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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대한 찬반 논의들을 정리하고,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

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 정책 추진에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법인화가 전문성 확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술

의 질 증대,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화 반대론자들

은 법인화가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성 훼손, 시민의 예술향유권 저해, 순수공연예술의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

해서 효율성, 전문성, 공공성 측면에서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

인화는 세종문화회관의 운영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성과의 수준이 법인화 추진 당시의 목표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였다. 조직구조가 사무국 중심에서 예술단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공연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공공성 측면에서도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가 고객 다양

성과 서비스 형평성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이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법인화, 예술 공공기관, 세종문화회관】

Ⅰ. 서 론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1)이 대두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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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신공공관리론은 고전적 관료조직이 과도한 형

식주의와 절차주의로 낮은 성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하면서 경쟁과 시장기제의 도입을 강조

하였다(Peters & Pierre, 1998; Hood, 1991). 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에 ‘작

은 정부론’이 대두되어 공공부문의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민간시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책임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었다(정광렬 외, 2003: 1).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조치2)들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는 예술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세종문화회관

(1999년), 국립중앙극장(2000년), 예술의 전당(2000년), 경기도 문화의 전당(2004년), 서울시향

(2005년) 등이 법인화 되었다. 현 정부 하에서도 국립중앙극장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법

인화가 추진 중이다.3) 2010년 4월에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인 국립극단이 법인화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리적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인화 찬성론자

들은 선진국의 예술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법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법인화가 전문성 확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술의 질 증대,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인화 반대론자들은 법인화가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성 훼손, 

시민의 예술향유권 저해, 순수공연예술의 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박정훈, 2009; 조선령, 2010; 이영호, 2010). 뿐만 아니라 법인화 이후에 과연 경영 자율성

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공공성이 축소되었는지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4) 또한 행정학 분야에서의 법인화 연구에

서 법인화의 성과나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된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가 어떤 긍정적 혹은 

1)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 공공기

관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독점은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Osborne & Gabler, 1992).

2) 한국교육평가원(1998), 중앙고용정보원(2000), 강원대병원(2000), 요업기술원(2000), 제주대병원(2001), 
서울대치과병원(2004), 한국철도공사(2005) 등

3)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유인촌 당시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가 성공하면 그 

외 예술 공공기관도 법인화할 생각이라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0년 1월 19일자).

4) 문화예술단체들의 법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 공연의 재미, 자율성 강화, 
관람료 인하, 홍보 강화 등이 있으며(조선일보 2011.02.10; 서울신문 2011.04.08; 동아일보 2011.02.17; 
연합뉴스 2011.01.19), 부정적 평가로는 신분불안, 공공성 축소, 자율성 훼손, 관람료 인상, 공연횟수 

축소, 문화 양극화의 심화 (프레시안 2011.06.02; 한겨레신문 2010.09.08; 민중의 소리 2010.12.09)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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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성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 정책 추진에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이론적 배경

1. 법인화의 개념 및 특징

오늘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권오성･황혜신･안혁근･박석희, 2009: 233). Bozeman 

(1987)은 정부조직의 역할이 민간조직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모든 조직은 공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사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안병영･정무권･한상일(2007)은 공공부문

의 개념과 범위를 철학적 기준, 공익성, 법적 차원, 조직의 특성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정

의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 제시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영역 구분과는 별개로, 특정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공부문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개혁을 주도한 많은 선진 국가들은 과거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서비스 전달 기능을 자율성 있는 다양한 집행기관으로 전환하여 왔다. 

공공서비스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 제공방식’과 ‘간접적 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간접적 관리방식은 ‘민영화’ 방식과 ‘법인화(또는 공공기관화)’ 방식이 있다. 민영

화란 소유권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가 정부에서는 관여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말하

며,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화란 소유는 정부가 하되, 서비스의 생산

은 민간인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는 크게 정부기관5), 공공

기관6),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정부기관에는 정부부속기관,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의 형태가 있음.

6)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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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비교: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소유
(관리부처)

정부(행정안전부)
⦁정부
⦁정부+민간(기획재정부)

민간: 소유의 민영화

조직근거 정부조직법 개별법, 공공기관법 민법

구성원 공무원 민간인(준공무원) 민간인

재정 세입, 세출 모두 국가예산
수입은 민간 충당하되, 부족
분은 정부 보전

수입과 지출의 민간 충당

인사･조직 
자율성

법의 엄격한 사전통제 자율적(일부 사후 통제) 통제 없음

책임성

⦁주로 기관장 책임, 구성원
은 신분보장

⦁손실 발생해도 계속 존속
⦁경영공시 의무 없음

⦁신분보장 되지 않음
⦁손실발생시 파산까지 가지 

않음
⦁경영공시 의무

⦁신분보장 되지 않음
⦁손실 발생시 파산 가능
⦁정부 개입 없음

공공성
공공재 공급 등 시장실패 영
역 보완

시장실패 영역 일부 보완(공
공성 유지방안 필요)

공공성보다 기업이익 중시

 출처: 유홍림(2008), 박용성(2010)  

공공기관 모두는 근거법에 의거한 법인에 해당되지만, 그 가운데 특정 개별법에 의해 존

재 근거가 명시된 기관들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을 위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특수법인화한 뒤, 이들을 공공기관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화는 법인화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유홍림, 2008). 

법인화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민간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기관의 법적 위상이 특수법인(혹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고, 구성원의 신분도 공무원

(혹은 상용직)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 특히 법인화 과정에서 기관의 운영 원리가 시장주의

(경쟁, 성과, 수익의 원리)로 전환된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처 부속기관의 운영효율화와 행정

책임성 향상을 위해 1999년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정된 기관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부속기관의 법인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박석희, 2010: 120).

2. 선행연구 검토

1) 법인화 관련 선행연구

여기에서는 법인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 주로 법인화의 선정기준과 기대효과를 다

룬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 관련 기준들을 도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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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e(2004: 335)은 민영화의 기대효과로서, ①생산 효율화 및 보다 나은 경영, ②의사결

정의 책임성 확보, ③자원 낭비 방지, ④규모의 경제 실현, ⑤자원 활용의 유연성 제고, ⑥

공무원 생산성 향상 자극, ⑦공무원 노조활동 영향 감소, ⑧인건비 감소, ⑨비생산적 자산 

매각을 통한 자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유홍림(2008)은 정부기관 민간이양의 

당위성을 크게 정부조직의 비효율성 문제와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민간간 역할분담 체계 재

정립 필요성으로 설명하면서, 대상 기관의 특성을 중심으로 법인화의 선정기준을 제시하였

으며, 박용성･임승빈･이영재(2008)는 기능을 중심으로 법인화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권오성 외(2009)는 공공기관 책임성 유형을 수직적 책임성, 내부적 책임성, 고객에 대한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였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한 책

임성의 우선순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주로 중

요시 하던 수직적 책임성과 내부적 책임성보다 민간기업에서 보다 강조되는 고객에 대한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희(2010)는 행정책임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부기관 법인화 관련 행정책임성을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분야 3개 부속

연구기관들의 법인화 추진사례별 논쟁 분석을 통해서 법인화가 정부기관으로 유지되는 경

우보다 4가지 책임성 차원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근주 외(2010)는 

정부 부속기관 법인화 성과를 조직인사, 재정운영, 기관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 관련 선행연구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병태

(2006)는 국공립 공연장 부실운영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의 경직된 조직, 전문적인 인적

자원의 부족, 전체 예산 중 낮은 공연사업비 비율 등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고비용･저효율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공립공연장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

으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비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정훈

(2009)은 경기도립예술단이 법인화될 경우 시장원리가 지배하여 소득･지역･학력에 따른 문

화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예술적 수단에 의한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등 예술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중현(2010)은 국악관현악단 사례분석을 통해서 국･공립 국악관현악

단은 운영에 있어 공연장과의 불합리한 관계, 비효율적 재정 설계, 비효율적 조직구성의 문

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재단법인화를 통한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

안 합리적 운영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령(2010)은 공공미술관 법인화 

사례 분석을 통해 경직적인 관료적 운영방식을 타파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성 있는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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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다는 법인화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기대효과가 발생하기 어렵

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도 예산은 여전히 대부분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서 조직운영까지 여전히 정부의 지도･감독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비록 학술적 성격을 갖지는 않았지만 토론회 등을 통하

여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진보단체와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주로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다(정준모, 2009; 이영호, 2010; 공공노조 국립극장지부, 2010).

행정학 분야에서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관한 논의로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가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한 일부 정부 부속기관들에 대한 법인화 방안이 있

다. 문화기관의 경우 국립극장은 관람객수가 감소 추세이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에도 행정직 위주의 극장운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도 행정직 위

주의 미술관 운영으로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수직

적 관리･감독체제로 지방박물관들의 재정･인사･조직 운영상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지방박물

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희봉･유시용･유동상(2010)은 국립극장 법인화

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국립중앙극장의 현 상태와 법

인화 이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즉,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국립중앙극장의 법인화가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인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인화를 통해서 

국립중앙극장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민간의 운영기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법인화 및 문화 공공기관 법인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행정학 분야에서 법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인화의 필요성, 국내외 법인화 

사례, 선정기준, 법인화 찬반론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법인화 이후의 성과를 분석하

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둘째,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관한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는 법인화를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로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법인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예술 

공공기관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법인화를 제안하고 있다. 법인화

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술 공공기관의 경우 타 분야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할 뿐 아니

라 법인화 이후에도 애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예

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관한 문화예술 분야 연구들은 대부분 법인화된 기관들에 대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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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료를 토대로 성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긍정적 성과 혹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는 전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일부 연구의 경우 법인화된 기관들을 법인화 이전과 이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법인화의 효과를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 하겠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연도만을 분석했거나, 재정 등 특정 요인 중심의 분

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 관련 연구들이 객관적 자료에 근

거한 법인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법인화

의 기대효과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토대로 법인화의 효과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

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 분석

1. 분석틀과 연구방법

1) 분석틀

우리나라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인화 조치 이전에 법인화의 

기대효과(전병태, 2006; 김중현, 2010) 혹은 부작용(박정훈, 2009; 조선령, 2010)을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화 관련 선행연구와 예술 공공기관 법인

화 관련 선행연구들을 조합하여 법인화의 기대효과(긍정적 혹은 부정적)를 유형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7)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논거로는 권위주의･관료주의적 운영(박정훈, 2009)에 따른 전문성 부족(전병태, 2006), 효율

성 부족(김중현, 2010; 조선령, 2010)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법인화는 행정적 

위주의 운영에 따른 전문성 저하, 운영상의 자율성 저하, 관객수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

적되는 점은 공공성의 침해(박희봉･유시용･유동상, 2010; 박정훈, 2009; 정준모, 2009; 이영

7) 세종문화회관은 2004년부터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평가 지표들(공통

지표 17개, 사업지표 25개)은 매우 구체적이나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고 있으

며, 특히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관련된 지표는 부족하다. 즉 현행의 경영실적평가는 말 그대로 

경영실적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법인화 찬반론의 주장을 검증하기에는 지표의 적절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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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0)이다. 즉, 법인화는 문화 양극화 심화, 시민의 예술향수권 위축, 수익성 우선 경영, 

지배구조 민주성 약화 등 예술기관의 공공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논의하였던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 논의를 토대로 성과의 영역을 효

율성, 전문성, 공공성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법인화의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3가지 영역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도출한다. 

첫째, 효율성은 법인화의 가장 큰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완전 또는 부분 

독점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통해서 경쟁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화는 관 주도의 방만한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경영의 합

리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들도 법인화의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로 효율성

이 향상된 점을 제시하고 있다(Greene, 2005; 박석희, 2010; 이근주 외, 2009; 박희봉･유시용･
유동상, 2010). 법인화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가 기대만큼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령, 2009; 정준모, 2009).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평가지표로는 인건비 감소(Greene, 2005; 박희봉･유시용･유동상, 2010; 

서울특별시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 인력 감축(박희봉･유시용･유동상, 2010, 김중현, 2010), 

재정 합리성(Greene, 2005; 박용성 외, 2008; 서울특별시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 인사관리 

합리성(권오성 외, 2009), 공연장 운영 활성화(박희봉･유시용･유동상, 2010; 서울특별시 출연

기관경영실적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인건비 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계하여 검토가 가

능하며, 인사관리의 합리성은 이를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

연장 운영 활성화는 지표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 경영실적평가가 2004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인력 감축’과 ‘재정자립도’를 선정한다.

둘째, 법인화의 두 번째 기대효과로는 전문성의 향상을 들 수 있다. 공연예술 프로그램은 

기획, 제작, 홍보 및 마케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법인화 찬성론자에 따르면 그 동

안 예술 공공기관들은 기관장에게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전병태, 2006). 예술기

관의 법인화는 외부로부터 문화예술과 경영분야의 전문가를 영입8)할 수 있어, 공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중현, 2010: 171). 또한 엄격한 오디션을 통한 단원 선발과 공

연작품 캐스팅을 통하여 공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서울신문, 2011.04.08). 반면 법인화

는 직업 안전성의 훼손에 의해 우수인력의 유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예술단체들이 요구하

8)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단체는 창의적인 기획이 필수적인데 공무원들은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 예술단체의 법인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물을 

영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2009 한국신문방송편집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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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가를 영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박희봉･유시용･유동상, 2010: 

64). 또한 공공 예술기관 단체들은 법인화를 하면 상업성만 추구하게 돼 예술적 품격을 훼

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서울신문, 2011.02.22).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는 독립

적 조직운영(전병태, 2006; 김중현, 2010; 박용성･임승빈･이영재, 2008;), 서비스 전문성(권오

성 외, 2009), 인력의 전문성(전병태, 2006; 박석희, 2010), 기관장 리더십(서울특별시 출연기

관경영실적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인력의 전문성은 조직이 행정공무원 위주에서 일선

공연팀 중심으로 변화하였는가 여부와 기관장이 문화예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통해

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지

표로서 ‘기관장 전문성’, ‘조직구조’, ‘공연만족도’를 선정한다.

셋째, 법인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가 공공성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화는 수익성과 단기효과에만 치중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성과 

장기효과를 갖는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박석희, 2010: 134).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

인화는 기존의 관료주의 운영원리를 시장주의 원리로 대체하는데, ‘예술시장주의’는 결국 시

민의 예술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박정훈, 2009). 공공성 관련 평가지표로는 사회통합 

기여도(권오성 외, 2009; 박정훈, 2009), 정치적 책임성(박석희, 2010), 시민문화향수기회(서울

특별시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치적 책임성이란 법인화가 수익성･
단기효과에만 치중해 공익성･장기효과 대응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대

응성은 ‘문화민주주의'9)와 ‘문화의 민주화'10)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고객의 다양성‘과 문화의 민주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

한 ’서비스 형평성‘을 측정지표로 선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먼저, 효율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법

인화는 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법인화 찬성론자)과 법인화는 기관의 전문성을 

낮출 것이라는 2가지 가설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관해서는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가 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으로 가정한다. 

9)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란 문화예술을 순수예술에만 국한시키는 문화엘리트주의에 반대한

다. 즉,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참여를 고무하는데 초점을 두며,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한다(Langsted, 1990: 17).

10)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은 고급 문화예술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급･확산하기 

위해서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고급예술을 소외계층까지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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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평가영역 및 지표

운영 효율성 전문성 공공성

⦁인력 감축
⦁재정자립도

⦁기관장 전문성
⦁조직구조
⦁공연만족도

⦁고객 다양성
⦁서비스 형평성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 성과 

세종문화회관

대상

2) 연구방법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상

당기간이 지난 조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인화 직후의 성과는 법인화 이전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성과가 얼마나 지속성을 지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예술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법인화된 

세종문화회관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세종문화회관은 IMF 직후인 1999년 3월 20일 서

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제3589호에 의거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전

환되었다.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

였다. 내용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시정개혁백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및 세종문화회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스컴의 보도내용 분석, 관계자 인

터뷰 등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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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분석

1)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배경

세종문화회관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0조에 의하여 

1978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공공집회와 시민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법인화 이전 세종문화회관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취지상의 문제점으로 설립목적이 공공집회장소와 공연장의 절충형으로 명시되

어 있어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 못했다. 둘째, 조직 및 인력구조상의 문제점

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예술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건립이후 관장의 평균임기가 1년 

미만으로 예술행정에 전문성과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공무원 사이에도 한직

으로 분류되어 회관발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책임경영의 문제점으로 공연성과

가 낮고 작품개발 능력이 미흡하였다. 예술단이 서울시립예술단체로서 안주하여 적극적인 

활동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서울시 산하에 방대한 예술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

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넷째,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예산액의 절대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연제작비는 전체 예산대비 12%에 불

과한 반면 전체 예산의 60%가 예술단원과 운영요원의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김광래, 1998: 

301-32).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8년 11월에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화 방안이 확

정되어 경영합리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재단법인화 방안에 의하면 세종문화회관과 예술단체

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개편하며, 조직과 인력운용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경영효율화를 유도한다. 세종문화회관은 1999년 3

월 20일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제3578호에 의거해 민법상의 재단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2) 법인화 성과 분석

(1) 운영 효율성

① 인력감축 수준

법인화 이전인 1998년 세종문화회관 소속의 운영인력은 정원 기준으로 총 505명이었으며, 

이중에서 사무국이 145명, 9개 예술단체가 360명이었다.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일반직 36명, 기능직 89명, 별정직 7명, 계약직 6명, 청원경찰 5명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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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었다. 세종문화회관이 법인화되면서 상당수의 일반직 공무원이 서울시로 복귀함으

로써 수치상 상당한 인력감축효과가 발생하였다. 아래 <표 2>는 세종문화회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법인화 이전과 비교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정원은 점

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총 정원은 1998년 505명에서 2011년 342명으로 약 

32%가 감소되었다. 다면 2005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인력감축효과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약 11.2%의 인력감축 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무국의 경우 정원

이 145명에서 98명으로 약 40%가 감축되어 법인화에 따른 인력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재단법인화 전환 직후 무대예능직을 제외한 기존의 기능직은 일반, 기술직으로 

통합관리하고, 방호, 검수를 비롯한 기계, 전기, 통신 등 시설관리 분야를 아웃소싱하여 인

력구조를 간소화한데 기인한다. 반면, 예술단체의 경우 법인화 이후에도 정원이 360명을 유

지하다가, 2005년 6월에 서울시립오케스트라가 독립하여 재단법인화함에 따라 정원이 244명

으로 축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원의 감축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사무국과는 달리 예술단

체의 경우 법인화를 통한 정원 조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법인화 이후 정원변화 추이

년도 1998 1999 2002 2003 2004 2005 2007 2009

총계 505 422 460 465 450 335 339 342

사무국
예술단체

145
360

82
360

100
360

105
360

90
360

91
244*

95
244

98
244

 *2005년 예술단체정원의 감소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재단법인화에 기인함
 출처: 세종문화회관 연도별 경영실적보고서

②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법인화의 운영성과를 판단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 이후 제시된 중장기 발전방

안 ｢PROSPECT 2011｣에서는 다양한 수익사업개발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인화 10년차인 2011년에는 재정자립도 8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

다(세종문화회관, 2000).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법인화 직전인 1998년에 16.2%

에 불과하였던 것이 재단법인화가 이루어진 2000년에는 26.4%로 급상승하였으며, 이후 연도

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는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화를 통한 재정안정화는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법인화 초기에 목표로 삼은  80%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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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체수입 및 재정자립도 연역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체수입
(백만 원)

3,209 - 5,892 7,369 9,341 8,667 9,688 10,190 12,253 12,366 14,613 14,250

재정
자립도(%)

16.2 19.5 26.1 24.6 23.9 20.6 23.3 23.9 30.3 31.8 36.4 33.0

 출처: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및 세종문화회관 연도별 경영실적보고서 

세종문화회관의 총 수입은 사업소 형태일 때보다 재단법인화 이후에 현저하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자체수입은 1998년 3,209,000원에서 2009년 16,285,000원으로 5.03배 증가

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법인화의 성과라 볼 수 있다. 관리비 비율 변화 추세를 통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은 법인화 이전에 운영비(인건비+관리비) 

의존도가 82%에 달하였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는 50% 수

준을, 2006년부터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화 이후에 운영의 효율성이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출 중 운영비의 연역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건비
+

관리비
(억 원)

- 110 125 - 167 175 225 212 162 171 181 183

비율 82% 65% 60% 59% 45% 42% 50% 50% 38% 41% 43% 41%

 출처: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및 세종문화회관 연도별 경영실적보고서 

다만, 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 정부출연금의 감소가 동반되어야 법인화의 진정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금의 경우 서울시 출연금은 법인화 이후부터 

2003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2006년 

이후부터 다시 서울시의 출연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향상

됨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법인화 찬성론자의 예측과 법인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법인화 반대론자의 예측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공연수입은 1998년 1,382,000원에서 2009년 6,308,000원으로 4.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수입 증가율 5.03배보다는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체수입에서 순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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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법인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자체수

입에서 공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수입원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기관

운영이 효율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

은 법인화 이후 자체수입의 증가는 공연수입의 증가보다는 대관수입, 시설운영수입, 전시및

기획수입 등 세종문화회관의 설립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곳에서 발생하였기 때

문에 법인화에 따른 운영효율성 향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비판할 수 있다. 

<표 5>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총계 6,418 27,684 38,193 45,036 43,199 42,442 45,178
출연금 - 16,670 29,741 31,006 14,100 21,384 23,534
자체수입 3,209 5,508 - 14,030 12,277 15,746 16,285
공연수입 1,382 2,079 3,605 7,067 4,699 5,890 6,308
대관수입 1,268 1,232 1,308 1,213 3,623 5,371 3,634
시설운영수입 559 2,177 2,994 3,640 3,324 3,541 4,717
전시및기획수입 - 21 545 2,110 631 595 926
교육사업 - - - - - 349 650
순세계잉여금 - - - - 16,782 5,312 5,359
국고보조사업 - - - - 40 - -

 출처: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및 세종문화회관 연도별 경영실적보고서 

<그림 2> 재정자립도 변화추이
(단위: 백만 원)

    출처: 세종문화회관 연도별 경영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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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

① 기관장 전문성

법인화 이전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들을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장직은 인사권도 없는 기관장으로서 순환 보직에 의해 교체가 

빈번한 실정이었다. 법인화 이전 관장의 평균임기는 1년 미만으로 예술행정에 전문성과 일

관성을 가지기 어려움 실정이었고, 공무원 사이에도 고참 공무원이나 구청장이 좌천되는 한

직으로 분류되어 회관발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세종문화회관, 2002b: 113). 따라서 법

인화 이전 세종문화회관의 관장은 공연예술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된다. 

법인화 이후 세종문화회관의 사장은 정관에 의해서 공모 시스템을 통해서 이사회의 추천

을 받아 이사장이 제청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조례 제7조). 실제로 

법인화 이후 이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약 20개월 이상으로 나타나, 법인화 이전보다는 장

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발전과 전문적 경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인

화 이후 이사장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기업인이 임명됨으로써 CEO의 전문성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법인화 직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로 문화예술전문

인 위주의 임명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 이후로는 기업인 중심의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술단체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출범한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가 경영 노하우

가 부족한 문화예술분야 출신 이사장들의 성급한 개혁 추진으로 인해 노조와의 갈등이 심

화되고, 임기 도중하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조예를 지닌 전문 경영인 출신의 이사장이 임명되고 있다. 다만 사장의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균 임기가 채 2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이사장 재임기간 및 경력

기간 성  명 경력

1999.07-2002.06 이종덕 문화예술단체인, 교수 

2002.07-2002.12 구자호 문화예술인, 언론인

2002.12-2004.04 김신환 성악가

2004.08-2005.10 김용진 국악인, 교수

2005.12-2008.04 김주성 전문 경영인

2008.05-2009.10 이청승 문화기관단체인, 기업인

2009.12-현재 박동호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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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직구조 전문성

법인화 이전인 1998년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조직은 관장 산하에 사무국과 9개의 예술단체

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무국은 사무국장 밑에 3부(총무부, 시설관리부, 공연부) 8과(총무, 

경리, 관리, 전기, 설비, 공연기획, 운영1, 운영2)를 두었다. 일반직 공무원들로 인적구성이 

짜여 있었기 때문에 직제도 서무과, 관리과 등 시설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문인력(기획, 홍보, 관객 유치, 마케팅 등)은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공연활동 지원 담당 직

원들 역시 관료적인 마인드로 공연활동을 지도, 감독하려 함으로서 공연내용의 질적 저하, 

공연기능의 위축을 조장하였다.

세종문화회관이 법인화되면서 소극적인 비전문 행정공무원 중심의 조직으로부터 공연예

술의 전문가들이 일선 공연팀을 맡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구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세종문화회관은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2005년에 기존의 조직편제를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재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2009년에는 예술단지원 및 관리를 집중화하기 위하여 예술단발전추진단을 설립, 예술단지원

팀과 예술단을 배치･운영함으로서 조직 집중관리시스템 도모하였다. 2011년 현재 세종문화

회관의 조직은 경영본부(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팀, 고객만족팀, 시설관리팀), 공

연사업본부(공연기획팀, 공연장운영팀, 교육전시팀, 무대기술팀, 국악당파트), 예술단지원실

(예술단지원팀)과 예술단(9개 예술단)로 나뉘어져 있으며, 법인화 이전의 조직과 비교할 시, 

사무국 중심의 조직에서 공연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되어 기관의 공연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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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법인화 이전의 조직도 (1998)

<그림 4> 법인화 이후 현재 조직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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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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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연만족도

법인화 이후 예술 공공기관의 전문성 향상은 최종적으로 공연 수준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연 수준의 향상도는 예술 공공기관 서비스와 공연에 대한 고객들

의 만족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법인화 이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004년에는 고객서비스만족팀을 신설하여 관객 모니터링제를 실시(입장관객 설문지 배포)하

였다. 또한 2009년에는 유료회원, 예술경영 전공, 동호회원 등 공연애호가로 구성된 세종시

민파트너십 그룹을 구성하여 공연에 대한 평가 및 세종 전반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인센티브 제공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세종문화

회관의 고객만족도11) 점수를 보면 <표 7>와 같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법인화 이후 세종문화회관의 서비스와 공연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성도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고객만족도 연역

년도 고객만족도(점수)

2005 62.1

2006 62.7

2007 76.7

2008 83.5

2009 83.6

 출처: 서울시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3) 공공성

① 고객 다양성

공공성은 공연 대상 고객집단이 얼마나 다양한가 여부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세종

문화회관의 경우 법인화 이후 내부 공연관객뿐만 아니라 외부 잠재고객집단을 대상으로 하

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한 공공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함께해요 나눔예술’12), ‘서울숲 별밤 축제’13), ‘세종뜨락축제’14), ‘세

11) 법인화 이후 고객만족도 향상 효과는 법인화 이전의 고객만족도 점수와의 비교가 가능할 때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법인화 이전과 직후인 2004년까지 고객만족도 자

료를 구할 수 없어 2005년 이후의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세부 내용은 나

눔예술, 기획 및 예술단 공연, 서울숲별밤축제, 북서울 꿈의숲, 삼청각, 서울남산국악당, 세종예술아

카데미, 세종/충무공이야기, 대관고객 만족도 측정이 포함된다.

12) 서울시내 복지시설･병원･학교 등을 사업장소로 하여 국악･뮤지컬･합창･무용･연극･오페라･타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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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밤축제’15), ‘광화문연가’16), ‘9988 행복콘서트’17), ‘시민연극교실’18) 등이 있다. 2006년 

이후 이들 행사의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참여관객 역시 2006년 74,300명, 2007년 

129,900명, 2008년 133,2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신종플루 전염

병 위험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공연횟수와 관람객 숫자가 감소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

해서 세종문화회관의 고객은 법인화 이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오는 특정 집단

만으로 제한적이었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이들뿐 아니라 고객집단이 학생, 가족, 직장인, 일

반시민, 노년과 장년층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지도가 높

은 라이센스 공연의 경우에는 극장 내부에 대형스크린과 개인스크린을 설치하여 자막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연정보 제공 횟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화 이후 

세종문화회관의 고객은 매우 다양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표 8> 도심속 무료축제 연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세종뜨락축제 39(47,700) 43(48,600) 42(53,200) 44(43,520

세종별밤축제 23(21,900) 41(44,000) 53(43,900) 22(23,680)

서울숲별밤축제 8(4,700) 22(37,300) 25(36,100) 40(30,260)

광화문연가 - - - 10(8,500)

총횟수
(명)

70
(74,300)

106
(129,900)

120
(133,200)

116
(105,960)

② 서비스 형평성

공공성은 공연 대상 고객집단의 다양성 뿐 아니라 서비스 형평성에 의해서도 평가 가능하

다. 법인화 이후 세종문화회관의 소외계층지원 프로그램은 병원 및 재활센터를 찾아가는 ‘희

망나눔’, 보육원, 미혼모센터, 노인복지관을 찾아가는 ‘사랑나눔’, 문화소외지역, 구민회관 및 

구청을 찾아가는 ‘행복나눔’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나눔 프로그램은 복지시설･병원･학교･공

다양한 장르의 순수공연예술을 제공

13) 가족단위 문화체험 기회 제공

14) 직장인과 일반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 제공

15) 서울의 건전한 심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제공

16) 서울시민들에게 한여름밤의 문화적 여유 제공

17) 고객집단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년과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제공

18)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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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야외공연장 등을 찾아가서 국악･뮤지컬･합창･무용･연극･오페라･타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제공하고, 사회저명인사를 나눔공연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청소년 및 소외계층에

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또한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을 진행하고, 

문화소외계층의 관람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부좌석을 저가로 책정하고, 객석의 5%를 소외계

층 공연 초대로 기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노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9988 문화충전’ 프로그램과 수준높은 공연을 입장료 천원에 문화소외

계층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행복’ 등 매우 다양한 문화 소외계층 대상의 프로그램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화 이후 소외계층 공연이 주축이 되는 시민공연의 실적을 보면 

<표 9>에서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

후 시민공연의 횟수는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240회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관람객 수는 

2002년 이후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법인화에 따른 문화 양극화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연도별 시민공연 횟수와 관람객 수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횟수 39 96 86 39 28 77 126 240 240 240

인원 77,500 104,828 152,121 4,364 31,509 75,088 52,163 91,397 153,646 169,440

3) 분석결과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한 가설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법인화는 세종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

력감축 수준과 재정자립도를 검토하였다. 법인화 이전 세종문화회관의 정원은 총 505명이었

으나, 법인화 이후 정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11.2%의 인력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감축은 사무국의 인력이 40%가 감축되어 법인화의 효과가 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무국의 경우 통합관리와 아웃소싱 등을 통해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예술단체의 경우 법인화 이후에도 실질적인 인력감축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화 초기에 무리한 경영개혁 시도로 인해 

예술단체 노조가 결성되었고, 경영진과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는 법인화 이전에는 16.2%에 수준에 불과했었으나, 법인화 이후에 꾸준히 재

정자립도가 상승하여 30% 이상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지출에서 운영비(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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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화 이전에는 82%에 달하였으나, 법인화 이후에 40%대를 

낮아졌으며, 총 수입이나 공연수입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화의 

효과가 재정적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법인화 당시에 

천명한 80%와는 차이가 큰 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시 출연금의 경우 법인화 이후

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연수입의 내용을 보면 법인화 반대론자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의 설립취지와는 관련성이 약한 사업들(대관, 시설운영, 

전시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법인화 이후에 인력감축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

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법인화가 운영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예술단체의 인력감소효과, 재정자립도 목표치 달성, 출연금 감소수준, 수

입의 근거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는 당초에 기대했던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법인화는 세종문화회관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

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관장 전문성, 조직구조 전문성, 공연만족도를 검토하였다. 

법인화 이전 세종문화회관은 인사권이 없는 서울시 공무원이 관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기관장의 공연예술 전문성과 경영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법인화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의 이

사장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나 예술적 식견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임명되고 있어 예술 공공

기관 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조 역시 법인화 이전에는 사

무국 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법인화 이후에 예술단이 중심이 되는 조직체계로 

변모하였으며,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공연팀을 맡고 있어 기관의 공연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공연 전문성 향상은 공연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나, 2005

년 이후 세종문화회관의 서비스와 공연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

다. 또한 법인화로 인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우수인력 유출이나 공연만족도 저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법인화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보다는 전문성이 향상된 것이라는 가설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법인화가 세종문화회관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 다양성과 서비스 형평성을 검토하였다. 고객 다양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고객집단이 학생, 가족, 직장인, 일반시민, 노년과 장년층, 외국인 등으로 확대된 것으

로 나타났다. 서비스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의 횟수와 참여인원이 지속적

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법인화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나 공공성 훼손은 발

생하지 않았으며, 법인화가 세종문화회관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가설의 타당성은 입

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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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신공공관리론에 의거한 작은 정부론의 대두로 인해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가 이루어

졌다. 공공부문 법인화에 대한 찬반 논의와 더불어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에 대해서도 

찬반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다.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의 찬성 논리로는 전문성 확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예술의 질 증대,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반대 논

리로는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성 훼손, 시민의 예술향유권 저해, 순수공연예술의 위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예술 공공기관들의 법인화는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의 법인화를 제안하거나(법인화 찬성론), 예

술 공공기관의 특수성이나 법인화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면서 법인화를 반대(법인화 반대

론)하는 전망적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 성

과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예술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법인화된 세종문화회관

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근거로 법인화 성과

를 효율성, 전문성, 공공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

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세종문화회관 법인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법인화는 운영효율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공공성 측면에서도 법인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공성의 훼손 문제를 심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예술 공

공기관의 법인화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는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이라 여겨진다.

둘째,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는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기대만큼의 재정자립도나 인력감축 효과는 성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수

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공연 자체와는 무관한 대관, 시설운영, 전시 등 분야의 비중이 강

화되는 것은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우려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인력감축의 측면에서도 

예술단체 인력의 감축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를 단순히 

재정효율성이나 인력감축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법인화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 노력, 시

간 등의 비용을 감안할 때 편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세종문화회관 법인화는 조직구조를 사무국 중심에서 예술단 중심으로 전환시켰으

며, 그 결과 공연예술의 전문성과 공연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는 기관과 공연의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종문화회관 법인화 초기에는 주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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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조직 운영의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노사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

다. 따라서 향후 예술 공공기관 법인화 추진에 있어서는 예술적 식견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의 법인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법인화 반대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세종문화회관의 법인화는 공공성 위축 효과를 발

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법인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특히 재정적 

자립도가 기대만큼 향상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노력을 통한 성과 

도출이 용이하고 홍보의 가능성 및 기관의 이미지 향상에 유리한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종문화회관 법인화 성과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간의 예술 공공

기관 법인화 논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는 일반 

공공기관의 법인화와는 차별화된 성과가 발생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론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세종문화회관만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

였고,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법인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평가지표의 구체성과 서울시 경영실

적평가 지표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법인화가 이루어진 우

리나라의 모든 예술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예술 

공공기관의 법인화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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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zation of 

Governmental Bodies: 

The Corporate Institution of Sejong Center

Seung-jun Han

Changes in legal status have proceeded with changes among the public, government, 
and society with emergenc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the background. Due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performing arts center, the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Central Theater and the Sejong Arts Center has changed to that of a legal management 
found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Sejong Center since the reform. 
Different arguments are compared to seek operational status of the reality of the Sejong 
Center. It placed emphasis on key items of research concerning the actual conditions 
such as operational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and equity. The results showed that 
operational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and equity have improved since the reform.

【Key Words: Corporatization of Governmental Bodies, Cultural Arts Center, Sejong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