들을 통합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문화프로그
램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문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은 세 가지의 시사점 및 결론이 제시되었다. 첫째, 유럽의 경우 많은 문화수도 개최도
시들이 문화이벤트를 인프라 개발 등의 경제적 수요와 접목하여 전반적인 개발프로그
램으로 활용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에서도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문화정책
수단들과 접목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구체적으로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서 특히 역내 선진국과 역내 개도국을 한 데 묶는 Twinning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특히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 사이에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개발도
상국들은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개최도시의 지원서 제출, 선정 및 실제 개최 등 다양한 단계에 적절하도록 집행위
원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사이에 매우 잘 짜여진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동아시
아의 경우 이러한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중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ASEAN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 ASEAN 사무국이 문화
정책 프로그램 사무국 역할을 잠정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
되었다. 중장기적으로는 ASEAN+3 등을 통해 지역통합이 진전된다는 가정하에 지역통
합기구의 사무국에서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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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만일 내가 다시 통합의 역사를 써야 한다면,
이번에는 문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Jean Monnet 1976)

이는 오늘날 ‘유럽 통합의 아버지(founding father)’라 일컬어지는 장 모네(Jean
Monnet)가 1976년 그의 저서 ‘Memoirs’에서 남긴 구절이다. 저술 당시 유럽통합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던 상황이었기에 그 과정이 침체기에 접어든 때였기도 했
지만 모네는 정치 및 경제의 통합은 단순히 국가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는 완전
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판단은 유럽통합의 반
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 6개 회원국이 출발한
유럽통합프로젝트가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대를 통해 27개 회원국이 되었고, 심화
및 확장 과정을 거쳐서 단일통화를 채택하고 유럽연합 헌법을 발의하는 단계로까지
회원국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럽통합프로젝트는 정체되고 있다
는 분석이다.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나, 이러한 통합의 정체 현상은 결론적으
로, 모네가 그의 비망록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문화”가 최근 십수년간 유럽연
합이 매우 중요하게 추구하는 정책영역으로 자리잡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통합 초기 형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전한 형태로,
초기 6개국에 불과하던 회원국이 오늘날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27개
국을 포괄하는 커다란 기구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심화(deepening), 확
장(widening), 확대(enlargement) 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경제통합체
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 오랫동안 지속된 유
럽시민들의 관심 저하 등으로 인해 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
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적지 않은 회원국에서 일반국민들이 유럽통
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리감이 존재하며, 공동체에서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1) 더욱이 2000년대 초반 중요한 통합

1) 이러한 현상을 유럽통합에서는 ‘민주성의 결여(democratic deficit)’라고 칭함.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유럽헌법(European Constitution)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유럽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
요 회원국에서의 비준이 실패하여 도중 하차하게 된 점도 유럽통합프로젝트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유럽연합 관료들은
그 무엇보다도 유럽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대
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종의 ‘통합 피로증(integration fatigue)’으로 상
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정체 현상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
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문
화정책의 중요성이 최근 십여 년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
다. 원래 문화는 유럽연합의 여러 정책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분
야였다. 1992년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f the European Union)」2)에서 공식
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명시되기 전까지는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동체 차원의 정책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1970년대 말부터 EU가 지속적으로 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은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의 결실은 1990년대 초반에 와서야 비로
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유럽연합이 처해 있는 상황이 유
럽시민들에게 장밋빛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
면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정체 및 위기의식의 확산에는 유럽시민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가지는 거리감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 유
럽연합에 대한 저변의 이해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유럽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정책 프로그램들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특히 동아시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연합은 실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문화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럽시민들
의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실험적 성격을 지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라파엘르
(Raphael), 아리안느(Ariane) 등 세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3) 2000년부터는

2)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라고도 부름.
3) Kaleidoscope 프로그램은 1996~99년의 기간 중 실시된 예술가 및 문화종사자들의 창의성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Ariane와 Raphael는 1997~99년의 기간 중 각각 출판, 독서 및 번역 분야와
유럽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이었음.

Culture 2000, Culture 2007의 명칭을 가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채택되어 다양한 문
화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유럽통합이 이념적으로 구체화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9일 개최되는 ‘유럽의 날(Europe Day)’ 행사 등을 비롯해 유
럽통합의 장구한 역사와 성과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
인 사례로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
로그램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화행사로 아직 국내에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는 없다. 이미 이 프로그램은 역사나 규모 면에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
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 규모 또한 확대되
고 있다. 지난 4~5년 사이에 구동구권에 속해 있던 많은 유럽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동서 유럽국가들의 이념적 통합의 필요성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듯이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이 과제를 위해서
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규회원국인 동유럽 국가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까지 문화수도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미대륙지역에서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본뜬 ‘아메리카
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이 이미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아랍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아랍 문화수도(Arab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을 UNESCO 주관하에 199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두루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동아시아 지역에도 도
입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싹을 키우고 있는 동아시아 통합을 향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도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광주광
역시에서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방 분권, 국가균형발전 및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동 프로그램은 2004~23년 기간 동안 개최되며 총 5.3
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4)

4) 교육문화비서관실(2007.9.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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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최근 들어 특히 지역통합의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되는 EU의 문화정책을 집중적으로 조망함으로
써 동아시아 통합과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EU
문화정책의 중요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정책의 의의, 역할, 수단 등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 첫째, 유럽통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EU 문화정책의 의의와 방향을 분석한다. 둘째, 공동체 차원에
서 추진되는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중요한 사례인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집중적
으로 조망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심화·확장·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구체
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이 공동체가 실시하는 문화정책을 어떻
게 이해 및 수용하는가를 분석하는 한편, 특히 ‘지역통합과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임
으로써 다른 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를 행한다. 넷째,
이러한 일반적인 시사점들이 향후 진전될 동아시아 통합과정에 어떠한 특별한 시사
점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통합과정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유
럽의 문화정책을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특징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국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유럽통합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제통합
또는 정치통합 등 두 가지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소위 ‘소프트 통합’
에 관한 연구가 태부족한 실정인데, 본 연구는 문화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
연구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문화정책 분야가 유럽통합의 새로운 동력을 제
공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정책적 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본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최근 유
럽의 통합 현황과 추진에서의 난관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이의 해결을 위해 문화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3장은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요체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문화정책이 어떠한 배경 및 목적하에서 추
진되고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지는 제4~6장에서는 각각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소개(

제4장)와 2007년 프로그램(제5장)과 2008년 프로그램(제6장)에 대한 사례연구가 행
해진다. 제7장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해 본 EU의 새로운 문화정
책 방향 및 수단이 동아시아 통합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8장은 본 연구
의 중요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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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럽통합에서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1. 최근 유럽통합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통합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회원국 이해관계 갈등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은 급속도로 변모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1992년 11월
유럽연합의 탄생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이 자리하고 있다. 즉, 1950년대 초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로 시작된 유럽국가들
의 통합작업은 1968년 관세동맹의 출범, 1985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채택 및 1990년대에 진행된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과
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존재하는 경제통합체 중 가장 진전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와 아울러 6차례의 확대과정을 거치면서 회원국 수도 증가하여 현재 27개국으로 늘
어났다.5)
통합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럽이 추구하고자 한 모델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어떤 이는 ‘유럽연방국가(European federal
state)’가, 또 어떤 이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
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유
럽통합이 크게 보아 1987년 발효된 단일유럽의정서나 1992년 발효된 마스트리히
트 조약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존립기반이 마련되
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존립기반의 구축이야말로 Shore(2000)가 주장하듯이
유럽통합의 과정을 진일보한 수준으로 격상시킨 중요한 계기이자 소위 ‘유럽국가
(European state)’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유럽통합 초기 파급효과(spillover)에 의거하여 유럽통합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제시
하였던 하스(Haas 1958)의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논리에 부합되는 과정이
기도 하다. 유럽통합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모네도 신기능주의의 신봉자였는데,
그 또한 처음 유럽통합을 제안했을 때 파급효과를 강조하면서 경제통합에서 정치통
5) 동유럽의 유럽연합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터키는 가입
후보국(candidate country)의 자격으로, 알바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는 후보
예정국(potential candidate country)의 자격으로 각각 유럽연합 가입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임.

합으로 가는 단계별 접근방법이 유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가 주장한 경제통합이 자동적으로 정치통합으로 파급된다는
논리가 현실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된 예는 실제로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유럽통합도
자세히 관찰할 경우 그 예외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독
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그 여파가 유럽공동체(EC)까지 영향을 미쳤고,
유럽 정상들은 이 상황에서 경제 및 통화 통합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외교안보 정
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조인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통합의 영
역을 경제분야에서 정치분야로 확대하고자 한 최초의 조약으로서, 이로 인해 유럽공
동체는 유럽연합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의 파급효과
는 오히려 유럽 시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고, 그 결과 각 회원국의 국민투표 비
준과정에서 덴마크 국민들은 조약의 비준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의 경
우에도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장담했던 미테랑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매우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키는 정도에 불과했다(Dinan 2004, pp. 259-260). 당시 회원국들은 ‘보
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6)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이 개입하는 공동체 정
책 권한의 수준을 최소화할 것을, 즉 공동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각 회원국의 정
책주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또 2000
년대 들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레 진행되어온 정치통합의 노력이 2004년 유럽연합 헌
법의 체결로 일단락을 짓게 되는가 싶었으나, 이듬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동 헌법이 연이어 부결됨에 따라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통합프로젝트
가 좌절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듯 유럽시민들은 경제통합에서와는 달리 정
치통합 과정에서는 대부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례
를 들어 유럽통합의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유럽통합이 진전되면
서 자전거처럼 계속 굴러가야 하는 공동체의 논리와 이를 항상 찬성하지는 않는 개
별 회원국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례가 특히 정치통합의 분야에서 자주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유럽통합이 이러한 어려운 상
황에 처해 있다는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6) ‘보조성의 원칙’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충성의 원칙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권한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으로 1991년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에서 제기되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문화되었음.
이는 회원국 수준에서 문제 해결이 제약될 때에만 유럽연합이 개입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짐.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동체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 조치에 있어 회원국이 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동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효력은 회원국 정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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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란
Dehousse(2000, p. 2)는 오늘날 유럽통합이 당면한 많은 문제점들이 기능주의
접근방법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기능주의는 본
질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기능주의 접근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이 투명성이 결여된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통치권자를 통제할 수
있지만, 기능주의적 방식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조직체에서는 그러한 민주적 통제 및
감시 과정이 결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는 자
연히 투명성에 대해 회의감에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일단 이 시스템이 구
축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면 구성원들은 ‘파급효과(spillover)’라는 메커니즘에 갇혀 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어 결국에는 기능주의적 시스템 자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
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오늘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제통합 과정이 과연 통합 초기 EU
주창자들이 신봉했던 Haas(1958)의 유럽통합 과정, 즉 경제분야의 통합이 자연스
레 정치분야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도 의문이다. 단일유럽의정서의 도입도 Dehousse(2000, p. 4)가 주장하듯이 사실은
유럽연방주의자인 스피넬리(Spinelli)가 1984년 제안한 「유럽연합조약 초안(Draft
Treaty on European Un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방국가 건설의 청사진에 기초하
기보다는, 단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수준, 즉 최소한의 통합 수준에서 각국이 합
의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나 이에 의거한 통화통합의 결과도 단일유럽의정서
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스레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각각의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정치적 합의과정을 거쳐 얻어낸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이해하
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른다(Dehousse 2000, p. 3).
즉, 유럽통합의 역사가 이제 50년 이상이 될 정도로 진전되기는 하였으나, 바람
직한 접근방향과 바람직한 통합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공동체의 탄
생은 정치 공동체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경제통합의 유지를 위해서도
정치통합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공동체 의식과 문화정책의 필요성 인식
한편 Laffan(1996)은 정치 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
식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논한 바 있다. 여기서의 공동체 의식은 ‘소속
감’ 내지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된
다. Neumann(1994, p. 58) 또한 한 지역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치 행위자들이 시간적
으로나 공간적으로 그에 걸맞은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이에 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
으로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정체(polity)7)를 고
려할 때 유럽연합은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국민들의 집합체인 만큼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자발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적인 충성심을 끌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Weiler(1999)가 주장했듯이, 그때 그때마다 인위적으로 필요성을 증명
함으로써 유럽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만들어진’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활용함으로써 ‘통합체 속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 내지 ‘다양성 속
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을 고양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문화가 가지는 중
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다양성과 통합이 공존하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
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특히 2000년대에 두 차례 있었던 동구권 국가들의 EU 가
입을 중요한 예로 들 수 있다. 구동구권 국가들은 독일통일이 완료되고 구소련 체제
가 붕괴된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하였
다. 2차 대전 이후 거의 5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운용되어 온 구동구권 국가들
의 국가운용체제가 EU라는 새로운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적, 제도적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통합작업은 주권국가의 정체성과 공동체 사
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갈등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 또한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협력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신규회원국들의 영입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수단
으로서 문화정책이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7)

‘정치적 주체’의 준말로, 정치적인 조직 또는 단체를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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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가. EU 문화정책의 맹아
다음의 장들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유럽연합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정책이 입안된 것은 50여 년의 유럽통합 역사를 돌이
켜 볼 때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 문화가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정책영역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출범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유럽
의 정책담당자들이 문화의 중요성에 관해 적지 않게 언급해 왔었다. 그 첫째의 사례
가 1976년 당시 벨기에 수상이었던 틴더만(Tindemans)이 제출한 소위 ‘틴더만 보고
서(Tindemans Report)’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유럽통합이 ‘시민의 유럽(Citizen’s
Europe)’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 즉 문화활
동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CEC 1976).8) 1983년 6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Stuttgart)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유럽공동체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연합에 관한
선언(Solemn Declaration on European Union)’을 채택하면서,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의 문화 유산(common cultural heritage)’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문화관
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CEC 1983).9) 이러한 공동체 차원의 합
의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공동의 문화유산에 관한 개념 정의와는 문화관련 활동의
범위 규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980년대
초반까지는 문화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EU의 인식에 아직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공동체 차원의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
은 1985년 아도니노 위원회(Adonnino Committee)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보고서는 1984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직접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데 따른 위기의식이 팽배해지자 그 대응책으로 마
련된 것이었다. 즉, 1979년 첫 선거에 이어 1984년에 치러진 두 번째 유럽의회 선거
에도 투표율은 여전히 극히 저조했는데, 이는 유럽 시민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저조
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통합의 정책담당자들은 이

8) The Tindemans Report,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pplement 1/76.
9) ‘Solemn Declaration on European Union’,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C 6-1983.

러한 저조한 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1984년 퐁텐블로(Fontainebleau)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였고, 그 결과 아도니노 특별
위원회(ad hoc committee)를 소집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시
민의 유럽(A People’s Europe)’ 또는 ‘유럽 정체성(European identity)’에 관한 언급과
아울러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CEC 1985). 예를 들어
동 위원회는 유럽기(旗), 유럽가(歌), 유럽 우표의 도입, 유럽의 날 제정에서부터 유
럽 시청각 공동 지역(European audiovisual area) 구축, 과학, 기술 및 예술 아카데미
(Academy of Science, Technology and Art) 설립, Euro-lottery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유럽통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
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시민권의 보장과 청소년 교류 또한 제안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이 문화영역의 구체적인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예술, 미디어, 정보통신, 교육, 관광, 스포츠 및 문화유산 등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다. 이 영역들이 문화영역으로 간주되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유럽연합에서 지칭하는 문화의 개념과 그 영역은 상업적 활동과 분리
되어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 및 산업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의 범위에서도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문화라는 개념이 유럽통합의 주요 영역으로
간주되는 만큼 문화영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 시민들의 단결을 고취시키고자 하
는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Shore 2000, p.
25). 따라서 여느 국가에서 국민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적 상징물을 사
용하듯이,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상징물을 도입하여 유럽시민들의 결
속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Weiler(1999)가 주장했듯이, 자발적인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top-down
방식에 의한 충성심 유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나. EU 문화정책의 역할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피하되
경제적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서 문화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이 제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는 27개 주권
국가들을 아우르는 통합체인 만큼, 통합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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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특성(Diversity)을 존중하면서도 유럽통합을 통해 통합체(Unity)적 성격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와 아울러 공동의 문화적 유산
을 진작시킴으로써 회원국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번영하도록 이바지할 것이다.10)
(마스트리히트 조약 제9장 128조)

한편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정책 발의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면
문화의 경제성은 일관되게 문화정책의 수립·집행의 근간이 되어왔다. 문화와 관
련한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서는 1977년에 집
행위원회가 이사회에 보낸 ‘‘Community Action in the Cultural Sector’’라는 제목의
communication인데 여기서는 문화영역을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기 위
한 사회·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영역에 관한 공동체
차원의 조치도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
해진다고 보았다(CEC 1977, p. 5).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점진적인 변
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여
기에서 중요한 점은 비록 다소 늦은 시기이기는 하나 유럽연합이 통합의 추진력 확
보를 위해 ‘문화’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정책이 회원국들의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가운데 공동의 문화적 유산이 발
현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10) ‘‘The Community shall contribute to the flowering of the cultures of the Member States while
respecting their national and regional diversity and at the same time bringing the common
cultural heritage to the fore.’’

제3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요체 및 주요 프로그램
1.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배경 및 목적
가. 1970~`80년대의 문화정책
유럽연합에서 문화가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정책영역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게 된 계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지만, 그 이전부터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유럽의회는 이미 1974년 유럽의회를 통해 처음으로 문
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화영역 내에 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McMahon 1995, p. 122). 1969년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도 참여국가들 간에 유럽을
‘발전, 문화 그리고 진보라는 특별한 장(章)’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유되었
다. 유럽공동체11)가 단순한 통합을 넘어서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1972년
파리 정상회의와 1973년 코펜하겐 정상회의를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이 공유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어떠한 실질적인 조
치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비록 정상들이 공동의 정체
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유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까지 유럽통합에 있어서 문화적 담론들이 실질적 조치의 부재
와 문화정책의 법적 지위의 모호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1970년대 후반 이래 시
민의 참여를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문화적 조치와 함께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
다. 1976년 당시 벨기에 수상이었던 틴더만은 유럽공동체의 몇몇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시민들은 조약에 명시된 새로운 문제들과 가치의 부재에 대
해 염려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통합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
는다는 것을 깨달았다.”12) 고 주장한다. ‘A Citizen’s Europe’이라는 부제를 단 보고서

11)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점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거듭났음. 여기서는 편의상 시대적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연합으로
통칭하여 사용함.
12) The Tindemans Report,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pplement 1/7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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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유럽통합의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틴더만은 유럽통합을 성취하기 위해서
는 “교육, 문화, 뉴스와 커뮤니케이션 내에서 그 자체로서의 유럽이 느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3)
유럽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한 그
의 보고서는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83년 슈투트가르트에서 회동한 회
원국 정상들은 유럽공동체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목적을 지녀야 하는가에 관해 격론
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공동체 차원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발,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구와 단체 및 학생들의 교환 촉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통한 유럽적 인식의 제고, 공동의 문화활동 촉진 등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
화교류와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14) 이듬해 유럽의회 선거 과정에서 나타
난 낮은 투표율은 통합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부족이라는 긴급한 문제를 다시 상기시
키게 된다. 같은 해인 1984년 프랑스의 퐁텐블로(Fontainbleau)에서 개최된 유럽연
합이사회를 통해 다시금 회동한 각국 지도자들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유럽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유럽의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이
러한 과제를 담당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도니노 위원회(Adonnino Committee 또는
‘A People’s Europe’ Committee라고도 부름)를 설립하였다.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 및 정부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이 아도니노 위원회는 공
동체 차원에서 문화적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5
년 이 위원회는 유럽이사회에 아도니노 보고서(The Adonnino Report)를 제출하였
는데,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① 청소년
들을 위한 유럽차원의 교육제도 확립 및 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간 이질성의 극복을
도모하고, ② 시민들의 마음속에 유럽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TV프로그램 시
장의 개방 및 경쟁력 있는 시청각산업의 육성을 통해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③
공동체 이미지의 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로복권 등 새로운 공동체프로그램 도입
을 제안하고 있다.15) 물론, 이러한 일련의 제안된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실행된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변형되기도 하였지만, 이 보고서는 본격적으로 문
화의 중요성, 유럽적 정체성의 필요성 및 유럽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의 필요성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정상회의가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3) Ibid., p. 26.
14)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C 6-1983, p. 28.
15) The Adonnino Report,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pplement 7/85, p. 21.

1980년대 중반에는 유럽연합의 문화정책 발전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
가 마련된다. 1985년 채택된 단일유럽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2년 말
까지 단일유럽시장(Single European Market)을 출범시키려는 야심찬 계획들은 유럽
연합의 문화정책을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CEC 1988, p. 33). 집행위원
회는 아도니노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유럽통합에서 문화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
해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관료들은 단일유럽시장이 의
미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 기술적 장벽을 제거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이미
지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CEC 1988, p. 2). 이들은 시민들의 공동체
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강화될 경우 이는 유럽통합을 완성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은 경제적으
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정체(polity)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에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다른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
다. 즉, 유럽공동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 중에서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독립적으
로 행사할 수 있는 분야가 경제정책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집행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경제적 목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을 하게 된 것이
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U집행위원회는 1987년 ‘‘A fresh boost for
culture in the European Community’’라는 제목으로 1988~92년 기간에 추진할 문화
정책의 기본틀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추진되는 EU의 문화정
책이 ①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완성, ② ‘유럽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People’s
Europe의 형성 등 두 가지의 목적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될 것임을 천명하
고 있다(CEC 1987, p. 6) 즉, 당시의 유럽연합은 문화를 산업의 한 형태로 보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문화는 시장 또는 자본 통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합의를 형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Barnett(2001,
p. 409)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부연하자면, 이는 CEC (1987, p. 5)가 주장하듯
이 ‘‘유럽문화의 일부라는 소속감이 통합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으로서, 이러한 유
대감은 거대한 시장의 출현과 이것이 공동체 내 생활의 조건들을 변화시킬 경우에도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이 된다’’는 매우 실용적인 ‘문화관’을 수용한 정책방
향이라고 할 수 있다.
틴더만 보고서와 아도니노 보고서 및 1987년 문화정책 기본틀 등 일련의 정책입
안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공동체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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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상징들은 결과적으로 단일시장 형성의 결과로 인한 생활의 변화들을 시민들
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집행위원회는 유럽
공동체가 자신의 시장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문화적 조치라는 상징적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
한 시각은 1980년대를 넘어서도 지속되었으며, 문화가 유럽연합 내에서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단계에서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형태를 띠는 등 종래보
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명시적으로 진행되었다.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문화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유럽통합과정에서 문화정책을 논의할 때 1992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정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약에
서는 “유럽공동체는 회원국가들의 국가적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의
문화유산을 중요시하면서 회원국가들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함으
로써 공동체 문화정책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채택되는 다양한 문화정책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개
념화하는 데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된 조항을 하나의 준거점으로 활용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된 시기를 전후한 1992년 문화정책
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고, 1994년에는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라파엘르
(Raphael), 아리안느(Ariane) 등 세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16) 집행위원회
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함에 있어서 첫째, 다양한 행위자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문화적 협력의 증진과 문화작업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둘째, 상징적인 문화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셋째, 정보사회 내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들을 활용하는 한편, 넷째, 사회문
화 발전의 문화적 범주를 확장시키는 등 네 가지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CEC 1994, p. 4).
이러한 목적들은 위 세 가지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문화
자원의 경제적 측면이 이전 단계(1970~80년대)에서 중요시되었다면,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에는 문화 조치들의 사회 문화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할 수

16) EU 의 초기 문화정책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3장, 제2절을
참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정치적 통합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 계기로서, 제
도적·구조적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로가 탄생했을 뿐 아니라 공동의
외교안보정책, 사법정책 등의 새로운 축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유럽공동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시민들이 변화하는 환경을 편안하게 느끼게끔 하는 것
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고, 따라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
한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다. 변모하는 2000년대의 문화정책
2000년도에 들어서 세 갈래로 전개되는 문화 프로그램은 하나로 통합되어
Culture 2000 Programme으로 명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
년간 진행되었다. 이는 문화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부터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현재는 Culture 20072013 Programme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EU 차원의 문화정책의 목적을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유럽 특유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보존을 제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내이동을 촉진하며, 셋째, 문
화 예술 작품 및 상품의 유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문 간 교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궁극적으로 유럽인들에게 유럽문화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과 아울러 각 국가마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
식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동구권 국가들의 EU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EU 차원의 문화정책은
추가적인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즉, 새로운 회원국 국민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소속
감을 보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
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2004년 2월 10일 ‘‘공동의 미래를 구
축하기 위하여’’17)라는 제목의 Communication을 통해 자유·정의·안보 등 세 가지
중요한 가치에 기초하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European citizenship)을 개발하는 것
을 EU의 매우 중요한 중점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EU의 회원국
확대가 가져올 수도 있는 신구 회원국들의 정체성 혼란 가능성을 방지하고, 보다 적
극적인 차원에서 유럽인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감지되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17)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CEC(2004b) 참고.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 Communication은
2007~13년 기간을 위해 새로이 결정된 유럽문화정책인 Culture 2007-2013의 기초가 되었음.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6
27

이에 더하여 2007년 5월 EU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세계하에서의 문화정책의 의
제(An Agenda for Culture in a Globalizing World)’’ 보고서를 통해 세계화를 통해 보
다 복잡다단해지는 국제사회 속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EU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
시한 바 있다.18) 이 제안은 2007년 12월 개최된 유럽연합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승
인되어 앞으로 EU의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기본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안을
검토하면 EU의 문화정책이 대체로 ① 문화의 다양성 및 문화간 소통 증진(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② 창의성의 촉매제로서의 문화(culture as a
catalyst for creativity)의 특성을 강조, ③ 국제관계에서 문화를 중점분야(culture as a
key compon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로 활용하는 등의 기본원칙하에 운용될 것
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8년을 ‘문화간 소통의 해(European Year of Intercultural
Dialogue)’로 지정하여 ‘통일성하에서의 다양성(Diversity in Unity)’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간 소통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활동
또는 스포츠센터,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 조직 등에서도 문화간 소통의 증진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2008년 1,000만 유로)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19)

2.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
앞 절에서 소개되었듯이 1985년 발표된 아도니노 보고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문화정책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문화정책을 비교
적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① 범유럽 차원에서 학교·도시 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
해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문화간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② 유럽인
들이 유럽적 정체성(European identity)을 확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국의 TV 프로
그램을 개방하고 경쟁력 있는 시청각산업을 육성하여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③
공동체의 이미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럽복권(Euro-lottery) 등의 공동체프
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보다 진일보한 형태의 문화정책적 활동을 제안하여20) EU정상

18) 이에 관해서는 CEC(2007) 참고.
19) 이에 관해서는 CEC(2008), “European Year of Intercultural Dialogue: Overview” 참고.
(European Commission 웹사이트: http://ec.europa.eu/culture/our-programmes-and-actions/
doc415_en.htm 에서 검색 가능).
20) The Adonnino Report,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pplement 7/85, pp. 21-22.

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유럽을 모든 국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
해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수단들을 제시하는
데서 아도니노 보고서의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도니노 보고서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채
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수단들은 대체로 ① 유럽 상징물 사용, ②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프로그램, ③ 유럽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 실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유럽의 상징물 사용
유럽과 관련된 각종 상징물의 사용은 아도니노 보고서를 통해 제안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징물들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의 예로
① 12개의 금색 별들로 만들어진 원이 들어가 있는 푸른 사각형의 유럽旗(flag) 및
emblem 의 사용, ②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나오는 ‘Ode de Joy’를 유럽연합의 일종
의 국가(Anthem)로 사용, ③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탄생시킨 슈만선언(Schuman
Declaration)이 선포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5월 9일을 ‘유럽의 날(Europe Day)’로 지
정하여 자축하는 등의 조치들을 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매일 접하거나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에 있어서도 ‘공동체 및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주제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통합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권, 운전면허, 자동차 번호판, 우표 등의 제작에서도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상징물
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나.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프로그램
아도니노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유럽연합은 상징물의 사용 외에도 문화·교육 분
야에서 회원국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특
히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유럽 시민들의 상호이해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있어서는 특히 마을과 학교 간의 교류가 적
극 촉진되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주요도시들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마을간 연대
(Towns Twinning)’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유럽연합 내
의 교육기관 사이에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교환학생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프
로그램도 이러한 문화교육 교류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된 각종 상징물들과 여기서 논의한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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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공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
고 평가되고 있다. 결국, 아도니노위원회가 제안한 다양한 문화정책 수단들은 Shore
(2000, p. 47)가 평가했듯이 평범한 유럽인들이 공동체적 감정을 느끼고 이를 통해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상징적 조치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다. 유럽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 실시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수많은 상징적 의미를 담은 문화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각 회원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유럽청소년 오케스
트라(the European Youth Orchestra)’의 조직과 활동, ‘내일의 유럽(the Europe of
Tomorrow)’ 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되는 청소년 글짓기대회, 매년 각 회원국의 대표
들이 기량을 겨루는 ‘유럽노래콘테스트(the Eurovision Song Contest)’와 같이 유럽연
합이 후원하는 많은 대회와 시상식들이 개최된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인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도 이렇게 공동체 차원의 후원에 힘입어 개최되는 범유럽적 문화
행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분야 외에도 요트, 사이클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추
진되었다(CEC 1988, p. 10-11). 이 중에서도 특히 유럽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유럽문
화도시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청중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매우 중요한 행사
목적으로 설정하여 가장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들을 이용한 문화적 조치들 외에도 여러 경제적 목적을 가진 조치들
이 취해졌다. 1987년 유럽집행위원회는 문화정책의 기본틀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영역에 걸친 문화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① 문화 영역
에서 단일시장의 완성, ② 문화 관련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및 근로조건의 향상,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비즈니스와 학술 촉진 등을 위한 유럽문화영역(European Cultural
Area)의 창출, ③ 시청각 산업의 촉진, 다중언어 지원 및 유럽문화 행사를 촉진함으로
써 문화자원에 접근, ④ 문화영역 근로자에 대한 트레이닝 강화, 그리고 ⑤ 유럽 내 비
회원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한 세계와의 교류확대(CEC 1987, p. 9).
최근 들어 EU가 공식문서들을 통해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지목하고 있는 분야는
① 유럽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의 확립과 보급, ② 유럽 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문화재의 보존과 비영리적 문화교류, ③ 영상산업을 포함한 예술적, 문학
창작 등이다. 즉, CEC(2008)이 천명하고 있듯이 EU의 문화정책은 어느 시점에 확정

되어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진화(evolution)하는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문화정책도 1980~90년대에 비교하여 그 중점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1990년대 초 단일시장의 성립을 앞두고 회원국 시
민들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을 목표로 많은 문화정책들을 실시
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실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문화프로그램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칼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 아
리안느 프로그램, 라파엘르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가. 문화정책 초기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
1) 칼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Kaleidoscope Programme)

칼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은 EU 내부에서 예술, 문화 창작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
화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1996년에 처음 실시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포함하는 문화영역은 행위예술(무용, 음악, 연극, 오페라 등), 시각예술(
회화, 조각, 건축, 사진, 디자인 등), 그리고 응용예술 분야다. 이러한 분야의 프로젝
트 지원을 위해 최소한 3개 회원국의 조직이 참여하는 것을 수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3개년 계획으로 1998년에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1999
년까지 약 2,0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8년 6월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문
화 부문에서 단일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안이 의회와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
2000 프로그램(Culture 2000 Programme)’이 시행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흡수되었다.
칼레이도스코프 프로그램의 주된 사업은 ① 협동사업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
행되는 문화 이벤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경우 3개국 이상 참여), ② 대규모
유럽 협력 프로젝트 지원으로 나뉜다. EU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EU 바로크 오케스트
라에 대한 지원과 해마다 선정되는 유럽문화도시, 유럽문화의 달 행사에 대한 지원
이 그것이다.21) 이 프로그램은 또한 EU의 가장 주요한 상징적 문화 프로그램인 ‘유럽

21) http://www.europe.eu.int/comm/culture/cpkaleidoscope99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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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도’와 ‘유럽문화의 달’ 프로그램을 후원하였을 뿐만 아니라,22) 이와 별도로 4년
간 518개의 프로젝트를 후원하였다(CE 2004a, p. 4).
2) 아리안느 프로그램(Ariane Programme)

아리안느 프로그램은 유럽 차원의 도서 출판과 유통, 그리고 번역 지원사업을 위
해 1997년에 2년 계획으로 만들어졌으나 1999년 1년 연장되었고 이후 문화 2000 프
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번역 지원사업(20세기 문학, 희곡,
문화 도서의 보급) ② 협력 사업(협동과제의 수행과 시민들의 도서 및 독서에 대한
접근권 확보) ③ 진흥 사업(전문가들 사이의 상호 이해 도모 및 유럽 문학의 보급)으
로 나뉘어진다.23) 1999년 기준으로 총 291개의 프로젝트가 기금 수혜 사업으로 선정
되었고 이는 사업①에 246개(139만 유로) 사업②에 31개(131만유로), 사업③에 14개
(63만 유로)의 프로젝트로 배분되었다.
3) 라파엘르 프로그램(Raphael Programme)

라파엘르 프로그램은 1997년에 시작해 1999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이 프로
그램의 목적은 유럽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시키고, 시민들의 문
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이다.24) 여기에서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유산에서부터 고고학적, 건축적 가치가 있
는 유산 모두를 포괄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유럽 내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 보호하고, 둘째, 이러한 문화유산에
쓰여진 기술의 개발과 경험들을 상호교환하며, 셋째,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
식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마지막으로 제3세계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다.25)
1999년에 선정된 224개 프로젝트 중에는 EU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까지 참가한 것이 있다.

22) Decision No 719/96/EC, Official Journal L 099, 20/04/1996
23) http://www.europe.eu.int/comm/culture/cpariane99_fr.html
24) http://ec.europa.eu/culture/archive/culture2000/historique/raphael_en.html
25) Decision No. 2085/9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October 1997
Official Journal L 291, 24/10/1997 p. 0026-0034.

나. Culture 2000 프로그램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7년 동안 시행된 ‘문화 2000 프로그램(Culture 2000
Programme)’은 위에서 언급된 세 개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일관되고 일원화된 문화
정책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하에 입안된 프로그램이다. ‘문화 2000’은 EU 차원에서 추
진하는 7개년 문화정책으로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억 6,700만 유로
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었다. 예산의 대부분은 문화예술 분야(공연예술, 시각예술, 문
학, 문화유산, 문화사 등)에서 수행되는 문화협력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EU는 문화
2000 프로그램이 실시된 첫 해였던 2000년 기준으로 3,200만 유로를 219개 프로젝트
에 지원하였다.26) 이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은 유럽의 문화적 협력과 문화 네트워크 건
설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① 문화협력을 위해 문화유산과 문화재(발굴, 개발, 디지털화 등), 도서출판과 독
서(희귀도서 발굴, 도서출판, 도서유통, 도서축제 지원 등), 행위예술, 시각, 응용 예술
(축제, 전시, 학회, 공연), 제3국과의 협력(인류의 문화유산 보수 지원 등)에 지원하고
② 국제적이고 구조화된, 다년간의 협력 협정을 통해 음악과 공연예술, 유럽문화사,
유럽문화유산 지원사업(유럽문화 여름협동강좌 개설 등) ③ 유럽무대, 혹은 국제무대
에서 특별한 문화적 이벤트 마련(성당의 3차원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프로젝트 예산 전체를 지원하지는 않으며 신청자는 반드시 매칭
펀드의 형식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지원프로그램은 특별하고 혁신적인, 혹은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공동체의 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60%를 넘지 못하고 하한선은
5만 유로 상한선은 15만 유로로 규정되었었다. 그해 문화 2000 프로그램의 총예산
중 약 45%가 이 부분에 지원된다. 두 번째 지원프로그램은 문화협력 협약에 따라 수
행되는 다년간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이 경우 역시 공동체의 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60%를 넘지 못하며 연간 30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간 예산의
35%가 이 부분에 지원된다. 세 번째 지원프로그램은 범유럽적, 또는 국제적인 규모
의 특수한 문화행사에 적용된다. 이 경우 역시 해당 행사 총예산의 60% 안에서 지원
되며 연간 15만 유로 이상 30만 유로까지로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참가국의 최소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사업에 연간예산
의 10%가 할당된다. ‘유럽문화도시’와 ‘유럽문화의 달’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문화 2000 프로그램의 목표는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특징

26) http://www.europe.eu.int/comm/culture/cp2000_f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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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지닌 공동문화영역을 진흥하는 데 있다. 문화 2000은 창의력과 이동성,
문화에 대한 공중의 접근권 및 예술과 문화의 확산, 유럽 시민들의 역사에 대한 지
식과 문화 간 대화의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그 예로 축제, 공동제작, 매스터클래스
(masterclass), 전시회, 예술 창작, 순회 공연과 컨퍼런스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문화 2000은 청년,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
다. 이 밖에 제3국과의 문화협력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1
월까지 열렸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재개관 축제에 15만 유로를 지원한 것
이 그 예이다(이호영 2007).
결국 EU 역시 근대국가가 정치적 국경과 문화적 국경을 일치시키기 위해 했던
의식적 노력을 반복하고 있으며, EU가 채택한 문화정책의 범주도 국가 단위의 문화
정책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문화정책은 근대국가
가 애써 무시했던 지방적, 이질적 정체성들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교류와 소
통의 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호영 2007). 이러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
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 관해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전반적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
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① 공동체 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의 위상, ② 문화정책과
EU 정체성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가. 공동체 정책으로서의 EU의 문화정책
우선, EU의 문화정책이 공동체 정책으로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는 EU
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파급효과를 평가해보는 데 있어
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가 유럽통합의 한 부분으로 공식화된 것은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에 의해서이다. 공동농업정책,
공동통상정책 등이 각각 1960년대에 공동체 정책으로 채택된 것에 비교하면, 문화
정책은 공동체 정책으로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그 역사, 깊이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
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평가는 예를
들어 공동농업정책에 배정되는 예산이 EU 총예산의 40% 이상에 달하는 데 비하여

문화에 배정되는 예산은 1%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특히 2000년대 들어 동구권
국가들의 가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
고 있다. 신규 회원국 국민들의 소속감 함양, 신구 회원국들 사이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유럽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유럽헌법
의 비준 실패 등으로 상징되는 유럽통합의 침체기는28) 문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다.
나. 문화정책과 EU의 정체성
EU 문화정책의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제9장 128조에서
“유럽연합은 회원국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와 아울러 공동의 문화
적 유산을 진작시킴으로써 회원국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번영하도록 이바지할 것이
29)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EU의 정책담당자들은 각 회원국의 다양성(Diversity)을

존중하면서도 각종 공동체 정책을 수단으로 하여 공동체의 통일성(Unity)이 강화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urobarometer가 실시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유럽통합이 매우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
국 사이에 ‘유럽에 대한 애착이 있거나’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는’ 국민의 비
율 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한 사실은
유럽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30)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2004년과 2007년에 행해진 두 차례의 동구권 국가들에 대

27) 최근 EU의 예산지출을 살펴보면, ① 경쟁력강화와 국가간 균형발전에 44%, ② 농업, 농촌개발,
환경, 수산업 등에 43%, ③ 시민의식, 자유, 안보, 정의사회 구현 등에 1%, ④ 대외관계에 6%, ⑤
각종 행정비용에 6% 등으로 배분되고 있음.
28) CEC(2001)은 1973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유럽연합 차원에서 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각 회원국들에서 EU의 회원국 지위에 대한 지지의사가 1991년의 71%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0년에는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9) ‘‘The Community shall contribute to the flowering of the cultures of the Member States while
respecting their national and regional diversity and at the same time bringing the common
cultural heritage to the fore.’’
30) 유럽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회원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오랫동안
EU 정책담당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에 관해 유럽연합은 비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관해서는 CEC(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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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원국 문호개방은 이러한 회원국간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했고, 이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문화정책이 과연 유럽인의 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즉,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
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문화정책이 관할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CEC(2007)에
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다른 나라 또는 지역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도
문화적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EU 정
책담당들의 문화정책이 ‘유럽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굳건
한 기대와 믿음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 다른 나라(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본 평가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되겠지만,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문화정책 프로그
램들이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예가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인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미주지역과 아랍지역에서 벤치마킹되어 이 지역들의 특징적인 문화자산의 보존 및
국가간 연대감의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이벤트의 기획, 다른 나라와의 연계프로그
램 추진 등에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사례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광
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그램, 경주시에서 시행 중인 경
주역사문화도시 프로그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정책
담당자들이 유럽문화도시 등 각종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특성적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보유한 회원국들 사이의 연대감
과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그 궤를 같
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1.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과정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 프로그램인 유럽문화수도 프로그
램은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라는 이름으로 1985년에 시작되었다.
등장 배경은 1983년 당시 유럽공동체 수뇌부들이 모여 유럽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
고 다양한 문화 영역에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하에 채택한 ‘유럽연합에 관
한 선언(Solemn Declaration of European Union)’에 대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당시 그
리스 문화부의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 장관이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
행되었다(Myerscough, 1994). 이후 문화담당 각료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채택되면서
이 프로그램은 ‘다양성과 공통점으로 규정지어질 수 있는 문화를 유럽 내에 널리 알
리면서 회원국 국민들 간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자’31)는 취지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최초로 지정된 유럽문화도시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
로 주창한 국가가 그리스인 점을 고려하여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Athens)로 정해졌
다. 창립 초기부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자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볼거리 등을 내
세워 자국의 주요도시 ― 특히 각국 수도 ― 에 문화도시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초기엔 개최 순서에 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개론적인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국의 경축
행사 또는 기념행사에 맞물려 개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매
우 유동적으로 개최도시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Florence)와 네
덜란드(Amsterdam)는 그리스 다음으로 서로 먼저 개최하기를 희망하였고, 프랑스
(Paris)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에 개최하기를 희망하였다.
아일랜드는 1990년 하반기 의장국이 되는 시점과 연계하여 바로 이듬해 개최하는 것
31) Resolution of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al Affairs, meeting within the Council, of 13
June 1985 concerning the annual event ‘European City of Culture’, Official Journal C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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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하였고, 덴마크(Copenhagen)와 포르투갈(Lisbon)은 상호 합의하에 1994
년과 1996년의 개최 일정을 맞바꾸기도 하였다(Myerscough 1994). 이렇듯, 초기의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은 주로 이미 문화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가 개최하였던 만큼,
개최로 인해 얻는 기대 효과보다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12개 회원국이 차례로 개최하고 난 후 1997년 다시 순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에는 그리스(Thessaloniki)에서 다시 개최되었
다. 이렇게 햇수를 거듭해가는 과정에서 문화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
는데, 1990년 문화담당 각료이사회에서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프로그
램인 ‘유럽문화의 달(European Cultural Month) 행사를 운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형태는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기간이 짧으며 한
달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바로 실행에 옮겨져 1992년부터 유럽문
화의 달 프로그램을 개최할 도시가 선정되었고, 유럽문화도시와는 별개의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1992년 이후 해마다 ‘유럽문화도시’와 ‘유럽문화의 달’ 프로
그램은 별개의 장소에서 병렬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표 4-1. 유럽문화의 달(European Cultural Month) 개최도시
연도

국가

도시

1992

폴란드

크라코우 (Krakow)

1993

오스트리아

그라즈 (Graz)

1994

헝가리

부다페스트 (Budapest)

1995

키프로스

니코시아 (Nicosia)

1996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St. Petersburg)

1997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Ljubljana)

1998

오스트리아

린츠 (Linz)

1999

불가리아

플로디브 (Plodiv)

2001
2003

라트비아

리가 (Riga)

스위스

바젤 (Basel)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St. Petersburg)
32)

자료: The Network of European Cultural Capitals and Months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문화의 달은 주로 비회원국을 개최국으로 선정하
32) http://www.eccm-cultural-capitals.org/European_Cultural_Months.html

여 실시되었다. 이는 1990년 유럽의회가 유럽문화수도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the
Committee on Youth, Culture, Education, the Media and Sport on European Cities of
Culture)를 통해 제안한 바와 같이, 기존의 유럽문화도시와 대응할 만한 도시를 동유
럽국가에서도 한 군데 선정하여 두 개의 도시가 동시에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
록 추진하자는 합의에 따른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근저에는 당시 유럽연
합에 대한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그 나라 시민들의 유럽
통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이를 동력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요인도 자
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2003년을 끝으로 종료
되고 2004년 이후로는 문화수도 프로그램만 실시되고 있다. 특히 많은 동구권 국가
들이 2004년과 2007년에 유럽연합의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으로 당시에도 이미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겠
다. 그러나 유럽문화의 달 프로그램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 4-2]
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2001년 이후로는 2005년과 2006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두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한 도시는 기존 회원국에서 다른 한 곳은
신규 회원국에서 주로 선정되는 형태로 운영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구
분은 자연스럽게 서유럽 도시와 동유럽 도시가 같은 해에 유럽문화수도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개최지의 역할을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동개최의 근원
은 사실상 유럽문화의 달이 도입된 1992년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동
유럽 국가들이 새로이 EU에 가입하면서 ‘유럽문화수도’와 ‘유럽문화의 달’ 프로그램
을 구태여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개최하기보다는 두 프로그램을 유럽문화수도 프로
그램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하되, 개최지를 매년 2개 선정함으로써 그 각각의
정신을 되도록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EU집행
위원회는 개최지의 선정에 있어서 2009년부터는 되도록이면 기존의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이 각각 한군데씩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는 신규 회원국
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
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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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문화수도 개최도시 선정방식 및 과정
가. 개최도시 선정방식의 변천
1985~2004년 기간 동안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문화수도를 선정하
였다. 비록 선정위원단(selection panel)이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선정위원단은 집행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
였고, 실제 개최도시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각료이사회(Council)에 있었다. 즉, 각 회
원국의 입장이 개진 및 조율되는 각료이사회의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유럽문화수도
의 개최도시가 최종 결정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처음
에는 ‘유럽문화도시’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었는데,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유럽문화수도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1999년 유럽의회와 이사
회는 결정(Decision)을 통해 ‘유럽문화도시’라는 명칭을 ‘유럽문화수도’로 변경하였
던 바 있다. 그리고, 명목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선정위원단의 활동을 인정하여 그 권
한을 강화하는 등 개최도시의 선정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유
럽문화수도에 선정될 수 있는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EU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를 원하거나,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되는 국가들도 원할 경우 유럽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999년에 있었던 선정과정의 정비 이후, 2005년도에 유럽문화도시의 선정과정
은 또 다시 수정되었다. 여기에서는 2009년부터는 개최지를 두 곳으로 선정하되, 한
곳은 기존 회원국 중에서 다른 하나는 신규회원국 중에서 개최한다는 원칙을 채택하
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규회원국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문화
적 정체성의 확보, 그리고 국민들의 EU에 대한 수용도 함양 등 매우 다차원적인 목
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선정위원단의 권한이 처음보다는 매우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위원단은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은 유럽연합 주요 기구
에서 각각 자신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지명(유럽의회: 2인, 이사회: 2인,
집행위원회: 2인, 지역위원회: 1인)하고, 나머지 6명은 개최예정국에서 임명한 위원
으로 구성한다. 다음의 [표 4-2]를 통해 볼 수 있듯이, 2008년 현재 2012년까지의 유
럽문화수도 개최도시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2013년도에서 2019년까지는 유럽문
화수도 개최예정국만 지정된 상태이다.

표 4-2. 역대 유럽문화수도 개최지 및 개최예정지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1985

그리스

아테네

2003

오스트리아

그라츠

1986

이탈리아

피렌체

2004

이탈리아

제노아

198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릴

1988

독일

서베를린

2005

아일랜드

콕

1989

프랑스

파리

2006

그리스

파트라스

1990

영국

글라스고우

2007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91

아일랜드

더블린

루마니아

시비우

1992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리버풀

1993

벨기에

안트워프

1994

포르투갈

리스본

199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96

덴마크

코펜하겐

1997

그리스

데살로니카

1998

스웨덴

스톡홀름

1999

독일

바이마르

2000

2001

2002

벨기에

브뤼셀

스페인

산티아고

이탈리아

볼로냐

프랑스

아비뇽

2008

노르웨이

스타방게르

2009

오스트리아

린츠

리투아니아

빌리우스

2010

독일

에센

헝가리

피치

터키

이스탄불

2011

핀란드

투르크

에스토니아

탈린

2012

포르투갈

기마랑스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2013

프랑스,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베르겐

2014

스웨덴, 라트비아

폴란드

크라코우

2015

벨기에, 체코

핀란드

헬싱키

2016

스페인, 폴란드

체코

프라하

2017

덴마크,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포르토

2018

네덜란드, 몰타

벨기에

브뤼헤

2019

이탈리아, 불가리아

스페인

살라만카

자료: Myerscough(1994); Cogliandro (2001); Palmer(2004) 및 기타 웹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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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최도시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현재 선정과정은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보아 ① 선정위원단의 사전
선정(pre-selection), ② 선정위원단의 최종 결정, ③ 이사회의 지명(designation) 및
확정 발표 등 세 단계를 거친다.
그림 4-1. ECOC 개최도시 선정 과정

자료: Yoon(2009), p. 129.

유럽문화수도의 개최지 선정에는 1999년도 유럽의회와 이사회 결정33)에서 채택
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항목들이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를 조직하고 홍보할 능력이 있는가
● 유럽 시민들에게 유럽과 관련한 개최도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홍보할 능력
이 있는가
● 예술적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할 특별한 활동과 조직력을 갖출 능력이 있는가
● 새로운 문화 활동을 조직할 능력이 있는가
● 젊은 세대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가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능력이 있
는가
●문
 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계획을 잘 조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한가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문화수도’라는 타이틀을 부여함과 동시에 일
정한 금액의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의 규모는 매해 차이가 있으나 전
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초창기에는 각 개최도시에 일률적으로 10만
8,000유로를 EU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Myerscough 1994), 2007년 현재
는 각 개최도시에 각각 150만 유로를 지원하는 체제로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Luxembourg ECOC 2007, 2008). 이렇게 지원금이 종래의 열 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
은 총 행사기간이 대폭 확대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 말까지는 선정된 1개
도시가 여름의 2~3달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최대 6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개최연도의 전반에 걸쳐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수
정됨에 따라 1년으로 공식적인 행사기간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행사기간의
확대가 EU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그만
큼 유럽연합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부터는 2개 도시에서 동시에 1년간 문
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이제 각 회원국
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3) Decision No 1419/199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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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및 현황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1985년 시작된 이래로 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며, 세부
적인 특징들은 매해 각 개최도시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문
화 이벤트의 특성상 일반화하여 특징을 정형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간 진행되어온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특정 시기별로 다른 시기에 비해 대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85년에서 1989년도에 이르는 시기를 초
창기 단계라 한다면, 1990년을 전환의 시기, 1991년도에서 1999년도를 지역경제개
발 강조의 시기라 볼 수 있다.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진행된 유례없는 공동 개최는 오
늘날 EU가 강조하고 있는 네트워킹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러면 각 시기별 특징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가. 초기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1985~89년)
초창기 단계에서는 Myerscough(1994, p. 41)이 언급한 대로 “이미 문화적으로
잘 알려진 도시들이 자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당시엔 선
정 과정과 운영방식 모두 회원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컸다. 3장 1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피렌체와 암스테르담의 합의는 곧바로 아테네에 이은 개최지를 결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베를린(당시 서독)의 경우도 처음에는 당시 동서독간
의 대립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 개최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오
히려 이 기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서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
적 판단의 결과 개최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Myerscough 1994, p. 91). 파리의 경우
는 일찍이 프랑스 혁명 200주년이 되는 1989년도에 개최하기를 희망했었다. 실제로
문화도시 행사도 문화도시 행사 자체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프랑스 혁명 기념 행사
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행사의 목적도 우선적으로는 파리가 영원한 유
럽의 문화도시임을 알리는 데 있고, 이와 더불어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한다고
명시된 바 있다(Myerscough 1994, p. 107).
이 시기에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각국의 정치적 어젠다의 일환으로 진행
된 데에는 당시 유럽공동체(EC)가 처한 상황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말은 EC가 집행위원회의 주도하에 단일유럽시장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던 시기였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 매우 낮게 나타났던
유럽의회 선거 참여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유럽 시민들의 공동체 또는 유럽통

합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EC 관료들 사이에
서는 자칫 시민들의 무관심이 시장통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
려가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제안된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실천 방안
에 불과했다(Myerscough 1994, p. 41). 이 시기의 행사 진행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담
당기구를 마련하되 중앙정부의 산하에 두거나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에서 상당부분 부담하였으며, 초기에 비교적 적은 EU
의 재정지원을 고려할 때 EU의 지원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지출 내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예산 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을 참고할 것). 결과적으로 초창기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하여 ‘준
비기간이 부족하여 다른 문화행사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전략
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초기인지라 사후평가 체제가 마
련되지 못하여 후발 개최지에 역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
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 1990년대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이처럼 상징성이 강조되는 문화행사에 불과했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1990
년도에 글라스고를 개최도시로 선정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그 성격과 역할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각 회원국들과 개최국들이 1980년대에는 정치적인 상징성만
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해 강조하려고 했다면 1990년대에는 글라스고를 시
발점으로 하여 개최도시 및 개최도시 인근지역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성격과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
1) 1990년 글라스고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선정과정

이러한 변화를 1990년 글라스고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
선 글라스고는 이전 개최지인 아테네, 피렌체, 암스테르담, 베를린, 파리 등과는 대
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사뭇 다른 도시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미 문화적으로 평
판이 나 있는’ 도시들로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된 도시인 데 반해, 글라스고는 문화
또는 관광과는 거리가 먼 산업도시였다(Booth & Boyle 1993). 글라스고의 인근지
역은 전통적으로 철광과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서, 글라스고에서는 20세기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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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선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전세계 총 건조
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조선산업이 활황을 누렸다(Booth & Boyle, 1993). 그
결과 글라스고의 인구도 78만 명으로 최고에 달했으며,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의 제
2의 도시’라 불릴 정도였다(Oakley 1990).
그러나 글라스고는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경제침체와 산
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
하여 탈산업화 현상을 겪는 다른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서비
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van den Berg et al. 1995, p. 108).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문제점들
을 타개하기 위하여 글라스고 지방정부(Glasgow District Council)와 스코틀랜드 개
발청(Scottish Development Agency)은 1980년대 초 도시재개발 사업을 수년간 추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제재건 프로젝트들이 ‘힘들고, 더럽고, 격렬함’ 등 기
존에 글라스고가 가지고 있던 대외적 이미지를 극복할 정도로 효과적이지는 못했던
관계로 관광산업 등의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Ward 1998, p.
191).
따라서 글라스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미지 쇄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라스고 지방정부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문화적 유산을 찾
는 데 주력하는 한편,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적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Booth & Boyle 1993, p. 31). 1990년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최지로 선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으며, 글라스고의 경
제재건을 위한 제반 노력이 주효한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의 개최지 선정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들이 먼저 중
앙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정부는 최종 개최후보지를 한 군데 선정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동체 차원의 개최지 결정과정이 시작된다. 당시
영국 국내에서 글라스고 외에도 에딘버러(Edinburgh), 카디프(Cardiff), 스완시아
(Swansea), 브리스톨(Bristol), 바스(Bath), 캠브리지(Cambridge), 리즈(Leeds), 리버
풀(Liverpool) 등 많은 도시들이 개최를 희망했는데, 당시 동 업무를 국내에서 담당
하고 있던 영국의 예술부(British Ministry for the Arts)는 최종적으로 글라스고를 선
정하였다(Ward 1998, p. 204).
단기간에 나타난 이 행사의 결과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
관광객의 수는 놀랄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숙박률이 전년대비 80%나 증가하였다
(Booth & Boyle 1993). 지역경제에 가져온 순이익이 1,000만~1,400만 파운드에 이
르렀고, 관광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5,300~5,800개 정도 창출되기도 하였다

(Myerscough 1994).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글라스고는 1990년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하여 지역경제의 재건 및 대외이미지 쇄신에 적
지 않은 효과를 누린 셈이다.
2) 1990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변화

결과적으로 ECOC 1990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종래에는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7개월간만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나,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문화도시의 해’라는 타이틀 하
에 1년짜리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즉, 개최도시들은 해당 개최연도 1년 내
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에 힘쓸 수 있었다. 둘째, 양적
인 확대도 이루어져, 이 시기에 진행된 문화 이벤트의 총수는 매년 무려 22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였다(Myerscough 1994). 셋째, 글라스고의 경우 문화
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오늘날 글라스고를 있게 한 모든 것은 다 문화’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Myerscough 1994). 즉,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행
사들도 이러한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1990년대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상징성보다는 지역경
제개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개최도시의 선정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성을 강조하던 데서 경제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
이다.
다. 2000년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2000년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개최는 프로그램 운영의 역사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했다. 2000년도에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많은 도시들이 개
최를 희망하였다. 그 결과 특별히 9개 도시를 선정하여 공동 개최하도록 결정하였
다. 이때 선정된 도시들은 아비뇽(Avignon), 베르겐(Bergen), 볼로냐(Bologna), 브
뤼셀(Brussels), 크라코우(Cracow), 헬싱키(Helsinki), 프라하(Prague), 레이캬비크
(Reykjavik), 산티아고(Santiago)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선정작업에서 지역적 안배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
다는 점이다. 즉 9개 도시 중에서 세 도시(Bergen, Helsinki, Reykjavik)는 북부 유럽
에서, 세 도시(Brussels, Cracow, Prague)는 중부유럽에서, 나머지 세 도시(Avignon,
Bologna, Santiago)는 남부유럽에서 선정함으로써,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유럽
연합이 공동체 차원에서 추구하는 유럽문화공간(European Cultural Space) 구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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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성하에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였다(Sassatelli 2002, p. 436). 둘째, 이 시기
부터 개최도시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종래보다 훨씬 강하게 강조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2000년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수의 개최국가 및 개최도시가 선
정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외에도 유럽연합은 파트너십 증진이 궁극적으로는 효
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각 회원국 국민들이
느끼게 될 유럽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현
지프로그램(local program)과 공동프로그램(co-project program)의 이원적 구성으로
체계화한 특징을 보였다(Yoon 2009, p.159).
2000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9개 도시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이었기 때문
에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조정기능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공동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Association of the Nine European Cities
of Culture of the Year 2000(AECC)’라는 명칭의 별도의 공동기구를 설치하기도 했
다. AECC는 “ECOC 2000 개최도시간의 단결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 활동 및 공
동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목적하에서 설립되었으며, ECOC 2000을 가
장 효과적으로 국가간 협력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
다(Cogliandro 2001, p. 122). AECC는 각 개최도시들이 4개월마다 순환제로 각각 실
무국(Secretary), 의장국(Presidency), 재정담당(Treasury)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배
려했는데, 다음의 [표 4-3]은 1997년 9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각 개최도시들이 담당
했던 역할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4-3. AECC 의장국 순번
기간

실무국 (Secretary)

의장국 (Presidency)

재정담당 (Treasury)

1997년 9~12월

베르겐

아비뇽

레이캬비크

1998년 1~4월

크라코우

베르겐

아비뇽

1998년 5~8월

산티아고

크라코우

베르겐

1998년 9~12월

브뤼셀

산티아고

크라코우

1999년 1~4월

프라하

브뤼셀

산티아고

1999년 5~8월

헬싱키

프라하

브뤼셀

1999년 9~12월

볼로냐

헬싱키

프라하

2000년 1~4월

레이캬비크

볼로냐

헬싱키

2000년 5~8월

아비뇽

레이캬비크

볼로냐

2000년 9~12월

브뤼셀

아비뇽

레이캬비크

자료: Cogliandro(2001), p. 78.

AECC의 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회원국이 일부 분담하고 EU가 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98~99년 동안 각 개최지는 1만 2,000유로를 출연했
으며, 2000년 한 해 동안에는 각각 4,000유로를 출연하였다. EU차원의 재정지원은
1997년의 경우 20만 유로, 1998년에는 25만 유로, 1999년은 35만 유로 등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의 [표 4-4]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4-4. ECOC 2000 공동 프로젝트 재원 및 예산 지출규모
연도

회원국별 지원금

1997

EU 지원금

(단위: 유로)

운영 지출비

200,000

1998

12,000

250,000

72,512 (3~12월)

1999

12,000

350,000

93,576

2000

4,000

2001

100,000
17,574 (1~3월)

자료: Yoon(2009), pp.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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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원을 활용하여 9개 도시는 총 12개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진행
하였다.34) 2000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기간 중 각 개최도시들이 평균적으로
360여 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한 것을 고려하면, 12개의 공동 프로젝트는 수적인 측
면에서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인상적
이지 않지만, 각 도시들이 기획, 제작 및 집행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연습
을 함께하면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유럽의 공동체성(European Dimension)을 효
과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의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assatelli 2002).

4.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평가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
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음악 콘서트, 미술 전시, 퍼포먼스, 영화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연
중 개최됨으로써 해당 지역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된
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문화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유
발하며, 이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유럽연합의 존재를 새로이 인식하는 기
회를 제공받는다. 바로 이 점이 유럽연합이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둘째, 각종 문화행사가 연중 진행되는 동안, 각 개최도시는 이 행사에 관해 TV,
라디오, 신문, 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
개한다. 따라서 개최도시 입장에서는 유럽문화수도 개최지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
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홍보효과를 통해 각 개최도시는 대
외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Luxembourg 2007의 행사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미지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는 개최도시들이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개
34) 12개 프로그램의 명칭은 다음과 같음: Technomade, Communication, Voices of Europe, Codex
Calixtinus, Coast and Waterways, Citylink, Cafe9.net, Walkabout, Faces of the Earth, The
Houses of the 9 Cities, Kide, Bologna Gala Dinner

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최도시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정책과 연계
하는 전략을 취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이를 통해 각종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시설 등 개최도시가 속한
지역의 제반 인프라가 개선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증진되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에 있어서 EU가 대표하는 유럽공
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중장기적으로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관측된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해
당 개최국으로 하여금 문화행사를 매개체로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실시하도록 유
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개최도시뿐만 아니라 개최국의 전반에 걸쳐 대외이미지 제
고, 관광객 유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다목적 통합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현황
이러한 효과들은 특히, 이 프로그램을 미주대륙, 아랍지역 및 동아시아 등 주요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유한 국가들이 지역협력과 통합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화활동’이 매우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1) 아랍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타 대륙에 적용된 예는 아랍문화수도 프로
그램이다. 아랍문화수도 프로그램은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문화적 정치에 관한
UNESCO 국제회의(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tics)’가 시발점이 된다. 이 회
의에서는 보다 많은 도시들이 문화교류에 참여하여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는
목적에서 ‘1988-1997 세계문화발전 10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세계문화발전 10년’ 위원회는 1994년에 ‘지역별 문화수
도 프로그램(Programme of Regional Culture Capitals)’ 계획안을 비준하였다. 이듬
해에 UNESCO의 아랍 지역 회원국들이 모여 ‘아랍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로 합의하였으며, 1996년 카이로(Cairo)를 시발점으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
다. 그 후 개최도시는 다음과 같다: 튀니스(Tunis, 1997), 샤르자(Sharjah, 1998), 베
이루트(Beirut, 1999), 리야드(Riyadh, 2000), 쿠웨이트(Kuwait, 2001), 암만(Amman,
2002), 라바(Rabat, 2003), 싸나(Sana’a, 2004), 하르툼(Khartoum, 2005), 무스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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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at, 2006), 알제리아(Algiers, 2007). 2008년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Damascus)에서 진행 중이며, 2009년에는 예루살렘(Jerusalem)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35)
2) 아메리카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

아메리카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으로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① 문화 분야에서의 아메리카 대
륙 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② 공동의 문화적 유산을 강조하고,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
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③ 선정 도시들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여타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의 목
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에 설립된 ‘아메리카문화수도 프로그램
기구(American Capital of Culture Organisation)’에 의해 운영되며, 이 기구는 문화수
도 프로그램뿐 아니라 여타 문화적 이니셔티브를 고양하는 제반 활동을 취한다. 기
존의 개최도시는 다음과 같다: 메리다(Me′rida, 2000), 이퀴케(Iquique, 2001), 마세이
오(Maceio′ , 2002), 파나마 시(Panama City, 2003), 산티아고(Santiago, 2004), 과달라
하라(Guadalajara, 2005), 코르도바(Cordoba, 2006), 쿠스코(Cuzco, 2007). 2008년 현
재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진행 중이며, 2009년에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Asuncio
′n)에서 개최될 예정이다.36)
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1985년 처음 ‘유럽문화도시’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후
이제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지금까지 15개의 전통적인 EU 회원국들은
모두 1~2회씩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자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EU의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들도 EU의 회원국들과 짝을 지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
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EU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도 초기의 10만
유로 내외에서 이제는 각 개최도시마다 15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을 정도로 크게 확
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미주지역과 아랍지역에서, 그리고 한국 등 다
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35) 아 랍문화수도 프로그램 Damascus 2008 공식 웹사이트: http://damascus.org.sy/
index.php?m=179 (2008년 12월 13일 검색).
36) 아메리카문화수도 프로그램 공식 웹사이트: http://www.cac-acc.org/present.php?lang=en
(2008년 12월 13일 검색).

특히 이러한 벤치마킹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통해 각 지역(국가)들이 지
역(국가)의 특징적인 문화자산의 보존 및 국가간 연대감의 고취라는 파급효과를 가
진 본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인정한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러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정책담당자
들이 유럽문화도시 등 각종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특성적 문화를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보유한 회원국들 사이에 연대감과 지
역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그 궤를 같
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수년 동안 EU가 전통적 회원국과 새로
가입한 회원국을 묶어 같은 해에 두 나라가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 새
로운 정책방향은 지역통합에 새로이 참여하는 신규회원국들의 EU에 대한 정체성 확
보와 소속감 증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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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007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uxembourg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룩셈부르크는 유일하게 ECOC를 두 번 개최한 도시이다. 첫 개최는 1995년에 있
었고 이어 2007년도에 다시 한번 개최하였는데, 두 번의 개최를 통해 여러 가지 면에
서 보다 EU가 이 행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잘 반영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1995년도에는 ECOC 개최를 통해 Grand Duchy of Luxembourg 전반에 문화적인 활력
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 속에 문화적 인식, 유적 보존, 문화활동 참여에 대
한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almer 2004). 1995년
도에는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덕택에 2007년도에 다시 개최할 당
시에는 추가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의 방치되
어 있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의미를 일깨우는 방향으로
행사의 목적이 맞추어졌다(Luxembourg ECOC 2007, 2008, p. 1).
나. Luxembourg 2007의 주요 특징
2007년도의 ECOC는 1995년과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1995년도에는 룩셈
부르크 시(市)에서만 개최된 데 반해, 2007년에는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렇
게 된 배경은 2000년 5월 Jean-Claude Junker 수상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Junker
수상은 2007년 문화수도를 룩셈부르크 시에서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시
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전역(Luxembourg and the Greater Region)37)으로 확대 개
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내적 확대는 대외적으로 루마니아의 시비우

37) The Greater Region은 사전적으로 정의된 의미는 없으며, 다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엄밀히 말해 룩셈부르크 시 전 지역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5개의 인접 지역
(Luxembourg, Lorraine, Sarre, Rhineland-Palatinat, Wallonia)을 포함하면서 이 지역을 인접하는
4개 유럽국가(Luxembourg, France, Germany, Belgium)를 포함하기도 하면서 그만큼 주변과의
연계성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Luxembourg ECOC 2007,
2008, p. 7).

(Sibiu)를 공동 개최 파트너로 초청한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38) 그러나 이는 단순히
외형상의 확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공동 프로젝트 작업을 통한 네트
워킹의 확대 및 강화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U가 문화 정책을 통해 인
접 국가, 인접 도시간의 결속력 강화를 내세우고자 한 것처럼,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2007년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내적으로는 룩셈부르크 시와 인접 지역 간의 네트워크 형성
으로, 대외적으로는 시비우(Sibiu)와의 공동 개최로 구체화되었다(Yoon 2009, p. 1678). 이 장에서는 우선 Luxembourg 2007을 중심으로 어떻게 룩셈부르크 전 지역에서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룩셈부르크는 ECOC 2007을 기획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내세웠다.
● 룩셈부르크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잠재성을 일깨울 것
● European dimension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 개발
● 청소년들의 참여 및 관심 고취
●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예술가 양성
● EU 확대를 Greater Region과 시비우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조망
● 새롭고 혁신적인 유럽문화 홍보(Luxembourg ECOC 2007, 2008, p. 9)
이런 공통적인 목표하에 각 지역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룩셈부르크(Luxembourg): 이주(migration)
● 자알랜드(Saarland): 산업 발전의 흔적(industrial heritage)
● 라인랜드-팔라티네이트(Rhineland-Palatinate): 유럽의 특징과 유럽적인 장소
(European characters and places)
● 로랜(Lorraine): 유럽의 미래를 밝혀줄 역사적 장소(places of memory to be
places of tomorrow)
● 왈로니아(Wallonia): 21세기 문화의 현대적인 표현(modern expressions of

38) 시비우와의 공동 개최 과정 및 배경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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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in the 21st century)
각 지방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각 지방은 개별
적으로나 전체적으로 EU가 추구하고자 하는 European dimension을 잘 구현하는 시
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Luxembourg 2007은 룩셈부르크 전 지역이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 문화 프로젝트로 발전하였다. 각 지역별로 운영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표 5-1. 지역별 프로젝트 수
지역간 공동 프로젝트
(Cross-border project)

기타 프로젝트
(Other projects)

합계

룩셈부르크 (Luxembourg)

37

352

389

자알랜드 (Saarland)

22

28

50

라인랜드-팔라티네이트 (Rheinland-Phalatinate)

25

31

56

로랜 (Lorraine)

37

34

71

지역

왈로니아 (Wallonia)
합계

18

0

18

139

445

584

자료: Luxembourg ECOC 2007(2008), p. 84.

라. 평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역간 공동 프로젝트의 비중이 지역별로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나 전체 프로그램 대비 비율로는 룩셈부르크 이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룩셈부르크 주
변 지역의 경우 각 지역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보다 연계 프로젝트에 큰 비중을 둠
으로써 네트워킹이 문화 이벤트를 통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1) Rotunda 1 프로그램

또 다른 Luxembourg 2007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방치되어 있거나 혹은 활용
도가 저평가된 공간을 문화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Rotunda 1과 2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Rotunda(Round House)는 2,500제곱미터
의 넓이를 가진 공간으로, 1875년도에 세워진 이래 룩셈부르크 중앙역의 철로 보수

작업장으로 사용되어 왔다(interview with Anne Kaiffer). ECOC 2007은 이 두 개의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보수하여 문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Rotunda 1의 경
우는 현대 미술 전시에 중점을 두었고, Rotunda 2의 경우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중점
을 두었다. Rotunda 1에서 열린 전시회 중 주요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ssorted Cocktail ― 현대 사진전 (8,500명 방문)
● Dysfunctional Adventures in Poststyle ― 현대 미술전(1,694명 방문)
● Sophie Calle ― 현대 미술전(7,065명)
● Global Multitude ― 현대 미술전(1, 652명)
총 1만 9,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이들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현대 예술전이 열리는 Casino Luxembourg의 방문자 수가 2
만 4,000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거의 이와 근접한 수준의 수치라 할 수 있고, 이
에 Luxembourg 2007 또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Luxembourg ECOC
2007, 2008, p. 10).
2) Rotunda 2 프로그램

Rotunda 2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관객은 이름 그대로 청소년층이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주요 테마로 삼은 이
유는
●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제도 장치와 네트워크가 부족
하여,
●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장르가 한정되어 있고,
● 1995년 문화수도프로그램 개최 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Luxembourg ECOC 2007, 2008, p. 19)
19개의 이벤트가 Rotunda 2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행위 예술, 미술, 음악,
문학,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었다. 그 중 TRAFFO 페스티벌(4
만 명), DANCE!(4,000명), Studio ABC(3,038명) 등의 프로그램이 특히 주목을 받았
으며 전체적으로 6만 명의 관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Rotunda 외에도 공간활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로는 Espace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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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uth가 있다. 이는 원래 창고로 사용되던 곳인데 Luxembourg 2007에서 40여 개
의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Espace Paul Wruth 활용의 특징은 다
른 장소의 경우 특정 장르에 초점을 두어 행사를 구성한 반면, Espace Paul Wruth은
다양한 문화 장르 행사가 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미술작품 및 사진전
(Espace Photo)과 음악 콘서트(Espace Expo), 건축 디자인전(Espace Urban lab), 워
크숍(Espace LX5) 등이 주요 행사 이벤트이다.
마. 경제효과
가용 예산 규모로는 총 4,5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 중 중앙정부가 지원한
금액이 가장 많고(67%), 룩셈부르크 시(22%), 기업 후원(8%)의 순이다. EU 보조금
은 150만 유로로 이전의 50만 유로에 비해서는 3배 증가한 금액이지만, 전체 예산의
3% 에 불과하다(interview with Nancy Braun).39)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간
공동 프로젝트에 44%, 기타 Luxembourg 2007 프로젝트에 27%, 마케팅 및 홍보에
16%, 행정 비용에 11%, 기타 자료 발간에 2%가 각각 지출되었다(Luxembourg ECOC
2007, 2008, p. 75).
Luxembourg 2007의 효과는 크게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로 나눠볼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는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른 관광수입의 증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Luxembourg 2007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고 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 관광청인 ONT(Office nationale du tourisme)의 통계 자료
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관광객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5%가 증가하였고, 투숙
객의 비율 또한 6% 증가하였다. Luxembourg 관광청에서는 관광객 수의 증가가 상
당 부분 ECOC의 개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Interview with Jean-Claude
Conter). 관광객의 수뿐만 아니라 관광 문의도 증가하였다. 룩셈부르크에 관한 일
반적인 관광 문의는 전년도에 비해 2007에 6.3% 증가하였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의 ECOC 2007 관련 문의는 총 4만 건 정도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7.5%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관광객은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25%), 다음으로 40대
(17%), 50대(16%) 순이지만 청소년 및 청년에 해당하는 10대와 20대의 비율도 모두
10% 안팎의 고른 비율을 보였다(Luxembourg ECOC 2007, 2008, p. 71).
ECOC 행사는 관광객들에게 일일 지출규모를 늘리게 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일

39) 그나마 이마저도 2008년 1월 9일 인터뷰 당시 기준으로 12만 8,000유로만이 실제로 지급된
상태였음을 Luxembourg 2007의 vice-director인 Nancy Braun이 밝힌 바 있음.

반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일 관광객의 소비규모는 0~50유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데 반해(36%), ECOC 2007 기간 동안 그 범위는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대신 101~150유로 또는 151~200유로의 범위가 각각 17%에서 21%, 9%에
서 14%로 증가되었다. 하루에 200유로 이상 지출한다는 관광객의 비율도 9%에 달했
다. 결과적으로 ECOC는 관광객의 수 증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일일 지
출규모를 증가시켜 관광수입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의 그림을 통해 지
출규모에 미친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Luxembourg ECOC 2007, 2008, p. 72).

그림 5-1. Luxembourg 2007을 위해 소비한 관광객의 평균 지출비용

자료: Luxembourg 2007(2008), p. 72.

이를 관광객의 출신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ECOC 프로그램 방문객의 절반 이상
은 현지 주민들이 대부분이고(61%), 타 지역 방문객(37%)과 외국인 방문객(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관광비용 측면에서 보면 3%에 해당하는 외국인 관광객
들이 지출한 비용이 전체 관광 지출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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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ECOC 2007에 나타난 방문객 유형별 평균 지출규모
방문객 타입

방문객 수(명)

총 방문객 수
대비 비율
(%)

평균 지출
규모(유로)

현지 주민

2,002,000

60.6

n/a

n/a

n/a

타 지역 주민
(Greater Region)

1,200,000

36.4

14.88

38

17,856,000

98,000

3.0

393.88

100

38,599,142

3,300,000

100

외국인
총합

ECOC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총 지출규모
(유로)

56,455,142

자료: Luxembourg ECOC 2007(2008, p. 80)

물론 관광객의 지출규모가 증가된 데에는 관광객들이 ECOC프로그램에 대해 가
지는 이미지와 만족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관광객들이 가지는 만족도에 대해
서는 관광청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5-2. Luxembourg 2007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
방문객

자료: Luxembourg ECOC 2007(2008), p. 74.

사회적 효과는 특히 청소년 관객에 대한 새로운 공간활용의 가능성과 사회통합
을 위해 소수민족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 목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우선 Luxembourg 2007이 내세운 ‘이주(migration)’ 주제는 2005년
구성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

그림 5-3. Luxembourg 2007의 테마인 ‘migration’에 관한 선호도

자료: Luxembourg ECOC 2007(2008), p. 81.

그리고 행사 후 룩셈부르크의 대표적인 설문조사 기관인 TNS-ILRES의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37%) ECOC를 ‘공동 운명체라고 느끼게 한 계기’라고
답하였고, ‘Europe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이라고 답한 경우도 17%에 달했다.

그림 5-4. ECOC에 대한 인식

%

룩셈부르크인

포르투갈인

기타 국적자

4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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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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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유럽으로의 관문

정치적 관념

적합한 프로그램

공동 운명체로의 단계

부적절함/의견 없음

자료: Luxembourg ECOC 2007(2008),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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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룩셈부르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행사 기
간인 1년 내내 국내외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룩셈부르크의 존
재감을 인식시켰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실제적으로 룩셈부르크 관광
청 홍보 담당관인 Jean-Claude Cont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이 일년 내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일년 내내 미
디어에 노출됩니다. 매일 어떤 문화행사가 펼쳐지는지를 신문이나 잡지 등의 문화섹
션이나 여행섹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룩셈부르크에 대해 자
주 접하게 되고,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룩셈부르크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문화수도
프로그램 때문에 온 건가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여기에 오고 싶게 되었는가에 대해
그다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쯤 가면 관광 홍보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때쯤 되면 이미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룩셈부르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어 알게 될 것이고, 다만
한 번 가볼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번에 또 다른 기회가 오면 ‘그래,
맞아! 언젠가 한 번은 룩셈부르크에 꼭 가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룩셈부르크
에 와 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수도 프로그램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단지 2007년도에 국한시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후에
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자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미래의 잠재
적 방문객들을 유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Luxembourg 2007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개최도시에나 EU 차원에
서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개최도시 입장에서는 청소년 참
여를 극대화시켜 자국 문화와 EU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공간활용과
도 연계시켜 교육적인 문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 내 연
계와 시비우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EU가
지향하는 ‘unity in diversity’, 즉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EU
라는 울타리 내에 하나됨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었다. 보다 현실
적으로는 관광수입 증대 및 대외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통해 EU 문화 프로그램에 대
한 EU 시민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도출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다음 장에서는 Sibiu
2007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ECOC가 시비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Sibiu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Luxembourg 2007이 대내적으로는 The Greater Region과의 네트워킹을 도모하
였다면 대외적으로는 시비우와의 공동 개최를 통하여 유럽 도시간의 네트워킹 모델
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비우와의 공동 개최는 룩셈부르크의 제안에 따라 이
루어졌다. 이에는 두 지역간의 역사적으로 오래된 특별한 관계가 배경이 되었다. 시
비우는 루마니아의 중부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지리적으로는 트랜실바니아 지방에
위치한다. 룩셈부르크와는 1,4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세기부터
룩셈부르크에 살던 Transylvania Saxon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오면서부터 두 지역
은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유사성을 갖게 되었다. 두 도시간의 유대관계는 이 때
부터 비롯된 것이다. 18세기에는 두 도시간의 유대관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시비
우에 ‘룩셈부르크의 집’을 의미하는 Casa Luxembourg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 건물은
1999년부터 4년여간의 보수과정을 거쳐 2007년도 문화수도 프로그램 개최 시 Sibiu
2007 운영본부이자 숙박시설로 사용되었다.
2007년 문화수도 프로그램 공동 개최는 2002년 룩셈부르크의 Erna HenricoSchoepges 문화부 장관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 Henrico-Schoepges 장관은 2007
년에 룩셈부르크가 문화수도프로그램을 개최할 때 시비우와 공동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시비우가 비EU 회원국으로 지원한다면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Luxembourg ECOC 2007, 2008). 실제로 시비우는 2004년도에 ECOC
2007 공동 개최를 공식적으로 허가받았는데, 이로 인해 루마니아가 정식 EU 회원국
이 되는 2007년에 문화수도 프로그램도 함께 개최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나. 주요 특징
Sibiu 2007은 Luxembourg 2007과 마찬가지로 이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룩셈부르크와 공동으로도 문
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Sibiu 2007의 전체 행사 주제는 ‘문화가 있는 도시 ― 다양
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A City of Culture ― A City of Cultures)’였다. 이는 시비우가
역사적으로 트랜실바니아의 문화적 영향과 루마니아의 francophone 문화, 또한 인접
국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문화적 영향 등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이미 실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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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임을 내세워 EU가 추구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European city’임을 보
여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 Sibiu 2007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Oana Ionita는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시비우는 그야말로 다문화가 녹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문화를 특징짓는 데 있어서 각자 저마다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특징을 짓습니다. 루마니아의 문화는 게르만의 문화이면서도 동시에 집
시 문화이기도 하고, 또 헝가리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 모든 것
이 공존하는 곳이 루마니아입니다. 이 점이 바로 가장 유럽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요. 모든 문화가 존재하지만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공존합니다.”
다. 주요 프로그램
Sibiu 2007은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여주고
자 하였다. 시비우 의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문화 프로
젝트의 수는 337개이지만, 일일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한 전체 문화 이벤트 수는
1,450여 개에 달한다(Richards & Rotariu 2007).
표 5-3. Sibiu 2007의 월별 이벤트 수
월

이벤트 수

월

이벤트 수

월

이벤트 수

1월

56

5월

166

9월

165

2월

56

6월

145

10월

81

3월

100

7월

158

11월

33

92

8월

368

12월

27

4월

총합

1,447

자료: Richards & Rotariu (2007), p. 7.

월별 프로그램 분포를 살펴보면, 여름인 7~9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이벤트 수는 전체 이벤트의 약 47%에 이른다. 이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ECOC 2007이 자연스럽게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이 문화 이벤트 중에는 시비우 자체의
정기적인 문화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시비우는 전통적으로 ASTRA 라고 하는 루마니
아 문학과 문화의 트랜실바니아 지방 협회의 중심지적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해마
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ASTRA film festival과 Theatre Festival을 Sibiu 2007에 포함
시킴으로써 지역 문화의 고유성도 전체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룩셈부르크와 시비우와의 공동 프로젝트는 총 48개가 준비 및 진행되었다. 이는
전체 프로젝트의 수에 비하면 각각 9%, 14%에 해당하는 수치에 불과하지만, 공동 프
로젝트의 의미는 그 이상에 있다. 처음 행사 기획 시에는 5개 정도만 생각했던 것을
결과적으로 48개로 확대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은 관심과 흥미가 있었기
에 가능했던 것이다(Luxembourg ECOC 2007, 2008). 더욱이 기존의 사례를 보더라
도 실제로 룩셈부르크와 시비우와의 경우에서만큼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했던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의의는 더욱 크다. 공동 프로그램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Luxembourg 2007 측 공동 프로그램
담당자인 Anne Schiltz는 면담을 통해서, 룩셈부르크와 루마니아의 공동 프로젝트
는 단순히 공동으로 참여한 수준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
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Luxembourg-Sibiu 공동 프로젝트는 기획과정 단계에서부터
위로부터 강요된 top-down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참여 희망 기관이 스스로 파트
너십을 요청하였고, 룩셈부르크와 시비우 각각의 coordination office에서는 요청에
따라 각 기관별로 파트너십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공동 프로젝트 운
영과정은 전적으로 ‘bottom-up’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졌다. 별개인 두 개의 프로
그램이 한 주제하에 엮이는 것이 아니라, 진행 단계별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면서
서로의 도시를 방문하여 함께 기획하고, 함께 연습하여 공연하는, 매우 강도 높은 참
여를 요구하였다(Anne Schiltz와의 면담자료).
라. 평가
Sibiu 2007은 처음 준비과정에서부터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었다.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 유럽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시비우에 대해 알리고, 전통적으로 문화
적 유산이 풍부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고 존중되는 유럽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도시임을 알리고자 했다. 또 한편으로는 외형상으로도 그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
의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도시임을 보여줌으로써 시비우를 후원해
준 룩셈부르크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Yoon 2009, p. 173). 따라서 4년의 행사
준비과정 동안 무엇보다도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
다. 시비우 의회 홍보 담당관인 Sergiu Olteanu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바, 시비우
는 Sibiu 2007 준비 시기와 발맞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에는 도시의 46
개 도로 재정비, 3대 광장(Large Square, Small Square, Huet Square) 보수사업 등이 포
함되어 있었다. 또한 ASTRA 도서관과 GONG 극장도 새로 건립되었다. 투자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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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정비에 1억 3,500만 유로, 시비우 국제공항 보수에 5,500만 유로, ASTRA 박물
관 및 Thalia 극장, 기타 문화시설 보수 작업에 65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Richards &
Rotariu 2007, p. 6). 또한 시설보수와 별도로 Sibiu 2007에 지원된 금액은 총 1,500만
유로이다. 이 중 56%에 해당되는 835만 유로는 시비우 시청이, 32%에 해당하는 금액
인 484만 유로는 문화부로부터 지원받았다. Sibiu County Council과 EU는 각각 470만
유로와 14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Richards & Rotariu 2007, p. 8). 이를 비율 면에서
보면 시비우 시청이 절반 이상의 지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개최도시 시
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표 4-3 참고), Sibiu 2007처럼 거의 60%에 해
당되는 금액을 투자한 경우는 많지 않다. 시비우 시 차원에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마. 경제효과
효과적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대외
적 이미지 제고에 관한 부분은 단기간에 가시화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성격의 것
은 아니다. 그러나 행사기간과 직후 드러난 수치의 변화는 일단 Sibiu 2007이 긍정적
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는 관광객 수의
증가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2005년과 2006년까지는 평균 6만
명에 달하던 것이 2007년 한 해 동안 7만 6,000명으로 약 26% 증가하였다. 숙박률도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30% 이상 증가된 방문객이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Sibiu 2007 개최 전후의 방문자 수 및 숙박률 변화 추이
방문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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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ichards & Rotariu (2007), pp. 12-13에서 재구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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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이용객 수

방문객의 구성 또한 다양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총 방문객의 38%는 시비우 주
민들이, 27%는 시비우 외의 루마니아 전역에서, 또한 25%는 기타 세계 전 지역에서
방문하였다(Richards & Rotariu 2007, p. 14). 이 기간 동안 관광수입도 증가하였다.
루마니아 문화부가 추산한 관광객 지출규모로 약 2억 유로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그 중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 지출비용은 1억 6,000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
계되었으며, 전년대비 숙박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수입은 6,450만 유로만큼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순수하게 ECOC 행사와 관련하여 소비된 지출은 2,500
만 유로로 집계되었다(Richards & Rotariu 2007, p. 41). 이렇듯 경제적 효과 측면에
서 Sibiu 2007은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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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iverpool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Liverpool 2008은 일찍부터 Glasgow 1990과 비교되면서 ‘Glasgow effect’를 재현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2003년에 리버풀이 2008년 개
최지로 공식 선정되었을 때, 언론은 앞다투어 2008년 ECOC의 개최가 무엇보다도 리
버풀의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게 다루었던 것이
다(Jones & Wilks-Heeg 2004, p. 342). 이렇게 리버풀이 글라스고와 비교되는 이유는
두 도시의 변천사 및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글라스고는 20세기
초 선박 건조 및 탄광 산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를 누리다가 Glasgow 1990을 치르
기 직전인 1970~80년대에 세계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침체로 인해 급작스럽게 몰
락한 도시였다(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장 3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리버풀
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었다. King John의 Chart에 의해 1207년에 세워진 리
버풀은 전통적으로 어업 도시였다. 18세기에 처음으로 부두(land dock)를 세워, 남쪽
의 브리스톨과 근처의 란체스터 등과 함께 아프리카 흑인들을 미대륙으로 이주시키
는 관문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이들이 생겨났다. 19세기와 20세기 초까
지 리버풀은 북미 대륙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였고, 여객선도 등장하였다. 제2차 세
계 대전 후에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박업에 종사하던 리버풀과 같은 도시들은 급
격히 쇠퇴하였다. 비록 1960년대에 들어서 비틀즈(The Beattles)로 인해 다시 유명세
를 얻고, 축구로서도 이름을 얻었지만 90년대 초까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으
며 유럽연합의 Regional policy의 Objective 1에 속하는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유럽 전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25% 안에 포함됨을 의미한다(Liverpool
Culture Company 국제협력 담당관인 Neil Peterson과의 면담 내용).
나. 주요 특징
Liverpool 2008의 주요 테마는 ‘전 세계를 리버풀에(The World in One City)’이

다.40)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 유럽 최고의 도시로서의 입지 확립
● 포용력 있고 역동적인 지역사회 구축
●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적·경제적 혜택 마련
유럽 최고의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지역정부, 중앙정
부 및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공조할 것과 살기에 쾌적한 도시로서의 리버풀의 이미
지를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포용력 있고 역동적인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아울러 모든 연령 층과
사회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 줄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리버풀을 경제·사회·물리적 차원
에서 재개발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경제와 문화 비즈니스에 적합한
창의성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았다(Liverpool 2008, 2002, p. 301).
리버풀의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개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지속적이고 철
저한 준비 끝에 얻은 결과라 할 수 있다. 1990년 개최지 선정과정에서 리버풀은 다른
도시들과 함께 행사 유치를 지원했으나 당시 글라스고에 밀렸었다. 이때를 교훈 삼아
리버풀은 2008년 유치를 대비해 영국 여타 도시들보다도 일찍 준비해왔다. 리버풀 시
의회는 1999년부터 유치 준비를 시작하였다. 유치 준비과정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사
항은 2000년도에 Liverpool Culture Company(LCC)를 설립한 것이다. 이 조직은 ECOC
2008 유치 준비과정에서부터 현재 진행 중인 Liverpool 2008을 총 지휘하기에 이르기
까지 이 행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다(City of Liverpool 2005,
p. 6).41) LCC는 리버플 시의회에 속하지만 여타 ECOC 개최도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조
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대개 이러한 조직은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관광부서나 문화부서만이 연계되어 운영하는 형태라면, LCC는 관광 및 문화 부서뿐
아니라 국제 협력부, 도시 개발부, 기획부 등 보다 많은 부서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조

40) Liverpool 2008의 공식 웹사이트 참고: http://www.liverpool08.com/index.asp(2008년 12월
14일 검색).
41) Liverpool 2008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Liverpool City Council, Merseyside metropolitan county,
North West Regional Council 등이 있고, 중앙정부의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유치 준비과정에서 연계된 바 있음(City of Liverpool 200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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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라고 할 수 있다(Neil Peterson과의 면담 내용).

그림 6-1. Liverpool Culture Company Limited의 조직도

자료: Liverpool 2008(2002), p. 401.

이 조직에서의 이해 관계자 그룹(Stakeholders Group)은 Liverpool 2008 유치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리버풀의 문화 부흥
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느슨한 조직(대략 100여 명 이상)을 언급한
다. 유치 신청과정에서는 문화 프로그램 이해 관계자(Cultural Diversity Stakeholders
Group)와 도시 재개발 이해 관계자(Regeneration Stakeholders Group), 커뮤니케
이션 이해 관계자(A Communications Team & A Communication Advisory Group)
들이 함께 관여하여 의견을 교환 및 개진하였다. 또한 Liverpool 2008 준비과정에
서 많은 지방정부 기관들이 관여하였는데,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North
West Arts Board, North West Sports Board, Sport England North West, North West
Tourist Board, North West Cultural Consortium 등이 그 기관들로, 유치 신청 당시 리
버풀을 어떤 컨셉으로 그려나갈지에 대해 지역 대표로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Liverpool 2008, 2002, p. 401).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이런 구성하에 LCC는 Liverpool 2008이 지향하고자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가지 실천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목표 1: 지역 차원뿐 아니라 국가 차원,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예술
장르를 망라하여 최고 수준의 이벤트를 준비하여 보일 것
● 목표 2: 지역사회의 열정, 창조성, 참여를 유도할 것
● 목표 3: 리버풀 문화 인프라의 수준 향상
● 목표 4: 방문객 수 증가 및 투자 유치 제고
● 목표 5: 리버풀을 200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만들 것
● 목표 6: LCC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
Liverpool 2008이 기존 ECOC와 크게 대비되는 점은 ECOC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자 했다는 사실이다. ECOC 프로그램이 일 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행사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지만, 막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후
속 개최지로 관심이 전환되어 이전 개최지는 순식간에 잊혀지기 마련이다. 앞서도 언
급한 바 있지만, 기존 ECOC에 관한 평가내용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
된 것이 바로 이 한시성의 극복이다.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목적이 개최도시를
홍보하고 이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투자 유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자 한 점이 대부분의 ECOC의 유치 목적임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효과는 장기적으로 후속조치가 있을 때 보다 더 가시화
될 수 있으며, 특히 해마다 번갈아가며 개최지가 바뀌는 ECOC의 경우 행사 종료 후
후속 프로그램이 재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이전의 관심과 열기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조달되
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행사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개최도시 및 지방정부에서 지
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원 마련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Liverpool 2008은 이런 점에서 기존의 ECOC와 차별화하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리버풀이 ECOC를 유치하고자 했던 목적도 불꽃놀이나 폭죽으로 끝나는 일회성 행
사를 유치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사를 계기로 리버풀 전반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
로, 문화적으로 보다 나은 수준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Liverpoo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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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p. 701). 리버풀은 2008년 ECOC 개최를 전후로 2005~10년도에 걸쳐서 매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문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각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City
of Liverpool 2005, p. 18).
● 2005: 바다의 도시 리버풀(Sea Liverpool)
● 2006: 문화의 도시 리버풀(Liverpool Performs)
● 2007: 리버풀 탄생 800주년(800th birthday)
● 2008: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 2009: 환경(Environment)
● 2010: 이노베이션(Innovation)
2005년의 테마인 ‘바다의 도시 리버풀(Sea Liverpool)’은 트라팔가 해전 200주년
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리버풀과 관련한 해전의 역사를 기념하는 취지에서 고안
되었다. 구체적인 이벤트로는 25주년 기념 머지 강(Mersey River) 페스티벌과 클리
퍼 세계 요트경기대회(Round the World Clipper Yacht Race) 등이 진행되었다. 2006
년 ‘문화의 도시 리버풀(Liverpool Performs)’은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간의 연계
를 통해 문화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예술과 스포츠 이벤트를 마련함에 있어 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하고, 주요 비즈니스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 해에는 Disability Sport Festival가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 국내문화 행사, 국
제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었고, Merseyside Community Games를 Merseyside
Borough 전체에 확대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Royal Liverpool Golf Club이 7월에
Open Championship을 개최하였다. 2007년은 리버풀이 탄생한 지 8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리버풀은 1207년 King John의 Charter에 의해 항구 도시로 탄생하였다. 2007
년 행사의 목적은 2008년 ECOC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리버풀의 탄생 배경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시기상 매우 절묘하다 하겠다. 2007년 문화 이벤
트는 역사적으로 리버풀과 관련이 깊은 아일랜드, 아프리카,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
를 조망하였고, 리버풀 항구를 통해 새 삶을 찾고자 했던 망명자들의 삶 또한 예술작
품 속에 투영이 되었다. 또한 2007년은 영국 의회가 노예무역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여 국립 박물관이 새로 개장되었다.

라. 평가 및 경제효과
표 6-1. Liverpool 2008 운영 관련 예산 편성안
목표 1

(단위: 파운드)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총합

4,910,270

5,030,016

7,045,238

17,367,764

34,353,288

목표 2

2,762,505

2,791,065

2,818,311

2,852,054

11,223,935

목표 3

5,503,172

6,612,309

6,983,617

7,232,522

26,331,620

목표 4

1,438,031

1,476,662

1,510,234

1,518,914

5,943,841

목표 5

2,914,279

2,993,616

3,060,468

3,077,938

12,046,301

목표 6

1,220,743

1,252,331

1,282,132

1,288,808

5,044,014

총합

18,749,000

20,156,000

22,700,000

33,338,000

94,943,000

자료: City of Liverpool(2005), p. 29.

그림 6-2. Liverpool Culture Company의 2005-2009 예산 구조: 수입과 지출

자료: City of Liverpool(2005), p. 30.

Liverpool 2008은 2009년 1월 10일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
만, 200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리버풀
을 방문하였으며, 리버풀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의 수도 350만 명에 이른다. 총 방문
자 수는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숙박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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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도 한 해 평균 77%에 달한다.42) 또한 LCC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약 8억 파운드의
경제적 이윤 창출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가장 인기를 끈 방문지는 테이트 갤러
리(Tate Liverpool Gallery)와 머지사이드 해양 박물관(Merseyside Maritime Museum)
으로 방문자의 70%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영국 전체 평균이 59%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43) 행사는 7,000개 이상의 이벤트가 1,000여
군데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1만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였고, 16만 명
의 일반인과 6만 7,000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영국 언론들은 1만 2,000회
이상 Liverpool 2008을 다루었고, 미디어에서 다룬 보도는 총 2억 파운드 이상의 가
치를 지닌 것이었다. 리버풀은 이 여세를 몰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것임을 확인하였고 워런 브래들리(Warren Bradley) 리버풀 시
의회 의장(Councillor)은 향후 820만 파운드의 재정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하였
다.44) 이렇듯 Liverpool 2008 또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
후 ECOC를 개최하는 여타 도시들이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2. Stavanger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스타방게르는 노르웨이의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Stavanger Region의 중심지이
다. 12세기부터 생겨난 이 도시는 현재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
활하는 수천 명의 선원들은 전 세계 대양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업, 해운업, 조선업으로 부를 축적해 왔으며 오늘날 노르웨이의
두 번째 항구 도시이다. 1880년대에 한동안 쇠퇴하여 상당수의 주민들이 1880년과
1895년 사이에 북미 대륙으로 이주하기도 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해에서 석
유가 채취되면서부터 새로이 산업도시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노르웨
이 석유사업청(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을 비롯하여 상당 수의 석유 관련
산업 회사들이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해양시설(offshore installation) 또한 이 지

42) http://www.guardian.co.uk/culture/2008/dec/11/liverpool-capital-culture/print(The Guardian,
2008년 12월 11일자).
43) Liverpool 2008 공식 웹사이트: http://www.liverpool08.com/archive/index.asp?y=08&m=Dec
(2008년 12월 15일 접속).
44) 위와 동일.

역에 설치되어 있다(Stavanger 2008, 2003, p. 43).
나. 주요 특징
Stavanger 2008은 이러한 지리적, 산업적 입지를 고려하여 ‘열린 항구(Open
Port)’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ECOC 2008 유치를 통해 스타방게르가 추구하고자 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문화적 고양의 기회 제공
● 예술의 질과 혁신, 다양성 강조
● 예술, 문화 분야의 네트워킹 형성
● 문화적 호기심과 관용의 정신 함양
●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 신장
● 산업 및 상업의 발달 촉진
● 문화 인프라 구축 촉진45)
Rogaland의 풍부한 문화적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 identity를 증진하고, 타 문화
에 대한 관용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네트
워킹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지하였다. Stavanger 2008에서 주목할 만한 점
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중요시한 점이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 2006년도에 Bamsebu 유치원에서 ‘Kindergartens go for culture’라는
구호로 비롯된 것이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12개의 네트워크가 지역사회간
에 구축되어 있다.46)
Stavanger 2008은 독립적인 조직으로 이사회와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
회는 Stavanger municipality, Sandnes municipality, Rogaland county municipality의

45) Stavanger 2008 공식 웹사이트: http://www.stavanger2008.no/?event=about.showElement&id=
548&catId=10 (2008년 12월 16일 접속).
46)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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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과 문화, 비즈니스, 관광업계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47) 이사회는 운영전
략과 재정 운용을 관할한다. 기타 운영진은 재무, 프로그램 운영, 프로덕션, 마케팅,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팀은 예산 운영방침을 세우고, 재정 운용에 관한 실
무를 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팀은 Stavanger 2008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총감독과
분과위원회, 기타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프로그
램 운영에 주력한다. 프로그램 운영팀 산하에 다양한 예술 및 문화 분야 위원회가 조
직되어 있다. 프로덕션팀은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 조치 및 감사를 담당한다. 마케팅
팀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 및 실천하고, 홍보팀은 자원봉사 그룹, 학교,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벌인다.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3. Stavanger 2008 조직도

자료: Stavanger 2008 (2003), p. 92.

47) Stavanger 2008은 스타방게르 시 행정기관(municipality)과 스타방게르와 인접지역으로서
같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Sandnes 시 행정기관, 그리고 이들 도시가 속해 있는 Rogaland
County Council의 연계 속에 조직·운영되었음. 이들 조직은 재정적 후원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였음. 특히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Stavanger
municipality에서는 2명이, Sandnes municipality과 Rogaland county council에서는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여하고 있음. 이사회의 나머지 구성원은 문화계, 기업, 관광업 관련 인사들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Stavanger 2008 운영위원회 Director인 Mary Miller와의 면담 내용).

Stavanger 2008 행사 기간을 포함한 2004~09년 기간 동안 총 예산은 3억 크로네
로, 이 중 Stavanger는 5,000만 크로네를, Sandnes와 Rogaland County는 각각 2,500
만 크로네를 지원하였다. 총 예산의 3분의 1인 1억 크로네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
분은 기업 후원 등에서 충당하였다. 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2. Stavanger 2008의 예산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천 유로)

지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임금

120

361

482

1,265

1,265

241

3,734

간접비, 출장 경비 및
기타 행정 처리 비용

181

241

301

813

1,295

60

2,891

프로그램 운영

181

361

3,614

7,681

10,331

0

22,168

마케팅 및 IT

360

602

1,446

1,807

2,410

24

6,649

12

12

12

12

24

24

96

자료 구축 및 평가
예비비

Total

0

0

0

241

361

0

602

총합

854

1,577

5,855

11,819

5,687

349

36,140

수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중앙 정부

Total

0

0

3,976

4,036

4,036

0

12,048

Stavanger 시

602

723

723

1,807

2,048

120

6,023

Sandnes 시

301

361

361

904

1,024

60

3,011

Rogaland county

301

361

361

904

1,024

60

3,011

후원

759

2,024

2,024

2,024

2,024

0

8,855

프로젝트 보조금

0

12

12

301

602

36

963

EU 보조금

0

17

19

190

240

36

502

판매 수입

0

0

36

193

482

0

711

기타 수입

0

0

82

385

539

10

1,016

1,963

3,498

7,594

10,744

12,019

322

36,140

총합

자료: Stavanger 2008(2003), p. 96.

다. 주요 프로그램
Stavanger 2008을 총지휘한 Mary Miller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다음과 같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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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 1월 12일에 있은 Stavanger 2008 개막식에 6만 명이 참가함과 아울러 Sandnes
에서 있은 전야제에는 1만 명이 참가함. 2008년 6월 현재 이 지역에 5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기록
● 기업 모금액이 당초 예상 금액 보다 1,400만 크로네 증가
● 문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후원한 기업체 수가 128개사나 됨
● 티켓 판매율이 평균 85% 이상
● 노르웨이 문화 이벤트 역사상 이처럼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미디어의 주
목을 받았던 적은 없었음
● 이번 행사를 계기로 6월 기준 노르웨이와 다국적 기업 간에 15개의 신규 문화
프로젝트 추진 기획
● 이와 별도로 20개 이상의 신규 이니셔티브가 노르웨이와 전 세계 예술인 간에
마련됨
● Rogaland County에 속해 있는 24개 도시 중 16개 도시간에 협력관계 마련
● 유례없는 지역사회 차원의 참여 열기: Sauda에서 있은 국제적 규모의 이벤트
에서는 총 2,400명의 주민 중 900명 이상이 참여
● 유례없는 어린이와 학교의 참여 열기

제7장 EU의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 및 특징
동아시아 지역은 유럽의 경제·정치통합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역사도 일천하
고 통합의 범위와 깊이에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동아시아의 통합
움직임은 1960년대 말 ASEAN의 결성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내세울 만한 뚜렷한 통합정책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1997년 발생한 아시아금융위기는 동아시아의 통합 움직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
하게 된다. 그동안 다자주의적 무역체제를 최선책으로 삼고 지역주의를 자제해 왔
던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지역주의화 추세를 보
이게 된다. Park(2008)이 확인하듯이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 지역주의 추세가 가장 강
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태풍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1]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과 지역통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협력(통합) 현황
구분

지역내 협력

지역간 협력

정치(외교·안보)협력

경제협력

ASEAN

AFTA

문화 및 기타 협력

EAS

ASEAN+3(EAC)

ARF

ASEAN+1

EAC

각종 FTA

ASEM

ASEM

ASEM

FEALAC

APEC

FEALAC

자료: 박성훈 외(2006), p. 79.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유럽과 비교하여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역통합의 역사가 짧고 범위가 좁으며, 깊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얕은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의 많은 회원국들이 공동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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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통합이 진전된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지역을 아우르
는 자유무역지대조차도 출범시키지 못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ASEAN을 중심으로 한
ASEAN+1, ASEAN+3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동아시아 전체를 포
괄하는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둘
째, 유럽의 경우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정치, 외교안보 등 다른 분야로 파급효
과를 확산시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활용한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
통합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도 본격적으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경제분야의 지역통합을 예를 들더라도 유럽이 FTA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통화 등의 전통적인 경제통합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간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은
APEC, ASEM 등의 지역간 협력기구를 통해 미주 및 유럽 등 다른 두 지역과의 협력관
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동아시아가 참여하는 지역내 협력과 지역간 협력을 비교
할 때, 지역내 협력이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 지역간 협력은
APEC과 ASEM을 매개체로 하여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지역통합의 노력에서 회원국, 협력어젠다 등에 매우 복잡한 중층적 구조
가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48)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러한 특징들은 한편에서
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위의 [표 7-1]에서는 본 연구의 맥락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점을 추가적으로 발견
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협력 프로그램들을 심층 분석
해 보면, ASEM, FEALAC 등 동아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간 협력에서는 정치/외
교/안보, 경제, 문화 등 세 가지의 중점 협력분야가 비교적 균형적으로 추구되고 있
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내 협력기구
들의 경우 정치/외교/안보 또는 경제협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협력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시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즉,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협력을 위한 분위기의 조성이 시급하게 요구되
고 있는 것이다.

48)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중층적 구조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성훈 외(2006) 참고.

2.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문화정책의 중요성
가.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과의 차이점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에는 지역통합의 단계, 범위, 깊이 등 지역통합의 모든 분
야에서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지역통합 초기단계에서의 상황조건이 특히 확연
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9) 이러한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유럽이 지역통합을 전개하던 시기인 1950년대 초반의 유럽지역 안보상황은 통합
을 가속화함으로써 공동의 안보이익이 보장되었던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유
럽국가들을 결집시켰던 ‘안보이익의 공유’라는 공동선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
황이라는 점이다. 우선 동아시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놓
고 보더라도 ‘핵불용’이라는 원칙에는 대부분 합의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식,
미국과의 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지렛대로서의 역할 등의 중요한 관련 이슈들과 관
련해서는 동아시아 국가간 입장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
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유럽의 통합 초기와는 달리 동아시아
의 경우 안보문제에 관한 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서 중국에 대한 인식상의 커다란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전
통적으로 대중화권의 영역에 들어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제외하면, 미국과 안보이
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중국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
처럼 동아시아 통합을 주도해야 할 한국, 중국, 일본이 속한 동북아지역에서 공동의
안보이익이 삼국을 묶어주는 구심점이 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 동기 없이도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충
분하고도 강력한 공리적 이익 또는 공동의 인식이 창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문화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찾을 수 있으며, 동아시아 차원의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49) 유럽지역 국가들간의 국제적 관계가 갖고 있는 특성들과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용과
관련해서는 Kim(2004)와 Rozman(2004)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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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역할
동아시아란 지리적 의미의 공간적 실체로서의 지역(area)이 아니라 사회·문화
적으로 구성된 인위적 구성물로서의 지역(region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지역이
란 사회적 관계, 규범, 제도, 이해관계의 복합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의 협동과 경쟁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세일 2004;
이희옥 2004).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 사이에 만남의 계기를 다
양하고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의 연결망을 강화하고 신
뢰와 협력의 틀 안에서 함께 발전해 나아간다는 인식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aas(1958)가 주장한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적 통합으로 시
작되었던 유럽통합의 경우와 달리,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문
화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영역은 하위정치 영역에서 많은 교류와 공통의 이해관계 창출을 통
해 안보라는 고위정치 영역으로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사실 동아시아 내 각국은 과거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의 역내경쟁이 어떤 다른
지역에서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능주의적 통합의 시
발점으로서 유럽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경제분야의 상호보완성에 기대기는 쉽지 않
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유럽과는 달리 ‘시장의 힘’에 의해 역내 국가간 경제통합이 고도로 진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에 새로운 추진력
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의 추진력 제공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경
제통합이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한계성을 고려한다면, 문화적
영역을 기능주의적 통합의 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교류확대와 공동의 이익창출이
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보라는 고위정치로의 기능주의적 파급효과
(spillover)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치안보적 동
기가 아닌 통합의 강력한 추진 에너지로서 공리적 이익, 공동의 인식 창출에 문화정
책이 효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통합의 과정에서와 같
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도 문화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유
럽문화수도 프로그램 등 각종 유럽의 문화정책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도 효과적인 문화정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통합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문화정책은 동아시아 통합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간주되는 배
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공
정 관련 문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동북아 지역의 영토분쟁, 중국 및 구 소련연방
의 자치민족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은 근대적 민족주의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배타성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때로는 국가적, 국민적
통합에 필요할 경우 국내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
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제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조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문화이벤트를 통한 민족간의 접근, 소통
및 상호이해의 증진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제2장에서 소개했듯이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개진된 Laffan(1996)의 주장과
동북아시아의 맥락에서 개진된 박세일(2004)의 주장이 공히 설파한 대로 지역통합
을 통한 정치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지 않으
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공동체 의식은 ‘소속감’ 내지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
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공동체의식
함양에 있어서 문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은 유럽통합의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헌법의 비준실패 등을 통해 위기의식이 확대되는 데
는 유럽시민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가지는 거리감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는 인
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그 어느 때 보다 문화에 관심을 가지
게 되었고 문화를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저변의 이해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유럽연합
과 마찬가지로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국민들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배타적 민족주의가 여전히 역동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자연적으로,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관념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Wendt(1999)의 주장은 특히 배타적 민
족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함의를 가진다. 동아시아적 정체
성과 이익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창출해낼 문화정책이야말로 이 지역의 다기화된 정
체성과 배타성을 극복하는 좋은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럽의 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역 차원에서 잘 디자인된
문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부가가치의 문화 및 관광 산업의 촉진을 통해 역내 저개
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통합의 장애를 극복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8, p. 5). 국가간 성장격차가 비교적 큰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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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경우, 지역 차원의 문화정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는 국가간 격차
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의 폭발적인 문
화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공동의 이익기반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화는 지역 내의 이질감 해소, 소득격차의 축소 등의 부대효과를 가
져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소속감과
정체성의 증진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문화정책의 수립은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통합단계
에서 노정될 수 있는 ‘민주성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지역통합의 과정이 엘리트 계층의 주도로 이루어져 일반대
중과 다분히 유리된 상태에서 진행된 결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반시민들이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비중이 점점 적어짐을 지칭하는 ‘민주성의 결여’에 대한 비판
이 개진되는 빈도가 늘어났다(최진우 2006, p. 103).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을 위
한 1992년 덴마크 국민투표의 결과가 부결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결국 국가간 협력이나 나아가 지역통합을 위한 노력은 민의가 이를 수용하
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좌초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만
일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이 우리에게 있어 세계화 시대의 국가생존 및 발전을 위
한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성공적인 지역
통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통합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시민들은 경제통
합에서와는 달리 정치통합의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는 때로는 유
럽통합 자체를 정체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분석해 보면, 이는 지나치게 기능주
의적 시각에서만 통합을 추진하여 각 국가 국민들간의 충분한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
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행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럽
의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지역통합에서 각국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 및 정체성의 형성
에 요구되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시민사회 조직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문화정책
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참여시키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3. 문화정책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향후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효과적인 문화정책이 최근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과연 어떠

한 전략과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지역통합의 논의와 관련해, 기존의 세계화 추세에 대한 지역주의 모형으
로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양한 시험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것을 동아시아적 정체성에 입각해 비판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성찰해
보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의 문화정
책의 전략과 방법은 그 자체로서의 논의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을 함께 분석
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정체성·소속감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정책
유럽연합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에 맞는 문화정
책의 목적과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아시아 통합의 촉진제로서 문화정
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용 및 부수효과보다는 공동의 정체성과 소속감 형
성을 위한 목적에 보다 부합해야 한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은 여느 국가에서 국민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적 상징물을 사용하듯이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유럽시민들의 결속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 특히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을 피하되, 경제
적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서 문화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경제
적 수단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
된다. 문화영역을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영역에 관한 공동체 차원의 조치도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유럽
문화수도 프로그램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한편, 지역문화를 강조하고
홍보를 통해 지역 identity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EU가 추진하
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문화의 경제성을 강조함으로써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또 이에 추가하
여 홍보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등 부수적인 효과들도 기대된다고 하겠다. 요컨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경우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빚어진 심리적 장애와 같은 어
려움들을 문화를 매개로 극복하여 경제적 공동이익을 창출한다는 목적을 다분히 가
진 정책이다.
그러나 동아시아통합에서 문화정책이 가지는 목적은 유럽통합에서와 같이 경제
적 차원의 공동이익 창출보다는 공동의 안보이익과 배타적 민족주의 극복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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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정체성 확립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상이한 근
대화 과정과 역사인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이 갖는 정체성 자체가 약한 만큼,
정체성의 지역적 공유와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동
아시아의 경우 통합의 과정이 유럽연합과 달리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고 보다 느슨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정책의 경제적 효용만을 강조하는 것
은 자칫 문화 및 관광 산업 등의 영역에 대한 역내 국가간 새로운 경쟁국면을 야기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역사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수도 유
치를 위한 국가간 과다경쟁은 오히려 국가간 민족주의 강화의 역작용을 가져올 우려
도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 및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상호간 쌍방교류이
며 이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국가간 문화교류가 자칫 배타적 문화국수주
의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나.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
또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적인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의 창출
을 통해 역내 국가간 상호 호혜적이고 운명공동체로서의 결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문화정책이 가장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한
자, 유교 등의 공동의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질적이고 다
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적 공통성과 동아시아의 지역 정
체성을 창출해낸다는 것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라는 측면보다 더욱 중요하
고 본질적인 통합의 선제조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문
화정책의 핵심은 유럽문화수도와 같은 지리적, 공간적 차원의 범주를 넘어서 한자,
유교와 같이 각 민족들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공통 콘텐츠’의 창
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유럽문화수도와 유사한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50) 경주
시의 역사문화도시 등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들에 대한 예산 및 홍보지원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러
한 정책들이 한 국가의 문화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효용의 제고라는 측면을 넘어 동
아시아 지역통합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50) 이의 상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2007) 참고.

그러나 역내 다수의 국가가 함께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은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 공동의 정체성
과 소속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동북아 지역을 가리켜 흔히 한자문화
권 내지 유교문화권이라 부르는 것처럼, 한자는 개별국가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
고 시대와 국가에 따라 읽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이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의미
체계는 바뀌지 않음으로써 문화의 연속성을 담보해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기능해 왔
다(이남희 2005, p. 100). 거대한 인구와 다수 민족을 포괄하는 중국 대륙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한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서 ‘한류’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하다. 한 조사에서 <겨울연가>가 일본인의 의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한국의 이미지가 변했다’(26%), ‘한국에 대한 흥미가 커졌다’(22%), ‘한국문화
에 대한 평가가 변했다’(13%)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에 깔려 있는
자연스러운 공감대야말로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미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라
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이안재 2005).
요컨대, 유럽문화수도프로그램과 같은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기능주의적 지역
통합에 있어 야기된 어려움을 문화를 매개로 한 공동의 인식과 정체성의 창출을 통
해 극복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아직 제도화의 정도가 낮은 동아시아의 향후 지역통
합 전망과 기대에 많은 긍정적인 함의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경우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의 약한 정체성과 역사인식의 문
제 등 지역통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내 국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다문화적인 열린 인식이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동화와 배제를 넘어서 다민족, 다국
적, 다문화적인 사회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미루
어 볼 때 바로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이 통합을 위해 뛰어넘어야 할 가장 우선적 기반
이 되는 것이다.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의 공유와 동아시아적 정체성의 창출은 동아
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라는 말처럼 문화적 역량은 한 국가 한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통합에 있어서도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지
역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모델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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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아시아 국가간 이해관계 균형 도모
앞 장에서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 유럽문화수도프로
그램과 같은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방법론적 시사점을 준다. 그 중에서
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균형시킬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과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시키는 방법론
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유럽문화도시의 개최지 선정이 여러 국가 및 기구들이 참여함
으로써 유럽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의 특질에 대한 일종의 공동된 합의를 창출해내는
과정임을 관찰하였다. 특히 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들에서 고부가가치의 문화 및
관광 산업이 촉진되기 때문에 문화수도 행사가 역내 국가들의 공동의 관심과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통합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
램의 출범 초기에는 회원국에서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이와 동시에 비
회원국가를 중심으로 ‘유럽문화의 달(European Cultural Month)’ 프로그램을 개최함
으로써 종국적으로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차별하지 않고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 온 것
이다. 즉,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개최도시를 국가들간 순환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그
리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병렬적인 다른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도 통합에의 참여의지가 각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하여 이해관계를 균형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지역통
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이 지역차원에서 벌
어지는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들의 지역통합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통합을 실질적으로는 촉진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국가들이 지역의 공동문화정책을 매개체로 지역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유산과 역사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결국에는 이
들을 역내 통합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제8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연성권력으로서의 EU의 문화정책을 통해
지역통합의 초기단계에 있는 동아시아가 통합을 심화·확장·확대해 나가는 데 참
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역통합의 가장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이루어낸 유럽지역과, 아직 지역 전체
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조차도 창출해내지 못한 채 지역통합의 가장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아시아를 상호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본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세하게 분석해 본 유럽의 문화정책적 철학, 수단 및 사례연
구를 통해 동아시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럽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이 동아시아 차원의 문화정책 입안
및 추진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구체적인 문화정책 프로그램이 동아시아에서도
추진될 경우의 시사점은 위의 시사점과는 별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입안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EU의 문화정책으로부터 동아시아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
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럽통합에서는 파급효
과의 시발점으로 경제통합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이
미 시장의 힘에 의한 경제통합이 매우 고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통합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는 기능주의적 파급효과의 시발점으로서 ‘경제’보다는 ‘문화’
영역이 바람직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효과적인 문화정책을 실시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주요국 사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호불신, 영토분쟁 등의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문화정책을 시발점으로 한 지역통합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경우 현재 유럽연합 회
원국들이 체감하고 있는 통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소외감·거리감을 통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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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정책의 속성상 예술가, 음악인, 공연기획가 등 문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일
반국민들과 정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고도의 통합체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동의 문화정책을 지역통합을 위한 기초여
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투입되는
문화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국들이 동아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
고, 새로이 부상하게 될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형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이 사례연구 대상이었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 관찰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참여방식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50
년 이상의 지역통합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유럽의
정체성과 유럽통합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에 보다 많
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지역통합의 초기에 머물러 있는 동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국가간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강
조할 경우 국가간 이해관계가 강하게 대립되어 지역통합이라는 목표 자체를 좌초하
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합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정책 분야에
서는 모든 국가가 공감할 수 있고 공통분모를 찾기 용이하도록 동아시아 공통의 ‘문
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보
면, 공통의 문화콘텐츠를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즉, 신규회원국이 EU
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가입조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EU
는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어 동유럽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서방세계로 편입
되기를 원하면서 그 첫 단계로서 EU 가입을 희망하였을 당시 안정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법치주의와 소수권익 보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등 법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가입기준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유럽의
맥락과는 사뭇 다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입심사를 까다롭게 하
여 특정 국가를 가입하지 못하게 배제하는 과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통분모를 발견
해내어 지역통합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가? 즉, 이를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의 문화콘텐츠
를 개발하여 각국의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지역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특히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통합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실 첫 번째 시사
점에서는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지역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을 논의할 때 경제적 이
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함양하는 데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행사나 문화이벤트들이 경제적 파급효
과를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제효과는 예를 들어 유럽문화수도 프로
그램에서 많은 개최도시들이 1990년대 들어와 문화도시 행사의 개최를 지역경제개
발과의 관련성하에서 추진하는 모습에서 확인한 바 있다. 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저
개발 국가나 한 국가 내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는 매우 매력적인 유혹임에 틀
림없다. 문화정책이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이를 마다할 필요는 없으
나, 국가간, 또는 지역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다는 판
단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효과는 유럽의 경우는 신규회원국들인 동유럽 국가들에,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통합에 가입을 주저하는 동남아시아의 개
도국들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을 지역통합
과의 관련성하에서 추구할 때, 국가간 이해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가
운데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통해서 종래
지역통합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방향전환될 수 있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2.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를 수행한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도 동아시아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
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는 가운데, 경제분야
보다는 ‘문화’를 지역통합의 파급효과에서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수도 프로그램처럼 구체적인 문화이벤트를 실행하
는 단계에 가서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주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도외
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0년대 중후반에는 전
통적인 문화도시들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다가 1990년대 초반
부터는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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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문화이벤트를 기획할 때 개최국(도시)의 기본적
인 경제적 수요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지
역 내의 문화정책적 수요와 개최국(도시)의 경제적 수요가 맞물릴 수 있도록 보다 세
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유럽의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에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그리고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즉, 유럽연합은 프로그램 초기에 회원국에는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그리고 비
회원국(가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럽 문화의 달’ 프로그램을 병렬적으로 시
행한 경험이 있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에서 각각 1개
국씩을 선발하여 같은 해에 문화수도 프로그램을 개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즉, 이
들간의 소통을 통해 자칫 신규회원국들이 가질 수 있는 유럽통합에 대한 거리감·회
의감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유사한 프
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 이른바 Twinning 프로그램을 추진하
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winning 이란 동아시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파트너로 묶어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소통
및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6
년 한국의 경주시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시가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라는 주
제하에 공동으로 문화엑스포를 비교적 성공리에 개최한 사례는 깊이 음미해 볼만 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차원의 문화프로
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유럽의 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미 고도의 지역통합
체로 발전해 있는 EU의 특성상 개최국(도시)의 선정과정, 재정 지원, 사후 평가 등
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EU 집행위원회와, 이사
회, 유럽의회, 그리고 지역위원회 등이 이미 합의된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제각기 주
어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담
당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다행히 동아시아 전체를 아울러 경제협
력을 추진하고 있는 ASEAN+3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
록 ASSEAN+3가 사무국 기능의 결여 등 아직은 체계적인 조직화에 있어서 미흡하기
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만약 필요로 하는 조직화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잠
정적으로 ASEAN 사무국에 이 역할을 담당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동
아시아 차원의 문화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ASEAN 회원국들이 가장 커다란 수혜자

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해 봄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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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85~2006년도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및 운영 체계
연도

1985

1986

1987

1988

개최지

아테네

피렌체

암스테르담

서베를린

6~12월

7~12월 (일부 행사는
후년에도 개최)

5~12월

4~12월

기간

주제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유럽에

“피렌체의 부활
(Florentine renaissance)”

“새로운 아이디어로의
미래 비전 (A future for

영향을 미친 다양한

ideas)”

그리스 문화 유적을

다양한 유럽국가의 문화

탐색해보는 계기로 마련

정체성에 대한 상호

혁신의 도시
동서독의 만남의 장
창의성이 있는 도시

이해 증진 목적
프로그램
규모

633개의 퍼포먼스와
102개의 전시회, 20여
차례의 컨퍼런스

50여 개의 문화 행사
(퍼포먼스, 전시회,
음악회, 연극, 무용,
영화 등)

25개의 전시, 800여
개의 다양한 행사

450여 개의 다양한 행사

운영 조직
및 규모

문화부 내에 별도의
독립 기구 마련 (14명),
지자체 개입은 배제함

시청 차원에서 독립기구
마련 (12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후에 국가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관여

국립 극장원
(the Netherlands
Theatre Institute)과
국립 페스티벌 기관
(the Holland Festival)
간의 합작 형태 (각각
6명과 1명씩 참여)

자금 운용은 베를린
시에서 관리, 행사
운영은 비영리 단체
(Werkstatt)에서 담당 ,
최대 참여
인원수는 60명

예산 규모
및 재정
지원 기관

6,900억 드라크마 (약
20억 유로)
주요 회원국들로부터의
지원금 (38%), 아테네
페스티벌 지원금 (16%),
EC 보조금 (2%)

290억 리라 (약 1,000만
유로)
문화유산부처 지원
(52%), 관광 및 행위
예술 부처 (3%),
EC 보조금 (0.1%)

514만 길더
(약 233만 유로)
문화부 (53%),
암스테르담 시 (40%),
EC 보조금 (6%)

5,741만 마르크
(약 2,935만 유로)
베를린 시 (Land
Berlin)에서 총 예산의
79% 지원

주요 지출
내역

프로그램 운영 (80%),
인프라 시설 구축 (20%)

유산 복원 (24%),
전시 (30%)

프로그램 운영 (65%),
국립극장원 (23%)

Wekstatt 주관 프로그램
운영 (27%),
기타 프로그램 운영(40%)

평가 및
문제점

유럽 전역에 그리스의
문화적 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
제공, 인프라 수준 향상
후속 개최도시에
제시할 만한 역할 모델
구축은 미흡, 사후 평가
조치 미흡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관광전략 제시 미흡,
기존의 문화 페스티벌을
전환시켜 운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부재, 다만
당해 연도 관광객
증가에 대해 예측할 뿐,
예산 규모 확대의
필요성, 행사 진행 관련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 느낌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
가는 프로그램 구성에는
실패

자료: Yoon (2009), pp. 191~208에서 발췌 및 재구성.

연도

1989

개최지

1990

1991

1992

파리

글라스고

더블린

마드리드

기간

여름 2~3개월

12개월 (문화도시의 해)

3월 중순~12월

12개월

주제

자체적인 목표 설정 부재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

문화도시 선정 자축 목적
장기적으로
문화·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가져올
조직 구축 목적
“글라스고1990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There’s a lot Glasgowing
on in 1990)”

“아일랜드를 유럽으로,
유럽을 아일랜드로
(bring Ireland to Europe
and Europe to Ireland)”

“마드리드 문화는
유럽의 중심 (Madrid
Culture is Capital)”

프로그램
규모

문화유산 홍보 관련
행사

모든 종류의 문화 관련
활동 포함, 22만여
개의 이벤트

43개 미술 전시, 23개
기타 전시, 580개 이벤트

미술 전시, 음악, 연극,
무용,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총 2,250개
이벤트

운영
조직 및
규모

행사 운영은 국가와
파리 시 간의 동시
감독, 행사 홍보는 별도
기구 (ADEC)에서 담당

시 관할 글라스고 지역
위원회 내에 페스티벌
사무소 (Festivals office)
설치

총 16명으로 구성,
시장을 장으로 하는
민간 조직체 구성
(Dublin Promotions
Organisation Limited)

문화부, 시청,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장이 장 역임
최대 63명 구성 (유동적)

예산
규모 및
재정
지원
기관

파리 시 지원 (275만
프랑), EC 지원금 (12만
ECU)

3,270만 파운드
(약 4,153만 유로)
글라스고 지역 위원회
(Glasgow District
Council, 59%),
스트래트클라이드
지역 위원회
(Strathclyde Regional
Council, 39%),
EC 보조금 (0.2%)

792만 7,000푼트
(약 1,000만 유로)
기업체 후원 (24%),
국민 복권 (18%),
EC 보조금 (3%)

72억 2,100만 페세타
(약 4,340만 유로)
특별 복권 (42%),
마드리드 시 (24%),
기업체 후원 (23%),
EC 보조금 (0.4%)

1990 프로그램 (49%),
지역 사회 이벤트 (16%)

프로그램 운영 (88%),
마케팅 (6%)

프로그램 운영 (70%),
홍보 (13.1%)

글라스고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향상,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가
문화에 대한 개념 확대
- “오늘날 글라스고를
있게 한 모든 것은 다
문화다 (everything that
makes Glasgow what
it is)”

준비기간 부족으로 특색을
살리는 데는 역부족
템플 바 (Temple Bar)
건설의 계기 제공
DPOL 해산으로 인해
운영 노하우 전수는 한계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
(클래식 콘서트에 치중한
나머지 대중적 이벤트
준비가 부족하였음)
마케팅에 대한 예산 편성
비율 높임 (14%),
기타 별도 추진하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시기적으로 일치 (후안
카를로스 1세 공원,
마드리드 국립극장,
아메리카의 집 등)

주요지출
내역

*

평가 및
문제점

특별한 기대효과 부재,
홍보 기간 부족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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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3

1994

1995

1995

앤트워프

리스본

룩셈부르크

니코시아**

기간

9개월

2~12월

1~12월

유럽문화의 달

주제

사회·경제적 목적보다

“리스본, 문화 교류의 장

“룩셈부르크, 문화의

유럽의 정신과 문화 홍보

예술적 목적을 우선시

(Lisbon, a Meeting Point

다양성이 공존하는

니코시아 문화에 대한

함, 예술 도시 구축의

of Culture)”

유럽의 도시

관심 고양

목적

(Luxembourg,

이 도시에 대한 대외적

“예술을 위하여 (opting

European city of all

홍보 목적

for art)”

cultures)”

개최지

1,130여 개 행사

500여 개 프로젝트,

프로그램

행위 예술, 시각 예술,

규모

음악, 영화, 사진, 문학

1,120여 개 문화 행사,

야외 이벤트 등 600여

300여 개 전시

130개 문화 이벤트

개 행사
운영 조직

기업가를 장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리스본

중앙정부와 룩셈부르크

지자체 내에 담당부서

및 규모

독립 조직체 구성

시로부터 각각

시 간에 공동으로

설치, 부서장은 시장이

최대 93명 (유동적)

임명하여 독립 기구

비영리기구 조직

겸임

(Sociedade Lisboa 94)

(Luxembourg 95)

15-20명의 직원이

구성, 의장은 별도로

위원회는 9명, 실무진은

계약제로 고용

초빙

최대 55명

예산 규모

7억 4,100만 벨기에

79억 4,000만

2,440만 유로

140만 유로

및 재정

프랑 (약 1,837만 유로)

에스쿠도 (약 4,000만

중앙정부 (35%),

중앙정부 (57%),

지원 기관

벨기에 정부 (27%),

유로)

룩셈부르크 시 (32%),

기업체 후원 (21%),

기업체 후원 (24%),

리스본 시 (32%),

EU 보조금 (2%)

EU 보조금 (7%)

EU 보조금 (3%)

문화부 (32%),

주요 지출

프로그램 운영 (64 %),

프로그램 운영 (49%),

프로그램 운영 (61%),

프로그램 운영 (46%),

내역

홍보 (1%)

홍보 (12%), 조직

홍보 (9%), 인건비 (9%)

홍보 및 마케팅 (23%)

EU 보조금 (1%)

운영 (11%), 도시 계획

이와 별도로 도시 개발

프로젝트 (4%)

계획에 예산 배정
(68만 유로)

평가 및

3가지 주요 재건

국제적 이미지 제고,

다른 유럽 도시와

예산 부족 및 준비

문제점

프로젝트 수행 (센트럴

관광수입 증가

연계할 만한 이벤트

기간의 부족, 기업체의

역, 불라 (Bourla) 역,

부족

후원 부족

성모마리아 성당)

주요 문화시설 확충

룩셈부르크와 공동

(카지노를 현대 예술

홍보 전략

전시장으로 전환,
필하모니 콘서트 홀 및
MUDAM 건립)
후속 이벤트 위한 기구
마련

연도
개최지
기간
주제

1996

1996

1997

1997

코펜하겐

페테스부르크**

데살로니카

루블리자야**

1~12월

5~6월

1~12월
문화 인프라 확충

5~8월
국제적 인지도 제고

계절별 테마 사용:

현대 러시아 및 외국

역사적 도시 (봄),

예술에 대해 접할

목적, 슬로베니아

그린 도시 (여름),

기회 제공, 유럽

예술인들의 국제적

새로운 유럽 (가을)

문화 맥락에서의

네트워킹 확립

주요 목표: 예술과

페테스부르크의

목적

문화에 대한 폭넓은

예술에 대한 이해의

참여 유도, 문화와

장 제공

예술의 지속적인 향상
추구,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 강조 등
프로그램

670개 문화 프로젝트

규모

10개 국제 페스티벌,

1,271개 프로젝트

200여 개 이벤트
(음악이 반 이상 차지)

34개 전시, 103개
드라마 및 음악 공연,
128개 콘서트

운영 조직

12명으로 구성된

시 조직 내에 운영위원회

독립된 운영위원회

6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및 규모

이사회와 최대

마련, 10명 규모

(Thessaloniki 97) 조직

기구 마련

108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기구
(Copenhagen 96)
예산 규모

5,400만 유로

130만 유로

6,080만 유로

300만 유로

및 재정

코펜하겐 시 및 지자체

문화부 (0.03%),

중앙정부 (99%),

중앙정부와 시에서

지원 기관

(31%), 중앙정부 (25%)

EU 보조금 (9.2%)

EU 보조금(0.3%)

반씩 부담, EU 보조금

주요 지출

프로그램 운영 (84%),

프로그램 운영 (66%),

*

내역

홍보 (13%)

평가 및

문화 인프라 시설 구축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300개 이상의 문화

준비과정에서 정치적

문제점

장기간 지역문화 구축

유럽 차원의

및 기타 인프라 확충,

이해관계 대립 발생

대외 이미지 홍보

이벤트로는 최초

일자리 창출

데살로니카와는 협조

지역경제발전

예산 부족과 국제적

뚜렷한 전략의 부재,

관계 부재

홍보기간 부족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

문제점 야기

준비기간 부족

*

홍보 (14%)

일부 프로젝트는
코펜하겐과 협력하여
추진 (심포지엄, 콘서트,
전시회, 청소년 연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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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최지
기간
주제

1998

1998

1998

1999

스톡홀름

린츠**

발레타**

바이마르

6월 1일~30일

2~12월

역사적 도시,

98년 1월~99년 1월

“일과 놀이 (job-net-

8~10월

다양한 관객에게 어필할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및

환경친화적 도시,

gen-fun)”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기타 인프라 여건 확충

볼거리 제공

예술 및 철학적 논쟁의

국제적 도시, 창의적
도시로서의

활성화 계기 마련

이미지 제고

국가 및 시 차원의
다양한 기념일 축하
- 괴테 탄생 250주년
기념, 쉴러 탄생
240주년 기념, 베를린
장벽 붕괴 10주년 기념
등
30개 프로젝트, 그

370개 문화 행사

24명의 이사회와 최대

중 상당 수는 야외

프로젝트

140명의 운영위원회

프로젝트로 구성

프로그램

1,218개의 프로젝트

규모

30여 개 프로젝트

운영 조직

스톡홀름 시 소유하에

린츠 시청 내

총 18명의 이사회와

투린지아 (Thringia)

및 규모

회사 설립

문화부에서 담당,

운영위원회로 구성

주정부와 연방정부,

(Stockholm-Europas

별도로 10명

바이마르 시청이

Kulturhuvustad 1998

으로 구성된 이사회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 설립

AB)

(Weimar 99 GmbH)
11명의 이사회와
30명의 실무진, 기타
프리랜서 및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
예산 규모

5, 480만 유로

180만 유로

및 재정

중앙정부 (30%),

린츠 시 (30%),

지원 기관

코펜하겐 시 (50%),

중앙정부 (30%),

EU 보조금 (2%)

지자체 (30%),

4, 600만 유로
지자체 (49%),
*

중앙정부 (32%),
EU 보조금 (2%)

EU 보조금 (4.4%)
프로그램 운영 (65%),

주요 지출

프로그램 운영 (71%),

프로그램 운영 (71%),

내역

홍보 (23%)

홍보 및 마케팅 (20%)

평가 및

문화에 대한 투자 증가

유럽적인 가치에

준비시간 부족,

문화 인프라 시설 확충

문제점

및 관광수입 증가,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협의 부족

및 기타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국제적

덜 중요시

인프라 구축사업 촉진

예술 및 철학적 논쟁의

인지도 향상

유럽적인 가치를

계기

활성화

전략 부재의 문제점,

보여주기 위한 전략

국내외 관광객 수 증가

유관기관간의 협조

부재

후속 조치 기관

부족, 강력한 지도력

자금 부족과 준비기간

(Weimar kulturstadt

부재

부족

GmbH) 설립

*

인건비 및 간접비 (30%)

연도

1999

2000

2000

플로브디프**

아비뇽

베르겐

기간

5~8월

99년 12월~2000년 12월

주제

유럽의 가치 홍보

“아비뇽, 영원한 쇼 (Avignon,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불가리아 문화의 우수성과

a permanent show)”, “예술과

축제 분위기 고취

유럽역사 속에서의 의미 홍보

창조성 (Art and Creativity)”

대외 인지도 고양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는

봄: 가든 페스티벌,

계기 마련

여름: 연극 페스티벌,

개최지

2~12월

가을: 미식요리 페스티벌,
겨울: 동유럽 페스티벌
아비뇽 지방의 창조성 고취 및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프로그램

350개 이벤트

규모

200여 개 문화 행사 프로젝트와

500여 개 프로젝트와

25개 전시회, 10개의 야외 기념

3,000개의 개별 퍼포먼스,

행사

150개 전시, 180개 야외 기념
행사, 50개
세미나 및 학교 프로젝트

운영 조직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아비뇽 시에서 직접 운영

독립적 성격을 띤 이사회

및 규모

운영위원회

(Mission Avignon 2000)

(10명)와 21명의 실무진

(Plovdiv 99 Foundation) 설립
운영위원회는 30명의
full-time 직원과 70명의
part-time 직원으로 구성
예산 규모

1,600만 유로

2,110만 유로

1,279만 유로

및 재정 지원

중앙정부 (31%),

중앙정부 (36%),

중앙정부 (36%),

기관

시 (31%), 입장료 (25%),

아비뇽 시 (25%),

베르겐 시 (26%),

EU 보조금 (13%)

EU 보조금 (1%)

개별 후원 (25%),
EU 보조금 (2%)

주요 지출
내역

프로그램 운영 (44%),
*

*

홍보 (7%),
인건비 및 간접비 (44%)

평가 및

인프라 시설 확충, 관광객 25%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문화에

문제점

증가

대한 지출 증가

유럽 내의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분명한 전략 부재, 준비기간의

교류 촉진

부족, 기업체로부터의 관심

방만한 예산 운용과 구체적인

부족, 지속적인 조치 부재

행사전략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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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0

2000

2000

개최지

볼로냐

브뤼셀

크라코우

2~12월

(총 5년이나, 본 프로그램은

기간

1999년 여름부터 2000년

96년 1월~2000년 12월

까지 지속
(별도의 공식적인 개막식 및

2000년 1월에 시작)

폐막식 이벤트는 없음)
“커뮤니케이션

국경을 초월한 예술가들의

폴란드의 문화 중심지로서의

(Communication)”

자유로운 교류를 통한 문화

크라코우에 관한 홍보 및 장기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발전 및 사회 통합, 문화에 대한

간의 문화 발전 도모 목적

국내외 관광객 유치

대중의 관심 증가

총 551개 프로젝트

350개 프로젝트

운영 조직

독립기구 (Bologna 2000)

비영리단체 (Bruxelles/ Brussels

반독립적 형태의 조직 체계로

및 규모

설립

2000) 조직

이사회는 19명으로 구성

6명의 이사회와 최대 55명으로

28명의 이사회와 최대 200명의

주제

프로그램
규모

121개 프로젝트 및 656개의
퍼포먼스 (2000년도만 포함)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구성

실무진으로 구성

예산 규모

3,383만 유로

3,196만 유로

1,277만 유로

및 재정 지원

중앙정부 (33%),

국민복권 (19%),

중앙정부 (50%),

기관

지방정부 (30%),

사적 후원금 (16%),

크라코우 시 (33.6%)

볼로냐 시 (19%),

플레미시 지자체 (13%),

EU 보조금 (0.3%)

불어권 지자체 (13%),
EU 보조금 (1%)

주요 지출

프로그램 운영 (66%),

프로그램 운영 (67%),

내역

관광 및 마케팅 (24%)

홍보 (10%),

*

인건비 및 간접비 (13%)
평가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상당수 문화 인프라 개선 (the

문화 정보센터 및 공원 부지

문제점

(도서관, 아트 센터 등)

Monts des Arts, the Museum

재건, 시 성벽 보수

관광객 수 증가

of Musical Instruments 등)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후속 이벤트 개최

연도
개최지
기간

주제

2000

2000

2000

헬싱키

프라하

레이캬비크

99년 12월~2000년 12월

99년 12월~2001년 1월

(예비 프로그램은 99년 여름에

(예비 프로그램은 99년도에

실시)

실시)

1~12월

헬싱키 및 인접국가 시민들이

문화와 역사, 배움의 도시로서의

대내외적 차원에서 문화적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도모,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와 금융의

다양성 증진

혁신과 창의성 증진,

중심으로서의 프라하 이미지 홍보

문화 프로그램 개최 통한 축제

지역 주민의 문화에 대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진행,

분위기 형성, 해외 관광객 유치,

관심 증대,

국제적 이미지 강화,

지역적 자부심 고취, 타 유럽

대외적 도시 이미지 고양,

문화에 대한 프라하 시민들의

도시와의 관계 증진, 대외적

장기적인 문화 발전 도모,

관심 고취

이미지 고양

284개 문화 프로젝트

사회 통합 도모, 국내 관광객
수 증가
프로그램

총 503개 프로젝트

총 380개 프로젝트

규모

(시각 예술, 음악, 행위 예술,

(음악, 연극, 시각 예술, 거리

야외 행사 등)

행진, 야외 공연 등)

운영 조직

독립적인 조직체 설립 (The

독립적인 조직 (Prague-

독립적 조직체 설립, 이사회는

및 규모

City of Culture Foundation),

European City of Culture 2000

7명으로 구성

15명의 이사회와 최대 41명의

company) 구성 및 운영

실무진으로 구성

12명의 이사회와 최대 25명의
운영 위원회로 구성

예산 규모

3,305만 유로 - 시 지원

3,138만 유로 - 시 지원 (65%),

852만 유로 - 레이캬비크 시

및 재정 지원

(Helsinki, Vantaa, Espoo)

중앙정부 (27%),

(43%), 중앙정부 (37%),

기관

(51%), 중앙정부 지원 (29%),

EU 보조금 (1%)

EU 보조금 (3%)

EU 보조금 (1%)
주요 지출

프로그램 운영 (74%),

프로그램 운영 (88%),

프로그램 운영 (69%),

내역

홍보 및 마케팅 (20%)

홍보 및 마케팅 (7%)

홍보 및 마케팅 (17%)

평가 및

문화영역에서의 네트워킹

준비시간 부족, 협의과정 부족,

문화 이벤트 개발, 문화

문제점

강화, 개최지의 대외적

유명 예술인에게 지나친 의존,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장기간

이미지 제고, 자부심 고양,

관심을 끌고자 몇몇 대중적

지역 문화 개발 필요성 고취,

지속적인 문화프로젝트 구성,

이벤트에 홍보 편중

문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후원

유럽문화협력 강화 효과

새로운 문화시설 마련 계기

증가

헬싱키의 공공 사우나 시설

(Prague Automuseum, the

문화시설 설립 및 보수 작업

재정비 (Kotiharju Sauna)

Museum and Archive of

촉진 계기 제공 (the Culture

문제점: 전문성 부족,

Popular Music), 주요 문화

House, the Reykjavik Art

파트너십 형성에서의 문제,

시설 재건 (the Astronomical

Museum, the Reykjavik City

지속적인 조치 부족

Tower, baroque hall of the

library, the Reykjavik Museum

Clementinum, the Müller Villa,

of Photography, the Reykjavik

the Hvezda Summerhouse)

Municipal Archiv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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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0

개최지

2001

2001

2001

산티아고

포르토

로테르담

바젤**

기간

2000년 여름 집중
개최

1~12월
(일부 프로젝트는 2000년에 시작)

1~12월

11월 1일~30일

주제

순례지 이상의
이미지를 홍보함과
아울러 산티아고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외적
위상 제고 도모

새로운 문화 열풍 고취,
문화에의 관심과 참여
고취, 문화 인프라 및 도시
재개발에의 투자 증가, 지역적
자긍심 고취

사회통합 발전 추구
“로테르담은 여러
도시를 담고 있다
(Rotterdam is many
cities)”

바젤 시의 문화
행사에 대한 대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및
축제 분위기 고양

프로그램
규모

1,210개 퍼포먼스

350개 프로젝트
(1,959개 이벤트)

연극, 전시, 거리 행진 등

120여 개 문화
프로젝트, 40여 개
야외 이벤트

운영 조직
및 규모

두 개의 정부
조직 (시청과
지방·지역·중앙 정부
간 컨소시엄 조직)
안에 담당부서 설치,
최대 6명의 직원 배치

독립적 조직체 구성 (Porto
2001 SA), 이사회는
초기 19명으로 구성,
운영위원회는 최대 80명으로
구성

1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대
4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독립적인 조직 설립
이사회는 5명,
운영위원회는 12명
(프리랜서 포함)으로
구성

예산 규모
및 재정
지원 기관

2,286만 유로 개별 후원 (69%),
지방·지역·중앙 정부
간 컨소시엄 (30%),
EU 보조금 (1%)

프로그램 운영에 5,850만
유로, 기반 시설 구축에 1억
6,750만 유로 투입, 지원
규모는 중앙정부 (81%),
후원 (5%), 포르토 시 (2%),
EU 보조금 (0.2%)

3,410만 유로 기업 후원 (33%),
중앙정부 (23%),
로테르담 시 (23%),
EU 보조금 (2%)

700만 유로

도시시설기반 확충 (37%),
문화 인프라 시설 (37%),
프로그램 운영 (13%)

프로그램 운영 (67%),
인건비 (14%)

조직 운영, 행사 진행, 재정
운용면에서 문제점 지적,
기상조건 악화로 진행에 차질
문화시설 설립 및 재정비
(the Casa da Musica, the
National Museum Soares
dos Reis, the National
Theatre Carlos Alberto,
the library Almeida Garrett
da Vitoria, the Coliseu, the
cloisters of the Convent
of S.Bento da Vitoria)
문화 시설로의 전용 (시립
교도소를 사진 전시장으로
탈바꿈), 지역 재개발 (“Baixa
Portense”)

문화 분야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사회
통합 증진,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양
제반시설 확충 및
재건 프로젝트 진행

주요 지출
내역
평가 및
문제점

*
방문객 수 증가,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 기획,
시청과 지방
정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
홍보 미숙,
녹지대 및 주차
공간 재정비

*
문화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강화
포르토와 로테르담,
리가와의 관계는
형식적인 수준의 협력
(리가 음악단의 바젤
공연)

연도

2001

2002

2002

개최지

리가**

브뤼헤

살라만카

기간
주제

7~9월

2~11월

1~12월

비상업적 성격의 문화 및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높은 수준의 문화 프로그램

예술 프로젝트 증진, 국제적

문화관광 개념 고양

마련, 현대 예술과 전통

차원의 문화협력 강화, 문화

문화 인프라 시설 확충,

이미지의 조화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적 관심

장기간 문화 발전을 위한 초석

대외적 도시 이미지 고양,

고취

제공

축제 분위기 고취, 문화
인프라 시설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규모

165개 프로젝트

1,100개 문화 이벤트

3명의 실무위원과 30명의

비영리 목적 독립조직 설립,

독립적 조직체 설립 (현재는

홍보 담당, 30명의 카탈로그

15명의 이사회와 최대 80명의

시 정부 조직으로 편입)

제작

운영위원회

3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44개 연극 및 무용 공연, 23개
음악 콘서트, 6개 오페라
공연, 6개 미디어 이벤트, 5개
전시, 4개 문학 낭독회, 3개
세미나 및 컨퍼런스

운영 조직 및 규모

5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200명의
자원봉사자
예산 규모

중앙정부 100만 유로 지원,

2,720만 유로 -

3,920만 유로 - 공공 기관

및 재정 지원 기관

기타 후원금

개별 후원 (23%),

(57%), 개별 후원 (38%)

플레미시 지역정부 (18%),

별도로 인프라 구축 위해

복권 (18%), EU 보조금 (9%)

4,650만 유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61%),

프로그램 운영 (59%),

*

홍보 및 공동체 (22%)

시설 및 설비 (13%)

지원 결정 과정의 지연으로

문화 인프라 시설 개선

문화 인프라 시설 개선,

인해 지원 시점 늦음

(Concertgebouw 콘서트 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설립, Church of Our Lady,

문화시설 보수

City Theatre, City gatehouse,

(극장, 콘서트-스포츠 홀,

Town Hall, Music Academy

아트 센터 등)

시설 보수)

재원 부족, 후원 감소,

파트너십 형성 과정에서

실무진 건강문제

주요 지출 내역

평가 및 문제점

문제점 드러남, 관객의 관심
부족, 지속적인 프로그램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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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

2003

개최지

그라츠

페테스부르크**

기간
주제

1~11월

9월 27일 개막식

유럽에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문화에 대한

페테스부르크의 문화적 다양성 홍보, EU와

인식 확대, 지역에 대한 자긍심 강화

UNESCO 등의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그라츠와 협력관계 강화

프로그램 규모

총 108개 프로젝트

*

운영 조직 및 규모

독립적 기구 (Graz 2003) 설립

시청 내 5개 위원회와 협력관계 (대외 관계,

이사회는 11명, 운영진은 최대 110명

문화, 홍보, 교육, 3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예산 규모 및 재정

5,920만 유로 - 지역정부 (32%),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EU는

지원 기관

그라츠 시 (31%), 중앙정부 (25%),

36만 유로 지원

EU 보조금 (1%)
주요 지출 내역

프로그램 운영 (61%), 홍보 및 마케팅 (24%)

*

평가 및 문제점

문화시설 마련: 현대미술 전시장 (Kunsthaus),

유럽문화의 달을 두 번 개최한 유일한 도시임

문학의 집, 어린이 박물관, 국제회의장

EU 집행위원회는 Culture 2000 프로그램을

(Stadthalle), 콘서트 홀 (Helmut-List Halle)

통해 5개 프로젝트 지원

전문성 부족, 재정 부족, 지속적 문화프로그램

그라츠와의 우호적 협력관계 - 교차 방문 및

마련 미흡

사진 전시회 개최 등

연도
개최지

2004

2004

제노아

릴

기간

2004년 1월~2005년 1월

2003년 12월~2004년 11월

주제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통해 문화적 인프라
향상,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
목적, “여행 (the journey)”: 제노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발견하자는 취지

도시의 창조성 고양 및 홍보,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에 모든 시민 동참 (“metamorphosis”)
사회통합 증진 목적, 문화적 창조성과 경험이
풍부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 및 자긍심 고양

프로그램 규모

130개 프로젝트 (미술, 음악, 오페라)

시각 예술, 무용, 연극, 서커스 등

운영 조직 및 규모

독립기구 (Genoa 2004) 설치
위원회 6인, 감사 3인, 운영진 30인

독립기구 (Lille 2004) 설치 (22명으로 구성된
Institutional College, 10명으로 구성된
Economic College, 10명으로 구성된 Cultural
College 등 총 3개의 조직으로 구성)
2004년 5월 기준 100명으로 구성된 운영진

예산 규모 및 재정
지원 기관

3,050만 유로 - 중앙정부 (55%),
기타 후원 (21%), EU 보조금 (2%)
인프라 확충 사업에 별도로 2억 유로 배정

7,370만 유로 - 시 (30%), 중앙정부 (19%),
후원 (16%), EU 보조금(1.4%)

주요 지출 내역

프로그램 운영 (5%), 홍보 및 마케팅 (23%)

프로그램 운영 (79.5%),
홍보 및 마케팅 (10.3%)

평가 및 문제점

문화 및 기타 인프라 시설 확충: 역사
네트워킹 구축, 해양 박물관 건립, 왕궁 재건,
광장 및 도로 보수
도시에 대한 자긍심 고취, 국내외 관광객 수의
증가

전년도 대비 방문객 수 두 배 증가
문화 인프라 향상 - 유적지 복원 (교회, 궁전
등), 오페라 하우스 재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Ambassador’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전달 및 이벤트 진행
보조 역할, 약 16,000여 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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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최지
기간
주제

2005

2006

콕

파트라

1~12월

1~12월

‘‘아이디어를 향한 부름 (Call for Ideas)’’

두 가지 핵심적 개념 - ‘연계 (Bridges)’와

콕 도시의 창조성을 대외에 알리려는 목적과

‘대화 (Dialogues)’

창조적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고자
하는 목적
프로그램 규모

228개의 이벤트

네 가지 주제 담은 프로그램 운영 - ‘유럽적인
도시 (A city for Europe)’, ‘다양한 도시들 (the
counterpart cities)’, ‘3대 해전 (the three sea
battles)’, ‘다양한 조국들 (the many homelands)’
재그리스 대사관들의 도움으로 대규모의
전시회 조직 (사상 최대 규모)

운영 조직 및 규모

독립 기구 (Cork 2005 Company) 조직 및

이사회와 운영진으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체

운영 (시 의회와 별도 기구이나 이사회에서는

(ECOC Patras 2006) 구성, 문화부 장관이 고문

시 의회가 대표성을 가짐)

역할

2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예산 규모 및 재정

2,150만 유로 - 중앙정부 (37%), 시 의회

3,600만 유로 및 인프라 개선 위한 1억 유로 -

지원 기관

(30%), EU 보조금 (2%)

문화부가 80% 지원

*

*

주요 지출 내역
평가 및 문제점

충분한 재원 마련 부족
새로운 시도에는 소극적인 위원회 조직의
경직성
콕 지역사회 및 예술가들로부터의 불만
High-culture에로의 지나친 편중 (전체
프로젝트의 51% 구성)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생적 조직체 결성
(Where’s Me Culture?)

*

Executive Summary

The Impact of the EU Cultural Policy on European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 		
A Case Study of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Program

Sung-Hoon Park, Sung Won Yoon, Jang Ho Kim
This report was motivated by a number of recent events that have decelerated the
European integration, including the failure of ratification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and the fact that the European Union has started paying more attention to ‘Culture’. At
the background of this shift in policy focus is the recognition that recent failures have
been partly induced by the feeling of ‘democratic deficit’, which has prevailed in the
mindset of European peoples. In fact, citizens of Europe have felt an ‘increasing distance’
from ‘Brussels’, implying that decision made by the European Union not necessarily
reflected their needs of daily life. Making the European people acquire European
identity by making the EU visible and tangible has become one of policy tasks of the EU
officials. These new developments in policy environment have motivated the EU policy
circle to pay more attention to cultural programs, which are viewed as instruments to
enhance the ‘Unity in Diversity’, by supporting the ‘Diversity in Unity’.
Mindful of these new changes in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has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for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by scrutinizing the objectives, instruments and programs of the Cultur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In doing so, a detailed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 program, which constitutes one of most representative
Europe-wide cultural programs sponsor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Main findings of this report are summarized in two categories: implications for East
Asia’s cultural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ase study of ECOC program. In
the overall cultural policy, the following four recommendations have been put forward.

First,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of
Europe and East Asia, the report suggested that East Asia use ‘Culture’ as a starting
point of ‘spill over’ effects of regional integration, contrary to EU’s approach to start
with economic integ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very nature of ‘culture’ and ‘cultural
policy’, the report recommended the East Asian policy makers to design East Asian
cultural policy to function as a platform for developing mutual trust and identity among
the nations in the region. Third, it is found imperative to develop ‘cultural contents’
that can serve as common denominator of diverse cultures of East Asian nations,
and noted that these cultural contents have to differ substantially in nature from the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requirements set out in the ‘Copenhagen criteria’, which
were serving as conditions for the EU membership. Fourth, the case study of ECOC
generated another valuable implication for a region-wide cultural policy, namely, to take
due consideration of economic implications for the involved countries when conducting
cultural programs. This would, the report suggested, be able to play the role of a
facilitator to motivate more countries to pay attention to regional integration projects.
As for the direct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y of ECOC, the report has drawn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First, when adopting a similar program in the East
Asian context, cultural programs should be operated in such a way to generate synergy
effects with the economic needs of the hoisting countries. East Asian policy makers
have to be reminded of the fact that many European hosting cities of ECOC have
applied for and implemented the ECOC program to combine the cultural events
with their needs to conduct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fro example through
improving infrastructures. Second, the report has proposed a “Twinning” program
when adopting the ECOC or similar programs into the East Asian context. Having two
cities, one from old EU member states and another from new member states, in the EU
contex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enhance the feeling of ‘solidarity’ between them,
and in the end to strengthen the ‘identity’ in the new member states. IN the East Asian
context, it is recommended to bond ‘one developed and one developing country’ in the
expectation of similar positive impacts. Third, the report also suggested to give a certain
amount of thoughts on the issue of operational system. Especially, there should be a
secretariat that can deal with the application,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Unlike the well established division of work among the EU institutions, East Asia has
to create such governance system, and the report proposed the ASEAN Secretaria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a transition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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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06년 3월 1일부터 SNUKIEP EU센터(이하 EU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U센터는 EU에 관한 연구, 교육, 출판,
홍보 등의 다양한 행사를 수행하여 한국에서 EU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서울대
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EU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U 관련 국제회의, 연
구, 출판, 학술 교류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SNU-KIEP Centre for EU Studies (hereafter EU Centre) aims to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the EU in the Korean society, and stimulate
various EU-related activities in Korea, by supporting research and outreach
activities on the EU and EU-Korea related issues. The EU Centre was established
on March 1, 2006,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European Commission,
combining the EU Studies Divis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and the EU Studies programme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IEP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organiz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research on the EU, publications
and intellectual exchange of the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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