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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modern society pursues the paradigm of creative city and regeneration. Cultural regeneration of revitalizing

locality by utilizing culture catches attention, is a major approach. Public arts is considered as a catalyst of cultural

regeneration, and it inspires vitality to declined districts. Gamcheon Culture Village, Busan has accelerated propagation of

revitalization only in recent couple of years, and it has been developing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continuous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revitalizing effects of public arts introduction to Gamcheon Culture Village

regeneration. In specific, social, cultural, economic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effects of the village were

defined. The research method is questionnaire survey and 320 reponses from residents and visitors wer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SPSS18.0. The effects of public arts introduction to Gamcheon Culture Village

regeneration are positive overall. However, according to the districts of the village, having diversity of art project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he perceptions were different. Regeneration with utilizing public arts for revitalizing declined

district, the Gamcheon case shed light on the future. The research indicated the value of public arts and some strategies

of allocating ar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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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창조도시와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

히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적 재생

(Cultural Regeneration)에 주목한다. 공공미술은 문화적 재

생의 촉매제로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

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러한 지역활 성화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그 중 하나인 부산 감천문

화마을 사례는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적 재생은 지

역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성

과가 다를 수 있어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생이 필요하

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재생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는데 현재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이 자력으로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자력재생은 우리사회

의 화두가 됨으로써 부산 감천문화마을이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감천문화마을 재생을 위해 도

입된 공공미술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1) 보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 감천 2동에 공공미술이 도입된

이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어떠한

지역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문화적 재생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부산 감천문

화마을 사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재생 정책이나 제도가

보급되거나 전격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문헌고찰

1. 부산 감천문화마을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오랫동안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배

제되어 온 대표적인 쇠퇴지역이다. 지형적으로 경사지에

1) 본 연구에 앞서 Lee and Park(2014)의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지

역자산기반 재생과정 연구’가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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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계단식 집단 주거지와 미로형의 골목, 독특한 색

채경관이 특징적이다. 이 마을은 1958년 경 형성되었으며,

면적은 0.62 km2이다. 마을 주민 총 9,677명이며, 이중에

20%가 고령자이다. 주택은 4,500채가 있으며, 이중 5%는

공가이다.2)

감천문화마을의 공공미술사업은 중앙정부의 “공공미술지

원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지역예술가들이 주도했

다. 감천문화마을에 공공미술을 도입한 마을미술프로젝트

는 2006년 공공미술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9년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주관하

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사업이 되었다. 마을미술프

로젝트는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공미술 작가 육

성, 지역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제공 등 마을재생 및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대

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감천문화마을에서 초

기 중앙정부 지원의 예술사업을 통해 공공미술이 확산되

고 일련의 성과가 나타나자 이어서 이 지역의 열악한 생

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 지원의 공공사업들이 병행되었

다. 이 지역의 재생은 공공미술 도모뿐만 아니라, 쇠퇴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폭넓

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vans(2005)는 그의 저서에

서 문화활동에 의한 도시재생을 문화주도형 재생, 문화적

재생 그리고 문화와 도시재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종합적인 지역활성화 계

획이 공공미술, 축제, 행사 등 문화활동에 의해 영감을 얻

는 것은 문화적 재생(Cultural Regeneration)에 해당한다.

2. 공공미술의 특성

20세기까지 예술은 전유(專有)의 개념이었지만 현대에서

예술은 공유(共有)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공공미술은 공공공간과 장소를 무대로 삼는다.4)

Lacy(1995)는 그의 저서 “새로운 장르의 예술”에서 현대

예술가의 역할을 <Figure 2>와 같이 구분하였다. 경험자

에서 보고자로, 분석가에서 행동가로 예술가의 주관적인

활동은 공공성을 띄게 되었다. Gu(2013)은 장르에 따른

공공미술의 역할을 <Table 1>5)과 같이 정리하였다. 공공

미술 장르에는 절대적인 특성을 가진 장소 속의 예술,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의 예술,

즐기는 것을 넘어 참여자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참여·

개입으로서의 예술이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예술로 감천문화마을 예술가 대표

Jin (2014)에 의하면 <Figure 3>6)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장소를 발견하고 작품개념을 정의하여 개발을 통해 관람

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부터 감천문화마을에는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들이 설치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33점이

있다.

3. 지역활성화와 그 요소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

룬 반면, 곳곳에서는 쇠퇴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를 재생시

키기 위한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가 낙후되는 것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활성화는 사

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재생부문 중 부분

적으로도 시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측

면으로 접근이 되었건 그것은 총체적 재생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미술 도입에 의한 지역활

성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을 고찰하였다.

Oh and Yun(2013)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공간,

환경정비 활동, 주민자치 활동, 경제적 협동활동, 친목 및

2) Lee, K. H. (2013). The Creative Regeneration of Gamcheon

Culture Village. Special Seminar at Gamcheon Cummunity Center.

3) Maeulmisul Project: www.maeulmisul.org.

4) Baik, Y. J. (2012). The Significance and Effect of the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Public Art.

5) Gu, B. H. (2013). Public Arts, Discussing Sustainability of Cities.

Busan: Happy Book Media Co.

6) Jin, Y. S. (2014). The Process of Public Arts in Gamcheon

Culture Village. Yonsei University Special Seminar.

Figure 1. Public Arts in Gamcheon Culture Village

Figure 2. Roles of Artist (Lacy, 1995. p. 245)

Table 1. Roles of Public Art by Genre

Genre Roles

Art in public space

(monumnets)
- Social control

Art as public space

(Architectural Decoration)

- Quality of city space & cultural boundary

- Enjoy opportunity to public

Art of participation

(site specific, new genre)

- Promoting community & place attachment

- Means of social opinion expression

Source. Gu(2013).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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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교양강좌 운영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활성화 정

도를 측정한 바 있다. Park(2008)는 지역활성화를 물리·

환경측면에서 건물 디자인, 보행자도로 신설, 가로시설물

정비, 휴식공간 조성, 주차장 확대 증설, 간판 및 광고물

정비라는 요소를 도출되었고, 경영측면에서 홍보 및 판

촉활동, 가격 및 품질 향성, 특화거리 특성창출, 거리 이

벤트 개최, 정부정책 지원의 활성화 요소가 도출하였다.

또한 Chae et al(2011)은 지역 활성화 지표를 물리적 측

면에서 세렴됨, 안정성, 편리성, 쾌적성, 차별성을, 경제

적 측면에서 방문객 수, 매출, 점포임대료, 상권홍보, 인지

도, 친숙성, 자긍심을, 그리고 사회적 측면 만남회수, 회

의 지속성, 행사이벤트, 홍보지 방간, 유지관리, 행정소

통, 행정신뢰, 정책관심으로 도출하였다. 이들 선행연구

의 특성은 공동주택단지, 특화거리, 가로정비 사업에 관

한 것으로 도출된 요소들을 본 연구대상지 특성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부문으로 분류하

여 설문을 위한 지역활성화 효과요소<Table 2>로 재구

성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대상은 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

위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2동 감천문화마을을 A, B,

C, D, E, F, G, H, I의 9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

역에서 조사대상을 할당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9개 구역

에서 조상대상자를 거주자와 방문객으로 구분하여 설문하

였으며,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셋째, 거주자와 방문객의 특성에 따른 지역 활성

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서로 다른 문항으

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내용

지역 활성화 요소는 총 25항목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활성화(5), 문화적 활성화(5), 경제적 활성화(5), 물

리적 활성화(5), 환경적 활성화(5) 총 5영역으로 구성하였

으며, 세부요소는 <Table 3>과 같다.

3. 조사방법

본 설문조사를 위해 실내건축학과 대학원생 3명이 2014

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4주 동안 진행하였다. 일

정시간 동안 한 구역에서 설문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

하여 조사하였으며, A구역부터 I구역까지의 표본 분포는

<Table 4>와 같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시간대에 따라

구역별 조사대상자와의 접촉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표본은

각각의 마을구역에서 최소 9%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할

당표집하였다. 거주자 161부, 방문객 159부로 총 320부의

유효표본이 확보·수집되었다.

Figure 3. Community Art Activity (Jin, 2014)

Table 2. Local Revitalization Elements of Precedent Research

Sector Elements

Social
Interaction, Identity, Openness, 

Collaboratioon, Safety

Cultural
Aesthetics, Education & Experience, 

Activity, Participation, Service, Communication

Economical
Community Business, Job & Tasks, Market, 

Visitors, Reputation

Physical
Road & Alley Improvement, Parking Lots, Signage, 

Parks, Community Space

Environmental
Landscape, Amenity, Public Bathroom, Smell

Empty House Remodelling,

Figure 4. Village Districts and Public Art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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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18.0통계 패키지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퍼센트, 평균, 일원분

산분석을 이용한 F검증과 던컨(Duncan)의 사후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석방법은 <Figure 5>와

같다.

IV. 공공미술 도입에 의한 지역 활성화 효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거주자의 경우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 남성 36%, 여성

64%로 나타나 응답자 중에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

서는 20-30대가 7.5%, 40대가 20.5%, 50대가 19.3%, 60

대 이상이 52.8%로, 응답자 중 40-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가 29.2%, 자영업이

23% 그리고 무직이 13%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객의 경

우 남성 23.3%, 여성 76.7%로 나타난 응답자중에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48.4%, 30대가 21.4.%,

Table 3. Questionnaire Survey Contents

Category Specific Elements

Basic Information Gender, Job, Age

Social

Revitalization

Interaction with diverse people

5 Points

Good villge image

Openness

Kindness of residents

Safety in the village

Cultural

Revitalization

Beauty of village

5 Points

Education & Experience Programs 

Hobby, Volunteering, Donation activities

Cultural service

The village as a topic of conversation

Economical

Revitalization

Activeness of markets

5 Points

Activeness of community businesses

Jobs and tasks

Crowdness

Reputation

Physical

Revitalization

Roads & Alleys improvement

5 Points

Parks & Resting Space planning

Convenience of parking lots

Improvements of community spaces

Signage and information maintenance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Landscape planning

5 Points

Hygiene

Number of public bathrooms 

No bad odor

Empty house remodelling

Table 4. Respondents Distribution in Districts n=320

Districts
Residents Visitors

f % f %

A 18 11.2 15 9.4

B 20 12.4 17 10.7

C 16 9.9 24 15.1

D 20 12.4 16  10.12

E 18 11.2 22 13.8

F 16 9.9 20 12.6

G 18 11.2 15 9.4

H 17 10.6 15 9.4

I 18 11.2 15 9.4

Total 161  100.0 159  100.0

Item Variables Analysis

Socio-demographic
Gender, Age, Address and 

Occupation
Frequency

 

▶

R
eco

g
n

itio
n
 o

f lo
cal rev

italizatio
n
 effects

Social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people, Degree of local impression 

improvement, Degree of village 

openness, Degree of residents’ 

kindness, and Degree of village 

safety

Frequency 

and Average

Cultural

Degree of beauty (artistic value), 

Degree of education and 

experience opportunity, Degree of 

activity, Degree of cultural service 

opportunity, and Degree of 

communication

Frequency 

and Average

Economic

Degree of commerce revitalization, 

Degree of increase of village 

companies, Degree of increase of 

job opportunities, Degree of 

increase of visitors, and Degree of 

village awareness level

Frequency 

and Average

Physical

Degree of village street and road 

maintenance, Degree of forming 

parks and resting places, Degree of 

parking lots securement, Degree of 

signs and advertisements 

maintenance, and Degree of 

community space improvement

Frequency 

and Average

Environmental

Degree of flower garden and 

landscaping architecture formation, 

freshness, Degree of securing 

public restroom, and Degree of 

utilizing empty houses

Frequency 

and Average

Status of public art work appreciation
Frequency 

and Average

Pros and Cons of Gamcheon Culture Village Frequency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Method of 

analysis and 

verification

Subjects in 9 Districts
Effect of local revitalization 

(Difference)
▶ F test

Figure 5. Analysis Methods of Questionnaire



부산 감천문화마을 재생을 위해 도입된 공공미술의 지역활성화 효과 37

제25권 제5호 (2014. 10)

40대가 19.5%, 50대가 6.9%, 60대 이상이 3.5%로 응답

자 중 2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에는

사무직 30.8%, 전문직 22%, 학생 18.9%, 주부 13.8%의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응답자

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거주자의 직업으로 주부 및

자영업이 가장 많았지만 연령대가 40-60대 이상이 대부분

이어서 20-30대의 젊은 주부 및 자영업자의 수는 매우 적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방문객의 경우 직업으로 사

무직, 전문직, 학생, 주부의 순으로 큰 수치를 보였는데

방문객의 연령대는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 주부, 학생들의 수가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거주자의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 인식

감천문화마을의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활

성화 다섯 가지 차원의 범주로 나누어 ‘전혀 그렇지 않

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

다(5)’의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일

거리,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활성화 효과를

보였으며, 유명해짐, 방문객 수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 효

과가 나타났다. 비활성화 된 항목에 대해서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일거리가 생기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도 상대적으로 거주자들

의 혜택이 적다고 추측할 수 있다. 활성화된 항목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마을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을 비롯한 타지에서 유입되는 수많은 방문객의 증

가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거주자의 지역활성화 효과 인식

에 대한 구체적 항목의 평균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각

부문별로 패턴을 구분하면 <Figure 6>과 같다.

3. 방문객의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 인식

감천문화마을의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활

성화 다섯 가지 차원의 범주로 나누어 ‘전혀 그렇지 않

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

다(5)’의 5점 척도로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 주차장 확보,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가장 낮은 활성화 효과를 보였

으며, 유명해짐, 개방성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 효과가 나

타났다. 비활성화 된 항목에 대해서 방문자는 차량을 위

한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방문자를 위한 요소

가 적고 실질적으로 방문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마

을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활성화된 항목

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마을이 널리 알려졌다는

점, 그리고 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골목길에 배치된 공

공미술 작품의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

Table 5.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320

Variable Attribute
Residents Visitors

f % f %

Gender

Male 58 36.0 37 23.3

Female 103 64.0 122 76.7

Total 161 100.0 159 100.0

Job

Specialist 14 8.7 35 22.0

Administrator 2 1.2 1  0.6

Office worker 6 3.7 49  30.8

Self employment 37 23.0 5  3.1

Service 19 11.8 5  3.1

Student 2 1.2 30 18.9

Manufacturing 8 5.0 4  2.5

Housewife 47 29.2 22 13.8

Retired 21 13.0 2  1.3

Etc. 5 3.1 6  3.8

Total 161 100.0 159 100.0

Age

20s 4 2.5 77 48.4

30s 8 5.0 34 21.4

40s 33 20.5 31 19.5

50s 31 19.3 11  6.9

60s and over 85  52.8 6  3.8

Total 161 100.0 159 100.0

Figure 6. Residents’ Perception of the Local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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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상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방문객의 지역활성화

효과 인식에 대한 구체적 항목의 평균값을 크기순으로 배

열하고 각 부문별로 패턴을 구분하면 <Figure 7>이다.

4. 거주자와 방문객의 지역 활성화 효과 인식 차이

거주자와 방문객의 감천문화마을 공공미술 도입에 의한

지역 활성화 효과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의 총 4가지 차

원의 구체적 유형들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나누어 평

가하였다. 각 차원의 평균값은 구체적 유형들의 평균값을

리코딩하여 도출하였다. 평균값 차이의 유의성 확인을 위

하여 차이검증(t-test; t)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활성화’의

경우 거주자와 방문객의 설문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차이

검증에서 제외하였다.7)

경제적 활성화와 물리적 활성화에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활성화의 경우

방문객 평균이 거주자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문객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활성화 정도

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활성화의 경우 반대로 거

주자의 평균이 방문객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물리적 활성화 정도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마을 구역별 거주자의 지역 활성화 효과 인식

공공미술 도입에 의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활

성화의 5개 부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물었으며, 리

커르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표본들은 공공미

술 도입에 의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 정도

가 마을 구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F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유의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던컨의 다중범

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통해 집단간 차이

를 파악하였다. 던컨 결과는 a, b, c, d와 같은 문자로 표

시되며 이들은 다른 문자간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의 5가

지 유형에 대하여 각 부문별 5가지 구체적 유형들에 대

한 평균값을 계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과정을 거

쳤으며, 이들 중 경제적, 환경적 활성화 두 가지 유형에

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환경적 활성화의

경우 모두 B, C, G 구역에서 평균값이 모두 높게 나타

났으며, 이들은 큰길을 따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붐비고

공공미술 작품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입구 부근이다.

거주자 대부분이 인식하는 공공미술 도입에 의한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활성화 효과는 보통이상의 평균값이 나타

났으며, 유의적인 값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구역에

상관없이 지역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7) 사회적 활성화의 경우 거주자와 방문객이 느끼는 효과를 동일한

문항으로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주민 친

절성’의 경우 거주자에게는 ‘주민들이 친절해졌다’로 방문객에게는

‘주민들이 친절하다’로 설문하였다. 거주자의 대부분은 원래부터 주

민들이 친절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수의 방문객도 ‘주민들이 친

절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거주자와 방문객이 느끼는

‘주민 친절성’의 개념은 서로 상이하여 차이검증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활성화 효과에 대한 5개

의 설문문항 (교류성, 마을이미지 향상, 개방성, 주민 친절성, 안전성)

의 경우 동일한 특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지만 거주자와 방문객이

인식하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었다.

Figure 7. Visitors’ Perception of the Local Revitalization

Table 6. Differences of Perceived Revitalization Effects among

Residents and Visitors                                           n=320

Category Means t P

Cultural
Residents (n=161) 3.52

-.753n.s. .452
Visitors (n=159) 3.58

Economical
Residents (n=161) 3.78

-2.088* .038
Visitors (n=159) 3.92

Physical
Residents (n=161) 3.55

1.990* .047
Visitors (n=159) 3.40

Environmental
Residents (n=161) 3.64

.244n.s. .808
Visitors (n=159) 3.62

The Significance was indicated by *p< .05, **p< .01, ***p< .001,

n.s.=not significant



부산 감천문화마을 재생을 위해 도입된 공공미술의 지역활성화 효과 39

제25권 제5호 (2014. 10)

6. 마을 구역별 거주자의 사회적 활성화 인식

교류성, 지역 정체성, 개방성, 친절성, 안전성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이들 중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난 유형은 없었다. 마을 구

역과 상관없이 거주자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가 일어난

다’, ‘지역 이미지가 향상되었다’, ‘마을이 개방되었다’, ‘

주민들이 친절해졌다’, ‘마을이 안전해 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자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활성화 효과

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마을 구역별 차이는 없었다.

7. 마을 구역별 거주자의 문화적 활성화 인식

아름다움(예술성) 향상, 교육·체험 프로그램 여건, 활

동성, 문화 서비스 여건, 소통성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이들 중 유의

적인 결과가 나타난 유형은 없었다. ‘아름다움(예술성) 향

상’의 경우 마을 구역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마을의 아

름다움이 부각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체험 프

로그램 여건’의 경우 A, D, E 구역에서 교육 및 체험 프

로그램의 기회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구역

에서는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교육·체

험 프로그램의 기회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활동성의 경

우 E 구역에서 취미, 봉사, 기부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구역의 평균값도 보통으로 나타났다.

‘문화 서비스 혜택’의 경우 E, D 구역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문화 서비스의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

지며, 나머지 구역에서도 평균값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소

통성의 경우 전반적인 평균값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주

민들은 ‘마을이 화젯거리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

주자가 인식하는 전반적인 문화적 활성화는 보통으로 여

겨진다.

8. 마을 구역별 거주자의 경제적 활성화 인식

상권 활성화, 마을기업 활성화, 일자리·일거리 증가,

방문객수 증가, 인지도 상승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이들 중 ‘상권 활성

화’와 ‘마을기업 활성화’ 두 가지 유형에서 유의적인 결

과가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의 경우 F, H, I 구역에서 평

균값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공공미술 작품이 설

치되지 않은 구역이었다. 마을기업의 경우 공공미술 작품

이 가장 많은 A, B, C 구역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

다. 거주자 대부분은 ‘일자리·일거리가 늘어난 것 같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구역별로 같았다. ‘일자

리·일거리 증가’ 유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구역별 활성

화 효과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적인 값은 아

니다.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 ‘마을이 유명해진 것 같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방문객 수 증가’와 ‘인지도 상승’ 유형의 경우

구역별 평균값이 매우 높았으며, 이들은 모두 유의적인

값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거주자가 인식하

는 경제적 활성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9. 마을 구역별 거주자의 물리적 활성화 인식

골목길 및 가로 정비, 공원 및 쉼터 조성, 주차장 정비,

커뮤니티 공간 개선, 간판 및 광고물 정비의 5가지 유형

Table 7. Residents’ Perceived Revitalization Effects According to

the Districts                                                           n=161

Cat. Means F Duncan

E
co

n
o
m

ical

A Distict (n=18) 3.91

2.967**

b

B Distict (n=20) 4.11 d

C Distict (n=16) 4.04 c

D Distict (n=20) 3.72 a

E Distict (n=18) 3.67 a

F Distict (n=16) 3.61 a

G Distict (n=18) 4.02 c

H Distict (n=17) 3.47 a

I Distict (n=18) 3.39 a

E
n
v
iro

n
m

en
tal

A Distict (n=18) 3.76

3.243**

b

B Distict (n=20) 3.92 c

C Distict (n=16) 4.11 d

D Distict (n=20) 3.52 a

E Distict (n=18) 3.12 a

F Distict (n=16) 3.71 b

G Distict (n=18) 3.93 c

H Distict (n=17) 3.51 a

I Distict (n=18) 3.22 a

The Significance was indicated by *p< .05, **p< .01, ***p< .001,

n.s.=not significant

Table 8. Respondents’ Ecomonical Revitalization Effects

According to the Districts                                       n=161

Cat. Means F Duncan

M
ark

et

A Distict (n=18) 3.67

3.191**

c

B Distict (n=20) 3.90 d

C Distict (n=16) 3.56 c

D Distict (n=20) 3.45 b

E Distict (n=18) 3.22 a

F Distict (n=16) 2.94 a

G Distict (n=18) 3.44 b

H Distict (n=17) 2.59 a

I Distict (n=18) 2.72 a

C
o
m

m
u
n
ity

 B
u
sin

ess

A Distict (n=18) 4.11

3.715**

c

B Distict (n=20) 4.25 c

C Distict (n=16) 4.25 c

D Distict (n=20) 3.90 b

E Distict (n=18) 3.56 a

F Distict (n=16) 3.25 a

G Distict (n=18) 3.83 b

H Distict (n=17) 3.35 a

I Distict (n=18) 3.00 a

The Significance was indicated by *p< .05, **p< .01, ***p< .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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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이

들 중 ‘골목길 및 가로 정비’와 ‘주차장 정비’ 두 가지 유

형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 유형인 ‘골목

길 및 가로 정비’의 경우 좁은 골목길이 분포되어 있는

E 구역에서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마을 입구

부근인 B, C 구역에서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주민들은

‘골목길 및 도로가 잘 정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

차장 정비’의 경우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골목길이 많아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A, E 구역에서 평균값이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구역의 평균값은 보통수준으로 나

타났다. ‘공원 및 쉼터 조성’, ‘커뮤니티 공간 개선’, ‘간

판 및 광고물 정비’의 경우 전반적인 구역별 평균값이 높

았으며, 이들은 모두 유의적인 값은 아니다. 전반적인 공

공미술 도입에 의한 물리적 활성화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

타났다.

10. 마을 구역별 거주자의 환경적 활성화 인식

화단 및 조경 조성, 위생적 쾌적함, 공공화장실 정비,

악취 및 냄새 저감, 빈집 활용의 5가지 유형에 대하여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이들 중 ‘화단 및

조경 조성’, ‘공공화장실 정비’ 그리고 ‘빈집 활용’ 세 가

지 유형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화단 및 조경 조성’의 경우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큰

길이 있는 A, B, C, G 구역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

으며, 좁은 골목길이 밀집한 E 구역에서는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공화장실 정비’의 경우 사람들이 붐비

는 A, B, C, D, G 구역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미술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I 구역에서는 평균값이

가장 낮았는데 주민들은 ‘공공화장실 정비가 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빈집 활용의 경우 A, D, E 구역의 경

우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주민들은 ‘빈집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을 입구인 C 구역

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도 평균값은 보통으로 나타났

다. ‘위생적 쾌적함’과 ‘악취 및 냄새 저감’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높아서 주민들은 ‘환경이 위생적으로 쾌적해

졌다’, ‘악취나 냄새가 나지 않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

었으며, 이들의 구역별 평균값은 유의적인 값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V. 종합논의

거주자의 마을 구역별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비

교해 보았을 때, 공공미술이 설치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에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마을 입구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큰 길이 있는 마을

구역에서 지역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인식이 있었다. 교

Table 9. Respondents’ Physical Revitalization Effects According

to the Districts                                                       n=161

Cat. Means F Duncan

R
o
ad

s &
 A

lley
s

A Distict (n=18) 3.61

2.205*

a

B Distict (n=20) 4.10 b

C Distict (n=16) 4.00 b

D Distict (n=20) 3.60 a

E Distict (n=18) 2.83 a

F Distict (n=16) 3.31 a

G Distict (n=18) 3.67 b

H Distict (n=17) 3.65 b

I Distict (n=18) 3.39 a

P
ark

in
g
 L

o
ts

A Distict (n=18) 2.83

2.490*

a

B Distict (n=20) 3.70 c

C Distict (n=16) 3.81 c

D Distict (n=20) 3.10 a

E Distict (n=18) 2.78 a

F Distict (n=16) 3.13 a

G Distict (n=18) 3.61 b

H Distict (n=17) 3.82 c

I Distict (n=18) 3.39 a

The Significance was indicated by *p< .05, **p< .01, ***p< .001,

n.s.=not significant

Table 10. Respondents’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Effects

According to the Districts                                       n=161

Cat. Means F Duncan
L

an
d
scap

es

A Distict (n=18) 4.06

3.134**

b

B Distict (n=20) 4.05 b

C Distict (n=16) 4.44 c

D Distict (n=20) 3.35 a

E Distict (n=18) 3.17 a

F Distict (n=16) 4.00 b

G Distict (n=18) 4.17 c

H Distict (n=17) 3.65 a

I Distict (n=18) 3.28 a

P
u

b
lic B

ath
ro

o
m

s

A Distict (n=18) 4.17

3.709**

c

B Distict (n=20) 4.05 c

C Distict (n=16) 4.19 c

D Distict (n=20) 4.10 c

E Distict (n=18) 3.22 a

F Distict (n=16) 3.81 b

G Distict (n=18) 4.33 d

H Distict (n=17) 3.47 a

I Distict (n=18) 3.00 a

E
m

p
ty

 H
o
u

se U
sag

e

A Distict (n=18) 2.67

3.080**

a

B Distict (n=20) 3.80 b

C Distict (n=16) 4.06 c

D Distict (n=20) 2.90 a

E Distict (n=18) 2.83 a

F Distict (n=16) 3.00 a

G Distict (n=18) 3.50 a

H Distict (n=17) 3.00 a

I Distict (n=18) 3.06 a

The Significance was indicated by *p< .05, **p< .01, ***p< .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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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 지역 정체성, 개방성, 주민 친절성, 안전성의 사회

적 활성화 효과는 마을 구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아름다움(예술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혜택, 활동성,

문화서비스 혜택, 소통성의 문화적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거주자의 인식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

을 구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자의 경제적

활성화 인식에서는 ‘상권 활성화’와 ‘마을기업 활성화’ 두

가지 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거주자의 물리

적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은 ‘골목길 및 가로 정비’와

‘주차장 정비’ 두 가지 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

다. 마을 구역별 거주자의 환경적 활성화 효과 인식에 대

해서는 ‘화단 및 조경 정비’, ‘공공화장실 정비’ 그리고 ‘

빈집 활용’ 세 가지 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

효과에 대한 거주자의 인식은 긍정적이며, 특히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된 구역과 마을 입구에서 지역 활성화 효과

가 높게 나타났다.

VI. 결 론

현대의 공공미술을 참여와 개입을 통하여 소통을 이루

어낸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데 동참하여 공공미술을 마을에 도입하였

다. 수많은 방문객들은 마을에 설치된 예술작품을 관람하

기위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

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천마을의 거주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을 매개체로 시작된 지역활성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총체적 지역 활성화 효

과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범주로 분

류하고 각 측면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마을 구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

산 감천문화마을의 공공미술 도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지역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며, 거주자와

방문객 그리고 마을 구역별로 그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

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재생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소중하게 여

겨진다.

설문조사로 공공미술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

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

산 감천문화마을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주

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방

향성을 타진하는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공공미

술이 동일한 쇠퇴지역 안에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시도되

었는가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신중히 해

야 함을 의미한다. 몇 년 사이에 마을에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리라 여겨지고 이것은 많

은 환경개선 사업을 도입하고 또 주민들의 활동 즉, 주민

공동체의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지원이 없더라도 주민의 힘에 의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된다면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주민자력형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사례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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