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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문화행정연구가 질적으로 더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문화행정 담론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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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문화행정, 문화행정연구, 문화 거버넌스】

**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kkpark@catholic.ac.kr).
**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hotdogg@catholic.ac.kr).
논문 수일(2008.4.29), 수정일(2008.5.21), 게재확정일(2008.6.15)



54 ∙ 행정논총(제46권2호)

Ⅰ. 서 론

1. 연구배경

20세기가 경제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불려질 만큼 문화

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소득의 증가, 주 5일제 근

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행정학 분야에서 생태론적 접근법(Ecological Approach)을 강조한 Gaus

가 주장했듯이, 문화를 공공재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하게 

되면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수 있다. 실제 국가

에 따라서 문화를 공공재로 보는 시각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미국은 문

화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국가에 속하는 반면 프랑스는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60
년간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은 오히려 프랑스의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 실정이다. 1980년대 

초 정홍익 교수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과과정에 문화행정 강의를 개설한 

것이 문화행정연구에 대한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3공화

국부터 5공화국 때까지의 문화공보부가 6공화국에 들어와 문화부로 명칭이 변

경되면서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문화행정연구가 본격화되

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의 지방자치의 실시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한 정체성의 확보 수단으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려고 부

단히 노력해 왔다. 문화는 이제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는 정책도구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

나게 되었고 동시에 문화행정연구 분야도 점차 세분화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전체 국가예산 대비 문화행정예산의 비율을 1%로 

끌어 올리면서 문화행정연구는 발전기를 맞게 되었다.
문화행정은 참여정부에 들어와 그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즉, 참여정부는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육

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할 것을 천명하

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문화산

업을 집중육성함으로써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이 융합되는 토대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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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러한 국가적 관심은 문화행정연구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행정 60년 연구를 내용적 측면과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동

시에 고찰함으로써 문화행정 이론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해왔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문화행정연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행정의 내용적 연구범위를 크게 문화행정저서 및 박사학

위논문, 그리고 등재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문화행정저서의 경우 해당기

간의 문화행정부문과 관련된 서적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내용면에서 행정학

과 관련된 서적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전국 대학을 대

상으로 문화행정의 하위분야인 문화산업, 문화복지, 문화예산, 순수예술문화정

책, 지역문화 등 문화행정과 관련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

술지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2007년 기준)로 선정된 학회지에 개제

된 문화행정 관련 논문들로 한정하였고, 내용의 중복 등의 한계로 인해 학술대

회 발표논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초의 

문화행정 논문이 발표된 1989년을 기점으로 2007년 10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등재학술지의 문화행정논문은 총 102편이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한국행정학보 13편, 한국정책학회보 9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편, 행정

논총 8편, 한국행정연구 3편, 한국행정논집 14편, 지방정부연구 13편,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11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편, 정부학연구 

1편이 활용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주로 하였고 필요하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자료분석도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문헌분석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기 위해서 연구의 성격, 주제, 정책과정별로 범주화하고 이론적으로 구분한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

서는 문화행정의 이론적 시기 구분을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는데,1) 
그 기준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을 태동기, 그 이후를 발전기, 2003년 

1) 오양열(1995: 33-34)은 우리나라 문화행정을 분석하는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첫째, 단
일변수에 의한 공화국별 구분방식, 둘째는 연대별 구별방식, 셋째, 복합적인 변수를 

혼용하여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세 방식 모두 시기마다 문화행정의 

기본방향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제로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

하여 지방자치제와 정권변화의 구별을 통해 문화행정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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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성숙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지방자치

제도와 정권교체라는 커다란 물리적인 변화에 기준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

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이전의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던 문화행정 영역에서 벗

어나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종래

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3년에 들어선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민간부문, NGO, 시민단체의 영역을 중요시함으

로써 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을 문화행정의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하였기 때문이

다. 이렇듯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정권변화는 문화행정연구에 있어서도 큰 영향

을 주어 연구경향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문화 거

버넌스 및 문화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행정의 시기별로 연구성격, 정책과정, 연구주제, 박사

학위 논문, 문화행정 담론의 장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2)

Ⅱ. 문화행정연구의 주요 관점들

1. 연구성격

문화행정연구의 성격을 크게 나누어 보면 문화행정의 이론개발에 초점을 맞

추는 연구와 실제 문화행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정책적 

도움을 주려고 하는 처방적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행정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

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1) 문화행정연구 태동기

문화행정연구의 태동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행정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

는 중요한 논문이 1989년 정홍익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에서 발간한 ｢행정논총｣에 기고한 “문화행정연구”라는 논문에서 정홍익은 문화

행정의 개념, 문화행정 영역의 변천과정,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전개하였다. 문화행정연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무한 

2) 문화행정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임학순(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행정학회

보 및 석·박사학위논문을 통한 문화정책분야의 분석이 언급되어 있어 본 연구와 유사

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등재학술지, 학위논문, 서적, 커뮤니티 등을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문화정책논총｣과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 임학순(1996)
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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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이 논문은 문화행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어 정홍익은 1992년 ｢한국행정학보｣에 발표한 “문화행정연구: 개념틀과 분

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전의 연구를 더 한층 정치화하였다. 이 논문은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행정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정비, 행정기구의 변천, 지원규모 및 

예산의 변천과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50년 역사를 개관하였다. 그는 

문화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민족의식 배양, 국민정서 욕구의 충족, 예술발전, 
가치관의 계도의 네 가지로 파악하였고 여기에 상응하는 문화행정의 추구가치

를 주체, 평등, 창의, 효용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거하여 볼 때,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은 주체를 이념으로 하고 민족의식 배양을 목적으로, 제5
공화국은 평등과 효용의 이념 하에 국민정서욕구 충족과 가치관 계도를 목적으

로, 제6공화국은 창작을 이념을 바탕으로 예술발전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이런 점에서 정홍익의 논문은 향후 문화행정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서 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처방적 논문으로｢한국행정학보｣에 기고한 배득종(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문화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문화정책: 미술품 시장의 시스템 다이

내믹스 분석”이란 논문에서 계량적 기법을 적용하여 미술품 시장의 개방이 문

화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품시장을 생

산-공급체계, 수요-구매체계, 화랑-유통체계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하면서 문화정

책 주무부서는 미술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서 미술문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

립, 전문인력의 충원, 외부전문가들의 활용을 위한 체제정비 등을 갖추어야 한

다는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2) 문화행정연구 발전기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문화의 상품화, 산업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

름을 반영하듯 문화행정 연구도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태동기에 비해 방법론적으로 정치해졌다.
태동기의 이론적 연구가 문화행정의 개념과 영역의 변화과정, 문화행정의 역

사적 변천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발전기에서는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 이론 연구로는 김정수

(2002a)의 연구가 있다. 그는 ｢한국행정연구｣에 기고한 “미녀와 야수: 문화행정

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문화의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

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개입을 한다고 하

더라도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시기의 처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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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고숙희(1999)가 ｢한국행정학보｣에 기고한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경제

적 효과: 단양 온달문화제의 분석”이 있다. 이 논문은 단양 온달문화 축제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3) 문화행정연구 성숙기

이전 시기의 문화행정 연구 주제가 아주 제한적이고 특히 이론적인 측면이 

취약했던 것에 비해 문화행정 성숙기에서는 이론적 논문도 양적으로 풍부해지

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처방적인 논문들의 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문화행정연구의 생태계가 문화행정의 성숙을 위한 

담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생력을 가지고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론적 성격이 강한 대표적 연구로는 임학순(2005)과 이대희(2003)의 연구가 

있다. 임학순(2005)은 ｢지방정부연구｣에 기고한 “지역기반 문화 콘텐츠 학습프

로그램의 문화거버넌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화애니메이션강사풀제’사업을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의 사업주관

기관 특성, 교육프로그램의 유형, 거버넌스 행위자간의 파트너십, 교육자원의 서

울집중도 등이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

여 거버넌스 유형을 문화예술 연계형과 애니메이션 특화형으로 구분하여 거버

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간의 역할 분담 구조와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모색하였

다. 이 논문은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거버넌스 패러다임이라는 이론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문화행정연구의 수준을 이론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한편, 이대희는 ｢한국행정학보｣에 기고한 “조선시대 문화정책의 역사적 변

화”라는 논문에서 조선시대 문화정책의 특징을 경국대전, 대전회통을 통해 정책

의 기저, 조직, 정책내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시대별 문화정책의 변화를 

문화, 음악, 미술, 연극 및 무용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 논

문은 시대적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문화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처방적 성격이 강한 논문으로 정광호ㆍ최병구(2006)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자는 ｢지방정부연구｣에 기고한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

계”라는 논문에서 문화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화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주요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문화바우처의 설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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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정책쟁점을 도출하였다. 문화바우처 제도가 성공하려면 첫째, 문화

바우처의 수급기준이 저소득층,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문화리터러시 수준이 낮

은 집단, 군단위 시골지역에 집중될 필요가 있고, 둘째, 문화바우처 운영을 담당

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전문성 문제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문화수요에 

대한 대응성 부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

은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1> 이론적･처방적 문화행정연구 경향

분류
태동기

(1989년~1994년)
발 기

(1995년~2002년)
성숙기

(2003년~2007.10)

이
론
연
구

학회보 2 (28.5) 3 (6.8) 8 (8.3)

박사학 논문 - 1 (2.2) -

서 - 2 (4.5) 4 (4.1)

처
방
연
구

학회보 4 (57.1) 28 (63.6) 57 (59.3)

박사학 논문 1 (14.2) 6 (13.6) 7 (7.2)

서 - 4 (9.0) 20 (20.8)

총계 7 (100) 44 (100) 96 (100)

주: 호 안의 수는 %임.

<표 1>을 보면, 전체적으로 태동기에 7편에 불과하던 문화행정연구가 발전기

에는 44편으로 600%이상 증가하였고, 성숙기에는 96편으로 발전기에 비해 

20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문화행정분야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문화행정의 이론연구는 학

술논문의 경우 태동기에 2편, 발전기에 3편, 성숙기에는 8편으로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반면 박사학위 논문은 발전기에만 1편이 있을 뿐 성숙기에는 전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행정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공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저서의 경우는 발전기에는 2권이던 것이 성

숙기에는 4편으로 약 200%가 증가하여 문화행정연구가 하나의 학문분야로 정

립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처방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술논문의 경우 태동기에는 4편에 불과하던 

것이 발전기에는 28편으로 700%가 증가하였고 성숙기에는 발전기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였다. 박사학위 논문도 태동기에는 1편에 불과하던 것이 발전기에는 

6편으로 600%가 증가하였으나 성숙기에 들어와 7편으로 약 100%이상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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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저서의 경우는 발전기에 4편에 불과하던 것이 성숙기에

는 20편으로 무려 500%나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행정의 응용적 학문으로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과정

문화행정연구가 정책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관한 과정별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기

간 중 정광호(2006)가 ｢한국정책학회보｣에 기고한 “아시아문화전당 정책사례: 
예비타당성 분석과 정책분석가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제외하면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책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산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화정책결

정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문화정책이 다른 정책 유형과 달리 어떠한 정치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규명해 줌으로써 정책이론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

이다.

1) 문화행정연구 태동기

이 시기의 정책과정 연구를 보면 정책결정과 정책평가에 관한 논문은 찾아보

기 힘들고, 박이준(1990)의 ｢韓國 文化行政에 관한 연구 : 地域文化를 중심으로｣

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유일하다. 이 논문은 문화행정의 집행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제도적 관점, 인력 및 예산관점, 프로그램 관점에서 조망

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문화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문화예술

인들 간의 협력구조 구축, 재원 확보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문화관련 법령 및 

문화행정 조직의 정비 등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었다.

2) 문화행정연구 발전기

이 시기에 들어와 문화행정을 정책과정별로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움

트기 시작하여 정책집행, 정책평가에 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하지만 불

행하게도 정책이 이루어지는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문화정책집행 연구로는 김렬‧구정태(1999), 박광국･도운섭･주효진(2000), 

박광국･최상일･주효진(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렬‧구정태(1999)는 ｢한국행

정논집｣에 기고한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요인 분석- 98경주세계문화 EXPO사업

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1998년에 개최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를 대상

으로 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책내용, 정책자원, 집행주체, 
집행관계망, 그리고 정책환경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요인들이 성공적 정책집행과



문화행정 60년의 연구동향 분석 ∙ 61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광국･

도운섭･주효진(2000)의 “문화정책 집행사례 분석: 대구광역시 달구벌 축제를 중

심으로”라는 논문과 박광국･최상일･주효진(2000)의 “지역문화정책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인식도 평가”라는 논문은 문화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행정의 전문성, 문화관련 조직들 간의 협력, 문화 

인프라의 구축, 지역문화산업의 경쟁력, 문화행사의 다양성, 문화발전의지 변수

를 확인하고 이들 요인들간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문화

정책 집행연구를 통해 이들 연구자들은 문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문화정책 

집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전적 집행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송건섭･박철민(1999)은 ｢지방정부연구｣에 기고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사 개발전략 분석･평가”라는 논문에서 실제 경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사가 비용･편익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분

석하였다. 이들은 문화행사에 대한 효과를 지역주민의 만족도, 경제적 효과, 비
경제적 효과로 구분하고 범주별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문화정책의 평가도 규범적인 측면이 아니라 계량적인 측면에서도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문화정책 평가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3) 문화행정연구 성숙기

이 시기의 문화정책과정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화행정 발전기에는 정책

집행부문 연구가 활발하였던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정책평가와 관련된 논문들

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문화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정부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로는 정광호(2006)가 ｢한국정책학회보｣

에 기고한 “아시아문화전당 정책사례: 예비타당성 분석과 정책분석가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예비타당성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에 있어 정치학적 시각의 필요성, 경제적 편익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편익의 고

려방법, 메타평가의 필요성, 정치논리와 전문성이 상충될 때의 조정문제 등을 

여러 정책사례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둘째,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김호균(2006)은 ｢한국정책학회보｣에 기고한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정책집행 영향요인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인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정책집행과정

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문화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

고, 이들 요인이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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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문화정책집행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은 문화행정에 대

한 PR, 지역주민-문화예술인-지역기업 간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태동기와 발전기에 비해 문화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

구가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송건섭(2004)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기고한 

“지방정부 지역축제의 성과평가: 문화관광부지정 2002년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문화부 지정 대구･경북지역 축제들의 서비스 질이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서비스의 질 개념을 다섯 가

지 차원(가시성, 신뢰성, 대응성, 자신감, 공감성)으로 세분하고 문화행사가 의도

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 차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 2> 정책과정별 문화행정연구 경향

분류
태동기

(1989년~1994년)

발 기

(1995년~2002년)

성숙기

(2003년~2007.10)

정책결정
학회보 - - 1 (3.2)

박사학 논문 - - 1 (3.2)

정책집행
학회보 - 5 (71.4) 3 (9.6)

박사학 논문 1 (100) 1 (14.3) -

정책평가
학회보 - 1 (14.3) 22 (70.9)

박사학 논문 - - 4 (12.9)

총계 1 (100) 7 (100) 31 (100)

주: 호 안의 수는 %임.

<표 2>를 보면, 문화정책의 집행분야에 관한 연구는 발전기에서부터 상당 정

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결정이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숙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문화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문화정책의 결정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다보니 문화정책을 둘러싼 역동적 결

정과정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3. 연구주제

문화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행정관련 교재들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총 8개의 연구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문화행정의 연구주제는 문화산업, 문화복지, 문화정책, 문화조직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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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역문화, 문화교류, 문화이론, 비교문화로 분류될 수 있고,3) 이들 주제를 

중심으로 각 시기별 문화행정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1) 문화행정연구 태동기

이 시기의 주제별 연구는 주로 문화이론, 문화산업, 문화정책, 지역문화 분야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문화이론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홍익

(1989/1992)의 연구가 이 분야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행정의 개념, 
영역, 국가개입의 정당성 등 문화행정과 관련한 많은 화두를 던져 주고 있다.

둘째, 이대희ㆍ윤기상(1993)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기고한 “문화 산업 

분야의 공동 협의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문화산업의 주제를 본격적으

로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재정지원,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향후 문화산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심응섭(1994)은 ｢한국행정학보｣

에 기고한 “지역의 문화예술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
이라는 논문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향유, 문화예술 시설의 양ㆍ

질에 대한 만족도,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 발표된 논

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문화행정연구 발전기

문화행정연구 발전기는 태동기에 비해 문화행정을 다루는 주제가 좀 더 다양

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태현(1996)은 ｢한국행정논집｣에 기고한 

“대구경북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논문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

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민
족고유의 정신문화 개발, 전통문화의 산업화, 문화창조력 제고, 문화교류의 확

대, 문화자치의 확립을 강조한다.
둘째,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최되는 축제, 문화행사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문태현, 1996/1998; 고숙희, 1999; 김춘식, 1999; 
김렬‧구정태, 1999; 권오혁, 1999; 송건섭‧박철민, 1999). 문태현(1998)은 “안동국

제탈춤페스티벌”을 사례로 지역문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3) 문화행정 주제를 분류하는데 참고가 된 도서는 정철현의 ｢문화정책론｣과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이대희의 ｢문화산업론｣, 김정수의 ｢문화행정론｣과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이흥재의 ｢문화예술정책론｣, 임학순의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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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와 비경제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춘식(1999)의 “지역개발전략

으로서의 전통문화의 관광 상품화에 대해: 안동지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

과 고숙희(1999)의 “지역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단양온달문화축제 사

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도 지역문화라는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1998년에 개최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만을 주제로 다룬 논문들도 다수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렬‧구정태(1999)의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요인 

분석- 98경주세계문화 EXPO사업을 중심으로”, 송건섭‧박철민(1999)의 ’98경주세

계문화엑스포행사 평가, 조병훈(2000)의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라는 논문들인데 같은 주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이 시기에 들어와, 태동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화복지에 관한 연

구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국민 1인당 GNP가 1만불을 상회

하고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

작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정일환(1996)은 ｢한국행정연구｣에 기고한 “풍요로운 

삶: 교육･문화 측면의 삶의 질”이라는 논문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문화 부문의 제반 실태와 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한국행정학보｣에 기고된 최용부･김진

현･민병익(2002)의 “도시문화역사공원의 사회적 가치: 진주성의 사례”연구와 강

호진(2004a)의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 연구는 앞서 이루

어진 정일환의 연구에 비해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이루

어졌다.
넷째, 이대희(1999)와 박광국(1999)은 국가간 문화정책의 차이를 비교행정론

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이대희(1999)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기고

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 정책 관련 조직의 비교연구”라는 논문에서 아시아 각

국의 문화정책 관련 조직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문화정책 담당 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타 부처의 부수적 업무로 수행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박광국(1999)은 ｢한국

정책학회보｣에 기고한 “문화정책의 상황론적 집행이론 구축을 위한 한‧미 간 

비교연구”라는 논문에서 문화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요인, 조직내적 요인, 법적요인으로 범주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행정 공무원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문화정책의 집행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하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문화정책 집행이론의 상황

론적 맥락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들어와 문화산업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정수(1999)는 ｢한국행정학보｣에 기고한 “스크린쿼터와 딴따라: 대중문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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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개입과 문화산업경쟁력에 관한 시론”이라는 논문에서 영화산업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그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으로부터 시작된 문화산업부문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류를 통한 문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다(김정수, 2002b).

3) 문화행정연구 성숙기

문화행정연구 성숙기는 앞의 두 시기에 비해 문화행정의 연구 주제에 있어 

보다 더 다양화되고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첫째, 문화산업분야 연구는 윤성식 외 5인이 연구하여 ｢정부학연구｣에 기고

한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산업정책”이란 논문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문화산업정

책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

다. 이 논문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환경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에 부응하기 위

한 문화산업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둘째, 채원호･손호중･박병일(2004)은 ｢지방정부연구｣에 기고한 “노인의 문화

서비스 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라는 논

문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문화복지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노인들의 증대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들의 문

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부부문의 문화복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셋째, 이병량(2006)의 논문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논리와 한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행정논총｣에 기고한 “한국 문화정책의 논리에 

관한 비판적 연구: 평가준거의 구성과 시론적 평가”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의 문화정책이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 투자보다는 하드웨

어 위주의 투자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따라서 문화투자의 

양적확대는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더 저하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넷째, 문화조직 및 예산과 관련하여 정광호(2004)는 ｢한국행정학보｣에 기고한 

“외부의 재정지원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정부보조금과 민간기부금이 문화예술단

체의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 전문성, 창의성, 조직의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 문화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섯째, 지역문화 분야의 연구에 있어 서순복(2005)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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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고한 “지역문화행사와 종교신념에 따른 수용인지간 갈등에 관한 연구”에
서 종교다원화 시대를 맞아 지역축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종교문화갈등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종교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문화관광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끝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종열(2007)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기고한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 한류활성화를 위하여｣라는 논문에서 문화교류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류활성화를 위해 문화교류예산의 확대, 문화교류 대

상 국가의 전략적 선택, 문화교류 관장부처의 민간영역 확대, 관련 부처들의 네

트워크체계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 프랑스, 영국 

등 국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문화교류 만큼은 현재 정부주도 

하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문화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3> 연구주제별 문화행정연구 경향

분류
태동기

(1989년~1994년)

발 기

(1995년~2002년)

성숙기

(2003년~2007.10)

문화산업

학회보 2 (25.0) 3 (6.9) 7 (7.6)

박사학 논문 - 2 (4.6) -

서 - 2 (4.6) 17 (18.4)

문화복지

학회보 - 3 (6.9) 4 (4.3)

박사학 논문 - - 2 (2.1)

서 - - -

문화정책

학회보 1 (12.5) 5 (11.6) 10 (10.8)

박사학 논문 - 3 (6.9) 1 (1.0)

서 - 2 (4.6) 3 (3.2)

문화조직 

 산

학회보 - 1 (2.3) 7 (7.6)

박사학 논문 - - -

서 - - -

지역문화

학회보 1 (12.5) 12 (27.9) 22 (23.9)

박사학 논문 1 (12.5) 1 (2.3) 4 (4.3)

서 - - 7 (7.6)

문화교류

학회보 - - 2 (2.1)

박사학 논문 - - -

서 - - 3 (3.2)

문화이론

학회보 3 (37.5) 3 (6.9) 2 (2.1)

박사학 논문 - 1 (2.3) -

서 - 2 (4.6) 1 (1.0)

비교문화

행정

학회보 - 3 (6.9) -

박사학 논문 - - -

서 - - -

총계 8 (100) 43 (100) 92 (100)

주: 호 안의 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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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기별 연구주제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면 태동기에는 문화이론에 관한 

연구가 3편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지역문화 2편(25%), 
문화산업 2편(25%), 문화정책 1편(1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기에 오

면,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가 13편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문화정책 10편(23.2%), 문화산업 7편(16.1%), 문화이론 6편(13.8%)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문화복지, 비교문화행정 연구는 각각 3편(6.9%)으로 미흡한 실

정이고 문화교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숙기에도 지역문화 

연구가 33편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문화산업 24편
(26.0%), 문화정책 14편(15.0%), 문화조직 및 예산 7편(7.6%), 문화복지 6편
(6.4%), 문화교류 5편(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화행정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이론과 비교문화 행정은 전무하거나 5% 미만에 머물러 연구주제의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 박사학위 논문

심도 있는 문화행정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사학위 수준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기별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 양적 

증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1) 문화행정연구 태동기

문화행정 연구가 일천한 이 시기에 박이준(1990)은 지역문화라는 주제를 가

지고 박사 논문을 완성함으로써 향후 지역문화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박사학위논문인 ｢韓國 文化行政에 관한 연

구 : 地域文化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역문화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5년 전에 벌써 그는 

지역문화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역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지역문화가 지역성을 반영하

고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무엇

보다도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관련 법령 및 문화행정조직의 정비, 재정 확충, 문화행정을 담

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시설의 확충과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처방

하였다.

2) 문화행정연구 발전기

이 시기에 들어와 문화행정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의 편수는 양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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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으나 연구주제의 범위는 태동기와 마찬가지로 지역문화 혹은 도시문

화에 한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용중, 1998; 김미나, 2000; 이기혁, 2000; 
장경곤, 2000; 원도연, 2001; 김문규, 2002). 다만 역사적 관점에서 문화행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문화예술정책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범위를 규명하는 이론적 성격의 박사학위 

논문도 있었다.
먼저, 윤용중(1998)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文化·藝術部門에 대한 民間 및 

政府支援政策에 관한 硏究｣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지원정책

의 범위와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였

다. 둘째, 이기혁(2000)은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문화정

책 빈곤기(60년 이전), 문화정책 보조기(61-70년), 문화기반 조성기(71-80년), 문
화정책 발전기(81-90년), 문화정책 분산기(90년 이후)로 분류하고, 각 시기별 도

시문화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유사한 시각에서 장경곤(2000)도 ｢한국문화행

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행정이 어떠한 행정이념을 

가지고 변천해 왔는가를 규명하였다. 원도연(2001)의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

전략에 관한 연구: 경주･춘천･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와 김문규(2002)의 ｢지역

문화행정의 전개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경기도 지역문화권을 중심으로｣의 두 

편의 박사학위 논문은 공통적으로 지역문화정책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지역발전

을 위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문화행정연구 성숙기

성숙기에 들어와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는 보다 다양성을 띠게 되어 문화복지, 
지역문화, 문화예술정책, 문화거버넌스 분야에 걸쳐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강호진(2004b)은 박사학위논문인｢서울시 문화복지서비스의 주민만족에 관

한 연구｣에서 지방공공서비스로서의 문화복지의 특성과 주민만족에 미치는 문

화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김흥수(2005)는 박사학위논문인 ｢문화 

거버넌스 모형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축제 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표적인 문화축제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고 해석학적 담론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문화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려

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도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환경변화를 고

려하여 문화교류, 비교문화행정 등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 문화행정 담론의 장

문화행정 연구가 학문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연구성과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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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토양이 필요하다. 각 시기별로 이러한 문화행정 연구

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담론의 장이 형성되어 활동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1) 문화행정연구 태동기

문화행정 태동기에는 공식적인 문화행정 담론의 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홍익 교수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 학자들에 의해 

문화행정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문화행정의 연구성과는 기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2) 문화행정연구 발전기

발전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문화행정 담론의 장으로서는 1999년 12월 27일
에 발족한 SERI 문화정책연구회를 들 수 있다. SERI 문화정책연구회 커뮤니티

에서는 각국의 문화정책, 영화제, 축제, 문화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정보와 문화

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포럼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담론의 장에 올려 열띤 논쟁을 전개함으로써 

On-Line/Off-Line 상의 문화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3) 문화행정연구 성숙기

이 시기에는 한국행정학회 산하에 2006년 8월에 문화행정연구회가 발족함으

로써 문화행정에 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

속적인 문화행정 연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문화행정연구회는 한국행정학

회 문화정책분과에 속한 연구회로서 문화행정 영역에서의 활발한 지적성찰과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문화행정 및 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진 

행정학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적 

커뮤니티이다. 문화행정연구회는 향후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양적, 질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도권의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정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김정수(2007)가 조사한 주요 대학의 문화행정교과목 개설현황은 <표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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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대학원 문화행정교과목 개설현황

담당교수 ( 학) 강의명 강의교재

정홍익(서울 학교) 문화정책 정홍익(편 ),문화정책론
정철 (연세 학교) 문화정책론

정철 (2004),문화정책론
정철 (2005),문화연구와 문화정책

김정수(한양 학교) 문화행정론
김정수(2006),문화행정론: 이론  기반과 
정책  과제

박 국(가톨릭 학교)
문화정책
세미나

김정수(2006),문화행정론: 이론  기반과 
정책  과제

이 희( 운 학교) 문화산업론 이 희(2001),문화산업론
주효진

(꽃동네 도사회복지 학교)
복지와 

문화정책
이흥재(2005),문화 술정책론
임학순(2003),창의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출처: 김정수(2007). ‘문화정책’ 련 강의계획서 모음. 문화행정연구회 카페.

우선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서울대학교 정홍익의 문화정책 

강의는 문화정책의 본질, 기능,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사회가 원하

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문화정책이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또한 문화

예술의 재정,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문화와 도시정책, 문화예술 기관의 평가, 문
화경제학, 문화기업, 문화 예술의 관객과 수요, 한국 문화정책이라는 10가지 주

제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연세대학교 정철현의 문화정책론 강의는 크게 3부로 이루어진다. 제1부는 문

화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제2부는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강의로, 시장주의와 국가주의, 문화경제학, 문화의 이해, 문화의 상대성과 

보편성, 문화정책의 전담기관 등을 다룬다. 제3부는 지역문화정책, 문화산업정책 

등 세부 분야별 문화정책에 대해 다룬다.
한양대학교 김정수의 문화예술행정론 강의는 총 10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의 경제학,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 디
지털혁명과 문화예술행정,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등을 다룬다. 특히 최근의 이슈

인 한류 및 스크린쿼터제를 다루는 것이 이채롭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강의내용을 보면 문

화행정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당히 혼란스러

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행정학회 산하에 있는 문화행

정연구회가 문화행정학자들의 포럼을 통해 문화행정 강의 영역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해 줌으로써 향후 문화행정 연구가 보다 큰 탄력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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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를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 특징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에 관계없이 이론연구보다 처방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처방적 연구의 비율도 태동기에서 성숙기로 갈수록 점점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과정별 연구경향을 보면,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가 태동기와 발전기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비중이 높았으나 

성숙기에 들어오면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정책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연구주제

별 경향을 보면, 태동기, 발전기, 성숙기에 관계없이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가 가

장 많았다. 발전기에는 지역문화 연구를 제외하고는 문화정책 연구가 많이 이루

어졌으나 성숙기에 들어오면 오히려 문화산업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문화복지, 문화조직 및 예산, 문화교

류, 문화이론, 비교문화행정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문화행정연구가 

주제별로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문화행정연구의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박사학위 논문에 있어서도 세계화, 정보화라는 환경변화가 문화행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문화교류, 비교문화행정, 정보화와 문화행정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문화행정 담론의 장의 활성화 정도를 보면, 태동기에

는 활동이 미미했으나 발전기에 들어와 SERI 문화정책연구회가 담론의 장 형성

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성숙기에 들어와 공식적으로 한국행정학회 산하에 문화

행정연구회가 발족되어 문화행정 전공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포럼이 개

최되어 문화행정 연구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몇몇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많은 문화행정 강좌가 개설됨으로써 문화행정 연구는 더욱 더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2. 향후 전망 및 과제

행정학 분야에서 문화행정의 역사는 전통적 분야인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

정에 비하면 역사가 일천한 실정이다. 하지만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불려질 

만큼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가우스가 언급했

듯이, 행정은 시대적 환경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행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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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로서 문화행정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의 분

석기간 동안 태동기에 8편에서, 발전기에 43편, 성숙기에 92편으로 가파른 상승

세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문화행정이 양적인 측면

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하려면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화교류, 비교문화행정, 문화이론, 문화복지와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문화도 경제적 측면을 외면하고 예술적 측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부문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화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며 문화산업의 발전은 지속적

인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질 때 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은 창조산업이기 때문에 행정학뿐만 아니라 타 학문과의 학제적 

교류를 통해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은 비공해산업이라

는 점에서 정책결정자도 국가적 아젠다로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산-학-관-민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외

국과의 문화교류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개발은 전

적으로 우리 문화행정 전공자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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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the Trends of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in Korea: 1945-2007 

Kwang-Kook Park･Kyung-Jin Chae   

Since the liberation from being a colony of Japan,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steadily under the concern of the president. In particular, local 
autonomy, introduced in 1995, has made cultural administration prosper more.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the paradigm of cultural administration shifted 
from a vertical relationship taken at initia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a 
horizontal relationship based on a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tizen groups. Building cultural governance has recently been a hot issue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policy. The study analyzes how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have evolv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dministration. For this,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have been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called formation, development, and matu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were analyzed intensively according to research characteristics, policy process, 
research themes, dissertations, and cultural administration discourse. The analysis 
showed that even though the number of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e quality of studies has not been high in terms of the scope of research 
and the contents.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activating the discourse 
of cultural administration by constructing academic communities.

【Key words: cultural administration studies, cultur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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