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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을 사례로 황진태**․박배균***

The Role of the State in Global Cit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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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추진 전략에 대한 비판적 리뷰를 통해 세계도시 형성 과정에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기존 세계도시 연구의 대부분은 세계도시 형성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역할은 강조한 반면, 국가의 역할은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세계도
시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달리, 본 논문은 최소한 발전주의 국가 상황에서는 국가가 세계도시 형성 과정
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싱가포르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도시 형
성을 위해 추진한 문화, 관광, 공간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경험이 한국의 도시계획가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어떤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
지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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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global city formation on the basis
of a critical review of the Singaporean state's global city strategy. Most of the existing works on
요약

global city tend to underestimate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global city formation, while greatly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transnational capital. Challenging the dominant view, this paper
argues, on the basis of the Singapore case, that the state can be a crucial actor in shaping global
cities, at least under the contexts of developmental states. It also introduces cultural, tourism, and
spatial policies that the Singaporean state has promoted in order to develop Singapore as a global
city, and provides a critical review on them. Then, it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n
policy-makers can take from the Singaporea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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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오늘날 대표적인 세계도시(global cities)는 단
연 런던, 뉴욕, 도쿄를 손꼽을 수있다. 이 세 도시
가 세계경제의 통제센터이자 전 지구적인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Friedmann, 1986; Sassen, 2002). 세 도시와 더
불어 나머지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뉴욕, 도쿄와
같은 세계도시가 되기 위한 추격전을 펼치고 있
다(Kong, 2007; Short and Kim, 1999; Olds,
1995, 1997). 그런데 동아시아에서의 세계도시 형
성과정은 세계도시 트로이카(런던, 뉴욕, 도쿄)
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세계도시 이론
가인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과 존 프리드
먼(John Friedmann)은 세계도시 트로이카의 형
성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약화되는 것으로 간주
했다(Friedmann, 1986; Sassen, 2002). 이들 논
의를 따르면 경제적 세계화의 조건하에서 세계도
시 형성과정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기 때
문에 기존에 국가 스케일에서 정치․경제적 조절
(regulation)을 담당하던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축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센과 프리드먼의 분석과 달리 실제
동아시아의 세계도시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은 상당히 중요하다.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으로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의 높
은 경제성장은 국가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
고, 이러한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의 경로 의존성의 영향으로 현재 이들 국가는 새

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세계도시 만들기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Hill and Kim, 2000; Old
and Yeung, 2004).
쟁력을 갖춘 상위

<표 1> 2009～2010 세계적인 도시경
10개 도시

순위
도시
국가
1
뉴욕
미국
2
런던
영국
3
도쿄
일본
4
파리
프랑스
5
시카고
미국
6
샌프란시스코
미국
7
로스앤젤레스
미국
8
싱가포르
싱가포르
9
서울
한국
10
홍콩
중국
출처: GUCP, 2010, Global Urban Competitiveness
Report(2009～2010), 3～4,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고로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이 남아있는 한국이
세계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의 경험
을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으로도 유의미한 과제다. 특히, 국내 도시 중에서
서울시는 일찍이 1990년대 초부터 서울을 세계도
시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세계도시는 여전히 서울시의 중요한 정
책 담론이라는 점에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터
뷰, 2009년 10월 9일) 본 연구는 서울시의 정책수
립에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1)

1) 예컨대,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 산하에는 서울시를 세계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 담론을 생산하기 위하여 서울21세
기연구센타가 설립되었고, 1994년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통과되었다. 2003년에는 시정연에서 <세계도
시 서울은 가능한가?>(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국문본과 영역본으로 출간되었다. 보다 최근인 2008년에는 시정연
에서 발간한 <서울경제>의 특집은 ‘세계도시 서울’이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시정연 주최로 ‘세계도시의 비전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해외
석학들의 강연이 개최되었다. 시정연에서 2011년에 발간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에서는 기존의 개발어젠다로서의 세계
도시 논의를 넘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모색하는 매우 실천적인 연구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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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본 연구는 세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싱가포르를 연구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다양한 세계도시
계층 순위 지표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군
(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위에 랭크
되어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성
공한 선행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수립과정에
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표 1> 참
조). 둘째, 싱가포르는 한국과 유사한 발전주의
국가형태(state form)로서 세계도시가 만들어지
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중앙정부와 도시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기존 세계도시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측
면을 강조하였는데,2) 싱가포르는 문화, 관광, 공
간 등의 부문들이 경제와 선(善)순환하는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 Kong(2007)이 지적했듯이 오늘
날 세계도시의 지위는 사센과 프리드먼이 강조한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해
외 관광객과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
인 도시가 되기 위한 문화적 공간과 장소의 생산
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Kong, 2007: 384).
따라서 이미 기존의 세계도시 트로이카가 경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선취한 상황에서 후발주자
인 동아시아 국가가 문화, 관광, 공간 부문에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도시 트로이카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도
시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 관광, 공간 부문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

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림 2> 참조). 끝으로 본
연구에 앞서 국내에서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
을 소개한 선행연구가 있지만(Park, 2007), 사업
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사업이 야기한 효과에 대
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Park(2007)의 연
구에서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
르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전략들에 대한 소개와
이 전략들이 갖고 있는 함의가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의 최근 세계도시 전략에
대한 본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분석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의 행정
적, 사법적 기능과 범위가 일치하는 도시국가 싱
가포르의 경험을 비도시국가인 한국에 직접적으
로 적용하려는 것은 각 국가형태의 특수성을 간
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세계도시가 추진되
는 실제 공간이 도시 스케일상에서 추진되고 있
음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정의하는 ‘국가의 역할’
의 범주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시정부를 포괄
한다. 또한, 현재 국내 각 도시에서 세계도시 만
들기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도시정부들
이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유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Ⅱ장에서는 동아
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에서의 세계도시 형성에 대
한 논의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싱가포르가 세
계도시 전략을 수립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을
조망한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을
문화예술(Ⅳ장), 관광(Ⅴ장), 공간(Ⅵ장) 정책으
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Ⅶ장에서는 싱
가포르 세계도시 전략이 우리나라의 세계도시 형

2) 본고에서는 싱가포르 세계도시 전략에서 문화, 관광,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이는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이 경제적 측면을
간과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영국의 식민지 경험과 지리적 입지의 특성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금융허브를 형성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총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중에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는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참고로 제조업은 22.7%로 두 번째로 높다(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10: 1). 후술하겠지만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공간정책에는 마리나 베이 금융센터의 건설 등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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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를 검토한
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하
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본 연구를 위하
여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이외에 국내외 학술논문과
언론기사들을 참조하였다.

Ⅱ

.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세계도시 형성
논의3)

앞서 서론에서 확인했듯이 사센과 프리드먼과
같은 세계도시론자들은세계도시의 형성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의 역할은 강화되고, 국가의 역할은
쇠락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은서구도시들과는상이한과정을통해서세계도
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동아시아 세계도시 형
성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다
(Hill and Kim, 2000; Olds and Yeung, 2004).
사센과 프리드먼과의 논쟁을 촉발한 논문이자
대표적인 초기연구로는 Hill and Kim(2000)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경제이념을 기준으로 뉴욕은 자
유주의와 민간의 부(富)를 시장합리적(marketrational)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도쿄
는 발전주의와 전략적 국익(strategic national
interest)을 경제이념으로 삼은 계획합리적(planrational)인 국가권력의 유지와 고용 극대화를 중
시한다고 보았다. 즉, 뉴욕은 시장(market) 중심
적인 반면에 도쿄는 국가 중심적인 정치․경제구
조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뉴욕은 초국가적 자본가 계급의 역할이 중요하지
3) 본 장의 일부는 황진태(2010: 14～16)를 참조하였다.

만, 도쿄는 국가관료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했음을 밝히면서 사센과 프리드먼의 세계도
시론을 반박하였다.
Hill and Kim(2000)은 2000년 당시 경제 중심
적 관점에서 세계도시를 접근하던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을 강
조한 발전주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세계도시 형성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
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다(황진태, 2010: 16). 이
후 Hill and Kim(2000)의 관점에 입각하여, 동아
시아 발전국가인 일본(Saito, 2003), 대만(Wang,
2003; Wang, 2004), 한국(Shin and Timberlake,
2006; Bae and Sellers, 2007), 싱가포르(Olds and
Yeung, 2004)에 대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하연구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아
시아 발전주의 국가의맥락과 싱가포르의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의 세계도시 형성과정과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Ⅲ

․

. 세계도시를 지향하게 된 싱가포르의 정치

경

제적 배경

싱가포르는한국, 대만, 홍콩과더불어1970～80
년대눈부신경제성장을달성한아시아의네마리
용 중 하나로 손꼽힌다(World Bank, 1993). 1965
년부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까지 싱가포
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5%로 성공적인 경제성
장을이루었다(Wong et al., 2006). 당시싱가포르
의 경제성장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수출주도
산업에 기반을 뒀지만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서부터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저부가 상품 위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자들이 보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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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노동력이있는해외로공장을이전하면서경기
침체를겪게되었다(Park, 2007). 경제위기를경험
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고부가가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소위 쌍둥이 엔진
(twin-engine) 전략을취하는경제재구조화를추
진하게 된다(EDB 홈페이지; Olds, 2007). 지리적
으로 천연자원과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국토가 작
다는도시국가의특성과경제재구조화과정이맞
물리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세계경제
속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화를 적극적
으로 수용한다.
싱가포르의 세계화 추진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
야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흔히 세계화라 하
면 국가의 역할이 쇠퇴하고, 다국적 기업을 중심
으로 한 글로벌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과정
으로 많이들 인식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
가가 적극적으로 세계화를 주도하고 만들어 나간
경우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세계
화의 추진에서 국가가 강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그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화 과정에서 강한 주도력
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1960년대 이후 산
업화와 경제성장을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
으로 이룩하였던 발전주의 국가의 정치․경제적
전통과 깊이 관련된다. 싱가포르는 70~80년대에
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국적 기업과 해외자본
의 유치에 적극 의존하였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건설에 국
가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
다 싱가포르 정부는 값싸고, 호전적이지 않은 노
동력을 비롯한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
는 데 주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1965년 독립 이후
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집권세력인 인민행동

당(People’s Action Party)은 자신들에게 비판적
인 시민사회, 노동자 세력들을 억압하는 한편으
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공영주택, 교육, 보건 등에 대한 대폭적인 사
회적 투자를 하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병행하였
다(Park, 1998: 282~283).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
의 역할은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성공
적으로 이끈 중요 요인이었고, 이는 싱가포르 정
부의 발전주의적 개입주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싱가포르 사회 내에서 정당
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시국가(city-state)로서 싱가포
르가 지니는 고유한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도 싱
가포르 정부가 세계화와 세계도시 전략을 주도적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배경이다. Olds
and Yeung(2004: 508, 510)에 따르면, 먼저 싱가
포르가 도시국가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하나 이
상의 도시정부들로 구성된 국가(larger country)
와 달리 국가 대 도시 간의 고유한 긴장관계에 속
박되지 않아 세계도시 추진전략을 보다 자유로이
추진할 수 있었다. 둘째, 싱가포르는 식민지 경험
과 다국적 기업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해 역사적
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성이 높고 강한 경제적
외부지향성을 보여왔다. 이처럼 싱가포르가 역사
적 과정을 통해 발달시켜온 외부지향적인 정치․
경제적 역동성은 싱가포르의 정치인과 시민들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세계화 전략과 세계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배
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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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CTAD, 2010, The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Investing in a low-carbon economy, 170.
<그림 1> 2007～2009년 한국, 싱가포르의 FDI 유입 추세

최근 싱가포르의 세계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
도로 해외직접투자 수치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기준으로 싱가포르
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서 2008년 위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
지만,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과 비교하면
싱가포르가 유치한 절대총액이 보다 많으며, 빠
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부
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전 세계
적으로 “문화 황무지(Cultural Desert)”로 알려져
있었다(Kawasaki, 2004). 그러나 1985년 경기침
체에따른싱가포르경제의재구조화과정속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문화를 서비스 부문에서의 잠재
적인 성장영역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Wong
and Bunnell, 2006: 72).
다시 말해 예술과 문화활동에서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시도들이미래싱가포르경제에서결정적
인역할을할것으로예측한것이다(MITA, 2000).
일례로 1989년 문화와 예술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Culture and the Arts: ACCA)에서출
4) MITA(Ministry of Information and The Arts)의 후신이다.

간된 보고서(1989 Report of the Advisory Council
on Culture and the Arts)는정보․통신및예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Arts: MICA)4)에서추진중인르네상스시티프로
젝트의근간이되는보고서인데, 그 본문에서는르
네상스시티프로젝트의두가지핵심목표로첫째,
싱가포르를세계적예술도시(global art city)로만
들고, 둘째, 국가만들기(nation-building)의문화적
토대를제공하는것이라밝히고있다. 이처럼예술
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후 창조경
제(creative economy),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담론과결합하게되면서싱가포르
세계도시 만들기의 핵심적인 부문이 된다. 지식기
반경제가 싱가포르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결
정적인 계기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강세가 계기가 되었다(Olds,
2007). 그리하여2000년싱가포르수상의신년담화
에서드러나듯이1997년위기이후“세계화”와“지
식기반경제”는 싱가포르의 국가 담론으로 확장되
었고, 정부의 주요 발전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Coe and Kelly, 2002).
“좋은 거버넌스와 정확한 정책 그리고 근면하
고 생산적인 노동력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줬
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부족합니다. 세계화와 정보기
술 혁명이 세계경제, 비즈니스 방식 그리고 경제
경쟁의 특성을 재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
도를 받아들이고, 세계의 변화를 예측해야만 합
니다.”(수상 신년담화, Coe and Kelly, 2002: 355
재인용)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를 실
현시킬 공간으로서 싱가포르를 세계도시로 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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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하기 위한 시도들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에 들어서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에서는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세계도시(top-class world city to
Work, Live and Play)”를 표방하면서 싱가포르
세계도시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놓았고, 정보․
통신 및 예술부(MICA)는 “문화와 예술의 특색
있는 세계도시(Distinctive Global City of Culture
and the Arts)”, 싱가포르 관광청(STB)은 “강력
한 관광 허브(Powerful Tourism Hub)” 그리고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는 “친밀한 집, 특색 있는 세계도시(An
Endearing Home, A Distinctive Global City)” 등
의 구호를 내걸며 각 정부부처에서는 세계도시
관련 정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게 된다(<그림 2>
참조). 2002년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싱가
포르 정부의 세계도시 전략은 위축되기보다는 위
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현재까지 세계도시 전략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MICA, 2008).

<그림 2>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세계도시 추진기구의 구성

Ⅳ

. 문화정책

앞서 언급한 1989년에 발표된 ACCA 보고서는
싱가포르정부가국가발전에있어서문화와예술의

역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첫 공식문건이
다. 이 보고서는 문화와 예술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만들기(nation-building) 그리고
관광과엔터테인먼트산업에기여할것으로간주하
고 있다. 또한, 중기적으로 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권고로서중고등학교에서예술교육강화,
문화시설향상, 문화재와시각예술전시회 후원등
을제안하고있다. 보고서가발표된 이후국립예술
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NAC), 국립도서관
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NLB), 국립유산
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NHB) 등이설립
되었고, 싱가포르예술박물관, 아시아문명박물관,
오늘날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Esplande
등의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었다(MITA, 2000).
ACCA 보고서가 발표된 지 십 년 후인 1999년
싱가포르 정부는 전통 제조업 중심 경제로부터
지식기반 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ACCA 보고서
를 재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다른 국가의 세계도
시들 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
술과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고 인식하였고, 2000년부터 르네상스 시티 프로
젝트(The Renaissance City Project: 이하 RCP
Ⅰ)를 추진하게 되었다. 5년 동안 매년 천만 달러
가 투입된 RCPⅠ은 총 6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MICA, 2008; MITA, 2000: 5～8).
1) 예술과 문화적 기반의 개발: 예술교육 프로
그램(1993년 시작)의 금전 지원 확대,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싱가포르의 문화, 유산, 사회와 관련
된 프로그램 수립
2) 주요 예술기업들의 육성: NAC는 8개 주요
예술기업들에 대해 매해 5백만 달러를 5년간 지
원, 예술 및 유산 관리자들의 기술적ㆍ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금전지원
3) 인재발굴및양성: 국내외인재에대한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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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기금 확대, 신진 인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New Artist Discovery
Scheme) 설립
4) 훌륭한인프라와시설제공: NAC가 추진하
고 있는 예술가주거계획(Arts Housing Scheme)
을 보다 확대할 것, 영화제작시설의 증진, 싱가포
르 역사박물관의 확장, 구(久)의회의사당을 예술
및 문화센터로 개선, 국립예술갤러리 개발 등의
지속
5) 해외 진출: 예술가들의 해외활동과 예술 및
문화유산의 해외전시 지원, 국내외 예술가들 간
의 국제적 협동 지원
6) 예술 및 문화의 ‘르네상스’ 경제 발전
a) 창조적이고 활기 넘치는 예술과 문화 활
동: Golden Point Awards for Literature 등의
국내대회를 동남아 지역(regional) 수준으로
확대, 예술 마케팅 및 문화관광의 강화, 예술
및 문화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MITA는 싱가
포르관광청(STB)과 공조
b) 예술 후원에 대한 인센티브 늘리기: 문
화에 대한 기업의 후원을 고무시키기 위한 세
금 인센티브 연구
c) 국제적 예술 행사의 허브로서 싱가포르
판촉: 국제적인 예술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해
외 예술가들의 공연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RCPⅠ이 완료된 2005년부터 MICA는 르네상
스 시티 2.0(Renaissance City 2.0: 이하 RCPⅡ)
을 시작하게 된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매해
1200만 달러가 투입되고, 2007년에는 1550만 달러
가 투입된 RCPⅡ는 1) 새로운 예술과 문화의 산
업적역량(capabilities)을 키우고, 2) 보다 긴밀한
예술문화비즈니스파트너십을구축하며, 3) 싱가
포르 예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였다. 즉, RCPⅡ

는RCPⅠ의 목표들을수용하는한편, 창조산업의
발전전략을 보다 강조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예술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변화가있었다. 그리하여RCPⅡ의구체적인전략
에서도창조산업이중심으로자리잡고있음을아
래처럼 확인할 수 있다(MITA, 2005).
1) 창조적역량키우기(Build creative capabilities)
a)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예술, 디자인, 미디
어를 착근시키기
b) 주요 예술, 디자인, 미디어에 대한 대학
프로그램 개설하기
2)정교한수요활성화하기(Stimulatesophisticated
demand)
a) 공공예술 증진을 위한 “Percent-for-the
Arts”안: 총건설비용의 1%를 공공예술기금으
로 활용
b) 사람을 위한 융합공간(fusion space) 개
발하기: 예술, 비즈니스, 기술이 융합된 공간은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가령, 동남아
시아 예술, 유산, 문화 도서관이나 민족언어 도
서관 등)
c) 창조마을(Creative Towns) 만들기: 창
조마을은 예술과 문화 행사, 축제를 개최하고
최신의 정보통신, 미디어 부문에서의 고용을
통해서 공동체 연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증
진시키고, 또한, 교육프로그램, 물적 및 가상의
인프라와 멘토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체의 지식
창출역량과 기업가적 자질을 향상시킬 것임
d) 가상문화자원(virtual cultural resource)네
트워크개발하기: 새로운정보통신기술에기반을
둔 가상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의 가상 박물관(virtual museum) 운영
e)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싱가포르 아트 시리즈를 싱가포르 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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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레로 확대하기
f) 새로운근대및현대예술박물관설립하기
3)창조산업발전시키기(Developcreativeindustries):
창조산업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NAC, NHB,
NLB의 운영방식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술 및 문화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 기
구는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비영리 예술과
문화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
구는 예술과 문화의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문화 관광(cultural tourism): 싱가포르
와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을 상대로 문화
여행을 개발하기 위하여 MITA의 기구들은
STB와 공조해야 한다.
b) NAC: NAC는 레코딩, 출판, 예술지원산
업과 같은 예술 및 문화산업의 성장과 국제화
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NAC는 디자인 스
탠다드와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움
으로써 싱가포르의 디자인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c) NHB: NHB는 싱가포르의 문화유산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기업에 권한을 양도할 수 있
다. 이러한 상업화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브랜
드로 발전할 수 있다.
d) NLB: NLB는 지식 창조와 중재를 촉진
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싱가포르
를 아시아 정보 서비스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MICA가 추진한 RCPⅠ(2000～2005)
과 RCPⅡ(2005～2007)를 살펴보았다. MICA는
이 두 프로젝트가 네 가지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예술과 문화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
석하고 있다. 첫째, 싱가포르 예술과 문화의 국제

적 인식을 제고했다고 본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ime 등의 해외 유력언론을 통해서 싱
가포르 예술과 문화 활동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Esplanade, 아시아 문명 박물관, 싱가포르 예술
박물관과 같은 핵심적인 문화기구들은 싱가포르
에서 창조하고, 공연하고, 전시하려고 하는 세계
적인 인재들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둘째, 싱가포
르 예술문화계를 성장시켰다고 판단했다. 1996년
부터 2007년까지 싱가포르의 예술기업과 협회가
400개에서 800개로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든다. 셋
째, 예술과 문화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증대됐다
는 점이다.
최소 1년에 한 번 예술 및 문화 행사에 참가한
싱가포르 국민이 1995년 10명 중 1명, 1999년 7명
중1명에서2007년에는3명중1명이었다는통계에
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에서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높아졌다고보고있다. 넷째, 싱가포르예술
과 문화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national pride)의
원천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Esplanade는 국
가적 마케팅과 관광자원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싱
가포르 국민들에게 최고급브랜드로 받아들여졌다
고 주장한다(MICA, 2008: 7～11). 이러한 MICA
의 평가는 <표2>를 통해서 RCPⅠ과 Ⅱ가 싱가포
르의 예술과문화발전과 경제적 기여에 상당한 성
공을 거두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은 최근 창조
경제를발전시키기위한문화전략을추진하는서울,
베이징, 홍콩, 아부다비와의도시간경쟁이첨예해
지고, 세계적인재와외국인노동자들이지속적으로
싱가포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늘어나면서사
회-문화적차이의압력이증가함에따라내외적도
전에직면한것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 또한, 아시
아예술, 문화유산이세계의문화, 생활스타일, 엔터
테인먼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붐(boom)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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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예술 및 문화 관련 통계
부문
지표
1996년
공연 횟수 및 시각예술 전시 일수
6,000
예술 및 문화계
예술기업과 예술협회
400
지난해 예술행사에 최소 1번 이상 참석한 싱가포르 국민 10명 중 1명
유료 행사 관람객 수
750,000
수요와 관중
무료 행사 관람객 수
990,000(2003년)
박물관 방문객 수
316,000
전통행사 관람객 수
1,500,000(2003년)
경제적 기여
총 명목 부가가치(100만 Singapore $)
557
출처: MICA, 2008, Renaissance City Plan Ⅲ, 9.

<표 2>

나면서기회도증가하고 있다고보고있다. 싱가포
르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RCP Ⅲ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MICA, 2008: 12～15). RCP Ⅲ의 구체적인 전략
방향은 1) 특색 있는 콘텐츠(Distinctive Content),
2)역동적인생태계(Dynamic Ecosystem), 3) 공동
체의강화(Engaged Community) 등 세가지방향
으로 잡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ICA, 2008: 17～33).
1) 특색 있는 콘텐트(Distinctive Content)
a) 세계적 수준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지
구(Cultural and Entertainment District) 개
발: MICA는 세계도시들은 활기 넘치고, 특색
있는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센터를 필요로 한
다고 본다. 이미 싱가포르의 시민지구(Civic
District)에는 Esplanade, 아시아 문명 박물관,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2013
년에는 국립예술갤러리(National Art Gallery)
가 개장되어 동남아시아의 우수한 예술품들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기획될 예정이다. 더불어 Esplanade는 중소규
모의 예술가들을 위한 연습 및 작업공간을 개

2007년
27,000
800
3명 중 1명
1,500,000
2,700,000
1,856,000
4,400,000
978(2006)

발하여 예술가 양성을 지원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MICA는 STB와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과 공조하
여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를 싱가포르의
예술 및 문화 관광의 주역으로 향상시킬 계획
이다.
b)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고유한 예술을 창
조하는 허브(hub)로 위치 지우기: MICA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특히,
동남아시아) 예술가들의 창작과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지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MICA와 NAC는 아시아 예술가들이 싱가포르
에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가 갖고 있
는 문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지원함으로써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창조활동의 허브로 자
리매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c) 싱가포르 콘텐츠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싱가포르는 페라나칸(Peranakan), 유라시아,
말레이, 중국, 인도 등의 고유한 전통들을 콘텐
츠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국이 인재와 이주
에 대해서 개방된 국가로서 다문화주의의 혜택
을입고있다고판단한다. 따라서MICA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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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의특색있는생활방식과문화가앞
으로 관광객, 해외 인재를 싱가포르로 끌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2) 역동적인 생태계(Dynamic Ecosystem): 예
술과 문화 생태계는 콘텐츠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을 포괄한다. 이는 콘
텐츠를 창조하는 예술가, 작가, 큐레이터, 예술협
회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예술갤러리, 출판사, 생
산업체, 경매업체, 민간 박물관, 이벤트 업체, 예
술가 매니지먼트, 예술비평가 등의 예술 비즈니
스, 전문예술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MICA는 싱가포르의 콘텐츠를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
다고 밝히고 있다. RCPⅠ과 RCPⅡ에서는 콘텐
트 창조자(content creators)의 육성을 강조한 반
면 RCP Ⅲ는 콘텐츠 창조자뿐만 아니라 예술 비
즈니스, 전문 예술 서비스에 대한 육성으로 확장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a) 인재와 비즈니스의 클러스터 발전시키기:
예술가들이 창작을 위한 작업공간이 필요하듯이
예술 비즈니스에서도 사무실 공간, 갤러리 공간,
창고시설 등이 필요하다. 그간 싱가포르 정부는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가
를 위한 주거계획을 추진해 왔었는데, 예술문화
생태계에서 예술 비즈니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이들을위한공간을마련하고자한다. 앞
으로MICA는EDB와URA와공조하여예술비
즈니스종사자들에게공간을제공하는데따르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b) 예술 비즈니스와 전문화된 예술 서비스
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하기: 역동적인 생
태계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재들에 의하여
유지된다. MICA는 예술문화의 창조적 부문에

서의 기술 스탠다드를 높이고 예술문화인들의
훈련을 담당하기 위한 창조산업인력자격프레
임워크(Creative Industries 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 framework)를 개발할 것이고, 이
를 위해 인력개발청(Manpower Development
Agency: MDA)과 협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c) 산업적 측면에서 전문화된 중고등 예술교
육과 훈련 강화하기: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의 전문화된 중고등 예술교육이 산업 트렌드와
필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EDB가 주도한 Global
Schoolhouse Initiative는 NYU Tisch School of
the ARTs와 Sotheby’s Institute of Art 등해외
유명학교를싱가포르에유치하였다. 또한, MICA
는교육부와공조하여싱가포르예술문화계의비
즈니스활동에서필요한창조인력을공급하기위
하여 2008년 중등교육기관인 싱가포르예술학교
(School of Arts, Singapore: SOTA)를설립하였
다. 앞으로 예술문화 인력개발계획의 일환으로
MICA는 교육부와 공조할 계획이다.
3) 공동체의 강화(Engaged Community): 예
술과 문화는 국가 정체성, 공동체 형성과 교육의
중요한 일부다. 특히, 다양한 문화, 종교가 존재하
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예술과 문화는 매우 중요
하다. 정부는 다양한 인종들을 조화시키고, 공동
체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하여 문화와 예술을 활
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호혜적인 사
회를 건설하고, 싱가포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데 문화와 예술은 중요하다. 세부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a) 일반 예술과 인문학 교육 향상시키기: 싱
가포르가 지식과 혁신기반경제로 전환되면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총체적이고 균
형 잡힌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화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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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맥락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술,
문화, 인문학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b) 예술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 연대와 자부
심 강화하기: 예술과 문화는 인종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MICA는RCP
Ⅰ과 RCPⅡ에서는 대중을 관객이나 방문객으
로초대하는데그쳤다면, RCPⅢ에서는대중이
개인적인 자기개발이나 교육의 일환으로 예술
문화활동에참여하는능동적인참여자이며, 나
아가독특한공동체예술을생산하는창조자내
지 파트너로서 고무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다.
c) 기업의 예술문화 후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기: MICA는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세계도시가 되기 위
한 장기적인 비전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장려하고 있다.
d) 연구와커뮤니케이션을통한예술문화지
지자(advocacy) 육성하기: 끝으로MICA는 장
기적으로 예술문화 지지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개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은
대중에게 어떻게 예술과문화를 지지하도록 하
며, 어떻게 예술과 문화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인생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릴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상RCPⅢ에서는이전계획인 RCPⅠ과RCP
Ⅱ에서의한계를보완하는것과더불어다른정부
부처들간에보다긴밀한공조를강조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CPⅢ는 문화와 예술의 특색 있
는 세계도시(Distinctive Global City of Culture
and the Arts)의달성을 모토로 내세우고, 2015년
까지 싱가포르가 1) 세계적 인재들을 위한 활기

넘치고 매력적인 곳, 2) 다양한 정체성들을 아우
르는 최고의 집(Best Home)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2,325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Ⅴ

. 관광정책

싱가포르의세계도시전략에서관광정책은문화
정책(Ⅳ장), 공간정책(Ⅵ장)과 긴밀히 연동된 핵
심적인 부문이다. 일찍이 1996년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관광청(STB)이 중심이 되어 세계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의 관광
수도(Tourism Capital) 혹은 관광 허브(Tourism
Hub)가되기위한청사진으로Tourism 21을제시
하였다. 이 계획은 세 가지 방향을 목표로 삼았다
(Park, 2007: 284～286).
1) 관광산업의 지역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재
편과 맞물려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한 경제적 동기와 도시국가의 특
성상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공간의 한계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바탐 섬과
같은 인접국가의 관광자원을 싱가포르와 연계시
키는 지역화 전략(regionalization strategy)을 추
진한다.
2) 싱가포르를 기억할 만한 경험이 창조되고,
고이 간직될 장소로 만들기: 파리, 런던, 뉴욕처
럼 관광객들이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등의 13개 관광명소
를 지정하고, Singapore River Hong Bao 98,
Chingay Parade와 같은 문화행사를 지원한다.
3) 산업으로서 관광 발전시키기: 관광산업은
호텔, 여행사, 관광명소, 음식점, 상점, 항공사, 휴
양지, 전시회 등의 다양한 산업들과 관련된다. 싱
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산업들 간의 수평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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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관광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정보통신기술 인프
라 구축 등의 정책수단들을 활용한다.
Tourism 21 이후 2000년에 들어서 STB는 전략
적 관광분야(strategic tourism unit)로 1) 비즈니
스 관광과 MICE(Meeting(국제회의), Incentive
(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and Exhibition
(전시)), 2) 교육서비스, 3) 의료서비스, 4) 관광
명소 , 5) 쇼핑, 6) 먹거리, 7) 이벤트, 8) 유람선
을 선정하여 기존의 전통적인관광의 범주에 포함
되지않았던비즈니스, 의료및교육서비스를관광
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STB,
2003; STB, 2004). 이러한변화와맞물려2005년1
월 통상산업부(Minister for Trade and Industry:
MTI) 장관인Lim Hng Kiang은STB가관광산업
을 핵심적인 경제의 기둥(economic pillar)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STB는 Tourism 21의 다
음계획인Tourism2015를수립하게된다. Tourism
2015는 2015년까지 싱가포르를 전 세계로부터 관
광객, 비즈니스와 인재들을 끌어오는 강력한 관광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표 3> 참조).
실제로2004년부터2008년까지관광수익이꾸준한
증가세를보이면서Tourism2015의목표에다가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u i m 2015의 목표
지표
2004년
관광수입(10억S$)
10
방문객 수(백만 명)
8
고용
150,000
출처: STB 홈페이지
<표 3> To r s

2015년
30
17
250,000

싱가포르 관광수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관광수입
(10억S$) 9.8 10.9 12.4 14.1 15.2
전년도
대비 증가율 41.3 10.9 14.0 13.9 7.4
출처: STB, 2008, Annual Report 2007, 2008. 8.
<표 4> 2004～2008

구체적으로, Tourism 2015는세가지영역에초
점을맞추고있다. 첫째, 강력하고역동적인비즈니
스환경을갖춘“아시아의주도적인컨벤션과전시
의도시(Leading Convention &Exhibition City in
Asia)”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한다. 둘째,
“독특한싱가포르(Uniquely Singapore)”라는모토
하에 싱가포르의 특색있는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싱가포르를아시아의주도적인휴양
지로 발전시킨다. 셋째, 싱가포르에서 방문객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아시아의 서비스센터(Services Centre of Asia)”
가되도록한다고밝혔다. 이와더불어관광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의 일환으로 20억 싱
가포르달러규모의관광개발기금을마련하여아래
와 같은 네 가지 부문의 지원을 밝히고 있다.
1) 인프라 개발: 관광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한 핵심인프라 개발
2) 역량 개발: 싱가포르에서 세계적 수준의 여
행 및 관광 비즈니스와 조직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및 관광 종사자들의 역량 향상
3) 상징적인 주요 행사들을 정착시키기: 상징
적이거나 대형 행사들은 여가와 비즈니스, 서비
스 방문객들을 위한 최상의 장소로서 싱가포르를
부각시킬 것
4) 상품 개발: 전략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Tourism 21과 Tourism 2015 간의 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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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B가비즈니스관광, 의료및교육서비스를자신
들의 중요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와 마찬가
지로 싱가포르 경제가 창조경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면서 해외 인재들의 유치에있어서 고급 서
비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STB와
연계되어 싱가포르 전시 및 컨벤션국(Singapore
Exhibition &Convention Bureau: SECB)이설립
되고, 2003년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
르교육국(Singapore Education)과싱가포르의료
국(Singapore Medicine)이 각각 설립된다. 아래에
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즈니스관광과MICE 부문: 싱가포르정부
는“비즈니스와지성의허브(business and intellectual hub)”, “역동적인 비즈니스 이벤트의 목적지
(dynamic business events destination)”가 되는 것
을목표로STB 산하에SECB를설립하였다. SECB
는각종컨벤션과회의의입찰에서부터국제회의의
지원, 마케팅과홍보활동까지포괄적인업무를담당
하고있으며, 고객유치와상담기능도맡고있다. 특
히, STB는 2006년비즈니스 컨벤션산업성장 10개
년계획을발표하여전세계컨벤션산업의중심도
시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 계획
은아래와같이세가지부문에초점을맞추고있다
(황정일, 2006).
a) 의료과학, 디지털미디어, 환경공학, 금융, 관
광단지 등 컨벤션 관계기관과의 관계 정립하기
b) 현재1억7,000만싱가포르달러수준인투
자금을 향후 5년 내 20억 싱가포르달러까지 늘
리고, 국제기관들의 아․태 본부 이전 및 설립
c) 싱가포르가 비즈니스 출장 및 컨벤션 개
최 목적지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창
출, 네트워크 확장 및 비즈니스 장래성 확보 등
의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허브 도시라는 점

을 강조한 글로벌 마케팅 및 광고 캠페인 전개
<표 5>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순위

순위
국가
1
미국
2
싱가포르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출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개최건수
1,085
689
632
555
538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가 MICE 분야에서 행한
노력의 결과로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
년 싱가포르는 미국에 이어 세계 최고의 국제회
의 개최지로 기록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쳤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싱가포르가 도시
국가임을 감안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MICE 분야
가 싱가포르의 관광수익에서 약 30% 이상 육박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싱가포르 정부는 MICE 분야
를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의료서비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주도적인 의료 허브(Asia’s leading
medical hub)”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보건부
(Ministry of Health)가 주도하고, 파트너십 형태
로 STB와 EDB가 참여하는 싱가포르 의료국을
설립하였다(Singapore Medicine 홈페이지). 의료
국은 최신 생명의학 연구지원과 더불어 Johns
Hopkins와 The West Clinic 등의 해외 유명 의료
기관 유치를 통하여 2006년에만 해외로부터 41만
명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싱가포르를 방문
하였고, 2012년부터는 100만 명 유치를 목표하고
있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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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료관광 규모 및 경제적 효과
연도 1996 2000 2002 2007 2012
외국인 8,900 147,000 200,000 500,000 1,000,000
환자 수
(명)
관련수익 - 4억 - 15억 30억
(USS)
3천만
시장 - 1% - 2% 3%
점유율
(아시아
지역)
부가가치 - 3억 - 13억 26억
(USS)
7천만
GDP - 0.25% - 0.65% 1.10%
기여도
출처: 윤선회, 2008, 동향자료, KOTRA.
<표 6>

3) 교육서비스: 싱가포르 교육국은 싱가포르
를 “최고의 교육허브(premier education hub)”
로 정립하고, 싱가포르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들
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다(Singapore Education
홈페이지). 교육국은 EDB가 주도하고, STB와
교육부 등의 정부관련 부처가 후원하고 있다.
교육국에서는 유학에 필요한 학교, 입학, 교과
과정 등의 정보들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상
담을 병행한다. STB에서는 교육국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산하에 교육서비스팀을 조직하
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서비스팀
은 3개 부서(교육시장개발부, 교육전략마케팅부,
학생서비스부)로 구성된다(Singapore Education
홈페이지). 교육시장개발부는 예비교육부터 학사
이후 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수준의 교육을
알리는 것으로서 교육기관 및 여러 교육 제공자
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운영되고 있다. 교육전략
마케팅부는 싱가포르 교육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
션의 우위 확보, 글로벌 트렌드 및 경쟁력 있는
분석과 장기간 교육산업의 지속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역량 및 위

기관리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서비스부는 국제학생들이 새로운 환경
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오
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부터 여러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STB와더불어싱가포르경제를선도해온 EDB
에서도 지식기반경제의 측면에서 교육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년 내 해외 유명대학을 최
소 10개 이상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동양의 보스
턴(Boston of the East)”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
로 1998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유치 프로그
램(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WCU
program)을 시작했다(Olds, 2007). 더불어 2002
년부터는 WCU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2015년까
지 15만 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Global
Schoolhouse를 추진 중이다(윤선회, 2008). 이밖
에 해외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대학의 명성, 투자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윤
선회, 2008).
물론 STB는 전통관광산업 분야인 레저 분야
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2000년대 들어서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교육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관광산업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싱가포르 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재편과 깊이
관련된다. 특히, 교육서비스의 경우 다른 분야보
다도 지식기반경제와 관련이 높다. 가령, 해외 고
등교육기관 유치의 기본원리는 세계적 인재가 함
께하는 최고의 대학을 유치하면서, 인재들은 지
식을 창조하고, 그들의 싱가포르에서의 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를 추
동하는 전문직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선순환 구
조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싱가포르

88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2012. 12

싱가포르 3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및 교수진 현황
(괄호 안 %는 외국인 비율, 2007년 3월 조사 기준)
구분
NUS
NTU
SMU
학부생 23,900명 19,114명 4,300명
(20%)
(20%)
(19%)
대학원생 9,100명
8,538명
190명
(50%)
(33%)
(40%)
등록금 6,110
(S$) (치의대: S$6,110 S$7,500
S$17,520)
(법대:
(음대:
S$9,000)
S$7,570)
(간호대:
S$7,000)
교수진 2,000명
1,658명
210명
(50%)
(50%)
(60%)
출처: 한국의료관광전문가교육원 홈페이지
<표 7>

정부는 해외대학 유치를 세계도시 전략의 일환으
로활용할전망이다(Olds, 2007: 973). <표7>에서
보듯이동아시아국가간의경쟁에도불구하고, 전
체학생의20%가외국인학생이라는점에서해외
인재들을끌어오는데일단성공했다는평가가내
려지고 있다(윤선회, 2008).
STB는 2009년부터 Tourism 2015를 향상시킨
Tourism Compass 2020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처럼 갑작스럽게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게 된 이
유는 2005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신종인플
루엔자(H1N1),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관광
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STB는 새로운 로드맵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것이다(Gov Monitor, 2009). 그리하
여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Tourism Compass 2020
조정 위원회가 설립되고, 비즈니스, 관광 분야 종
사자들로 구성된 관광협의회가 조정위원회에 참
여하고, 2009년에는 4개월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다.

Ⅵ

. 공간정책

앞서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 중에서 문화예
술정책과 관광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들 정책은
공간정책(spatial policy)을 떼놓고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공간
정책의 대표사업인 Esplanade는 문화예술공간이
자 관광산업의 중요한 랜드마크다. 이러한 랜드
마크가 세계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고 판단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Park, 2007; Kong, 2007).
본 장에서는 싱가포르 정부의 공간정책을 살펴보
고자 한다.
싱가포르의공간정책을주도하고있는정부부처
는국가개발부(MND)다. 1959년에설립된MND는
국가토지이용과개발계획을담당하는핵심적인정
부기구이다. 싱가포르의 공간정책은 크게 Concept
Plan과 Master Plan으로 구성된다.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공간정책
완공(예정) 목적
사업명
기간
Suntec City
1995 쇼핑센터
Esplanade-Theatres on the 2002 비즈니스
Bay
예술센터
One Raffles Quay
2006 오피스 빌딩
The Float at Marina Bay 2007 경기장
The Sail@Marina Bay
2008 콘도미니엄
Marina Barrage
2008
댐
Singapore Flyer
2008 놀이기구
The Fullerton Hotel
2010
숙박
Double-helix bridge
2010 인도교
Marina bay sands Intergrated 2010 리조트
Resort
Gardens by the Bay
2011 대규모 정원
Marina Bay Financial Centre 1 2010 금융지구
Marina Bay Financial Centre 2 2012 금융지구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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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Plan은최대4～50년을내다본싱가포
르의 물리적 개발에 대한 장기전략으로서 싱가포
르의 발전과정에서 경제, 인구, 토지이용의 변화
를 고려하여 10년마다 수정되고 있다. 1991년 수
정된 Concept Plan에서부터 싱가포르를세계도시
로 만들기 위한 방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Pow,
2002). 그리고 가장최근인 2001년에 수정된계획
에서는 싱가포르 경제의 지식기반경제 전환과 맞
물려서 고부가가치산업, 금융및 비즈니스서비스
부문과 관광산업에서의 투자기회가 중요하며, 이
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치하고, 경
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토지와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MND, 2008).
Master Plan은 Concept Plan을 바탕으로 보다 세
밀한 토지이용계획을밝힌다. 1998년싱가포르국
토를 55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토지이용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Master Plan은
5년마다 수정이 이루어지며, 가장 최근 수정은
2008년에 있었다. 이 계획도 Concept Plan과 마찬
가지로 2003년 수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좋은 삶
의질을제공해야한다는목표와더불어비즈니스
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
고 있다(MND, 2008).
2008년 MND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문화와
예술의특색있는세계도시를실현하기위한구체
적임무로첫째, 세계적수준의인프라개발, 둘째,
활기 넘치고지속 가능한생활환경 조성, 셋째, 뿌
리 깊고 통합된 공동체 형성을 설정하였다.
MND는 문화유산 보존, 주거 부분 등을 맡고
있지만, 세계도시 만들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산하기관인 도시재개발청(URA)에 위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메가 프로젝
트는 마리나 센터 개발 프로젝트(Marina Center
Development Project)를 들 수 있다(Park, 2007).

마리나 베이(Marina Bay)는 1970년대에 간척을
통하여 만들어진 땅으로 중심업무지구인 Raffle
Place와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만
들고자 하였다(Marina Bay Singapore 홈페이지).
그리하여고급호텔, 사무실, 상점등이들어선마리
나센터개발프로젝트가추진되었다(Park, 2007).
URA 산하에마리나베이개발을 전담하는부처
로마리나베이개발기구(Marina Bay Development
Agency: MBDA)가있다는사실에서확인할수있
듯이싱가포르정부의입장에서마리나베이개발은
매우중요하다. <표8>에서보듯이싱가포르정부가
주도하는공간정책은 1995년 Suntec City를 시작으
로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 아래서는
첫번째사업이었던Suntec City와가장최근사업인
Marina Bay Financial Centre를중심으로공간정책
에있어서싱가포르정부의역할을확인하고자한다.
1)

Suntec City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이미지 전략은 선텍시티
개발에서 출발한다. 1984년 전(前) 싱가포르 수상
리콴유(Lee Kuan Yew)는 홍콩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홍콩의 기업인들을 비공식적으로 초청하
여긴밀한네트워크를형성하고, 이를바탕으로싱
가포르정부는다음해에Cheng Yu Tung(부동산
디벨로퍼), Frank Tsao(선박업자), Li Ka-shing
(부동산 디벨로퍼) 등 홍콩의 유력한 사업가들과
공사 파트너십 형태의 Suntec Investment Pte
Ltd를 설립하여 선텍시티 개발에 나서게 된다
(Pow, 2002: 170-171). 홍콩 자본가들의 역할이
선텍시티 개발에 꽤 중요하였지만, 전 선텍개발공
사의 CEO였던 한 인사가 “리콴유가 없었다면 선
텍시티개발은불가능했을것”이라언급한것에서
잘 나타나듯(Pow, 2002: 176), 싱가포르 정부의
리더십은 선텍시티 개발에서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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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텍 싱가포르 홈페이지
<그림 3> Suntec City

총 20억S$가 투입된 선텍시티 개발계획은
82,500㎡ 부지에 5개의 최신 오피스 타워와 싱가
포르 최대의 대형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
계에서 가장 큰 분수인 부(富)의 분수(Fountain
of Wealth)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큰 쇼핑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지하 쇼핑몰 등의 압도
적인 규모에 기반을둔세계도시로서의 상징공간
들로 채워져 있다.
2)

Marina Bay Financial Centre

싱가포르의 현 수상 Lee Hsien Loong이 “도시
재개발의 핵심은 마리나 베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리나 베이는 싱가포르 경제의 핵심부다. 싱가
포르 정부는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주거를
위한 공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리나
베이의 중심에 마리나 베이 금융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MND, 2008).

출처: MBFC 홈페이지
<그림 4> Marina Bay Financial Centre

싱가포르 정부의 금융센터 조성계획을 실제 추
진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다. 마리나 베이 금융센
터의 건축디자인은 뉴욕에 기반을 둔 Kohn
Pedersen Fox Associates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DCA Architects가 함께 하였고, 역대 싱가포
르에서 만들어진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
랑하는 만큼 금융센터의 개발은 Cheung Kong
Holdings Limited, Hongkong Land, Keppel
Land Limited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3개 개발업
자가 Raffles Quay Asset Management라는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MBFC 홈페이
지). 그런데, 이들 중 Keppel Land의 경우, 싱가
포르 정부가 회사 주식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
고 있어, 이 회사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싱
가포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 가능하였다(Pow, 2002: 165).
오피스타워1은33층규모에Standard Charted
Bank, 웰링턴국제경영회사와같은국제은행과금
융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피스 타워 2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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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규모로아메리칸익스프레스, 노무라, 프루덴셜,
Barclays Capital 등이들어서며, 이미대부분의공
간이임대가완료되었다. 오피스타워3은46층규
모로2012년완공이예정되어있으며, 오피스공간
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세계도시 트로
이카가 금융기능을 중심으로 경제부문을 선점하
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금융부문을 간과하
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5)

Ⅶ

. 싱가포르 세계도시 전략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지금까지 살펴 본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에
대한 논의는 세계도시 형성과정에서 국가가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싱가포
르의 성공은 <그림 2>에서 확인했듯이 싱가포르
의 경제정책을 선도하는 EDB가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MICA, 관광정책을 담
당한 STB 그리고 공간정책을 맡고 있는 MND가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추진과 부처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국내서도 수
도권 및 각 지방도시에서 세계도시 관련 정책들
이 추진되고 있다(이동우 외, 2010). 하지만 싱가
포르와 달리 체계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서 추진되
기보다는 정부 내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도시
정부 간에 긴밀한 조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며, 각 도시는 다른 지역 정책들을 모방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예컨대, 관광 부문에서는 타 지
역의 지역축제를 모방하면서 도시 간 갈등이 발
생하며, 공간 부문에서는 각 도시의 독특한 장소

성을 고려한 랜드마크를 고민하기보다는 비장소
적인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데 혈안이 되면서 결
과적으로 도시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
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는 장기
적인 안목에서 세계도시 전략을 수립한 싱가포르
정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싱가포르의 전략을 한국에 무
비판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두 국가가 발전주의 국가라는 비슷한 정치, 경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70～80년대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이 급
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정치ㆍ제도적
조건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조절의
시스템 때문이었다(Deyo, 1987). 하지만 1980년
대 후반부터 한국과 대만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 권위주의적 통
치체제가 약화되고, 상당한 수준의 절차적, 실질
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최장집, 2010).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치체
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바
탕으로 현재 세계도시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다(Tan, 2008). 따라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기반을둔싱가포르 정부의 방식을 훨씬 민주화된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세계도
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해관
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세계도

5) 금융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위상과 싱가포르 정부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마리나 베이 금융센터의 중요성은 오세훈 전(前) 서울시장이 싱가포르
정부의금융정책을알고자싱가포르를방문하고, 마리나베이금융센터홍보관을둘러본사실을통해서도가늠할수있다(연합뉴스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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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략을 구성하는 문화정책, 관광정책, 공간정
책을 각각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문화정책
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문화와 예술의 특색 있는
세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코스모폴리탄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글로벌한가치관은
싱가포르 고유의로컬문화와충돌한다. 이는단순
히 철학적 수준에서의 충돌로 한정되지 않고, 실
제 정책차원에서도 로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을 소외시키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Park, 2007; Yeoh,
2005). 특히, 싱가포르가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인해 글로벌-로컬 가치의 충돌이 가시화되지 않
았던 것과 달리 의사표명이 자유로운 한국에서는
가시적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코스모폴리탄 문화의 무비판적 지향이 초래할 부
정적인 결과에 대해 보다 섬세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정책에 있어서 싱가포르 정부는 “아
시아의 서비스 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의료
와 교육을 관광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처럼 내
국인과차별적으로외국인을상대로한의료와교
육서비스 행위는 “국민건강”과 “국민교육”을 지
향하는 국가의 가치관과 충돌한다. 싱가포르에서
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인해 이러한 내외국인
간의차별적인서비스제공에대한불만이현저하
게 표출되지 않지만, 이러한 모순적인 상태가 누
적되고 있는 상황이다(Koh, 2005).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이 국내기업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평하다
는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
포르와 같이 내국인에 비해 전면적으로 차별화된
의료/교육서비스를 외국인에 제공하는 것은심각
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싱가포르정부는외국인들을유치하기위

한 “친밀한 집, 특색 있는 세계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공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국토에서국가가소유하고있는땅의비중이
매우 높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에서 민간자본보
다는정부가우위를점하고있으며, 권위주의적정
치체제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침해에 대해 참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 특
정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
민, 지역상인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이해당사자들
의 반발이 크지 않다(Park, 1998). 하지만 토지소
유구조가 다르고,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개발 프
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공간정책의 추진은 지역주
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서
울시가 세계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에서는 노점상, 시
민사회단체들이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었다(황진태, 2010).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오늘날 싱가포르 정치체
제의 궤도와 상이한 한국에서 싱가포르의 세계도
시 전략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많은 사회
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
라서 한국에서의 세계도시 전략 추진은 훨씬 신
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민주화된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에 맞게 다양한 이해, 정체성, 가치
관이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협
의를 통해 세계도시 전략이 국민의 동의에 기반
을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Ⅷ

. 결론

본 연구는 싱가포르 정부의 세계도시 전략을
문화예술, 관광, 공간정책으로나누어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싱가포르가 세계도시 전략을 추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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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전통제조업 중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악
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창조경제와 지식기
반경제에서 찾고자했음을확인했다. 이를실현하
기위하여문화, 관광, 공간 부문에서구체적인전
략을 추진하였는데, Ⅳ장에서는르네상스 시티프
로젝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문화, 예술 부문을
육성한 시도를 확인하였고, Ⅴ장에서는 Tourism
21과 Tourism 2015 등의 계획을 통해서 관광산업
을 진흥하고자 하였고, 끝으로 Ⅵ장에서는 문화,
관광부문을수월하게추진시킬물적토대를제공
하는 공간정책을 살펴보면서 세계도시가 되기 위
한 다양한 메가 프로젝트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싱가포르 사례를 연구자
들의직접적인 1차자료발굴과 현지조사등을통
하기보다는 2차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하다 보니,
실증연구의 구체성과 독창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 사
업의 세부적인 정보(예컨대, 사업의 추진과정에
서개발주체들간의 역할분담이나 갈등, 지역주민
들의 피해)를 파악하지 못하여 실제 그러한 공간
정책의추진에있어싱가포르정부가어떠한역할
을했으며, 어떠한 정치ㆍ사회적 갈등에직면하였
고, 그러한과정을 어떻게극복하였는지구체적으
로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각종 세계도시 순위지
표와 경제 수치들을 볼 때 싱가포르 정부의 세계
도시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200
5～2006 세계도시경쟁력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20위권 밖에 있었지만, 이후 <2007～2008 보고
서>에서는 8위로 진입하고, 2011년 현재까지도 8
위를 유지하고 있다(GUCP 홈페이지). 한국 또
한, 발전주의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경

제성장을 경험했고, 전통 제조업으로부터 지식기
반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이 싱가포르와 유사하다
는 점에서 한국의 중앙정부와 도시정부가 싱가포
르의 성공적인 경험을 고찰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세계도시 트로이카인 뉴
욕, 런던, 도쿄가 세계경제의 통제센터, 금융 네트
워크의 허브로서의 입지를 이미 선취한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 부문에만 매달려 세계도시 트로이카
를 추격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 관광, 공간정책
을 경제와 연결시키는 싱가포르 정부의 복합전략
을 틈새 전략으로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Ⅶ장에서 지적했듯이 향후 싱가포르 전
략의 맹목적인 수용보다는 한국의 세계도시 형성
의 노력에 있어서 도시계획가들과 정책입안자들
은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정․관․
학계 그리고 시민들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을 통하여 민주화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
하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세계도시 전략 수립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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