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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는 2005년도부터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문화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관련

된 연구에 편향되어 있으며,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문화격차와 관련한 문화바우처 제도의 변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격차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구분되어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

화이용도의 측면에 한정하여, 문화지출비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문화지출비는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의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활용했다.

문화바우처 정책 변동의 효과는 크게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의 실시 전후의 효과와 지원금 

증액방식의 효과, 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 실시 이후, 문화지출비는 사업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문화체험기회 확대 방식이 문화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원금 확대 시행은 문화지출비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문화지출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지원금 증액방식보다 문화

체험기회의 확대방식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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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후반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졌다. 그리

고 정보화의 영향으로 과거 특정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를 일반인들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하층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졌다. 그

리하여 문화는 정부의 정책결정에서도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1960년대부터 문화정

책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Zimmer 

& Toepler, 1996).

문화정책이 복지국가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취약집단을 대

상으로 한 문화접근성 향상, 문화의 다양성 보장과 향수기회의 확대, 개인의 문화능력 

향상 등의 문화복지정책들이 발현되었다. 문화복지정책의 진행과정에서 주안점은 시대

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었으나, 다수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되었다(서우석･김정은, 2010). 이는 문화복지정책이 문화격차의 해소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Holt(1997)와 Lizardo(2008)는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실천 방식의 차이가 사회계급

적 차별의 중요한 준거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Bourdieu(1984)는 문화자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소비가 사회계급을 구분하는 차별화 기제로 작용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Ollivier(2004)는 세계화의 흐름

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실천의 효용성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문화의 소비 유형이 새로

운 계급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소비의 준거가 끊임없

이 변화하면서, 문화소비가 사회계급을 차별화 하며,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문화격차를 사회적 격차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격차가 

사회격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서우석･김정은, 2010). 이러한 국내외의 실증연

구들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격차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은 정책의 핵심적인 목

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서우석･김정은, 2010). 그러나 문화

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6년, 2018년 소득에 따

른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서,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Lamont & Small(2008)은 사회의 구조화된 문화적 차별

과 일상화된(institutionalized) 문화가 개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여, 문화적 

격차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별 문화격차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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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Bourdieu, 1984). 따라서 사회격차의 요인인 문화격

차를 좁히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정책은 중요하다.

한국에서 문화바우처는 문화복지 정책 중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그리

고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그리고 정책대상자를 대상으

로 하는 만족도조사, 이용률 현황 등 문화바우처 정책의 효과 추정과 관련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실제 문화바우처가 문화격차 해소를 해소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만족도, 이용률 등 외에 문화지출비용의 변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바우처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삶의 질, 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

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바우처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화지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화바우처는 최근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2014년 지역･여건별 맞춤

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등 통합문화이용권을 도입한 것이며, 둘째, 2017

년부터 2018년, 2019년 문화바우처의 지원 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각 지역 주관처) 등 통합문화이용권 도입 시점

인 2014년과 가격정책의 변동이 있는 2017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변동이 문화바우처 수

혜자들의 문화소비지출에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한

국 조세제정 연구원의 재정패널 1차년도 ∼ 11차년도의 데이터이다. 문화바우처의 정책 

변동에 따른 문화소비지출의 변화양상은 커널 매칭(Kernel-Matching)방식을 결합한 이

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분석하였다.

Ⅱ. 문화바우처 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1. 문화바우처 현황1)

바우처(Voucher)2) 제도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

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참조

2) 바우처에는 주택, 고용, 노인, 장애인, 보육, 문화 바우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문화 

바우처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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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운용된다. 바우처 제도는 기존의 문화행사,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문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수혜자 선택권의 한계를 해결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긍

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문화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2005년 

문화부와 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15개 지역주관

처로 확대하였다. 당시 문화바우처는 홈페이지 포인트제를 활용하여 개인당 3,000포인

트(3만원 상당)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5,000포인트(5만원 상당)로 증액하였

다. 2011년에는 홈페이지 포인트 제도에서 문화이용권 카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을 지

원하였다. 2013년에는 문화바우처와 여행, 스포츠관람 사업을 일원화하였으며, 2014년

에는 문화바우처 일원화를 바탕으로 통합문화이용권 통합카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지

역･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문화바우처의 활용영역을 넓혔다. 2017

년에는 문화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만원 증액하여 6만원으로, 2018년에는 

다시 2017년 대비 1만원 증액하여 7만원을, 2019년에는 다시 1만원을 증액하여 1인당 

8만원(4인가구 기준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는 문화바우처

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발급률 및 이용률, 문화바우처의 사용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2015년 ∼ 2018년 문화바우처 시행 현황3)

구 분
카드예산
(백만원)

발급매수
(매)

발급금액
(백만원)

발급률
(%)

이용금액
(백만원)

발급대비
이용률(%)

예산대비 
이용률(%)

2015년 78,986 1,378,368 68,918 87.3 60,776 88.2 76.9

2016년 76,500 1,450,801 72,540 94.8 64,432 88.8 84.2

2017년 96,636 1,523,506 91,410 94.6 82,900 90.7 85.8

2018년 115,176 1,591,777 111,424 96.7 101,144 90.8 87.8

 * 본 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문화바우처 발급률과 문화바우처 발급대비 이용률은 상승추세에 있었다. 발급률의 경

우, 2018년 기준 96.7%까지 상승하여, 대다수의 문화바우처 수혜자들이 바우처를 활용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바우처 사용 금액 및 사용 건수는 <표 2>

3) 본 표는 17개 시도의 현황을 기반으로 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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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표 2> 2014년 ∼ 2018년 문화바우처 장르별 이용현황

구 분 도 서  영 화 문화일반4) 음반 기타 계

2014

이용 금액
(백만원)

21,080
(42.33%)

14,366
(28.96%)

8,796
(17.67%)

1,093
(2.2%)

4,453
(8.94%)

49,790
(100%)

이용 건수
925,087
(34.02%)

1,114,537
(40.99%)

408,559
(15.03%)

50,617
(1.86%)

220,318
(8.10%)

2,719,118
(100%)

2015

이용 금액
(백만원)

29,548
(48.62%)

18,131
(29.83%)

4,544
(7.48%)

1,437
(2.37%)

7,112
(11.70%)

60,776
(100%)

이용 건수
1,469,562
(39.11%)

1,517,061
(40.37%)

223,411
(5.95%)

84,493
(2.25%)

463
(12.32%)

3,757,756
(100%)

2016

이용 금액
(백만원)

32,665
(50.68%)

18,365
(28.50%)

2,245
(3.49%)

1,552
(2.41%)

9,631
(14.92%)

64,432
(100%)

이용 건수
1,574,275
(39.53%)

1,513,487
(38.01%)

101,243
(2.54%)

84,484
(2.12%)

708,722
(17.79%)

3,982,211
(100%)

2017

이용 금액
(백만원)

40,825
(49.25%)

21,522
(25.96%)

3,622
(4.37%)

1,768
(2.13%)

15,160
(18.28%)

82,899
(100%)

이용 건수
1,850,273
(36.97%)

1,795,490
(35.87)

149,767
(2.99%)

95,788
(1.91%)

1,114,068
(22.25%)

5,005,386
(100%)

2018

이용 금액
(백만원)

48,510
(47.96%)

24,697
(24.41%)

4,620
(4.56%)

2,118
(2.09%)

21,197
(20.98%)

101,144
(100%)

이용 건수
2,070,945
(35.95%)

1,899,324
(32.97%)

177,673
(3.08%)

110,503
(1.91%)

1,502,088
(26.09%)

5,760,533
(100%)

 * 본 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2014년 문화바우처 이용 금액 및 건수는 상위 3개 항목(도서, 영화, 문화일반)이 약

90%로 장르별로 편향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손윤석(2013)은 2011년 당시 

문화바우처의 장르별 이용금액이 도서, 문화일반, 음반에 98.94%가 집중적으로 이용되

는 것을 ‘쏠림’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쏠림현상은 지역적인 문화의 접근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쏠림’ 현상은 2014년∼2018년 완화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상위 3개 부분의 이용금액은 전체의 약 89%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각각 85%, 82%, 79.5%, 77%로 ‘쏠림’현상이 지

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된 지역･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

(각 지역 주관처) 등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으로 문화체험기회 확대 등 제반 여건이 강화

4) 문화일반은 한국예술문화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범주이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문화일반 지출을 의미

함(예: 인터파크, LG U플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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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쏠림’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예측된다.

2. 선행연구 검토

문화바우처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14년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는 삶의 질, 만족도 

등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최

정민･박종웅, 2013; 양혜원,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등). 그 외에 문화바우처

의 정책설계 방향성을 제언한 연구(정광호･최병구, 2006), 문화바우처가 문화소비 증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우석진･김인유･정지운, 2014)등이 있다. 

선행연구의 범위에 문화바우처 제도를 주제로 한 연구 외에 문화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가 문화바우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지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 문화바우처에 대한 선행연구

정광호･최병구(2006)는 문화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문화바우처 정책설

계 방향을 제안했다. 정광호･최병구는 로짓(Logit)과 프로빗(Probit) 모델을 활용하여, 문

화교육시간, 문화 교육 경험, 소득, 나이, 성별, 도시에 따라 문화관련 지출 여부가 달라

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토빗(Tobit) 모형을 통해 문화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분석한 결과 문화 교육 경험, 소득, 나이, 성별, 도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광호･최병구(2007)는 문화바우처 정책 설계 시, 소득 뿐 아니라 

나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바우처의 설계가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했다. 

양혜원(2014)은 단계적 분석(경로분석)을 통해 문화･복지정책의 효과를 측정했다. 1차

적으로 문화바우처, 문화공동체 활동,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가격할인을 

활용한 문화복지정책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Logit 분석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으며, 2차적으로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가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안정, 건강,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활용한 여가만족도, 심리적 

안정 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회귀분석)으로써, 문화복지 정책의 효

과를 측정하였다. 양혜원(2014) 연구의 특징으로는 전년도 종속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

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전년도 문화예술 관람 횟수를 포함시킨 경우, 전년도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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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유의해지는 동시에, 유의했던 문화복지 사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문화 참여가 전년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우석진･김인유･정지운(2014)는 제4차 횡단면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바우처

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회귀절단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에 기초한 비모수 추정(Nonparametic estimation)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약 5%의 유의수준 내에서 문화바우처 수혜가구는 비수혜가구에 비해 약 5만원 정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화바우처의 수혜여부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의 한계5)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식

별되는 경우, 모든 가구가 문화바우처를 사용했다는 가정을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승훈･김진(2015)은 분기별 문화서비스 지출액이 평균 3만원에 불과하며, 이를 연간 지

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12만원에 그치므로, 우석진･김인유･정지운(2014)의 분석결과인 5

만원의 추가지출의 효과는 정략적으로 과대추정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승훈･김진(2015)은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여, 가구의 문화소비지출

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 소득분위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

히, 저소득층의 문화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격정책이 크게 효과

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 기회 확대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2) 문화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문화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자본, 문화자본, 지역여건 등으로 다양하다(성

제환, 2003;이호영･장미혜, 2008; 2009 배영, 2013 ;서주환･이유진, 2018). 사회자본의 

경우, Bourdieu, Coleman 등 여러 학자들에 따라 그리고 다방면의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나(서주환･이유진, 2018; 869), 문화소비의 개념에서 사회자본은 주로 나이, 거주지, 

결혼 여부, 가족 구성원 수 등을 의미한다(Bourdieu, 1984; 이대희, 2013; 서주환･이유

진, 2018). Lopez-Sintas & Kate-Gerro(2005)는 연령, 성별에 따라 문화활동의 참여도가 

다르다고 하였으며, 연령, 거주지, 결혼여부, 가족 구성원 수 또한 문화소비에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성제환(2003)이 문화활동에 접근성이 용이한 도

심권 거주자, 미혼 혹은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문화소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5) 우석진･김인유･정지운(2014)에서 활용한 제4차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문화바우처의 혜택여부에 관

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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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은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최샛별, 

2006). 문화자본은 사회, 경제 자본과 더불어 문화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

다(서주환･이유진, 2018; 869). 문화자본은 주로 문화적 경험, 문화예술 교육, 본인의 교

육, 부친 혹은 모친의 교육 등으로 연구에 활용되었으며(이호영･장미혜, 2008; 배영, 

2013), 문화적 경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문화지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교육의 수준 또한 문화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주환･이유진(2018)은 사회, 문화, 경제, 정보자본의 요인이 문화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나이, 

결혼유무, 가족구성원 수, 현재거주지의 요인들이 문화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 외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제자본에 해당하는 소득이 문화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주환･이유진(2018)의 연구는 분위수 회귀분

석을 활용하여 변수의 영향력이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문화지출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석단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그 외에 지역적 여건이 문화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박태선･이

미영･한우석(2015)는 지역별 여건을 분류하여 문화향유기회와 문화향유 만족도의 격차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대도시의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도시 간 격

차도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문화지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서비스, 문화 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

는 문화의 접근성, 이용성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용호

성, 2012), 수도권 거주 여부 또한, 문화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문화바우처 정책은 첫째,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시

키고, 둘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

화바우처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책의 첫 번째 목적인 문화바우처 사용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문화바우처의 두 번째 목표인 문화격차의 해소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문화

격차는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

을 의미하는데(조권중, 2004), 크게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설명할 수 있다.6) 문화

6) 문화격차를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만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경제학적 시각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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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도는 시민이 문화기반시설 등 문화와 맺고 있는 연결을 의미하고, 문화이용도는 문

화 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면, 실질적으로 문화시설이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이

용되어 지는가를 의미한다(박용치, 2003). 문화접근도는 문화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 구

축 사업 등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문화이용도는 바우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장혜미･
김재범, 2014).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인력과 더불어 문화공급능력 즉, 문화 인프라일 뿐

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문화활동은 문화생산과 문화소비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재희, 2010;5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바우처 정책이 문화소비

지출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생산한 1차 ∼ 11차 재정패널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원표본 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패널로 구축된 가구(1차

년도 추출 원표본)와 2차년도 조사 당시 추가표본으로 차가된 가구(2차년도 추출 원표

본)이다. 전체 원표본 가구는 5,634가구이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7)와 가구원이다. 지역별 원표본 구성은 지역의 규모에 따라 

원표본 가구수를 배정하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원표본가구는 전체의 22.7%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17.8%, 나머지 지역은 2%∼7%의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조사방식

은 조사원에 의한 면대면조사(face-to-face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자가 심야

에 귀가해 만나기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조

사8)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표 3> 는 연구에 활용된 지역별 원표본가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비판이 존재한다(조권중, 2004). 문화격차를 다양성을 내포하여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지출 금액에 한정하였으므로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를 통해 문화격차를 제한

적인 범위에서 정의하였다.

7)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

8) 현장방문을 통해 피 조사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질문에 대한 응답요령을 교육한 뒤 질문지를 일정 

기간 유치시킨 후,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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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원표본가구수9)

지역구분 동부 읍면부 합계

전 국 4,738 896 5,634 (100%)

서 울 1,280 - 1,280 (22.7%)

부 산 419 10 429 (7.6%)

대 구 286 28 314 (5.6%)

인 천 274 12 286 (5.1%)

광 주 199 - 199 (3.5%)

대 전 201 - 201 (3.6%)

울 산 132 21 153 (2.7%)

경 기 849 152 1,001 (17.8%)

강 원 137 48 185 (3.3%)

충 북 139 61 200 (3.5%)

충 남 120 101 221 (3.9%)

전 북 185 88 273 (4.8%)

전 남 136 126 262 (4.7%)

경 북 172 142 314 (5.6%)

경 남 209 107 316 (5.6%)

분석에 활용되는 재정패널자료는 문화바우처의 사용여부에 대한 응답이 간헐적으로 

되어있어, 문화바우처 수급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제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문화바우처 수혜 가

구로 식별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바우처의 수급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수급률은 약 95%로 집계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식별전략은 임의설정을 통한 동질적인 통제집단을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 대해 커널 성향

점수10)를 활용하여 통제군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을 근거로 소득인정액에 

활용되는 변수를 활용하여 계산 한 후,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로 선정하였다.

9) <표 5>는 1-10차년도 재정패널조사 사용자 안내서 참조.

10)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층이 변동하는 가구가 달라짐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는 비교연도 간 활용되어 

지는 문화바우처 수혜 집단을 기준으로 각 분석마다 다르게 설정하였다. 또한, 성향점수매칭의 과정

에서 공통 서포트 가정(Common Support)를 만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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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위소득 인정액11)

(단위: 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71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소득 인정액 :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소득
 ƒ 재산의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2. 분석방법

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성향점수매칭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끼리 짝을 지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

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성향점수매칭은 다른 방법론에 비해 편의(Bias)를 줄여 보다 정

확한 성과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성향점수는 넓은 비교집단(정책 비수혜자)

속에서 실험집단(정책 수혜자)와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Observable covariates) X의 차

이에 따라 성향점수를 토대로 비참가자와 매칭된다. 

성향점수매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조건부 독립

성의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이다. 조건부 독립성이란 관측 가능

한 설명변수 X를 통제할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는 잠재적 성과와 독립이라는 것이다

(    ). 즉, 비관측 설명변인(ubobservable covariates)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성과와 관련된 모든 차이는 관측 가능한 공변량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2) 만약, 성향점수매칭에서 비관측 설명변인이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

하게 되면,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결렬되고 성향점수 매칭을 적합하기 않게 된다. 본 연

구에서 성향매칭에 활용되는 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문화지출액의 차

이를 검정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는 사회자본(나

이, 결혼여부, 가구원수, 성별), 문화자본(교육), 그 외 기타요인으로서 문화 접근성과 관

련된 요인인 수도권 거주 여부, 자동차보유 여부를 활용하였다. 

둘째, 공통영역(Common support) 존재의 가정이다. 이는 중첩(Overlap)이라고도 하

11) 중위소득 인정액에 사용된 변수는 부표에 수록되어 있음.

12) 본 연구에서는 공변량을 매칭 전 각 그룹간 결과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김소연･벡종일, 2016) 공변량을 설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성

향점수매칭에 활용되어지는 혼란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Felix,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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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향점수 추정시 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된다. 즉, 처치집단

과 통제집단에 동일한 공변량 X를 갖는 개체들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도 공통영역을 만족하지 못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향점수는 통제하고자하는 공변량을 독립변수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독립변수

로한 로짓, 혹은 프로빗 분석을을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이후, 추정된 성향점수를 

토대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짝짓기한다. 먼저 공통영역을 정의하여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성향점수 분포에 대한 중첩된 영역을 점검한다. 이는 성향점수 분포의 각 사분위 

안아서 평균성향점수와 X의 평균이 같은지를 점검하는 균형검증(Balancing test)울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통영역의 가정’이 충족되어진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분포는     이 유사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칭 전 두 집단의 성향점수 확률밀도함수가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어, 이를 보완하기위해 Kernel matching13) 알고리즘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두 집단을 매치하였다. 

2)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DD)

앞서 성향점수매칭의 조건부독립가정에서 관찰 가능한 X가 주어졌을 때, 잠재적 결과

는 실험(처치)에 대해 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작위 실

험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고, X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관측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X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독

립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의 경우 실험 전과 후의 결

과가 관찰가능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Y대신 Y의 변화분인 ∆를 사용함으로써, 미관

측 공변량을 통제를 할 수 있다. 처치(정책시행) 이전의 시간을 0, 이후의 시간을 1이라

고 한다면, 분석대상을   에서     로 변경할 수 있고, ATT를 추

정하기 위한 가정이     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패널자료를 이용하

여 실험 전 후 잠재적 결과의 차이를 이용해 처리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인 이중차이분석

(Difference-in-difference, DID)라고 한다. DID를 추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 식1 과 같

다. 식의 D는 처리집단은 1, 비교집단은 0을 의미하고 Z는 시간변수로 시행이전은 0, 

시행이후는 1을 의미한다.

13) 커널매칭은 성향점수가 가까울수록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방법은 Caliper를 설정할 필요가 없

고, 모든 개체를 활용하므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Christopher Bau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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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3)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 모형

본 연구는 정책의 특성상 처치군의 직접적인 식별이 제한되어 임의선택을 통한 동질

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널 성향점수 매칭을 활

용하여 처치군과 처리군의 이질성을 완화하였다.

커널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이중차분법은 공변량(Covariance)을 통해 산출된 성향

점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통제그룹에 적용한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eckman, Ichimura & Todd(1997, 1998)가 제시한 커널점수를 산출하여 성향점수를 산

출하였다. Kernel Matching(KM) 방식은 통제집단 내에 모든 개체들의 가중평균을 사용

함으로써 가상적인 잠재적 성과를 추정하는 비모수적 추정량이다. 이 때, 가중치는 잠재

적 성과를 구성하는 통제집단 내에 개별 관측치와 실험집단의 관측치 사이의 거리에 따

라 결정된다(Smith & Tood, 2005: 317). 

성향점수를 <식 1>과 같이 정의할 때, Heckman, Ichimura & Todd(1997, 1998)의 성

향점수를 활용한 커널매칭은 투입된 공변량을 통해 커널 가중치를 활용하며, 이 때 가중

치는 <식 2>와 같다.

<식 1>:      

<식 2>:  



 




 


<식 2>에서 K는 커널함수(커널함수는 Epanechnikov를 활용)를 의미하며 는 

Selected bandwidth를 의미한다. 산출된 가중치는 DID의 기본 <식 3>에 활용되어 <식 

4> Kernel propensity-score matching DID가 추정된다.

<식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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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사용한 DID는 일반적인 방식의 DID와 달리 정책 이전의 편향성(Bias)을 제

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Rosenbaum, 1984). 따라서 Kernel propensity-score 

matching DID의 방식은 대상의 편향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의 한계로 인한 

동질적 집단을 선정할 수 없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한적으로 보완해준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문화지출비의 측정

제도의 성과는 제도 시행 이후 정책평가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시행 

이후의 정책평가를 결과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로 

평가의 차원을 한정한 Suchman(1967), Cordray & Lipsey(1986), Fischer(1995)의 효과성분

석 방법론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정책평가를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의 객관적･체계적･경험적 검토’로 정의하였다. 

Rossi & Lipsey & Freeman(2004)은 성과를 ‘정책 프로그램이 실시됨으로 인해 기대

되는 대상 집단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문화바우처의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측정

할 성과변수를 정해야 한다. 문화바우처는 등록된 가맹점에 한해서 문화(영화관, 서점,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 음반판매점, 사진관 등), 체육(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및 

응원용품 등), 체육(수영장, 탁구장, 빙상장 운동 관련 용품 등), 여행(숙박, 운송수단, 관

광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수영장, 지역축제 및 명소, 온천 등)의 품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는 도서/음반, 박물관/영화관람/스포츠 항목에 ‘쏠림현상’이 존

재하고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문화바우

처 제도의 효과를 과소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

를 참고하여 문화바우처의 사용률이 높은 도서, 영화, 문화일반, 음반으로 변수를 한정

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 DATA 중 도서/음반, 박물관/영화관

람/스포츠의 지출액이라는 2가지 변수를 지출비용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 

선정은 도서, 영화, 문화일반, 음반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데이터의 한계에서 비롯되

었다. 그러나,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는 문화바우처 이용의 대다수를 포함하는 도서/음

반, 영화관람을 포함하고 있고, 박물관, 스포츠 지출 액등의 항목도 문화바우처 사용처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활용된 변수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만큼 배수로 나누어 처리하는 OECD 접근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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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DATA는 분석단위가 가구인 바, 조사 연도에 따라 가구에 

포함되어있는 가구원 수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2) 커널 성향점수 매칭을 위한 변수

본 연구에서는 문화바우처 정책의 수혜집단과 비슷한 통제집단을 설정하기 위해 <표 

7>의 변수를 성향점수 매칭에 활용하였다. 성향매칭에 활용되는 변수는 결과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였다. 문화바우처 정책의 수혜여부 이외에 

문화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여건, 사회자본, 문화자본 등 선행연구 및 이

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되, 문화바우처 정책의 결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전년도 문화지출비 등)들은 제외하였다. 성향점수매칭에 활용

된 구체적인 변수로는 가구의 수도권 거주여부, 가구원 평균나이, 가구원수,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수, 자동차 보유여부,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 가구주 혼인여

부이다. 활용된 변수의 측정 방식은 <표 5>과 같다.

<표 5> 성향점수매칭을 위한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변수 명 변수의 구성 및 측정
수도권 여부 수도권(서울)=1, 그 외=0 

가구원 평균 나이 전체 가구원 나이 / 가구원수(명)
가구원 수 가구원 수(명)

근로 가구원수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수(명)
자동차 보유여부 보유=1, 미보유=0

가구주 성별 남성=0, 여성=1

가구원
교육 수준

고졸 이하 고졸이하=1, 그 외=0
대학교 졸 대졸=1, 그 외=0

기저범주: 대학원 이상
가구주 혼인여부 가구주 혼인=1, 미혼=0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아래의 <표 6>은 종속변수로 활용된 가구 균등화를 실시한 문화지출에 대한 기

술통계치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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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구균등화 문화지출비 기술통계치
(단위: 만원)

연도 관측치수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지니계수
2007 5,014 45.93 81.083 0 1,680 6.012 73.92 0.4937
2008 5,039 44.28 74.787 0 1,320 4.854 46.74 0.4817
2009 4,830 42.80 71.325 0 918 3.764 25.09 0.4848
2010 4,778 41.94 75.712 0 1,560 5.260 60.02 0.4834
2011 4,740 39.99 68.875 0 1,080 4.066 32.12 0.4703
2012 4,756 43.17 72.587 0 1,110 4.510 37.86 0.4848
2013 4,807 39.87 73.802 0 1,200 4.710 42.03 0.4911
2014 4,819 21.94 53.605 0 1,036 8.772 128.8 0.5906
2015 4,832 19.67 42.526 0 1,015 7.382 108.4 0.5553
2016 4,790 19.99 38.679 0 520 4.949 43.80 0.5362
2017 4,770 18.79 38.762 0 733 6.366 74.98 0.5497

가구균등화 문화지출비는 2007년부터 2012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든 연도에서 가구균등화 문화지출비의 왜도는 양(+)

의 값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정적 편포의 형태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지출비는 정규분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첨도는 꼬리가 길어 평균으로부터 먼 값들이 많고, 중심 부분이 뾰족해 평균으로부터 

가까운 값들이 적으면 첨도가 커진다. 이를 바탕으로 가구균등화 문화지출비의 첨도를 

확인하면, 2012년까지 작아지고 있다. 이는 평균으로부터의 꼬리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

을 의미하는데, 문화지출비의 극단화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해준다. 2013년부터 2015년

까지는 첨도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평균으로부터의 꼬리가 길어졌으므로, 문화지

출비의 극단화가 심화되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첨도만을 활용한 지출비의 분포를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지니계수15)를 활용하여 문화지출비의 불평등도를 살펴보았다. 지니계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지니계수는 문화지출비 분포를 활용한 불평등도를 의미

하므로, 지니계수의 개선, 악화는 문화지출비의 전체적인 분포와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계수 자체를 문화격차로 이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16)

14) 이중차이 분석에서는 정책실시 이전과 이후에 계층의 변화가 있는 가구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중

차이분석에서 활용된 관측치와 기술통계에서 활용된 관측치는 차이가 있다.

15) 이재희(2010), 전승훈･김진(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 문화소비지출 분포의 불평등도는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는데, 같은 측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문화

지출비의 불평등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문화바우처 정책변화가 문화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203

2. Kernel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1) 매칭 전･후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문화 바우처 정책변동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문화 바우처가 문화지

출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2013년 처리집단과 2013년 통제집단, 2016년 

처리집단과 2016년 통제집단을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17) 이 

때, 2013년의 처리집단은 분석의 기간 중 계층의 이동(정책 시행 이전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이지만, 정책 시행 이후 기초생활, 차상위 가구에 

속하지 않게 되는 가구를 의미함)이 있는 가구들을 고려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계층의 

이동이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각각 성향점수를 추정하였다.18) 성향점수 추정 이후, 처리

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매칭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013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문화 바우처 참여여부(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할 확

률)에 대한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의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2013년, 2014년 비교가구의 일반적 특성19)

 주:         을 의미함.

16) 문화지출비 자체를 문화격차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화가 반드시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17) 성향점수 추정결과는 부록의 부표에 수록되어 있음.

18) 2013년과 2014년은 기초/차상위 가구가 699가구, 통제가구 3,465가구가 활용되었으며, 2013년과 

2015년은 기초/차상위 가구가 589가구, 통제가구 3,451가 활용되었다. 2013년과 2016년의 경우, 

기초/차상위 가구가 515가구, 통제가구 3,367가구가 활용되었다.

19) 성향점수 매칭에서의 Common support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26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가중치 부여 이전 가중치 부여 이후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수도권 거주 여부 0.208 0.140 -0.068 4.11*** 0.161 0.140 -0.021 1.91
가구원 평균 나이 41.62 60.39 18.76 25.9*** 59.18 60.39 1.211 1.90

가구원 수 3.074 2.175 -0.900 17.2*** 2.268 2.175 -0.093 2.29*
근로 가구원수 1.627 1.368 -0.259 8.58*** 1.366 1.368 0.003 0.13

자동차 보유여부 1.245 1.804 0.559 31.6*** 1.787 1.804 0.017 1.39
가구주 성별 0.152 0.446 0.294 18.3*** 0.430 0.446 0.016 1.05

가구주
교육 수준

고졸 0.171 0.625 0.454 27.5*** 0.611 0.625 0.014 0.96
대 졸 0.351 0.265 -0.087 4.43*** 0.262 0.265 0.002 0.18

가구주 혼인여부 1.194 1.511 0.317 18.4*** 1.499 1.511 0.011 0.73

관측치(observation) 3,465 699 3,465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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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이전 처리군과 통제군은 수도권 거주 여부, 가구원 평균 나이, 가구원수, 근로 

가구원수, 자동차 보유여부,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기저범주: 대학원 이상), 가구

주 혼인여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커널매칭분석을 통

한 매칭 이후에는 가구원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문화바우처 참여여부(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할 확

률)에 대한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의 특성은 <표 8>과 같다. 

<표 8> 2013년, 2015년 비교가구의 일반적 특성20)

가중치 부여 이전 가중치 부여 이후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수도권 거주 여부 0.207 0.127 -0.079 4.5*** 0.143 0.127 -0.015 1.43

가구원 평균 나이 41.8 61.18 19.38 24.6*** 60.39 61.18 0.793 1.23

가구원 수 3.065 2.129 -0.936 16.7*** 2.192 2.129 -0.063 1.59

근로 가구원수 1.630 1.367 -0.263 8.0*** 1.364 1.367 0.004 0.19

자동차 보유여부 1.249 1.825 0.577 30.4*** 1.803 1.825 0.022 1.83

가구주 성별 0.154 0.467 0.313 18.2*** 0.468 0.467 -0.001 0.08

가구주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175 0.635 0.460 26.0*** 0.613 0.635 0.022 1.44

대학교 졸 0.349 0.275 -0.074 3.52*** 0.277 0.275 -0.002 0.11

가구주 혼인여부 1.194 1.525 0.330 17.9*** 1.521 1.525 0.004 0.23

관측치(observation) 3451 589 3451 589

 주:         을 의미함.

매칭 이전 처리군과 통제군은 모든 변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커널매칭분석을 통한 매칭 이후에는 모든 변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013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한 문화바우처 참여여부(중위소득 50%이하에 속

할 확률)에 대한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의 특성은 <표 9>과 같다. 

20) 성향점수 매칭에서의 Common support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25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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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13년, 2016년 비교가구의 일반적 특성21)

가중치 부여 이전 가중치 부여 이후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수도권 거주 여부 0.199 0.134 -0.065 3.49*** 0.150 0.134 -0.01 1.45
가구원 평균 나이 41.90 61.28 19.38 23.3*** 60.37 61.28 0.906 1.43

가구원 수 3.072 2.107 -0.965 16.2*** 2.152 2.107 -0.04 1.12
근로 가구원수 1.632 1.364 -0.268 7.76*** 1.354 1.364 0.010 0.48

자동차 보유여부 1.247 1.819 0.573 28.4*** 1.800 1.819 0.019 1.53
가구주 성별 0.154 0.487 0.333 18.4*** 0.484 0.487 0.004 0.23

가구주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175 0.650 0.475 25.4*** 0.634 0.650 0.017 1.07
대학교 졸 0.352 0.268 -0.084 3.73*** 0.263 0.268 0.005 0.36

가구주 혼인여부 1.193 1.530 0.337 17.3*** 1.532 1.530 -0.002 0.11
관측치(observation) 3,367 515 3,367 515

 주:         을 의미함.

매칭 이전 처리군과 통제군은 모든 변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커널매칭분석을 통한 매칭 이후에는 모든 변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016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한 문화바우처 참여여부(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할 확

률)에 대한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의 특성은 <표 10>과 같다. 

<표 10> 2016년, 2017년 비교가구의 일반적 특성22)

가중치 부여 이전 가중치 부여 이후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통제군
평균

처리군
평균

평균
차이

t값

수도권 여부 0.180 0.146 -0.035 1.79* 0.161 0.146 -0.015 0.183
가구원 평균 나이 45.218 67.48 22.27 22.5*** 65.46 67.48 2.023 3.19***

가구원 수 2.891 1.819 -1.072 17.1*** 1.862 1.819 -0.042 1.25
근로 가구원수 1.694 1.331 -0.363 9.81*** 1.327 1.331 0.004 0.21

자동차 보유여부 1.237 1.905 0.668 31.8*** 1.890 1.905 0.015 1.59
가구주 성별 0.179 0.565 0.386 19.1*** 0.548 0.565 0.017 1.10

가구주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183 0.708 0.525 26.2*** 0.709 0.708 -0.00 0.02
대학교 졸 0.335 0.208 -0.127 5.37*** 0.189 0.208 0.020 1.59

가구주 혼인여부 1.217 1.623 0.406 19.0*** 1.605 1.623 0.018 1.18
관측치(observation) 3834 432 3834 432

 주:         을 의미함.

21) 성향점수 매칭에서의 Common support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26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22) 성향점수 매칭에서의 Common support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43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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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이전 처리군과 통제군은 모든 변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반면, 커널매칭분석을 통한 매칭 이후에는 모든 변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 문화바우처제도의 이중차이 분석 결과

<표 11>은 지역･여건별 맟춤형 기획 프로그램의 추진이 진행된 기간의 문화바우처의 

효과(모델1, 모델2, 모델3)의 결과와 지원금 증액이 추진된 기간의 문화바우처 효과(모델

4)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11> 커널매칭 이중차이분석 결과
(단위: 만원)

 * 괄호(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         을 의미함.

　 지역･여건별 맟춤형 기획 프로그램의 추진 지원금 증액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2014 2015 2016 2017
시차변수 -5.090*** -5.191*** -4.077*** 0.154

(0.421) (0.473) (0.459) (0.147)
정책효과 2.892*** 2.016*** 1.890*** -0.413

(0.581) (0.642) (0.618) (0.248)
수도권거주 여부 7.211 3.340 -0.0619 -0.550

(4.628) (3.264) (2.477) (0.345)
가구원 평균나이 0.268*** 0.263*** 0.0629** 0.00594

(0.0336) (0.0310) (0.0290) (0.00582)
가구원수 4.563*** 5.715*** 5.278*** 1.459**

(1.052) (0.765) (0.626) (0.742)
근로 가구원수 -0.310 -0.614 -2.524*** -0.330

(0.736) (0.698) (0.587) (0.529)
자동차 보유여부 1.014 -0.676 -0.0877 0.346

(1.286) (1.152) (1.040) (0.948)
가구주 성별(여성) -2.013 -1.827 -2.838* 1.626

(2.568) (1.960) (1.665) (1.664)
가구주 학력(고졸) 15.96*** 0.794 4.910* -2.337

(4.120) (3.316) (2.842) (2.214)
가구주학력(대졸) 18.04*** -2.177 -1.893 -1.479

(3.368) (3.069) (2.368) (2.434)
가구주 혼인 여부 8.953*** 7.323*** 5.873*** 0.260

(1.555) (1.451) (1.211) (0.486)
Constant -48.32*** -29.92*** -15.04*** -0.490

(5.520) (4.982) (4.505) (3.071)
Observations 8,328 8,080 7,764 8,532
R-squared 0.077 0.069 0.062 0.005

Number of hhid 4164 4,040 3,882 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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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의 문화지출비의 추세는 기초통계량에서의 문화지출비 추세와 같이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중치 부여 이후의 Data는 Raw-Data의 속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23) 지역･여건별 맟춤형 기획 프로그램의 추진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과, 

지역･여건별 맟춤형 기획 프로그램의 추진 시행이후의 2014년, 2015년, 2016년의 문화

지출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문화지출비는 2013년에 비해 

2014년, 2015년에 는 약 5만원이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약 4만원씩 감소하였다. 

반면, 지원금 증액 정책이 시행된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여건별 맟춤형 기획 프로그램의 추진의 시행 전과 시행 이후(모델1, 모델2, 모델

3), 문화바우처 수혜가구(처치군)는 통제가구(통제군)와 비교했을 때, 2014년 약 2.89만

원, 2015년 2.01만원, 2016년 약 1.89만원씩 문화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정광호･최병구(2007)는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의 특성이 문화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근거로 문화 바우처 정책설계에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광호･최병구(2007)의 주

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본 연구는 양혜원(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양혜

원(2014)의 연구결과 따르면 문화 이용횟수, 문화 경험은 그 다음년도 문화지출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한다면, 

문화바우처의 지역･여건별 맟춤형 기획 프로그램의 추진이 문화 체험기회 등을 확대시

키면서 다음 기 문화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지원금 증액 방식이 시행되었던 2017년(모델4)에는 문화바우처 수혜가구의 문

화지출비는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승훈･김진(2015)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승훈･김진(2015)은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소비가격에 비탄력적임을 근거로 저소득 가구의 문화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 가격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직접

적인 체험 기회 확대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 측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혼란될 수 있으므로, 가격증액 방식

의 정책효과는 추후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괄하여, 문화바우처 수혜가구(처리군)와 통제가구(통제군)의 

2013년∼2017년 평균 문화지출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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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2005년도부터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문화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문화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연구에 편향되어 있으며,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격차와 관련한 문화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화격차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로 구분되어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

서는 문화이용도의 측면에 한정하여, 문화지출비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문화격

차를 단순히 문화이용도로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문화격차 자체

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문화지출비의 범위는 문화바우처 정책의 예산이 상위 3가지 항목(도서, 영화, 문화일

반)에 편향적으로 사용하는 ‘쏠림’ 현상을 고려하여 도서/음반, 박물관/영화관람/스포츠

의 지출액으로 한정하였다.

문화바우처 정책의 효과는 크게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의 실시 전후의 효과와 지원

금 증액방식의 효과 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2014년에 시행된 지역･여건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 등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의 실시 전과 후 문화지출비의 변동 분석은 통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 실시이전

인 2013년과 실시 이후인 2014년, 2015년, 2016년을 구분하여 비교했다. 분석결과, 통

합문화이용권 도입사업 이후, 문화지출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문화체

험기회 확대 방식이 문화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17년에 시행된 지원금 증액의 효과를 지원금증액 실시 이전인 2016년과 실시 

이후인 2017년의 문화지출비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금 확대 시행이 문화지

출비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승훈･김진

(2015)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승훈･김진(2015)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문화

소비가격에 비탄력적임을 근거로 저소득 가구의 문화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입

안할 경우, 가격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직접적인 체험 기회 확대 정책이 효과

적일 것으로 주장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문화지출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지원금 증액방식보

다 문화체험기회의 확대방식이 효과적임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소비지출액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무료공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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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문화소비는 포함되지 않은 분석이므로 총 문화소

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동질적이지 못한 집단을 커널매칭을 통한 가중치를 부여해 이중차이분석을 실

시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분석의 가정인 공통추세

(Parallel trends)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을 커널매칭을 통해 편향성(Bias)를 완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이 언제나 편향성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므

로(Stephan LindnerEmail author & K. John McConnell, 2018), 본 매칭에서 사용하지 

않은 변수 등으로 인한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문화바우처의 정책의 확대,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문화바우처의 정책 확대, 변동의 효과를 분석한 연

구는 미흡하다. 현재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은 문화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방향

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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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소득인정액 계산에 활용된 재정패널 변수

구 분 변수명

소득평가액
1. 가구소득 (h_hinc)
 - 경조사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정부 지원현금소득,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유가 보조금으로 계산됨

재산의 
환산소득액

1. 부동산 자산 및 기타자산 (h_asset_fb)
2. 금융자산 (h_asset_fa)
3. 골프, 콘도 등 보유 회원권 (hfb014)
4. 자동차 현재 시가 (hfb042)
5. 부채총액 (h_debt_fc)

가구원수 1. 가구원수(wfnum)

<부표 2> 2013년/2014년 비교가구 성향점수 추정 결과 (Probit 모형)

treat Coef. Std. Err. Z P
수도권 여부 -0.2549237 0.0747369 -3.41 0.001

가구원 평균 나이 0.018771 0.0021665 8.66 0.000
가구원 수 0.3170758 0.0372906 8.50 0.000

근로 가구원수 -0.3576167 0.470165 -7.61 0.000
자동차 보유여부 1.042533 0.0687451 15.17 0.000

가구주 성별 0.0257222 0.0853727 0.30 0.763
가구원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8677707 0.087448 9.92 0.000
대학교 졸 0.442756 0.0752649 5.88 0.000

가구주 혼인여부 0.295774 0.0878791 3.37 0.001

<부표 3> 2013년/2015년 비교가구 성향점수 추정 결과 (Probit 모형)

treat Coef. Std. Err. Z P
수도권 여부 -0.3447806 0.0827523 -4.17 0.000

가구원 평균 나이 0.020204 0.0023101 8.75 0.000
가구원 수 0.3280327 0.0405134 8.10 0.000

근로 가구원수 -0.350446 0.050337 -6.96 0.000
자동차 보유여부 1.09105 0.0743965 14.67 0.000

가구주 성별 0.0448288 0.0912426 0.49 0.000
가구원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8971066 0.096075 9.34 0.000
대학교 졸 0.5680738 0.0844961 6.72 0.000

가구주 혼인여부 0.3067684 0.0943124 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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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2013년/2016년 비교가구 성향점수 추정 결과 (Probit 모형)

treat Coef. Std. Err. Z P

수도권 여부 -0.2476651 0.0853961 -2.90 0.000***

가구원 평균 나이 0.0181852 0.0024213 7.51 0.000***

가구원 수 0.2828667 0.04176 6.77 0.000***

근로 가구원수 -0.3383905 0.0535353 -6.32 0.000***

자동차 보유여부 0.994959 0.0772016 12.89 0.000***

가구주 성별 0.1189339 0.0948422 1.25 0.210

가구원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9474963 0.1013729 9.35 0.000***

대학교 졸 0.5512209 0.0896655 6.15 0.000***

가구주 혼인여부 0.2275132 0.0983796 2.31 0.021**

<부표 5> 2016년/2017년 비교가구 성향점수 추정 결과 (Probit 모형)

treat Coef. Std. Err. Z P

수도권 여부 -0.1490552 0.0914509 -1.63 0.103

가구원 평균 나이 0.0138333 0.0020065 6.89 0.000***

가구원 수 0.3008988 0.0471357 6.38 0.000***

근로 가구원수 -0.2889694 0.0611624 -4.72 0.000***

자동차 보유여부 1.353323 0.0903634 14.98 0.000***

가구주 성별 -0.0484961 0.0986657 -0.49 0.623

가구원
교육 수준

고졸 이하 0.9386802 0.1058125 8.87 0.000***

대학교 졸 0.3947578 0.1025893 3.85 0.000***

가구주 혼인여부 0.4012979 0.1033641 3.8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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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ultural Voucher Policy on Cultural 
Expenditure

Jae-Hoon Lim & Young-Chai Yoon

The culture voucher was introduced in 2005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bridging the cultural gap through cultural enhancement. However, research on 

culture vouchers is biased toward research rela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ultural enrichment, and research related to solving cultural gaps is insufficien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cultural voucher system related to the cultural gap.

Generally, the cultural gap is explained by the degree of cultural access and cultural use. This 

study analyzed the variation in cultural expenditure in terms of cultural use. The study used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s financial panel survey data on cultural spending.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culture voucher policy was analyzed in two ways: the effect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cultural right and the effect of the subsidy increase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expenditure on culture in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o introduce integrated cultural use rights. This suggests that the way cultural 

experience opportunities expanded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spending on cultural 

consumption.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expanded subsidies did not affect 

changes in cultural spe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cultural 

experience is more effective than increasing subsidies in order to increase household 

cultural expenditure.

【Keywords: Policy Evaluation, Culture Voucher, Financial Panel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