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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우리 재단의 정책연구 논문집인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1집을 펴냅
니다.
흔히 21세기를 지역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번 정책논문집에서는 
특별논단으로 지역문화진흥법(안)과 예술인복지법을 다뤘습니다. 두 
법(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인 복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
래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도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계속 발의된 것만 봐도 지역
문화예술계에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정책
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
니다. 이 법의 내용과 추진 과제를 실었습니다.
일반논단으로는 시민문화예술교육과 정책 수립의 기초인 문화지표를 
조명했습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방향과 함께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측
면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
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은 전문 문화예술 인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지역 문화예술 현황도 언급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단체의 교육 실상을 낱낱이 짚고,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문화지표는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문화 동력과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문화지표의 현황과 
과제를 살폈습니다. 마침 제주문화지표가 올해 처음 개발됐습니다. 제
주지역 문화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제주문화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성장 동력으
로써 문화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연구 논문집이 지역문화
의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
간을 내어 옥고를 보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1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양  영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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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 만들기 
 

희   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1. 글을 시작하며

  국회에는 두 개의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2012년 6월 21일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과 8월 23일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다. 

두 법안이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점이 훨씬 많다. 2005

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

역문화 활동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갈등하면서도 협의를 거치는 가운데 법안이 

진화해 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지역문화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지역문화

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당사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1)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

제도가 정립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유문화가 강조되었다. 

2001년에는 ‘지역문화의 해’라 하여 지역문화가 전국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문화 분야의 균형발전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서울(수도권)로의 문화집중, 서울과 지방의 문

화격차 등이 이슈(issue)가 되었다. 점차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의 중요성, 세계화에 대응하는 문화 다양성 등으로 강조점이 

이동해 왔다. 

 지역의 문화정책은 축제와 같은 대형 문화행사, 문예회관 등의 문화기반시설 

건립, 문화산업 유치 등에 주력하다가 근래 들어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 

마케팅이나 지역재생에 문화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부도 

1) 박상언(지역문화정책, 어디까지 왔나, 중부매일 2010.10.27.)은 중앙문화, 국가문화라는 
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지역문화’가 아닌 ‘지역 문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입장에 동의한다. 다만 지역문화의 진흥이 문화정책의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
므로 국가나 중앙에 대한 지역의 문화 일반을 가리킬 때는 ‘지역문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문화’라고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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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문화소외지

역’에 대한 문화예술 작품과 문화예술교육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중앙부처의 공급자 중심의 지역사업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중앙 의존도

가 더 커지고 통합적 관점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

다.

 지역문화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①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미

흡하며 ② 지역 간 문화 향수 격차가 존재하고 ③ 지역문화시설 활성화가 미흡

하고 ④ 지자체의 지역문화 진흥 역량이 취약하다는 진단2)이 나오고 있다.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근거한 종합적

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2. 정책의 경과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은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사

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

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려

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지역문화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된 것은 1965년 6월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

성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하여 행하

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당시 사설기관으로 활동하

던 문화원3)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해 현재의 지방문화원이 특

수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지방문화사업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 및 업적을 그 협조 하에 주지시키는 사업 ② 향토문화를 계발보급선

전하는 사업 ③ 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조 하에 민주우방제국의 문화를 소개 선

전하는 사업”이었다. 지방문화를 향토문화로 한정짓고,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였다. 1994년 1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은 폐지되었다. 

 1972년 8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처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

2) 김진엽, 지역문화정책 대토론회 의제 제안, 인천문화재단, 2012.3
3) 1950년대 초 미국 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몇몇 지방에 문화원을 설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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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4)가 명시되어 문화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

진 것이다. 문예진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인정되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983년 나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수정계획>의 문화부문 계획에서 ‘지방문화의 육성’이 등장하지만 ‘국민의 문

화향수 기회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정책수단’이었다. 지역문화가 문화

정책의 한 영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 나온 <지방문화중흥5개년계획>이

었다. 이에 따라 큰 도시에 종합문예회관이 세워지고,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가 지방에서 열리게 되었다. <문예진흥법>에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이 명시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예

진흥기금이 지방문화예술기금으로 출연되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지역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참

여정부가 발표한 『창의한국』은 5대 기본방향 중 하나로 ‘문화와 지역-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을 설정했다. “지역사회는 개인, 지역, 국가의 

관계에서 그리고 문화창조와 문화경제의 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고 하면서 지역을 “복지, 창조, 성장,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고 ‘지

역의 문화역량 제고’,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등 7개의 추진과제를 제

시하였다. 『창의한국』은 “지역문화 진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

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이며,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는 지역문화 진

흥의 선결과제”로서 “지역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민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필요”를 말하고 있다. 특히 문제점 중 하나로 “중앙정부

의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미비”를 들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 스스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

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게끔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 

“지역문화와 관련된 법률이 문화예술진흥법의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련 조

항,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산발적인 규정만 있을 뿐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또는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

이”라 하여 지역문화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

성을 언급하였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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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정을 위한 노력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 5월 10일 이광철 의원 외 31인에 

의해서였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드러나고 있는 법안의 목적과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 본 제정 법률안은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

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 왔음. 그러나 그 결과

는 수도권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규모 경제의 실종, 지역 거점도시의 미발달로 인한 국가 전체의 효

율성 저하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문화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수도권 문화 편중화로 인해 지역 간 문화

격차가 더 심화되었고,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조차 지역 스스로 해결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수도권 이주를 부채질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

 -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며, 지역문화 발전은 오래도록 기약

할 수 없게 될 것임.

 -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

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런 점에서 이제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이에 본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이 법안은 의원입법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민간 문화활

동가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문화부와 민간 활동가들이 함께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운영하

였다. 여기에서 지역문화진흥계획안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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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6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였고, 2004

년 12월까지 법 제정을 위해 총 6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시안을 

마련하였다. 2004년 12월 8일에는 예총, 민예총, 문화연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문화원 및 문화관광부 관계자등 총 8명으로 지역문

화진흥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등 타 법률과의 상충 문제

를 검토하면서 시안을 수정 보완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9월까지 총 8회의 지

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다5). 문화부 산

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법안이 발의되자 통과가 불투명한 상

황에서도 법안에 대한 시행령을 연구하는 기민함을 보였다.6)

 

 이때 발의된 지역문화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국가의 책무

- 지역문화진흥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립(제1조,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책무(제4조)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명시(제9조)

 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의무화로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문화 진

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제7조, 제8조)

 3)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역문화인력 및 단체 육성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의 활성화(제10조)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육성(제12조)

- 문화복지사 양성배치(제13조)

  4)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지역문화 진흥의 거점도시

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지정 육성 등 (제14조~제19조)

5)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김기봉, 지역문화진흥법과 제정 과정과 그 의미 ; 2005 지역문
화네트워크 토론회-‘지역교류와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전략’(2005.3), 발표문 참조. 

6) 전병태, 지역문화진흥법(안) 시행령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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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보존․진흥하기 위한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제19조)

  5) 및 지역문화재단 설치

- 참여․분권․자율에 입각한 지역문화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위원

회 설치(제20조~제25조)

- 지역 문화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문화재단 설립 법적

근거 확보(제26조)

  6)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 국가 차원의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지역문화진흥

원을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치(제27조)

-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조정․협력을 위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제28조)

  7) 지역문화진흥 재원

-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 의무 명시(제29조)

- 지역문화진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영(제30조, 제

32조)

  8) 부칙(경과조치)

 이 법안은 문화복지사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 자기 지역에만 해당되

는 특별법7)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의 입장 대립, 문화지구에 대한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조정 문제, 그리고 당시 문화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문화기본법>과의 관계 문제, 지역문화진흥법보다 협소한 내

7)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문화도시 특별법은 모두 7개이다.
  - 경주특별법(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06.9/ 정종복 의원)
  - 부여특별법(사비역사도시복원⋅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06.12/ 김학원 의원)
  - 전주특별법(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07.3/ 이광철 의원)
  - 공주특별법(동아시아역사예술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07.6/ 정진석 의원)  
  - 부산특별법(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07.9/ 이재웅 의원)
  - 익산특별법(백제왕궁체험도시복원․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07.11/ 전여옥 의원)
  - 수원특별법(수원화성역사문화중심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08.1/ 남경필 의원)
    또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문화도시 특별법은 2개다. 
  -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08.9.1 / 유재중 의원)
  -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09.10.7 / 남경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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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발의8) 등으로 제정이 미루어졌다. 결국 이광철 의원 등이 발의

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은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들은 이후 18대 국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지역문화진흥법안에 계승되어 왔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새로운 지역

문화진흥법을 준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2008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

회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를 발표했다. 2008년 12월 

김재윤 의원이 수정된 내용의 지역문화진흥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법안심

사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2011년 5월 다시 이병석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

안을 발의하게 된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9)

표 1> 김재윤 ․ 이병석 의원 법안

김재윤 의원 안 이병석 의원 안 

1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2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문화의 집 활성화 미 규정

4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육
성․지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5 문화복지사의 양성․배치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도시․문화지구 조성
 - 지정→조성계획 승인→지원
 - 국무총리소속 조성위원회
 - 문화지구 지정․관리

문화도시의 선정 및 지원
 - 계획승인→1년평가→선정․지원
 - 문화부장관소속 심의위원회
 - 문화지구 미 규정 

7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립 미 규정 

8 
지역문화재단 설립․지원
 - 광역․기초 모두 포함

지역문화재단 설립․운영
 - 기초자치단체만 포함

9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10 미 규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간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8) 지방문화원진흥법의개정(안) / 05.10 / 고흥길 의원  
   지역문화시설지원법 제정(안) / 06. 7 / 최구식 의원 
9) 류환민, 지역문화진흥법안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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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내용의 두 법안이 발의되자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서 두 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하나의 안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2012.2.22.)했으나 이 역시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4. 19 국회에서 발의된 두 안의 비교 

 19대 국회가 열리자 먼저 이병석 의원 등이 또다시 지역문화진흥법을 발의

(2012.6.)했으며, 뒤이어 도종환 의원 등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두 안 모두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불균형’(이병석안), ‘문화

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종환안)으로 인한 문화환경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이

병석안), ‘지역 간 문화격차 심화’(도종환안)를 들고 있어 같은 문제의식을 갖

고 있다. 법안의 취지도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이병석안),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도종환안)한다고 하여 

비슷하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목적도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이병석안), “지역문화 발

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도종환안)이라 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병석안은 “현행법 

체계는 지역문화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관계 법률

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이라고 하여 그동안 지적되어 온 현

행 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도종환안은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

인다. 

 두 안 모두 그동안 제시된 네 차례의 지역문화진흥법안과 그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이 더 많다. 차이점 중 우

선 눈에 띄는 것은 이병석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이, 도종환안은 ‘지역

문화진흥 재정’이 독립된 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조문에서는 도종환안

이 지역문화예술인‧단체 역량 제고, 문화의집 활성화,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지역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문화지구 지정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 데 비해 이병석안은 없다. 한편 이병석안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도종환안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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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문화지구의 지정 등은 문예진흥법에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단체 

역량 제고에 관한 내용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특별

한 배려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예진흥법에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

원 근거가 있으므로 법체계상 문제이지, 법률의 효과 면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

다.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에서의 김재윤안과 이병석안에 

대한 대안(통합안)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10)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은 이전 법안에서 시도했던 ‘문화복지사’의 연장으로 생각

된다. 그렇다면 도종환안에서 이 점을 생략한 것은 당시 문화복지사 제도의 신

설을 놓고 겪은 진통을 염두에 둔 전술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전문인력이 대안에서 말하는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에는 사서와 학예사(큐레이터) 등을 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로 문예회

관 등 공연장에 필요한 인력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 공연법

에 나와 있는 무대예술전문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2년 

2월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배치가 가능

하게 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병석안에 언급된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지

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의 기

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인데, 이는 기

존의 문화기반시설보다 문화복지 영역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더 요청되는 전

문인력이다. 그렇다면 기왕에 논의해 온 ‘문화복지사’나 적당한 다른 이름으

로 전문인력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11) 

  ‘지역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원보다 좀 더 상위의 논의 기구로 설정한 것

으로 보이는데, 지역문화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나 옥상옥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12) 예술위와 광역문화재단의 협의기구인 전국지역문화

10)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등 기존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별도 신규예산 반영 없이 기구 
설치 가능하며, 문화부가 하는 각종 사업에서 전문성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
구가 필요하고  ‘문화바우처’ 사업 등 효율적인 지역문화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 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 최근 문예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복지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1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 시·도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위원장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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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문화재단들의 협의체인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광

역지자체문화재단들의 협의체인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등 기존에 자생적

으로 결성된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와 이에 대한 지원을 법조문에 수용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안다.

  도종환안은 ‘생활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문화활동 참여”로 표현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현재 관람-소비자

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참여-생산자 역할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문화적 실천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병석안은 “생활문화란 지

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

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문예진흥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13)이라 정의하면서, 이와

는 별도로 생활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이

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구분을 해 놓았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②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③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④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

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

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

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교육감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지역협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전
혀 구성된 바 없다. 

13)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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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급·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⑥ 그 밖의 문화시설                        

 이병석안에 따르면 대부분 문화시설은 생활문화시설이 된다. 구분되지 않는다. 

생활문화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를 내린 것은 좋은데, 시설의 구분을 

시도한 것이 오히려 독자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대안에서는 “생활문화활동

에 대하여 정의하기가 곤란하고, 동호회 지원 등 생활문화 촉진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다. 문화예술 관람과 

동호회 활동 이외에도 생활 속 문화 실천은 일상적으로 가능하며, 그래야 문화

예술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나오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도 가능해진다. 체육 분야에서는 일찍이 1962년 9월 국민체육

진흥법 제정 당시 이미 ‘생활체육’을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라 정의를 내렸다. 생활체육은 이렇게 “선수들이 행

하는 운동경기 활동”인 ‘전문체육’과 구분되어 오늘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5. 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

다. 두 가지 법률안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 아니다. 당장 대통령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실종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법안에 대한 관

심이 부족하여 입법과정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 생각

한다. 그동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법안을 둘러싼 정당들 

사이의 정치적 입장이 대립했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결정이 내

려지기 힘들었던 탓이 아니다.

 막상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자 초기에 활발하던 동력이 크게 줄어든 것은 법

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나 활동가들에게 <지역문화진흥법>이 당장은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지자체나 

지역문화재단 등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쪽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지역문화를 생성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다. 한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인한 

문화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인복지법> 등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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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문화예산의 지출 규모 수요도 만만치 않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

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도종환안의 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3년 

34억6,100만 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총 177억4,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병석안은 2013년 5억6,200만 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총 16억6,800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실소요액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

도의 예산규모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소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이제부터 정책담당자

들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와 문화재단 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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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문화진흥법안 비교

이병석 의원 안 도종환 의원 안 18대 대안(통합안)

발의시기 2012년 6월 19일 2012년 8월 23일 2012년 2월 22일(성안)

구성 5장 21조, 부칙 3조 6장 24조, 부칙 3조 7장 34조 부칙 3조

장의 
구성

제1장 총칙
2장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4장 문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5장 지역문화재단
부      칙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문화진흥의 
기반 구축 등
제3장 문화도시·문화지
구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5장 지역문화진흥재정
제6장 보칙
부      칙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문화진흥계획
의 수립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 구축 
제4장 문화도시의 선정 
및 지원
제5장 지역문화재단
제6장 지역문화진흥재정
제7장 보칙
부      칙

총칙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
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
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
으로 한다.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
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조
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
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
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다양
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주
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과 지역문화 발전을 목
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지역문화”란「지방
자치법」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
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
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
문화 및 이와 관련된 유․
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결
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
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
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
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
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1. “지역”이란 「지방
자치법」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 행정구역을 말한
다.
2. “지역문화”란 역사
적 경험과 공동체 의식
을 공유하는 시간적․공
간적 단위인 지역의 문
화예술 활동, 고유의 문
화적 유산, 생활문화, 문
화산업, 관광산업 및 이
와 관련된 활동과 결과
물의 총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
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과 복합예술 등 
집단 또는 개인들의 창
조적 표현 및 활동과 관
련된 것을 말한다.

1. “지역문화”란「지방
자치법」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
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
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
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
의 문화적 활동과 결과
물의 총체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지역
적으로 특성화된 문화재,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
화산업 등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장기적․지속적인 해당 지
역의 문화정책 기본계획
하에서 제16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8조에 따라 
지속적인 문화투자가 이
루어져 독자적인 개성과 
전통을 유지․발전시켜 나
가는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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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시설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
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가 직․간접적으로 이루
어지는 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말한다.
5. “문화도시”란 문
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
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의
하여 지정된 도시를 말
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
력”이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도
모하고 지역문화의 발
전을 위하여 지역문화
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
를 말한다.

4. “지역문화시설”이
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문화의 집․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등 공연․전
시․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
설 및 공간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
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
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
과 시설의 확충, 특화
된 문화정책의 시행과 
콘텐츠 육성,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축제의 개
최, 도시미관과 경관의 
개선 등 지속적인 문화
투자가 이루어져 독자
적 개성과 전통을 유지
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갖춘 도시로 이 법 제
13조에 따라 지정된 도
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전통
문화의 보존 또는 문화
시설과 문화업종의 육
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
정된 지구를 말한다.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문화격차”란 사
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시설에 접
근하거나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
한다.

※문화격차의 정의 신
설(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정의) 제9호)

기본 
원칙

① 지역문화진흥은 지역 간
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
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
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지역문화진흥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지역문화진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
등한 기회보장에 기여
하여야 한다.

① 지역문화진흥은 지
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계승․특
화․발전시켜 지역의 문
화적 다양성을 제고시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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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③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
여 지역의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우선적
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역문화진흥은 문화
적 다양성과 창조성의 
제고를 추구하여야 한
다. 
③지역문화 진흥은 지
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지역문화진흥은 지
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와 지역문화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추구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의 주체적 
문화참여로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강
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자치단체
의 책무, 
조례제정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문화의 진흥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
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
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등 각
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
여야 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기구
의 설립․운영과 재원의 
확보 및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
정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문화의 진흥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
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
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
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문화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이하 “지역문화진
흥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
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생활문
화 촉진에 관한 사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
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매 5년마다 수립･시
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전
략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현황 및 실
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
인 기본계획(이하 “지
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문화시설
의 설치․운영 및 활성
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생활문
화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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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의 수립

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
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설
치․운영 및 활성화에 관
한 사항
7. 그 밖의 지역문화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
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
게 지역문화진흥을 위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문화진
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문화활동 활
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조적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프로그램 
현황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
한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
정에 맞게 매 5년마다 수
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 시
행계획 및 그 결과를 매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
한 사항
6. 지역문화컨설팅 지
원, 지역문화 실태조사
7. 그 밖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그 지자체의 지역
문화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은 제1항 각호의 기
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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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문화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
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
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
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
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주민의 문화예
술 향수 및 창조문화활
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
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개인·기업 등 민간
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및 창
조문화활동 참여 활성
화를 목적으로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생활문화활동에 대
하여 정의하기가 곤란
하고, 동호회 지원 등 
생활문화 촉진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계
획의 일부에 해당하므
로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반영

(생활)문
화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
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
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
과 지역주민의 문화향
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하여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문
화시설을 설치할 때에
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과 시설의 활용도를 고
려하여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의 확보에 노력하
여야 한다.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의 문화환경
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활동과 지역주민의 문
화향수 기회를 확대하
기 위하여 지역문화시
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
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
에는 지역주민의 접근
성과 시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
인 편의시설 등 사회복
지 시설의 확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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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
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
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
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
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
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
영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활동
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시설의 활용도를 고려
하여야 하며, 장애인 편
의시설의 확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문화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에 정하지 않은 지역문
화시설의 관리를 이 법
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법」 또는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국․공유재산을 수
의계약으로 대부․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는 「국유재산법」 또
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활문화시설의 개념
이 불분명하므로 지역 
문화기반시설 개념을 
사용

※현재 설립된 지역문
화시설의 활용도에 대
한 문제제기가 많은 상
황으로, 시설 확충과 
더불어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이 절실
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
한 지원 근거 마련 필
요

지역문화
예술인, 
단체 

역량제고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창
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
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지역의 문
화예술인 또는 문화예
술단체에 보조금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 
생활문화활동 지원(제7
조)규정 마련
 -전문예술단체 등의 
지정․육성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기 규정
※(기재부)국유재산의 
무상대여 특례는 최소
한으로 규정․운영할 필
요가 있으며 특례규정
을 둘 경우 재산관리기
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통상 계속적으로 
무상 사용을 인정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삭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 만들기

- 23 -

구분 이병석 의원 안 도종환 의원 안 18대 대안(통합안)

지역문화
예술인, 
단체 

역량제고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역의 문화예술단
체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하거나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문화의집 
활성화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창조활동을 활
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주민 밀착형 복합문
화공간인 문화의집 활성
화에 필요한 지원과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문화의집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시설중 
특정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만을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으
므로 삭제

문화환경 
취약지역 
(계층)우
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
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
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문화환경이 취약
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
역으로 선정하여 주민
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
에 대한 선정 및 지원
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 및 계층 간 문
화격차를 해소하고 지
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
화환경이 취약한 지역
과 문화소외계층에 필
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계층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문화환경 취약지역 
및 문화소외 계층에 대
한 선정 및 지원과 관
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하여 문
화환경이 취약한 지역
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문화환경이 취약
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
역으로 선정하여 주민
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
에 대한 선정 및 지원
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간 문화격차 문
제의 실질적 해소방안
의 하나로 문화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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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전문인력
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
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
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
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지역문화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
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
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지역문화
진 흥 기 본 계 획 ( 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매 5년마다 수
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3. 지역문화 현황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
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지역문화진흥계획
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
역문화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
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문화 활성화
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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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활동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
활동에 대하여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제1항에 따른 협
력활동에 대하여 각종
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사업
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
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
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따른 경비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
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
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단위사업 개념으로 
제4조 기본계획 내용
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
직

문화도시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
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해
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
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
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
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
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
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
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
건을 토대로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기초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문화도시의 조
성)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은 지역의 경제․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
한 지역문화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
유한 문화자원의 특성
을 반영하여 문화도시
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의 선
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제 16조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도시
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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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지정

③ 문화도시 선정을 신
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
성하여 선정희망연도 2
년 전까지 선정을 신청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
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조성사업 등에 필요
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문
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
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지정에 관해 필
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도시 선정을 신
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선정희망연도 
2년 전까지 선정을 신
청하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
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조성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
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
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
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조성사업 등에 필요
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문
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
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지정에 관해 필
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문화도시 육성시책
을 추진해야하고 선정
된 문화도시에 대한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도시 선정절차를 
정함
 - 지자체 신청(선정희
망년도 2년 전) → 문
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조성계획 승인(문화
체육관광부장관) → 지
자체 추진실적 평가(계
획승인일로부터 1년 
후) → 문화도시 선정

문화도시 
심의위원
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소속 하에 심의위원
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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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심의위원
회 설치

 1. 승인 신청한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
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
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위원 중에
서 임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예술․문화산업․관
광․전통․역사․영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3.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 승인 신청한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
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국
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
로 한다.
④위원장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위원 중에
서 임명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차관급 공무원
2. 문화예술․문화산업․
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도시계획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그 밖에 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심의위
원회 설치) ① 문화도
시 조성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다. 
 1. 승인 신청한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선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
항
 3. 선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도시
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
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문화도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
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 선정)
에 통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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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의 

지정취소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이 법에 의한 문화
도시로 선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받은 조성계획을 이행하
지 않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
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
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이행
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이 법에 의한 문
화도시로 선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
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문화도시 선정)
에 통합규정

문화도시
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문화도시의 
육성․지원)에 통합규정

문화지구
의 지정 
관리

-

①시․도지사는 지역문
화진흥을 위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
당 시․도 또는 시․군․구
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
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
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
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 또는 문화관
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
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이나 
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이
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반영

※(기재부)「조세특례
제한법」제3조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조세특
례규정은 불가함. 또한 
동법 142조에 의해 일
정 절차에 따라 세제지
원 건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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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
의 지정 
관리

-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이나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
되는 지역이나 거리
3. 그 밖에 유․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문화지구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문화지
구의 지정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설치를 금하거
나 제한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서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지역문화
재단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①시․도지사 및 시·
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지역문
화진흥에 관한 중요시
책을 심의․지원하고, 지
역문화진흥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이
하

※문화예술진흥법의 일
관된 체계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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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재단의 
설립 

② 지역문화재단은 법인
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이라 한다) 또
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하
나의 지방자치단체 내
에서 재단과 지역위원
회는 양립할 수 없다. 
②재단 또는 지역위원
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그밖에 
재단 또는 지역위원회
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위원
회’와 기능이 중복되
며, 시도 지역문화예술
위원회 설립 강제는 지
자체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강제규
정 문제

지역문화
재단 

운영지원

③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단 
또는 지역위원회의 사
업 및 회의(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재단 또는 지역위원
회는 업무에 관련된 사
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 또는 지역위원회
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7조(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은 법
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③ 지역문화재단의 설
립 및 지원․육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
진흥원 
설립 
운영

-

①지역문화의 진흥을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
문화진흥원(이하 “진흥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
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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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흥원 
설립 
운영

-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분
석 및 지역문화지표 개발
2. 지역문화 진흥정책
의 연구․개발
3.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위원회와의 협력 
및 지원사업
4.지역문화시설 ․단체 
간 네트워크 및 정보화
사업 지원
5. 농촌 소외지역 중심 
도농교류 사업 지원 
6. 지역문화자원 진단
평가 및 지역문화사업 
컨설팅
7. 지역문화인력 발굴 
및 양성
8. 지역문화사업 개발
지원
9. 국내외 지역문화 교
류․협력사업 지원
10. 지역문화진흥 혁신
모델 개발 및 정보제공  
11. 그 밖에 진흥원 설
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진흥원의 조직과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
사․분석 및 지역문화지
표 개발
  2. 지역문화 진흥정
책의 연구․개발
  4. 지역문화시설․단
체 간 네트워크 및 정
보화사업 지원
  5. 농촌 소외지역 중
심 도농교류사업 지원 
  6. 지역문화자원 진
단평가 및 지역문화사
업 컨설팅
  7. 지역문화인력 발
굴 및 양성
  8. 지역문화사업 개
발지원
  9.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협력사업 지원
 10. 지역문화진흥 혁신
모델 개발 및 정보제공
 11.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
한 사업
④ 진흥원의 조직과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지역문화
협력위원
회 구성 
운영

-

①지역문화진흥을 위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
위원회(이하 “협력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력위원회의 위원장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하고, 위원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차
관, 1인 이상의 한국문
화예술위원회 위원, 
시·도지사 소속의 지
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비효
율이 우려되므로 오히
려 정책자문단 형식으
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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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협력위원
회 구성 
운영

- 지역문화재단의 대표, 
지역문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
에 따라 분과 또는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이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
한 평가 및 자문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
항
3. 각 지역별 지역문화
재단 또는 지역위원회 
간의 협력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협력위원회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
리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
진흥재정
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
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
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지역문화진흥재
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문화진흥재
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
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
의 조성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삭제) 지역문화진흥기
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출연금

※삭제
-문화예술진흥법에 규
정된 문화예술, 문화예
술위, 문화예술기금,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예술’에 대
한 일관된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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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진흥기금
의 조성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의한 복권기금 
3. 「국민체육진흥법」 제
24조 및 제29조에 의한 체
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익금
4. 「방송통신발전 기본
법」에 의한 방송통신발전
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
터의 출연금 
5.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
터의 기부금품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국가는 지역문화진흥기
금 재원의 일부를 지역별 
배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
다.  
③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
단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
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
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
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
성·용도 및 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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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임하거나 협력위원회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역문화재단
은 정치활동에 관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
정) ① 「문화예술진흥
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
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
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
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
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제3조(지역문화재단 등
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지
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지
역문화재단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및 제19
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
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
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2항 4호의 
“라”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라”를 “마”
로 한다. 
  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④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의 제1항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5
호를 16호로 한다.
  15.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
정) ①「문화예술진흥
법」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
한다.
 ② 제36조 중 ‘제4
조제2항에 따른 재단
법인은’을 ‘지역문화
진흥법 제 조에 따른 
재단법인은’으로 한
다. 

제3조(지역문화재단 등
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
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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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지역문화재단 등
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
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
사가 설립한 재단법인
은 이 법에 따른 지역
문화재단으로 보고, 동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
예술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
19조에 따라 설치된 지
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지역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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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내용과 추진 방향

영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2011 11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가 법 제정만으로 실

현될 수 있다고 예단할 수 없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법 제1조)을 목적으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 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예술인 복지법｣은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법 제4조), ②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규

정(법 제7조),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하도록 한 규정(법 제8조~제15조), ④ 예술영역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규정(법 제5조), ⑤ 예술인의 경력 증명 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법 

제6조) 등을 담고 있다.

  물론 당초 발의 법안에 들어 있던 예술인 근로자 의제(擬制)에 의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과 ‘예술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방안이 「예술인 복지법」에

서 삭제됨에 따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예술계 안팎에서 제

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1)

1) 「예술인 복지법」의 발의 법안으로는 2009년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
법안」, 서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 2011년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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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법률을 통해 하나의 직업 집단으로서 ‘예술인’의 지위 향상

과 복지 증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준의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정책이나 법제는 단시일에 성패를 논하기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엥떼르미땅이나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도 수십 년을 경과하면서 탄탄한 복지 체계로 성장하였던 

사례이다.2)

  특히 「예술인 복지법」이 담고 있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내용이 어느 특정 

프로그램 하나가 아닌 예술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이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 내용물을 채워 나가는 것은 정부

와 예술계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시행해 나갈 구체적인 시책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 체계를 후속 시행 방안과 관련하여 재

분류해 보면, ① 예술인 복지법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시행안을 마련하여 시

행할 사안, ②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사안, ③ 다른 법

령의 개정에 의해 시행할 사안 등으로 나누어진다.

구   분 내  용

복지법 조항에 의

해 시행할 사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제8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 위임하여 시행할 사

안

• 예술인 정의(제2조)

• 표준계약서의 보급(제5조)

• 예술인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제6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제14조)

• 과태료(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위임하여 시

행할 사안
․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제7조)

<표 1>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 체계

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최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관
한 법률｣의 네 개 법안이 있다.

2)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의 경우 1936년 시작되어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50년
이 지난 1986년까지 수혜 대상 예술인이 5만 명 수준이었고, 1996년에 이르러서야 10
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독일의 경우 1982년 「예술인 사회 보험법」을 제정하여 예술인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로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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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방안 및 방향을 소

개하고자 한다.

 2. 복지법 조항에 따른 시행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제2항에서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이나 그 분담 체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

만,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

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법 제5조 이하의 세

부 시행 방안은 국가의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재원

이나 법제적 지원의 일차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예

술인 복지 관련 시책의 수혜 범위는 전국의 모든 예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술인 복지 관련 시책을 펴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제5조 이하의 시행 방안의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주체로 참여하여 책무의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제반 시

책 및 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법 시행 과정에 행정적 재정적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지역별 예술인 실태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한

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기획하고, 이를 광역 지자체(광역 지역문화재단)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 제4조 제1항이나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

하고, 국가 단위 예술인 복지 시책이 그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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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법 조항의 내용

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지방비) 편성도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 확대 방안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

는 예술인 금고 사업 등은 국가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외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

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와 관련 지역 단위의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현재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 복지 정책 시행에서 지역 단

위 참여 체계를 명시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문화재단 내에 관련 

부서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cf.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

터) 지역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지만, 기본 방향은 지자

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 ’의 설립 및 운영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 ‘한국예술인복

지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의 설치 조항만

이 아니라 제9조 재단의 정관, 제10조 재단의 사업, 제12조 재단의 임원, 제13조 

재단의 이사회, 제14조 재단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15조 재단에 대한 감

독, 제16조 재단의 임․직원의 벌칙 적용부터 공무원 의제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술인 복지법 조항이 대부분 재단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예술인 복지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이 법의 제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바로 재단의 설립과 운

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

립하게 되는 ‘특수법인’이다. 다만 이 법에 의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

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재단은 ‘사단법

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술인 복

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으

로서 예술인 복지 및 고용 지원이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일종의 예술인 복

지 지원 센터라 할 수 있다.

  또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재단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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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재단 사업 예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법 제10조 

제1호)

• 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 서비스

• 사회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도입(산재보험료 보조 우선 도입)

• 사회보장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안전교육 및 창작공간 안전진단 지원

• 재단 내 가칭 ‘예술인사회보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술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

환 지원(법 제10조 제2

• 계약 및 노무 관리 지원(법률 지원 서비스)

• 직업 전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표 2>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한 재단 사업 예시(안)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정부 위탁 사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다. 여기 규정된 사업이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지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될 

것이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법 제10조에 의한 재단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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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재단 사업 예시

호)

• 경력관리 지원 사업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 재단 내 가칭 ‘예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원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예

술계층의 복지 지원

(법 제10조 제3호)

• 원로예술인 생계비 지원

• 예술인 명예의전당 제도 도입

• 장애인 예술인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법 제

10조 제4호)

•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

• 창작공간 기자재 및 인테리어 지원

•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

사·연구(법 제10조 

제5호)

• 예술인 복지 실태 및 직업 실태 조사

 * 예술인 복지 실태 조사, 예술인 근로실태 조사 등을 주기별, 대상별로 

실시

• 예술인 복지 정책 연구

 * 외국의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연구, 여성 예술인 복지 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방안 연구, 예술인 직업전환 정책 연구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및 운영 방안 연구

 * 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예술인 금고 운영 설계 연구, 예술인 복지 

재원 확충방안 연구 등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법 제10

조 제6호)

• 소액 대출 서비스

• 생활자금 대출 서비스

• 금고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방안 세부설계 연구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법 제10

조 제7호)

• 공제보험 상품 개발 및 운영

 * 가칭 ‘예술인연금’ 등 개발 및 운영 등

• 소액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

• 의료 및 건강 지원

 *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제휴 의료기관 활용한 의료 서비스 지원 등

•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

 * 제휴 복지 및 할인 서비스(휴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 예술인 전용 문화이용권 제도 도입

• 예술인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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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재단 사업 예시

 * 예술인 전용 보육 시설 운영, 공립 보육시설 이용 지원 등

• 생활 부조금 지원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표 2>에 제시된 사업을 모두 시행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재원 마련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

겠지만, 사업의 내용이 예술인 복지에 필요한 주요 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는 점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시되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부에서 예

술인 복지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을 담당할 수도 있

을 것이다.

 3.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시행 방안

 「예술인 복지법」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는 ‘예술인 복지법 추진 준비단’을 만들어 제반 시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

다. 2012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을 위한 실태조사, 예술인 경력 증명 방안 연구, 예술계 표준계약서 도입 방안 

연구, 예술인 범위 및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여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토대로 예술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 17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9월 7일에는 대학로 예술가의집에

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9월 2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 법제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지난 8월 17일 입법예고 상태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예술인 복지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 위임한 조항을 중심으로 그 시행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 조항

  예술인 복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은 ① 예술인 

정의(제2조)와 ② 사업계획서 제출(제14조), ③ 과태료(제17조)의 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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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그 세부 기

준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 )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
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법에서는 “예술인”에 대해 ① 예술 활동을 업( )으로 

한다는 점, ②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한다

는 점,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④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하는 세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술인 복지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예술인 복지법 제17조에서는 제1항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방식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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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명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조항은 ① 표준계약서의 보급(제5조)이며, 그 외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

에 관한 조치 마련)에서는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지만,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조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서는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

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영역과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

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

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또 예술인 복지법 제6조에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

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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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이(시행령)나 문화체육관광부령(시행규칙)에의 위임

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6조의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기

타 행정 조치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의 관련 예술 활동 증명 기준(안)

 법 제2조에서는 “예술 활동을 업( )”으로 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

령에서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

행령(안)을 보면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업’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수입’ 획득을 목적으로 종

사하는 것을 말하나 예술 활동 가운데에는 수입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

우가 있으므로 시행령(안)에서는 ‘예술 활동 수입’과 함께 ‘예술 활동 실적’을 기

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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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

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

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

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예술 활동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증명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1.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

트에 참여한 자

5.그 밖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

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②재단은 제1항 제5호의 심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

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 ｢예술인 복지법

｣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

항에 따른 증명 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표 3> 예술 활동 증명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예술 활동 수입에 있어서는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파악 가능한 수입에 

제한하되 연간 120만 원(또는 3년간 36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수입 가운데 

예술 활동 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예술 활동은 형태와 장소, 시간, 매체 등의 활용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나지만 법 시행과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으로는 공연․전시․공중송신․발행 등 

‘공표’된 예술 활동 결과물로 제한하고 있다. ‘업’으로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단속적, 불규칙적

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의 실

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로 제시하고 있

다. 그 내용을 보면 최소 3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활동 건수를 충족한 경우

로 제한하고 있으나 화가, 소설가 등 창작 예술인의 경우 ‘공표’된 예술 활동 실

적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5년 동안의 실적으로 대상 기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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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증명” 기준(제2조 관련)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기준

문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 포

함),

사진, 건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
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출반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5.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표 4>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그 밖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나 공적 재원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의 경우 1건 이상 실적만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활동 분야나 ‘공표’되는 예술 형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앞 사항에 해당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

를 판정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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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였거나 1편 이상 감독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출반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지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전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소득에 따른 기준

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최근 3년간 36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간 120만원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전체 직업 활동 수입의 50%를 넘는 자

비고: 

※ 예술 활동 수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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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활동 수당 및 예술품 판매대금 : 원고료, 인세, 작곡료, 연출수당, 출연수당, 지휘수당, 저작권

료, 저작인접권료, 미술품 판매대금, 녹음․공연 연주료 등(강연료 등은 제외)

2. 임금 :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에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면서 받은 임금 또는 용역 비용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구   분 기   준

저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저작자’로서 동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저작자 : 소설가, 시인, 평론가, 극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화가, 

조각가, 만화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의 ‘실연자’로서 동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실연자 : 배우, 연주가, 성악가, 무용수, 가수 등

비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증빙 방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    준

국고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방비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금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공

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고 :

 1.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2.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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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

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문화

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

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

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

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

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9.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10.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1.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표 5> 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안)

  3) 보급(안)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예술인의 활동 과정에서의 제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 법 제5조 규정의 시행 

방안으로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표준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내용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에서는 실연, 창작, 기술지원 등 예술 활동 형태의 다양성과 

출연, 도급, 용역, 고용계약 등 계약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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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

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예술인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

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리자는 예술인 경력정보

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책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표 6>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4)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안)

  제6조에 따른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은 가칭 ‘예술인경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술인의 경력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예술인의 경력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는 기본 인적 사항을 비롯해 예술 활동 분야 및 

세부 직종, 학력 사항, 경력 사항, 수상 실적 및 자격증 보유 현황, 예술 활동 실

적 등을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설계 및 운영 방

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계 용역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술인

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과 연계 활용 방안

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5) 재단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로 부

과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조와 그 별표에 제시되어 있다.



「예술인 복지법」 내용과 추진 방향

- 53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 1의 부과기준

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표 7> 재단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안)

별표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7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 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 원

 

 4. 법률에 위임에 의한 시행 방안

  복지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 의하면,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을 통해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 제2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예술인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 대상

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18일 시행 예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임의가입)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

지 아니하는 자’)에 ‘예술인’을 추가하였다. 다만 대상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

법상 예술인 가운데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한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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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대상

-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퀵

서비스기사(비전속, 2012.5.1)

 ○ 산재보험 적용방법 : 임의가입

 ○ 보험료 부담 : 본인 전액 부담

 ○ 보험료 부과기준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 

적용

 ○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통지

<표 9>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개요

현   행 개 정 안

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생략)

  1.~ 2. (생략)

  가.～라. (생략)

  <신 설>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

하는 사람

표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면서 단기․중복계

약이 일반화되어 있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용주 특정 없

이 예술인 스스로 선택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예술인이 특례로 인정받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

재보험 특례제도’는 강제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이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

로 보험료 보조 등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 도입에 불구하고 그 가

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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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정책은 새로운 단

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그 자

체로서 예술인 복지정책의 종착점이 아닌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체계

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계의 참여를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예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는 조건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

게 보면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예술인 복지법｣을 발판 삼아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새롭게 끌어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법의 제정으로 일단 

예술인 복지 정책 법제화의 방향이 확고하게 설정된 만큼, 향후 한걸음 한걸음 

떼어 나가기만 하면 성과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제도

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제도 전반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일정 기간 후에는 크게 안정된 예술인 복지 제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재원 확보이다.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의 뒷받침

이 있어야 ｢예술인 복지법｣의 실질적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계의 협력을 얻어 기부금과 수익사업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장기

적인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장 상당한 수준의 공적 재원 투입을 필요로 한

다. 정부는 물론이지만 국회에서도 예산 배정에 대한 노력을 통해 ｢예술인 복지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예술인 

관련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

다.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나

라 실정에 적합한 예술인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가능하면 조기에 도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계의 의식 변화는 물론 

관련 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에서 의제화하지 않았지만 예술인의 노후생활 



관련된 연금 프로그램 도입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예술인공제회’ 

설립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가칭 ‘예술인연금’(적립형 상품)을 설계하여 운

용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저소득 예술

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이 또한 재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

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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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동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국민의 정부 시절 예술인들의 사회 진출의 일환으로 추진

된 국악강사풀제를 시작으로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인 국가 문화정책으로 입안되

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정책 사업이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

이 예술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율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그것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

서 교육의 새로운 혁신과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

술교육 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초중등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저소

득층,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화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었

고, 예산과 참여 인력의 증가로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

예술교육 정책은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는 의

문이다. 한 해 6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5천 명이 넘는 예술 강사들과 150만 명

에 이르는 교육 수혜자들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양적인 면에서 성장했다

고 볼 수 있지만, 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예술 강사와 교육 수혜자, 정책의 과정 

등에서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2013년 도입되는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가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에 얼마나 도

움이 될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을 위해 설립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의 위상과 역할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데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각 

단위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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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제안했던 문화교육운

동의 의제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다. 문화교육운

동은 입시 위주의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본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

가피한 목적형 지원 사업으로 고정된 탓도 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관련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의 민원의 수용과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부족, 마인드 부족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교육이

라는 개념과 용어, 이념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담론 확산이 부족에 기인한다. 

 2000년대 초기 문화예술계에서 제안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교육의 문화적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

화예술교육의 철학과 이념은 무엇보다도 예술 체험 위주의 교육을 통한 시민들

의 문화적 감수성을 활성화하고 공교육의 교육과정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점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새로

운 대안으로써 기능해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정책 이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기보다 주로 학교교육의 보조 사업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감

수성을 높이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활성화 방안이 정책의 이념과 목표를 다시 정립하는 것에

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  의의와 비전

  1) 즐거운 문화예술 감성교육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어떤 의의와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가들의 특수한 전문예능교육을 넘어서 시민들

의 다양한 문화적 향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문

화예술교육은 예능교육의 분과성,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 통합적이고 즐거운 시

민들의 감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가로질

러가면서 기존 예능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대중문화와 매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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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이 대중문화

교육으로만 환원될 수 없지만, 대중문화와 미디어에 장시간 접해 있는 청소년들

의 수용에 적절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문화교육은 미디어교육

에 대한 구체적 교육 방향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의 감성을 활성화하는 교육이다. 문화예

술교육은 학교에서의 예능교육 강화와 학교에서의 대중문화교육의 도입을 목적

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들의 감각과 감성을 

활성화하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들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수성들을 특성화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도구에 

대한 연마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 도구의 활용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인 표현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다.

  2) 확산

 두 번째,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민주주의의 확산과 예술적 창의성의 보

편적 실현이라는 이념을 표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 문학예술교육 정책인가? 문

화예술가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계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니면 입시

교육에 찌든 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집

행하는 담당자들은 부인하고 싶은 말들이겠지만, 여전히 이러한 혐의들이 완전히 

가시지는 못한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개별 사업을 정책수행의 목적에 대면

시켜 그 상태를 검점하는 일관된 원칙들이 아직 확고하게 다져지고 있지 않다. 

‘왜 문화예술교육 정책인가’, 아니 ‘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념적인 수준과 현실적인 수준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좁히지 못하

고 당면한 사업계획의 급박함 때문에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많

이 논의되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왜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충분히 정립되지는 못한 

것 같다. 문화교육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교육 

공급자나 교육 수요자 모두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당위

성 이상의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듯하다. 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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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것인 만큼 이 시대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정책적 수준이 아닌 개별 사업 수준

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범주나 

정책의제로 설정될 때, 그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그럴 만한 맥락이 

존재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단일하고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

육 정책의 추진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화정책의 

이념이 과거와는 다른 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권위주

의 시절 정권의 문화정책의 경우에는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지

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배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동일화의 정치나,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의 정치를 주되게 펼쳐왔다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문

화정책은 이러한 동일화와 검열의 정치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독자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변했다. 문민정부 시절에 문화 인프라 구축과 순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예산을 투여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

이 본격화된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수립도 이러한 본격적

인 자기 문화예술정책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문화”를 개념화하는 작동방

식의 차이에 있다. 문화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문광부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 즉 

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모두에 해방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반면, 문화 자체의 개념화 즉 “삶의 양식”, 혹은 “표현 방식과 행위”에 대한 정책 

일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정책은 소수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

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 감정, 쾌락, 표현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문화정책은 그동안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교

육, 공간, 생태, 섹슈얼리티 등과 같은 잠재적인 문화영역과의 연계, 혹은 연합

을 통해 새로운 실천 어젠다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

화정책의 개념과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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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적 가치의 중요성

 번째,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는 맥락에서 비롯

된다. 문화예술정책은 “창작과 향수”라는 전통적인 이분법 하에서 진행되어 왔지

만, 이 두 영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유

통과 배급의 문제만으로는 창작과 향수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유통의 다양화가 창작과 향수의 근

본적인 욕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의 상호 연

관성을 높이고, 그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것이다. 창작은 소수 창작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충분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만이 균형 있는 문화적 향수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문화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는 점이 문

화의 교육적 실천을 정당화한다. 즉 문화에 대한 대중의 보편적 권리의 확대라

는 요구를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 교육의 문화예술적 가치의 중요성

 네 번째,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의 문화적 의미의 강화라는 맥락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은 지식교육으로,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교

육은 복지교육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문화적 주제들은 소외되어 

있었고, 고도성장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대상쯤으로 간주되었다. 이른바 공교육

의 위기는 교육적 본질의 위기보다는 교육적 시스템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교

육은 본질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공교육의 위

기는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했거나 부정했던 것들에 의해 야기된 생태적 

위기이다. 교육은 인간 오성과 감각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서 본래 기능을 회

복할 수 있지, 특정한 기능과  감각만을 집중해서는 결코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공교육의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감각의 

평균대 역할을 한다. 교육이 이제 즐겁지 않으면, 인간의 다양한 감각들을 활성

화하지 않으면 생태계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안학교나 탈학

교의 아이덴티티가 대부분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의 이념의 변화를 실험할 수 있는 적절한 

어젠다가 되며, 문화의 외연을 넓히고, 문화과정의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당면한 요

구에 의해 선택된 것이며, 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

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의의와 비전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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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사업 결과

지원 강화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제도 실시

초․중등학교 5,722개교 176만명 대상 113만 시수를 

지원. 예술강사 4,164명 참여.

계층별 교육자원 확대를 통한 불균형 해

소

전국 334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기관에 11대 

분야 예술강사 350명을, 8,670명을 대상으로 604개 

반 지원

유네스코 총회 ‘서울 어젠다’ 만장일

치 채택 및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2010년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결과물인 ‘서울 

어젠다’가 채택. 매년 5월 넷째 주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 선포.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 4항에 의거 법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 2012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근로자들의 주체적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한국산업

단지 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내 문

화적 요소 도입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현황과 주요 사업들1)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은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진행된

다. 2011년 기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은 65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536억 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0억 원, 다문화사

회 문화환경 조성에 3억5천만 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연수에 2억 원, 진흥원 운

영비 24억 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흥원의 예산 중 80% 이상이 학교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중에서도 예술 강사 지원 

예산이 489억 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학교 예술 강사 사업이 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 2011년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운영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년도 추진 사업

1) 이 장은 『2011 Annual Report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2011. 12.), 『문
화예술교육사 제도 설명회』(2012. 2.29)에 제시된 내용과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했음
을 밝힌다. 인용문은 본문에서 쪽수만 표시한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 63 -

성과 사업 결과

제도 도입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TF를 

설치. 지원법을 통해 국가자격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의 양성기반을 마련

기관 경영혁신
1본부 6팀 체계에서 2본부 1실 7팀 1센터로 조직개

편 

창의성 지수, 문화역량 지수 개발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지수, 문화역량지수 개발을 통

해 문화예술교육 지지전략을 제시

 ․중등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은 현재 국악 강사를 포함해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총 8개 사업에 걸쳐 총 8,615개의 학교, 

4,164명의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2011년에는 문학과 뮤지컬 분야 신설). 추진

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업계획 수립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보조를, 시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매칭 펀드를 각각 50% 지원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총괄하에 16개 국악 운영단체와 16개 광역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한다. 이후 사업에 선정된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예술 강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2011 예술강사 지원사업 실적

분야 학교수 강사수 수업시수

국악 3,685 1,733 533,820

연극 1,459 725 166,380

영화 500 253 57,870

무용 1,577 763 217,260

만화/애니메이션 1,021 499 120,930

공예 180 87 16,770

사진 88 37 6,720

디자인 125 67 14,640

총계 8,615 4,164 1,134,390

  

 예술 강사 사업이 학교의 예능교육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지원 성격이 강하다

면, ‘예술꽃 씨앗학교’는 특정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지원 성격이 강하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전국 26개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전교생이 1년 내내 마음껏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

경을 지원하여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모델을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1집

- 64 -

․확산하는 지원사업”(16쪽)이다. 26개 학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

교에서 국악 및 서양 관현악, 연극, 디자인, 미술, 뮤지컬, 통합적인 문화예술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해서 토요문화학교를 학교 

밖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문화

예술교육체험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17쪽)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크게 보아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 <군․교정 소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 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음악, 미술 분야의 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총 144개 아동복지시설에서 200여 명의 강

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상상학교라는 청소년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을 통해서 무용, 국악/뮤지컬, 연극, 음악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부천문화재

단 등 10여 개의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오케스트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꿈의 오케스트라)과 일정한 기간에 마스터클래스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아동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군․교정 소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군 장병의 스트레스 완화 

및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21쪽)으로 총 6개 분야(국악, 연극, 무용, 영상, 음악, 미술)에 91개 기관

에서 참여하였다. 교정시설 소년원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교정시설 수

형자 및 소년원 학교 학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7개 분야에 걸쳐 39개의 시설

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 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을 대

상으로 총 190개 기관 4000여 명에게 연극, 무용,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의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23쪽)으로 ‘노리단’, ‘공공프리즘’, ‘문화로놀이짱’, 장애인 극단 ‘판’과 같은 

전문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으로 아카펠라, 합창, 밴드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노숙인, 미혼

모, 등 소외계층 및 마을 주민 등 문화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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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사업 사업성과

전문인력

양성,

예술강사 연수 운영 학교예술강사, 사회예술강사 4000여 명 참여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다문화 교육강사 지원 교육 304명 참가

지역문화 아카데미 지역문화행정가 활동가 참여 95명 참여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관

계자연수운영

학교 경영자, 교원 대상 연수 3,750명 참가

정부의 행정 공무원 대상 연수 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TF

운영
제도도입방안, 교육과정개발, 토론회, 공청회

인력양성 연수 연구
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 평가 연구, 핵심인력 문

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커리큘럼 개발

연구개발

기초연구
문화예술분야 창의성지수 개발연구, 문화역량지

수 개발연구

정책연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평가통계연구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콘텐츠 개발연구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 개발연구
콜로키엄 문화예술교육 콜로키엄

교원전문성 강화 교사자율연구모임지원

창의교육

센터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교육과정혁신형(예술중점) 창의경영학교

대학생문화예술교육 자원봉사단 27개 봉사단, 28개 학교 참여

방학예술캠프지원 13개 단체 캠프 주최 1,662명 참가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사업 27개 우수 콘텐츠 개발단체 선정

대외협력

문화예술교육 홍보․아르떼진 

운영

1500건 언론보도 

국내통신원 34명, 해외통신원 50명 

문화예술 명예교사 총72명 명예교사 157개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 162개 운영프로그램 2만 여 명 참가

국제교류

재외 동포 문화예술교육 지원 해외 단체 연계 6개 사업 진행

해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초청 무용, 음악, 정책 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옵저

버토리 운영사업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주최 행사 참여

지식정보

화

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후

속 조치 및 유네스코 협력 

유네스코 36차 총회에서 서울 어젠다 만장일치

로 채택
차세대 사이트 구축 64,000명 회원, 470만 방문자 수 
진흥원 온라인 사이트 구축 기관 홈페이지를 비롯한 13개 사이트 운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4쪽)이다. 10여 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이외에도 문

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창의교육센터사업, 대외 협력사업, 국제

교류사업, 지식정보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사업 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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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들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대체로 

안정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

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4.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1) 사업 비전, 위상, 역할에 대한 재정립

 현재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컨트롤 타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 강사,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

육, 예술 강사 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도입,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국제 교류 등 해당 사업의 중요한 영역들

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양적 발전에는 기여했지

만, 분명한 정책 이념과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장기적 구상이 분명하지 않고, 정

책조정 및 기획 분야와 분야별 사업 추진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진흥원 내부의 업무과다와 효율적인 사업의 배분 및 추진 기관들과의 유기

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

술교육사업의 수평적 팽창을 넘어서 수직적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위상으로는 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직접 수행

하는 기관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을 효율적인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들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이월하

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그대로 담당하되, 예술 강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

기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을 마련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교육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기

능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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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예술 강사들은 국악, 무용, 연극 등 8개 분야에서 

5천 여 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안정되게 예술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예술 강사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

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이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일종의 문

화예술교육의 메타 정책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예술 강사

들에게 자격을 위한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 도입과 동시에 예술 강사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예술 강사 사업은 이제 양적인 규모를 늘리는 것에서 질적인 교육지원체계 마련

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예술 강사 사업이 강사 수와 지원 대상 학교 수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인 것

은 틀림없지만, 그 사업이 얼마나 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강사

들의 교육연수와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예술 강사들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

는 일반적인 장치는 가동되고 있지만,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좀 더 

집중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는지 의문이다. 예술 강사의 경우 4

천 명이 넘은 인원이 사업에 참여한 만큼 창의적 예술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연구와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술 강사 사업이 현재 교육현장에서 어떤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 

협약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예술 강사 사업은 예산과 집행은 대부분 문화

체육관광부가 진행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충분한 자기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예술 강사들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대단히 낮고 불안정할 

뿐더러, 충분한 교육지원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들은 예술 강사 사업이 도입된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바로서 자칫, 많은 예

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교육의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예능교육을 보완하

기 위한 일시적 장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예술 강사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예

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 모델 제공과 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충분한 업무 협조들이 진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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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한 위상 강화

 정책에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실

질적인 위상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설계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광역 단위의 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6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센터별로 편차가 심하고, 대부

분 지역의 문화재단 안에 불안정한 형태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운영

환경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안에 배치된 

상근인력조차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안착을 위

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차원에서 분명한 운영 로드맵

이 제시되어야 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센터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정책 이해와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센터의 예산을 증액하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공공문화기반시설, 지역학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의 분권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

려면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

하는 지방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2009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를 위한 지방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경상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올해는 대

구광역시가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조례는 지역센터가 

자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경기문

화재단과 문화사회연구소가 만든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

선 방안 연구> 중 지방조례제정 계획안을 보면 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 내

용을 보면, “지역센터 설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지역센터의 지정과 운영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경기도 내 지역센터들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센터 설립에 따른 전문 인력 배치, 지역센터 설립과 운영

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99쪽) 등의 정책 제안들이 제

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센터의 운영 자격 기준만을 명시한 문화예술교육지원

법 시행령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센터가 있는 16개 광역 자

치단체에서 모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안에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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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주체가 되려면 전문 

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지역센터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의 경우 기획 

인력 1~2명이 고작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인건비 역시 전체 사업비 3억 원 교

부 중에서 해결해야 하며, 신분에 대한 안정적 지위 보장의 근거들이 부족하다. 

지역센터가 대체로 지역 문화재단 안에 배치되다보니 독자적인 충원도 요원하

고, 안정적인 인력 확충도 불가능하다. 지역센터 안에 독립적인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센터의 전문 인력들은 단지 문화예술교육을 매개하는 기

획인력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장르별 예술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4)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교육방향의 전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이 대체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들의 문화복지 차원

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교육 사업들이 너무 문화복지 

논리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

화예술교육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업들이 복지, 교화, 기회 제공 등 

일종의 문화예술교육의 체험을 통한 삶의 고단함을 해소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

다는 점이다. 물론 이 사업방향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된 것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새로운 대상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특성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 청소년수련관 등을 이

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이들이 실제 창의적인 예술생산 현장에서 참여하고 중요한 수용자들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의 통합적이고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하며, 지

역의 예술가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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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기본에 관한 성찰의 힘
시민문화예술교육의 대상과 역량으로서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재   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다. 평생을 교사이자 작

가로 살아오신 이오덕 선생은 도시의 빌딩이 높이 솟구치면 솟구칠수록 그 그늘

에는 햇볕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는 요즘 힐링과 치유, 마음 돌보기라는 말이 대세이다. 사람들은 불행과 고

통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

린 삐뚤어진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치료

와 상담, 약물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작년 이맘때 대구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오다 자

살을 한 사건으로 온 사회가 10대들의 폭력 현실과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

련한다고 들썩였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에 대해 언론과 학교 현장은 경쟁

과 성적 지상주의가 여전하고 현장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어떤 해결도 되

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은 “시

교육청이 도입한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에 따라 담임이 추진 계획 및 과정, 실

적 등을 수시로 상부에 보고하느라 정작 아이들과 지낼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토로한단다.  

 개인, 조직, 사회 등 분명 현대사회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

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그러한 불안을 일으킨 

원인을 향해 더욱더 내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 

역시 더 심화된다. 울리히 벡은 이를 위험사회라고 말한다. 이 위험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실재적인 것이라기보다 그 위험이 가져오게 될 가까운 장래의 비극이

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발현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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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늘 접하는 폭력 등의 흉악범죄와 

자살 등의 소식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부는 위계적이지만 스

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말 그대로 현대의 위험은 매우 광범위하며 계층을 가리

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들이건 똑같이 감수해야 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터졌을 때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다. 개인은 불안 속

에서 누군가 이 위험을 제거해주길 바라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제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힐링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개인

의 내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런 식으로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

인지 제대로 밝힐 수도 없지만 해소되지도 않는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과 사회

의 상호 영향 구조 안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 역시 그 구조 안에서 찾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적절한 때에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지 않거나 못 해서가 아니

라 그들을 둘러싼 또는 속한 사회와의 관계의 문화가 피폐한 탓이다. 

 관계로서의 문화는 일종의 상호 학습이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관점은 책을 읽

고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을 보는 일이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이란 ‘어떤 지식을 기억하기’가 아닌 ‘어떤 존재로 되어가기

(Becoming)’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학습을 위해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 암묵지1)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누군

1) 영국의 철학자이자 물리화학자인 마이클 폴러니(Michael Polanyi)가 구분한 지식의 한 
종류이다. 폴러니는 지식을 암묵지(암묵적 지식)와 명시지 또는 형식지(形式知)으로 구
분하였는데, 암묵지는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말한다. 명시지(명시적 
지식)는 암묵지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언어나 문자를 통하여 겉으로 표현된 지식으로
서 문서화 또는 데이터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암묵
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바로 암묵지이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이
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득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여기에 속한다. 명시지는 이러한 암묵지의 기반 
위에서 공유되는 것이며, 암묵지가 형식을 갖추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영학자 노나카 이쿠지로[野中郁次郎]는 이를 기업에 적용하여 지식은 암묵지와 명시지
의 사회적 상호작용, 곧 경험을 공유하여 암묵지를 체득하는 공동화(共同化), 구체화된 암묵지를 
명시지로 전환하는 표출화(表出化), 표출된 명시지를 체계화하는 연결화(連結化), 표출화와 연결
화로 공유된 정신모델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개인의 암묵지로 전환하는 내면화(內面化)의 네 가지 
과정을 순환하면서 창조된다고 하였다.

[출처] 암묵지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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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도 

결국 어떤 이의 예술을 추구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

으로 취하는 일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진정한 학습은 그렇게 사람 간의 진실

한 관계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무엇인가

가 ‘되어가고’ 있다.2) ‘시민’이라는 용어는 한 공동체에 속한 개별 구성원

을 지칭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서 절차상에 참여하는 권리로서의 의미이기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모든 구성원이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문화복지’를 기본 자원으로 하지만 문화적 힘과 새로운 교육적 태도의 구현

에 있어서는 새로운 태도와 예술적 맥락을 필요로 한다. 정책 수립과 행정 운영, 

프로그램 기획, 사업 운영, 교수 및 조력(teaching and coaching), 관리 등 문화예

술교육 활동에 있어서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각 영역의 핵심 주

체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의미와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

다. 대표적으로 교육 참여자를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대상화하지 않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교육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격차(문화적 취향, 기호, 나이, 지

역, 성 등)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교육 매개자에서 교육 구성원으로 전환(관

찰적 개입에서 참여자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기획서나 학습지도안에서 

‘사업목표’, ‘사업개요’, ‘세부내용’ 등의 항목처럼 형식적 언어로 기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시민성’은 바로 이 지점

에서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시민’, ‘시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 속에서 등장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리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대상으로서의 시민, 둘째 주도적 참여의 방식으로서의 시민, 

셋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국민의 문화적 역량으로서의 시민이다. 이 세 가지 

의미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만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개념의 토

대는 아마도 ‘문화 민주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민주주의는 주로 ‘문

화의 민주화’와 비교하여 설명되는데 문화의 민주화는 대중의 문화적 접근성의 

강화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또는 문화적 활동)의 전달체계에서 제도, 시설, 기

관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문화의 ‘문

화 민주주의’는 공급주체와 수용주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다루거나 생

산하는 문화의 내용들도 예술의 장르 중심으로 양식화된 기존의 것들로 국한된 

2)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위대한 토크콘서트’에 대해 말하다.(전수환, 2011, 경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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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다양한 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다원적 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대화와 교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환경

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는데 문화의 민주화

는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문화 민주주의는 초기 단

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시민문화활동’의 

사례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고 본다.

 ‘자발적’ 참여와 학습이 가지는 문화예술교육적 의미는 문화적 다원성이나 

예술의 동시대성과 함께 교육적 태도로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활동으로 

보면 ‘자발성’은 소비자인 동시에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연구(2008, 박영정 외)’에서는 이를 

감상, 학습, 창조, 봉사형으로 나누기도 하였던데 교육적 활동을 제시한 바와 같

이 분류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기도 할 

뿐만 아니라 분류상의 ‘학습’은 지적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배움으로 오

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학습은 배움과 성장의 주체가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향해 수행하는 행위가 아닌 피교육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

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전통적 교육자의 역할을 넘어서 총체적인 배움의 상

황에 피교육자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도 학습

의 과정 즉 교육의 상황 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의 컨텍스트가 되어 학습 과정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에 기능적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동시에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 갖춰야 할 

덕목과 다르지 않다. 

 시민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의 등장은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반성을 전제로 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적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결과와 현상으로서도 비평적인 시선이 요구된다. 즉, 자발성이라는 것과 

배움(학습)이 어떻게 같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진정한 교육과 배움이 무엇

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할 수 있다. 흔히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을 통해서 

○○을 길러낸다’는 것인데 이 말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태도를 상징

한다. 시민문화예술교육이 자칫 동일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적 가치, 세계시민, 문화시민을 길러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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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는 것은 정책에서 현대사

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것과 문화예술교육에서 추구하는 보다 개별화된 인

간상의 추구는 매우 이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에서 목적으로 

강조되는 창의성, 사회성, 미적 가치 등은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의 그것

만으로 도구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다분히 선언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정작 현장에서는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이 부족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되고 있다고 보이는 사례들을 종종 목격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주체로서의 ‘시민’을 강조하는 것은 ‘참여’의 수행방식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이기도 하다. 제도적인 프

레임 안에서 작동되는 것과 그 외 보편적인 방법과 일상(생활) 개념에서 유무형

의 그것을 달리, 또는 함께 봐야 한다. 예컨대 세리자와 순스케는 그의 저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정열」에서,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한다’며 

재촉하는 세상의 대합창에 ‘정말로 그럴까?’ 물음을 던지며, 그런 주위의 목소리

리가 오히려 은둔형 외톨이를 괴롭히는 주범이라고 쓰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든 

누구든 사람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한다. 그것은 일 

문제이거나 관계 문제, 또는 자립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문제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자기 모습과 결별하고 싶다거나 탈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그대로 있는 건 큰일 날 일이

야”라고 재촉하면 당사자의 사고 흐름은 막혀 버린다.3)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해결을 재촉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최근 4, 5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필자

의 생각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시민문화예술교육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 정책

에 의해 주도되는 주류적 양태가 아닌 진정한 의미와 가치의 문화예술교육이 무

엇인지를 반성적으로 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시대적 과업과 목표와도 동일하다. 각자가 거부할 틈도 없이 이미 내 혀

처럼 몸에 각인되어 있는 말 ‘삶의 질 향상’은 기실 내 것이 아니지 않은가. 모

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며 살고자 한다. 그리고 행복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역사를 통해 제도와 인식에 있어서 뿌리 깊은 차별과 식민지, 정치적 억압

3) 마음 돌보기를 권하는 사회의 함정(민들레 83호, 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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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식은 문화, 정치, 교육, 경제 모든 면에서 

‘온전한 자아’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개인의 행복이 국가나 세계의 어떤 환경적 요소와 관계를 맺고 한 바퀴처

럼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삶의 질’은 그러한 자기 언어를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앞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세 가지 기본 중 하나로 예술의 동시대성을 언급하였다. 즉 예술은 미적 대상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을 낳는 일이다.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장 적절함을 취하는 일이다. 이 일이 곧 아름다움인 것이다. 주어진 전승 안에

서 상황과 하나가 되며 가장 적절함으로 늘 달리 새롭게 자기를 실현하는 일은 

삶의 일이자, 문화 생성의 일이며, 또한 예술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언제나 달리 새로움을 낳는 생성의 신비는 과학의 추

상성으로 이론화되거나 수치화되거나 일반화되어 우월과 비교, 진위를 묻기보다 

오히려 끊임없이 달리 새롭게 나오는 그 차이에서 삶의 다양성이라는 풍요가 있

게 된다. 나와 다른 차이가 차별이 아닌 새로움을 낳는 역동성으로 작동되는 것

이다.4) 살아 있는 자기 언어가 있는 사람은 예술적인 활동이 시대와 사회적 맥

락에 따라 형태와 양상, 그리고 기능이 변화하는 게임이지 불변하는 하나의 본

질이 아니듯이 경제적 궁핍이나 학벌의 부족함 등을 이유로 자기를 아무렇게나 

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6년 경기문화재단 초청 ‘가난한 이들을 

위한 희망수업’이라는 심포지엄과 그의 저서「희망의 인문학」을 계기로 국내

에 알려진 미국의 영문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인 얼 쇼리스(Earl Shorris)의 메시지

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과 교육, 민주주의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말한다. 실제

로 그에게 있어 가난은 순전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난에서 빠져나오

기 위한 해결이 경제적 개선책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가난은 경제적 문

제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문화적 문제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왜 가난

한 사람들은 예술과 철학을 논하지 못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와 과학에서 소

외되어 있는지를 짚어간다.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성찰로부터의 소외를 말하며 이는 가난한 계층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의 인문학 교육은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성찰력’의 근원을 말한다. 이것은 곧 세계와 나 자신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4)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제언(2007, 박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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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며 결정하는 힘의 원천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에 대해 단순한 반

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대신 반성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하여 그들을 

‘정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문학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5)

 시민문화예술교육에서 폭력, 가난 등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나를 포함해 내 이웃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이뤄지는 시민문화예

술교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시민의 대상화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형식적 예술행위에 안존하는 등의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러한 가치조차 국가 정책의 도구로 전락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정책과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적 담론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야만 가능한 

일이고 이러한 과정이 민, 관에서 충분히 이뤄질 때 구현될 수 있는 가치이다. 

역량의 축적은 한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정책적 성숙, 사회적 성숙과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병진할 때 얻어질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인적 자원은 관련 정책과 제도의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역시 전문인력 양성을 정책의 주

요 근간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실행 초기에 이미 문화기획자, 문화예술 

강사, 매개자 코디네이터, 촉매자 등을 전문인력으로 명칭하였고 이들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논의해왔다. 다양한 문화예술 인력 중 전문인력에 대한 논의는 학

교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본격

화된바 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도 「문화예술 인력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예술 전문인력 분류 체계 기초연구」, 「박물관 미술관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연구」 등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정책의 변화 과정과 의미는 물론 해당 인력의 범주와 실태, 로드맵 등을 구체적

으로 제안하는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6) 최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이르기

까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꾸준하게 있어 왔지만 그간

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서 현재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피드

백되고 있는가는 상당히 논쟁적 지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5) ‘아직-아님’의 예술, ‘정치적 인간’의 예술교육(2007, 박신의)
6) 2007<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착화 방안(문화정책논

총, 2007, 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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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이 그러하다. 문화예술의 정의, 배움과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

임과 요구는 앞서 재차 강조하였던바 이러한 분류를 넘어서는 상상력과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정책상에서는 그러한 노력과 반영의 흔적을 찾아보

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이들은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사업의 목적과 기획 맥

락에 의해 앞서 제기한 문제들의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획

의 토대가 되어 미시적인 현장의 섬세함을 간파하고 이에 적절한 목표로서의 관

계 간의 영향력과 파급력의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만그만

한 사업 중 하나일 뿐이거나 아이디어만 반짝하거나, 정책적 요구와 수요에만 

부응, 충실한 그저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능상의 역할로 ‘전문성’이나 ‘전문인력’을 논하는 것은 이

미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각각의 역할에서 과정의 밀

도를 ‘시민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면서 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지 이

를테면 예술 관련 학과를 졸업했느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으로서 배움의 가치를 성숙한 태

도로 인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동기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가 필요한 덕목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덕목’이 어떻게 전문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꿈꾸어야 하는가?

 학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오랫동안 ‘손으로 일하자’가 아니었다.7) 노

동은 전통적으로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세상에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신적 활동으로 대표되는 학문 활동은 노동과 다른 영역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

다. 심지어 학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은 육체노동과 견주어 상위의 어떤 것으로 

인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살아 있는 지식으로서의 삶의 지혜와 몸과 정신이 

조화롭게 발달하고 작용할 때 발현되는 온전한 의미로서의 인지적 경험은 여전

히 낯설고 이조차 책 속의 ‘지식’으로 명문화되어 있을 뿐이다. 제도 교육에

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표적 교육기관인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미국이나 영

국 등 나라 밖의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대안대학의 사례8)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7) 노동과 학문의 공동체로서의대학을 꿈꾸다(채효정, 민들레83호)
8) 상기 글에서 소개된 내용을 일부 인용 발췌,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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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딥 스피링스 칼리지>

 서부의 교양학부 대학으로 ‘노동’이 필수교육과정에 속한다. 사막지대에 

위치한 학교는 약 20만 평의 초지와 3백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큰 농장이 바로 

이 대학 캠퍼스다. 학생들은 누구나 하루 다섯 시간의 의무 노동시간을 가진다. 

밭을 갈거나 가축돌보기, 우유짜기 등 농장일은 물론이고 요리와 주방 일을 비

롯해 모든 일들을 자체적으로 하며 각자 맡은 일은 학기마다 달라진다.

<호주 크리스탈 워터스 칼리지>

 호주의 대표적 생태공동체 마을인 크리스탈 워터스에 만들어진 학교다. 자연환

경과 그 안에 사는 인간 사이의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이 균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곳의 제1원칙이다. 대학 과정은 파머컬처 디자인, 생태마

을 디자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음식물의 순환과 자급 문제, 지속가능한 공동체

의 발달과 땅의 경작 등 공동체의 실질적 문제들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슈마허 칼리지>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로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일에 적용

되는 전일적 접근 방법에 있다. ‘전일적’이란 말은 분절되고 분화된 모든 과학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을 극복하고 앎과 삶의 세계를 함께 통합하여 전체로 접

근한다는 뜻이다. 3주 과정의 ‘에콜로지 코스’와 1년 과정의 ‘홀리스틱 사이언스’

대학원 코스가 개설되어 있다. 

 이외에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서 추구되고 있는 학문과 노동의 통합형 교육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변화의 동

기가 어디에서 발현되고 촉진되었는가에 있다. 즉 대학 교육과 같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그들이 개인의 삶이든 사

회적 관계에서든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점이다. 딥 스프링스의 공

동체 생활을 설명하는 다음 글에는 노동-학문 통합 모델이 추구하는 교육의 이

념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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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연마하기 위해, 지성을 

연마하기 위해, 지적인 겸손을 배우기 위해 학문에 열중한다. 우리는 단지 특

정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에 헌신하기 위해, 자기 훈련을 위해, 더 높은 이상은 구체적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상기시키기 위해 노동을 경험한다. 우리는 단지 스스

로를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민주주의와 화해를 이해하려면, 더 많은 책임을 짐으로써 더 많

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기 위해 자치에 참여한다. 무엇보다 학문과 노동과 자

치 속에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서 실천을 한다.”

 통합과 융합, 통섭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비판받는 부분은 딥 

스프링의 교육이념과 같은 교육의 목표가 우리에게 부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실

정에 맞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현대적 인간상에 대한 덕목이 무엇인지 스스

로 진단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섭이나 융합과 같은 아름다운 말들이 공허하

다 못해 불편한 이유는 우리 몸과 사회 구석구석에 깊숙이 내재된 근대적 가치

관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장르 중심의 기능화된 예술교육의 새

로운 대안은 여전히 요원하고 관계의 대상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경험을 

위한 도전과 실험 역시 허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요한 정책적 지향이

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본질적인 의미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

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물론 현장 중심의 지역분권이나 민주적인 사업 추진 과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은 문화예술교육의 본래적 가

치, 사회적 의미에 위배될 소지마저 갖고 있다. 문화와 예술, 교육적 환경과 행

위는 태생적으로 시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인간 개인의 존재를 중심에 두

지 않고는 그 본질과 의미를 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기존의 언어와 개념을 보

완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으로 시민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정책과 사업의 의미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형식적 변화에 그치고 마는 일련의 경험

을 바탕으로 진지한 점검과 준비를 요구한다. 그러니 제발 최소한 ‘시민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사업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바람이

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보다 보편적인 대상과 관계

를 다양하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만남의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생활 단위의 교육

적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대응할 만한 시대정신으로서의 가치와 방

법으로 적절한지를 살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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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현황

정 이 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 김 지 우(예술인복지재단)

1. 들어가며

조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중순~9월 중순 한 달 동안이며, 조사기관

은 제주지역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30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설문지를 회수한 

문화예술교육 기관(55개)과 단체(31개)를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

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설문 대상 문화예술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공립 및 민간 공연장/박물관/도서관, 문화의 집, 복지시설 

등이며,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생산․운영

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황, 인력 현황, 활동 내용, 환경 및 문

제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설문조사 내용

활동 현황

문화예술교육기관(이하 기관)의 78.2%,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단체)의 83.9%가 

제주시에 소재했으며, 활동지역 역시 기관의 70.9%, 단체의 64.5%가 제주시에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반시설, 인구밀집 등의 차이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소외가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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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예술교육 주체 지역 분포(%)

기관․단체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율은 기관 12.7%, 

단체 29%로 매우 저조한 편이며, 기관․단체의 활동 중 문화예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 기관 70.9%, 단체 54.9%로 나타났다. 기관에 비하여 단체의 

활동이 많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단체 활동의 100%가 문

화예술교육이라고 응답한 단체는 9.7%로 나타났다.

<그림 2> 문화예술교육 활동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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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21.8%, 단체는 32.3% 정도이다. 유료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사업건수를 기준으로 한 유료 프로그램의 운영 

비중은 ‘10% 미만’이 기관 23%, 단체 53.8%, ‘10% 이상~30% 미만’이 기관 

31%, 단체 15.4%로 특히 단체에서 유료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

다. 그러나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변별력은 

없다. 

기관의 74.5%, 단체의 93.5%가 ‘재정상태가 어렵다(보통 포함)’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 운영이 기관과 단체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유료 프로그램 운영 비중(%)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만 담당하는 인력) 없

음’으로 응답한 기관은 74.5%, 단체는 48.4%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교육 

‘겸직인력(문화예술교육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인력) 없음’으로 응답한 기관

은 27.3%, 단체는 29%로 가장 많았다.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은 평균 0.7명,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인력이 1.7

명 정도이며, 단체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이 평균 2.5명,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인력이 7.6명으로, 단체에 비하여 기관의 전문 인력 수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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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화예술교육 전담/겸직인력 현황(%)

전문 인력(전담 및 겸직 인력)이 있는 경우 기관․단체 모두 5년 

이상이 많았으나, 기관은 전문 인력의 분포 자체가 적어 경력별 변별력이 떨어

지는 반면 단체는 3년 내외, 5년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력으로 

환산해 보면 기관 1.7년, 단체 8.6년 정도이다. 기관의 경우 단체에 비하여 업무 

순환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아닌가 유

추해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기관 0.4명, 단체 0.6명, 

‘40세 이하’가 기관 0.8명, 단체 4.5명, ‘40세 이상’이 기관 1명, 단체 6명으

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인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경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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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단체만 해당) ‘없음’이 6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

명(12.9%), 1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강사의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 ‘아동복지’

가 가장 많았다. 

기관에 소속 또는 파견되어 활동 중인 예술강사는 ‘없음’이 45.5%, ‘2명 

이하’(27.3%), ‘3명~5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교과활동 13.7 아동복지 50.0

선택교과 0.0 노인 25.0

재량활동 17.6 장애인 25.0

특기적성 19.6

동아리활동 17.6

방과후학교 31.4

<표 1> 예술강사의 활동분야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에게 필요한 자질에 있어서 기관은 ‘현장적응능력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반면, 단체는 ‘인문학(예술)적 소양’이 가장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기관에 있어서 ‘인문학(예술)적 소양’은 4순위이며, 단체에 있어 ‘현장적응

능력’은 3순위로 서로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필요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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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기관과 단체가 매우 

다른 편이다. 기관의 경우 ‘거의 없음’이 절반에 가까우며 그 외의 방법이 비

슷한 수준인 반면, 단체의 경우 ‘일상적 예술활동’이 절반에 가까우며, ‘거의 

없음’으로 응답한 단체는 많지 않다.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생산․운영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일상적 예

술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보다 전문 인력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자질 향상 방법(%)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외부강사 공모’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체 인력 진행(21.8%), ‘외부 단체 위탁

(18.2%)’, ‘예술강사 지원프로그램 활용(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체 진

행을 제외하고 외부 인력(단체)에 의한 진행이 69.1%에 달한다.

반대로 단체에서는 ‘직접 참가자 모집(직접 운영)’이 61.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모사업(16.1%)’, ‘외부기관 초청(12.9%)’의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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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연간 운영 건수는 ‘1~2개’가 기관 27.3%, 단체 

45.2%, ‘3~4개’가 기관 18.2%, 단체 29%, ‘5개 이상’이 기관 54.5%, 단체 

19.4%이다. 

이를 운영 횟수로 구분하였을 때 ‘연간 16회 이상’이 기관 48.8%, 단체 

43.5%로 가장 많았다. 주 1회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으로, 연간 평균 약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은 연간 5개 이상 운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외부 위탁(약 

70%)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체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약 60%)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력,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연간 1~2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살펴보면, 기관․단체 모두 ‘문화예술 이해’

와 ‘예술기량 습득’이 가장 많고 ‘환경생태 이해’와 ‘다문화 이해’는 저

조한 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관과 비교하여 ‘사회문화적 실

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문화예술(예술기량 습득, 문화예술 이해)’ 과 ‘사회문

화(환경생태 이해, 다문화 이해, 사회문화적 실천)’으로 구분하여 보면, 문화예

술과 사회문화 프로그램의 비율이 기관은 72:28로 문화예술이 압도적으로 많았

으며, 단체는 59:41로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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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프로그램 운영 목적(%) 

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살펴보면, 기관․단체 모두 시민, 아동, 청

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노인, 장애인, 결혼

이주민,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매우 저조하다.

<그림 10> 프로그램 운영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은 음악, 미술, 영상/영화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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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단체는 전통예술, 음악/복합, 인문학의 순으로 나타나 기관과 단

체에서 운영 또는 선호하는 장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프로그램 운영 내용(%)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 자체 공간(34.6%)이 

가장 많았고, 문화시설(21.2%), 복지시설(13.5%), 학교(9.6%)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단체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자체 공간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자체 공간 다음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인데, 이는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이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이 시민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여 일

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가 적다는 것은 시민문

화예술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접점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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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프로그램 운영 장소(%)  

환경 및 문제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기관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창의

성’,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자기 치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창의성’, ‘예술활동을 통한 미적 감수성’ 및 ‘문

화적 다양성과 타자에 대한 이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현실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선택한 기관․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앞서 단체가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환경생태 이해와 사회

문화적 실천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8%인 것과 비교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에서 이를 선택한 단체가 없다는 것은, 단체에서 이해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실제 프로그램과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자기 치유’와 ‘예술활동을 통한 미적 감수

성’의 가치에 있어서 기관과 단체의 가치 순위가 서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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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문제점에 대하여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부족’, 

‘새로운 프로그램 설계의 어려움’의 순으로,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불안정성’,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모호’의 순으로 꼽아 기관과 단체가 인

지하는 문제점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은 주로 내부환경(전문성, 프로그램 설계, 교재 등)을, 단체는 주로 외부 

환경(현장의 불안정성, 정체성 모호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체가 기관에 

비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환경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기관과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 재정 및 규모의 상이함 등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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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있어서 기관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여건 마련 미흡’, ‘재정 문제 등 단체 사정의 열악함’,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 ‘외부 파트너의 이해 부족’ 순으로, 단체는 ‘재정 문제 

등 단체 사정의 열악함’, ‘내부 구성원의 생계 문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여건 마련 미흡’, ‘외부 파트너의 이해 부족’ 순으로 꼽았다.

<그림 15>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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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제주시 중심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문화예술 기관의 78.2%, 단체의 83.9%가 제주시에 소재하며, 활동지

역 역시 문화예술 기관의 70.9%, 단체의 64.5%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시민,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편으로, 교육 

수혜자 층위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불균형 현상

은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시 집중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인구밀집 등 물리적인 이유에 따른 공급

에 기반하는 현상일 수 있지만, 기관과 단체 모두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

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 확대

기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 없음이 74.5%,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인

력 없음이 27.3%이며,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은 평균 0.7명, 다른 업무와 병행하

는 인력이 1.7명 정도이고,  단체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 없음이 

50% 가까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인력 없음이 29%, 예술강사는 없음이 64.5%

로 나타나며,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이 2.5명,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인력이 7.6

명, 예술강사는 1.4명으로 조사되었다. 

또, 단체의 경우 직접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61.3%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의 경우에도 자체 인력 진행이 

21.8%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질적 담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관은 내부환경(전문성, 프로그램 설계 등), 

단체는 외부환경(현장의 불안정성, 정체성 모호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꼽고 있

어 단체보다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전문성 확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에서는 거의 지원

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단체에서는 일상적 예술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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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이 사실상 전문 인력 개인에게 자질 향상에 대한 책임이 일임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현재 여건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확충 및 그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전문성 확충을 위하여 

교육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학습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전

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문화예술 일

반, 프로그램 대상은 시민, 청소년, 아동 중심이며, 프로그램 내용은 전통예술, 

음악, 미술, 인문학(예술) 강좌 등의 일반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다. 프로그램 목적을 살펴보면, 기관과 단체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기량 습득, 문화예술 이해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이 많으며, 

사회문화적 실천, 다문화 이해, 환경생태 이해와 같은 ‘사회문화’ 분야는 희소

한 편이다.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자체 공간(34.6%)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문화시설(21.2%), 복지시설(13.5%), 학교(9.6%), 주민자치센터(5.8%), 

청소년시설, 도서관(3.8%), 특수학교(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역 문화기반시설

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주로 시민, 아동, 청소년이 가

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여 도서관,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

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접점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층위의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관과 단체의 인식 차이

첫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인식에 대한 차이

기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에게 필요한 자질로 현장적응능력, 예술

활동 경력, 교육활동 경력, 인문학(예술)적 소양, 문화예술교육 연수과정 이수,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꼽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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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거의 없음이 가장 많았다.

단체의 경우, 인문학(예술)적 소양, 예술활동 경력, 문화예술교육 연수과정 이수, 

교육활동 경력, 현장적응능력,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꼽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상적 예술활동이 가장 많았다. 

즉, 단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기관에서는 교육사업 중심의 통상적입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

기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문제점을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부족, 새

로운 프로그램 설계의 어려움, 프로그램이나 교재, 자료의 부족,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불안정성,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모호의 순으로 꼽았다.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불안정성,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 모호, 새로

운 프로그램 설계의 어려움,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부족/사회적 평가의 인색, 프

로그램이나 교재, 자료의 부족의 순으로 꼽아, 기관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단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역시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상적 업무의 일환

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 수 있다.  

이는 기관과 단체의 운영목적, 사업내용, 인력 수, 재정상태 등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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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화지표의 현황과 과제

 혜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21 창조경제의 시대이며 동시에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의 힘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적 문화 발전을 이

루어내고 문화를 국가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지표체계 및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

해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화지표(cultural indicator)란 Raymond Bauer(1966)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

가를 판별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그 이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를 뜻한

다. 즉 문화지표의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는 문화 분야와 관련된 사회 여건의 상

태와 변동을 요약함으로써 현존하거나 파생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UNESCO)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각국의 문화 분야 현황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86년 한국문화

예술진흥원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문화지표체계를 개발한 이래 지

속적으로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생산,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및 국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지

표의 개발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문

화정책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떠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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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들의 문화지표 개발 현황 

  

 2.1 차원의 문화지표 개발 현황  

 문화지표의 본격적인 개발은 1970년대 후반부터 UNESCO에서 시

작된 통계의 표준화 작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각국마

다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지표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통계 분

류 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여러 국가들 간의 문화적 현황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UNESCO나 EU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은 문화통계를 생산하고 수집, 비교할 수 있는 문화지표체계(framework of 

cultural statistics)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UNESCO는 문화활동의 공공재정에 관한 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권고

｣(1980) 이후 수차례에 걸친 실무팀 회의, 전문가 회의, 합동연구모임을 거쳐 문

화를 10개의 영역과 5개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교차시키는 1986년 유네스코 문화

통계 체계(1986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제시하였다.  

 뒤를 이어 유럽통계청(Eurostat) 역시 1995년부터 유럽 국가 간 문화통계의 표

준화를 시도하여 2000년에는 문화활동(cultural activities), 문화고용(cultural 

employment)과 문화재정 및 지출(cultural financing & expenditure), 그리고 문화 

참여(cultural participation)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문화지표체계를 

구성한 유럽연합 문화통계보고서(Final Report of the LEG on Cultural Statistics 

in the EU)를 발간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UNESCO 통계연구소(UIS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가 

그간의 문화 분야의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문화지표체계(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개발하였다. 동 문화지표체계는 문화영역

(cultural domain)을 ① 문화유산‧자연유산 ② 공연‧축제 ③ 비주얼아트‧공예  ④ 

도서‧출판 ⑤ 시청각‧쌍방향미디어 ⑥ 디자인‧창조적 서비스로 나누고, 관련 영역

(related domain)을 ① 관광 ② 스포츠 및 오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

화영역들을 횡단하는 영역(transversal domain)으로 ① 교육 및 훈련 ② 자료 축

적 및 보존 ③ 설비 및 보조물을, 문화순환주기(culture cycle)를 ① 창작

(creation) ② 제작(Production) ③ 보급(Dissemination) ④ 전시/연회/전파

(Exhibition/Reception/Transmission) ⑤ 소비/참여(Consumption/Participation)로 나

누어 체계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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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NESCO가 제안한 문화지표체계(2009 UNESCO FCS)

Domains) 관련영역

문화유산 ․ 
자연유산

공연 &

 축제 등

시각

예술

도서 ․ 
출판

시청각 ․
쌍방향
미디어

디자인 &

창조적
서비스

관광
스포츠․
오락

창작

제작

보급

전시

연회

전파
소비 

․
참여

  EU의 경우 유럽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의 문

화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공동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연장선에서 유럽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한 웹기반 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COMPENDIUM(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 Trends 

in Europe)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Eurostat Pocketbook : Cultural Statistics에 

수록하여 2007년과 2011년 발간하였다. 특히 Eurostat Pocketbook : Cultural 
Statistics은 2000년 개발된 유럽 문화통계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두어 EU-27개국

의 문화적 맥락, 문화고용, 문화부문 사업체, 문화상품교역,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적 참여, 문화지출과 관련된 주요 통계자료들을 직접 수집‧분석하여 각국의 

문화적 현황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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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Eurostat Pocketbook : Cultural Statistics 2011』 에수록된EU문화지표

분 대표지표

맥락 경제적 및 사회적 

자료

• 총인구, 1인당 GDP,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도시화 정도

• 교육수준(25-39세 / 40-64세)2), 

• 경제활동인구비율 및 취업률(여성/남성), 실업률(여성/남성, 

교육수준), 장기실업률3)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 UNESCO 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된 문화유적지

• 유럽문화도시(European capitals of culture)

• 각국 5대 방문 박물관과 방문객수

교육(education)

• learning languages : 고등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언어 

수의 평균, 가장 많이 학습하는 5개 언어

• 학생들의 이동성(mobility of tertiary students) : 전체 

학생 중 다른 EU 회원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 전체 

학생 중 유럽회원국에서 온 학생의 비율, 에라스무스 

학생의 이동성(유입, 유출 학생의 수)

• 문화예술부문 교육 : 문화예술부문에 있는 학생의 수와 

비율(인문학, 예술, 언론정보, 건축 및 토목)

문화고용, 

사업체, 

해외교역

(Cultural 

employme

nt, 

enterprise

s & 

external 

trade)

문화고용

(Cultural 

employment)

• 문화부문 고용비율 : 문화부문 고용자 수 / 전체 고용인구 

• 하위문화부문별 고용자 수

• 여성취업자의 비율 (전체부문 / 문화부문)

• 고등교육을 받은 취업자의 비율 (전체 / 문화부문)

• 임시직(temporary) 종사자 비율 (전체 / 문화부문)

• 비상근(part-time) 종사자 비율 (전체 / 문화부문)

• 자택근무 비율 (전체 / 문화부문)

• 겸업자 비율 (전체 / 문화부문) 

• 문화부문 인력 중 창조예술 및 엔터테인먼트(NACE90)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율

• 창조예술 및 엔터테인먼트(NACE90) 종사 인력의 

하위분류별 비율(성, 교육수준, 실업, 비상근, 

임시직, 자택근무, 부업)과 전체 부문의 비교 

• 특정 문화직종 종사자 수와 전체고용인구 대비 비율 

• 하위분류별 비율(성, 연령, 교육수준, 도시화, 실업, 비상근, 

겸업, 임시직, 자택근무) 

1) 도시화 정도 : ㎢당 인구수 (densely populated area : 500명 이상, 중간
(intermediate unbanised area) : 100-499명, 희박(sparsely populated area : 100
명 이하 

2) 교육수준(ISCED 분류) : Low / Medium / High  
3) 장기실업률 : 총 실업자 중 12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력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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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대표지표

문화고용, 

사업체, 

해외교역

(Cultural 

employme

nt, 

enterprise

s & 

external 

trade)

문화부문 사업체

(Enterprises in 

cultural sectors) 

* 자료: 

SBS(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 제조업 사업체 중 출판부문 사업체의 비율 

•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출판부문과 제조업부문 비교)

• 출판 하위부문 사업체의 비율(책 / 신문 / 잡지 등 

간행물)

• 출판부문 종사자 수(출판부문과 제조업부문 비교)

• 출판부문 연간 총매출액 및 제조업부문 대비 매출액의 비율

•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출판부문과 제조업부문 비교) 

• 출판 하위부문 사업체의 총매출액 (책 / 신문 / 잡지 등 

간행물) 및 비율 

• 출판부문 부가가치 및 제조업부문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2002/2007 비교)

• 출판 하위부문의 부가가치 비율

• 제조업부문 대비 출판부문의 부가가치의 비율, 매출액의 

비율 비교  

• 출판부문 사업체의 규모별 비율

• 출판부문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 및 매출액(1-9인 규모) 

• 출판부문 대규모 사업체의 비율 및 매출액(250인 이상) 

•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출판부문과 제조업부문 비교) 

• 출판부문 매출액지수 (2005=100)

• 사운드레코딩 부문 사업체 수, 사업체 당 평균고용인력, 

매출액, 부가가치액

• NACE 59 : 모션픽처, 비디오․TV프로그램 제작, 

사운드레코딩, 음반 사업체 매출액지수(2005=100) 

• NACE 60 : 프로그래밍 및 방송사업체 매출액 지수 

• 서비스부문 사업체 매출액 지수와 비교 

문화상품에 대한 

해외교역

(External trade in 

cultural goods)

* 라이센스나 

저작권은 배제

• EU27개국의 이외 국가와의 문화상품 교역 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 문화상품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및 EU 안에서의      

   교역비율, 연평균증가율 

• 문화상품별 수출비율, 수입비율 

• 전체 수출․수입 중 문화상품에 대한 수출․수입 비율 

• 문화상품별 수출국의 비율, 수입국의 비율 

문화참여 

및 민간 

문화지출

(Cultural 

Participati

on & 

Private 

Cultural 

Expenditu

re)

문화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culture) 

*자료 : 

Eurobarometer 

Survey (1973~)

•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문화에 대한 인지와 이해

• 문화에 대한 접근의 주된 장애요인(다중 선택)  

• 무료 문화활동에 대한 견해  

• 타 문화와의 접촉 정도 또는 개방성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

• 문화교류의 편익에 대한 견해 

• 유럽문화에 대한 인식 

• 다른 언어를 배우는 주된 이유 

• 문화적 활동 및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적합한 기관 

• 유럽인들이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필요한 3개의 조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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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대표지표

문화참여 

및 민간 

문화지출

Participati

on & 

Private 

Cultural 

Expenditu

re)

문화적 참여

(Cultural 

participation)

• 지난 12개월간 영화 관람빈도 

• 지난 12개월간 라이브공연(연극, 콘서트, 오페라, 발레, 

댄스공연) 관람 빈도 

• 지난 12개월간 문화적 장소(역사적 기념물, 박물관, 

아트갤러리, 고고학적 장소)  방문 빈도

• 지난 12개월간 1번 이상 영화 관람자들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1번 이상 라이브공연 관람자들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1번 이상 문화적 장소 방문자들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공공 공연(노래, 무용, 연기, 음악)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

• 예술 활동(회화, 소묘, 조각, 컴퓨터그래픽 등)을 해본 

이들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읽은 책의 평균 권수 

• 지난 12개월간 1권 이상 책을 읽은 이들의 비율

• 지난 12개월간 12권 이상 책을 읽은 이들의 비율

•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의 권수 

• 신문 읽는 빈도 

• 신문을 읽지 않는 이들의 비율

• 각국의 영화 스크린 당 인구수

• 전체 영화 스크린 대비 멀티플렉스 영화스크린의 비율 

• 집에서 인터넷 이용을 하는 가구의 비율

• 이메일을 제외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발전된 의사소통활동으로서 

인터넷을 사용(메신저, 포스팅, 블로그 읽기/블로그 만들기 

/인터넷전화)하는 인구비율(인터넷사용인구대비) 

• 여가활동으로 시청각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

• 지난해 인터넷사용자 중 문화상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이들의 비율 

• 휴가지 또는 숙박선택에서 가장 & 두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 여가활동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을 축소한  활동

민간 문화비지출

(private cultural 

expenditure)

• 총 가구 지출액 & 문화비지출액(PPS) 

• 총 가구 지출 중 문화지출의 비율 

• 가구당 연평균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및 비율

• 주요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물가지수(HICP) 

자료 : EuroStat Pocketbook : Cultural Statistics 2011｣, Eurosta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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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흐름 지표
flows) 

: 2008년 기준 
불변가격($)

1. 작곡가에 대한 실연공연 로열티

 2. 예술직종 평균연봉

 3. 예술 및 문화산업의 총인건비

 4. 도서출판산업 순매출액

 5. 도서 소매상 매출액

 6. 악기상 매출액 

 7. 녹음산업 출하액 

 8. 총앨범 판매량 

 9. 콘서트산업 티켓매출액 

10. 문화예술 비영리기관 연간총수입

11.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연간지원액

12. 독립, 기업체, 지역사회 재단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액

13. 민간에 의한 문화예술기부액 

14. United Arts Funds 캠페인 평균수입

15.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에 투입된 연방정부 지원액 

16. State Arts Agency 예산

  2.2 주요 선진국의 문화지표 개발 현황 

 
  주요 선진국 역시 이러한 국제기구의 문화지표체계에 근거하여, 혹은 각

국의 현실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문화지표들을 개발하여 생산‧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문화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표로 관리하기보다 부문별(문화부문 

고용, 문화예술의 향유 및 참여 등)로 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

에서는 문화부문 전체를 아울러 통합적인 지표체계를 개발‧관리하고 있는데, 대

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Americans for 

the Arts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무적 흐름(financial flows), 역량(capacity), 예

술참여(arts participation), 그리고 경쟁력(competitiveness)의 4가지 구성 차원을 

통해 미국의 문화적 건강 및 예술의 생동성을 측정하는 ACBS Model(Arts and 

culture balanced scorecard system)을 도입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연도별로 국

가예술지수(National Arts Index)를 제시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표 3> 미국 국가문화예술지수(National Arts Index)의 구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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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17. Local arts agencies and council에 대한 지원액

indicators)

18. 예술가의 수 (11개 직종)

19. 예술인력의 수 (46개 직종) -SOC 분류 

20.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수 -NAICS 

21. 창조산업 종사자의 수

22. 예술관련 10개 협회의 총회원수

23. 레코스 소매상의 수

24. 고용되어 있지 않은 독립예술인의 수

25. 영화스크린의 수 / 총인구수

26. 문화예술관련산업 사업체 수

27. 창조산업 사업체 수

28. 문화예술관련 비영리조직의 수 

29. 예술지원조직의 수 / 총인구수

30. 문화예술관련산업의 순자본

31. 비영리예술조직에 대한 순자본 

예술참여
지표
(arts 

participation 
indicators)

32. 개인적인 예술창조경험이 있는 이들의 수

33. 저작권 주장 접수건수

34. 문화비지출 / 총지출액 

35. 세계초연작품수 및 신규제작영화편수

36. 예술관련 출간 도서편수

37. 문화예술조직 봉사자수

38. 예술수업학생의 SAT 성취도

39. 예술관련전공에 관심있는 학생의 수

40. 예술관련 학위자 수

41. 비상업라디오방송 청취자 비율

42. 공영방송국 시청가구 비율

43. 문화여가활동참여 외국인관광객의 수

44. 뉴욕시 브로드웨이쇼의 총관람객수

45. 투어중인 브로드웨이쇼의 관람객수

46. 지난1년 대중음악콘서트 관람객 수

47. 지난1년 공연예술행사 관람객 수

48. 지난1년 누적영화 관람객 수

49. 지난1년 미술관 관람객 수

50. 박물관 관람객 수

51. 오페라 주요무대 시즌공연의 총관람객수

52. 심포니콘서트의 총관람객수

53. 비영리전문극장의 총연간 관람객수

54. 문화예술 관련 검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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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지표

indicators)

창조활동참여자 수 / 미국총인구수

56. 문화예술민간기부금 / 총민간기부금

57. 문화예술관련지출 / 총소비지출

58. 예술관련 학위자 수 / 총학위자 수

59. 문화예술산업취업자수 / 전산업취업자수

60. 문화예술종사주 수 / 전직종종사자 수 

61. 문화예술산업인건비 / 전산업인건비

62. 문화예술수업수강학생 / SAT시험응시자

63. 문화예술산업사업체 수/ 전산업사업체수

64. 문화예술조직에 대한 모금액 / 전체재단모금액

65. 문화예술분야기부금 / 기업기부금

66. 문화예술분야기부금 / 기업기부금

67. 일인당 연방정부의 문화예술지원액 

68. 연방정부 국내재량적 지출액 중 예술부문사업에 대한 지출액 비율

69. state arts agency의 입법예산액 / 총인구수 

70. state arts agencies 예산 / 주정부 일반예산 

71. 뉴욕시에서 공연중인 또는 투어중인 브로드웨이쇼의 관람객수 /
    총인구수  

72. 라이브대중음악공연 관람객수 / 응답자수

73. 공연예술행사관람객수 /응답자수

74. 미술관관람객수 / 응답자수

75. 전문오페라관람자 수 / 총인구수

76.심포니오케스트라콘서트관람객수/총인구수

77. 비영리전문극장 방문자수 / 총인구수

78. 연말 Mei-Moses 의 art index 

79. 매해 7월 문화예술인문에 대한 PGI index 값

80. 예술산업의 자산수익률(ROS)

81. 990개 비영리예술기관 중 순이익 또는 수지를 맞춘 기관의 비율 

자료 : Americans for the Arts.(2011). National Arts Index 2010: An

Annual Measure of theVitality andCulture in theUnitedStates : 199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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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지표의 개발 현황 : 중앙정부 차원 

  1986년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의

해 최초의 문화지표체계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1995년(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5

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들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표 4> 문화지표 영역비교: 1986년, 1995년, 2005년

1995 2005

문화유산 문화유산

문학․예술 문학․예술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술

대중매체 대중매체 대중문화

사회문화적 활동 사회문화활동 문화공간

여가활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 부가지표

국제문화활동 국제문화교류 (문화재정) - 부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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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5 문화지표체계 및 내용

매개(유통) 향유 5 교육 0 창작 1 생산(보존) 3 소비 4 참여

0 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재현황
시도지정문화재현황
문화재자료현황
등록문화재현황
유적발굴 

문화재유통업
문화재전시관현
황
문화재행사및해
외소개

문화유산관람 동호회 전문가교육
수용자교육

 1 문학 작가

문학단체
문학작품
문학행사및한국문학
해외소개
출판

도서관
서점

문학독자
아마추어작품
발표
문학행사참여
문학동호회

전문가교육
수용자교육

2 조형예술 조형예술인
조형예술단체
조형예술복원

미술관
화랑
경매
전시행사및
해외전시회
조형예술전시
기획사

조형예술작품구
입
전시회관람 

아마추어작품
발표
동호회

전문가교육
수용자교육

3 공연예술 공연예술인
공연단체
공연예술해외소개

공연장
공연기획사

공연관람
아마추어작품
발표
동호회

전문가교육
수용자교육

4 대중문화
도서출판
영화인

출판사
영화제작및수입
비디오물제작업체
음반제작업체
게임제작및배급

도서유통업체
영화배급및상영
비디오물유통업체
음반물유통
디지털음악서비스
게임유통업

독서
영화관람
비디오물이용
음반이용 
게임이용

독서동호회
아마추어영화 비
디오활동 
영화행사참여
영화동호회
아마추어음반제작
게임동호회

전문가교육
수용자교육

5 문화공간

공공사회문화기관현황
민간사회문화기관현황
도서관현황
도서관문화행사
박물관 현황
박물관문화행사및
문화유산해외소개
지역문화축제
공원
문화보호지역

축제기획사

공공사회문화기
관이용
민간사회문화기
관이용
도서관이용
박물관이용
축제관람
공원및문화보호
구역이용

공공사회문화기관
자원봉사활동
민간사회문화기관
자원봉사활동
도서관자원봉사
활동
박물관자원봉사
활동
축제참여
자원봉사

공공사회문화
기관직원교육
민간사회문화
기관직원교육
도서관직원교육
박물관직원교육

6. 여가활동 여가여건, 여가활용, 스포츠, 관광여행 

7. 문화재정 문화예산, 문화예산구성, 문화기금, 공공문화기관재정, 문화예술분야민간지원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문화지표, 2006.

 통계청에서 작성‧산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에도 1985년부터 ‘문

화‧ 여가 부문’이 포함되어 2010년 기준 총 37개의 지표가 개발되어 있으며, 국

정 전 분야에 걸친 각종 국정통계에 대해 정확한 통계와 추이, 생생한 통계의미 

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전문가, 정책결정자들 모두에게 국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국정통계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기 위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1집

- 108 -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대표지표에 해당하는 e-나라지표 시스템에도 문화부문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6> 한국의 사회지표 : 2010 문화․여가부문 지표(통계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문화유산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수
시․도 지정 문화재 수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 수
영화관수

영화 스크린 수
영화관 좌석 수

도서관수연간 이용자수, 예산액)
도서관 열람석수

도서관 장서수(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예술행사
예술행사 수
영화상영 편수
영화 관객수

예술관람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스포츠경기 관람률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문화산업

도서․출판
신간 도서발행 종수
신간 도서발행 부수

독서인구 비율
신문 신문 보는 인구

텔레비전

TV 시청률
주당 TV 시청시간
케이블 TV 가입인구
위성방송 가입인구 

사회문화활동

여가활용 및 조건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여가활용 만족도
여가활용 불만이유
평균 여가시간

가구 여가활동 비용

시간배분
국민의 생활시간 

생활시간에 대한 태도

관광여행
국내 관광여행 비율
레저시설 이용률
해외여행자 비율

체육활동
공공 체육시설수 및 면적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의식 문화의식 전통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ups3/upload/101/KP/social10/E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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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e-나라지표의 문화부문 지표

소분류 지표명 자료 출처

문화
예술/
산업

문화예술
일반

공연/전시 횟수 문예연감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통계청 사회조사(문화․여가부문)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자격위원회 
자료

독서인구 통계청 사회조사(문화․여가부문)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행정자료

문화예술
인프라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박물관운영실태조사, 
미술관운영실태조사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자료

공공도서관  현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산업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세계영화시장규모 
및 한국영화 해외진출현황연구

문화산업  현황 콘텐츠산업통계

문화
미디어

출판현황 한국출판연감

방송영상  전문인력 배출 추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독립제작사협회 사업실적보고서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KOCCA 포커스

광고현황
제일기획 광고연감, 
한국방송광고공사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정기간행물 현황 등록일람표

문화재

문화재
일반

세계유산  현황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현황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연감

문화재
보존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문화재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궁능원  관람객 수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현황 문화재청

자료: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SysMain.jsp?cl

as_div=A&rootKey=1.48.0

주 1) 문화분야 지표 중관광, 체육, 외교부문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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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 대표지표의 개발

  최근에 이루어진 문화지표체계 및 지표개발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문화예술통계 중장기발전 실행방안 연구>와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연구>이다. 먼저 <문화예술통계 중장기발전 실행방안 연구>는 그동안 국내/

해외에서 개발된 다수의 문화예술 관련 지표들을 탐색하고 전문가 의견조사 및 

다수의 자문회의를 거쳐 문화지표체계의 이론적 개념화 및 핵심적인 지표 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기존에 다양한 문화지표들이 생산‧ 개발되어 왔으

나 지표 생산의 주요한 목표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결정과 성과관리,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지표(policy indicator)로서 상당한 취약성을 노출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예술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를 위한 길잡이로서 

문화지표가 기능하기 위해 일국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구조(structure)적 특성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정책개입, 즉 문화예술정책 프로그램의 투입

(input)과 산출(outcome), 성과(performance)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화지표를 개

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연구는 문화예술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차원으로 ① 문화순환주

기와 문화예술정책의 목표 ② 문화예술정책의 프로그램-논리 ③ 문화부문의 범

위 및 분류체계를 들고 문화정책의 목표(policy goal)와 문화예술의 순환주기

(culture cycle)를 통합하여 한 축을 구성하고, 문화예술정책 프로그램의 투입-산

출 논리(program-logic)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교차테이블을 작성, 다음과 같은 

38개의 문화예술 대표지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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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1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

목표

문화
순환
주기 

프로그램 논리 (program-logic)

투입(input) 산출(outputs) 
성과(performance) 및 

영향(impact)

문화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창작 
제작 
보존
교류
(교육
포함)

문화예술재정 규모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활동
- 문화시설건립․운영
- 문화예술소비․참여

2.문화예술인력의 수
- 예술(창작․재현․기획)
- 기술
- 경영․관리
- 교육
- 매체활동
- 행정/정책

3.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수
- 문화유산․자연유산
- 공연예술․축제
- 시각예술․공예
- 도서․출판
- 시청각․상호작용미디어
- 기타(교육, 행정 등)

※ 문화시설의 수
※ 문화시설 기능별규모

4.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수
10.문화예술교육 만족도
11.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지표

5.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6.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

12.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13.문화예술 자생력 지표

7.문화예술상품 생산량
8.문화예술분야사업체 경영지표

14.문화예술 다양성 지표
15.문화예술상품 국제수지
16.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17.한국문화예술인지도․선호도
18.문화유산 등재 건수 

9.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문화적 
환경

(인프라)
조성

 매개 
유통
(교육 
포함)

19.문화시설 가동률
20.문화시설 프로그램 수
21.문화시설 이용자 수

22.문화시설 서비스만족도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소비 
참여
(교육 
포함)

23.문화예술 활동시간
24.문화예술상품․서비스지출액

30 .문화예술상품 ․ 서비스 
물가지수

25.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31 .문화예술(수요자)교육 
참여자 만족도 
32 .문화예술(수요자)교육 
효과

26.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33.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27.문화예술 관람객 수 34.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28.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35.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족도29.사이버문화예술활동 경험자 수

36. 문화불평등지표(문화지니계수)
37. 사회자본 지표
38.. 삶의 만족도

자료: 양혜원 외,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지표와는 달리 동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예술 대표지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문화순환주기와 문화정책의 목표를 통합하

여 각 지표가 문화정책의 어떠한 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

도록 함으로써 정책과 지표관리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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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순환주기와 문화정책의 목표

 

  , 각 지표를 문화정책의 프로그램-논리, 즉 정책 개입의 투입-산출-성과와 

연계하고, 이들 간 인과관계를 표현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정책 개선 및 집행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4) 

  셋째, 단순히 지표의 목록(list)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표의 목적과 필

요성, 정의(definition), 각 대표지표로부터 파생되는 지표와 각 지표의 산출식, 현

재 활용 가능한 자료와 측정 가능성, 지표의 한계를 함께 밝혔으며, 문화지표 작

성과 개발에 있어 가장 난제에 해당하는 각 지표별 분류체계에 대한 정리를 통

해 동 지표가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지표의 개선 

및 원자료인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  투입지표(input indicator)는 문화예술의 창작․제작․보존․교류․교육, 문화예술의 매개․유
통, 그리고 문화예술의 소비․참여 등 전 과정에 있어 투입되는 ‘공공 및 민간의 투입요
소, 즉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resources)’을 뜻한다. 산출지표(output indicator)는 
창작․제작․보존․교류․교육, 문화예술의 매개․유통, 그리고 문화예술의 소비․참여 등의 활
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산출된 생산물(products), 재화, 서비스 등으로 정량적 성격이 
강하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활동 및 산출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변
화나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난 변화 또는 편익을 뜻하며 영향지표(impact 
indicator)는 산출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보다 장기적인 결과를 뜻한다. 성과 및 영향지
표는 결과지표(outcome)지표라고도 하며 정량적 성격을 띠는 산출지표에 비해 질적인 
측면을 가지며, 보다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진다는 특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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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문별 대표지표들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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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1년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연구』의 대표지표 및 활용자료

활용자료

공통

투입지표

1.1. 문화예술재정 

1.1.1. 공공부문 문화예술재정

1.1.1.1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

1.1.1.2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 

1.1.2. 민간부문 문화예술재정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예산자료

지역문화통계지방정부 예산자료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자료

1.2. 문화예술인력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1.3. 문화예술 사업체 전국사업체조사

투입

2. 

문화

예술

교육

2.1. 문화예술교육기관 

2.1.1 정규교육기관의 수

2.1.2. 비정규교육기관의 수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전국사업체조사예술학원의 수

산출

2.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2.2.1 문화예술교육과정 재학생

2.2.2 문화예술교육과정 졸업생

2.2.3 문화예술교육과정 참여율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비정규예술교육 경험률

성과

2.3.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2.3.1. 정규교육기관 만족도

2.3.2. 비정규교육기관 만족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학교예술교육 만족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비정규예술교육 만족도

2.4.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지표 

2.4.1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률

2.4.2 신규 문화예술인력 실업률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산출

3. 

문화

예술

인력

3.1. 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3.1.1 문화예술 취업자 

3.1.2 문화예술 실업자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 전국사업체조사

성과

3.3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3.3.1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 

3.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 

3.3.3 문화예술 취업자 임금(소득) 

3.3.4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임금(소득)

3.3.5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연구』는 『문화예술통계 중장기발전 실

행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예술 대표지표를 토대로 현재 획득 가능한 통계

자료를 실제로 수집 ‧ 가공 ‧ 분석한 지표분석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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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예술

창작

제작 

교류 

활동

4.1. 문화예술상품 생산량 

4.1.1 전통예술 

4.1.2 음악 

4.1.3 연극

4.1.4 무용

4.1.5 시각예술 

4.1.6 문학 

4.1.7 영화

4.1.8 방송 및 대중예술 

문예연감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인터파크티켓 및 티켓링크 자료 

한국영화산업결산｣(영화진흥위원회)

4.2. 지역축제의 수 문화부 행정조사자료 지역축제현황
4.3.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공연예술국제교류활동현황
문예연감

4.4.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경영지표 

4.4.1 문화예술사업체 매출액 

4.4.2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4.4.3 문화예술사업체 비용 

통계청, 서비스업조사,광업 ․제조업 조사,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조사

성과

4.5 문화예술상품 수출 ․수입액 콘텐츠산업통계(구 문화산업통계)

4.6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해외문화홍보원 내부자료 

4.7.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선호도 
｢2010 국악공연 및 국립국악원 인식조사｣(문화리

서치 피오, 2010)

4.8 UNESCO 문화유산 등재건수 문화재청 통계정보

투입

5. 

문화

예술

의 

매개

유통 

5.1. 문화시설의 수

5.1.1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5.1.2 지역별 문화시설의 수 

5.1.2.1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5.1.2.2 공연시설(등록 공연장)

5.1.2.3 전시시설(등록 박물관 ․미술관)

5.1.2.4 도서시설(도서관)

5.1.2.5 영화시설(극장) 

5.1.2.6 방송시설(방송국)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록공연장 현황
미술시장실태조사
전국도서관통계
전국사업체조사
한국도시통계(통계청)

문예회관현황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5.2. 문화시설 기능별 규모 

5.2.1 도서관 

5.2.2 박물관 

5.2.3 미술관

5.2.4 공연장

5.2.5 문예회관

5.2.6 지방문화원 

5.3. 문화시설 인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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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문화시설 가동률 

5.5.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수

5.5.1 문화시설 공연 ․전시프로그램의 수 

5.5.2 문화시설 기타프로그램의 수 

5.6. 문화시설 이용자 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수실태조사성과 5.7. 문화시설 서비스 만족도 

산출

6. 

문화

예술

의 

소비

참여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국민여가활동조사, 생활시간조사
6.2 문화예술상품 ․서비스 지출액 

6.2.1 문화예술상품 ․서비스 지출액 

6.2.2 최다지출품목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6.3.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수

6.3.1 문화예술교육기관(학교교육 외)

6.3.2 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학교교육 외) 

문화향수실태조사

6.4.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한국문

화예술위원회)
6.5. 문화예술 관람․방문자 수 

6.5.1. 문화예술 관람객 수

6.5.2.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수

문화향수실태조사6.6.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6.6.1.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 수 

6.6.2. 문화예술 자원봉사․동호회 참여자 수 

6.6.3. 사이버 문화예술활동 경험자 수

성과

6.7. 문화예술상품 ․서비스 물가지수

6.7.1. 품목별 물가지수

6.7.1. 기본분류별 물가지수

품목별 ․기본분류별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6.8. 문화예술 수요자교육 참여자 만족도 문화향수실태조사
6.9.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한국문

화예술위원회)

6.10. 문화예술 관람 ․방문자 만족도 

6.10.1.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6.10.2. 역사문화유적지 ․지역축제 방문

자 만족도 문화향수실태조사6.11.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족도

6.11.1. 문화예술 창작 ․발표 재참여의향 

6.11.2. 문화예술 자원봉사 ․동호회활동 

재참여의향

6.12. 삶의 만족도 

6.12.1. 행복수준 

6.12.2. 여가생활만족도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OECD Better lif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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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의 투입-산출-성과를 파

악할 수 있는 대표지표들을 수록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

존 자료-예컨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된 보고통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 ․ 보완하고,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 추리적 통계기법을 활

용하여 사회경제적 변수 등과 같은 제3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통계적 가공을 거쳐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표와 해외 주요국

의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의 상대적 위상을 보다 정확하

게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통계자료집과 차별성을 가진다 하겠다.

  그러나 동 보고서의 작성 과정을 통해 문화지표 개발의 한계와 과제도 함께 

드러났는데, 구체적인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지표의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

하고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지표의 작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원자료(raw data) 가운데에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크게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엄밀한 조사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대규모 설문조사로 얻어진 

원자료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헌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된 보고통

계자료의 경우 조사과정의 통제 불가능성으로 인해 신뢰성과 정확성의 담보가 

곤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타 부서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경우 원자

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표의 목적에 걸맞은 자료의 가공 또는 통계

분석에 제약을 겪게 된다.  

  둘째, 문화지표 작성을 위한 분류체계(문화예술영역, 문화예술인력, 문화예술사

업체, 문화예술활동 등)의 불명확성과 가변성의 문제이다. 현재 생산되는 문화예

술 관련 통계는 통일된 분류체계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 자료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

며, 이러한 이유로 때로는 동일 지표에 대해 각 통계자료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

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셋째, 성과 혹은 영향지표의 취약성이다. 이는 문화예술통계 중장기발전 실행

방안 연구｣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투입과 산출의 결과인 성과 및 영향지표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만족도 점수

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물론 2011년 문화예술 

대표지표에서는 기존 만족도 일변도의 성과지표를 탈피하기 위해 ‘고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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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자생력 지표, 다양성 지표, 인지도‧선호도, 문화불평등지표, 사회자

본 지표, 삶의 만족도 지표’ 등을 포함하였으나 이들을 측정한 통계자료를 입

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문화정책의 주요한 효과로 논의되고 있는 ‘건강, 

범죄율, 자살률 등’ 역시 성과지표 후보로 제기되었으나 그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최종 지표에서는 제외되었다.

  넷째, 지표들 간 인과관계 확정의 곤란성과 제3변수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지표들 간 인과관계, 특히 산출지표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

계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론적 추론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화순

환주기상 각 활동들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순환관계를 띠고 있어 어떤 부문의 

지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이 정확히 어떤 부문에서 초래된 것인가를 파

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들-예컨대 제도적 요인, 집행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매우 

다양하며, 이들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 분석을 통한 결과의 해석과 이에 

기반을 둔 정책적 환류는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를 갖는다.  

 5. 문화지표의 발전방향 모색

  

 5.1 활용 목적의 명확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국가 문화지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지표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지표는 기본

적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한 도구적 수단이다. 따라서 문화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 필요한 문화지표의 목록은 달라질 수 있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문화지표는 문화 생태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문화지표를 통해 우리는 각 예술장르별로 어떠한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는지, 지역별로 과부족은 어떠한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문화순환 주기 상에서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기대된 잠재력에 비해 실제 

산출과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입에 비해 산출이 미약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성과의 개선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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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지표가 단순히 조직 또는 사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

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2 한계 인식 

  둘째, 문화지표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지표 또는 

지수는 문화 분야의 다양한 현황과 성과를 계량적인 요약된 수치 정보로 제공한

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문화 분야의 현황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 정보의 시계

열적 나열은 자칫 왜곡된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분야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3의 요인들을 고려한 별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

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단기간에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려는 

조급증이 종종 발견되나 문화부문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보다는 오랜 기

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패널분석 등을 통한 엄

밀한 효과분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3 문화지표의 지속적 관리 및 평가  

  셋째,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기존의 문화지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다 좋은 

문화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통

해 다양한 문화지표가 개발되어 있으나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리성이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정의나 활용방안에 대한 제

시가 생략된 경우도 많다. 관리해야 할 지표의 수는 적을수록 좋다. 따라서 수많

은 지표들을 계속해서 추가만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타당하고 

핵심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필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지표가 좋은 지표(good indicator)인가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이론

에 기반할 것, 실무적 또는 가치부여된 목적과의 관련성, 정책적 실무와의 연계 

또는 기반할 것, 지역 간 비교가능성, 시계열 간 비교가능성, 측정가능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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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FACCA, 2005). 

<표 10> 좋은 문화지표의 속성

인용횟수

이론에 기반 in theory) 9

적실성(relevant) : 실무적 또는 가치부여된 목적과의 관련성 6

정책적 실무와의 연계 또는 기반(grounded in and/or linked to policy practice) 5

지역간 비교가능성(comparable across regions) 5

시계열간 비교가능성(comparable across time periods) 5

측정가능성(측정가능 및 자료가용성) 5

이해의 용이성(easily understood) 4

명확성(unambiguous / clear) 4

모집단 하위그룹별 분류가능성(able to disaggregated by population subgroups) 4

목표와의 일관성(consistent with purpose) 4

시의성(timely, up-to-date) 4

시간의 흐름에 따른 측정가능성(measurable over time) 3

보편성(universal) 3

기준 가능성(able to be benchmark) 2

맥락화(contextualised : presented with additional contextual information) 2

개정가능성(revisable) 2

방법론적 타당성(methodologically defensible, 'valid') 2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sensitive to cultural diversity 1

현실성(realistic) 1

이슈의 핵심을 포함할 것(capture the essence of an issue) 1

협의를 통한 설계(designed through consultation) 1

신뢰성(trusted) 1

자료 : IFACCA(2005).

  이 중에서도 문화지표의 개발 및 개선에 있어 중요한 선정 기준은 적실성, 정

책적 중요성, 비교가능성, 측정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적실성(relevance)

이란 가치를 둔 목표(valued purpose) 또는 실무적 목표(practical purpose)에 부

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책적 중요성이란 해당 지표가 정책 실무에 근거하거

나 연계(grounded in and/or linked to policy practice)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대표지표를 통해 한 국가의 문화예술부문의 실태와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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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교(comparable across regions) 또는 시계열적 비교(comparable across 

time periods)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은 중요한 의

미를 가지며, 아무리 이상적인 지표라 하더라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

어야 지표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 된다.

  한편 문화부문에 있어 취약한 부분으로 자주 지적되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또는 영향지표(impact indicator)에 대한 신규 개발 노력이 보다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4 문화지표를 얻기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마지막으로 문화지표 수집의 전제가 되는 기초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문화지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기초

통계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의심된다면 문화지표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문화 분야에서도 최근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하면 표

본의 충분성이나 조사설계의 엄밀성,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있어 부족

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초통계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일선 기관에서의 인식 미비가 

큰 이유로 작용한다. 대부분 기관에서 통계 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의 곁가지로 

취급되는 경향이 크며, 통계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또한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좋은 기초자료가 있어야 그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문화지표 분석 결과에 따라 문화정책의 방향이 수립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통계자료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 분야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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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결과 요약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결과 

공통

투입지표

1.1. 문화예술재정 

1.1.1. 공공부문 문화예술재정

1.1.1.1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

1.1.1.2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 

1.1.2. 민간부문 문화예술재정

○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규모 

681,225백만원, 24%(2009년) → 914,380백만원, 26.5%(2011년) 

‣ 창작 ․제작 ․교류 : 21.58%(2009년) → 18.11%(2011년) 

‣ 매개 ․유통 : 67.52%(2009년) → 67.79%(2011년) 

‣ 소비 ․참여 : 10.90%(2009년) → 14.10%(2011년) 

○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규모 : 2,269,600백만 원(2010년) 

‣ 창작 ․제작 ․보존 ․교류 ․교육 : 250,600백만원(11%) 

‣ 매개 ․유통 : 1,492,200백만 원(65.7%) 

‣ 소비 ․참여 : 490,000백만 원(21.6%)

○ 민간부문 문화예술지원규모(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84,018백만 원(2006년) → 173,501백만 원(2010년)

‣ 미술 ․전시 : 40,654백만 원(23.4%) 

‣ 문화예술교육 : 34,634백만 원(20%) 

1.2. 문화예술인력 

○ 944,098명, 전체 직종 종사자의 3.9%에 해당(2010년) 

‣ 창작 ․실연 : 606,217(64.2%) 

‣ 기획/경영관리 : 39,422(4.2%) 

‣ 기술 : 39,041(4.1%) 

‣ 교육 : 154,983(16.4%)

‣ 기타 : 104,436(11.1%) 

1.3. 문화예술 사업체

○ 101,824개, 전체 사업체의 3.09%(2009년)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1,906개(1.87%) 

‣ 공연예술 및 축제 : 1,593개(1.6%) 

‣ 시각예술 및 공예 : 21,938개(21.5%) 

< > 

,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양혜원,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Bauer A. Raymond, Social Indicators. A proposal for a set of social indicators 

that assess the quality of our social system, 1966.

IFACCA, Statistical Indicators for Arts Policy. IFACCA, 200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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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출판 : 4,108개(4.0%) 

‣ 시청각 및 상호작용미디어 : 6,239개(6.1%) 

‣ 게임 : 21,609개(21.2%) 

‣ 기타(행정, 교육, 제조, 도소매업) : 44,431개(43.6%) 

○ 개인사업체가 86.7%, 회사 법인이 10.8% 

○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이 93.9%, 10~49인 미만이 5.1% 

투

입

2. 

문화

예술

교육

2.1. 문화예술교육기관 

2.1.1 정규교육기관의 수

2.1.2. 비정규교육기관의 수 

○ 2010년 문화예술관련 학과의 수 

‣ 총 5,011개(대학 3,204개, 대학원 1,807개)

‣ 전체 학과의 15.1% 차지 

○ 2009년 예술학원의 수 : 총 41,877개 

산

출

2.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2.2.1문화예술교육과정 재학생

2.2.2문화예술교육과정 졸업생

2.2.3문화예술교육과정 참여율 

○ 2010년 문화예술관련 학과 재적학생의 수 

‣ 총 464,289명(대학 425,134명 대학원 39,155명)

‣ 전체 재적학생의 16.7% 차지 

○ 2010년 문화예술관련 학과 졸업생 수 

‣ 총 69,762명(대학 65,114명 대학원 4,648명)

‣ 전체 졸업생의 13.6% 차지 

○ 문화예술인 중 문화예술 전공자 비율 : 56.1%(2009년) 

○ 문화예술인 중 최종학력 전공과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가 

일치하는 비율 : 63.6%(2009년) 

○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64.7%(2009년) 

‣ 개인레슨(51.4%), 학원(48.8%), 외국(27.7%) 

성

과

2.3.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2.3.1. 정규교육기관 만족도

2.3.2. 비정규교육기관 만족도

○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2009년) 

‣ 대학(3.8), 고등학교(2.9), 초중학교(2.8) 

○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2009년) 

‣ 대학(2.9), 초 ․증 ․고등학교(2.4) 

○ 비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2009년) 

‣ 개인레슨(4.1), 외국(3.8) 학원(3.6) 

2.4.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지

표 

2.4.1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률

2.4.2 신규 문화예술인력 실업률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취업자의 수(2009년) : 49,473명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취업률(2009년) : 75.3% 

‣ 전문대 84.5% 대학 69.4% 대학원 70.9%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실업자의 수(2009년) : 7,860명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실업률(2009년) : 13.7% 

‣ 전문대 8.2% 대학 16.8% 대학원 22.9% 

산

출

3. 

문화

예술

인력

3.1. 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3.1.1 문화예술 취업자 

3.1.2 문화예술 실업자 

○ 문화예술 취업자 수(2009년) : 1,112,300명 

‣ 전체 직종 종사자 중 4.67% 

‣ 여성 47.1%, 평균 교육년수 14.8년, 평균연령 36.2세, 평균 

근속년수  5.9년 

○ 문화예술인 중 무직자 비율(2009년) : 23.7% 

‣ 이 중 실업이 10.3% 

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수(2009년) : 453,6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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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중 2.7% 차지

성

과

3.3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3.3.1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 

3.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 

3.3.3 문화예술 취업자 소득

3.3.4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소득

3.3.5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2009년)

‣ 상용근로자(62.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9.7%), 임시/

일용근로자(9.8%), 고용주(7.9%)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2009년)

‣ 상용근로자(58.4%), 임시/일용근로자(14.6%), 무급가족종

사자(12%), 자영업자(11.7%) 

○ 문화예술 취업자 소득(2009년) 

‣ 임금근로자 세전 월평균 소득(201.3만원)

‣ 비임금근로자 세전 소득(203.7만원) 

○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2009년) : 2.39점 

산

출

4. 

문화

예술

창작

제작 

교류 

활동

4.1. 문화예술상품 생산량 

4.1.1 전통예술 

4.1.2 음악 

4.1.3 연극

4.1.4 무용

4.1.5 시각예술 

4.1.6 문학 

4.1.7 영화

4.1.8 방송 및 대중예술 

1. 국악 

‣ 연평균 공연 횟수(2005~2009) : 2.450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8~2009) : 1,243건 

‣ 일인당 생산량 : 48.7편 

※ 일인당 생산편수는 2003년, 2006년, 2009년 3개년 평균

값(이하 동일)

2. 음악 

‣ 연평균 공연 횟수(2005~2009) : 5,764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8~2009) : 5,781건 

‣ 일인당 생산량 : 50편

3. 연극 

‣ 연평균 공연 횟수(2008~2009) :33,324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5~2009) : 2,639건 

‣ 일인당 생산량 : 9.4편

4. 무용 

‣ 연평균 공연 횟수(2005~2009) : 1,975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5~2009) : 1,119건 

‣ 일인당 생산량 : 54.4편

5. 시각예술

‣ 연평균 전시 건수(2005~2009년) :10,246건 

‣ 일인당 생산량: 미술 30.8편, 사진 20.5편, 건축 7.8편 

6. 문학 

‣ 연평균 신간발행 종수(2007~2010) : 8,192종 

‣ 신간발행부수 17,280천부 

‣ 일인당 생산량 : 23.3편

7. 영화 

‣ 연간 제작 편수(2010) : 152편 

‣ 연간 개봉 편수(2010) : 140편 

‣ 일인당 생산량 : 8.2편

8. 방송 - 연간 판매 편수(2009) : 27,80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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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 71.1편

4.2. 지역축제의 수 

○ 연간 지역축제의 수 : 총 762개(2011년) 

‣ 문화예술축제(35.7%), 지역특산물축제(18.9%), 전통역사축

제(13%)

4.3.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 국내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2009년) 

‣ 문학(60건), 미술(376건), 국악(204건), 음악(104건), 연근

(123건), 무용(87건), 복합장르(7건), 영화(251편) 

○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진출(2009년)

‣ 미술(809건), 음악(812건), 연극(188건), 무용(143건), 복합

장르(7건), 영화(361편) 

4.4.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경영

지표 

4.4.1 문화예술사업체 매출액 

4.4.2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4.4.3 문화예술사업체 비용 

○ 문화예술사업체(서비스업종) 매출액 

‣ 33,787,923백만 원(2009년) 

○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 215,510백만 원(2010년) 

○ 문화예술사업체(서비스업종) 영업비용 

‣ 29,901,346백만 원(2009년) 이 중 인건비(25.8%) 

○ 문화예술사업체(서비스업종) 영업이익 

‣ 4,142,340백만 원(2009년) 

성

과

4.5 문화예술상품 수출 ․수입

액 

○ 문화콘텐츠상품 수출액 : 2,604,232천달러(2009년) 

○ 문화콘텐츠상품 수입액 : 1,769,531천달러(2009년) 

4.6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 307,233명(2009년)→290,671명(2010년)→354,656명

(2011.7) 

4.7.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선
호도 

○ 한국의 역사/문화유적을 한국 방문의 요인으로 꼽은 외국

인 관광객 비율 : 20.8%(2009년) 

○ 내국인들의 국악에 대한 선호도 : 3.3점(2010년) 

4.8 UNESCO 문화유산 등재건

수 

○ 문화유산 누적 등재건수(2011년) : 총 30건

‣ 세계유산 10건, 기록유산 9건, 무형유산 11건

투

입

5. 

문화

예술

의 

매개

유통 

5.1. 문화시설의 수

5.1.1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5.1.2 지역별 문화시설의 수 

5.1.2.1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5.1.2.2 공연시설(등록 공연장)

5.1.2.3 전시시설(등록박물관 ․
미술관)

5.1.2.4 도서시설(도서관)

5.1.2.5 영화시설(극장) 

5.1.2.6 방송시설(방송국)

○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수(2009년) : 2,203개

‣ 국악원 28개 전수회관 105개 역사문화유적지 2,070개

‣ 인구 백만명당 43.6개 

○ 공연시설 : 등록 공연장(2010년) : 631개 

‣ 공공 418개, 민간 213개

‣ 인구 백만명당 12.5개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 800관 : 박물관 655관, 미술관 145관(2010년) 

‣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미술관 수 15.8개

‣ 화랑 295관(2009년) 

○ 도서시설 : 도서관 

‣ 16,400개: 국립 3관, 공공 4,448관, 대학 426관, 학교 

10,937관, 전문 591관(2009년) 

‣ 공공도서관(일반 + 어린이) : 759관(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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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명당 공공도서관 수 : 15관(2010년)  

○ 영화시설 : 영화관(2010년)

‣ 301관(인구 백만명당 5.9관) 

○ 방송시설 : 방송국(2009년) 

‣ 649개(인구 백만명당 13개) 

○ 문예회관(2010년) 

‣ 193관(인구 백만명당 3.8관) 

○ 지방문화원(2010년)

‣ 228개(인구 백만명당 4.5개) 

○ 문화의 집(2009년) : 147개 

○ 주민자치센터(2010년) : 2,681개 

○ 복합문화공간(시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 1,094개 

○ 복지시설 : 3,222개 

○ 청소년시설 : 458개 

5.2. 문화시설 기능별 규모 

5.2.1 도서관 

5.2.2 박물관 

5.2.3 미술관

5.2.4 공연장

5.2.5 문예회관

5.2.6 지방문화원 

○ 공공도서관(2010년) 

‣ 도서자료 수 : 관당 89,261권 인구 일인당 1.3권 

‣ 열람석 수 : 관당 421석 인구 천명당 6.3석 

○ 등록 박물관(2010년) 

‣ 관당 연면적 : 4,038㎡ 

‣ 전시실 면적 비율 : 43.5% 수장고 면적 비율: 8.9% 

‣ 관당 소장자료 수 : 13,437점 

‣ 인구 백명당 소장자료 수 : 17.1점 

○ 미술관(2010년) 

‣ 관당 연면적 : 3,495㎡ 

‣ 전시실 면적 비율 : 28.3% 수장고 면적 비율 : 5.2% 

‣ 관당 소장자료 수 : 2,130점 

‣ 인구 백명당 소장자료 수 : 24점 

○ 등록 공연장(2010년) 

‣ 관당 면적 : 289m2 인구 천명당 면적 : 24.1㎡

‣ 관당 객석 수 : 516석 인구 천명당 객석 수 : 6.4석 

○ 문예회관(2010년) 

‣ 관당 공연장 수 : 1.6개  

‣ 인구 십만명당 공연장 수 : 0.6개 

‣ 관당 객석 수 : 1,074석  

‣ 인구 십만명당 객석 수 : 384석 

‣ 관당 전시실 면적 : 360㎡  

‣ 인구 십만명당 전시설 면적 : 181.6㎡

○ 지방문화원(2010년) 

‣ 관당 총면적 : 953.5㎡

‣ 인구 백만명당 총면적 : 18.9㎡ 

‣ 강당 ․전시실 ․도서실 면적 비율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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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인력 규모 

○ 공공도서관(2010년) 

‣ 총 인력 규모 : 7,008명(관당 9.2명) 

‣ 인구 십만명 당 직원규모 : 6.3명, 

‣ 관당 사서직 수 : 4.2명

‣ 전체 직원 대비 사서직 비율 : 45.1% 

○ 등록박물관(2010년) 

‣ 총 인력 규모 : 11,984명(관당 18.4명)

‣ 인구 백만명 당 총인력 수: 237명 

‣ 관당 학예직원 수: 1.4명 

○ 미술관(2010년) 

‣ 총인력 규모 : 1,298명(관당 9.3명)

‣ 인구 백만명 당 총인력 수: 25.7명

‣ 관당 학예직원 수: 2.1명 

○ 문예회관(2009년) 

‣ 총 인력 규모 : 3,477명(관당 19.6명)

‣ 인구 십만명 당 인력규모: 7명

‣ 관당 공연사업인력(4.7명), 관당 무대기술인력(4.2명) 행정

(경영)지원인력(8.5명)

○ 지방문화원(2010년) 

‣ 총 인력 규모 : 749명(관당 3.4명)

‣ 인구 백만명 당 인력규모: 14.8명 

산

출

5.4. 문화시설 가동률 

○ 문예회관 가동률 1(2009년) 

‣ 공연장(53.1%), 공연프로그램(32.1%) 

○ 문예회관 가동률 2(2009년) 

‣ 공연장(39.9%), 공연프로그램(23.2%) 

5.5.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수

5.5.1 문화시설 공연 ․전시프로

그램의 수 

5.5.2 문화시설 기타프로그램

의 수 

○ 문예회관 연간 공연 및 기타행사 총 건수 : 22,824건(2009) 

‣ 관당 연간 공연 및 기타행수 건수 : 80.4건 

‣ 관당 연간 공연프로그램 건수: 36.3건(45.2%) 

  - 자체기획(9.1건), 대관(27.2건) 

○ 문예회관 연간 공연 및 기타행사 총 횟수 : 37,463건(2009) 

‣ 관당 연간 공연 및 기타행수 횟수 : 131.9회 

‣ 관당 연간 공연프로그램 횟수 72회(54.6%) 

  - 자체기획(23.4회), 대관(48.5회) 

5.6. 문화시설 이용자 수

○ 공공도서관(2010년) 

‣ 연간 총 이용자 수 : 257,259,965명 

‣ 연간 총 대출 권수(119,018,820권) 

‣ 연간 관당 이용자 수: 338,946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509.3% 

‣ 인구 일인당 대출 권수 : 2.4권 

○ 등록박물관(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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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이용자 수 : 80,009,240명 

‣ 연간 관당 이용자 수 :127,403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158.4%

○ 미술관(2010년)

‣ 연간 총 이용자 수 : 11,971,848명 

‣ 연간 관당 이용자 수 : 855,132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23.7% 

○ 문예회관(2009년) 

‣ 연간 총 이용자 수 15,250,463명 

  - 유료관객 : 4,745,237명(31.1%) 

‣ 관당 이용자 수 : 53,699명

  - 관당 유료관객 : 16,709명(31.1%)

  - 관당 객석 점유율(34.6%) 

‣ 인구 대비 이용률 : 30.1% 

○ 지방문화원(2010년) 

‣ 연간 총 이용자 수 : 2,562,927명 

‣ 관당 이용자 수 : 16,642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5.1%

○ 문화시설 연간 이용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시설 단순 이용률 : 52.2% 

  - 도서관 20.5%, 박물관 14.8% 

‣ 문화시설 연간 이용 횟수 : 6회 

  - 도서관 2.36회, 복지회관 1.18회, 시군구민회관 0.62회 

○ 문화시설 문화행사 연간 참여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시설 문화행사 연간 참여율 : 26.6% 

 - 박물관 9.0%, 문화예술회관 8.1%, 시군구민회관 4.9% 

‣ 문화시설 문화행사 연간 참여 횟수 : 1.23회 

 - 복지회관 0.27회, 박물관 0.2회 

성

과
5.7. 문화시설 서비스 만족도 

○ 문화시설 프로그램 만족도(2010년) : 3.87점 

○ 문화시설 시설만족도(2010년) : 3.89점 

○ 문화예술회관 방문자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0.11점 높게 나타남(유의수준 0.01) 

산

출

6. 

문화

예술

의 

소비

참여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 주당 여가활동시간 

‣ 34시간 48분(2004년) → 32시간 53분(2009년)

○ 주당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시간 

‣ 15분(2004년) → 15분(2009년) 

6.2 문화예술상품 ․서비스 지출

액 

6.2.1 문화예술상품 ․서비스 지

출액 

6.2.2 최다지출품목 

○ 가구당 월평균 오락 ․문화 지출액 

‣ 101,168원(2005년) → 135,830원(2010년)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율 : 4.3% → 5.3% 

○ 가구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액 

‣ 18,452원(2005년) → 23,445원(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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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 비율 : 18.2% → 17.2%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율 : 0.78% → 0.91% 

6.3.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수

6.3.1 문화예술교육기관(학교

교육 외)

6.3.2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학교교육 외) 

○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경험자(2010년) 

‣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9.2%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4.6% 

‣ 교육받은 기관 

 - 공공기관 부설기관 41.3%, 인터넷사이트 15.8%, 동호인 

모임 14.8% 

‣ 교육받은 분야 

 - 미술 4.6%, 서양음악 2.9%, 문학 1.9% 

6.4.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 연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자 수 

‣ 2,353,462명(2007년) → 2,720,278명(2010년) 

○ 예산투입 백만원 당 수혜자 수 

‣ 78,600명(2007년) → 114,800명(2010년) 

6.5. 문화예술 관람 ․방문자 수 

6.5.1. 문화예술 관람객 수

6.5.2. 역사문화유적지 ․지역축

제 

방문자 수

○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

‣ 54.7%(2000년) → 65.8%(2006년) → 67.2%(2010년) 

○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 3.3회(2000년) → 4.66회(2006년) → 4.18회(2010년) 

○ 문화예술 장르별 연간 관람률(2010년) 

‣ 영화(60.3%), 연극(11.2%), 미술전시회(9.5%), 대중가요콘

서트 ․연예(7.6%), 전통예술(5.7%),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4.8%), 문학행사(3.8%), 무용(1.4%) 

○ 연간 성인 독서율 

‣ 75.9%(2006년) → 65.4%(2010년) 

○ 연간 성인 독서량 

‣ 11.9권(2006년) → 10.8권(2010년) 

○ 연간 한번 이상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 

‣ 51.4%(2000년) → 51.4(2006년) → 47.1%(2010년) 

○ 연간 한번 이상 지역축제 참여율 

‣ 32%(2000년) → 43%(2006년) → 50.7%(2010년) 

6.6.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6.6.1. 문화예술 창작 ․발표 참

여자 수 

6.6.2. 문화예술 자원봉사 ․동
호회 

참여자 수 

○ 문화예술 창작 ․발표 참여율 

‣ 2.8%(2006년) → 2.2%(2010년) 

○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 6.5%(2003년) → 3.5%(2006년) → 7.3%(2010년) 

○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율 

‣ 7.9%(2003년) → 3.3%(2006년) → 3.1%(2010년)

6.6.3. 사이버 문화예술활동 

경험자 수

○ 문화예술분야 사이트 접속 경험률 

‣ 44.5%(2006년) → 50%(2010년) 

○ TV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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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94.5%(2010년)

○ 비디오/DVD/CD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경험률 

‣ 48.4%(2006년) → 27.3%(2010년)

○ 컴퓨터/멀티미디어기기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경험률

‣ 36.9%(2010년) 

성

과

6.7. 문화예술상품 ․서비스 물

가지수

6.7.1. 품목별 물가지수

6.7.1. 기본분류별 물가지수

○ 품목별 물가지수(2010년, 2005=100) 

‣문화시설입장료(118.1), 공연예술관람료(129.9), 전시관입

장료(124.7), 영화관람료(117.3), 피아노 학원비(119.8), 미

술학원비(119.9), 이러닝 이용료(103.7), 웹정보콘텐츠이

용료(87.1), 모바일콘텐츠이용료(87.1)

○ 기본분류별 물가지수(2010년, 2005년=100) 

‣ 교양 ․오락 : 101.2(총지수 =116.1)

‣ 문화서비스(103.8), 도서(117.5) 

6.8. 문화예술 수요자교육 참여자 

만족도

○ 학교 교육 이외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 3.7(2006년) → 3.9(2008년) → 4.0(2010년)

‣ 미술, 음악, 전통예술 교육 경험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유의수준 0.05)

6.9.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자 만족도(2008년 → 2010년) 

‣ 문화바우처 : 85점 → 82.5점

‣ 사랑티켓 : 80점 → 81.5점 

‣ 문학나눔 : 81.1점→ 84점

‣ 전통나눔 : 87.7점 → 89.7점 

‣ 소외계층 문화순회 : 80.2점 → 83.9점

‣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 86.1점 → 87.2점 

6.10. 문화예술 관람 ․방문자

   만족도 

6.10.1.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6.10.2. 역사문화유적지 ․지역

    축제 방문자 만족도 

○ 문화예술행사 관람객 만족도(2010년 기준, 유의수준 0.05) 

‣ 여성, 군지역 거주자, 대학원 재학 이상 고학력자의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남 

‣ 대중가요콘서트/연예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객 만족도 

‣ 보존상태 만족도 : 3.64(2006년) → 3.80(2010년) 

‣ 편의시설 만족도 : 3.24(2006년) → 3.68(2010년) 

○ 지역축제 참여자 만족도

‣ 프로그램 만족도 : 3.55(2006년) → 3.64(2010년)

‣ 시설 만족도 : 3.24(2006년) → 3.36(2010년) 

‣ 문화예술축제보다 역사/전통문화축제 참여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6.11.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

족도

6.11.1. 문화예술 창작 ․발표

재참여의향 

6.11.2.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만

족도

○ 문화예술 창작 ․발표 재참여 의향자 비율 

‣ 6.5%(2006년) → 3.7%(2010년) 

○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 만족도(2010년) 

‣ 연극(4.77), 전통예술(4.53), 무용(4.42), 서양음악(4.26), 가

요/연예(4.26), 문학(4.12), 미술(4.06), 역사문화유산

(3.82), 영화(3.78) 
6.12. 삶의 만족도 ○ 행복 수준(국민여가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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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수준 

6.12.2. 여가생활만족도 

‣ 6.93(2007년) → 6.70(2008년) → 6.44(2010년)

‣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은 높아짐(2010년) 

○ 여가생활만족도(국민여가활동조사) 

‣ 3.16(2006년) → 3.12(2008년) → 2.82(2010년) 

‣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비용이 클수록 여가만족도는 높

아짐(2010년)

○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 문화여가생활 : 21.6%(2005년) → 31.5%(2009년) 

‣ 전반적 생활 : 22.2%(2006년) → 33.3%(2009년) 

○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 한국 : 6.1점(OECD 34개국 중 25위, 2010년 기준) 

‣ OECD 34개국 평균 : 6.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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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지표의 개발 현황과 과제

- 사례를 중심으로

현   식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1. 문화지표가 필요한 이유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 재정과 각종 법규가 그런 

정책의 틀 안에서 입안·집행되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정책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의 구체적 결과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정책으로 인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정책이 그렇듯이 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공공영역에서 존

재하는 문화는 어떤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정된 재원과 정해진 법규와 제도적 틀,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

적이면서도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 가는 것이 당

연한 상식이라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문제이다. 문화

정책은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재원

을 투여하고, 관련되는 제도를 정비하며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에는 이렇게 재원과 제도, 조직과 인

력 이외에도 관습과 관행, 주민들의 정서, 지역적 특성, 정치적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실제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책’이라고 언급하기 곤란할 정도의 발상과 관행

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즉흥적 제안이나 

정치적 고려,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주민들의 이익관계, 정책 집행자

들의 관료적 습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입안과 토

론이 부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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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고 있는 이벤트성 행사나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 공사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똑같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 물론 ‘정책’ 자체의 특성을 따져보면 거기에 미

리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닐 터이고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도 균일하게 정

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작용한

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최소

한의 합리성, 공공성도 유지되지 못한 채, 여러 이해당사자와 이런저런 관계의 

틀 안에서 정책이 실종되는 때가 많다.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마다 드는 느낌은 

아직 한국 사회가 근대적 합리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더불어 생활 민

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다. 근대적 합리성이 우리 사회의 기반을 형성

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안에 깊이 뿌리 내

리는 과정을 우리는 조금 더 겪어내야 할 듯하다. 공공영역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성에 토대를 두면서도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내는 일상적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어쨌거나, 문화 영역에서 정책 입안의 합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

한 일일 터이다. 문화지표는 바로 그런 합리적 기준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문화지표는 한 지역, 

혹은 한 사회가 처해 있는 문화 영역의 객관적인 상태와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의 객관적인 몸 상태를 알고 병의 원

인과 진전 상태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리듯이 문화지표는 한 사회가 처해 

있는 문화의 수준과 상태를 알게 해주는 정책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지표들은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많이 개발되어 왔다. 각종 경

제지표야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상태이고 환경, 복지 분야도 여러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

다. 이런 지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로 당연히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 분야는 여전히 그런 지표들이 제대로 

개발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문화 영역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방식은 훨씬 더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문화를 향유

하고 창작하는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의 요구와 상태가 고려되기보다 정치적 이벤

트 성격이 강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 일쑤이다. 가뜩이나 문화 분야는 다

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예산을 배정받는 분야인데 정책 입안마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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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 특히 공적 영역의 문화는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문화지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 처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책 입안

의 합리적 기준과 방향을 내다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이

유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인천의 문화지표 사례를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지

표 체계를 통해 무엇을 반영하며,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인천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문화지표 

체계를 작성하여 조사와 분석을 한 바 있으며 2008년 2차 조사를 하였고, 2012

년 3차 문화지표를 개선하고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 즉 4년을 주기로 지속

적으로 문화지표를 작성하고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2. 체계의 범주 설정과 정책 활용

그런데 문화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지표의 영역과 

범주를 정하려면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를 두루 포함해

야 하는데, 문화라는 것 자체의 범주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컨대 가장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양식 일반일 터이고 가장 좁게 보자면 예술

과 그 주변만을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지표를 만든다고 할 때 어

느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영역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것은 어느 관점을 선택하느냐 하는 단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화를 어떻게 보고 공공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화정책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하

는가, 정책의 지향점과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가치론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를 만들 때에 이런 원론적인 고민이 선행되

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원론에만 매달리고 

근본적인 사고만 하면서 현실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원론과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되 현실을 고려해서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측면, 지속

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을 잘 가려 볼 줄 아는 실사구시( 事求是)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보다는 조금 간단하지만 문화지표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어느 단위인가에 

따라 지표 범주가 또 달라질 수 있다. 국가 단위의 지표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

치단체의 지표가 다루는 영역이 획일적으로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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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야 할 정책 대상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정책 대상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화지표를 검토할 때에 정책 

대상의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의 현안이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중파 방송국이나 대형 미디어 매체 관련 

지표까지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닌 것이다.

문화지표는 문화가 포괄하는 영역에 따라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명칭이야 달라질 수 있어도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가 지향하는 범위와 

범주에 대한 효율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분류 체계로 표출된다. M. 푸코라면 이

런 분류 역시 근대적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방식이라고 말하겠지만 정책의 합리

적 집행을 위한 이성적 노력이라는 더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

책의 관심사에 따라 영역을 더 만들고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지표를 만

드는 기관이나 단체의 고민 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런데 몇 차례 이런 지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문화의 

대영역을 시설, 재정, 인력, 프로그램, 제도 등으로 구별해서 지표를 개발한다고 

할 때 각 영역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 종종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표를 만들고 활용

할 해당 단체와 기관에서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는 전문가 조사나 주민 조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과 재정, 인력

과 프로그램, 제도 등 5개 영역이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닌

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략히 계량화해 본다면 이들의 총합을 100

으로 가정하였을 때 각각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같다면 각각 똑같이 

20의 비중을 갖게 될 것이고(5개의 영역이므로), 만약 시설 영역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서는 시설에 대한 비중이 30으로 늘어나는 대신(열악하므로 앞

으로의 상대적 비중이 커진다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른 영역의 상대

적 중요성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표를 만들어낼 때 영역과 

분류에 더해서 각 분류별 가중치를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뒤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뒤에 사례 검토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가중치를 두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예로 다른 영역보다 시설 영역의 가중

치가 높게 설정되었고 여러 문화시설 가운데에서도 해당 단체나 지방정부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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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공연시설에 대한 가중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

책 방향을 결정할 때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되 공연시

설을 먼저 짓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시설만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 대한 정

책 우선순위와 비중을 그런 지표 조사에 의해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

는 취지에서 시설 항목을 예로 들었을 뿐이다. 지표를 분류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 내에서도 항목 간의 그런 가중치를 모두 설정해 놓고 조사가 이루

어진다면 정책 판단과 결정의 합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화

지표의 정책 활용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문화지표는 여

러모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3. 문화지표 작성의 사례

3.1 

인천에서 문화지표를 처음 검토한 것은 2002년이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
천광역시 문화지표 설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합리적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문화지표를 만들어야 함이 주장된 이후, 인천광역시에서 연

구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함으로써 2004년 첫 번째 문화지표 조사 결과

가 발표되었다. 이 당시 지표는 문화를 영역별로 나누어 인천의 문화 현황이 어

떤 상태에 있는가를 서울을 포함하여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였고 전문가들에 의

한 가중치 부여를 통해 각 영역별로 어떤 분야가 더 정책 입안이나 집행,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가를 함께 조사하였다.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하

는 것은 문화지표에서 필수적이다. 인천의 문화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의미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문화 수요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어떤 상태인지가 조사되었다. 

2008년 인천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2차 문화지표를 조사하였다. 이때에도 6

대 광역시를 함께 비교하는 것과 시민 문화 수요도를 조사하는 것이 동시에 이

루어졌다. 다만 전문가에 대한 가중치 부여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2004년에 비해 2008년 인천의 문화 현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도 진행되었다. 문화지표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시계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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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혹은 악화되고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특이한 것은 2008년 지표 조사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공동

으로 인천문화도시 기본계획을 2010년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지표 조사 결과

를 토대로 인천이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업들을 합리적 근거에 의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지표를 통해 지역 문화 현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거

기에 토대를 둔 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설정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현재 인천은 3차로 문화지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도 인천

문화재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달라진 점은 조사 자체를 연구 용역 형태로 

인천발전연구윈에 의뢰하여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3차 문화지표 조사에는 

지표 체계에 대한 개선을 주요 과업으로 담아 문화 공공성 지표 개발, 문화 예

술 교육 분야의 지표 체계 개발, 문화 복지 분야 지표 개발 등 그간 변화된 문

화 정책 환경의 내용을 지표 체계로 이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인들의 실태와 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 불만 등에 대해 조사를 진

행하여 차후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에 대한 문화 수요 조사는 이

번에도 조사될 예정이다.

3.2 2004 문화 지표 체계의 설정

2004년 인천의 문화지표는 크게 영역과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지표 항목이

라는 체계로 구성하였다. 문화의 여러 분야를 큰 범주에서는 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영역 밑에 하위분류 체계로 관심 영역을, 이를 다시 세부 관심영역으로 분류

하였고 최종적으로 지표항목으로 나타내었다. 영역은 인천광역시의 일반현황을 

알 수 있는 인문사회환경과 문화적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따라 문화환경, 문화

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수 및 소비, 문화산업으로 구성되었다. 인문사회환경은 관

심영역의 구분을 생략하였다.

문화환경 영역은 시민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며, 문화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조성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크게는 문화관련 시

설과, 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관심영역은 문화기반시설, 체

육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지원체계로 구성하였다. 문화자원 영역은 인천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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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인천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Cultural Resource)의 규모

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인적자원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영역이 포

함된다. 문화활동 영역은 위 영역에서 조사된 인천광역시의 문화환경 속에서 문

화자원을 활용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크게 문화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추진 주체에 따른 문

화행사와 문화강좌로 관심영역을 나누어 보았다. 다음으로 문화향수 및 수요에 

관한 영역은 시민의 문화의식 정도와 문화생활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여

가․문화활동, 지역문화, 문화정책으로 관심영역을 구성하였다. 앞의 영역들이 문

화의 공급적 측면을 다루었다면, 문화향수 및 수요에 관한 영역은 시민들의 반

응을 지표화하는 것으로 문화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화산업 역시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현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 분야의 지표자체는 매우 소략하나, 문화산업

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향후 충분한 연구를 통해 더욱 보완되어야 하며 산업분

야와 연관되어 분류 방식에 대해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2004년 인천시 문화지표 체계는 총 6개 영역, 18개 관심 영역, 41

개 세부관심영역, 152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영역을 나누었다.

 

그림 1> 인천시 문화지표 체계의 흐름도 

향수 및 소비 문화산업

⇧ ⇧ ⇧
인천의 문화 활동

⇪ ⇪ ⇪
인천시 문화환경 + 인천의 문화자원

⇪ ⇪
인 천 광 역 시   인 문 ․ 사 회 환 경

한편 인천시 문화지표는 인천광역시 산하 10개 군․구를 모두 포함하여 기초자

치단체의 문화지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내려갔을 때 의미 있는 변별력을 많이 갖고 있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

면 광역시로서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면 하나의 도시로서 의미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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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므로 기초자치단체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

문이다. 

또 2004년 인천광역시 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조사가 가능한 차원에서 서울특

별시와 5개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를 포함하여 조사함으로써 인천

광역시의 객관적인 문화적 위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다른 

도시의 문화지표와 큰 차이점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의의를 갖는

다. 인천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광역 도시와 비교되어 분석될 수 있음으로써 앞

으로 지표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천의 문화적 여건이 어떻게 

개선되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의 문화지표는 기본적으로 계량화된 지표항목을 유지하면서도 분석과정을 

통해 인천의 문화적 현실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분석도 시도하였다. 통계수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숫자 간의 관계,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분석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인천의 문화지표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 기준에 충실하여 논

란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예컨대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문화시설은 기존 법령의 

조건에 맞는 것을 지표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일

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 기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짐

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기준 연도

도 2003년을 통계수치의 기준 연도로 삼았다. 지표 조사가 시행되는 2004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기에는 완성된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에 불가능하고 또 2003

년에 발표된 통계수치는 실제 2002년에 조사된 결과이므로 시차를 감안하고 지

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2004년 시행된 지표 조사에서는 공공문화 분야에 대해 우선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민간 영역은 조사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일부 영역에

서는 민간 시설도 조사하였지만 대체로 민간영역을 주된 조사영역으로 포함하지

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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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비  고

사회
환경

인문사회 환경

면적 ․ 인구

일반현황

공공서비스 ․ 재정

경제현황 ․ 산업구조

도로 ․ 교통

주거현황

교육시설현황

문화
환경

문화시설

공연시설

문화공급

전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문화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지원체계

문화행정 

문화재정

문예진흥기금지원액

민간지원

문화
자원

인적 자원
전문인력

배후인력

문화유산
문화재

지역소장 문화자료

문화
활동

문화시설
프로그램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문화
행사

전체 문화예술행사 

지자체주관행사

국공립단체주관행사

지역축제

문화강좌 문화강좌

표 1> 인천시 문화지표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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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비  고

향수
및 
수요

여가 ․ 문화활동
여가활동 실태

문화수요

문화활동 실태

지역문화활동

문화시설 이용

체육시설 이용

지역축제평가

문화정책 문화정책 수요

문화
산업

출판산업 출판

문화시장

영상산업

방송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음반산업 음반 

게임산업 게임

기타 문화예술기획

3.3 지표 항목의 사례와 조사 결과

지표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부 지표 항목을 한 영역을 뽑아 

사례로 제시해 본다. 여기에서는 문화환경 영역 가운데에서 관심영역인 문화시

설 중 세부 관심 영역으로 전시시설과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들어 본다. 

○ 총 전시시설 수 : 총 전시시설 수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를 조사하였다.

○ 박물관 수(운영주체별) : 전시시설 중 박물관에 대해서는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의 분류와 같이 운영주체를 국립․공립․사립․대학 등으로 분류하여 

그 수를 조사하였다. 박물관의 설립․운영주체의 구분은 정부,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업, 개인, 국

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 등으로 세분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지표체계에서는 운영주체가 개인과 기타인 경우는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

도록 한다. 또한, 박물관을 시설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 박물관으로, 소장

품의 종류가 1종류인지 2종류 이상인지에 따라 전문박물관과 종합박물관

으로, 소장품의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고 있으나 이

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며, 향후 인천광역시 관내에 박물관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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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전시면적 : 전시시설의 유형에 따라 전시면적을 산출하도록 하며, 전시시설

별로 전시면적은 야외전시장이 아닌 전시실의 면적으로 산출하였다. 

○ 소장품 수 : 소장품 수는 크게 등록 자료와 소장 자료로 나누어 조사하였

다. 등록 자료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으로 등록된 자료를 말

하고, 소장 자료는 영구 소장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들을 말한다. 

○ 전시시설 1개소당 인구 : 전시시설 1개소당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

록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인구÷전시시설 수>로 산출한다.

○ 학예․전문직원 1명당 인구 : 학예직은 자격증을 소지한 학예연구사 또는 학

예연구관으로, 전문직원은 교육전문가(educator)에 한정하도록 하며, <주민

등록인구÷학예․전문직원 수>로 산출한다.

○ 연간 관람객 수 : 관람객 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여 그 설립 및 운

영주체에 따라 나누어 산출하였다.

○ 공공도서관 수(유형별) : 공공도서관 수는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 교육청, 사립으로 구분하여 그 수를 집계하였다. 

○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인구 :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인구는 <주민등록인구÷공

공도서관 수>로 산출하였다.

○ 인구 1천인당 공공도서관 좌석 수 : 공공도서관 좌석 수는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각 광역시별 또는 각 시설별 비교가 용

이하도록 인구 1천인 당 좌석 수를 산출하였다. 산식은 <공공도서관 좌석 

수÷주민등록인구/1,000>이다. 

○ 공공도서관 사서 1인당 인구 :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수는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함께 합리적․전문적 운영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서직원의 수와 함께 사서직 1인당 인구를 지표로 

삼았으며, 산식은 <주민등록인구÷사서직원 수>이다.

○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 장서 수는 이동문고를 포함하는 단행본

이고,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공공도서관 장서 수÷주민등록인

구>로 산출하였다.

○ 연간 도서 대출 건수 : 연간 도서 대출 건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을 가

늠할 수 있게 하는 지표이며 연간 총 대출 건수로 집계하였다.

○ 도서관별 이용자 수 : 도서관별 이용자 수는 도서 대출 건수와 함께 공공

도서관의 이용률에 대한 지표이며, 열람 또는 대출 등의 목적으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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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도서관 이용자 총 수로 집계하였다. 

○ 이용자 1인당 도서대출 건수(연간) : 이용자 1인당 도서 대출 건수를 지표

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공도서관이 실제로 지역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수와 도서대출 건수는 앞의 지표

와 같이 연간으로 집계하고, 이용자 1인당 도서대출 건수는 <도서 대출 건

수÷주민등록인구>로 산출하였다.

○ 자료구입 예산 비율 : 자료구입 예산 비율은 공공도서관 전체 예산 중 단

행본, 정기간행물과 같은 자료구입비의 비율을 말하며, <전체운영예산÷자

료구입예산×100>으로 산출하였다.

○ 정보검색 예산 비율 : 정보검색 예산은 공공도서관의 각종 웹 검색, 원문 

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용 설비와 서비스를 위해 책정되는 예산을 말하

며, 산식은 <전체운영예산÷정보검색예산×100>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

내의 공공도서관의 예산은 정보검색 관련 예산이 기타 설비 및 경상비 등

과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다. 

미술관 총 전시시설 수

울 73 23 96

부  산 6 3 9

인  천 3 3 6

대  구 6 6

광  주 6 3 9

대  전 13 2 15

울  산 1 1

표 2> 전시시설 수(광역시간 비교)
( : 개소)

  : 문화관광부, 『박물관 미술관 현황』(2002.12.31.).



지역 문화지표의 개발 현황과 과제

- 145 -

0

20

40

60

80

100

120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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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1,000,000

1,200,000

전시시설 수

전시시설 1개소 당 인구

그림 2> 전시시설 1개소당 인구 
(단위 : 명)

전시시설 수 인구 수 1개소 당 인구

96 10,280,523 107,089

부산 9 3,747,369 416,374

인천 6 2,596,102 432,684

대구 6 2,540,647 423,441

광주 9 1,401,525 155,725

대전 15 1,424,844 94,990

울산 1 1,070,277 1,070,277

평균(광역시) 432,249

<표 3> 전시시설 1개소당 인구
(단위 : 명)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서  울 11 2 36 24 73

부  산 0 2 0 7 9

인  천 0 1 1 1 3

대  구 1 0 2 3 6

광  주 1 2 0 3 6

대  전 1 2 4 6 13

울  산 0 0 0 1 1

<표 4> 박물관 수(설립․운영주체별)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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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사립 대학

동구

남구 1

연수구 1

남동구 1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표 5> 박물관 수(설립․운영주체별) 
(단위 : 개소)

시 설 명 전시면적

인천시립박물관 800

가천박물관 264

인하대박물관 353

전원미술관 565

더리미미술관 83

송암미술관 2,529

<표 6> 전시면적
(단위 : )

   : 문화관광부, 『박물관 미술관 현황』(2002.12.31.).

등록자료 소장자료 총 소장품 수

서울 26,717 1,622,575 1,649,292

부산 1,176 70,130 71,306

인천 1,061 30,623 31,684

대구 11,899 29,809 41,708

광주 28,956 79,359 108,315

대전 16,089 364,867 380,956

울산 - - 0

평균(광역시) 9,864 95,798.00 105,661.50

<표 7> 소장품 수(박물관)
(단위 : 점)

   자료 : 문화관광부, 『박물관 미술관 현황』(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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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총 소장품 수

200 4,669 4,869

가천박물관 415 18,000 18,415

인하대박물관 0 1,204 1,204

전원미술관 107 150 257

더리미미술관 190 600 790

송암미술관 149 6,000 6,149

평균(광역시) 176.83 5,103.83 5,281

표 8> 소장품 수(시설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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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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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학예전문직원수

학예전문직원수 1명당 인구

<그림 3> 학예․전문직원 1명당 인구
(단위 : 명)

학예․전문직원 수 인구 수 학예․전문직원 수 1명당 인구

서울 261 10,280,523 39,389

부산 44 3,747,369 85,168

인천 9 2,596,102 288,456

대구 20 2,540,647 127,032

광주 8 1,401,525 175,191

대전 30 1,424,844 47,495

울산 0 1,070,277

평균(광역시) 144,668

<표 9> 학예․전문직원 1명당 인구(광역시간 비교) 
(단위 : 명)

    : 문화관광부, 『박물관 미술관 현황』(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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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학예․전문직원 수 

6

가천박물관 2

인하대박물관 1

전원미술관 0

더리미미술관 0

송암미술관 0

표 10> 학예․전문직원 수(시설별)
(단위 : 명)

연간 관람객 수 1관 당 관람객 수

서울 13,423,525 139,828

부산 796,341 88,482

인천 161,914 26,986

대구 469,835 78,306

광주 416,856 46,317

대전 1,490,496 99,366

평균(광역시) 667,088 79,881

<표 11> 전시시설 연간 관람객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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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그림 4> 전시시설 1관당 연간 관람객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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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사립 대학 소계

7,359,685 19,347 5,014,679 205,247 12,598,958
부산 - 391,652 - 11,700 403,352
인천 - 127,691 7,523 400 135,614
대구 469,035 - 600 200 469,835
광주 416,856 - - - 416,856
대전 878,544 205,799 242,628 35,775 1,362,746
계 352,887 145,028 50,150 9,615 557,680

표 12> 연간 관람객 수(박물관)
(단위 : 명)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서  울 - - 824,567 - 824,567
부  산 - 359,043 300 33,646 392,989
인  천 - - 26,300 - 26,300
대  구 - - - - 0
광  주 - - - - 0
대  전 - 127,750 - - 127,750
계 - 486,793 851,167 33,646 1,371,606

<표 13> 연간 관람객 수(미술관) (단위 : 명)

관람객 수

인천시립박물관 127,691
가천박물관 7,523
인하대박물관 400
전원미술관 2,300
더리미미술관 6,000
송암미술관 18,000

평균 26,986

<표 14> 연간 관람객 수(시설별) (단위 : 명)

관계상 지표 조사의 실제 결과는 전시시설에 국한하여 제시하였다. 지표 

항목의 사례는 전시시설과 도서관을 사례로 들었으나 해당 항목의 조사 결과는 

전시시설만 예로 들었다. 문화지표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지표들이 조사되어 나

온 결과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전시시설만 보면 지표에 따라 해당 영역의 실태가 비교되어 드러나게 된

다. 다른 도시와의 비교, 인천 안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비교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영역 가운데에서도 어떤 요소

를 지표로 드러내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컨대 관람객 수나 시설 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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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조사될 수 있지만 전시 면적 수나 소장품 수, 전문인력 직원 수 

등을 통해 시설의 숫자도 숫자지만 그것의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 항목을 개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물론 이런 항목

은 조사하는 주체의 정책적 의지나 조사 기관의 정책적 방향, 혹은 문화를 바라

보는 관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 내

에서 세부 지표 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지역 내외의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때 지표 항목을 설정하더라도 조사 가능한 항목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한 영역이라

면 지표 항목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시시설 영역에서 박물관

이나 미술관의 유물 구입 예산을 조사하는 것이 애초에는 지표 항목으로 설정되

어 있었으나 실제 조사하면서 그것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실정에 따라 사정이 

모두 달라 객관적인 지표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영역에 속할 수 있는 것 역시 지표 항목

에서 제외하였다. 소장품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 했으나 그것

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고 지표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 그 사례이다.

3.4 종합적 결과 및 활용 - 가중치의 부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첫 문화지표 조사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제언을 위해 지역 내 문화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문화지

표의 영역과 관심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조사를 하였다. 전문가들에 대

한 조사는 모집단 자체의 전문성을 고려하므로 집단의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견해가 어떻게 유사하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04년 조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한 정도로 모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중치에 대한 부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조사는 앞으로 인천광역시가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므로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영역별로 중요하다는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전문가나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영역을 상대적

으로 중요시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영역은 지표 영역을 그대로 적용하되 인문

사회환경만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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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문가들은 문화환경과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수 및 수요, 문화

산업 중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문화활동을 꼽았다. 문화활

동에 뒤이어 문화향수 및 수요, 문화환경을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문화자원과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중요도를 적게 인정하였다. 특히 문

화산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 아직 문화산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환경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수 및 수요 문화산업 계

배점 23 19 25 23 10 100

표 15> 영역간 가중치 평가 결과

그 다음으로 영역 내부에서 관심영역 간 가중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각 영역 

간 중요도와 함께 영역 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심 영역의 중요도를 병행하여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영역 관심영역 배점

문화환경

문화시설 28
체육시설 21
청소년시설 19
문화지원체계 32

계 100

문화자원
인적 자원 59
문화 유산 41

계 100

문화활동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39
문화 행사 30.5
문화 강좌 30.5

계 100

문화향수 및 수요

여가․ 문화활동 33

지역문화활동 31

문화정책 36

계 100

문화산업

출판산업 30

영상산업 30

음반산업 19

게임산업 21

계 100

<표 16> 관심영역의 가중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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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볼 때 인천광역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영역은 문화활동이

며 그 중에서도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결국 현재 인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

제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문화강좌를 기획하는 일이 중요하

다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수 및 수요를 중요시 여기되 특히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시정에 반영해야 함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인천시민

들은 정책 수요도에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 및 유치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으므

로 이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문화환경 분야에서 문화지원체계이다. 문화재정과 문화행정의 확충

을 전문가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의 보급은 그 다음 순위로 꼽

았다. 문화자원 중에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출판과 영상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 지표 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가중치 응답 결과를 보면 향후 인천시가 

문화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품격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강좌를 기획,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문화지표 조사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분석 결과의 한 사례를 제시하

도록 하겠다. 예컨대 문화시설 영역의 조사 결과를 놓고 보자. 

2004년 조사에서 시설은 크게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천의 체육시설과 청소년 시설은 광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과 규모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문화시설은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공

공체육시설 수․면적, 청소년시설 수를 보면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인천의 문화 기반시설은 전반적으로 시설 수, 

규모, 운영 등에서 유사한 도시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기반시설 가운데에서도 문화복지시설이나 문화전수시설은 다른 도시에 비

해 많이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문화복

지시설은 시설 수는 다소 뒤떨어지지만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 수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므로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3대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장, 전시장(박물관과 미술

관), 도서관의 시설수가 많이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기본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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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문화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수가 광역시 평균치를 훨

씬 밑돌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류 인천 광역시평균 광역시 평균과 차이

1개소당 인구 199,700명 116,370명 83,330명

전시장 1개소당 인구 432,684명 432,249명 435명

도서관 1개소당 인구 236,009명 184,104명 51,905명

평생교육시설수 59개 147개 88개

표 17> 인천의 문화시설 현황 

이렇게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민들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

민 스스로 문화를 체험하고 2세 문화교육을 위한 시설이 취약해서 인천의 지역 

문화가 구조적으로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앞

으로 3대 문화시설의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육 시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2004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영역별 인천의 문화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게 되었다. 예컨대 시설 면에서는 종합공연장, 도서관 등이 광역시 평균보다 떨

어진다거나 문화행사나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문화콘텐츠가 취약하다거나 하는 

결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콘텐츠의 취약도 지표상으로 분석해 보면 그것이 단순

히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이외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

거들도 명확해진다. 기획력 있는 전문가나 문화예술인의 부족이나 시민들에 대

한 문화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지표상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과제를 

개발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문화지표를 통해 그런 정책 우

선순위의 배정이나 정책 과제의 도출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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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08 지표조사

2008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한 문화지표 조사는 기본적으로는 2004년의 지

표조사의 골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지표 항목이나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2004년에 비해 2008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

으며 지표 체계를 설정하고 분석할 때 되도록 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과 평

가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문화를 구성하는 각 영역

별로 지표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그에 의

거해서 지표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면서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인천의 문화 

시설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설 현황지도를 작성했다는 것, 문화산업 영역을 산업

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독립된 영역으로 두지 않고 문화활동 

영역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 차이이다. 2008년 지표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인

문사회 환경은 제외한 것이다.

표 18> 2008년 인천지표체계

영 역 관심 영역 평가 항목

문화환경

문화시설
충분성

활용도

문화행정 충분성

문화예술지원 충분성 및 다양성

문화자원
문화예술인력

충분성

잠재성

문화유산 활용도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 충분성 및 다양성

문화산업활동 충분성

문화수요

여가문화활동
충분성

다양성

문화시설이용
이용도

만족도

문화행사참여
관람 및 참여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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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 리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문화지표를 만드는 것은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표를 통해 문화 각 영역의 객관적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함으

로써 정책의 우선순위, 재정 투여의 시급성, 정책의 집중과 선택 등에 대한 합리

적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지표 조사의 영역과 항목을 만드는 것은 지표를 만드는 주체의 의

지와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 주체가 국가일 때, 혹은 광역자

치단체일 때, 기초자치단체일 때에 따라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이나 영역은 바뀔 

수 있다. 요컨대 모든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지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주체가 어떤 문화적 가치를 지

향하느냐에 따라 지표 항목의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항목의 구성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것 역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지표 항목과 구성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유연성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지표는 계량화된 것이므로 조사가 가능한 항목을 기준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관적 영역이나 정성적 영역을 무리하게 지표 체계 안으

로 수용하려면 어려움이 따르므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한 항목 위주로 구성해

야 한다. 아울러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한 산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표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지표에 대한 산식이 간명해야 지표를 활용하는 사람

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지표는 객관성이 핵심이므로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기준이 자의적으

로 변경되면 지표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용 시점이나 조사 범주

가 객관성을 갖도록 일관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지표는 2012년

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영역과 항목 내에서 어떤 것은 민간과 공공을 포함했다가 어떤 것은 민간만 포

함하도록 하면 잘못된 지표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다섯째, 지표 조사는 항상 비교되는 상대적 기준이 있어야 의미를 갖는다. 유

사한 자치단체나 항목들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야 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주체 내부로만 영역을 한정해 

버리면 지표 조사는 의미를 갖기 어렵다. 동일한 기준을 갖고 상대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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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지표 조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화지표 

조사를 한다는 말에는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지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동반되어야 함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1회성으로 조사하면 당시에만 활

용되고 지표는 더 이상 활용되기 어렵게 된다. 4년 혹은 5년 등 조사 기관의 실

정에 맞는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후 문화 영역의 정책 합리성을 제고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표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지므로 향후 해당 지역의 문화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

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화지표를 만드는 것은 이처럼 정책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지표는 계량화된 수치 이상은 아니다. 따라서 문화지

표가 갖는 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도 명확하다. 즉 계량화된 결과가 항상 모든 

것의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특히 문화 분야는 더 그렇다. 

베스트셀러가 항상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없고, 관객이 많이 드는 영화나 공연 

작품이 예술성이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판매량이나 관

람객 수가 평가의 유일한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화지표는 계량화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더 중

요한 것은 지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량화된 수치 밑에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일이다.

다른 한편 주민들에 대한 문화 수요 조사는 계량적인 지표 항목을 보완하는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 지표가 현재의 상태를 보여준

다면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 조사는 미래의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문화 수요 조사를 위해 설문 항목을 해당 조사 기관이

나 자치단체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많은 토론과 샘플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정책적 방향과 조응될 수 있는 조

사와 설문 항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지표는 변화하는 문화적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문화지표가 능사는 아니다. 조사 당시에 필요한 영역을 지표로 항

목화하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이때 이를 어떻게 지표 항목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최근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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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인 공공성이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는가, 문화 복지가 얼마나 

잘 실현되어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항목의 개발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문화시설의 공공성

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중교통 연결 편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지표 항

목이 될 수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 편리성을 문화 공공성의 지표로 삼을 

경우에는 그런 지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 요금이나 평균 입장료 또한 

그런 공공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고액의 입장료나 이용료가 문화적 

공공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지표의 개발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의미 있게 대응하는 문화지표 체계를 개발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문화도시, 문화사회로 가는 합리적 

방향일 수 있으며 문화지표는 그 과정에서 유용한 길잡이 구실을 할 수 있는 것

이다. 제주에서 시도되고 있는 문화지표가 훌륭한 성과를 담아 인천에서도 좋은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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