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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문화향유의 증대이

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정책의 집행에는 당연히 재정적 지출이 수반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정책의 양상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이 수립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이론 등을 보면 문화예술재정의 증가가 과

연 실제로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

가 대립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문화향유 역시 증가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제외)를 분석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를 시간적 범

위로 정했다. 먼저 독립변수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재정의 절

대적인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상대적인 투입 비

중을 나타내는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이용횟수를 문화향유를

나타내는 지표(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 등에서 종

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밝혀진 소득수준(1인당 지방세 부담

액), 수도권 여부, 시/군 여부, 평균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추가

적으로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변수를 함께 통제하

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개의 독립변수는 각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먼저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은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은 1인당 문화기반시

설 이용횟수에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쳤다. 기타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각 종속변수에 따라 영향력의 양상이 상이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일부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지만 모든 문화기반시설에 있어서 일관된 결

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정책이 문화향유 증대라는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재정, 문화향유, 문화기반시설, 기초

지방자치단체

학 번 : 2014-2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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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문화는 오늘날 모두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가와 휴식,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21세기 사회에서 문화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 관심의 증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

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과거 국가발전이 주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

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물질적 부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정수, 2017). 오늘날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

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다.

무엇보다 문화생활, 즉 문화를 직접 누리는 문화향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증가에 따라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해졌다. 실제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

은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는 자연스럽게 문화부문에 대한

재정확장으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정(문화 및 관광예산)은

2019년 기준 7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문화정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역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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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년 기준 5조 9천억원을 기록함으로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다. 참고로 문화재정은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9.8%로 확대되어왔으며, 이는 동 기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5.6%를 상회하는 규모이다(정보람, 2016).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립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16년에서 2020년까

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출을 연평균 증가율 6.8%의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출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을 둘러싸고 다양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정부지원을 찬성하는 쪽

에서는 문화‧예술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지원이 없이는 문화‧예술의 발

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은 문화‧예술의 창조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므로

정부지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문화‧예술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

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

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은 그 범위

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우

리나라는 1968년 문화공보부가 창설된 이래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 정부

주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정의 투입의 효과성 문제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문화재정 투입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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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결국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의 실효성 혹은 정당성과 직

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재정 투입의 실질적인 성과 분석은 정부재정

지출의 적절한 투입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현 정부는 문화정책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한 「문화비전2030」

에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

하고 있으며, 문화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

그 중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정책적 노력을 통한 문화향

유기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문화재정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문화재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 문화재정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기반이 취약한 도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최근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집

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문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방분권화

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정 투입에 따른 효

과를 지역별로 분석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화재정 지속적인 투입확대를

통한 문화정책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문화정책 추진 방향

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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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문화재정과 문화향유

1. 문화재정의 정의

문화재정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우선 문화재정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구광모(1994)

는 문화예산에 대한 구분 기준이 국가나 시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나 시대에 따라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문화정책의 범위가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정 혹은

문화예산의 범위는 정부가 수행하는 문화정책의 범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학문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재정의 범위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재정체계는 크게 중

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문화재정의 경우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

족한 이래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관광, 체육, 종무, 국정홍보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

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를 보면

문화재정의 범위를 크게 문화예술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으로 나누고

문화예술부문에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등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과 동일시하고 있다.

문화재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연구자에 따라 문화재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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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김세훈 외(2003)의 경우, 문화재정의 범

위를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예산에서 체육 부문과 청소년 부문을

제외한 것을 문화예산으로 정의하였다. 윤주 외(2008)의 연구에서는 앞

선 김세훈 외(2003) 연구의 범위에서 체육 부문까지 포괄한 것을 문화예

산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양예원 외(2011)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문화

산업, 문화재, 관광, 체육 등 문화정책 관련 부처의 예산을 대부분 포함

하여 문화예산을 정의하였으며, 재정의 범위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괄하였다.

이처럼 문화재정(문화예산)의 정의는 문화에 대한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라, 또한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향유 간의 관계를 분석하

고자 하며,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세출결산액

에서 문화재와 체육, 관광부문을 제외한 문화예술 분야만을 문화재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2. 문화향유의 개념 및 측정

문화향유(Cultural Enjoyment)의 개념 및 측정과 관련하여 아직 학문

적으로 정립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누리어 가진다’는

‘향유’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전시나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창작물

을 소비하는 행위 등을 폭넓게 이르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측면에서 문화향유는 문화소비(Cultural Consumption)와 유사한 뜻으

로 사용되기도 한다(김수현 외, 2013). 이는 문화소비가 문화의 창작(생

산), 유통에 이어서 실제 소비자가 문화를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류태건, 2008).

문화향유 정도를 측정과 관련해서도 일관된 기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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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화향유를 측정하고 있다. 류

태건(2008)은 7개 광역시의 문화발전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도서관 이용

자 수,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율, 지역축제 참가율 문화소비의 발전지

표로 삼았다. 김수현 외(2013)의 경우,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

석하는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문화소비를 문화예술(순수예술, 대중예술)

관람횟수로 정의했다. 김태현 외(2015)는 문화향수 수준을 전시회, 박물

관, 전통예술공연, 극장, 스포츠경기 관람횟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문화체

육관광부와 문화관광연구원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문화향수실태조사｣

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예술교육 경험, 문화예술활동공간 이용

률,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등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1)

이처럼 문화향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

지 않으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문화예술의 수요자 내지 소비자의 관점

에서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최종 단계로서 문화향유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른바 ‘문화소비’ 또는 ‘문화향수’와 같은 개념으로 문화

향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제 2 절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논의

문화재정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논의는 바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논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

예술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문화전통의 보호나 문화교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이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기도 하다(정홍익, 1989). 하

1) 문화예술향유와 유사하게 ‘문화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감동 따위를 음미하고

즐김’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진 ‘문화예술향수’라는 용어도 대부분의 문화

예술 관련 연구에서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김수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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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문화예술부문이 갖는 특수성을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둘러싼 대표적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지원 옹호론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서 형평성 확보를 들 수 있다(김정수, 2017). 먼저 생산측면에서 볼 때,

문화‧예술종사자들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

입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의 수입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

며 개인별 소득편차도 매우 크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소비측면에서도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소

비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문화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

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한편 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로 Baumol and Bowen(1966)의 ‘비용질병(cost disease)’ 이론이 있

다. 공연예술은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산비용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

다. 결국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문화예술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

아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며(비배제성), 다른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나의 소비에 제약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비경합성). 그러므로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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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공공재의 효용을 누리려는 ‘무임승차자’

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시장에서 과소공급의 문제를 낳는다. 결국 문

화예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정부지원 비판론

문화 및 예술 영역에 대한 정부지원에서는 먼저 왜곡된 소득재분배하

는 의견이 제기된다(Helibrun and Gray, 2001. 김정수(2017)에서 재인

용).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정비례하는 경향

이 강하며, 그에 따라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주로 향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실상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고소득층의 취미생활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예술가들의

작품활동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예술가들의 창작의욕을 오히려 저해하고,

예술작품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정부정책의 기본 전

제를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정부지원 = 문화예술발전’ 이라는 등식은

희망이나 정치적 신화일 뿐이며, 현실세계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다양한

조건 및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 관계라는 것이다(정홍익,

2001). 다른 모든 정책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도와 결과의 분리, 즉 정

책 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김정수, 2017). 즉,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반드

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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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처럼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찬반논리가 대립되

어 왔다.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면 정부지원의 정당성은 커질 것이고, 반대의 경

우 작아질 것이다.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목적은 문화예술을 발전

시키고 문화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며,

이러한 명제는 오늘날 정부-문화예술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로 통

용되고 있다(정홍익, 2001). 따라서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부지원의 필요성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문화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향유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

인을 제시하였으나 개인의 경험, 인구통계학적 요인, 소득수준, 지역적

특성 등이 주로 언급된다.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이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본 연구들이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문화

적 환경, 생활, 경험, 교육에 의해 형성된 기호‧선호‧취향에 절대적 영향

을 받으며 이러한 기호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의 확대에 따라 달라

지고 교육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특징이 있다(정철현 외, 200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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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 따라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의 문화예술 관련 경험이 문화

예술향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황소하(2010)

는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와의 교류 경험을 영향요인

으로 본 연구(정광호 외, 2006),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획득을

문화예술향유의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성제환, 2012)가 있다.

개인의 경험 요인과 더불어 상당수의 연구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문

화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소득

수준, 학력, 연령 등이 포함된다.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문화예술향유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본다(정광호 외, 2006; 홍윤미 외, 2015).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향유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정광호 외, 2006;. 홍윤미 외,

2015).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문

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최영섭 외, 2000;

홍윤미 외, 2015). 이와 관련하여 최영섭 외(2000)은 소득보다 교육수준

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나누어 예

술 장르별로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홍윤미 외,

2015).

한편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주

된 요인이다(최영섭 외, 2000; 배태영, 2010; 홍윤미 외, 2015). 기존 연구

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향유 정도가 높

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홍윤미

외, 2015).

홍윤미 외(2015)는 「2012년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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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문화예술향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특성 요인과 지역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특성은 경제자본(소득수준), 문화자본(교육수준, 유아동기/청소년

기/최근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무),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

령, 6세 이하 자녀 유무)로 규정하였다. 지역적 특성 요인으로는 거주지

역의 문화소비환경을 들었고, 이를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으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문화소비량으로, 이를 문화예술 관람횟수

(문화예술/순수문화예술/대중문화예술)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자본 요인, 문화자본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지역 규모 요인 등

4개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모형 1(종속변수: 문화예술향유)과 모형2(종속변수: 순수문화예

술 향유)의 경우 경제자본, 문화자본,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문화예술향유

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규모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모형 3(종속변수: 대중문화예술 향유)의 경우에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 외에 지역규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예산의 정책효과

1)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 분석

김석태 외(2003)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효과를 규명하

고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2002년 국민문화지수’를 이용하여

16개 지자체의 문화예산이 그들 지역의 문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문화지수는 지역별 문화환경 및 주민들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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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 실태를 보여주는 지수로서, 기본적으로 4개 영역(문화유산, 문학‧예

술, 대중문화, 사회문화적 활동‧여가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수 산출

의 지역단위는 16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가운데 74개 시, 89개 군으

로 설정되어 있으며 조사자료는 대국민 설문조사(25000명)와 문화자원조

사, 각종 통계연감 및 문헌조사로 이루어졌다.

실제 분석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의 1인당 문화총예산(예산1)과, 지역

문화예산 중 종교, 문화산업 분야를 제외한 예산(예산2)을 독립변수로 하

고 문학‧예술 지수 (1), (2)와 사회‧여가지수 (1), (2)를 종속변수로 하여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개별지수의 세부 구성은 아래

의 <표 1>과 같다.

<표 1> 2002년 문화지수 체계 중 문학/예술, 사회문화/여가활동 지수

영 역 지수 1 지수 2 비 고

문학/예술

문학인 수/인구

출판사 수/인구

연간 도서관 이용률

공연예술단체 수/인구

연간 공연예술행사 관람률

조형예술인 수/인구

연간조형예술전시회관람률

출판사 수/인구

연간 도서관 이용률

연간 공연예술행사 관람률

연간조형예술전시회관람률

공연시설 수/인구

전시시설 수/인구

지수

1, 2로

구분/

항목별

중요도

다름
사회문화/

여가활동

예능계 사설학원 수/인구

연간 문화교육 참여율

연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월간 여가시간

월간 문화활동 시간

월간 여가비 지출액

월간 문화비 지출액

예능계 사설학원 수/인구

연간 문화교육 참여율

연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월간 여가시간

월간 문화활동 시간

월간 여가비 지출액

월간 문화비 지출액

※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김석태 외,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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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문학‧예술지수는 지수(1)과 (2)의 설명력 차이가 있었으나

회귀계수가 두 지수 모두 양(+)으로 나타남에 따라 문화예산이 증가할수

록 문학‧예술 지수 역시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회‧여가지

수의 경우, 문화예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해당 연구에서는 문화예산과 지표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

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위 연구는 단년도(2002년)의 16개 시‧도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는 점에서 연구자료가 한정적이며, 종속변수로 설정한 문화지수가 과연

문화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독립변수인 문화예산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수준의 문화예산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김동욱(2011)은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사회적‧정치적‧기술적 환경요인을 들었다. 그리고

경제적 환경요인의 경우 1인당 실질GDP의 로그변환값, 사회적환경요인

은 대졸자비율과 월별 근로시간, 정치적 환경요인은 집권당 더미변수, 기

술적 환경요인은 전체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을 대용변수로 설정

했다. 종속변수인 문화예산은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산,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산과 문예진흥기금의 합, GDP 대비 중앙정부 및 문예진

흥기금과 지방문화예산의 합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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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화정책의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들

구 분 대리변수

종속

변수
문화예산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산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산과

문예진흥기금 합계
GDP 대비 중앙정부 및 문예진흥기금

그리고 지방문화예산의 합

설명

변수

경제적

환경요인
log(1인당 실질GDP)

사회적

환경요인

대졸자 비율

월별 근로시간
정치적

환경요인
집권당 더미변수(보수=0, 진보=1)

기술적

환경요인
전체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

※ 자료 : 김동욱(2011),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효과 분석」,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는 공연예술의 공급량을 중심으로 분석

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 각 장르별 공연의 횟수를 공연예술의 공급량

(산출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연예술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

수로 정부지원 예산, 예술가, 인프라, 티켓가격, 소득수준, 교육수준, 근로

시간을 설정하였다. 각 설명변수의 대리변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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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분석의 변수들

김동욱(2011)은 상기 모형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

였다. 먼저 문화정책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환경요인

을 나타내는 1인당 실질GDP와 기술적 환경요인을 나타내는 인터넷 이

용률이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환경요

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산(문예진흥기금 포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대학 졸업자 비율이나

근로시간은 문화예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 분석에서는 중앙정부의 문화

예산이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회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지방정부 문화예산의 경우에는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구분 대리변수
종속

변수
공연예술 횟수 인구 천 명당 각 장르별 횟수 비율

설명

변수

정부지원 예산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술 관 예산 비율

GDP 대비 문예진흥기금 비율
GDP 대비 지방문화예산 비율

예술가
전체 예술전공 졸업자 대비 각 예술전공 졸업자

비율

인프라 인구 천 명당 등록공연장 비율

티켓가격

대리변수
1인당 실질 GDP 대비 실질 영화가격 비율

소득수준 1인당 실질GDP(2005년 기준)

교육수준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중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 자료 : 김동욱(2011),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지원효과 분석」, 국민대학교 경

제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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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지방정부 예산의 지원 기간이

짧거나 그 지원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추측하였다.

연극, 서양음악, 국악, 무용, 미술전시 등 5개 장르별로 각각 살펴보면

장르마다 문화예산의 지원효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극공연의

경우 중앙정부 문화예산과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공연예술 중에서는 유일하게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연극이 다른 공연예술에 비해 더 높은 지원 비

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양음악공연의 경우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지원효과만이 나타났으며,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는 예상

과 달리 반대로 나타났다. 국악공연과 무용공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문

화예산의 지원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수예술분야인 미술전시회

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지원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연예술과 달리 지방정부 문화예산의 지원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예산을 문화정책의 대리변수로 정의하여 문화

정책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문화예산이 기초예술분야에 지원됨으

로써 우리나라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회의 산출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문화예산을 문화정책의 대리변수

로 봄에 따라,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정책기조나 목표, 그리고 정책방향의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 밖에도 공연예술의 횟수로

예술지원의 실효성을 분석하면서 공연예술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

한 점,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는 동일한 설명변수로 각 공연예술 장르를

설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이나 자가회귀의 문제도 한계로 지적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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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재정지출을 확대할

때, 실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정도가 향상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화예산의 주된 투입 분야 중 하나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기

반시설 운영 및 확충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홍보 및 문화예술행사 등에 문화예술 재정을 투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문화재정 투입규모를 늘릴 때, 문

화재정 투입의 효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이용률이 상

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문화재정 투입의 증가가 지역 주민들

의 문화향유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적‧공간

적 제약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제약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실제

이용 및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문화재정 확

대의 정당성은 약화될 것이고,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을

비판하는 견해가 더 강화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문화예술 재정투입이 문화향유 수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의 단위가 주로 전국 또

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여서 실제 국민들의 주된 생활권인 기초지방자치단

체 단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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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이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문

화향유활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연구가설 : 지역별 문화예술재정 지출규모/지출비중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회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욱, 2011). 이러한 결과

를 감안할 때, 문화예술재정 투입의 증가는 공연예술 및 미술전시회 등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기반시설 방문횟수를 높일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예술 재정투입 확대는 문화기반시설의 시설 개

선 및 확충, 각종 홍보활동 및 체험활동의 증가를 통해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기반시설 방문횟수를 증가시켜 문화향유정도를 높일 것으

로 기대된다.

반면 지역별 문화예술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내용과 그 규모가 상이

할 수 있고, 투입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재정의 확대될수록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정이 문

화기반시설 등 문화향유 증가 외에 다른 부문에 주로 투입된다면 문화예

술 재정의 증가가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

다.

연구문제에서 독립변수가 되는 문화예술재정의 투입의 정도는 그 절

대적인 규모 혹은 전체 재정지출과 비교한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되는 문화예술향유의 대리변수를 지역별 문화

기반시설 이용횟수로 설정하고자한다. 문화기반시설의 종류는 도서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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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4가지로 정의하고 각 시설의 이용횟수를 가중

합산하여 변수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1) 가설 1 : 지역별 문화예술재정 지출규모가 클수록 인구 1인당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많을 것이다.

2) 가설 2 : 지역별 전제 재정지출 대비 문화예술재정 지출의 비율이

클수록 인구 1인당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반영한 분석모형을 나타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분석모형

구 분 대리변수
종속

변수
문화향유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독립

변수

문화재정 규모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문화재정 비중 지역별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

통제

변수

소득수준 지역별 1인당 지방세부담액

도시화 정도 시‧군 더미변수(시=1, 군=0)

수도 인접성 수도권 더미변수(수도권=1, 비수도권=0)

연령수준 지역별 전체 평균연령

연도 연도 더미변수(20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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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지역별 문화향유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 문화기반

시설 이용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횟수, 1인당 지역 박물관 관람 횟수, 1인당 지역 미술관 관람 횟수,

1인당 지역 문예회관 방문 횟수를 합산하되, 시설의 특성과 이용자 수의

절대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합산한다. 독립변

수는 먼저 ‘문화재정의 규모’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액 중 문화

예술부문2)의 크기를 각 지역 인구로 나눈 ‘1인당 문화예술재정 세출결산

액’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정의 비중’은 해당 ‘지역 전체 세출결

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통제변

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1인당 지방세 징수액), 도시화 정

도(시/군 더미변수), 수도권 인접성(수도권/비수도권 더미변수), 연령수준

(전체 평균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책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연도(2012 ~ 2018)변수를 함께 통제

하였다.

제 2 절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적 분석 수행을 위해서 문화체

육관광부가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연간 발행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의 원자료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자료의 범위는 원

2)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인 문화 및 관광 중에서 체육, 문화재 등 분야를 제외

하고 ‘문화‧예술’ 부문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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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선정하였으며,

수록된 통계의 기준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다. 실질적으로는 자료 발표

전년도 1년간의 문화기반시설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독립변수인 세출결

산액은 종속변수가 측정되는 기준시점(n년도)보다 1년 앞선 회계연도

(n-1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투입이 실제 정책효과로 나타날 때까

지의 시차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발표된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는 실제로는 2017년 1년 동안의 이용자 수이므로 분석 시에는

2016년의 세출결산액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세종특별자치시 제외)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예

술기반시설 접근성이 용이한 대도시 지역을 제외함으로써 대상 지역 거

주 주민들의 문화향유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함이다. 타 지역

인구의 유입이 잦은 제주도 지역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자료의 특성은 2012 ~ 2018년의 7개년 패널데이터

이며, 연도별 케이스 수는 2012년의 경우 세종시 출범 전 충남 연기군의

케이스가 포함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는 159개, 2013년에서 2014년

의 자료는 158개, 통합 청주시(청주시+청원군)가 출범한 2015년 이후의

자료는 157개이다. 결과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 수는 총 1103

개이다. 한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특정 유형의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이용자 수를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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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선정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문화예술 향유 정도를 종속변수로 정의한다. 이

를 측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

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자 200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자료이

다. 자료의 수록범위가 되는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

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종전 ｢문화예술진흥

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현황, 직원현황, 운영예산, 자료현황, 이용

현황 등 각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정도를 직접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유

형별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각 지역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이용횟수

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각각의 1인당 이용횟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값을 분석대상으로 한

다. 가중치는 시설별 이용횟수 전체평균값에 따른 가중치(가중치 1), 시

설별 특성에 따른 가중치(가중치 2)를 각각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세부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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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도서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상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이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을 의미하며,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 ‘지역별 공공도서관 총 이용객 수’를 지역 인구 수

로 나는 값인 ‘지역별 1인당 공공도서관 이용횟수’ 종속변수에 포함시켜

활용한다.

2) 박물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상 박물관의 범위는 지역별 등록 박물관을

의미하며, 운영주체별로는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

관을 모두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 ‘지역별 박물관 총 관람객

수’를 지역 인구 수로 나눈 ‘지역별 1인당 박물관 이용횟수’를 종속변수

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3) 미술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상 미술관의 범위는 지역별 등록 미술관을

의미하며, 운영 주체별로는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국립미술관, 공립미술

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 ‘지역

별 미술관 총 관람객 수’를 지역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지역별 1인당 미

술관 이용횟수’를 종속변수에 포함시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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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의 약칭으로서, 구「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였다. 통상적으로는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 예술회

관,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센터, 아트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주요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

한편 유사 지표로 ‘지역별 문예회관 유료관객비율’이 있으나 지역 문예

회관의 무료 공연‧전시가 적지 않다는 점, 유료 관람 여부와 관계없이

문예회관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문화향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점에서 해당 지표는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 ‘지역별 문예회관 총 이용객 수’를 지역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지역별 1인당 문예회관 이용횟수’를 종속변수에 포함시

켜 활용한다.

5) 1인당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시설별 이용횟수 격차에 따른 가중합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를 합한 값을

지역 인구로 나눈 ‘1인당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하나의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각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로 전체 이용횟수 격차가 크므로 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특정 시설 유형

에 대한 영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종속변수(종속변

수 1)은 각 시설 유형별 1인당 이용횟수 평균값의 역수를 가중치로 두고

합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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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를 구성하는 각 시설 유형별 이용횟수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표 5>와 같다. 각 시설유형별 평균값의 역수를 취하고 그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가중치로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값은

도서관 0.7, 박물관 1, 미술관 4.3, 문예회관 4 이다. 이 값을 가중치로 하

여 합산한 값을 각 지역 인구로 나누면 종속변수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첫 번깨 종속변수로 정의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5> 각 시설 유형별 이용횟수의 평균값

변수 N 평균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 1103 4.6

1인당 박물관 이용횟수 980 3.11

1인당 미술관 이용횟수 441 0.72

1인당 문예회관 이용횟수 937 0.78

<표 6> 종속변수 1 의 정의

시설유형 가중치 종속변수 1

도서관 0.7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 (도서관 이용자 수 × 0.07 + 박물관 이용자 수 × 0.1
+ 미술관 이용자 수 × 0.43 + 문예회관 이용자 수 ×

0.4) ÷ 지역 인구

박물관 1

미술관 4.3

문예회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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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인당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가중합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를 합한 값을

지역 인구로 나눈 ‘1인당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추가적인 종

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시설별 이용횟수 격차에

따른 가중치와 더불어 각 문화기반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뒤 그에 따라 합산한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중

치는 문화예술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에 따라 도서관 0.5, 박

물관 1.5, 미술관 3, 도서관 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가중치 설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및 문화기반

과 실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무자 등으로부터 가중치에 대한 자문

을 요청하였으며, 과반수의 선택을 받은 가중치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가중치 설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예회관의 경우부터 살펴보

면, 문예회관은 공연과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로서 지방자

치단체마다 소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보다는 문예회관

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시와 공연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고려할 때, 문화향유라는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

였다. 실제로 격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향수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의 지표로 사용되는 주요 개념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들고 있

다. 그리고 동 조사에서 문화예술활동의 범위는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

시회, 작가와의 대화), 서양음악,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으로 정의되고 있다.3) 이를 보면 공연예술과 전시가

문화예술활동의 주된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전시예술보다는 공연예술의

3)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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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개별 예술 유형이 갖는 비중을 단

순히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

석 편의를 위해 공연예술이 주로 이루어지는 문예회관에 더 높은 가중치

를 두기로 한다.

한편 공연보다는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예회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다만 박물관의 경우 비교적

해당 박물관의 특징에 따라 전시내용이 고정적인데 반해 미술관의 경우

박물관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미술관에 보다 큰 가

중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 열람 및 대여가 주로 이루어지

는 곳으로, 주민들이 책을 읽고 문학행사에 참여하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연과 전시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다른 시설에 비

해 그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 학습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 또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지금까

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종속변수를 산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종속변수 2 의 정의

시설유형 가중치 종속변수 2

도서관 0.5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 (도서관 이용자 수 × 0.05 + 박물관 이용자 수 × 0.15
+ 미술관 이용자 수 × 0.3 + 문예회관 이용자 수 ×

0.5) ÷ 지역 인구

박물관 1.5

미술관 3

문예회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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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재정투입이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재정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세출결산액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각 지역에 실제로 투입된 재정의 규모를 측정하고자 지방교부

세와 국고보조금, 자체재원 등 재원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일반회

계, 특별회계, 기금 등 재원의 성질도 구분하지 않고 세출총계를 기준으

로 하였다. 또한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분류하였을 때, 대분류인 문화

및 관광 분야 중에서 체육, 문화재, 관광 등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부문

에 투입된 지출만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재정투입의 절대적인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을, 타

부문 재정투입과 비교한 상대적인 투입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을 각각

독립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1)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첫 번째 독립변수는 해당지역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절대적인 규모이

다. 단, 지역별 경제규모 및 인구규모의 차이에 따른 측정오류를 줄이기

위해 지역 인구 대비로 환산하여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을 독립변

수로 설정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재정투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시

간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인 지역별 문화향유정도의 측정 연도(n년도) 대

비 1년 전 회계연도(n-1년도) 기준 세출결산액을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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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

해당지역 문화예술 재정의 상대적인 투입비율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을 전체 세출결산액으로

나누어 백분위로 환산한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

율’을 또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앞서 설정한 독립변수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재정투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시간을 고려

하여 종속변수인 지역별 문화향유정도의 측정 연도(n년도) 대비 1년 전

회계연도(n-1년도) 기준 세출결산액을 독립변수 산출에 활용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1) 소득수준(지역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선행연구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향유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소득수준은 해당 지

역의 GNI 또는 GDP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

의 분석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고려하여 ‘지역별 인구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을 소득수준의 대리변

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도시화 정도(시/군 여부)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도시지역일수록 비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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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향유를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 활

동의 수요와 공급 또한 더 큰 규모로 나타나게 된다. 즉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도시화 정도를 통제변수로 설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도시화 수준을 개별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므로, 분석대상이 되는 기초지자체를

시 지역과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추가함으로써 도시화 정도

를 측정하고자 한다.

3) 수도권 인접성(수도권/비수도권 여부)

앞서 설명한 변수인 도시화 정도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과 그 주변인 수도권 중심으로 각종 사회, 경제적 인프라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는 문화예술 기반시설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각종 시설이 수도권에 밀집

되어 있으며, 실제로 공연예술 등 대부분의 문화예술 활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수도권에 인접할수록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용이성이 커

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인접성은 문화예술 향유 정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였으며, 분

석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추가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

조는 이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울특별시를 논외로 하고, 인천광역

시와 경기도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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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 수준(전체인구 평균연령)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향유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정광호 외, 2006;. 홍윤미 외, 2015). 이는 과거 문화예술 향유 기반

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시기에 유년, 청년시절을 보냈던 노년층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적고, 경험의 부족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 자체

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지역별 연령 수준

역시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전체인구의 평균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여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평균연령의 측정 시점은 분석대상이 되

는 연도의 매년 1월이다.

제 4 절 모형의 설정 및 분석방법

1.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지역별 문화재정의 투입규모 및 상대적 투입비중이 지역주

민들의 문화향유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을 위해 앞서 설정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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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1)

 =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2)

 =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 1인당 지방세 징수액

 = 도시화 정도(시/군 여부)

 = 수도권 인접성(수도권/비수도원 여부)

 = 평균연령

 = 연도 변수(2012~2018)

 = 오차항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기간(2012~2018년) 중 지역별 문화향유수준

을 나타내는 종속변수(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가중합산 1, 2)와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과 ‘전체예산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

액 비율’이라는 독립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수준(1인당 지방세 징수액), 도시화정도(시/군 여부), 수도권 인접성(수도

권/비수도권 여부), 연령수준(지역별 평균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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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도

변수를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해당 유형의 문화기반시

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기술통계량을 도출할 때에는 결측치로 처리하

였으나 시설별 합산값을 계산할 때는 결측치를 0으로 하여 종속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서 통계분석 방법 중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 및 각 통제변수

가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는 IBM SPSS를 사용하였다.



- 34 -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격적인 분석 진행에 앞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종속변수인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세부 요소가 되는

각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1인당 이용횟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

음 <표 8>과 같다.

<표 8> 종속변수 세부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
1103 0.1 31.91 4.6 3.22

1인당 박물관

이용횟수
980 0.002 69.03 3.11 5.45

1인당 미술관

이용횟수
441 0.001 18.26 0.72 1.73

1인당 문예회관

이용횟수
937 0.002 8.16 0.78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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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1인당 이용횟수 평균은 도서관(4.6회)부터

박물관(3.11회), 문예회관(0.78회), 미술관(0.7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에 비해 문예회관과 미술관의 이용횟수가 상대적으

로 작음을 알 수 있다.

각 변수의 최댓값, 최솟값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네 개의 문화기반

시설 유형 모두 케이스별 편차가 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의 경우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나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9>

와 같다.

<표 9>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가중합산 1)

1103 0.01 13.40 0.99 0.99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가중합산 2)

1103 0.01 11.29 1.06 1.07

먼저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의 평균은 가중합산 1은 0.99회, 가

중합산 2 는 1.06회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최댓값, 최솟값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각 종속변수 값에

있어서 케이스별 편차가 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종

속변수 모두 평균과 표준편차가 거의 같은 값으로 나타나 표준편차가 매

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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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독립변수인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과 ‘지역별 전체 세출

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비율’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원)
1103 0 479093.7 73337.33 63061.6

전체대비문화예술

세출결산액비율(%)
1103 0 8.07 1.47 1.02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1인당 문화예술세출결산

액’의 경우 최솟값이 0인데 비해 최댓값이 479093.7원으로, 매우 큰 격차

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표준편차가 63061.6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은 최솟값이 0%, 최댓값이 8.07%

이고 평균값은 1.47%로 나타나고 있다.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분석에 사용되는 통제변수 중 더미변수를 제외한 ‘1인당 지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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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평균연령’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지방세

징수액(원)
1103 160 1454 467.82 191.88

평균연령 1103 33.7 55.5 44.19 4.91

기술통계분석 결과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평균은 467.82원이고, 최댓

값이 1454원, 최솟값이 160원이며, 지역별 평균연령은 최솟값이 33.7세,

최댓값이 55.5세이며, 평균이 44.19세이다.

한편 더미변수인 시/군 여부와 수도권/비수도권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더미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변수 N 시/수도권 군/비수도권

시/군 여부 1103 532(48.2%) 571(51.8%)

수도권 여부 1103 231(20.9%) 87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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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관계분석은 연속형 변수 간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이다.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 및 다중공선성 여

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중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

용횟수,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전체 대비 문화예산 세출결산액 비

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

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3>

과 같다.

<표 1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세출

규모
세출비율

인당

이용횟수

(가중1)

인당

이용횟수

(가중2)

인당

지방세

부담액

평균연령

세출

규모
1

세출비율 .627*** 1

인당

이용횟수

(가중1)

.133*** 0.025 1

인당

이용횟수

(가중2)

.155*** -0.006 .957*** 1

인당

지방세

부담액

-.224*** -0.005 0.016 -0.051 1

평균연령 .350*** -.273*** .065** .137*** -.456*** 1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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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은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 가중합산 1(r=.133, p<.001),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가중합산 2(r=.155, p<.001), 평균연령(r=.35, p<.001)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r=-.224, p<.001)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전체 세출결산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은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1),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2),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평균연

령(r=-.273, p<.001)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지역별 문화예술 재정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고, 2개의

종속변수(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1, 2)와 2개의 독립변

수(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결산액 대시 문화예술 세출결

산액 비율), 그리고 4개의 통제변수(1인당 지방세 부담액, 시/군 여부, 수

도권 여부, 평균연령)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선택하였다.

앞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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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구모형의 정리

종속변수 독립변수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1)

지역별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2)

지역별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

통제변수

지역별 1인당 지방세부담액

시‧군 더미변수(시=1, 군=0)

수도권 더미변수(수도권=1, 비수도권=0)

지역별 평균 연령

연도 더미변수(2012~2018)

이어서 각 변수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문화예술재정과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1)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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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다중회귀분석 결과(모형 1)

종속변수 독립변수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

(가중 1)

(상수) -.174 .599 　 -.290 .772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005 .001 .295 5.231
*** .000 3.617

문화재정

투입비율
-.176 .054 -.181 -3.263

** .001 3.493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00 .000 .084 2.171
** .030 1.717

수도권

여부
.108 .085 .044 1.274 .203 1.377

시/군

여부
.236 .087 .119 2.715

** .007 2.177

평균연령 .014 .011 .068 1.238 .216 3.425

연도

(2012)
.185 .123 .066 1.503 .133 2.162

연도

(2013)
.258 .121 .091 2.133

** .033 2.064

연도

(2014)
.192 .118 .068 1.617 .106 1.984

연도

(2015)
.140 .116 .049 1.205 .228 1.885

연도

(2016)
.075 .113 .027 .666 .506 1.804

연도

(2017)
.054 .111 .019 .483 .629 1.741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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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귀모형의 유의성, 설명력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 3.66,  < 0.001 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9%로 나타났다

(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54로서 2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간의 유사성을 뜻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

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을 확인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가 10을 넘게 되면 해당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 연구의 회귀모

형에서는 VIF가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영향력

첫 번째 독립변수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회귀계수를 살펴보

면, =0.295, =0.000( < 0.01)로 나타나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종속변

수인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이 1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는 0.295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예산 투입규모가 큰 지자체의 문화향유 정도

가 높음을 뜻한다. 절대적인 투입 예산이 클 경우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증가,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확충,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문화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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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3) 전체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의 영향력

두 번째 독립변수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세출결산액 비율’

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0.181, =0.001

( < 0.05)로 나타나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역의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비율이

1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는 0.181만

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가설과 달리 1인당 문화예술 재정지출의 상대적

인 투입 비중이 클수록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 문화예술재정이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확산

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목표했던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문화기반시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확산 등 문화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긴 하였으나 잘못된 정

책 등으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용자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을 수도 있다.

한편 분석과정에서 편의(bias)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모두 인구 수로 환산되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인구 수 1인당 환산값이 작게 환산되고, 인구

수가 적은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일수록 인구 수로 나는 1인당 환산값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변수값에 편의(bias)가 발생하여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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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통제변수의 영향력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의 영향력

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수준의 대리변수인 1인당 지

방세 부담액의 경우, 종속변수인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0.084, =0.03). 시/군 여부도 마

찬가지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0.119, 

=0.007). 다만 수도권 여부의 경우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203). 그리고 평균연령 역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216). 그리고 연

도변수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군 지역에 비해 도시화된 시 지역일수록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기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많은 것일 수 있다. 또한 인

구가 적고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이 문화기반시

설의 수, 문화예술교육 기회 등이 많기 때문에 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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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재정과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중합산 2)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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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다중회귀분석 결과(모형 2)

종속변수 독립변수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

(가중 2)

(상수) -.075 .647 　 -.116 .908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005 .001 .296 5.264
*** .000 3.617

문화재정

투입비율
-.207 .058 -.196 -3.542

*** .000 3.493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00 .000 .043 1.099 .272 1.717

수도권

여부
.004 .092 .001 .038 .969 1.377

시/군

여부
.194 .094 .090 2.061

** .039 2.177

평균연령 .017 .012 .076 1.396 .163 3.425

연도

(2012)
.180 .133 .059 1.350 .177 2.162

연도

(2013)
.244 .131 .079 1.872 .061 2.064

연도

(2014)
.190 .128 .062 1.481 .139 1.984

연도

(2015)
.134 .125 .043 1.069 .286 1.885

연도

(2016)
.059 .122 .019 .485 .628 1.804

연도

(2017)
.056 .120 .018 .462 .644 1.741

         
     

* : p<0.1, **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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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귀모형의 유의성, 설명력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 4.61,  < 0.001 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8%로 나타났다

(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4로서 2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도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간의 유사성을 뜻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

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을 확인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가 10을 넘게 되면 해당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 연구의 회귀모

형에서는 VIF가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영향력

첫 번째 독립변수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회귀계수를 살펴보

면, =0.296, =0.000( < 0.01)로 나타나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종속변

수인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이 1

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는 0.29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결과를 보면 가중합산 1의 값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1인당 문화예술 재정투입 규모의 증가가 시설수준 개

선,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확충 등에 영향을 미쳐 문화기반시설 이용횟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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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의 영향력

두 번째 독립변수인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세출결산액 비율’

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0.196, =0.000

( < 0.01)로 나타나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역의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비율이

1단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는 0.196만

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가중합산 1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인당 문화예

술 재정지출의 상대적인 투입 비중이 클수록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투

입이 정책실패로 이어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분석 시 변수

산출과정에서 편의(bias)가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4) 기타 통제변수의 영향력

독립변수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의 영향력

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군 여부의 경우 가중합산 1에

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인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0.09, =0.039). 다만 소득수

준의 대리변수인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272). 수도권 여부와 평

균연령 또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

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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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이 문화기반시설의

수, 문화예술교육 기회 등이 많기 때문에 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이용

횟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소 결(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재정투입의 증가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

화기반시설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계량적 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

예술 세출결산액의 비율이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이용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은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가중합산 1과 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설정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문화예

술 재정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즉 문

화향유 정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당초 설정한 가설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문화예술재정의 상대적인 투입비율(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

술 세출결산액 비율)이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 가중합산 1과 2 모

두에서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의 투입비율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

재정의 타 분야 재정 대비 상대적 투입비율은 문화향유에 오히려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초 설정한 가설을 지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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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부(-)의 영향 관계가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변수설정

과정에서 나타난 편의이거나 잘못된 정책에 따른 정책효과 미달성에 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단순히 문화예술 재정투입 비중이

증가할수록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가 감소한다는 인과관계로 단정 짓기

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화예술 재정투입 규모의 증가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문화향유의 증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타 분야 재정 대비 문화예술재정의 상대적인 투입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가 더욱 증대되지는 않는다. 결국 재

정 투입의 상대적인 비중보다는 절대적인 액수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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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오늘날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문화향유의 증대이

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정책의 집행에는 당연히 재정적 지출이 수반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정책의 양상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이 수립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대한 재

정지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문화예술재정의 증가가 과연 실제로 문화예

술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수록 문화향유 역시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삼았다. 먼저 독립변수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부문 재정지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문화예술재정의 절대적인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

산액’, 상대적인 투입 비중을 나타내는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을 각각 독립변수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1인당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

관, 미술관, 문예회관) 이용횟수를 문화향유를 나타내는 지표(종속변수)

로 활용하되, 각 문화기반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설정

하여 합산한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선행연구 등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밝혀진 소득수준(1인당 지방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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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액), 수도권 여부, 시/군 여부, 평균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추

가적으로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변수를 함께 통제

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

로 모형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개의 독립변수는 각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먼저 1인당 문화예술 세출결산액은 1인당 문화기반

시설 이용횟수에 대해 가중치 1과 2 모두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문화예술

세출결산액 비율은 두 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문화예술재정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할수록 문

화기반시설 이용횟수, 즉 문화향유 정도가 증가한다. 이는 직관적인 예측

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재정투

입의 증가는 해당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만 문화

재정의 상대적 투입 비중은 문화향유에 유의미한 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상대적 문화예술 재정투입의 비중의 증가가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차이는 각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에 기반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시설의 유형에 따라 투입된 재정이 사용되는 용도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문화기반시설에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낼 만한 특징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모형의 변수를 인구

대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는 정

책실패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문화예술 향유를 증대시

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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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이고 비효

율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문화예술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문화정책의 효과달성은 다양한 조건 및 매개변수에 의

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 관계일 수 있다(정홍익, 2001). 또한 문화예술분

야에서도 의도와 결과의 분리, 즉 정책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김정수,

2017).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긍정적으

로 바라보는 입장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반면 상대적인 재정투

입비율의 영향력 부분에선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특정 문화기반시설에 있어서 일반적인 예상, 그

리고 연구가설과 같이 재정투입의 증가가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문화향유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문화예술재정의

상대적 투입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화향유를 증대시킬 수 없다는

점 또한 보여주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재정투입의 증가가 절대적인 투입규모

와 상대적인 투입비중에서 각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를 증가시킨다는 일

관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절대적인 투입규모 측면에 있어

서는 문화향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이

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의 타당성 논쟁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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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다만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재정투입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정교한 정책설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재정지원은 오

히려 정책실패를 통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정책연구를 통

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남애랑, 2015).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문화향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진 못하였지만 기존 연구의 전국단위, 광역지방자

치단체 단위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했다는 점, 문화를

향유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재정지원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 그

리고 문화예술정책이 문화향유 증대라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

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문화향유

지표로 설정하여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 재정투입 규모, 상대적 투입 비

중이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설명

하였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한

계 또한 존재한다.

첫째, 종속변수인 문화향유 지표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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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설정하였다. 하지

만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는 문화향유의 단적인 측면만 반영하는 것으로

문화기반시설 외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화향유를 반영하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다. 예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보면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률,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예술행사 직접 참여 경험률 등 문화향유 지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분석의 지역적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다보니

원자료의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문화향유 지표를 제한하였다.

또한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면서 문화향유의 질

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교적 적은 이용횟수에도

더 많은 만족감을 느꼈다면 단순히 여러 번 이용했으나 만족감이 적었던

경험에 비해 더 충실히 문화를 향유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문화향유의 특성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변

수가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독립변수로 활용되었던 문화예술재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 중 문화예술 부문의 세출결산액을 분석대

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자체 예산외에도 중앙정부 보조금 등 각 지

자체의 문화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재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로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부문에 투입

되는 재정지출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대상인 지역별 문화예술재정이 단순히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분석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로 각 지역의 문화예술예산에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운영

뿐 아니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의 확보성 측면에서 예산의 세부내용까

지 파악하여 변수를 설정하진 못하였지만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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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해 각 지역의 예산 중 문화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만을 산출하

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단위로 설정함으로 인해 충분한 자

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다.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자료를 바

탕으로 문화기반시설 이용횟수를 변수로 설정하였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

우 문화기반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관람객 수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자료는 결국 분석과정에서 결측치로 처리할 수밖

에 없었다. 이는 분석결과의 오차로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자료의 축적, 조사항목의 세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관측치를 확보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과정에서 통제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내

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각종 현황자료가 충분하

지 않다는 이유로 선행연구 등에서 고려한 통제변수들을 모두 반영하지

는 못하였다. 특히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수(시설 구축 정도)는 선행연구

에서 문화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제시되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자료 확보가능성 때문에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는 통계분석에 있어서 내생성을 발생시켜 분석의 정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투입의 증가가 시설 수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문

화기반시설 이용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적절

한 통제변수의 활용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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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ain goals of today's culture and art policy is to

increase cultural enjoyment. And policies are being prepared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The execution of a policy naturally involves

financial expenditure. In fact, the nation's cultural and artistic

finances are showing a steady increase. In addition, recent aspects of

cultural policies are not central government-centered policies, but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However, if we

look at the preceding theory and others, we are at odds over whether

the increase in cultural and artistic finances will actually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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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impact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enjoyment.

Therefore, We looke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o see if the

increase in spending on culture and art also increases the cultural

enjoyment. And among them, the nationwide local governments

(excluding metropolitan cities and municipalities(jachigu)) were the

analysis units. It also set the 2012 to 2018 time range.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fined as ‘the amount of cultural and

artistic expenditure per person’ that represents the absolute scale of

each local government’s cultural and artistic budget, and ‘the ratio of

cultural and artistic expenditure to the total amount of expenditure’.

Using data from the "General of Cultural Infrastructure" for the

whole country, the number of cultural infrastructure (library, museum,

art museum, and art center) per person was used as an indicator of

cultural enjoyment(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 level of

income (the local tax burden per person), the status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state of the county(gun), and the average age

as control variables that could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e

preceding research. The year variables were controlled too to control

the change in time flow.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s, a model was constructed and

multiple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both independent variabl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each of the dependent variables. First of all,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culture and art

per pers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uses of cultural

infrastructure per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total

amount of cultural and art expenditure to the total amount of

expenditur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uses of cultural

infrastructure per person. For the control variables, the effect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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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d for each of the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the study found tha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uses of some cultural

infrastructure, it did not produce consistent results for all cultural

infrastructure.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in order for culture and

arts policies to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cultural enjoyment,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effective policy measures that can

achieve policy goals.

keywords : cultural policy, budget expenditure on arts and

culture, cultural enjoyment,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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