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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리옹, 이스탄불의 사례를 통한 광주비엔날레
외부공간 활성화 연구*

1)

A Study on the Exterior Space Making in Gwangju Biennale
through Abroad Case
정 성 구**

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policy proposals for the take off in Gwangju Biennale, which is the
world-famous artistic event of Gwangju.
We must consider a variety of issues of Gwangju Biennale such as subject, exhibition concept, seeking value,
program and event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culture and arts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physical environment like exterior spaces and cultural facilities. To achieve this, we went on
on-site surveys of the biennale exhibition spaces in Venezia, Lyon, and Istanbul in 2011. We benchmark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biennale officials and the surveys about making and using of exhibition interior/exterior space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making direction on physical exterior spaces of Gwangju Biennale by successful cases
of leading overseas biennale exhibition spaces.

Ⅰ. 서 론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아시아 최초로 시작된 이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올해 9회 행사
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
다. 명실 공히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예술의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엔날레 개최도
시라는 도시 이미지는 문화예술도시, 미술 특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민주인권도시 등 광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8차례 행사를 치른 광주비엔날레가
상하이ㆍ싱가포르 비엔날레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수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실제 광주비엔날레는 늦게 출발한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이 차별
화된 프로그램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면서 아시아 제1의 비엔날레라는 위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관람객의 수를 보면, 2010년의 전시 만인보는 66일의 기간 동안 모두 49
만 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이중 외국인 관람객은 2만 8천여 명으로 전체 관람객
의 5.8%를 보이고 있다. 즉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기획 면에선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관람자수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의 문화예술
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허브도시, 문화교류도시, 국제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비엔날레의 외
국인 관람자 수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
본 고찰은 올해 9회 개최, 2014년 10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주가 가진 세계적
* 본 연구는 2011년 12월 광주발전연구원의 부정기 간행물 ‘포커스 광주’를 통해 발표한 ‘해외 비엔날레 사례를 통한 광주비엔날레 발
전방안’라는 발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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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품인 광주비엔날레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 문화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제와 전시 개념, 지향하는
가치, 행사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 많은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주로 외부공
간 조성 및 시설 설치 등 물리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의 정책 제안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개최된 베니스, 리옹, 이스탄불의 비엔날레 개최공간을 현지 방문하여 관
계자와 인터뷰하였으며, 전시 내외부 공간의 조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이러한 해외 유수 비엔날레의 공간적 특성과 활용 경향에 대한 일련의 고찰은 창설 20
주년과 10회 개최를 불과 2년 앞두고 있는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
떠한 물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Ⅱ.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의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광주의 문화예술 전통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국제사회 속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새로운 문화
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비엔날레 창설 취지문에서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정신
과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정신을 존중하며 지구촌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생산
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아시아․태평양권의 유일한 국제적인 미술 축제에서 출발하여, 명실상부
한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축제이자 문화브랜드로 성장하였고, 미술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현대미술의 중심도시이며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 개최도시로서 문화
도시․민주도시 광주가 문화 발신지가 되어 한국-아시아-세계와 교류를 넓혀 나가는 국제 현대미
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생긴 비엔날레로서 현대미술의 변화에 대한 비
평적 담론을 담아내는 탐구의 공간이자 새로운 예술문화의 생산을 위한 혁신적인 교류의 장으로
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표1> 역대 광주비엔날레 행사 개요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주제

경계를 넘어
(Beyond the Borders)

지구의 여백
(Unmapping the earth)

인(人)+간(間)
(Man + Space)

멈춤
(PAUDE)

기간

1995.9.20 - 11.20

1997.9.1 - 11.27

2000.3.29 - 6.7

2002.3.29 - 6.29

참여국가

50개국

35개국

46개국

31개국

참여작가

341명

374명

245명

315명

구분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주제

먼지한톨 물한방울
(A Grain of Dust
A Drop of Water)

열풍변주곡
(Fever Variations)

연례보고
: 일년동안의 전시
(Annual Report:
A Year in Exhibitions)

만인보
(10,000 Lives)

기간

2004.9.10 - 11.13

2006.9.8 - 11.11

2008.9.5 - 11.9

2010.9.3 - 11.7

참여국가

41개국

32개국

36개국

31개국

참여작가

237명

127명

127명

1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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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의 주요 비엔날레 사례
1. 베니스 비엔날레
1) 개요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에 출범한 최고 권위의 국제전으로서 세계 비엔날레의 모태이다. 기
획 전시와 국가관 전시, 그리고 특별전을 합해 공식 전시만 100개가 넘는다. 여기에다 비엔날레
특수에 맞춰 베니스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비엔날레 기간의 베니스는 완
전히 ‘미술전용 도시’로 바뀌는 것이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전시는 크게 참가 국가관으로 구성된
쟈르디니(Giardini : 정원들이라는 뜻) 전시와 본 전시(기획전시) 형태의 아르세날레(Arsenale :
조선소, 무기창고 등의 뜻) 전시로 나뉘어져 있다. 올해(54회)의 주제는 “ILLUMInations”로서 뒷
부분의 ‘nations’로 비엔날레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아르세날레의 기획전시에 83명, 국가관 전
시에 89개국이 참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2009년은 77개국)
1907년부터 다양한 국가들이 쟈르디니에 국가관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00주년을 맞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 세계에서는 25번째로 국가관을 개관하였다.
현재 상설 파빌리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28개국으로서 국가관 전시에 참여하는 나머지 국가
는 주제전이 열리는 아르세날레나 베니스 시내의 건물을 임대하여 전시하게 된다. 2004년부터
운영주체가 기관에서 재단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문화부 장관에 의해 행정적인 지원과, 전 세계의
개인 및 기업 파트너들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재정 모델은 30%
는 개인 스폰서로부터, 30%는 자체 조달로3), 30%는 일반 기부금으로, 그리고 10%는 자산이 만
들어내는 이익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미술뿐 만이 아니라 건축, 영화, 댄스, 음악, 연극 등
문화 전반에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4)

<그림2>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장
3) 입장료 수입 외: 연간 미술 비엔날레 방문객만 30만 명이 넘는다.
4) 1895년에 처음 미술 행사로 시작되어 1930년대 음악, 영화, 극이 추가되었으며, 1980년대 건축이, 그리고 1999년에 춤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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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공간 고찰 및 시사점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라 할 수 있는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 전시공간은 베니스 본섬의
오른쪽 끝 편에 위치하며, 도보권으로 연결되어 있다. 쟈르디니에는 현재 28개국이 국가관을 설
치하여 자국전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관의 건축미와 외부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매
우 즐겁고 흥미로운 문화예술 향유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3>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의 배치

<그림4> 쟈르디니의 국가관 배치
각 국가별 파빌리온의 설치 사례와 외부공간의 조성 사례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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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쟈르디니 국가관(파빌리온) 사례

<그림6> 쟈르디니 외부공간 조성 사례

아르세날레는 조선소로 사용되었던 거대한 산업유산을 본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반대의
활용’을 통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다음은 아르세날레의 내외부 공간 사례이
다.

<그림7> 아르세날레의 내외부 공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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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비엔날레의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에 대한 사례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얻어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정체성 형성 -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 모두 베니스의 도시 특성인 운하와 16세기
도시의 삶을 전시공간 곳곳에 녹여 내고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운하와 항구, 베
니스 특유의 근세 건축물 등 주변 여건과 비엔날레 공간이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둘째, 전시공간의 장소성 부여 - 쟈르디니의 국가별 파빌리온은 건축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장소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자연스러운 문화예술 향유 공간 -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 모두 인위적인 공원 조성계획
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을 두고 비엔날레의 개최공간을 다양화 하였다. 즉 비엔
날레를 위한 파빌리온의 설치, 역사적 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쟈르디니의 경우 국가별 파빌리온의 관람 동선 외에 참
여자의 휴식과 사색, 예술향유를 위한 다양한 공간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 보도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의 흙길을 조성하였다.
넷째, 역사적 자원의 활용 - 아르세날레의 경우 과거 무기창고나 조선소 시설 등 그 도시의 역
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건축물을 재생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관광동선과의 연결 -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 등 비엔날레 관람과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광동선이 존재한다. 비엔날레 관람 이후 산마르코 광장과 대운하 등 주요 관광거점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온 비엔날레 관람객의 동선이 끊이지 않고 관광동선과 연결된다.

2. 리옹 비엔날레
1) 개요
리옹 비엔날레는 프랑스 론-알프스(Rhone-Alpes)지역의 리옹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문화 사업이다. 리옹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비엔날레인 무용 비엔날레와 격회로 기획, 현재 활
발하게 진행 중인 리옹 도시계획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최되며, 매회 현대 예술에 대한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아트 디렉터와 커미셔너가 공동으로 기획한다. 2011년 11번째를 맞이한 리옹
비엔날레는 1984년 티에리 히스파일(Thierry Raspail)이 리옹 현대미술관을 이끌던 해부터 리옹
현대미술관 주관 하에 탄생되었다. 비엔날레가 시작되기 전 리옹에서는 10월마다 4년 동안 ‘예술
의 10월’이라는 전시회가 먼저 열렸었는데 큰 성공을 거두며 예술 프로젝트로 자리 잡은 것을 발
판으로 비엔날레로 성장하였다.
2007년부터는 지역민을 위한 공공 예술 프로젝트로서 베두타(VEDUTA)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베두타 프로그램은 지역민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문화행사로서, 관객이 참여하는 작품으
로 구성되며 지역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가 하나의 예술적 목적이 되는
것이다. 비엔날레를 계기로 관람객이 국제적 규모의 창작물을 생활 속에서(시장에서, 수영장에서,
아트센터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까지) 접할 수 있는, 일상 속으로 들어온 예술을 체험하게 된다.
올해는 `끔찍한 아름다운이 탄생했다'(A Terrible Beauty is Born)을 주제로 78명의 작가가 참
여해 독특한 관점으로 미(美)를 해석한 작품을 대거 선보였다.
2) 개최공간 고찰 및 시사점
리용 전역을 대상으로 크게 4개의 전시공간5)을 형성하고 있으며, 크기는 14,000 m²에 달한다.
주요

전시는

1번의

라

수크리에(La

Sucriere)와

4번의

리옹

현대미술관(Musee

d'art

contemporain de Lyon)에서 개최된다. 전시공간들은 리옹을 가로 지르는 강을 따라 별도로 마
5) La Sucriere, la Fondation Bullukian, le Musee d’art contemporain de Lyon et l'Usine 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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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배로 연결되어 작품들과 함께 리옹 강가를 따라 나있는 구시가지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지역민을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베두타가 동시에 열리며,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에만 국한되기보다 지역민과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문화행사로서, 관객이 참여하는
작품으로 구성된다.

<그림8> 2011 리옹비엔날레의 포스터

<그림9>

리옹 비엔날레 개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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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리옹 비엔날레 베두타 사례

<그림11> 라 수크리에의 주변 여건
리옹 비엔날레의 주요 개최공간 중의 하나인 라 수크리에는 리옹 도심의 남서측 손 강변에 위
치하고 있다. 1930년대에 지어졌으며, 90년대까지 설탕공장의 창고로 사용되었다. 2003년 이후
리옹 비엔날레의 주요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Rambaud항을 비롯하여 라 수크리에 주변을
공공에 열린 공간으로 변신시키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연면적 약 7,000㎡의 전시공간을 갖
추고 있다.

<그림12> 리옹 비엔날레의 라 수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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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조 피아노에 의해 설계된 리옹 현대미술관은 1995년 12월에 제3회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건축되었다. 시테 인터내셔널(Cite Internationale)이라는 컨벤션, 문화 복합시설의 일부로 건축되
었으며 약 3,000㎡의 전시면적을 갖추고 있다.

<그림13> 리옹 현대미술관 주변 여건

<그림14> 시테 인터내셔널과 리옹 현대미술관

리옹 비엔날레의 주요 개최공간인 라 수크리에와 리옹 현대미술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얻
어진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정체성 확보 - 손 강변의 라 수크리에는 1930년대의 설탕공장 창
고를 전시장으로 변신시켜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특히 사일로를 통한 엔
트리와 내부 설탕 가마의 동선안내 시설은 도시의 역사적 산업시설의 재생과 함께 리옹비엔날레
만의 독특한 체험과 기억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외부공간의 적극적 연계 및 활용 - 손 강변을 따라 창고로 이어지는 철도 레일을 활용하
여 선형 보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활력 있고 흥미로운 외부공간 형성을 형성하고 있다. 론 강변
의 현대미술관은 시테 인터내셔널이라는 컨벤션, 문화시설 복합지구에 위치함으로써 활력이 넘친
다. 또한 주변의 문화복합시설과 동측의 넓은 호수공원을 외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100 지역개발연구 제44권 제1호 (통권 58집)

3. 이스탄불 비엔날레
1) 개요
이스탄불 비엔날레는 이스탄불 문화예술재단(IFCA)의 주관으로 열리며,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
울로 비엔날레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엔날레 중의 하나이다. 1, 2회는 국가별로 전
시되었고, 3회부터 주제에 따른 전시기획으로 바뀌었다. 베니스 비엔날레나 상파울로 비엔날레가
국가를 대표하는 작가 개념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국제적인 자문단이 추천하는 큐레이터가 전 세
계 작가들을 대상으로 주제에 맞는 초청 작가를 선택하여 전시를 운영한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이스탄불은 과거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수도로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유럽의 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2011년은 12회로서 “Untitled”를 주
제로 다루었다.
2) 개최공간 고찰 및 시사점

그림15. 이스탄불 비엔날레 모던아트뮤지엄 권역
이스탄불 시내의 주요 공공건물 및 유적지에서 개최되며, 가장 대표적인 모던아트뮤지엄
(Modern Art Museum) 권역을 사례 조사하였다. 모던아트뮤지엄 중심의 비엔날레 행사장은 이
스탄불 최초의 근현대 미술관이 들어선 곳으로 이스탄불 해협과, 시내 쪽으로 누스리티에
(Nusretiye) 사원에 면하여 약 80,000 ㎡ 면적에서 개최되고 있다. 담배공장창고와 세관창고를
전시관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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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이스탄불 비엔날레 개최공간 사례

이스탄불 비엔날레의 모던아트뮤지엄을 중심으로 한 개최공간 사례고찰을 통해 얻어진 주요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정체성 확보 - 담배공장과 세관 창고라는 오래된 산업 유산
을 활용하여 현대 미술과 미디어아트를 수용하는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개최장소의 특
성이 해협과 사원을 면하고 있어, 도시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전시공간에 직결되어 있는
일부 공장시설 또는 사원의 지붕도 이스탄불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연결동선 -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또는 크루즈 선착장과 바
로 연결되는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각 국가별 미술올림픽처럼 화려한 파빌리온의 면모를 자랑한다면, 이스탄불
비엔날레는 지극히 이스탄불적인 분위기를 전시장 내외부에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각 도시별 비엔날레는 그 주제 및 성격에 따라 매우 대조적인 전시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베니스는 오랜 명성과 제국의 도시에 걸맞게 국제적인 미술 올림픽을 치르는 듯 국가 파빌리
온마다 현대미술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도시답게, 다양
한 정치적 이슈와 선언을 외치는 선 굵은 전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의 분위기가 개최장
소 내외부 공간에 녹아 있다. 비엔날레 개최공간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역사적 건축물의 재생 활용
주요 비엔날레 개최 장소는 그 도시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산업 유산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이스탄불 비엔날레의 경우 담배공장과 세관 창고
라는 오래된 산업 유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는 조선소를, 리옹 비엔날레는 설탕공
장 창고를 재생하여 전시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각 도시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건축물을 재
생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며 여기에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매우 인상 깊고 독특한 장
소성을 형성하고 있다. 리옹의 라 수크리에는 사일로를 통한 엔트리와 내부 설탕 가마의 동선안
내 시설을 통해 역사적 산업시설의 재생뿐만 아니라 리옹비엔날레만의 독특한 체험과 기억을 제
공하고 있다.

102 지역개발연구 제44권 제1호 (통권 58집)

2.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 확보
각 도시의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위한 공간 내외부에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각 국가별 미술올림픽처럼
화려한 파빌리온의 면모를 자랑한다면, 이스탄불 비엔날레는 지극히 이스탄불적인 분위기를 전시
장 내외부에 표출하고 있다. 즉 이스탄불의 경우 개최장소의 특성이 해협과 사원을 면하고 있어,
이스탄불 특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전시공간에 직결되어 있는 일부 공장시설 또는 전면부
사원의 지붕도 이스탄불 특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베니스도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 모두 도시 특성인 운하와 16세기 도시의 삶을 전시공간 곳곳
에 녹여 내고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운하와 항구, 베니스 특유의 근세 건축물 등
주변 여건과 비엔날레 공간이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리옹의 경우에도 손강과 론강, 주위 수변
공원 등을 통해 전시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전시시설의 외부공간 활성화
주 전시장의 외부공간에 다양한 이벤트 요소와 시설 등을 도입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
스탄불 비엔날레는 여러 동으로 분리된 담배공장을 활용하여 내부 전시공간과 외부 전시공간을
상호 연결하고 있다. 또한 전시장에서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또는 크루즈 선착장과 바로 연결되는
동선 체계를 구축하여 해협에 면해있는 이스탄불 특유의 여건과 외부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쟈르디니는 국가별 파빌리온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매우 흥미롭고 국가별
로 정체성이 확실한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쟈르디니의 파빌리온 외부공간에 운하와 휴
게공간의 도입으로 파빌리온 관람 동선과 휴게 동선을 적절히 조화시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국가별 파빌리온의 관람 동선 외에 참여자의 휴식과 사색, 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공간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으며, 쟈르디니와 아르세날레 등 비엔날레 관람과 주변 관광지가 이어지는 자
연스러운 관광동선이 존재하고 있다.
리옹의 라 수크리에는 손 강변을 따라 창고로 이어지는 철도 레일을 활용하여 선형 보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활력 있고 흥미로운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론 강변의 현대미술관은 시테 인터
내셔널이라는 컨벤션, 문화시설 복합지구에 위치함으로써 외부공간 및 시설을 공유하고 있으며
활력이 넘쳐난다. 또한 주변의 문화복합시설과 동측의 넓은 호수공원을 외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4. 문화예술 향유공간화를 통해 시민이 항상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상의 비엔날레 개최 도시의 역사성, 정체성, 외부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항상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즉 국가별 전시를 위한 파빌리온의 설치, 역사적 시설
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쟈르디
니와 아르세날레 모두 인위적인 공원 조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동안 문화예
술 전시공간의 배려 및 비엔날레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자르디니 보도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의 흙길을 조성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광주비엔날레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외부공간의 조성 방향 등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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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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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지 방문하여 관계자와 인터뷰하였으며, 전시 내외부 공간의 조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조
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물적 인프라 차원에서의 광주비엔날레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 강화를 위한 노력 : 세계화, 정체성 확보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상품으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광주의 도시브랜드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창설 20주년과 개최회수 10회를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공고한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의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와 대한민국, 아시아의 미술과 문화예술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세계의 비엔날레로서 아시아의 예술을 대표하여 세계와 교류하는 지
구촌의 대표미술축제가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 비엔날레의 ‘세계화’, 그리
고 ‘정체성 확보’라 칭할 수 있다.

2. 지역 근대 자원의 재생을 통한 전시공간의 다양화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는 그 도시가 가진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근대 유산을 전시공간으
로 활용하여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오염의 근원지이고 먹
고 살기 위해 만들었던 산업시설과 냉전시대의 소산인 군사시설 등이 이제는 즐기기 위해 고치고
조정해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근대 산업의 도입이 늦어 산업유산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폐
극장과 학교, 근대건축유산을 비롯하여 활용 가능한 근대문화자산이 도심에 다수 산재해 있으며,
더욱이 현대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청, 국군광주병원, 광주교도소, 충장
로 우체국, 가톨릭센터 등 민주인권 관련 유산 등이 도시 전역에 산재한다. 또한 근대 광주 산업
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남․일신방직공장 부지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으며, 군사시설로서 마륵
동 탄약고 부지가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활용은 그 특성상 독특한 공간구조와 엄폐를 위해 조성
된 풍부한 외부 녹지로 매우 흥미로운 전시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사용 중인 비엔날
레 전시관의 다소 덜 흥미로운 공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고유문화 공간 조성
사례로 고찰한 해외의 비엔날레 개최공간들은 역사적 유산이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그 도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비엔날레 개최공간의 경우
광주다운, 그리고 대한민국다운 정체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인접한 중외공원을 활용하여 용봉제와 운암제
등을 비롯한 외부공간을 광주와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자, 정원, 호수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비엔날레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자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근린공
원이 아닌, 아시아의 광주 비엔날레를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외부공간과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동양적 사상(예를 들어 meditation)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만 외국인 관람객은 광주
비엔날레를 또 찾을 것이다.

4. 외부공간을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의 쟈르디니, 리옹 비엔날레의 손강 주변과 시테 인터내셔널, 이스탄불 비엔날
레의 외부공간 연결 등 주요 비엔날레 개최공간은 주 전시공간과 연계하여 외부공간이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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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 활용되고 있다.
다행이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연접한 중외공원의 면적은 244만 ㎡나 되며, 문화시설이 입
지해 있는 박물관지구, 어린이대공원지구, 비엔날레 지구의 면적은 170만 ㎡이다. 근대유산을 활
용하지도 않았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원이 면하여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광주의 쟈르디니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문화시설 집적 공간이 있는 것이다. 이 공간에 광주비엔
날레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는 시설과 시민 여가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을 조성하여 광주비
엔날레가 전시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외부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5. 비엔날레 관람 후의 관광동선 연결
베니스 비엔날레의 쟈르디니 관람 동선과 관광동선의 연계, 이스탄불 비엔날레의 크루즈 선착
장 연계 등 비엔날레 관람에 이어서 광주의 문화와 예술을 계속 즐길 수 있는 관광동선이 확보되
고 연결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비엔날레 개최공간에 국한하여 논의될 수 없는 문제로 도시
전체의 문화예술 관광 프로그램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6. 단기적 단위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지양
이상의 광주비엔날레의 세계화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외부공간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 단
위사업의 추진은 지양하여야 한다. 인위적 시설 위주의 단편적인 공원 조성사업은 오히려 정체성
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소한의 인프라 개선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
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밀하고 꼼꼼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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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terior Space Making in Gwangju Biennale through Abroad
Case
Jeong, Seong-g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policy proposals for the take off in Gwangju
Biennale, which is the world-famous artistic event of Gwangju.
We must consider a variety of issues of Gwangju Biennale such as subject, exhibition
concept, seeking value, program and event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culture

and

arts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physical

environment like exterior spaces and cultural facilities. To achieve this, we went on
on-site surveys of the biennale exhibition spaces in Venezia, Lyon, and Istanbul in 2011.
We benchmark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biennale officials and the surveys about
making and using of exhibition interior/exterior space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making direction on physical exterior spaces of Gwangju
Biennale by successful cases of leading overseas biennale exhibitio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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