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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화예술 재정의 지출이 문화예술 향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수반되고, 일반적으

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정책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재정의 투

입을 늘릴수록 정책 효과는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산의 크기는 어떤 정책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다름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전 세

계적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

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에따라 관련 예산도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타 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목격된다. 그런데 문화

예술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문화예술의 향수 측면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고 있다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이와같은 문제제기 하에서 문화예술 관련 재정과 문화예술

향수 간에 인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6개 시·도의

지역별 문화예술 관련 예산과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대표적 문

화예술 향수 지표인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을 사용하여 다

중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 향수 수준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향수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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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에 재정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문화예술 정책의 특성, 특히 문화예술 향수라는 것이 예산의 투입

과 직결되는 공급적 측면의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한 후 여러

단계의 메커니즘을 거쳐 도달하는 수요 측면의 최종 귀결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예상해봄직한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정책의 수요 측면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국가수준에서가 아닌 지

역 수준에서 문화예술 예산과 향수 정책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 했다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특히 문화예술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예산의 확보와 재정의 지출이 정책과정의 중심이 되어서

는 안되고 심도있는 정책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유의미한 정책수

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문화예술 정책, 지역 문화예술 재정, 문화예술 향수,

예산지원 효과, 문화향수실태조사

학 번 : 2011-2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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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예술 재정이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향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향유하는 최상의 권리이다. 문화예

술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인간 삶에 불가결한 요소였으나, 자유가

억압받던 봉건 시대를 거치며 한때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

였다. 그러나 오늘 날 산업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민주주의의

발달로 사회 내 자유와 평등이 중요시되면서 문화예술은 어느 한 계

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다름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

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5일제의 시행으로 국민

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는 문화예술 창작의 지원, 문화예술 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시설 및 기반의 확충, 문화예술 향수의 제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고, 역량있는 문화

예술인을 양성하여서 충분한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여 질 높은 문화

예술을 생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의 향수를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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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공급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도

창출할 수 없고 그것이 소비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과거 공급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향유 환경 조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어떠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집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의 소

요가 뒷받침 된다. 일반적으로 재정의 투입을 늘리면 정책 효과도 증

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재

정의 투입은 보다 다양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정책의 규모

나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결과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중요도 및 정책 추진 의지

를 해당 분야의 예산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예산의 규모나

증감여부를 국가간, 혹은 지역간 비교하여 살펴보기도 한다.

문화예술 예산에 관하여, OECD 국가를 비롯한 타국가와의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많이 있어왔다. 주로 국가 단위의 예산이 비교대상이

되었는데 2000～2009년 OECD 28개 회원국의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

산의 비율이 평균 1.84%이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프랑

스의 경우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2.29%에 달한다. 한국

의 경우 1990년대에는 1% 미만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015

년 기준 1.5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만한 현상은 문화예술 예산에 있어서 지방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문화예

산의 비율은 34:66으로 과거에 비해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규모가 대

폭 증가하였다. 물론 아직까지도 지방 문화예산 중 국고보조금의 비

율이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정부가 재정 자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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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면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많은 문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의 흐름에 따라

국가 단위가 아니라 한 지역이 그 자체로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

는 시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것은

물론 문화예술적 자원은 단지 경제적인 지역 발전 뿐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미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문화

도시’를 표방하며 국내외에 지역 문화를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DiMaggio(1993)는 한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문화

적 발전이 지방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Fabricant(1952)의 연구를 비롯하여 정책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예산과 정책의 관

련성을 복지나 교육 예산을 사례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도시’를 내세우는 지역마다

문화예술 행사를 앞다투어 개최하고 규모있는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문화예술 행사나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

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예술 정책사업을 결정·평가할 때도 투입

예산을 기준으로 중요도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에 재정

지출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물음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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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로서는 문화예술 재정의 효과에 관하여 국가

단위의 수준에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국가 단위의 연

구는 국가마다 정책기조, 사회적 분위기, 기초 인프라 구축여부, 정부

수준간의 역할 차이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효과를 단

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반면, 한국 내 지역간에는 비교적 유사

한 정책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재정 지출의 효과를 도출해 보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재정지출의 효과를 실

증분석 하는 것은 단지 효과의 유의미성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

다. 문화예술의 향수 측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은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 없이 단순히 문화시설 설립

지원과 특정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공급 측면의 지원이나 복지차원

의 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투입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향수의 증진으로까지 이

어지기 어렵고 그렇다면 보다 적절한 정책수단과 메커니즘을 강구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재정 지출이 문화예술 향수 증진과 어떠한 관

련성을 띠고 있는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문화예술의 재

정 지출이 정책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 앞으로의

적절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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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문화예술 향수의 대표적 지표들과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포함, 세종시 제외)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문화예술 향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서 2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지역별 데이터를

사용한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이상

성인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하며(2014년 조사 기준), 문화예술 관람

및 문화예술 교육활동, 그밖에 문화예술 관련활동 분석을 통한 국민

의 문화향유 실태 파악을 내용으로 한다. 본 조사는 1991년부터 실

시·작성되어 왔으나 초기의 조사는 제주도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

고 표본수도 작아서 대표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사항목의 변경 및 원자료(raw data) 수집의 어려움 등의 문제

로 2008년부터 2010년, 2012년, 2014년 4개 년도의 조사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세종시는 2014년에 처음 포함되었으므로 제외하고 16개

시·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조사항목으로는 문화재 부문 및 매체이

용과 지역축제관련, 그리고 재정의 소요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문화

관련 활동(자원봉사 및 동호회 활동)은 제외하고 예술행사 관람, 예술

행사 직접 참여활동, 문화예술 교육 경험,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만족도 및 향후 의사에 관한 자료 제외)를 분석하

기로 한다.

문화예술 예산은 16개 시·도 지역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문화

예술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산은 그 기능별로 분

류할 때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

역의 문화예산 중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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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문화향수 실태조사」가 2개년마다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예

술 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예술 예산으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도의 2개년씩의 가중평균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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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문화예술의 예산 지원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기에 앞

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과연 필요하고 바람직한가에 논

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문화예술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

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다른 민간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입할 경우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

되고 있다.

1. 긍정적 관점

문화예술은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므로 비경합성(non-rivality)과 비배재성(non-exclusion)을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민간부분에서만 공급될 경우 과소공급의 우려

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초래한다. 이와같은

이유로 Netzer(1980), 윤용중과 소병희(1998), Heilbrun and Gray(2000)

는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여러가지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 benefits)를

유발한다. DiMaggio(1984)는 문화예술이 지니는 외부효과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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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예술은 생산 시 그 자체의 향유와 발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국가적 자긍심 고취, 관광객의 유치, 사회적 책임감의 증진, 후대를

위한 예술행위의 유지 및 보존, 도시 재개발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김석태 외, 2002).

Baumol and Bowen(1966)은 공연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서 공연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예술은 고도의

노동집약적 산물이기 때문에 기술진보에 대하여 매우 비탄력적이며

낮은 생산성을 가진다. 이는 지속적인 생산 비용 증가와 가격의 상승

을 가져옴으로써 그 결과 수요 감소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

적인 재정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Netzer(1978)에 의하면, 소득격차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예술 향유의 사회계층에 따른 불평등 및 지역적 문화예술시설의

편중현상은 또다른 불균형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삶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고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적 관점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서 Griffith(1995)

는 정부의 지원은 민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때 보다 비용이 몇 배

에 이름으로써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Haag(1979)는 바

람직한 문화예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

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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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조금의 효과성 여부만 문제되

는 것이 아니라, Frey and Pommerehne(1989)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갈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Grampp(1989)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은

부유한 계층이므로 문화예술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가난한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자들의 효용 증가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효율성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

였다.

Schuster(1994)는 런던에서 무료 연극 공연에 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무료 연극과 유료

연극을 관람한 학생을 살펴본 결과, 그 특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

혀냈었다. 즉 연극공연과 같은 문화예술을 향유 여부는 그들의 학업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지, 현재의 소득수준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곧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3. 소결

이처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재정 투입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수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일부 부정

적 요인이 수반되더라도 문화예술 향수 증대를 목표로 할 때 관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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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문화예술의 재정 투입이 문화예술 향수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무작정 예산 확보만을 요구할 것

이 아니라, 배분된 예산이 적절한 대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다

른 유의미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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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우선,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져왔는데 여기에는 김완숙(2008), 조윤희(2010), 이병량·박윤환

(2011)의 연구 등이 있다.

김완숙(2008)은 2000～2005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인구, 주민

1인당 총생산 및 지방세, 문화공간 수, 공무원 수 및 득표율, 전년도

문화예산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문화예산과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결

과, 인구, 1인당 지방세, 전년도 문화예산이 문화예산의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조윤희(2010)는 2009년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을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1인당 문화예산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

과, 문화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인구밀도는 부(-)의 영향을, 단체장소속정당과 공약비율은 (+)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인당 문화예산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에는 1인당자동차등록대수, 인구밀도, 보조금비율이 부(-)의 영향을,

문화기반수, 공약비율, 재정자주도 및 보조금비율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병량·박윤환(2011)은 2008～2010년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을 Pooled OLS와 고정효과모형(FGL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Pooled OLS의 결과, 인구비율과 여성인구비

율이 문화예산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고정효과모형 결과, 노인과

청년의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서울근접성, 대학수, 문화조례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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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기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문화예술 예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정치·행정적인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예술 향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문화예술 향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정철현

외(2007)는 공연예술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향수의 영향요인

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서울 지역 25개

구 중 3개 구를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

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중 유효한 258부를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 요인분석, 일변량분석(ANOVA)을 시도하였다.

측정변수는 크게 개인적 변수(인구통계학적 변수, 문화예술교육

변수)와 환경적 변수(부모에 의한 사회화 변수, 가족변수)로 구분하였

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소득과 학력을 , 문화예술교육변수로서 미

성년기와 성년기의 예술교육 정도 및 미성년기의 문화예술 관람정도

를 파악하였고, 부모에 의한 사회화 변수로서 부모의 학력 및 문화예

술 관람정도를, 가족변수로서는 미취학 자녀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였

다. 종속변수로는 문화예술 관람빈도와 관람욕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예술 행사 참여가 없고 관람욕구도

없는 경우 ‘무관심 집단’, 참여는 없으나 관람욕구는 있는 경우 ‘관심

집단’, 참여횟수가 참여자 평균 이하이면서 관람욕구 역시 평균 이하

인 경우 ‘시도 집단’, 참여횟수는 평균 이하이나 관람욕구가 평균 이

상일 경우 ‘긍정적평가 집단’, 참여횟수가 평균 이상이면서 관람욕구



- 13 -

가 평균 이하일 경우 ‘수용 집단’, 그리고 참여횟수와 관람욕구 모두

평균이상인 경우 ‘확신 집단’으로 세분화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학력 및 부모의 문화예술 관람정도와 성년기 예술

교육 정도가 문화예술 수용단계의 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문화예술 관람이 많을수

록, 성년기에 예술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문화예술 수용정도가 증가한

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마케팅 측면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였

는데, ‘시도 집단’의 경우 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작품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에서 얻고자 하는 편익으로는 즐거움 요인, 지적만족 요인, 사회적 요

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시도

집단에서는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 문화예술향수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학력 및 부모의 문화예술 관람과 성년기 예술

교육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문화예술 수용정도가 다른 각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문화

향수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에서는 주장하고 있

다. 예컨대, 관심 집단의 경우 참여 경험은 없으나 참여 욕구는 상대

적으로 강한 집단이므로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관심 집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임을 고려해볼 때, 문화 바우처

확대 실시와 같은 무료 및 가격 할인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

안하고 있다. 시도 집단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

가격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사랑티켓, 무료 및 제휴, 할인

프로그램, 문화접대비 제도 및 문화생활비 소득 공제와 같은 가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문화예술 수용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방식을 세

분화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정부의 지원이 작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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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단체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문화향수층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

을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용단계라는 이론적 분석틀에 관한 검증 기준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소병희(2010)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급자의 역량은 향상되었음에

반해 문화예술 수요자의 문화예술 향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문화예술 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

화향수실태 조사에 비추어 볼 때, 대중예술의 연평균 관람 횟수는 증

가한 반면 기초예술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소득격차에 따

라 저소득층의 관람횟수가 감소한 것은 현재의 문화예술 향수에 대한

지원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수

요와 공급 변화 요인으로서 정보통신분야와 과학기술의 발전 뿐만 아

니라 사회조직과 구조의 변화,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의 지방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중소 지방의 문화 종속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지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여타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로 지방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설 위주의 지원 방

식이 예산의 과투자나 활용도가 낮은 점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

문이며 지방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 부재하는 데서 야기함을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문화시설의 다양한 활용

과 전문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나 기업을 매개로 한

도농 간 연결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어릴적부터 지방문화시설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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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어 다양한 문화콘텐츠 소비 행태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야 한다고 하였다. 즉, 문화향수를 체험할 기회를 어느 지역에건 골고

루 늘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책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향후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향수 지원을 통한 인적 자본의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3. 문화예술 재정과 효과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문화예술 재정과 효과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로서, 양혜원

(201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주요 국가들의 문화재정제도 및 운용

현황을 파악·비교연구 하였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 중 인

구수, 경제규모, 1인당 소득수준, 역사적 전통 등에 있어 한국과 유사

하거나 한국의 문화재정정책의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 –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6개국을 대상

으로 각국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특수성을 개괄하였으며,

문화행정체계와 문화재정규모, 비율, 구성, 중점편성분야, 변동추이 등

을 파악하였다.

주요국가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을 비교한 결과, 먼저 문화예산비

율(10년치 평균, 2010년) 순위는 스페인(2.31%, 2.27%), 이탈리아

(1.95%, 1.92%), 프랑스(1.86%, 2.29%), 대만(1.32%, 1.55%), 한국

(1.32%, 1.39%), 영국(1.21%, 1.0%), 일본(0.14%, 0.15%) 순으로 한국

은 7개국 중 5위에 해당하였다. 문화예산의 절대적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이 35억 달러로 7개국 평균의 약 1/2, 프랑스의 약 1/4 수준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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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국의 인구규모를 고려한 1인당 문화예산

규모 역시 7개국 평균의 절반, 프랑스의 약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중앙정부 문화예산은 정부지출 대비 비율

에 있어서도 7개국 중 5위, 절대적 규모에 있어서도 5위로 나타나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문화예산 항목별 비중에

있어서는 한국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부문에, 영국은 문화산업부

문에, 프랑스는 문화예술·산업 및 문화재에, 일본은 문화예술과 문화

재에, 대만은 문화예술과 관광부문에, 스페인은 문화재와 관광부문에,

이탈리아는 문화예술·산업, 문화재, 관광부문에 지출의 우선순위가 있

었다.

지방정부 문화예산의 비교에 있어서는 우선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의 상대적 규모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규모가 중앙정부보다 더 큰 지방분권

형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규모가 더

큰 중앙집권형 체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전형적인 중앙집권형 체계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앙정부 문화예산 대(對) 지방정부 문화예산의 비율이 34:66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분권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성항

목별로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부문에 지출 우

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연구 결과, 한국의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이 중하위

권 수준으로 나타나며, 절대적 예산규모역시 7개국 평균값의 약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해당하므로, 좀더

문화예산의 규모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부지출 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복권기금 등을 통한 추가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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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확충할 경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박물과 등 대규모 문화전시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등에 재정

투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가 취

약함을 볼 때, 문화 분권화는 재정적 자립에서부터 싹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방정부 문화예산에서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양혜원(2011)의 연구는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재정의 규모, 비

율, 구성, 경향성 등을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문화

예산의 범주 및 분류체계가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재정의 파악·비교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구체적인 사업의 특성이나 차이를 파악하지는 못

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층

위(level)를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다.

4.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측정한 것으로는 김석태 외(200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2002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하여 발표한 국민문화지수는 지

역별 문화환경 및 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단일수치로 보여주는 것

으로 기본적으로 4개 영역(문화유산, 문학·예술, 대중문화,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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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여가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석태 외(2002)의 연구에서는 이

중 문화유산 영역과 대중문화 영역은 제외하고 문학·예술 영역 및 사

회문화적활동·여가활동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세

부내용은 <표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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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002 지수체계 비고

문학·예술

지수1 지수2

항목다름

/ 항목별

중요도다름

문학인 수/인구

출판사 수/인구

연간 도서관 이용률

연간공연예술행사관람률

조형예술인 수/인구

연간조형예술전시회관람률

출판사 수/인구

연간 도서관 이용률

연간 공연예술행사 관람률

연간조형예술전시회관람률

공연시설 수/인구

전시시설 수/인구

사회문화적

활동·여가

활동

지수1 지수2

항목은

동일 /

항목별

중요도다름

예능계 시설학원 수/인구

연간 문화교육 참여율

연간자원봉사활동참여율

월간 여가시간

월간 문화활동 시간

월간 여가비 지출액

월간 문화비 지출액

예능계 시설학원 수/인구

연간 문화교육 참여율

연간자원봉사활동참여율

월간 여가시간

월간 문화활동 시간

월간 여가비 지출액

월간 문화비 지출액

문화유산

지정 유형문화재 수

지정 무형문화재 수

연간 박물관 관람률

지수1,2로

구분되지

않음
대중문화

지수

영화관 좌석 수/인구

6개월간 영화 관람률

월간 비디오테이프 대여율

연간 대중음악 음반 구입률

월간 만화책 독서율

월간 PC/인터넷게임 이용률

<표 2-1> 2002년 문화지수 체계

※ 자료출처 : 김석태 외(2002).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이 지방문화지수

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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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 지수 1, 지수 2와 사회문화적활동·여가활동 지수 1,

지수 2, 그리고 문화총예산을 예산1, 지자체 문화예산 중 종교, 문화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 예술, 관광, 문화재 예산을 합한 예산을

예산 2로 구분한 후, 각각의 예산이 각각의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과 도 지역 간에 문화수준

의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더미변수(대도시 1, 도 지역 0)를 각 모

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학·예술 지수 2가 지수 1보다 전체적인 설명력이

높으며, 회귀계수가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 예산의

증가가 문학·예술 지수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더미변수와 관련하여

서는 문학·예술 지수 2를 사용한 분석에서 예산 1, 2 모두 지역간 차

이를 보였으며, 시의 경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문화적활동·여가활동 지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력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연구는 문화·예술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

예산이 문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으나, 문화지수가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적합한 지표인지

에 관한 지표 적합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상기 연구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2002년 한 년도의 16개 시·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라는 점에

서 통계적인 한계를 가진다.

윤용중 외(2002)는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정부 지원이 문화예술

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

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첫째, 문화예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학, 미술, 공연예술(음악, 연

극, 무용), 전통예술 및 예술 일반과 이를 포괄하는 예술진흥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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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기반 조성, 문화복지, 국제 문화

교류, 문화산업(영상)에 대한 지원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2차적

파급효과인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지출과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문학, 미술,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의 대

부분의 분야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같은 예술진흥 이외에 문화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유의한 수준의

지원효과가 나타났는데,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예산보다 오히려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산업(영상)에 대한 지원은 효과적이나, 특히 국제문화

교류분야에 대한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문예진흥기금이 문화예술의

소비지출에 대하여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장에 대

한 파급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

하였다. 그러나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통해 분석하면 문예진흥

기금에 의한 지원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윤용중 외(2002)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발전 지표에 대

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정부지원 효과를 분석하려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종속변수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질적 특성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으며 설명변수들끼리 약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

지는 것이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김동욱(2011)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과연 효과

가 있는지에 관하여 계량화한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문화정책 및 문

화예산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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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또한 문화예술시장 중 미술전시회나 연극, 음악, 국악, 무용과

같은 공연예술의 산출물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문화예산과 비교·분

석해 봄으로써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치·경

제·사회적 환경 요인과 문화예산과 예술 산출물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한 후에, 정부의 예술지원이 정책적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하여도

실증 분석하였다.

해방이후 정권별 문화정책 및 문화예산은 당시의 정치·경제·사

회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문화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정책적 변화에 힘입어

문화예산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시대적

환경은 과거 정권들과 다르게 나타났는데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

영삼 정권부터 사회적 환경과 문화예산이 유사한 관계를 나타낸 것에

비해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환경은 문화예산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수의 중앙

및 지방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예술교육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수요자 중심

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간 고른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

으로 보았다.

예술 산출물 현황에 관하여는 연극, 서양음악, 국악, 무용, 미술

분야로 구분하여 공연 또는 전시 현황, 관람률 및 관람실태, 연도별

문화예산과 공연·전시 횟수 비교 추이, 연도별 공연·전시 횟수 증감

추이 등을 조사·정리하였다. 그 결과 변화의 추이는 정권별, 장르별

차이가 있으나, 모든 장르에서 20년 남짓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

룬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에 비해서 2009년 공연·전시 횟수에 있어

서, 미술은 5배, 연극은 7배, 국악은 8배, 서양음악은 9배, 무용의 경

우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산출물의 증대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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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김동욱(2011)은 문화정책이 모든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

되어진다는 가정하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기술적 환경요인을 문화

정책의 결정요인으로 하였다. 경제적 환경요인으로는 1인당 실질GDP

의 로그변환값, 사회적 환경요인으로는 대졸자 비율과 월별 근로시간,

정치적 환경요인으로는 집권당 더미변수, 기술적 환경요인으로는 전

체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문화예산을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산,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

예산과 문예진흥기금의 합계,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산과 문예진

흥기금 그리고 지방문화예산의 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주로 창작여건을 조성하거

나 또는 공연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옴으로써 예술가나

예술단체와 같은 공연생산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므로 공급함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장르별 공연예술 횟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 예산, 예술가 비율, 인프라

구축정도, 티켓가격 대리변수, 소득수준, 교육수준, 근로시간을 설명변

수로 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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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리변수

종속

변수
공연예술 횟수 인구 천 명당 각 장르별 횟수 비율

설명

변수

정부지원 예산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술예산 비율

GDP 대비 문예진흥기금 비율

GDP 대비 지방문화예산 비율

예술가
전체 예술전공 졸업자 대비 각 예술전공
졸업자 비율

인프라 인구 천명당 등록공연장 비율

티켓가격 대리변수 1인당 실질 GDP 대비 실질 영화가격 비율

소득수준 1인당 실질 GDP(2005년 기준)

교육수준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중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표 2-2>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분석의 변수들

※ 자료출처 : 김동욱(2011).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분석」.

국민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먼저 문화정책 결정요인의 분석 결과, 정치·경제·사회·디지털 환

경요인이 모두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제

적 환경요인과 디지털 환경요인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증가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욕구 증대와 동시에 담세

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이 기술수준과도 밀접한 관

련성을 가져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기본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요인의 경우 다양한 대체재적 여가상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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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정치

적 환경요인인 집권성향 더미변수와 문화예산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

이 나타나지 않았는 바, 이는 지방정부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

향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

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지원 효과분석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우리나라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회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창작환경의 조성이나 공

연장 건립 등 꾸준한 예술 지원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의 경우에는 지원효과가 나타나

지 않거나 그 효과가 예상과 달리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문화

예산의 경우 공연예술에 있어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가 짧거나

그 지원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예상하였다.

장르별로 정리를 해보면, 연극공연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과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예술 중

에서 유일하게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서양음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에 대한 지원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반대의 결과를 나

타내었다. 국악공연과 무용공연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전시회는 중앙정부 문화예산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 문화예산의 지원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 연구는 문화정책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화정책

의 집행에 수반되는 문화예산이 기초예술분야에 지원됨으로써 우리나

라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회의 산출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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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 효과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화정책 결정요인으로서 문화정책의 변화를 대신하여

문화예산을 대리변수로 보고 분석한 결과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정책

기조나 목표 및 정책방향 측면에 대해서는 측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예술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공연예술에 대한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설명변수로 각 공연예술을 설명함

으로써 발생하는 일부 다중공선성이나 자가회귀 문제를 극복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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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지출이 문

화예술의 향수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즉, 지역별로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와 전체예산 대비 비중을 파악하여 그것의 대소에 따라

문화예술 향수의 증감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3-1>과 같은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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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1인당 GNI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

지역별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및 등록

공연장 비율

도시지역 인구비율

지역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지역별

1인당 예산

문화예술

예산 비중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시설구축 수준

도시화 수준

여가 수준

예산 규모

예산 비중

독

립

변

수

통

제

변

수

문화

예술

향수

예술행사

관람 정도

예술행사

직접참여도

문화예술

교육경험

정도

문화예술

공간이용

정도

<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종속변수는 문화예술 향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예술행사

관람정도, 예술행사 직접참여 활동도, 문화예술 교육 경험 정도, 문화

예술활동 공간 이용 정도로 정의하였고, 독립변수는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으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독립변수 이외에 지역별 문화예

술 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문화예

술관련 시설 구축수준, 도시화 수준, 근로시간을 설정하여 이를 통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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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별 문화예술 향수 정도이다. 이를 측

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주기로 시

행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16개

시·도의 문화예술 향수를 계량화하고자 한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 활동 향유의

필요성 및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아 누리

는 정도를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문화향유

진흥을 도모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술행사 관람, 예술

행사 직접 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 경험,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문

화관련 활동, 역사 문화 유적지, 축제 관련 조사를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문화재 및 관광과 관련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 및 축제 관련

조사는 본 연구의 대상범위에서 벗어남으로 제외하고 자원봉사나 동

호회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관련 활동 역시 정부의 재정 소요

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자발적 의사에 의해

유발되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후 나머지 네가지 영역의

항목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관련 대표적 지표 네가

지 중에서도 만족도나 향후 의사를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를 제외하고

조사 현 시점에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만을 다음

과 같이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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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예술을 향유한다고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관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예술행사의 관람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술행사 관람률’을 첫 번째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예술행사’라 함은 문학행사, 미술전

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분

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의 분야별 향수의 정

도를 측정·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모든 장르를 합산한 전체

값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사 세부지표로서 ‘예술행사 관람횟수’가 있으나 관람횟수의 경

우 특정 소수가 여러번 관람한 경우에 높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얼마

나 많은 지역민이 문화예술 행사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예술행사 관람률’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은 타 재화나 서비스와는 달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한 방

법으로 관람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여 경험함으

로써 적극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다. 관람과 직접적 참여는 실제적으

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술행사 관람정도와

별도로 예술행사 직접 참여 활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술행사 직

접참여 경험률’을 두 번째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예술행사 참여 활동이란 “창작, 발

표활동을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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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교 정규 교과과정 및 입시를 목적으로 한 문화예술 참여활동

은 제외”하였다. 이 때 예술행사의 분류는 예술행사 관람률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의 분야별 향수의 정도를

측정·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이 변수 역시 모든 장르를 합산

한 전체값으로 살펴볼 것이다.

3)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정도 역시 문화예술 정책을 논할 때 중요

한 대표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 교육이란 현 시점에서 그것을 향유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 향유의 정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

육부문은 문화예술의 향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학교 정규 교과과

정이나 입시를 위한 교육을 제외한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 등을 통하

여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역시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뮤지컬, 연극, 영화, 대중음악/연예 분야로 나눌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르 구분없이 전체값으로 ‘문화예술 경험률’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관람 정도 지표와 같이, 유사 세부지표로서 교육 횟수도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이 유효

한 교육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실제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

민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횟수

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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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문화예술 재정을 투입하여 가장 가시적인 정책 산출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활동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고 운영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

술활동 관련 공간이 지역민에게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문화예술 향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활동 공간이라 함은, “각

시·도 내에 위치한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

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사

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를 의미한다. 또한 ‘이용’한다는 것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부터 각 시설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

여하는 것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사 세부지표로서 문화예술활동 공간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참석횟수’를 측정하고 있으나, 문화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만이 해당

문화예술 공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본 연구는

얼마나 여러 사람이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이용률’을 네 번째 종속변수로 선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문화예술 향수의 정도는 ① 예술

행사 관람률, ②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③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④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률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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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예술 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재정 지출이 문화예술 향수에 어

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값이나 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 예산의 독립적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예산과

다른 예산과의 비교를 통한 규모를 나타내는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예산은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16개 시·

도의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성

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

체 재원을 구분하지 않았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 연계

되어 있고 일반 문화예술 예산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기금 역시 일정분야의 운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우와 달

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였을 때, 대분류로서 문화및관광 예산 중 세분되어있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중에서는 문화예술 예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1인당 예산)

일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긍정적인 정

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크기나 효과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정책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였을 때 예산과 정책효과는 정(+)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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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경우 정책의 산출물이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

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의 투입효과를 특히 문화예술의 수요 측면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로서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나 절대적 규모는 지역 경제규모와 인구 수 등에 따라 지

역간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지역 인구대비로 변환하여 1인당 문화예

술 관련 예산을 측정하기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예산 규모는 16개 시·도의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기능별 세출 총괄표의 문화및관광 예산의 문화예술 분야만을 대상으

로 추출해 내었으며, 종속변수의 출처가 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

가 2년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2개년도 예산의 합을 해당 연도의 인구

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지역별 인구는 총조사 인구, 추계인구, 주민등록인구 등의 통계

자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를 나타낼 때 대

표지표로서 이용되는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2)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와 함께 문화예술 예산이 각 지역

의 전체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문화예술 예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전체예산 규모도

같이 증가할 경우 문화예술 예산이 반드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예산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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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가 해당 지역의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고

려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

으므로 필요하다.

종속변수인 문화예술 향수 관련 지표가 2년 단위의 값으로 존재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 역시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2개년도의 값을 가중평균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 외에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

화예술 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문화예술 관련 시설구축 수준, 도시화 수준, 여가수준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소득수준

과거 예술은 귀족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업혁명 거치며 경제적 능력을 갖춘 부르주아 계층이 생겨나고 이들

도 역시 예술의 소비 계층이 되면서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생겨났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오

늘날에는 문화예술 향유 또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여겨지게 되

었다. 이에따라 문화적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바우처 지급

등의 복지 정책이 문화예술 정책 분야의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은 의식주와 같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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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소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보다

소비가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소득수준이 문화예술 소비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공공부문에

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서비스가 아닌 한 문화예술을 소비하기 위해서

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이 문화예

술 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1인

당 GNI를 사용하기로 한다.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총생산

(GDP)과 총소득(GNI) 지표가 있다. 한 지역의 소득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1인당 GRDP를 많이 사용하나, 본 연구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지역 내의 총생산보다도 지역의 총소

득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인당 지역총소득을 기준

으로 분석하겠다.

2) 교육수준

과거 예술을 귀족층의 전유물로 여길 때 예술이란, 일반인들에

게는 배우지 않고서는 향유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산업사회에 접어

들고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대중문화가 형

성되었고 순수예술은 대중문화에 대비되어 일종의 고급문화로서 구별

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 교육을 받았는지

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예술이 학교 교육 과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학교나 사회 등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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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해당 지역의 교육수준은 각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전문대 이상 졸업한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3) 시설 구축 수준

종속변수로서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이기도 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시설 및 공간을 지역민이 얼마

나 많이 이용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활동 시설이

나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든 문화예술을 향

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수 및 근접성은

문화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

에 문화예술 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통제변수

로 선정하였다.

시설 구축 수준은 질적인 영역은 제외하고 양적 수준으로 판단

하기로 한다. 즉, 시설의 유형을 불문하고 해당 지역내의 문화예술 시

설의 개수로 시설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설 구축 수준은

지역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및 등록공연장 비율로 정의한다.

4) 도시화 수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 비도시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집단이 보다 잘 구축되어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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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유형을 제외하였을 때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향유

할 때 일정 공간을 필요로 하며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인간이 직

접 행위하는 예술로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는

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지역이 비도

시 지역보다 관련 시설을 더 많이 구비하고 있고 공연예술 집단 혹은

인력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 수준이 문화예술 향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되, 도시화 정도의 수준은 각 지

역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로

써 측정한다.

5) 여가수준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은 현대인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서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문화예술은 일반 상품과 달리 소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간 소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예

술의 소비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충분한 여

가수준이 문화예술 향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통

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다만, 여가수준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근로시간을 측정한 값

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근로시간은 지역별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값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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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종속변수

예술행사 관람 정도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직접 참여도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정도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정도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독립변수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

문화예술분야

1인당 예산 규모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

통제변수

소득 수준 지역별 1인당 GNI

교육 수준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중

시설 구축 수준
지역별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및 등록공연장 비율

도시화 수준
지역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인구비율

여가 수준
지역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표 3-1> 변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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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의 설정

제2절에서 문화예술 향수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예술행사 관

람정도, 예술행사 직접 참여 활동도, 문화예술 교육 경험 정도, 문화

예술활동 공간 이용 정도를 선정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규

모 및 비중을 독립변수로 들었으며 이들 각각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의 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크게

세가지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 부

(-)의 영향을 끼치는 경우, 그리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

향도 끼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실증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인 예산이

종속변수인 문화예술 향수 각각의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예술행사 관람 정도 관련 가설

1) 가설 1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예술행사 관람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예술행사 관람률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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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예술행사 관람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공연예술 및 미술

전시회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욱, 2011). 공연

및 전시회의 증가는 예술행사 관람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관람 의사

가 있는 개인이 보다 수월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예산 규모 혹은 예산 비중의 증가는 예술 관람 기회의 확대를

매개로 예술 관람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정책실패 등이 나타날 경우 예산의 투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관람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관측될 수 있다.

한편,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예술 예산이 향수 증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공

급측면에의 사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재정의 지출이 예술행

사의 관람률을 높이는 데 실효적인 영향을 줄 수 없고 그러할 경우

양자의 관계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2. 예술행사 직접 참여도 관련 가설

1) 가설 3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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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이 낮을 것이다.

2) 가설 4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술행사 직접 참여 활동이란 개인이 예술활동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 또는 전시 등의 주체로 활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문

화예술 관련 예산이 지역의 문화시설 운영 등에 적절하게 투입되었을

때 문화시설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다양화 및 활성화 될 수 있고 이

는 지역민들의 예술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 의사가 있었

던 개인이 보다 수월하게 경험할 수 있게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과 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날 것을 예

상해볼 수 있다. 반대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수와 시간이

한정된 것으로 볼 때, 문화예술 예산의 증가로 다른 문화예술 활동은

증가하였지만 대체재 관계에 있는 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의 관계가 목격될 수도 있다.

또한, 문화예술 예산이 예술행사의 직접 참여를 증진하는 데 미

미하게 사용될 경우, 양자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3. 문화예술 교육 경험정도 관련 가설

1) 가설 5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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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5-2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이 낮을 것이다.

2) 가설 6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 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 및 입

시를 위한 교육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학교나 입시학원이 아닌

문화예술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 교

육은 교육을 주최 주관하는 단체, 교육 장소로 사용될 시설 등의 공

간, 교육을 공급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등이 존재할 때 가능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소요가 수반된다. 따

라서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이 증가한다면 교육 운용을 위한 제반 비

용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도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조건이 일

정할 때 교육 환경이 조성되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

어 예산과 교육 경험률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교육 경험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목격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예술 교육에 사용되는 부분이

미미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예산의 증가가 교육 경

험률의 증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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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정도 관련 가설

1) 가설 7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7-2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클수록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이 낮을 것이다.

2) 가설 8 :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활동 공간이란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시도 내의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

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의 집, 대학

교부설 사회문화교실, 시설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를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충분한 예산이 이와같은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설립

에 투입된다면,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한 문화예술활동 공간은 기존

이용자들의 계속적 시설 이용과 기존 비이용자들의 이용 시도를 꾀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충분한 예산이 문화예술활동 공간

의 운영에 투입될 경우, 해당 문화예술 시설은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그 행사를 관람 또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민이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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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고 이용하게끔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예산의 증가가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의 규모 또는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문화

예술 공간의 이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실패가 발생할 경우,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의 건립 운영

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었음에도 공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거나 오

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가설 7-2와 가설8도 설정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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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논의

1) 기술통계분석

통계학은 일반적으로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과 추론

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으로 나눌 수 있다.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

하는 등 가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추론통계분석을 사용한다

면 그에 앞서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 준비단계로서 사

용하는 것이 기술통계분석이다. 기술통계분석을 함으로써 연구 자료

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종속

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특성 및 자료의 분포 등을 알아볼 것이

다.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수행

하고자 하며, 통계 프로그램은 SAS 9.3을 이용한다.

2) 상관관계분석

변수와 변수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를 밝혀내는 것은 사

회과학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첫째,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변화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둘째, 원인변수의 변화가 결과변수의 변화에 선행해야 하고, 셋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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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앞의 두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상

관관계 분석은 이처럼 변수간의 인과성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기초적인 방법이다.

변수의 속성에 따라 변수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

는데 범주형 변수간의 연관성 여부는 연관성분석을 통해, 범주형 변

수와 연속형 변수간의 연관성 여부는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연속형 변수간의 연관성 여부는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통계량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의 크기가 크더라

도 이는 변수간의 관계의 크기가 큰 것이지, 그것이 곧 원인변수의

변화가 결과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과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상관관계분

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

펴보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의 크기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SAS의 PROC CORR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3)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 존

재할 경우 사용하는 회귀분석으로, 제3의 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수행함으로써 독립변수인 지역별 문화예술 재정 지출이 문화예술

향수의 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앞 절에서 설정한 가



- 48 -

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앞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통제

변수 외에 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도 변수를, 지역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을 구분하여 더미(dummy) 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에는 SAS

의 PROC REG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2. 분석모형 수립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회귀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회귀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하여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네 개의 문화예술 향수지표를 사용하

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예산을 두가지 방법으로 살피

고자 한다. 또한 독립변수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섯

개의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통제하고자 하므로 다중회귀모형을 수립하

여야 한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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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행사 관람률

 =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 문화예술분야 1인당 예산 규모

=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

 = 지역별 1인당 GNI

 =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중

 = 지역별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및 등록공연장 비율

 = 지역별 국토계획법상도시지역 인구비율

 = 지역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 연도변수

 = 지역(비수도권)변수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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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예술행사

관람률
63 65.26 8.56 43.13 81.40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1)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표 4-1> 예술행사 관람률에 관한 기술통계량

예술행사 관람률의 평균은 65.26%이며, 최솟값은 43.14%, 최댓

값은 81.40%로 나타났다. 16개 시 도별로 예술행사 관람률의 평균값

을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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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63 3.37 3.11 0.00 12.70

<그림 4-1> 지역별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3.94%), 경기

(73.01%), 인천(72.31%)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54.78%), 경북

(56.75%), 강원(57.89%) 순이다. 예술행사 관람률 최상위 지역과 최하

위 지역간 15%p이상 차이가 나며, 대체적으로 시 지역이 도 지역보

다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술행사 관람률 상위 3지역

모두가 수도권으로서, 관람률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2)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2>와 같

다.

<표 4-2>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에 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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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의 평균은 3.37%이며, 최솟값은 0%,

최댓값은 12.70%로 나타났다. 16개 시 도별로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

험률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지역별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강원(7.79%), 서울(5.98%), 인천(4.96%), 경기(4.70%), 충남

(4.67%)순으로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

(0.63%), 울산(1.23%), 부산(1.30%), 경남(1.34%), 전북(2.22%)순으로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다.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

률 역시 상위 5개 지역 안에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서울, 인천, 경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예술행사 관람률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위 5지역이 모두 수

도권과 가장 멀리 위치한 남쪽 지방의 지역이라는 사실 역시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 정책상 혹은 정서 문화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지지해준

다.

또한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경험률 차이가 7%p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절댓값의 크기는 크지 않으나, 전체 지역 경험률의

평균값 및 최댓값, 최솟값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역간 차이가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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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63 6.35 4.09 0.00 21.70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예술행사 관람률에 비하여 <그림 4-2>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에서 지역간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

다.

3)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3>과 같다.

<표 4-3>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에 관한 기술통계량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의 평균은 6.35%이며, 최솟값은 0%, 최댓

값은 21.70%로 나타났다. 16개 시 도별로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의 평

균값을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지역별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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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63 46.01 14.70 10.50 78.80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은 강원(12.10%), 경기(9.87%), 광주

(8.38%), 서울(8.33%), 제주(8.30%), 인천(7.6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경남(3.13%), 울산(3.33%), 대구(3.54%), 부산(4.40%)순으로 교육

경험률이 낮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도 수도권 지역인 서

울, 인천, 경기 3지역이 모두 상위 2, 4, 6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위

4개 지역은 모두 경상도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 양

상은 문화예술 교육 경험에 있어서도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과 마

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며 경상도 지방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면이나 정서 문화적 측면에 있어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경험률 차이가 약 9%p로 예술행

사 직접참여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차이의 절댓값의 크기는 크지 않으

나, 전체 지역 경험률의 평균값 및 최댓값, 최솟값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역간 차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도 <그림 4-1>예술

행사 관람률에 비하여 <그림 4-3>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에서 지역간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4>와 같

다.

<표 4-4>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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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의 평균은 46.01%이며, 최솟값은

10.50%, 최댓값은 78.80%로 나타났다. 16개 시 도별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지역별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53.79%),

경기(52.45%), 충남(51.60%)순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36.75%),

대구(37.99%), 부산(39.84%)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

용률의 지역간 차이는 다른 종속변수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

위 순위 내에 포함되었던 수도권 3개 지역 중 경기 지역만이 이용률

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인천의 경우 16개 시 도 중 최저 이용률을

보였다. 다시말해,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차

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하위 3개 지역은 모두 광역시이다.

<그림 4-4>를 통해 살펴보면 예술행사 관람률의 양상과는 반대로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이 대체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화의 문제 혹은 시 지역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대체하는 타 공간이 많이 존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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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예산규모

(1인당)
63 25,846.28 19,167.57 5,274.86 95,888.71

영향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의 경상도 5개 지역이 모두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있어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로써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경상도 지방의 문

화예술 정책이나 정서 문화적 측면에 있어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음

을 추론해볼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간에는

17%p정도 차이가 있으며, 비율 차이의 절대적 크기는 작지 않으나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및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과 비교해볼 때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1)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1인당 예산)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5>와 같다.

<표 4-5>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1인당 예산)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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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예산 규모(1인당 예산)의 평균은 25,846.28원이며, 최솟

값은 5,274.86원, 최댓값은 95,888.71원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 16

개 시 도의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시 지역의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이 도 지역의 그것보다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제주와 광주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1인당 예산의 규모가 눈에 띄게 큰 편이며, 연도별

문화예술 예산의 변동폭도 크고 증감이 다소 반복되긴 하나 16개 시

도 전체적으로 볼 때,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6>과 같이, 연도별 16개 시 도의 1인당 예산 평균값만

으로 추세를 나타내어 보면 다소 증감이 있긴 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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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평균값)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와 각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각

지역별 데이터 값의 분포로 2008년과 2014년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4-7>∼<그림4-10>과 같다.

<그림 4-7> 1인당 문화예술 예산규모와 예술행사 관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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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1인당 문화예술 예산규모와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그림 4-9> 1인당 문화예술 예산규모와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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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1인당 문화예술 예산규모와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위의 그림으로부터 1인당 예산규모 및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

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률이 2008년 대비 2014년 대체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차

후 실증분석을 해보아야겠으나, 1인당 예산규모와 각 종속변수의 16

개 시·도의 분포 값이 일견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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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문화예술

예산 비중
63 1.47 0.81 0.49 4.49

<표 4-6>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에 대한 기술통계량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의 평균은 1.47%이며, 최솟

값은 0.49%, 최댓값은 4.49%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 16개 시 도의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4-11>과 같

다.

<그림 4-11>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

광주는 다른 시 도와 비교하였을 때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도 지역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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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경우와

달리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없

다. 지역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16개 시

도의 비중 증감을 살펴보았을 때 증가 또는 감소의 어떤 경향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문화예술 예산의 명목적 규모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곧바로 문화예술 예산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그보다 전체예산 규

모의 증가가 훨씬 큰 경우,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작아지고 이는 문화예술 예산의 상대적 규모는 감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견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문화

예술 예산의 증가로 볼 수 없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1인당 문화예술

예산과 전체예산 대비 비중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이다.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의 경우에도 각 종속변수와

의 관계를 지역별 데이터 값의 분포로 2008년과 2014년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 4-12>∼<그림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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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과 예술행사 관람률

<그림 4-13>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과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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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과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그림 4-15> 문화예술 예산의 비중과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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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예산의 비중과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관계 분포

값은 2008년 대비 2014년 뚜렷한 경향성이 없이 나타난다. 예술행사

관람률의 경우 문화예술 예산 비중과 일견 정(+)의 관계를 보이는 듯

도 하나, 연도별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16개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의 연도별 변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종속변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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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소득수준

(1인당 GNP)
63 24,388.93 7,353.41 15,862.50 50,317.00

교육수준

(전문대졸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

63 37.76 6.63 26.20 50.40

시설 구축 수준

(등록 문화시설

및 공연장 비율)

63 6.91 4.59 1.98 25.81

도시화 수준

(도시지역

인구비율)

63 88.38 11.81 64.14 100.00

여가수준

(1인 월평균

근로시간)

63 191.11 8.12 166.00 206.00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시설 구축

수준, 도시화 수준, 여가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7>과 같다.

<표 4-7> 각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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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들간의 관련성 정도 및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

여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r)는 –1에서 1까지

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의 크기가 크고 0에 가까울수

록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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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률
참여

경험률

교육

경험률

공간

이용률

1인당

예산

예산

비중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시설

수준

도시화

수준

여가

수준

관람률 1

참여

경험률
- 1

교육

경험률
- - 1

공간

이용률
- - - 1

1인당

예산
0.03 -0.03 0.01 0.05 1

예산

비중

0.24

*
-0.06 -0.05 -0.01

0.73

***
1

소득

수준
0.19 0.10 -0.13 -0.03 -0.03 -0.03 1

교육

수준

0.53

***
0.13 0.11 0.05 0.30

0.56

***
-0.01 1

시설

수준

-0.34

***
0.11

0.22

*

0.20

*

0.53

***
-0.09 -0.09

-0.27

**
1

도시화

수준

0.50

***
0.02 -0.01 -0.12

0.23

*

0.46

***
0.09

0.80

***

-0.39

***
1

여가

수준
-0.04

-0.48

***
-0.17 0.15

-0.34

***

-0.29

**
-0.10

-0.41

***

-0.21

*
-0.17 1

<표 4-8>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 : p<0.01, ** : p<0.05,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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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과 문화예술 향수 지

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와 예술행사

관람률이 r=0.24(p<0.1)의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변수들 가운데 교육수준과 예술행사 관람률의

r=0.53(p<0.01), 도시화 수준과 예술행사 관람률의 r=0.5(p<0.01)로 나

타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산과 다른 설명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와 시설수준이

r=0.53(p<0.01)으로,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과 교육수준이

r=0.56(p<0.01)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 간에는 교육수준과 도시화 수준이 r=0.8(p<0.01)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한 문화예술 예

산의 규모나 비중과 종속변수인 문화예술 향수 지표 간에는 큰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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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변수 독립변수

모형 1 예술행사 관람률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

모형 2 예술행사 관람률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

모형 3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

모형 4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

모형 5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

모형 6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

모형 7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

모형 8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및 분석 결과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로 선정된 문화예술 향수 지표들과 지역

별 1인당 규모 및 전체예산 대비 비중으로 구분한 예산변수를 각각

매칭하여 <표 4-9>와 같이 8개의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4-9> 분석모형의 정리

본 연구의 각 모형 결정계수 및 회귀분석 실행 결과는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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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관람률)

모형2

(관람률)

모형3

(참여

경험률)

모형4

(참여

경험률)

모형5

(교육

경험률)

모형6

(교육

경험률)

모형7

(공간

이용률)

모형8

(공간

이용률)

예산

규모

0.57

(0.80)

-0.58*

(-1.98)

-0.55

(-1.36)

-0.62

(-1.42)

예산

비중

95.51

(0.67)

-62.74

(-1.64)

-17.89

(-0.21)

-12.46

(-0.04)

소득

수준

1.24***

(0.98)

1.27**

(1.00)

-0.02

(-0.03)

-0.06

(-1.03)

0.70

(-0.96)

-0.75

(-1.01)

0.99

(0.39)

0.94

(0.37)

교육

수준

0.72

(2.70)

0.70

(2.50)

0.14

(1.29)

0.14

(1.17)

0.11

(0.70)

0.07

(0.45)

1.90***

(3.50)

1.86***

(3.26)

시설

수준

-36.77

(-1.24)

-20.73

(-0.93)

25.92**

(2.11)

9.77

(1.02)

43.63**

(2.56)

28.31**

(2.17)

108.69*

(1.82)

91.52**

(2.03)

도시화

수준

-0.08

(-0.60)

-0.06

(-0.44)

-0.04

(-0.68)

-0.06

(-1.16)

0.01

(0.07)

-0.02

(-0.30)

-0.74**

(-2.60)

-0.78***

(-2.82)

여가

수준

0.39**

(2.64)

-0.06**

(2.63)

-0.04

(-0.67)

-0.04

(-0.59)

-0.04

(-0.45)

-0.03

(-0.33)

1.02***

(3.45)

1.04***

(3.47)

연도
0.94*

(1.96)

0.94**

(1.96)

0.35*

(1.74)

0.35*

(1.69)

-0.17

(-0.60)

-0.16

(-0.57)

1.31

(1.35)

1.31

(1.35)

지역

구분

-6.70**

(-2.56)

-6.73**

(-2.47)

-1.83*

(-1.68)

-2.10*

(-1.81)

-2.90*

(-1.93)

-3.52**

(-2.21)

-2.75

(-0.52)

-3.52

(-0.64)

상수항
-1913.36

(-1.96)

-1926.28

(-1.97)

-685.09

(-1.69)

-680.64

(-1.64)

343.55

(0.61)

337.29

(0.59)

-2786.84

(-1.42)

-2795.77

(-1.42)

관측치 63 63 63 63 63 63 63 63

조정된
결정
계수

0.40 0.40 0.21 0.17 0.12 0.09 0.17 0.16

<표 4-10> 다중회귀 분석 결과

※ ( )안은 t값, *** : p<0.01, ** : p<0.05,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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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정계수

(R-Square)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는 종속변수의 전체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봄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모형 1)의 경우, 조

정된 결정계수(Adj R-Sq)를 보면 0.40로, 약 40% 정도의 종속 변수

의 변동이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결정계수의 크기는 변수의 분산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좋은 회

귀모형이기 위해서 결정계수가 얼마나 커야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기

준은 없다.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결정

계수의 크기가 상당히 커야할 필요가 있으나, 단지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지 여부를 보고자 한다면 결정계수 값이 작더라도 크

게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계수의 절대적 크기에 따라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8개 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를 토대로 보았을 때,

모형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회귀모형이 적합하므로, 이제 각 모형별로 t 통계량을 이용하여

추정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할 경우 추정된 회귀계수의 실질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1) 모형 1 : 예술행사 관람률과 예산 규모

우선 각 변수의 회귀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t 통계량을 사용하기로 한다. 위 모형 1)의 결과를 보면 각 변수의 회

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p-value 값이 Pr>의 값에 나

타나있다.

먼저 독립변수인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을 살펴보면, p-value 값

이 0.4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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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지역의 예술행사 관람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p-value 값이 0.009로

유의수준 1%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여가수준을 나

타내는 근로시간의 p-value는 0.0109,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한 지역

변수의 p-value는 0.0132로 유의수준 5%하에서, 연도변수의 p-value

값은 0.0554로 유의수준 10%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네 변수-소득수준, 여가수준, 지역구분, 연도변수-는 예술행사의 관람

률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에 대하여는 그 값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해 볼 수 있다. 소득수준과 예술행사 관람률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관람률은 1.2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수준의 대리변수인 근로시간과 예술행사 관람률도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

사 관람률도 0.39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가시간을 한정된 총시간

에서 근로시간을 뺀 것으로 정의할 때, 근로시간의 증가는 여가시간

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여가시간이 증가할 때 예술행사 관람률이 늘어

날 것이라는 예측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근로시간이라는

변수가 허위변수 혹은 혼란변수로서 누락편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지역변수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

도권 지역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6.70만큼 예술행사 관람률이 작

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연도변수는 유의수준 10%하에서 통계적 유의

성을 가지는데, 해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행사 관람률이 0.94만큼 증가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예술행사 관람률이 2008년 조사 이래로 조

사 시점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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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한다.

2) 모형 2 : 예술행사 관람률과 예산 비중

마찬가지로, 각 변수의 회귀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t 통계량을 살펴본다. 먼저 독립변수인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p-value 값이 0.5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지역의 예술행사 관람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른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모형 1)의 경우와 같이 소득수준

(0.0156), 여가수준(0.0112), 지역변수(0.0167)의 p-value 값이 유의수준

5%하에서, 연도변수(0.0547)는 유의수준 10%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있다. 즉 네 변수-소득수준, 여가수준, 지역구분, 연도변수-는

예술행사의 관람률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에 대하여는 그 값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해 볼 수 있다. 소득수준과 예술행사 관람률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관람률은 1.2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수준의 대리변수인

근로시간과 예술행사 관람률도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근로시간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관람률도 0.39만큼 증가하

여, 모형 1)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누락 편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역변수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6.74만큼 예

술행사 관람률이 작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도변수의 경

우, 해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행사 관람률이 0.94만큼 증가하여, 「문

화향수 실태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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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3 :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과 예산 규모

독립변수인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p-value 값이 0.05로 유의수

준 10%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

전 예상과는 반대로 1인당 문화예술 예산과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

률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은 0.58만큼 감소

하는 것이다. 회귀계수의 크기가 극히 작긴 하나, 1인당 문화예술 예

산 규모가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분석 측면에서

누락편의가 존재할 가능성과 더불어 현실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이 예술행사 직접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지 않거나, 그것을 정책

목표로 하지만 정책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여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의 가능성 등이 있다.

다른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살펴보면, 유의

수준 5%하에서 변수 중 유일하게 시설 구축 수준이 p-value 값

0.0395를 가짐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시설 구축 수준과 예술행사 직접참

여 경험률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 구축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은 25.9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더 많이 잘 구축되면 예술행사

직접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직관적인 예측과도 일치한다.

유의수준 10% 하에서는 독립변수인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규

모 외에도 연도변수와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해가 증가

함에 따라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은 0.35만큼 증가하고, 비수도권

은 수도권에 비하여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이 1.83만큼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통계분석시 평균값으로 예술행사 직접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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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험률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이 상위집단을 차지

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지역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실증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모형 4 :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과 예산 비중

독립변수인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p-value 값

이 0.31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지역의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 4)의 경우,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어떠한 설명변수도 통계

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유의수준을 10%로 할 경우, 연도

변수(0.0971)와 지역변수(0.0756)만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 해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은 0.35만큼 증가하고, 비수

도권은 수도권에 비하여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이 2.10만큼 낮다

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인 예산변수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로 측정하여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는 시설 구축 수준이

유의미한 통계적 의미를 가진 반면, 예산변수를 전체예산 대비 문화

예술 예산 비중으로 측정한 모형 4)의 경우, 독립변수 뿐만 아니라 어

떠한 설명변수도 종속변수인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의 변화를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 77 -

5) 모형 5 :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과 예산 규모

독립변수인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는 p-value 값이 0.18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는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경

험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살펴보면, 유의

수준 5%하에서 변수 중 유일하게 시설 구축 수준이 p-value 값

0.0131을 가짐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보면 시설 구축 수준과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 구축 수준이 1단위 증

가할 때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은 43.6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서 이

루어지는 교육으로 한정했던 점을 비추어볼 때, 이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더 많이 잘 구축되면 문화예술 교육 기회가 증대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직관적인 예

측과도 일치한다.

유의수준 10% 하에서는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비

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하여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이 2.90만큼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통계분석시 평균값으로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이 상위집단을 차지함

으로써 직관적으로 지역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실증분

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로써 일치된 결과를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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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형 6 :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과 예산 비중

독립변수인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p-value 값

이 0.83으로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설명변수의 회귀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살펴보면, 유의

수준 5%하에서 시설 구축 수준(0.0341)과 지역변수(0.0310)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구축 수준과 문화예술 교

육 경험률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 구축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은 28.3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 교

육이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한정했던 점을 비

추어볼 때, 이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더 많이 잘 구축되면 문화예

술 교육 기회가 증대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

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직관적인 예측과 일치한다.

지역변수가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

하여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이 3.52만큼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모형 5)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통계분석시 평균값으로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수도권이 상위집단을 차지함

으로써 직관적으로 보였던 지역간 차이 존재가 실증분석에서도 일치

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

7) 모형 7 :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과 예산 규모

독립변수인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을 살펴보면, p-value 값이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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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1인

당 문화예술 예산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p-value 값이 0.0009,

여가수준의 대리변수인 근로시간의 p-value 값이 0.0011로 유의수준

1%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화 수준의 p-value

0.0119로 유의수준 5%하에서, 시설 구축 수준의 p-value 값은 0.0741

로 유의수준 10%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을

제외한 네 개의 통제변수-교육수준, 여가수준, 도시화 수준, 시설구축

수준-가 모두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을 설명하는 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에 대하여 그 값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관람률은 1.9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수준의 대리변수인 근로시간의 경우 예술행사 관람률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과도 정(+)의 관계

를 보이는데, 근로시간이 1단위 증가할 때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도 1.02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모형 1)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누락편의가 있을 수 있다.

도시화 수준은 모형 7)에서 처음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화 수준과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부(-)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화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0.74만큼 감소한다. 이는 도시지역일

수록 타 대체 시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나 도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직관적인 이해와

일치한다. 또한 기술통계분석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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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균값이 시지역이 도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도 같은 결과

를 보인다.

시설구축 수준은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시설 구축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률이 무려 108.6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시설 구축이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직

관적 이해를 실증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의 경우 다른 종속변수와는 달리 연도

변수와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모형 8 :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과 예산 비중

독립변수인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p-value 값이 0.9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지역의 문화예술활

동 공간 이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른 설명변수들은 모형 7)과 유사한 결과를 가진다. 교육수준의

p-value 값이 0.0019, 여가수준의 대리변수인 근로시간의 p-value 값

이 0.0010, 도시화 수준의 p-value 값이 0.0067로 유의수준 1%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시설 구축 수준의 p-value 값은 0.047로

유의수준 5%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모형 7)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을 제외한 네 개의 통제변수-교육수준, 여가수준,

도시화 수준, 시설구축수준-이 모두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률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에 대하여 그 값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교육수준과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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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예술행사

관람률은 1.8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수준의 대리변수인 근로시간의 경우 예술행사 관람률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과도 정(+)의 관계

를 보이는데, 근로시간이 1단위 증가할 때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도 1.04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모형 1)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누락편의가 있을 수 있다.

모형 7)과 같이 도시화 수준과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부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화 수준이 1단위 증가

할 때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은 0.78만큼 감소한다. 이는 도시지역

일수록 타 대체 시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나 도 등에서 운영하

는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직관적인 이

해와 일치하며, 기술통계분석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에 있어서

지역별 평균값이 시지역이 도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도 같은 결과

를 보인다.

시설구축 수준은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시설 구축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률이 무려 91.5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

다. 이는 물리적인 시설 구축이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직관

적 이해를 실증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의 경우 다른 종속변수와는 달리 연도

변수와 지역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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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의 변화(1인당 예산규모 및

전체예산 대비 비중)가 문화예술 향수의 대표지표인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활동 시설

이용률에 각각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혹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산 변수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의 규모로

측정하건, 전체예산 대비 비중으로 측정하건 예산은 문화예술 향수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모형 3)에

서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유의수준 10%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부(-)의 관계로 나타났고, 이는 인과성으

로 판단하기 보다는 누락편의 혹은 정책 실패 등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 유의수준 5% 하에서 제3장에서 설정한

가설 2, 가설4, 가설 6, 가설 8이 실증분석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이는 곧,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의 지출이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문화예술활동 시설 이용률

등 문화예술의 향수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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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오늘 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

봤듯이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재정의 지출이 반드시 문

화예술의 향유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

는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문화예술 향수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실증적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서 문화예술 향유 수준은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대표적 지표인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네 가지로 선정하였

다. 종속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줄 독립변수로서의 예산은 두가지 방

법으로 측정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예산

규모와 지역별 문화예술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그것이다. 그

외에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향유 수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소득수준, 교육수준, 시설 구축

수준, 도시화 수준, 여가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연도별 자연증

가율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도변수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보

고자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른 설명변수들은 일정부분 문화예술 향유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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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투입은 유의수준 5%하

에서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직접참여 경험률, 문화예술 교육 경

험률,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어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성공적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갖춰지고 그에따라 정책집행

되었을 경우를 상정할 때, 일반적으로 재정의 투입이 정책 효과의 증

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문화예술 정책의 경우에는 문화예

술이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연계고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

은 이미 논의되어 왔었다. 본 연구가 지역별 예산과 지역별로 측정된

문화예술 향수 지표를 변수로 한 축약 모델을 사용하여 예산이 투입

되어 정책이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그 중간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예산의 투입이 어느 경우에도 문화예

술 향수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결과는 앞서 서론

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이 문화예술 분야 정책에 있어서는 예산

의 투입이 정책의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기존의 논의를 실증분석

을 통하여 더욱 뒷받침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화예술 향수 증진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대한 결과

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예산지원이 실패한 일차적 이유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형성

(taste-formation)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towse, 1994). 이는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schuster, 1994) 파생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 뿐 아니라 문화예술은 가치재이면서 체험재로서의 성격을 가지

므로 문화예술을 소비할 기회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정부의 예산이 여

기에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문화 향수층을 세분화한 정책설계 대신 일률적 지원에 그치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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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문화시설 등이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대도시를 모방하는 데

급급한 현실 역시 문화예술 향수 증진의 실패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소병희, 2010).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문화예술 정책은 예

산 투입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집행의 주체인

정부의 개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과정에 있어 무작정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거나 문화시설 건립 등의 물질적인 투자에 주안

점을 둔다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인 바, 정책 연

구를 통하여 다양한 유의미한 정책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인

예산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침을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수요측면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 문화예술의

향유 수준의 지역별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의 특성

을 다시금 상기시켜 줌으로써 문화예술 정책이 더 이상 예산 투입 중

심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향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설

계가 필요하다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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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지역별로 문화예술 향수 수준이 지역별 문화예술 관

련 예산의 규모나 비중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

심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많은 문화예술 관련 연구가 국가 전체 수준에서 문화예술의

공급측면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지역 수준에서 문화예술 향수라는

수요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나마 실증분석 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종속변수로 사용된 문화예술 향수지표의 대표성 문제이다.

문화예술 향수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대표적 지표가

부재하므로 간접 측정 지표로서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문화예술

관련 지표들을 사용하였다. 동 조사는 문화예술의 수요적 측면을 다

루는 국내 가장 대표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네 가지의 지표가 문화예술 향수를 전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

향수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개발되거나 간접 측정 지표라면 측정방

법 개선 및 문화예술 향수 영역의 보완 등으로 보다 적절한 지표를

확보함이 필요하다.

둘째, 독립변수로 사용된 예산 자료의 불충분성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의 문화예술 재정 지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준 지역별 문화예술 관련 부분만을 분석대상으

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역의 문화예술 향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은 더 있을 수 있다. 예산 자료의 불충분성은 분석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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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해주므로 향후에는 각각의 종속변수로 연결되는 예산의 총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석에 사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가 가능할 것

이다.

셋째, 관측치를 확보함에 있어서의 한계이다. 「문화향수 실태조

사」가 충분한 표본수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시행된 것은 2000년대 후

반에 들어서이며, 제주를 포함한 16개 시·도별로 전 지역 조사를 시

행한 것은 불과 2010년 조사부터이다. 따라서 분석의 수준을 지역 단

위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2014년 조사 자료까지 이용

했음에도 63개의 적은 숫자의 관측치만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동

조사의 반복적 시행 결과로 확보한 관측치를 추가로 분석에 사용한다

면 보다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문화예술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

향수 수준간에 유의미한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힐 수는 있었으

나, 그 원인을 소상히 규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지원은 필수라는 일반적 믿음이 문화

예술의 수요적 측면에 있어 실증 분석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와 그

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에 관하여 추후 깊이있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88 -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고정민. (2010). 「주요국가 문화예술통계 실태분석」.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고길곤. (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김동욱. (2011).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분석」. 국민대 경제

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석태 외. (2002). 「지방정부의 문화예산이 지방문화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

광부 지역민족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

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소병희. (2010).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문화예술 향수 증대를 위한 정

책 제언.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Vol.20,

pp.106-125

손원익 외. (2013). 문화예술분야 재정지출의 흐름 및 규모. 「문화경

제연구」

양혜원.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1).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오석홍. (2011). 「행정학」. 박영사.



- 89 -

오연천. (1988). 지방문화예술 재정. 「문화정책논총」.

윤용중 외. (2002).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정정길 외. (2014).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철현 외. (2007). 문화예술향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연예술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홍익 외. (2008).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8). 「2008 문화향수 실태조사」. 한국문

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0).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 한국문

화관광정책연구원.

외국문헌

Baumol, W. and Bowen, W. G. (1968).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Mass: MIT Press for the

Twintieth Century Fund.

DiMaggio, P. J. (1993). On Metropolitan Dominance: New York in

the urban network, M. Schefter (ed.), Capital of the

American Century: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luence of New York City, 102-133, New York: Russel

Sage Publications.

Fabricant, S. (1952). The Trend of Governm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00,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Grampp, W. (1989). Pricing, the Priceless: Art, Artists and

Economics, New York: Basic Books.



- 90 -

Griffith, R. (1995). The Politics of Cultural Policy in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Policy and Politics, 21 (1): 24-57.

Schuster, J. (1994). Arguing for Government Support of the Arts:

An American View, in Robison et al (eds.), Economics of

Cultural Decisions, 42-55, Cambridge, Mass: Abt Books.

Throsby, David. (2010). The Economics of Cultural Policy,

Cambridge.

참고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ww.gokams.or.kr/

재정고, http://lofin.mogaha.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 91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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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local budget expenditure on the cultural enjoyment.

Budget expenditure is necessary to execute a policy, and, in

general, it is expected that the budget increase will improve the

policy effectiveness. In this manner, significant effort to acquire

more budget is expended for a successful policy, and the

significance of budget is often thought to be an indicator of a

policy’s importance.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is not an exception. A variety of

policies for art and culture prosperity have been proposed as their

importance has been globally increasing, and, as a result, their

budget has been also increasing. Same with the other fiel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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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to secure more budget is observed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original characteristic

of art and culture, effectiveness of budget expenditure increase is

questionable, which initiates this thesis.

Under the question, this thesis conduc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the budget expenditure

and the cultural enjoyment. The analysis exploits the local cultural

budget data of 16 Korean cities and provinces and the four

representative cultural enjoyment indexes from the field survey on

cultural enjoyment: 1) spectator rate and 2) direct experience rate

of cultural events, 3) experience rate of cultural education, and 4)

space usage rate of cultural activities.

The analysis concludes that the cultural budget does not affect

the cultural enjoyment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general

expectation. Several causes could explain the result. The

unexpected result can be understood when we take into account

that the cultural enjoyment is not a thing at the supply side

directly achieved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but the thing at the

consumption side as the final result of a complicated mechanism

comprising multiple stages.

This research provides significant contribution because 1) it lays

the consumption side(public) as the analysis target not the supply

side(government), 2) it analyzes the effect of local(not national)

government’s budget, and 3) it provides a future direction which

suggests that the various policies with more significance be

designed through an in-depth research on cultural policies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art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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