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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Overview

행사개요

일
장

시

2016. 10. 20(목)

소

주최 및 주관
주

개

제

참석대상

요

전주시 일원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속 가능한 창의도시 네트워크
150명 (국외 50, 국내 100)

- 주요참석대상 : 음식창의도시, 국내창의도시, 캐나다․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 대표, 유네스코 본부 고위간부 등
- 일반 참가자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전문가, 음식인 등

1일차 (10.19(수))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환영리셉션 : 전주 신시가지 로드무비

시간

11:30-13:00
13:00-13:30

13:30-14:00

2일차 (10.20(목))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90'
30'

30'

14:00-14:10

10'

14:10-14:40

30'

14:40-14:50

10'

14:50-15:20

30'

15:20-16:20

60'

16:20-16:40

20'

16:40-17:40

60'

세부내용

오찬*
등록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환영사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사

김승수 전주시장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축하공연 (전주 시립국악단)
국내 창의도시 업무 협약식

서울, 이천, 전주, 광주, 부산, 통영시 대표

2016 UNESCO Creative Cities Workshop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F 국제회의장

기념사진촬영

기조발제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방향과 전략
죠티 오사그라하 유네스코 창의국장
해외 도시 간 협의체 사례 발표

켈리 제롯 캐나다 창의도시 협의체 부대표
노다 쿠니히로 일본 창의도시 협의체 고문
(돗토리대학교 교수)
휴식 (커피 및 다과)

종합토론 : 국내 창의도시의 발전방향
좌

장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토론자

이철호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정덕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정정숙 한국문화기획평가 연구소장

17:40-18:40

60'

국내 창의도시 실무자 회의**

18:40-19:00

20'

장내 정리 및 만찬장 이동*

19:00-21:00

120'

공식만찬*

※ *표시된 일정은 주요 발제자 등 사전 공지 받은 주요인사 대상 행사입니다.
※ **표시된 일정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가입도시 관계자 대상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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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통문화관 <한벽루>

개회식

개회사

축

장소

국제회의장 로비 및 야외테라스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F 국제회의장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2F 세미나실
한국전통문화전당 5F
미니컨벤션

Overview

2016 UNESCO
Creative Cities
Workshop

Overview

Thu 20 October 2016

Date

Venue

Organizers
Theme

Participants

Jeonju,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stainable Creative Cities Networks
around 150 participants

Day 1 : Wednesday, 19 October :

Check-in and Welcome Reception in Lord Movie at the new town area of Jeonju
DAY 2 (Thursday, 20 October) UNESCO CREATIVE CITIES WORKSHOP

Time

Contents

11:30-13:00

90’

13:00-13:30

30’

Luncheon

• Experience Bibimbap performance

• Traditional Jeonju cuisine with Pansori, traditional Korean and
musical performance

Move and Registration

Place

Hanbyukroo in Jeonju

Traditional Culture Center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Welcome
remarks

13:30-14:50

80’

Mr. Dong-seok Min,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r. Seung-su Kim, Mayor of Jeonju City

Mr. Myeong-ji Kim, Chairperson of Jeonju City
Council

Mr. Ha-jin Song, Governor of Jeollabuk-do
Province

Congratulatory

Mr. Young-goog Park, Deputy Minister of the

Congratulatory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group from

remarks

Performance

MOU Signing
Ceremony

among UNESCO
Creative Cities
in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3F)

i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Jeonju City

Representatives from Seoul, Icheon, Jeonju,
Gwangju, Busan, and Tongyoung

Photo Session

14:50-15:20

30’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 National Intangibl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Future Strategy
Ms. Jyoti Hosagrahar, Director of Division of Creativity, UNESCO

Conference Hall (3F)
Heritage Center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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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2016 UNESCO
Creative Cities
Workshop

DAY 2 (Thursday, 20 October) UNESCO CREATIVE CITIES WORKSHOP

Time
15:20-16:20

60‘

16:20-16:40

20’

Contents

Case Studies :

Operation of Cities’ Networks

Plac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3F)

Ms. Kelly Jerrott, Vice President of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in National Intangible
Mr. Kunihiro Noda, Advisor of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 Heritage Center
Coffee Break

Lobby

General Discussion: Strategy for the UNESCO Creative Cities
in Korea

Moderator
16:40-17:40

Mr. Kyung-gu Han, Dean of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r. Jeong-deok Lee, Professor at the

30’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Panel

Anthrop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eminar Room (2F)

Mr. Cheol-ho Le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Ms. Jung-sook Chung, Head of the Culture
Plan &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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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40

60’

Working-level meeting

18:40-19:00

20’

Moving to the banquet venue

19:00-21:00

120’

Gala Dinner

• Jeonju cuisine with traditional performance

Archives (1F and 2F)
of Exhibition Hall

Mini Convention Hall (5F)
in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MAP:
Jeonju City

전주월드컵경기장
Jeonju World Cup Stadium

송천역
Songcheon Station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IFFE)

동물원
zoo

전주역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Station

전주고속버스터미널
Jeonju Express Bus Terminal

한국전통문화전당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전주시외버스터미널
Jeonju Intercity Bus Terminal
한국농수산대학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로니호텔

Hotel Roni

국제한식조리학교

Creative Culinary Institue of Korea

전주시청
Jeonju City Hall

전북도청
Jeollabukdo Provincial Office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완산구청
Wansan-gu Office

모던한정식 [기와]

Kiwa (Korean Restaurant)

전주전통 문화관 [한벽루]

Hanbyukroo (Korean Restaurant)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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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소개 및 토론패널 소개
Speakers and Panel Introduction

연사소개
Speakers

기조발제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방향과 전략
죠티 오사그라하(Jyoti Hosagrahar)는 현재 유네스코(UNESCO) 창의국장으로 재직하며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국제문화진흥기금(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FPC), UN 2030 의제의 문화 분야
이행을 담당하고 있다. 뉴욕 콜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 동 대학 건축·계획· 보존대학원(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Preservation, GSAPP) 내 국제지속가능도시연구원 (SUI Lab)소장, 인도
방갈로르 스리쉬티 예술디자인기술 연수원(Srishti Institute of Art, Design, and Technology)의 문화주거지속

가능발전 분야 유네스코 석좌(UNESCO Chair) 프로그램 및 박사학위프로그램 최고지도교수, NGO지속가능도시계획
(Sustainable Urbanism International, SUI)의 설립자 및 대표를 역임했다. 건축가이자 도시계획자, 문화사학자로서

도시개발 및 보존, 문화유산관리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디자인정책수립에 관여해왔다. 다년간 유네스코 역사유적

죠타 오사그라하
유네스코 창의국장

도시, 문화와 발전, 지속가능도시 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현재는 유엔 해비타트 III(UN Habitat III) 정책부서의 사회

문화적 도시구조 전문가이자 문화유산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대책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도시계획(SUI)과 함께 문화와 문화유산을
도시 설계 및 발전에 통합하는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도시의 미래와 문화유산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다수의
국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Ms. Jyoti Hosagrahar
Director of Division

of Creativity, UNESCO

Keynote Speech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Future Strategy of the UCCN
Jyoti Hosagrahar is Director, Division for Creativity in the Culture Sector at UNESCO. In this capacity,
her responsibilities include, the overall tran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e Creative Cities Programme, the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the Artist, the 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FPC), and dir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2030 Agenda for the Culture Sector. Prior to joining UNESCO, she was a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SUI Lab at GSAPP,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NESCO Chair in

Culture, Habita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Srishti Institute of Art, Design, and Technology in

Bangalore, India where she was also Chair of the Ph.D. program; and Founder-Director of Sustainable
Urbanism International (SUI), an NGO in Bangalore, India. Architect, planner, and cultural historian, she

has been engaged with planning, design, and policies on urban development, urban conservation and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issues. For a number of years she was an expert for UNESCO

on historic cities, culture and development, and urban sustainability. She is an expert for the UN Habitat
III Policy Unit on Socio Cultural Urban Framework, and has headed the ICOMOS Task Force on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SUI, she has developed a range of design solutions and
strategies that integrate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into urban design and development as well as

conceived and organized a serie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urban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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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소개
Speakers

해외 도시 간 협의체 사례 발표 : 캐나다
켈리 제롯(Kelly Jerrott)은 25년 경력의 문화예술분야 리더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 빅토

리아(Victoria)에 위치한 로얄로드대학(Royal Roads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경예술로 잘 알려진
알버타(Alberta) 세인트 알버트(St. Albert) 시의 문화서비스센터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캐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이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부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015년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켈로우나
(Kelowna)에서 개최된 캐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상회의 의장을 역임하였는데, 이는 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조연설과 다양한 세션, 현장 답사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상호 독려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켈리

제롯은 알버타주 에드몬톤(Edmonton)의 그랜트맥콴대학(Grant MacEwan University)에서 문화예술경영프로그램
교육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벤트 에드몬톤(Events Edmonton), 테이스트 오브 에드몬톤

(Taste of Edmonton) 축제와 캐나다 서부 음악 연합(Western Canadian Music Alliance) 프로그램 제작사, 주노 어워즈

켈리 제롯

캐나다 창의도시 협의체 부대표

/캐나다 뮤직 어워드(JUNO Awards/Canada’s Music Awards) 조직위원회 이사를 역임했다.

세인트알버트시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덴(Arden) 극장, 미술관, 박물관, 사적지, 도시 공공미술 등 도시 문화시설 운영을
감독하기도 했다. 그녀는 도시 문화 종합 계획과 유산 관리 계획을 수립, 실행하기도 했다. 그 예로, 북알버타 국제 아동

예술축제(Northern Alberta International Children’s Festival of the Arts)를 기획하였고, 지역사회 문화를 강조
하고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앰플리파이 유스 페스티벌(Amplify Youth Festival)과 세인트 알버타 라이브(St. Alberta

LIVE) 유투브 채널을 만들었다. 현재 팀으로 합류하기 전, 켈리 제롯은 에드몬톤의 북알버타 주빌리 오디토리움
(Northern Alberta Jubilee Auditorium)과 뮤직 알버타(Music Alberta)의 상임 이사, 글레이스 베이(Glace Bay)의
사보이 극장(Savoy Theatre) 총감독을 역임하기도 했다. 켈리 제롯은 혁신과 창의성에 의한 높은 수준의 직원 참여와

생산성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이다.

Ms. Kelly Jerrott

Vice Representative from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Case Study: Operation of City Networks in Canada
Kelly Jerrott has more than 25 years’ experience as a leader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in Canada,
and holds a Master of Arts in Leadership from Royal Roads University, in Victoria, British Columbia. S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Cultural Services with the City of St. Albert, in Alberta, Canada, known as the
“Botanical Arts City”. She serves at the national level as Vice President of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and has been a Board Member since 2013. Ms. Jerrott chaired the 2015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Summit in Kelowna, B.C., bringing cultural professionals together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be inspired through keynote speakers, sessions and study tours. Active in the arts community she
is also a member of the Academic Advisory Council for the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Program at
Grant MacEwan University in Edmonton, Alberta; and has served as a board member with organizations
such as Events Edmonton, producer of the Taste of Edmonton Festival, the Western Canadian Music
Alliance, and the JUNO Awards/Canada’s Music Awards Host Committee. Working with a dynamic team
in St. Albert, Ms. Jerrott oversee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ity’s cultural facilities such
as the Arden Theatre, Art Gallery, Museum and Historic Sites, as well as the City’s Public Art Collection.
She was instrumental in the development of the City’s Cultural Master Plan, and Heritage Management
Plan, taking significant steps in recent year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both plans; including
producing the Northern Albert International Children’s Festival of the Arts, launching the new Amplify
Youth Festival, and St. Albert LIVE YouTube Channel to highlight and celebrate culture in the community.
Before joining the City, Ms. Jerrott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Edmonton’s Northern Alberta
Jubilee Auditorium, Executive Director of Music Alberta, and General Manager of the Savoy Theatre
in Glace Bay, N.S. Ms. Jerrott is a values-based leader who creates a positive culture that empowers
others to strive for excellence, fostering a high level of employee engagement and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and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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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 간 협의체 사례 발표 : 일본
재 일본 돗토리대학 지역과학부 교수로 재학 중이며, 문화정책 및 창의도시정책을 연구한다. 2004년까지 요코하마

(Yokohama)시에서 근무하였으며,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홀(Yokohama Minato-Mirai Hall) 건축(1996-1998),
요코하마의 신도시정책을 개발을 위한 창의도시 요코하마(Creative City Yokohama) 프로젝트(2003-2004), 2005
요코하마 트리엔날레(Yokohama Triennale)(2004)와 같은 현대미술축제 조직 업무를 맡았다. 돗토리 대학으로 자리

를 옮긴 후 2012년부터 미술 프로젝트 HOSPITALE (http://hospitale-project.jimdo.com)를 기획했다. 또한 현대
미술축제 아이치현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의 2010년, 2013년, 2016년 집행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일본 문화경제협회(Japan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의 전임 국장 및 현 이사, 일본문화정책연구협회
(Japan Association for Cultural Policy Research) 이사, 돗토리현 문화예술진흥자문휘원회(Culture Promotion
of Tottori Prefecture) 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창의도시의 수평선’(Horizon of Creative City, 공저, Gakugei, 2007), ‘창의도시 요코하마의 전략’

노다 쿠니히로

일본 창의도시 협의체 고문
(돗토리대학교 교수)

(Strategy of Creative City Yokohama, Gakugei, 2008), ‘지역과학개론’(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s,
공저, Minerva, 2011), ‘창의 마을’(Creative Village, 공저, Gakugei, 2014), ‘창의 정책, 예술 경영, 그리고 창의 도시

의 발달’(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Arts Management and Creative City, Gakugei, 2014), ‘문화 중심의
정책 및 지역 문화재의 재평가: 오타루와 유바리, 두 도시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Culture driven policies and
revaluation of local cultural assets: A tale of two cities, Otaru and Yubari, City, Culture and Society v.6

no.4., 공저, Pier Luigi Sacco, Guido Ferilli, 2015)가 있다. 또한 ‘제9회 국제문화경제학회: 요코하마시의 예술 행정’

(1996, 보스턴), ‘제15회 국제문화경제학회: 새로운 일본의 도시 정책의 등장: 창의 도시’(2008, 보스턴), ‘전통적인

이문화간 공간 속 창의적 산업들: 요코하마의 새로운 도시 정책, 창의 도시’(2010, 베니스), ‘국제문화정책연구회: 예술가

들과 정부는 같은 꿈을 꾸는가?’(2014, 베를린), ‘사전 아시아 문화 포럼: 창의 도시 요코하마’(2014, 광주), ‘아시아
문화포럼: 창의도시 요코하마’(2015, 광주), ‘국제문화정책연구회: 동아시아 문화 도시의 역할과 미래’(2016, 서울)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연사로 참여했다.

Mr. Kunihiro Noda
Advisor of 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

Case Study: Operation of City Networks in Canada
Faculty of Regional Sciences, Tottori University (Cultural Policy, Creative City Policy).Working for

Yokohama City until 2004. During the period, I engaged in setting up Yokohama Minato-Mirai Hall
(1996-1998), in developing Yokohama’s new urban policy Creative City Yokohama (2003-2004), and
in organizing a contemporary art festival, Yokohama Triennale 2005 (2004). After transfered to Tottori
University, organized an art project, HOSPITALE from 2012. (http://hospitale-project.jimdo.com).Also

I am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Aichi Triennale (contemporary art festival) 2010, 2013,
2016. Board member of Japan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former chief director), Board member

of the Japan Association for Cultural Policy Research, Chairman of Council for Art & Culture Promotion

of Tottori Prefecture. The seelective Papers and Publications are Horizon of Creative City,(co-author,
Gakugei, 2007), Strategy of Creative City Yokohama, (Gakugei, 2008),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s
(co-author, Minerva, 2011), Creative Village (co-author,Gakugei,2014),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Arts Management and Creative City (Gakugei, 2014), and Culture driven policies and revaluation of local

cultural assets: A tale of two cities, Otaru and Yubari, City, Culture and Society v.6 no.4 (co-author, Pier
Luigi Sacco and Guido Ferilli), 2015.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re Arts Administration in
the City of Yokohama at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conomics. 1996 (Boston), The Rise

of a New Japanese Urban Policy — Creative City.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Economics.
2008 (Boston),Yokohama’s New Urban Policy Creative City. CITIES - Creative Industries in Traditional

Intercultural Spaces. 2010 (Venice), Do Artists and Governments Share the Same Dream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 Research.2014 (Berlin), Creative City Yokohama at Pre—Asia Culture
Forum. 2014 (Gwangju), Creative City Yokohama at Asia Culture Forum. 2015 (Gwangju), and The Role

and Future of Culture City of East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 Research.2016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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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국내 창의도시의 발전방향
좌 장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토론자

이정덕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이자 학부장으로, 문화인류학자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서울대
인류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미 하버드대 인류학과, 동경대학 문화인류학교실 등에
서 수학하였으며, 외무부 북미담당관실,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및 국민대 국제학부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편집위원장, 한국문화인류학회 편집위원장 및 부회장, 한국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재외한인학회장,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장, 한국이민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유네스코위원회 문화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
이다. 전주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본구상을 돕고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서울대 인류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인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문 분야는 문화이론, 문화정책, 문화기획, 문화와 관광, 문화유산과
관광, 문화다양성이다. 전주시 전통문화특구 추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전주시 도시재생 추진위원(문화), 전라북도문화누리사업단
자문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전주지속발전 협의회 정책위원장, 전북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이사, 평화문화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북의 축제>, <전북 100년의 생활문화>의 공저자로 참여
했으며,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연구>, <21세기 한국의 문화혁명>, <전주의 문화정체성> 등을 발표했다.

토론자

이철호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자

정정숙 한국문화기획평가 연구소장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도시권 정치경제 전문가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및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학교 교수 임명 후 국제전문대학원 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특위위원과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단행본 ‘부산 글로벌 경제론’, ‘도시재생 실천하라(부산의 경험과 교훈)’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으며, 논문 “대도시권 발전과 공간 재구조화”, “창조도시전략으로서 창조관광의 이해”, “탈국제관계로서
지중해 모델과 발트해 지역협력” 등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과 호원대학교 행정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연구실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
협력사업 평가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자문단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보고서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 ‘재외 한국문화원 평가’의 집필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 센터 중장기발전계획’,
‘국제문화교류진흥방안 연구’, ‘문화영역 ODA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책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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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Discussion : Future Strategy for UNESCO Creative Cities in Korea
Moderator

Mr. Kyung-gu Han, Dean of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Kyung-Koo, Dean and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 cultural anthropologist with fieldwork experiences in Japan and Korea.

He taught at the Anthropology Department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of Kookmin University. He is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served as Chair of Policy of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Presid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He helped Jeonju City join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 2012

Panel

Mr. Jeong-deok Le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Lee Jeong-deok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a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pecializing in culture theory, cultural

policy, culture planning, culture and tourism,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and cultural diversity. After acquiring his B.A. and M.A. in Anthrop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obtained his Ph.D. in Anthropology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promoting the appointment of

Jeonju City as a Traditional Cultural Zone; an advisory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 memb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development committee for Jeonju Traditional Culture City; a member of the Culture and Arts Committee for Jeollabuk-do Province;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established by Jeonju City Government (Division of Culture); a chair for both the advisory and operation

committees for Jeollabuk-do Province’s Cultural Promotion Team; an organizing committee member for Jeonju Sori (Sound of Voice and Music) Festival; a chair for
policy at Jeonju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 director of Jeonju Culture & Content Agency; and a chief director of the Peace and Culture Institute. He is a co-

author of Festival of Jeonbuk and Jeonbuk, Living Culture of 100 years, in addition to presenting many research papers, including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of
Local Culture and its Alternatives,” “Cultural Revolution of Korea in the 21stcentury,“and”CulturalIdentityofJeonju.“

Panel

Mr. Chul-ho Lee,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Chul-ho is an expert i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city regions, currently serving a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as the president of the Bus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fter acquiring a B.A. and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obtained his Ph.D. from I’EHES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in Paris, France. Following

his appointment as a professo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he became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for the South Eas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is a co-author of Busan Global Economy and

Practice Urban Regeneration: Busan’s Experience and Lessons, in addition to presenting many research papers, including “Development of Mega-City Region and
Spatial Restructuring,” “Creative Tourism as a Creative City Development Strategy,” and “A Mediterranean Model as Post-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Baltic Sea
Regional Cooperation.”

Panel

Ms. Jung-sook Chung, Head of the Culture Plan & EvaluationResearch Institute

Jeong, Jeong-suk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Culture Plan and Evaluation Research Institution and an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Howon University. She was a fellow of the Cultural and Arts Policy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nd was also served as several

important roles such as a researcher of the Division on Society and Culture a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fellow of th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 at Arts Council Korea,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private advisory committee member for the Governmental Affairs Advisory Committee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he is a co-author of 'Mid-term Plans for an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based on Openness and Communication' and 'Evaluation on Overseas Korean Cultural Centers'. Reports written by Jeong include 'Ways

to Revitalize Projects of Culture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id and Long-Term Plans for the UNESCO Asia-Pa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Information Network Center', 'A Study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in Cultural Area', and 'Research on Revitalization of Cultu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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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문

ABSTRACT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기조연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죠티 오사그라하 유네스코 창의국장
의심의 여지 없이 지난 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2015년 9월, 17가지 ‘지속

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포함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된 것과,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리는 ‘해비타트3 회의(Habitat III)’에서 채택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인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이다.

발전, 특히 도시 발전에 있어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은 오늘날 국제 개발 의제에서 핵심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공동체 간 대화와 이해 증진,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미

문화와 창의성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번째 의제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에도 잘 나타나있다.

결과적으로, 문화, 창의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 그리고 발전을 이끄는 주요 주체로서 도시의 역할은 모든 수준의 국제 개발 의제에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우리들이 도시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네트워크
UN 전문기구 중 문화 분야에 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구인 유네스코는 이 국제 의제를 이행하는 역할의 최전선에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달성에 있어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활약해 왔다. 공예와 민속 예술, 디자인, 영화, 음식, 문학, 미디어 아트, 음악 등 7개 분야에서 전 세계 11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는 문화, 창의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가치와 비전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네트워크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회원국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 네트워크의 보다 활발하고
선두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 내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협력해
창의도시 간의 국내 협력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국내적 확산은 여러 도시들에게 이 네트워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줄 뿐 아니라, 각국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국내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들의 국내외 교류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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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Ms. Jyoti Hosagrahar 유네스코 창의국장
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활동과 정책들이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새로운 도시
의제의 지역적 이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더군다나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 활동의 4분의 3이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가 및 지역적 이행에 보조
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지난달 스웨덴 오스터순드에서 열린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2016 UCCN Annual Meeting)’에서 논의
되었듯이, 조만간 유네스코의 전략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새로운 도시 의제 등 관련 분야의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미래 전략이 수립될 계획이다.

이 새롭고 유망한 미래 전략의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창의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활동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의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바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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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 Ms. Jyoti Hosagrahar, Director of Division of Creativity, UNESC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goals for human progress
Without a doubt, the past year has been a landma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ighlights have included the
adop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its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September 2015 and the expected/recent adoption of the New Urban Agenda, an action-oriented outcome
document which will set global standards of achievement i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t the Habitat III, in
Quito, Ecuador, in October 2016.

The role of culture and creativity in development, and particularly in urban sustainability, is at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 today. Culture and creativity have already demonstrated their contribution to

foster social cohesion, promote dialogue and understanding between communities, and enhance th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all of which are essential for build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is is perfectly
encapsulated in the SDG 11 to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As a result, the connection between culture, creativ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role of cities
as key actors in development processes, have all been recognized and progressively integrated into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s at all levels, allowing us to rethink and redesign the way we build, manage, and live in
cities.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the Network for urban sustainability
As the only UN agency with a specific mandate in the field of culture, UNESCO is at the forefro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international agenda. Notably, the UCCN programme, whose Mission Statement and

objectives are centred on the role of culture and creativity i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as become a highly

relevant actor and an international frontrunner in the field. Currently consisting of 116 member cities covering 7

Creative Fields including Crafts and Folk Art, Design, Film, Gastronomy, Literature, Media Arts and Music, the UCCN
forms a genuine global network through which UNESCO’s value and vision in the fields of culture, creativ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spread across the worl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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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 Ms. Jyoti Hosagrahar, Director of Division of Creativity, UNESCO
It is very encouraging that member states recognize the UCCN’s great potential in achieving the SDGs, and call it
to take a more active and leading role within the global agenda for sustainability. In this regard, some member
states, such as Republic of Korea and Italy, have initiated nationwide coordination between their Creative Cities

in collaboration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hus further raising awareness of the
Network among cities, serving as the national platform for their member cities with strengthened assistance and
support, as well as stimulate exchange and coopera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 truly do believe that the UCCN, with its activities and initiatives as well as through its close cooperation with
partners all over the world,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the New Urban

Agenda at the local level by advocating for a greater integration of these policies into cities’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s. This momentum in cities will not only be complementary to, but will als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since cities are currently home to ove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account for three quarters of the global economic activities.

Also clearly specified in the Conclusions of the 2016 UCCN Annual Meeting held in Östersund, Sweden, last month,

a future strategy of the Network, which will be based on UNESCO’s strategy and priorities in related field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New Urban Agenda, will be developed in the year to come to
further reinforce UCCN’s mission for urban sustainability.

In light of this new promising future strategy, the Creative Cities are encouraged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the

Network’s activities an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agenda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o
build hand in hand the cities that we all wa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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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 간 협의체 사례 발표 1:
캐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창의적 공동체의 연결
- 켈리 제롯 캐나다 창의도시 협의체 부대표
지난 15년동안 캐나다의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캐나다 전 지역의 사회와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켈리 제롯(Kelly
Jerrott)은 캐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부대표이자 앨버타주 세인트 알버트(St. Albert, Alberta) 지역의 문화 서비스 이사이다. 켈리

제롯은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들에게 실제 사회·경제·문화·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증진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 발표는 우선, 캐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구조,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효과적인 네트워킹 도구의 예시를
제공하면서, 정보 배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예. 리스트 서브, List Serve)과 연례 창의도시 정상회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켈리 제롯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새로운 계획도 제시한다. 이 계획을 통해 캐나다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가입 도시와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심화 연구, 전문성 신장, 지식 공유 등에 힘쓸 것임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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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1] Operation of City Networks:
Connecting Creative Communities through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 Ms. Kelly Jerrott, Vice President of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nurturing and supporting cultural development

in communities across Canada for almost 15 years. Kelly Jerrott, Vice President of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and Director of Cultural Services in St. Albert, Alberta, will share practical examples and insights on how

the Network has connected cultural leaders across the expansive nation to share knowledge and resources to
enhance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their communities.

Learn about the structure of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their programs and services, including how

members utilize their online distribution platform (List Serve) and the annual Creative City Summit as effective
networking tools.

Ms. Jerrott will also share some of the network’s new initiatives, along with useful examples of how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supports member municipalit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rough research,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knowledge sharing to enrich membe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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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 간 협의체 사례 발표 2: 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 설립과 활동
- 노다 쿠니히로, 일본 창의도시 협의체 고문 (돗토리대학교 교수)
일본은 21세기 초부터 창의도시 관련 정책들을 채택해왔다. 2001년 가나자와(Kanazawa)시에서는 민간 주도로 창의도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2004년에는 요코하마(Yokohama)시에서 ‘창의도시 요코하마(Creative City Yokohama)’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
정책을 시작하고, 해안가에 있는 옛 은행 건물을 활용하여 예술 프로젝트인 ‘뱅크아트(BankART)’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가나자와와 요코하마의 이런 정책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자 일본 내 다른 도시들도 창의도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 내 창의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문화청은 2007년 ‘예술 및 문화 부문의 창의도시정책(Creative City of Arts and Culture

Policy)’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는 요코하마에서 ‘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 CCNJ)’가 설립
되었다. 현재 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에는 77개의 지방 정부와 28개의 민간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이들 중 7개 도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자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동아시아 문화

도시 (Culture City of Ease Asia, CCEA)’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요코하마(일본), 취안저우(중국), 광주(대한민국)가 첫 번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이 외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설립 배경
2) 문화청의 지원

3) 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가입 도시, 규칙, 활동 등) 개요
4) 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성과

5) 일본 창의도시 네트워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동아시아 문화 도시 간의 관계
6) ‘2020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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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2] Operation of City Networks: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
- Mr. Kunihiro Noda, Advisor of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
The adoption of Creative City policies in Japan can be traced to the start of the twenty-first century. In 2001, a
Creative City conference was hosted by the private sector in Kanazawa. In 2004, Yokohama launched a new urban

policy entitled Creative City Yokohama and initiated BankART, an art project utilizing former bank buildings in the

city’s waterfront area. The positive outcomes achieved by Kanazawa and Yokohama has encouraged other cities in
Japan to take on Creative City policies.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Creative Cities in Japan, the Agency of Cultural Affairs initiated the Creative City of Arts

and Culture Policy in 2007. Furthermore, in 2013, the Creative City Network of Japan (CCNJ), was established in
Yokohama. Today, the CCNJ consists of seventy-seven local governments and twenty-eight private organizations.

Moreover, seven of these cities have joined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Furthermore, in 2014, the

Culture City of East Asia (CCEA) was formally established in Yokohama (Japan), Quánzhōu (China), and Gwangju
(Korea).

My presentation will cover the following issues:

1)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CNJ
2) Support from the Agency of Cultural Affairs

3) Outline of the CCNJ (member cities, rules, activities, etc.)
4) Achievements of the CCNJ

5) Relations between the CCNJ, UCCN, and CCEA cities

6) Future plans including the 2020 Olympics Culture Program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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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의도시 협의체의 의의 및 조직방향
- 이정덕 (전북대교수)
2004년 유네스코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도시 간 네트워크 사업을 출범시켰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54개국의 11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서울과 이천을 시작으로, 전주, 부산, 광주, 통영이 순서대로 창의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이 6개의 창의도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에 이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더욱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활발하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현재의 업무 협약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한국 창의도시 협의체 구축을 위한 논의를 구체화해야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창의도시 협의체의 의의와
목표, 조직화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1. 협의체의 의의와 목표
- 협의체구성을 통해 상시적인 소통과 협조의 체계를 갖춘다

- 문화를 통한 창의적 발전과 관련하여 경험, 정보, 실천, 전략,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여 보다 빠르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
록 한다

- 문화를 통한 창의적 발전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연구, 조사, 계획을 통해 더 나은 전략, 지식, 기술, 실천안을 구체화한다
- 공동으로 위와 같은 정보, 지식, 전략, 기술, 실천안을 전국으로 또한 세계로 확산시킨다
-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가나 외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한다

- 전국의 예술가, 문화전문가, 문화예술단체 등의 연계와 활동을 촉진한다

- 지역이 지역의 문화예술자원, 문화유산, 전문가, 인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각종 상을 수여하여 관련 전략과 아이디어를 널리 확산시키고 관련 실천력을 제고한다
2. 조직화 방안
1) 조직
- 조직의 활동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을 창의도시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예술에 기반한 창의적 도시발전을
지지하는 기타 도시, 단체, 개인을 옵저버로 참여시킨다

- 옵저버는 의견을 제안하고 활동에 참여하지만 투표권과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 창의도시들이 이사가 되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 창의도시들이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조직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해산한다. 지속적
으로 할 일이 있는 경우 상설조직으로 작동한다. 해당 분과에 전문가이거나 관심을 지닌 기타 도시, 단체, 개인이 위원으로 참여

하도록 한다

- 이사회 산하에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둔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창의도시 협의체 사무국을 두고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유네스코 한국위원
회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출을 줄인다. 재정이 풍부해지면 별도의 사무국을 둔다.)

- 옵저버에게는 투표권과 결정권이 없는 대신 회의참여권, 의견제시권, 정보공유권, 각종 활동에의 우선 참여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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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의도시 한국 창의도시 협의체의 의의 및 조직방향
- 이정덕(전북대교수)
2) 재정
- 공식 회원인 창의도시도 일정한 액수의 회비를 내고, 옵저버로 참여하는 기타 도시, 단체, 개인도 적은 액수지만 회비를 내도록 한다
(그래야 주인의식과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다)

- 기부자의 세금면제, 정보공유, 컨설팅제공, 홍보기회제공 등의 혜택을 통하여 지방정부, 기관, 은행과 사업체, 단체, 개인의 기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기금, 후원, 기부의 확보)

3) 기본활동
- 협의체 연례총회 조직

- 필요한 경우 비정기 총회나 워크숍 등의 조직

- 협의체 소식지 발간(온라인,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신문으로 확대)
- 각 조직과 위원회의 구성, 관리 및 운영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부,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조직, 외국 유네스코 창조도시 협의체들,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기타 필요한
도시나 기관이나 단체나 전문가에 대한 접촉과 교류

- 국내 네트워킹 활동
- 대외 홍보활동

- 각종 상 수여 및 관련 평가위원회 구성(창의도시대상: 창의발전프로그램상, 올해의 베스트 창의도시상; 단체와 개인: 올해의 창의
전문가상, 올해의 창의아이디어상, 올해의 창의기부상)

-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 업로드를 통한 공유

-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과 소통기록의 유지와 공개(제3자가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이사회의 정례회의(처음에는 반년별 회의를 하다가 활동이 많아지면 분기별 회의로)를 통한 이사회가 협의체의 방향설정, 실천안
도출, 구체적 실천 지도

- 분과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모임, 회의. 계획, 연구, 실행

-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문화를 통한 창의적 발전과 관련된 경험, 정보, 실천, 전략,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확산

- 필요한 경우 사무국이 외주를 통하여 문화를 통한 창의적 발전과 관련된 경험, 정보, 실천, 전략,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실천
하도록 조율

- 창의도시나 기타 구성원도 문화를 통한 창의적 발전과 관련하여 경험, 정보, 실천, 전략, 지식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 국가, 기관, 외부와 관련하여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을 확보한다

- 전국의 지방정부, 기관, 예술가, 문화전문가, 문화예술단체, 도시발전전문가 등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협동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각종 매뉴얼 확보, 개선, 공유
- 각종 정보의 출판

업무 협약 체결이 수년 내에 한국 창의도시 협의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창의도시와 유네스코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창의도시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협의체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조직화 방안에 대한 숙고와 논의을 거쳐 더욱 내실 있는 조직으로 발족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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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의도시의 발전과 도시네트워킹
- 이철호(부산대 교수)
1. 도시의 창의성과 네트워킹
도시는 속성상 항상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지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의 유목성이 강해지면서

네트워크의 규모와 성격이 변화하는 중이다. 창의도시의 맥락에서 네트워킹이 중시되는 것은 네트워킹과 창의성이 본질적으로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의 연결마디가 많아질수록 학습과 혁신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네트워킹은 점점 더 강화되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새로운 연결과 중개, 새로운 협력은 소통을 본질로 하는 도시의 미래에 중요하다. 도시네트워킹의 변화는
도시의 학습 잠재력과 창의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2. 도시네트워크의 속성과 형태
도시네트워크는 연계된 도시들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규모를 기준으로 각 국민공간의 최대도시들이 국제적으로 형성하는 관계망을 대도시네트워크(large city network)라고
부른다. 이 네트워크에서 도시들의 관계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즉 협력과 경쟁, 위계와 수평, 물질 관계와 비물질 관계, 정규적

관계와 일시적 관계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둘째, 기능을 기준으로 한 특화도시네트워크(specialized city network)이다. 여기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도시들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엔 일종의 도시들 간 노동분업에 해당
한다. 특화도시네트워크는 다시 도시동맹(alliance of cities)과 도시클럽(club of cities)으로 대별된다. 도시동맹은 도시들이 서로

보완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도시네트워크이다. 이와는 달리 도시클럽은 도시가 행위

자로서 구체적 프로젝트보다는 자치단체장 회의처럼 정보교환에 치중하는 네트워크이다. 2010년 이천시가 주최한 UCCN 포럼에서
영국의 문화컨설턴트 주디스 스테인(Judith Staines)은 전자를 ‘프로젝트 네트워크(project network)’ 후자를 '회원제 네트워크
( membership network)'로 불렀다.
3. 도시네트워크의 효과
도시네트워크의 요체는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보완관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나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전형적 기능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다. 둘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회의나 면대면 만남을 통해 암묵지(tacit knowledge)를 교환하고 습득할 기회를 준다. 셋째, 대표성을 부여하고 회원들의 관심사를
지지하게 된다. 넷째,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연락사무소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가를 비롯한 인적자원을 창출하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
워크의 발전은 두 가지로 전개된다. 하나는 클럽처럼 회원을 모으고 연결을 촉진하는 네트워킹 과정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이다.

이때 네트워크의 사업은 조정자의 직접 개입 없이 회원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사업개발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경우이다. 네트워크 사무국의 조정역할이 강조되고 이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네트워킹의 성과가 된다. 네트워크의 주요
임무는 공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회원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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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의도시의 발전과 도시네트워킹
- 이철호(부산대 교수)
도시클럽처럼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클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도시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다. 네트워크는 클럽재와 유사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4. 도시네트워크의 고도화: 클럽에서 동맹으로
도시네트워크의 고도화는 두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연결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협력의 내용이 심화되어야 한다.

연결성의 측면에서는 첫째 소통의 밀도가 높아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에 특화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파트너십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이해당사자들(시민과 기업, 관련 공무원 등)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야 한다. 거버넌스는 도시네트워크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협력 내용의 측면에서 고도화는 형식과 우정관계를 치중하는 네트워크에서 내용과 실질관계를 중시하는 네트워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관계의 네트워크는 다자관계의 네트워크로, 우발적이고 다목적의 네트워크는 체계적이고 특정목적의 네트워크로 변화
하는 것이다. 요컨대 도시네트워크의 고도화는 도시클럽(회원제 네트워크)이 구체적 사업을 통해 도시동맹(프로젝트 네트워크)

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12-17세기 북유럽 해안을 따라 교역을 장악했던 상업도시들의 도시동맹인 한자동맹(the
Hanseatic League)은 강력한 도시네트워크였다.
5. 국내 창의도시네트워크의 활성화
캐나다창의도시네트워크와 일본창의도시네트워크의 사례는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 강점은 거버넌스 구조로서
지자체와 각종 문화예술조직, 그리고 개인들이 참여하는 점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도시네트워크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주목할 점이다. 위로부터의 지원은 도시네트워크의 작동을 선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한국창의도시의 발전을 위해 도시네트워킹이 불가피하다면 그 단초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위로부터의 행·재정 지원이 없고,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구축이 미약하다면 유네스코가 조정자로서 창의도시들을 덮어주는 우산이 될 필요가 있다. 유엔과 유네

스코의 글로벌어젠더인 지속가능개발목표와 New Urban Agenda에 대한 국내적 지지과정의 일부로서 국내 창의도시네워크의
활성화 모멘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창의도시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물에는 창의도시들 간 규모의 차이도 작용한다. 앞의 활성화 모멘텀은 국내창의도시
중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협업을 유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특히 창의분야 간 협력과 융합의 기회를 찾는 것도 도시사이즈의
격차에 따른 도시네트워킹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이해의 일치를 기반으로 협의체는 점차 클럽에서 동맹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위해 회비의 갹출, 사무국의 운영, 공동사업의 추진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6.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의 특수성
동아시아의 도시네트워크는 국가들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시민의 초국가 유대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지역협력

체라는 국제정치적 특수성을 갖는다. 특히 동아시아 창의도시네트워크는 문화와 창의성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갖는 훌륭한 지역의 사회자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생기듯 동아시아
창의도시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시민의 교류는 지역협력과 지역평화의 또 다른 ‘오래된 미래’(an Ancient Future)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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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 창립 초기의 정신은 유네스코 헌장이라는 약속과 기록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다.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는 인식이다.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으며 유효하다. 사실 이 유효성은 이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에만 보장된다. 특히
이 정신은 꿀단지처럼 보듬고 있거나,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놓거나, 입으로 암송함으로써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현실 속에 반영되는 행위에 의해 활력을 얻는다. 이 정신을 반영한 유네스코의 창립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적실하게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사례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일 것이다.

도시와 인간은 진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진화해 온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물론 엘더퍼(Clayton

Alderfer)가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주목한 바와 같이 퇴행도 나타날 수 있다. 일직선상으로 계속 진화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진화의 속도와 진화의 양, 그리고 진화의 질이 다소 지체되거나 돌아가더라도 언젠가는 진화하리라고 확신
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진화와 거리가 먼, 생존 자체를 염려하는 인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발전 지체와 퇴락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황폐해진 도시들이 발견된다. 고고학적 유적지가 아니라 동시대인 현대 도시들이
퇴락한 흔적이 시야에 들어온다.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에서 생태적 공동체의

모든 부분은 복잡한 관계의 연결망, 즉 생명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구성원들은 수많은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에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관점은 자연과 인간세계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연결망의 한 요소로
본다. 그래서 한 부분의 손실 또는 파괴만으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입히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총체’로 여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투자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발전, 혹은 왜곡된 발전의 모습들 속에서 과연 ‘어떤 발전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유네스코의 고민이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해법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21세기의 현재도 20세기나 19세기와 유사하게 경제자본과 군사규모가 국가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세의 원천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21세기의 국가 지도력은 경제자본과 군사규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국가의 존재

감과 지도력은 이제 그 국가가 상비하고 있는 창의인력들의 미적인 활동과 소통의 능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발휘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지원 범위 안에 있거나 혹은 국가와 수평적 관계에 놓여있는 도시나 민간 개개인의 존재가치의

완성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감과 자신과 타자에 대한 지도력을 가진 인간들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함
으로서 자신의 현재를 드러내고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며 자극을 주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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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에 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11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원한다고 해서 가입되는 완전개방형이

아니고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내외 협력과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치밀한 기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과함으로서 가입할 수 있다. 도시는 전 세계 경제활동의 75%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시에 집중한 사업이다.

결국 창의도시는 창의농촌 등 주변의 공동체로의 확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태동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창의도시는 일시적인 발전이나 경제자본의 집중적인 투자에 의한 개발을 지향하지 않는다. 문화자원과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창의
인력들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그 결과로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즉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의산업이 도시와 국가와 전 세계의 풍요에 기여하는 미래를 바라본다. 즉 창의인력들의 협력적 활동은 해당 도시의 내부에서

소외 세력의 문화적 접근권 등을 확대한다. 또한 도시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소외된 도시나 농촌지역에도 창의산업의 발전에너지를

접촉시켜주게 된다. 즉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서 창의산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기 도시의 발전을
지속하면서 전 세계에 발전상을 확산시키게 되는 과정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문학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에 각 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2010년에 디자인 분야의 서울을 비롯하여 공예·민속
예술 분야의 이천, 2012년에 미식분야의 전주, 2014년 영화와 미디어아트분야에 부산과 광주, 2015년에 음악분야에 통영이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의 성과를 보자. 2개 도시의 사례를 보면, 이천의 경우 국제교류가
확장되고, 공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과 인력양성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해외시장도 개척하였다. 전주의 경우에도 미식과

관련하여 반찬 클러스터를 통해 55개의 제품(2015년 기준)이 생산되었고, 외식산업지구 형성과 국제한식조리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함께 각종 음식 관련 축제가 기획되어 수행되었다. 물론 기반 구축과 시설 설립의 열기가 가라앉은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여부를 점검해볼 시점이기도 하다.

이제 이러한 개별도시들의 발전의 성과들을 국내외 협력을 통해 지속하고 확장할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속과

확장의 주된 동력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창의인력의 심리자본일 것이다. 창의인력의 능력은 잠재된 수준에서부터 발전되고 발현
되어가고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그러한 능력의 발전과 발현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동력은 심리자본이

아닐까? 창의도시 내에서의 심리자본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가동이 필요하기도 하고, 도시간 협의체를 통한 교육용 워크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사업구상을 반복하여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고 기존의 실패사례의 성공적인 속성을 재발굴해낼 수도
있고, 기존의 성공사례의 확대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모든 사업의 주체는 결국 창의인력이다. 창의인력의 심리자본의 堅실함이
그들 자신의 만족과 도시의 만족과 국가의 만족, 그리고 전 지구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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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자본을 기업과 조직의 발전 동력으로 개념화한 루썬스(Fred Luthans)는 일반적인 긍정의 힘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논리에 비해 50개 이상의 기업에서 심리자본의 성과를 검증해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인 성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자본이 강화되면 창의인력들은 굳이 주변과 대중들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체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 즉 심리자본의 내용이 희망(Hope),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탄력·복원성(Resilience), 낙관성(Optimism)으로 영문의

앞글자를 모으면 ‘Hero’가 된다. 창의도시가 구비한 기본적인 심미적 특성이 예술적 분위기를 선호하는 혹은 창의성이 높은

젊은이들을 유입시키고 있다. 이 유입의 물길이 멈추지 않도록 창의인력의 심리자본을 강화하는 역량강화프로그램과 그 자본이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기획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 창의도시 간 협의체가 구성되고, 창의농촌지역사회 협의체도 만들어져서 정례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협의체는 캐나다의 사례를 학습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러한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자발적인 학습을 지속적인 발전의 방법론으로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개별 도시들의
발전이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과 세계로 그 발전의 향기와 열매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차원의 국제적인 네트

워크가 지역단위 혹은 국가단위별 네트워크로 확산되어 네트워크가 조밀해진다면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의 효과도 좀 더 구체

화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네트워크에 창의인력들을 참여시키게 된다면 심리자본의 강화를 통한 문화활동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배가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생태적 관점에 의거하면 창의인력 한 사람의 손실은 창의도시의 손실이기도
한 것이며, 창의인력 한 사람의 심리자본이 강화되면 창의도시의 문화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배가된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도 ‘자기경영노트(Effective executive)’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문가라고
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 전문가라는 것이다. 약점은 과거의 산출물들의 집적의 결과이다. 미래와 기회에 초점을
두고, 독자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날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나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약점에 매달리기보다는 개개인의 강점을 모아서 벽돌처럼 쌓아올릴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미 발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도전적인 발전의 과제가 남아있는 도시가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구상하되, 특히 문화부문의 활동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기획력도 지녀야

한다. 창의도시 자체가 숙제를 안고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가입으로 인한 자기도취의 잔을 내려놓아야 한다. 신중하게 창의
인력들의 심리자본을 강화시키는 기초 벽돌을 튼튼하게 놓고, 다각적인 기획 사업들을 한층씩 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창의도시 간
국내, 아시아지역 협의체 구성도 그러한 벽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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