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53-72
https://doi.org/10.18398/kjlgas.2020.34.4.53 pISSN: 1738-7779 eISSN: 2713-5438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익산시 금마지역을 중심으로 -

서휘석(원광대학교)

이 논문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의 변수로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행정지원 요인을
선정하였다. 익산 금마지역은 고도로 지정되면서 고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외형적
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고도사업의 본질은 익산 고도의 실체를 규명하여 백제왕도의 정체성을 확
립하는 것이다. 최근 문화재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사례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방법은 주로 고도아카데미 운영, 한지등공예 교육 등이
었다. 주민참여는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 지역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 참여를 제
도화하였다. 공동체 사업으로는 고도지역의 경관개선이나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이 이뤄졌다. 대다수
의 일반 주민들은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일자리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네트워크는 동일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간,
사업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마지역은
고도보존육성사업 이외에 세계유산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성
그리고 사업 주체들 간 협력체계의 구축도 요구되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
해서 전담부서의 신설, 조례 제정, 고도주민협의회에 대한 활동 공간 제공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졌다.
전반적으로 금마지역의 고도사업은 고도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
요소인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주제어: 지역 활성화, 고도보존육성, 주민참여, 네트워크]
Ⅰ. 서론

정부는 익산, 부여, 공주, 경주 지역을 고도로 지정하였다. 각 지역은 고도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지정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고도를 복원하고 이와 더
불어 고도지역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고도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고
도지역은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연구 대상 지역인 금마지역은 왕궁리 유적과 미
륵사지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고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으며, 사업의 진전에 따라
금마지역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고도지역으로 묶여 많은 규제를 받았
던 지역이 고도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등을 논의하였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Copyright
© 2020 byund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Commons
GovernmentAttribution
& Administration
Studies. This
is anwhich
Open permits
Access
article
distributed
the
terms
of
the
Creative
Non-Commercial
License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ty cited.

54「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지역 활성화의 많은 논의에서 주요한 것은 내생적 발전이라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발전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
유산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유사하였다.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간 금마지역에서 추진된 고도사업은
어느 정도 지역사회와 협력이 이뤄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지역 활성화의 선행연구를 기초
로 선정한 주요 변수 즉,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행정지원을 중심으로 논
의하였다. 분석 사례로는 익산 금마면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로는 지난 10여 년간 고도
사업이 추진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축적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구자가 익산에서 거주하며
사업의 진행 추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현장 방문이나 사업 주체들에 대한 면담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례분석을 위해서 관련 사업과 연관된 주체들 즉, 문화재청, 고도주민협의회, 익산
시 고도사업 담당 공무원, 전북문화재연구원과 고도사업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모형

1.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의의
2004년에 제정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문화재 보존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주민
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단일 문화재의 보호에서 간과되었던 역사문화 환경을 광역적으로 보전하
고 조성하기 위해 고도보존육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
별법으로 개정하였다. 문화재 주변 환경에 관한 공간계획 정책을 동반하여 고도의 역사적 진정
성을 회복하고 보호하고자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 규제
로 인한 주민 재산권 손실을 보상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
심 기능을 재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도보존 및 육성계획을 추진하고자
2013년 5월에 익산, 부여, 공주, 경주 등 고도의 핵심지역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확정하였다. 이
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옛 도읍지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살아
가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활력있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이은송, 2013:101). 법
개정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고도지정 및 사업 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고도보
존심의위원회를 중앙부처 차원의 심의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였다. 지역
심의위윈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고도보존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다. 또 다른 사항으로는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고도육성법 제3장 보존사업 등의 조항에서는 제17조의 2(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 3(주민 재산
권 등), 제17조의 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조의 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신
설하였다. 예를 들어 제17조의 2의 주민지원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리 증진사업, 주택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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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주민지원 사업은 제16조에 의해 국가가 전부 또
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조유진·김숙진, 2016:35-39).
고도보존육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고도보존 기본계획
은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 육성하고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복
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고도보존 및 육성특별법 제2조).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
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고도보존및육성특별법 제14조). 익산의 경우 기본계획은 2009년
(2008-2019)에 수립하였으며, 2016(2016-2025)년에 1차 변경하였다. 변경의 주요 이유로는 왕궁
리 유적과 미륵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고도법 개정,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 변화, 지정지구 확
대, 보존육성사업 변경, 주민지원 사업 추가 필요,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서동축실지 등 백제유
적이 1단계에서 누락 그리고 보존육성사업의 사업간 통폐합 필요성 등이었다(문이화, 2020).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총 15개 사업에 대한 3,418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확정하였다. 기존의 고도
보존법에서 고도보존육성법으로 개정은 기존의 고도보존 중심에서 고도보존과 더불어 고도육성
을 위한 사업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 제도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이나 주민
들의 소득증대, 복리 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문
화재 정책의 전환점이었다.

2.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지역사회
최근 들어 지역은 인구 감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으며 특히 고도지역
은 그간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는 문화재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였다. 지역
활성화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고려한 주거환
경 개선,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이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지역공동체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2012년 세계유산페이퍼(World Heritage Paper 31) 31권
의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가 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단지 일부 과
정에만 잠시 참여하는 객체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osler,2012(재인용) 조유진·김숙진.2016:30).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운영 지침의 변화에서
도 초창기에는 세계유산보호와 등재에 관련한 내용이 중점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보존 전략목표의 변화에
서도 나타났다. 2002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전략목표를 신뢰, 보존, 역량 강화, 소통의 4C로 설정하
였다가, 2007년에는 공동체(Community)를 추가하였다. 이는 지역공동체 참여가 세계유산 보호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조아라·김숙진, 2016:152). 이러한 흐름은 지속가능
성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차원의 보호에서 점차 지속
적·체계적인 보존관리, 복합적·통합적인 보존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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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 혹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지
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에서
도 고도보존육성 사업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심의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였
으며, 고도보존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 강
화를 위한 고도아카데미 등과 같은 교육 사업을 그리고 고도주민관리협의회에 대한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었다.

3. 선행연구와 분석 틀
1) 선행연구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고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에는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를 논의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문화유산과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문이화(2017)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사업 간, 콘텐츠
간, 인적자원 간 융복합 전략을 제시하였다. 융복합이란 복수의 것이 결합되어 새로운 것을 창
출해 내거나 혹은 결합의 요소들이 기존의 특성을 유지한 채 시너지룰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현재 익산은 고도육성사업, 세계유산사업, 역사문화 도시사업, 금마지역 도시재생 활성
화 사업 등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이다. 사업간 융복합 전략은 관련 사업간 연계성을 높여 사업
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콘텐츠 간 융복합 전략은 전통문화와 문
화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융복합 문화유산 콘텐츠가 개
발되고 있다는 것이다.1) 이러한 관점에서 익산의 백제문화유산도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기술을
접목하여 매장문화의2)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적자원 간 융복합 전략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들이 성과를 내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논의로 전영옥(2006)의 ‘신문화도시 전략과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문화도시를 ‘기존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도시를 ‘도시인이 즐길 수 있
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문화콘텐츠를 형성
하고 이를 동력화하여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문화도시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문화
콘텐츠를 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공간과 결합하는 방안이 있다. 시간과 결합하는 방식은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약속된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풀어놓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공간과 결합하는 방식은 시간의 제약 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문
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항상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는
1) 경회루는 문화유산과 미디어파사드라는 영상기술이 만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냈고, 이 콘텐
츠는 경복궁의 야간 개방과 연계하여 상당한 인기상품이 되었다는 것임.
2)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매장 문화유산이어서 방문객들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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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간의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술관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즐길 수 있던
전시 분야를 도시계획과 결합하여 도시 전체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이화(2016)는 익산세
계 유산 자원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활한 대중교통 수단, 유산과 유산 사이의 편리한 이동수단,
그리고 탐방 갔을 때 쉴 수 있는 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은 주민과 더불어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
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주민참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문화 해설사 운영, 문화재 지킴이
양성, 이야기 할머니 육성 및 운영, 국민신탁운동 전개, 고고 유적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심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유산과 주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주민과 행정, 전문가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통합적 관리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아라·김숙진(2016)은 문화유산관
리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990년대 들어서 지역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1992년과 1993년 문화경관 회의에서 문화경관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유산에 대해서도 지역공동체는 사실상 유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와
의 협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왕기·전칠수(2015)는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를 구분하
여 세 집단을 대상으로 고도보존육성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고도보존육
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생활 지원에 대한 규제 완
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정책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문석진(2013)은
공동체 사업에 있어 주민참여를 강조하였다. 지역의 중심은 주민이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구성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마을에 공
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강조하였다. 공동체 사업의 중심이 지역주민이어
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험의 축적,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
계절차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칸막이 행정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수요는 어느 한 부서의 업무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마을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커뮤니티 비지니
스와 연계하여야 한다. 커뮤니티 비지니스란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주장하였다. 김현호(2013)는 지역 활성화 요소를 주체, 프로그램, 인프라, 네트워크로
보았다. 주체는 지역공동체 리더나 활동가,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민참여, 공동체 의
사결정, 의사결정의 민주성, 행정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인프라는 중앙부처와 자자체의 관심과 지원, 조례,
재원, 사회적 자본 등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 형성되는
협력적 관계를 의미한다. 남원석외(2012)는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정책 연구에서 운영원리와 지
원체계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 요소를 제시하였다. 먼저 운영원리 관점에서 지역주민 관심사에
기초한 마을 만들기 추진을 강조하였다.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특성화된 공동체 사업 선정
과 개발을 들었다. 둘째,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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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업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문제해결 역량 축적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최
선이 아닌 차선이더라도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최선이나 원칙만을 강조하기
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차선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것을 요구하였
다. 넷째,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민, 행정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각자의 고유한 역량과 자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원체계 측면에서는 우선 주민 조직화 및 주민 리더의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
다.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외부
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어도 마을 만들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가, 시민단체는 주민역량 개발 지원과 행정과 주민을 중재하는 역할을 그리고
행정은 마을 만들기 조력자로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통하여 마을 만
들기에 대한 행정의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행정과 협력하고, 민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
는 핵심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분석 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논의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주민참여, 복합화, 행정
지원을 분석 변수로 선정하였다. 먼저 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주체들은 고도보
존육성사업과 연관된 지역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을 의미한다.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역
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하였다(조아라·김숙진, 2016;조유진·김숙진, 2016; 문이화,
2016). 역량 강화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의 요인으로는 주민참여를 들었다. 주
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
미한다. 주민참여는 단순한 참여에서 제도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분석에서는 지역사업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참여는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 간, 지역
의 다양한 기관과 인적자원 간 협력체계 즉, 주체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었는지의 여
부이다.3) 이러한 네트워크는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다
른 네트워크로는 사업 주체 간 연계를 들 수 있다. 사업 주체인 행정과 행정 간, 민간과 민간 간
그리고 행정과 민간 간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행정 부서 간 협업체계는 잘 구축되었는지?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협조적인지? 행정과 민간 간에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
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은 지역사업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3) 선행연구에서 융복합 혹은 네트워크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융합은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하
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복합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함. 본
논문에서는 사업 간 연계성 혹은 인적 자원 간 연계 구축이라는 의미에서 네트워크가 적절한 것
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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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지역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법규 혹은 조례 제정
이 요구된다. 지역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 전담팀 신설, 거점 공간 제공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의 중요 요인은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복합화, 행정지원 등으로 요약하였으며, 이러한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활성화
요인

역량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행정지원

<표1> 분석 틀

사업 주체의 역량강화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사업 간,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법과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거점 공간 제공

<

Ⅲ.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사례는 기존의 고도보존법이 2011년 7월 고도보존 및 육성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12년 3월 고도보존계획을 근거로 고도시범지구 지정이 승인(익산, 공주, 부여, 경주)되었다. 익
산시 금마지역은 고도지구로 지정도니 이후로 다양한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활
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익산의 대표적 백제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그
리고 국립박물관이 위치하여 많은 외지 방문객들이 찾는 지역이다. 익산 고도는 왕궁 관련 유적
인 왕궁리유적, 국가사찰인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왕릉급 고분인 익산쌍릉, 관방 유적인 익산토
성과 금마도토성 등 백제시대 유적들이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 고도보존육성사업
의 목적은 자연 속에 묻혀있는 익산 고도의 실체를 밝혀내어 백제 왕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찬란한 역사문화 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전원형 고도를 구현하는 것이다(국토
연구원, 2016).
고도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사업은 크게 고도육성기반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도육성기반사업은 크게 고도육성아카데미, 고도육성홍보물 발간 등이다.
고도육성아카데미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고도육성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효과, 고도육성사업
관련 법제 등에 관하여 알리고 교육이나 국내외 고도지역의 답사, 고도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 제시,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고도보존육성 홍보잡지 ‘미르’를 발간하고 있다. 2011년부터 계간지 형식으로 전북문화재연구원
이 발간하여 고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고도주민협의회가 주관하는 한지
등공예교육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익산의 서동축제와 연계하여 등공예 작품들을 전시하는 등의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특별보존지구 사업과 보존육성지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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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의4) 고도보존육성사업은 문화재 복구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관련 사업으로는 왕궁리
유적, 제석사지, 미륵사지, 익산쌍릉, 익산토성 고도골격 회복, 금마도토성 발굴 및 정비, 관아
및 객사 터 발굴과 복원, 익산향교 일대 발굴과 정비, 생활유적 발굴과 정비 등을 들 수 있으며,
현황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심경미,2020).
<그림 1> 특별보존지구 문화재 조사 발굴, 복원, 정비

보존육성지구5)의 세부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조성, 고도이미지 찾기, 한옥체험마을 조성, 옛길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옥룡 천변 고도이미지 찾기 활성화, 한옥주민센터 건립, 고도통합지원센
터, 주민참여 제도적 기반구축 등이다(국토연구원, 2016). 지난 10여 년간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마지역은 점진적으로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림 2> 익산 금마4길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전과 후(심경미, 2020).

4)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
는 지역을 의미함.
5)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 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육성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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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분석은 앞서 제시한 지역 활성화 요소인 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
행정지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역량 강화

역량 강화는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allantyne·Labelle·Rudgard(2000)는 역량개발을 개인, 조직, 기관 등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지역발전에서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구
성원의 지식, 기술, 가치관, 인식, 개인 및 조직 사이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파악하였다(차성란, 2011에서 재인용). Minkler는 역량구축을 강점 기반의 접근 방
법으로 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지역사회 자산을 찾아내고 키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Minkler,2012).
사례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주로 고도아카데미와 한지등공예제작 교육
을 들 수 있다. 고도아카데미는 전북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하여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매년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현지 방문 등의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을 하였다. 초기에 아카데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어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
카데미 주관 측에서 금마 이장단 협의회를 찾아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하여 어렵게 시작 되었
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도아카데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는 그간 금마지역에서 이뤄지던 아카데미가 익산 시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금
마지역에 대한 시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고도보존육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 고도아카데미는 지난 10여 년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고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고도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7)에서 교육생들은 교과과
정의 심화를 요구하였다(박율진외, 2014:8). 필요한 내용으로는 문화유적 관련 교육, 고도보존
기본계획 및 육성사업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역랑 강화 사업으로는 고도주민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한지등공예 교육을 들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
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4월에서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초급반과 전문
반으로 이원화하여 약 35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하였다(사)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보존관리주민
협의회,2019). 이 사업은 교육과 더불어 1년에 2회 정도의 전시회를 익산의 서동축제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진주 남강유등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등공예 제작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2017년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사업으로 운영
6) 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였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의 문이화 교수와의 면담내용임
(2020.9.2.)
7) 박율진외(2014)는 고도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189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
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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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관광두레 사업의 주민사업체로 선정되었다.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음식, 여행 알선, 운송, 오락과 휴양,
기념품 등으로 주민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한지등공예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업의 결과
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결과물을 전시회나 익산의 지역축제와 연계한다는 점
에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고도아카데미 사업은 다소 변화가 요구되었다. 고도아카데미를 통하여 고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의와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만으로 역량을 강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불특정 대상의
수강생을 강의 중심의 일반적인 교육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는 어렵다. 교육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 구분에 따른 수강대상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역량 강
화에 초점을 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진안군 사례를 들 수 있다. 핵심은 마을에
대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매 단계 일련의 성과를 거두는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단계별 주민역량 강화 방법이다. 단계별로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
고 이 단계를 거침으로써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
을 자체의 역량을 키우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8). 처음에는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점차 소득증
대 사업을 해나가도록 지원, 육성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대규모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을 키우도록 하였다(이원주·이유직,2013:270).
고도보존육성사업을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익산시 고도육
성계는 토목직 계장과 주무관 3명(토목 2, 건축 1)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고도
사업을 주로 물리적이고 환경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역사문화재과 차원에서 학예사들을 공무원으로 충원하였으며, 지역심
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고도사업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였다. 이외에 자
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진안군 마을 만들기 사례에서 공무원들의 전
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의 충원과 자발적 학습동아리 ‘그루터
기’를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그루터기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였다. 주
요 도서를 선정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며 때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강하는 등
의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축적하였다. 더불어 행정 협업도 강조된다. 고도사업을 주로
건축이나 토목의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화, 역사, 행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 고도사업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고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
의 협업이 요구된다.
8) 이는 PAS방식을 의미함. 사업과 프로그램 (Program)을 매개로 다방면 인재(Actor)육성과 지
역협력 시스템(System)을 만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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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에 있어 제도적인 주민참여로는 고도지정 및 사업 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부처 차원의
심의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이원화되었으며, 중앙심의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의 규
정에 의해서 보존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한다. 반면 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육성법을 근
거로 보존육성지구에서의 주민지원과 보존,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심의에 중점을 두었다. 따
라서 지역주민이 지역심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9) 주민들의 의견이 고도사업의 계획수립 단계
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역심의위원회
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심의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
년에는 총 4회의 심의가 이뤄졌다. 지역심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
위원회는 총 6명으로 건축 관련 교수 4명, 주민대표 1명, 문화재 관련 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행위허가,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2019년에
는 약 9회 정도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른 제도적 참여로는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에 있어 필수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종 승인을 거치는 단계에
서는 주민 의견 청취가 임의 절차로 남아 있다(조유진, 김숙진,2016:36)는 점이 다소 아쉽다.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고도사업으로는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과 간판 정리 사업
을 들 수 있다.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특성에 부합한 바람직한 고도이미지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고도 내의 낙후된 문화재 주변 환경과 고도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고도지구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개축할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최대 1
억 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지
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인하였다. 2015년에 시작하여 2021
년까지 진행하게 될 이 사업은 금마면과 왕궁면 일원의 고도지구에 대하여 고도의 이미지에 어
울리는 한옥을 건축하거나 담장과 대문을 바꾸고, 가로변의 외관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2019년
현재 한옥은 44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에서 32건이 준공되었고, 12건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담
장은 35건이 신청되었다.10) 간판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금마길과 고도길에서 진행하고 있다. 간
판 설치를 위한 디자인 용역과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간판 디자인을 결정하고 점포 주인과 건축주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노후간판 약 113개소를 고도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교체하였다. 약 100여 개의 간판을 한
옥 스타일로 정비하여 금마지역 가로는 한층 고도분위기로 변화하였다(송석민,2019).
고도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고도주민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고도지역 내의 쓰레기와 오물 수거, 잡초제거와 꽂길 조성 등의 주변 환경정비 및 환
경정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9) 심의위원회는 크게 특보지역의 중앙심의위원회, 육성지역의 지역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였음.
10) 금마지역에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은 인식하였음(한국문화관광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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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경우 7월부터 10월까지 약 15회에 걸쳐 활동이 이뤄졌다((사)익사고도육성세계유산보
전관리주민협의회, 2019). 더불어 2019년 4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금마우체국 옆 선화공
원에서 고도지구 젊은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서동선화뚝방마켓’을 운영하였으며, 주민들이 만든
생활용품과 먹거리, 공예품 등을 판매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이
미지 찾기, 간판 교체사업, 면사무소 이전사업, 옥룡천 복원 등과 같이 고도복원에 초점을 둔 물
리적 환경개선 사업이어서 주민들의 참여 여지가 적었다. 아직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초기이어
서 주로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역사적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다소 지역
활성화와 거리감이 있다. 최근 금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정책 계획수립이나 진행되는 사업
에 대한 참여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99.3%는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한
국문화관광연구원·추계예술대학교, 2020:160).11) 특히 금마지역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
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이렇게 낮은 것
은 행정이나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도시설 복원과 더불어 이러한 시설들의 활용성을 증진할 수 있
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주민참여를 전제로 고도가 복원되어야 고도에 입지된
시설물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 간, 관련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고도육성사업이 추진되는 금마지역과 왕궁지역은 고도보존육성
사업과 더불어 세계유산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성
이 요구되었다. 2015년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익산의 세계유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백제왕궁천년별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등재 전에 지역의 문화유산 등재 추진과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에 초
점을 두었다. 세계유산은 무엇이고, 등재 절차, 등재에 필요한 요건, 세계유산 추진 상황과 익산
의 문화유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이신효, 2015)..12)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세계유산 등
재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이후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작되
었다. 금마와 왕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미륵사지, 사자사지, 서동생가
터, 익산토성, 익산쌍릉 등 무왕 관련 유적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유적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문
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동시에 이뤄졌다(이신효외, 2015). 백제왕궁천년별밤 캠프는 왕궁
리 유적 일대에서 가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
서동이 무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놀이 등의 미션 수행 프로그램(무왕 리더십 따라가기)과 천년
별빛 축제(입궁식, 은하수 퍼레이드, 탑돌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백제와 교감을
11) 주민참여의 비중이 낮은 것은 코로나 19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12)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현재까지 145회를 추진하여 약 5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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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문이화, 2017:19)13).
금마 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은 크게 3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금마 근린가
로 활성화 사업으로 금마 고도 맞이 공간 정비, 고도 테마 가로 조성, 금마 고도 근린상가 활성화
사업 등이다. 금마 전통마을 가꾸기 분야로는 세대통합 문화공간 조성, 노후주택 정비,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금마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은 금마 도시재생대학, 금마 주민
공모전, 금마 주민 참여활동 지원, 금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타 운영 등이다(익산시, 2020).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금마 근린가로 사업은 고도보존육성 사업의 금마시장 이전, 한옥주
민센터 건립, 고도탐방거점조성, 금마 한옥문화 체험마을 조성, 고도지구 가로경관개선사업, 금
마 전선 지중화 사업 등과 연계가 높았다. 더불어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생활유적 발굴정비, 역사
전통 마을 조성(고도이미지 찾기)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금마 전통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
성이 있고,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주민참여 및 제도적 기반구축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금마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계성이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추계예술대학교, 2020:107-108).
사업 간 연계성과 연관하여 문이화(2020)는 각각의 사업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상호 유기
적 연계성을 요구하였다. 세계유산사업은 점 단위에서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와 같은 개별유적
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은 선 단위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역사 정체성 규
명에 중점을 그리고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면 단위에서 익산 고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현재와 미래 설계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두어 사업 간 역할 분담을 주장하였다. 고도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 부여군에서는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인식하여 총괄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
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주 단위로 고도사업과 다른 사업들과의 조정이나 연계성을 높이
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14)
네트워크의 다른 유형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과 관련된 기관 간을 연계하는 것이다. 공동
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력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의 기대 가치는 참여 주체들의 개별적 문제해결보다는 협
력적 문제해결이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식과 영감들이 합쳐
져 더 나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Kickert,1997;하민철,2008:100). 고도보존육성계를 주
축으로 관련 부서 간 행정 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부서에서는 금마지역을 대상으
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고도보존육성계나 고도주민협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관련 부서 간 다소 마찰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간적으로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
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협의 없이 진행될 경우 예산 낭비와 일관성 있는 사
업추진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된다. 협업
사례로 진안군의 행정협조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진안군청 내 7개 마을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6개 실과소 간 마을사업 업무협조 TF를 구성하여, 업무체계를 구축하였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13)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 10회에 걸쳐 약 600여 명이 참가하여, 익산지역뿐 아니라
각지의 가족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
14) 부여군 고도육성팀 팀장과의 면담 내용임(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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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업할 필요가 있다.
금마지역에는 고도주민협의회 이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부녀회, 자율방
범대,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상인회 등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고도사
업과 연계성이 부족하였다15). 행정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이 거버넌스 구축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Milward and Provan,2006;이명석외,2009:150). 행정은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문
이화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문이화, 2017:28). 완주군 로컬푸드 사례의 경우
‘완주공동체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금마 사례에서는
행정과 지역주민 간 혹은 시민사회단체 간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금마지
역의 단체들 간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어렵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
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고 있는 행정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행정지원

행정지원은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법, 조례 제정, 행정기구의 신설,
거점 공간 등을 의미한다. 우선적인 행정지원으로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고도보존육성사업은 2011년 개정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었다.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2011년 고도보존 및 육성법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문화재 보
존을 넘어 육성으로 확대한 문화재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대
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문화예술 사업과 관광사업까
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이다. 주민지원 사업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
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둘째로, 조례와
규칙 제정을 들 수 있다. 익산시는 고도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
다. 관련 조례로는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도보존육성 민관협의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다. 고도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주민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규정만 존재하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익산시, 고도보존 육성 및 지원조례). 조
례 제정을 통하여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화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는 거점 공
간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이현국·범령령(2016)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단
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익산시는 금마지역에 고
도주민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이 공간에서 고도 관련 각종 회의 개최
와 등공예 교육이나 전시회의 준비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16). 익산시는 역사문화재과 내
15) 경주 지역의 경우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고도보존회와 더불어 신라문화원, 신라오릉보존회, 신라
문화선양회, 신라문화진흥원, 신라문화동인회, 경주 남산연구소 등이 있음.
16) 장기적으로 익산시는 2023년까지 금마지역에 탐방거점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이 공간에는 백
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탐방 안내와 함께 국내외 방문객 편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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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도육성사업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하여 고도사업이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담 팀 신설은 금마지역 주민들과 행정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담
당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고, 관료 조직에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이 부여되고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정문수, 2016:69).
이상에서 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고도사업
을 시작한 이후로 고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과 더불어 지역의 많은 외
형적 변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간의 고도사업은 고도지역에 대한 홍보와 답사, 문화재 조사,
발굴, 복원, 그리고 주민 생활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이미지 구축 사업 등의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
을 두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우선은 사
업 주체들의 역량을 현재의 수준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도아카데미를 통하여 고도보존육
성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화시켰다는 성과가 있으나 고도
보존육성 사업을 지역 활성화 수준으로 연계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주체인 공무원들
도 자체적인 역량 강화도 요구되었다.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
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재 정책의 큰 변화이다. 다
만 고도사업 대부분이 물리적이고 시설 복원 중심이어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 유인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네트워크는 사업 주체들 간 연계와 동일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고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들을 연계하여 고도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금마지역에서 고도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사업 주체들 간 연계성은 미미하였다. 행정지원
요인에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고도주민협의회에 대한
운영 예산과 거점 공간 등을 지원하였다. 논의를 종합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2> 분석 결과

고도보존
육성사업
을 통한
지역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도아카데미, 한지
역량 강화 등공예교육 등이었음.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방법은 학예사
충원, 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등이었음.
고도보존육성사업 심의기구인 지역위원회에 주민대표 참여, 고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 고도경관 개선과 골
주민참여 도보존육성
목길 가꾸기 사업, 서동선화뚝방마켓 운영,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간판정비 사업 참여 등 이었음
사업 간 연계는 구축되지 못하였음. 사업 주체인 행정과 고도
네트워크 주민협의회 간 연계가 구축되었음. 관련 행정 부서 간 협업 체
계는 미흡하였음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개)정,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
행정지원 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고도주민협의회 운영과 공
간 지원이 있었음.

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탐방거점센터에는 역사관, 전망대, 교육장, 주민참여
공간,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고도통합지원센터와 유적 간 연계 환승시설, 주차장, 편익시설 등
이 들어설 예정임(전북일보, 2020.2.4.).

68「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Ⅳ.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책적 함의 및 결론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복원에 중점을 두어 금마지역은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간 고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이었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
에서 성과가 있다. 2단계 고도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중점적인 사항은 외형적이고 물리적 중
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초기에는 가시적 성과에 집중
하여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
로 서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됨에 따라 기존의 물리적 중심의 사업
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전환하였다(이규선외,2012:147). 이러한 관점에서 고도의 정체성을 찾는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 요소인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17) 요소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
보존육성 정책을 통해서 금마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고도아카데미와 한지등공예 교
육이었다. 교육을 통한 일부 성과가 확인되었으나 다소 교육의 심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
유산의 지속적인 관리 보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이런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중요하다. 많은 사례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역의 소수 리더들이라는 것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더
불어 리더를 발굴하고,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원화가 요구되었다. 역량 강화 방법에
서도 다소 변화가 필요하였다. 현장 참여와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도사업에 지역주민들
의 참여를 유인하고, 이러한 참여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단계별 학습전략도 필요하
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주체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사례에서 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는 위원회에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차원에서 학예사의 충원 등이었다. 고도보존
육성계는 토목직과 건축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도사업을 주로 하드웨어 구축으로만 인식
하였다.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이러한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며, 이
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시간이 오래 요구된다. 행정 차원에서 고도사업으로 인해서 구축되는
시설물 운영이나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토목이나 건축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고도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문화유산보존과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이론적 논의에서 강조하였다. 사례에서 우
선적으로 고도지정 및 사업 승인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인 지역심의위
원회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에 있어 주민 의견을 필
수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도주민
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고도지역에 대한 경관개선과 환경정화 사업 등의 참여, 주민들이 만
든 생활용품과 먹거리,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서동선화뚝방마켓의 운영 등을
17) 소프트웨어의 사업 유형은 지역축제, 관광 상품화, 소득 창출 프로그램, 프리마케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휴먼웨어 사업 유형은 주민조직 구성, 주민협약 만들기, 마을 홍보 등을 들었음(이규
선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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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고도주민협의회 회원이나 지역주민 대표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고도사업에 대한 참여가 이뤄졌으며, 고도사업에 대한 일반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고도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도사업의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협
조를 요청하는 등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기제가 필요하다. 더불어 많은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공동체 사업은 경관개선이나
환경 정비 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사업으로 발전하였다. 금마 사례
의 경우 아직은 초기 단계이어서 환경정화 등의 사업에 그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
박사업, 주민해설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축제 등과 같이
(심경미,2020)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지원 사업 등의 공동체 사업의 발굴이 요구된다.
네트워크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 간, 관련 사업 간, 프로그램 간 연계성
을 높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금마지역이 고도로 지정되면서 고도보존육성사업
과 더불어 세계유산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들은 연계성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중복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의 정체성은 확립하면서 시
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크 즉, 서로 다른 사업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여 종
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세계유산사업은 고도사업의 핵심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금마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고도사업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서 고도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았다. 부여군은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서 사업 간 조
정을 이뤄가고 있었으며,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들 간 TF를 만들어
월 1회의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조정하였다. 총괄적인 관점에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사업들
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고도사업 관련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지역주민단
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고도주민협의회가 행정과 민간 간을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
였으나 금마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도사업과는 거의 무관하였으며 협력관계는 미미하
였다. 고도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금마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고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고 있는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지원 차원에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전개되기 위한 법 개정과 조례 제정, 고도보존육성
전담팀 신설, 고도주민협의회에 대한 공간 제공과 운영 지원 등이 있었다. 아직은 사업의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과 고도복원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고도의 복원과 더불어 이러한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이 요구되
었다. 전영옥(2006)은 문화도시 전략으로 먼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18) 많은 사례에서 시설물은 훌륭하였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가 부족
한 경우 시설물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도복원을 위한 시설물 건립과 더불어 이를 활용
18) 전영옥은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적 환경을 갖춘 도시가 문화도시가 아니라 도시인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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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병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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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apital of an
Old State Conservation Promotion Project: Focus on the Geumma
Area, Iksan City
Seo, Hui-Seok

This paper discussed what is required for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Precedent studies selected factors for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project ent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network, and
administrative support as variabl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As the Geumma area in Iksan
is the capital of an state designated, various projects, including the capital of an state
project, are being developed, which is changing a lot in appearance. Recently, the importance
of local resi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has been discussed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sustainability of cultural asse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apital of an state
preservation development project requires continuous partnership with local residents. The
methods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residents were mainly the operation of the
Godo Academy and the training of crafts such as Hanji. Residents' participation was made
mandatory for local residents'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s' public hearing
and regional deliberation committees on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promotion
plan, institut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Community projects included improving
the landscape of the capital of an state areas and building alleys. The majority of ordinary
residents lacked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community programs were required to create
jobs or income to attract residents' participation. The network is to calculate the synergy
effect of the project by strengthening cooperative links between various projects promoted in
the same area and among project implementers. In addition to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Geumma area was also required to establish
links between projects and a cooperative system among project players as the World
Heritage project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being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dministrative support was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and the provision of an activity space for the Council of GO DO
Residents in order to stably promote the project. Overall, the Geumma area's the capital of
an stat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were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roject entities, residents' participation, and network construction, which were the factors
of regional revitaliz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hardware to find identity of the
capital of an state.
[Key Words: Revitalization of Community,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Capital of the
Old State, Citizen Particip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