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아시아의 리우’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올해는 9월 19일부터 엿새간 열려…시민들이 주인공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도심 춤판이다.
춤추는 도시, 아시아의 리우를 표방한다. 2011년 선보였
다. 기존 군악 축제 대신 선택한 콘텐츠다.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엄청난 항공료를 지원해 해외 군악대
를 초청하고 시민은 단순 구경꾼에 머무는 군악 축제
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축제 콘텐츠 결정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군(軍)도 원주시 자산이기에 군과 함께한다는 것,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중심으로 한다는 것, 거리퍼레이드를 한다
는 것이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이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어려
움도 있었지만,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16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2017
년에는 우수축제로 격상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
원받는 축제다.
국내 축제 중 최단기간 성과다. 지원금도 국비를 포함해
2억6천만원에 이른다.
강원도 우수축제, 한국축제박람회 최우수 축제, 문화체
육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 관심이 커
졌다.
국민 관심이 커지나 참가팀도 늘었다. 특
히 해외 참가팀 증가가 눈에 띈다.
2012년 1개국 1팀에 불과했던 해
외 참가팀은 올해 13개국 45
개 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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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제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참가팀이

사단으로도 참여한다.

찾는다.

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방안

급증 추세다. 해외팀은 숙박료와 체류 기간

개막식에는 1천 명이 시민합창단으로 무대에

올해는 시민 참여 증가가 눈에 띄었다.

중 하나다.

식비만 지원한다.

오른다.

댄싱카니발 경연에만 6천 명 이상 시민이 참가

2017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

항공료 등 다른 비용은 자부담이다. 자비로

먹거리존, 체험존, 프린지 공연 등에서 비공식

했다.

발은 9월 19∼24일 엿새간

항공료를 부담해도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적으로 봉사하는 시민만 수천 명에 달한다.

이는 응원·관람에 시민 참가를 이끄는 시너지

열렸다.

에 참가하겠다는 해외팀이 계속 증가한다. 지

축제 개최 목적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효과를 냈다.

따뚜공연장, 원일로, 문화

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다.

관광 활성화에 있다.

참가팀과 관람객 증가는 무대 확대로 이어지고

의 거리, 문막읍, 우산동,

그러나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의 급성장 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축제를 통

있다.

태장동 특설무대 등 도심

결은 시민 참여다. 시민이 직접 댄싱카니발 경

한 시민의 여가 기회와 예술 경험 확대 그리고

주 무대인 따뚜경기장 뿐 아니라 원도심, 외곽

곳곳에서 펼쳐졌다.

연에 참가한다.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공동체 의식 함양이다.

지역, 농촌지역에도 무대가 마련됐다.

152개 팀, 1만2천여 명이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가족이 찾는다. 이 때문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이를 보여준다.

문화의 거리, 자유시장, 중앙시장 일대를 비롯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에 댄싱카니발은 시민 참여형 축제다.

축제 기간 매일 저녁 3시간 가까이 카니발 경

한 태장동 문화마당, 우산동, 문막읍, 혁신도

외지 참가자도 해외 1천600

시민이 신나고 흥겨워하고 공연으로 들어간다.

연이 치러진다.

시 등에서 프린지 공연, 프리댄싱 페스타, 청년

명 등 7천 명에 달했다.

시민이 주인공이다.

카니발 경연과 다채로운 부대행사 그리고 풍

쾌락 축제 등이 열린다.

개막식은 따뚜공연장 메인 특

시민은 경연뿐만 아니라 심사단, 전문 자원봉

성해진 먹을거리 등으로 하루 5만 명 이상이

공간 확대는 문화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으

설무대에서 1천 명 시민합창단,

리포트

가수 양희은 공연, 플래시몹, 페루 전사 춤 향연 등으

지난해 경제 파급효과는 339억

로 진행됐다.

원이었다.

이어 민·관·군 하모니인 '군악의 날'로 펼쳐졌다.

원주시 관계자는 "축제의 주인

주말에는 '합창＆클래식의 날'이 마련됐다.

공이 시민이라는 대전제를 놓치지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아동·청소년·실버세대 합동

않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축제로 계속

무대로 감동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키워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수준 높은

'댄싱카니발의 날'에는 해외 참가팀과 스페셜 베스트

문화예술과 만날 수 있도록 해외교류

15팀이 경연에 나섰다.

를 확대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폐막식은 파이널 베스트 15 경연, 초청공연, 시상식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의 기폭제

등 3부로 나뉘어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가 될 수 있도록 원주 다이내믹

관람객 규모만 5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댄싱카니발을 성장시켜 나가

47만 명보다 6.3% 증가한 것이다.

겠다"고 말했다.

경제 파급효과는 35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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