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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결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

序

이것은 그동안의 都市船究가都市體系의 分析，

論

都市 內部構造 分析， 都市에 있어서 經濟活動의

(1) 問題提起 및 해￥究目的

공간적인 현상 및 관계

분석 등에 치우쳐져

都市地理學者들이 都市를 昭究하는데 있어 文

음을 示浚하는 것이다. 득히

우리나라의

왔
경우

化的， 歷史的 接近方法은 활발한 주류를 형 성 했

급속한 塵業化， 都市化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다고는 볼 수 없다 1)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

성장 우선정책의 영향과 결부되어 文化面에 대

과 함께 文化的 맥 락에서의 都市 昭究의 펼요성

한 認識이 나 文化施設 • 文化藝術空間의 펄요성

이 대두되는 한편， 都市의 機能과 構造의 연구

에 대한 주장은 일부의 목소리로 간과될 수 밖

방향을 제시한 文敵2) 들에서 文化 및 餘H뚫活動의

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일

수용이

반인에게도 文化 및 文化生活에 대한 의식이 고

都市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都市

조됨에 따라 ‘文化的 愈求’，

內部의 文化的 機能이나 그 施設 및 초間에 대

‘文化 發展’ ,

*
**

‘文化 政策’

‘文化水準 向上’，

등의 用語가 보편화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청리한 것임. 指導敎授이신 金仁선생님께 깎사드랩니다.
서 울大學械 大學院 碩士課種 후業

1) Agnew , John et a l. (ed.) , 1984, The City iη Cultural Context , Allen and Unwin.
2) Nelson , Howard J. , 1955, “ A Serγice Classifìcation of American Cities," Ecoηomic Geography , V 0 1.

31 , pp. 189"'-'210.
최상철， 1986, “도시기능 및 공간구조 연구 서설-서울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쉰，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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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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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플에 대한 船究도 활말히

기 다의 분석 에

진행중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객관적

料集’ (문화공보부，

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1984) ,

아직 불분명한 상

사용된

통계 자료는 ‘文化藝術資
한국문화예술진홍원，

1976 ,

‘문화예술공간총람’ (귀 인사， 1988) ,
실태조사 및

균등배치

‘지

태이며， 이는 文化 자체의 포괄적이고도 다양한

방문화시설

屬性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UNESCO에서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6) 및 기타 문

는 ‘文化指標’ 의 설정 에 관한 짧究와 ‘文化統計

예진흥원 말행 통계자료집， 연구보고서 등이다.

한펀， 文化藝術空間의

分析’ 등의 방법론들이 陽究 되고 있으나3) 아직

연구 : 최종

立地的 特性과 機能的

완성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

特性을 파악하고， 일반인의

라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한 認識度의 분석을 위해 크게 3가지 종류의 設

보인다.

問調훌를 실시하였다. 그 첫째는 ‘문화예술공간

文化藝術호間에 대

총람， 1988’ 자료에 근거 해 서

따라서 本 隔究에서는， 현재의 文化的 측면을

서 울시 의

文化藝

가장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術호間 총 356개 소를 대 상으로 “서 울시 文化藝

서 울시 의

術호間의 특성에 관한 설문지”라는 제목으로 각

文化藝術호間을 대 상으로 하여

우선

그 立地 및 機能的 特性을 분석해보고， 文化藝

각의

術호間에 대 한 需要者측의 認識과 要求를 살펴

통해서 설문을 했고， 둘째는 文化藝術호間의 각

봄으로써 현재 서 울의 文化的 一面을 파악할 수

유형별로 l개소씩을 선택해서 각각의 관람객들

있는 객관적

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나아가

직접

인터뷰와 우펀말송법을

文化藝術 일반에

관한

간략한 설문과 해당 유형의 文化藝術空間의 기

文化藝術호間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政策的 함

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하에

代表者에게

능적 특성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셋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째로， 大學生層의

다루어질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文化藝術휠間에 대한 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大生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을

첫째， 서울시 文化藝術호間의 현황 및 공간적

실시했다.

분포패턴을 파악한다.
둘째 , 서 울시 文化藝術호間외

2. 文밟冊究

분포변화와 立

地要因을 분석하여 立地的 特性을 밝히고， 文化

(1) 用語 및 搬念 정리

藝術地區의 형성과 그 특성을 究明해 본다.

文化란， 그 자체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함

셋째， 서울시 文化藝術空間의 f뚱害U 및 機能的

축하고 있으며， 文化에 대한 관점과 정의 또한

特性을 분석하고，
넷째， 文化藝術室間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한 일반인의 認識度

많다 4) 이러한

를 관람객과 대학생층을 中心으로해서 밝혀본다.

바탕 위에서， 文化의 擺念은 크

게 두가지 측면에서

로서

어지는 文化擺念이고， 둘째는 文化藝術論的 차

공간적 짧究範圍는 서 울시 全域으

그 내 부의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첫째는 A類學的， 社會學的인 차원에서 다루

(2) 맑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의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원에서의 그것이다.

文化藝術호間을 연구대 상으로

우선，

한다. 本 論文의 제 2 장에서는 國內外 文歡맑究

인류학 • 사회학적

를 통해 서 文化藝術호間의 擺念定義와 類型分類，

“사회의

位相定立을 하고 짧究動向을 살펴 볼 것이 다. 제

종교， 규뱀， 도덕， 예술， 기타 모든 정신작용과

3 장 이후，

생활양식의 복합적인 총체”로 본다. 즉，

文化藝術초間의

分布현황과 변화，

성원으로서의

차원에서는 文化를

인간이

창출해낸

3) Horwitz, Harold, 1983, The UNESCO Framework /or Cultural Statistics ,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6,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연구 : 최종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4) 한국정신문화원의 조사에 의하면 문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내련 정의가 164 종에 달한다고 한다.
정의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 의견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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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인간

즉 문화의

의

少間의

삶 자체’ 흑은 ‘사회’의 의미와도 혼용되는

차이블 나다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분류를 종합 참조하면서 특히

가치중렵적인 개념이다.

‘文化藝術초圖’ 이

라고 하는 명칭에 적합하고 陽究의

다음으로 文化藝術論的 차원의 文化란 “인간

目的에 부합

의 사색과 정신적 노력이 투영되어 문학， 음악，

되는 施設들을 추출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렇

미술， 연극 등 藝術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게 해 서 복합문화관， 음악당， 미 술관， 연극소극

삶의 질의 高揚과 精神的 豊廳에 寄與하는 모든

장， 영 화관， 박물관의 6개 유형 으로 文化藝術空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때의 文化擺;캉;은 藝術에

間을 분류했다.

것이

複合文化館은 文化藝術의 전반적 활동을 수용

본 논문에서 다루는 ‘文化藝術호間’에서의 文

한 건물이나 연계건물 내에서 음악 연주회， 연

가까운 것이

되며， 다분허

가치지향적언

할 수 있는 多덤的 호間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된다 6)

化는 後者의 측면을 반영한다 하겠다. 즉 文化

극， 무용，

藝術호間이 란 文化藝術활동이 이 루어 지 는 공간，

전시 및 강연， 강습， 집회행사 등의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과 영화상영，

文化藝術작품이 감상되는 공간， 文化藝術창조자

化活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

다양한 文

공감할 수 있는 場으

다. 종합공연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이와 유

그러므로 이것은 단

사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연뿐만이 아닌

순한 施設物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장소가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복합문화관

있는 이미지와 분위기，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이

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9)

미치는 주변환경의

능을 수행하기

와 그것의 향유자가 함께
로서의 공간을 의마한다 7)

요소까지

포콸한 개념으로

위해서는 규모면에서도 커야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펼요하기 때문에 그

認識해야 한다 8)

數는 많지 않으며， 設立 변에서 國立 흑은 市立

本 陽究에서는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등의

의 형태가 되는 것이 많다.

개별시섣불들을 구체적 분석 대상으로 하고 이
들을 총칭 해 서

이와 같이 복합적 기

복합문화관의

‘文化藝術힐間’ 으로 다루고자 한

예로써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종문화회관j ， 미국의 「케네

다. 한편 文化藝術地區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文化藝術空間들이 특정지역에 접

디 센터 j ， I링컨 센터 j ， 프랑스의 「풍피두 센터」

적한 정도에 의해 사용될

것이며， 여기에 政策

등이다. 이들은 文化藝術 자체의 발전과그 향유

的 작용 요인， 일반적 이마지 등이 보완-펀 개념

기회의 증대는 물폰， 국제적으로 한 나라의 文

으로 사용될 것이다.

化的 역량을 반영하는 象徵的 空間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

(2) 文化훌術空間의 類型分類

터’ l이，

文化초間 흑은 文化施設은 그에 대 한 昭究者

모 이상의

의 의도와 定義에 따라 그 유형분류에 있어 多

최근 틀어서

‘예술관’，

私的으로도 ‘아트센

‘문화관’의

이픔으로

中小규

복합문화관 형태의 공간들이 늪-어가

는 추세이다 11)

이러한

경향은，

여러기-지 다양

5) To fR er, Alγin ， 1964, The Cμ lture Consumers , Baltimore: Penguin Books Inc.
6) 검 형 국， 1988, “문화의 탈중섬 화 방안”， 세 계 의 문학， 겨 울호， 통권 제 50 호， p.70.
“문화예 술 수용 및 향수능력 질 태 조사
1988- 문화예 술논총， Vo l. 1, pp.346"-'347- 을 보면 우리 나라
일반대중은 문화를 ‘예술’로 보는 경향이 가창 많으며 (42.8%) ， 이어

%)

‘생활양식’ (30.3%) ，

‘교양’(11. 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 Abercrombie, Niegel , 1975, Artists and their Public , The UNESCO Press, pp. 49""66.
8) 진윤호
1988 ， “문화시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10. -는 그의 논문에서 ‘문화시설’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으로서 ‘문화공간’을 다루고 있다.
9) 지방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균등배치 연구 : 최종보고서， -1986,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를 종합공
연장으로 분류.

10) 아트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간된 ‘문화예술총서’ 시리즈 제 6 권 「아트센
터 j ， 1987, 참조.
11) 대표적인 예로 동숭동의 「동숭아트센터 j ， 꽁은동의 「온누리 예칸관 j ， 역산동의 「계꽁-문화센터」 등윤 플
수 있다.
Q

니

한 예술강르를 한 장소에서， 특히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文化藝術호間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향유할 기회가

통해서 자기계발과 生活 속의 文化를 전개해야

확대되어 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한다는 논리가 서구사회에서

볼수 있다.

있는

활발히

진행되고

‘문화촉매운동’ 13) 의 요체이다.

音樂堂은 콘서트와 오페라， 각종 연주회 등이

둘째， 현대사회의 추세는 경제적 풍요와 餘H많

가능한 전문 음악공연장에서부터， 음악 감상회

時間의 증대로 인해，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잉

등이 열리는 작은 음악공간까지를 포괄한다. 美

여 자본을 통해 삶의 質의 향상을 추쿠하게 되 고，

術館에는 작품전시를 위주로하는 國·市立미술

이에 따라서 文化的 욕구가 부각된다 14) 文化藝

관과 기다 私立미술관， 그리고 전시장 대관과

術호間은 都市내에서

작품전시， 작품거래를 동시 목적으로 하는 畵願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이 포함펀다. 演劇小劇場은 연극을 위주로 하는

야한다.

전문 연극공연장으로서 대부분 객석수 300 석 이
하의 소규모이 기

때 문에 小劇場이 라고 칭 한다.

映畵館은 흔히 극장이라 불리우는 영화상영관이

이런 욕구를 적절히 수용

셋째， 都市化가 일찍 진행된 西歐의 大都市들
에서 흔히 나타나는 都心地域의 슬럼화， 침체화
의 문제들을 그 지역에

‘文化藝術호間’을 건렵

다. 개봉관， 재개봉관을 모두 포함시켰다. 1행物

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시 도들이 성 공을 거

館은

두고 있다. 주로 국가 政策이

역사적

유물과 文化財를 보존 전시하는

國 • 私立박물관을 비롯하여 특수한 전문분야의

개입되어서 대형

복합문화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링컨센

기념물을 보존 전시하는 특수박물관까지를 분석

터， 케네디센터도 이러한 취지에서 출말한 것으

대상으로 한다.

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즉， 도시재개발 (urban

renewal , gentrifìcation) 의 한 전 략으로도 볼 수

(3) 都市社會에서의 文化훌훌術空間의 {立相

있는 것이다 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文化藝術호

現代 都市社會에 서 文化藝術휠間은 다음과 같

間은 도시환경개선

은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현대사회의

陳外性이다.

방안과 침체적 상태에 있는

地方都市의 活性化 방안으로도 접목된다.

文化藝術호間

넷째， 한 국가의

首都이거나 地方의

中心都

은 개인화， 고렵화가 심화되는 都市 사회에서，

市인 경우， 그 都市의 경제력과 文化水準을 과

소외성을 극복하고 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

시하는 전시효과적 측면에서 文化藝術호間은 상

동체적 커뮤니티의 핵심으로서

징적인 의미가 크다 16)

해 나가야

한다는

그 기능을 확대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12) 즉

文化藝術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 참여 적 활동을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대 중반 이후 지방 都市들을 중심으로 政策的으
로 다목적

복합문화관 형태의 문화공간들이 급

12) Roberston , A. H., 1978, “ Human Rights and Culture," Culture and Community, Cultures , Vo l. 5, No.
1, The UNESCO Press and la Baconnière, pp.9'"'-'32.
13) 문화촉매 운동에 관해 서 는 다음을 참조.
이 중한， 1987, 문화촉매 운동， 문화예 술， 통권 제 109호， pp. 40'"'-'43.
이중한， 검문환 공저， 1987, 문화촉매운동론， 현암사.
엄광진(펀)， 1988, 생활문화프로그램， 정음사.
문화운동， 1989, 앞의 책 •
14) Ke Ily , John R., 1982, Leisure, Prentice-Hall , Englewood Cliffs , N .J., pp.2'"'-'15.
권준오， 1985, “도시민의 여가실태와 레크리에이션 활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규호， 1986, “도시민의 여가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에 대해서는
Smith, Neil & Peter Williams (ed.) , 1986, Gentrification 0/ the City , Allen & Unwin.
Jacobs , Jane, 1984, Cities and the Wealth 0/ Nations , New York: Random House. 참조.
16) Médecin , Jacques , 1985, “ Acropolis , Palais des Arts , du Tourisme et des Congrès de Nice," Urbaηism ，
Vo l. 205 , pp.25"-'40.
De Blij, Harm J. , 1982, Humaη Geography: Culture , Society and Space (2nd ed.) , pp.26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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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설립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둘째， 地方文化에

다소 반영

대한 관심이다. 서울과 대

비된 시각에서 지방을 바라보고 지방문화의 육

된 현상오로 해석된다.

성방안， 문화시설의 균등화 방안 등을 통해 지

방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예울공간의 현황을 파악

(4) 文化훌훌術空間 관련부문의 冊究動向 및

하고 지원체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鼎究의 必훌性

문화예술부문의

사회적

측면에

이것은 地方文化의 育成， 支援 및

대한 학문적

施設의 확충

관심은 일찌기 藝術社會學과 大댔文化論에서 찾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지역개발，

아볼 수 있다. 아놀드 하우저의

지역발전의 목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의 사회

학 : Soziologie der Kunst j1 7l 오로 대 표되 는 예 술

여기에서는 문화예술이

사회학은 예술을 그 자체의

영역이라기

(riffie effect) 의 작용이 주목되는데， 이는 문화

산물로 간주한다. 따라

예술은 그 해당지역에 진보성， 풍요성 등 삶의

보다는 시대적， 사회적

독립된

갖는 經濟的 波文效果

서 예술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質的 차원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줍으로써

기능을 강조한다.

체의

大꿨文化論은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달과 그
것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화양상에 관심을 가지
왔다. 이

산업

작용하여 지역의 경제성

장 및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
된다.

는 것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인

陽究가 진행 되 어

입지에 유리하게

한편으로 문화예솔은 지역말전의 총체적 가능

大꿨文化論은 크게

성이 될 수도 있다. 즉 문화예술 자체가 보다

大꿨文化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低級文化로서

훌륭한 藝術塵業오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

의 大꿨文化에 대한 배척론과 文化의 民主主議

어서 해당지역에 매력과 쾌적성을 주는 활력소

로서의 大樂文化의 긍정폼)， 대중문화와 고급문

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기여를 한

화와의 비 교연구 등으로 나누어 진다. 신문， 방

다는 것이다.

송， 도서， 출판 등과 함께 大樂文化藝術 전반，

이는 또한 文化塵業論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

그리고 특히 文化藝術옆間에 있어서는 대중문화

으킨다 18l 우리나라에서

를 수용하는 것(대표적인 것 : 영화관， 극장)을

관심이 보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다루고 있다.

년 UNESCO에 서 말간된 r: Cultural lnd;μstries:
A Challenge for the Future of Culture J가 1987

문화예술공간을 다룬 문헌이나 연구들이 나오
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특히

년에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대한 知的

1982

「문화산업본j19l 으로 먼역된데 있다. 그러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

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는 불모

들이 대부분인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우기 문화산업

첫째， 문화예술 향수실태와 문화생활 수준을

의 영역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의 경우 文化政策的인

파악하고 이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자하는 차원에서의 연구이다. 여기서는 문화예

이와는 또

술과 관련된 활동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

주목할 펄요가

고 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

역할과 기능이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마치는

을 1 차적 목표로 한다.

긍정적 측면의 효과를 최대한 유도해 낸다. 그

다른 즉면에서

‘문화촉매운동’을

있다. 문화촉매운동봄은 文化의

1982, The Sociology 0/ Art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 Schiller, Herbert I., 1989, Culture , INC.-The Corporate Takeover 0/ Pμblic Expressioη， Oxford
Uniγersity Press.
엄희섭， 1987,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예술， 제 109호， pp.47"-'50.
이강수， 1987, “문화산업론에 관한 시론적 고찰”， 현대사회， 제 28호， pp.202"-'217.
19) UNESCO , Cμltμral Lηdustries: A Challenge /or the F:μture 0/ Culture , 도정 일 (역 ), 1987, 문화산업 론，
17) Hauser , Arnold/Translated by Northcott , K.].,

도서출판 나남.
「

n
ι

리하여

일반대중이

文化生活을

향유하고 보다

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특히 단독 건물이 아니

대한 의식

라 하더라도 소극장 형태로 소규모의 상영관이

을 환기하고， 문화환경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골

1960년대 이 후부터 꾸준히 늘어 왔음을 알 수 있

자로한다.

다.

나은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文化에

그러나

5.45% 로서

한펀 문화운동은 우리의 문화적 풍토를 改善·

그

증가율에

상대적으로

있어서는

가장

낮았고，

영화관이
음악당

짧展시 키 는 有 • 無形의 노력 이 며 政府와 民間部

(1 00.0%) , 연극소극장 (43.3%) ， 박물관 (35.4%)

門이 동참하는 새로운 삶 찾기 운동이라고 定義

등의 증가율이 매우 두드러진다.

할 수도 있다. 문화운동이 지 향하는 목표를 달

1988년 현재의 356개소 문화예술공간의 開館

여가시간을

年度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선용하여 각종 문화행 사에 참여 하고 예 술정 보에

개 관된 것 이 압도적 으로 많은데 (1 98개 소로 56.6

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향수권이 신장되어야 한다.

% 차지) , 특히

1950년대에서

이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확충， 예술인의 창의

매우 저조했던

연극소극장，

성 고양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1980 년대 이 후 개 관 닙1 율이 각각 83.9% , 77.1

한다.

%, 66.7% 로 상당히 높다.
이런 현상은 80년대에

以上으로 살펴 본 연구동향은 문화예술부문에

60년대 말까지는
미술관，

음악당은

들어와서 이들 부문에

대한 최근의 관심 고조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

대한 需훨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술관의

한 활발한 논의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

문화예술적 측면 보다는 상엽적 성격이 강한 화

나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

랑들이 난립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기

특성， 기능적인

특성， 이

도 한다. 즉 문화예 술공간이 비 록 그 숫자상으

에 대한 인식도 등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의 분포 및 업지적인

경우， 순수한

로는 크게 늘어나고 최근들어 더욱 활발하게 개
관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어떤 역할을 수

찾아보기 힘들다.

행해야하며， 맡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定
비 롯하여 立地 및 機能

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組對數

的 特性 파악의 분석틀까지 마련해야 하는 어려

자체만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움을 안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것이다.

義와 類型分類에 서 부터

앞으

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문화예술공간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해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

현시점을

그 공간이 정착되지

것으로 展望되는

우선적으로

아직

문화예솔부문과

않은 단계라고 가정할 때

이들에 대한 수용공간，

향유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지배적인

이-울러

경향이다.

本 論文의 限界點도 補完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2) 文化藝術空間의 分布現況

3.

1988년 현재의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유형별

서 울시 文化藝術空間의 現況 및 分布

분포를 행정구의 단위로 파악해본 것이 〈표 1),

(1) 文化훌術空間의 現況

〈그럼 1)이 다. 우선 종로구에 는 서 울시 전체 문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각 유형별 갯수를 1970

화예 술공간 356개 소 중 1087~ 소가 분포하고 있

년대와 1980년대 전반， 그리고 1988년 현재로 나

어 30.3% 로 가장 높은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

누어서 살펴보면， 1976년에서 1988년 사이의 연

다. 또한 각 유형 모두 종로구에 높은 비율로 분

평균 증가율이 11. 7% 로써

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각 구별 비 교

가 크게

각 유형 모두 그 數

늘어 났다. 미 술관의 경 우

에서 분포율의 수위를 차지하는 음악당 (33.3%) ，

1980년대 이

복합문화관 (26.7%) 등이 두드러진다.

후 수요에 의 해 商業畵願이 급속하게 늘어 난 것

두번째로 분포비율이 높은 중구(1 4.0%) 에도

이 주요인이 되고， 영화관의 경우도 같은 맥락

fi

-.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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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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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역 시 종로구와 마찬가지 로 각 유형 골고루 분포

하고 있는데 특히 복합문화관과 박물관은 각각

특히 미술관， 화랑의 경우 종로의 인사동， 관

46. 7% , 33.3%의 분포율을 나타내 이 두 유형

훈동 지역에 계속적으로 접적되고 왔고， 강남의

은 중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에 새로운 화랑가를 형성

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밖에 대규모에서 소

셈이다.

규모에 이르기까지 복합형영화관과 기타 문화예

한펀 서대문구와 마포구에는 연극소극장과 영

화관의 바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것은 ‘신

술공간들이

강남의

청담동， 역삼동， 방배동 일

촌’이라는 대학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대에 198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라 하겠다.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

1988년

이들 지역에도 유형별로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기 간동안 개 관된 文化藝術호間의 數는 그 以前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8년 7월 현재)까지의

이 후 1990년

현재 에 이 르기 까지

문화예술공간의

3년의

總、數의

약 30% 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以上으로 서울시에서의

(3) 文化藝術空間의 分布變化
서 울시 문화예 술공간의 분포상의 변화룹 1970

첫째， 기존의 文化中心地인 종로구， 중구일대

년대와 1980년대 두 시기의 行政區別 분포의 비

에 集中的 據散이 계속되는 현상，

교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 江南地域의 등장，

우선 종로구의 경우， 1976 년 현재 32개소에서

셋 째 , 非都心地域，

1988년 현재 108개소로 증가하여 문화예술공간
의

계속적인

住~地域으로의

分散化가

문화예술공간의

분포변화

시작되는 경향 등이다.

集積的 分布가 현저하다. 중구의

경우， 70년대에 비교해서

문화예술공간의 분포

변화를 經合해 보면，

즉，

분포비율은 17.5% 에

서울시에서의

서 14.0%로 약간 줄어 들었지 만 분포율의 순위

는， 짧存 文化中心地에 계속적 으로 집 중하는 경

에는 변함이 없다. 즉 都市中心部에서 外願地域

향과， 이와 동시에

으로 逢出 혹은 移轉되는 여타 기능 및 그 시설

점차로 병행되면서

틀과는 달리

術地區를 형성하는 등 以上 세가지의 패턴으로

문화예술공간은 커존의

문화예출

以外의

지역으로의

分散도

江南 등지에 새로운 文化藝

나타난다 하겠다.

중섬지 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중구의 都心地
域으로의 立地的 指向性이 큰 것을 보여주는 것

4.

이다.

서울시 文化藝術空間의 立地的 特性

반면， 소위 江南地域으로 불리 우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1976 년까지는 문화예술공간이 全無했

(1) 立地훌因
문화예술공간의 입지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다

다-가 1980년대 에 와서 는 급부장하여 각각 7.9% ,

음과 같이 분류했다.

2.8%의 분포 13 1 율을 나타내 종로구， 중구 다음

첫째， 地價 및 貨資料이다. 특히 地價의 경우

세번째로 높은 분포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서울시의

해당하는 區에서는 두 시기

大規模의 시설

外탤5地域에

입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假定되는데 최근에 개관된 복합형 문화센터， 野

동안 거의 변화가

外美術館 등이 地價가 높은 都心에서 벗어나 서

없다.

울 외곽지역， 서울근교 등지에 입지하는 경향은

한편， 지난 8월 기간 중에 질시한 지역답사와

부분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의 문화시설 관련 정보지， 자료들을 통해서，

문화예술공간의 量的 增加는 그 以前의 시기보

둘째， 接近性과 交通의 便宜性이다. 어떤 시

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절이 어느 장소에 엽지하게 될 때에는 원칙적으

었고， 또한 문화예술공간의 분포에 있어서 특정

로 그것의 수요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연

지역에의 접적현상과 함께， 이와는 대조적오로

계 교통시설은 잘 구 13 1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고

주택지역

려하게 된다.

등지로 分散立地하는 경향을 말견할

s

.....,.

사동·관훈동지역과 사간동 지역， 강남의 압구

셋째， 문화예술공간을 펼요로하는 需愛 A 口의
濟훈力이 충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수요인구

정동， 청담동 등지에

란 문화예 술공간의 類型과 特性에

서

A 口보다는 流動A 口의 개념이

따라서 常住

더 적절할 경우

미술관·화랑들이

접적해

펼좀$행街 文化藝術地區를 형성한 것으로 보

인다.

도 있을 것이다.

연극소극장은 주변에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는

넷째， 문화예술부문과 관련된 情報 획득의 容

지역， 문화중섬지라는 이마지를 띄고 있는 지역，

易性은 입지요인으로서 최근에 더욱 중요시되고

연극에 대한 수요인구가 많이 몰렬 수 있는 지

있다.

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다섯 째 , 접 적 효과 (agglomeration effect) 이 다.

데， 득히 연극 수요인구라 할 수 있는 대학가와

문화예숨공간이 적절한 수준으로 집적해 있어서

대학생층의 말집지역인 신촌지역과 동숭동 등지

얻은 포괄적 이득이 立地 選定에 있어 중요하게

가 연극소극장가로 대표적이다. 그 밖에 임대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와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다.

여섯째， 주변환경의

쾌적성이다.

문화예술공

한편 영화관은 교통 편의성과 유동인구의 두

간은 그 득성싱- 다릎 부문의 시설의 업지에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보다도 환경의

박물관의 경우는 정책적인 면과 역사성이 다소

審美性， 快適性에

득히

민감할

반영되며 기타 요인들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문화예술꽁간이 가지는 이미지플 강

조하기

위해서

또한 문화예술공간의 규모와 설립주체에 따라

文化， 歷史的으로 의마가 있는

서도 입지요언은 상이한 패턴오로 작용하는 것

장소가 입지에 고려련다.

여닮째，

을 확인할 수 있었다.

‘文化中心地’ 라고 하는 象徵的인 이

미지를 가지는 장소가 입지에 선호될 것이다.

(3) 立地移轉

마지 막오로， 法規라든가 脫制의 혜 택 , 문화지

立地移轉에

구의 지정 등 국가적 정책이 엽지요인으로 작용

관한 설 문조사에 서

이미

移轉을

했거나 앞으로 이전을계획 중언 문화예술공간의

한다.

유형 및 갯수블 파악해 보았는데， 이들 중

70.8

(2) 類型別 立地的 特性

%를 차지하는 34개소의

앞에서

소규모이면서 수요연구에 민감하고 상엽적 기능

설정한

입지요인들을 問項으로 해서

서울시 문화예술공간들의 입지동기를 뭄는 設問

이

調홈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다 영화관도 영세한 규모인 것을 직접 담사와

먼저 복합문화관의 입지에 있어서는 각 요인

강한

미술관은 대체적오로

화랑들이고， 7개소의

연극소극장이나

인터뷰블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대규모

들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文

의

化中心地블 상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음악당， 영화관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역사가

요인이 다른 것이1

오랜 것들은 입지이전에 만감하지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음악당

의 경우도 복합문화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복합문화관， 음악당이

복합문화관이 나 박물관 그리 고 미 술관이 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펀， 이마 입지이전을 했거나 앞으로 계획중

입지하는데 득정

한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示俊

인 事例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 起源地와 덤 的地 분석 을 통해 立地移轉의 地

해당하는 문화예술공간들에서， 移轉

미술관의 경우는 주변에 미술관， 화랑들이 집

域的 類型을 몇가지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

적해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째 유형은 인사동， 관훈동 및 기타 지역에서 강

밖에 관련 정보획득이 용이한 지역， 수요인구，

담지역으로의 移轉이다. 둘째는 신촌 및 기타지

구매인구가 많은 지역이

특히 고려되는 것으로

역에서 동숭동 중심의 대학로 지역으로의 이전

나타낮다. 이런 요인들이 결부되어 종로구의 언

유형이다. 그리고 셋째 유형은 인사동， 관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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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지역에서 그대로 인사동， 관훈동오로 이

集積해 있는 지역을 분석 조사한 결과 〈그림

전하는 것， 넷째는 신촌지역에서

와 같이 약 10개의 文化藝術地區플 도출해낼 수

동， 대학로지역 내에서

신촌으로 이

그대로 대학로지역오로

있었다.

이동하는-즉 같은 구역 내에서의 입지이전 패
턴-을 보여 주었다.

먼저 동숭동 주변지역은 대학로 •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숭동， 이화동， 혜화동

설문을 통해 입지이전에 작용한 흑은 앞오로

일대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잡았다. 이 지역에는

의 이전에 작용할 요인들로 선택된 것을 간추려

복합문화관 l 개소를 비롯， 음악당，

본 결과， 강남지역으로의 移轉훨因으로는 특히

개소， 연극소극장 5개소，

수요인구， 교통의 편리성， 쾌적한 주변환경， 넓

각 유형의

은 공간 확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

복합 文化藝術地區플 형 성 하고 있다. 특히 한국

타났다. 한편 둘째 유형， 즉 동숭동 대학로지역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및 예총회관이 이 지

으로는 연극소극장의 移轉 選好度가 높은 것으

역의 求心的 역할을 하면서 「샘터 파광새 극장J ，

로 나타났는데 이전 요인으로는 수요인구， 문화

「바탕골 예술관J ，

중심지적 상징성， 문화예술공간의

이

밖에

문화예술공간이 집적해

r 연우소극장J ，

미술관 14
영화관까지

있어 이른바

r동숭미술관」

집적도 등이

등지에서 연극을 비롯하여 각종 전시회， 무용제，

특히 고려되었다. 셋째， 인사동， 관훈동 지역으

음악제 등의 문화예술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로의 이전에도 역시 첫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화

있다. 1988년까지의 통계에는 이 지역에

랑이 대 부분을 차지 했는데 , 移轉要因으로는 문화

개소의

예술공간의 集積度， 情報獲得의 容易性， 文化中

나타났지 만， 그 이 후 복합문화관의 기 능을 하는

心地라는 象徵性 등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공간이

「동숭 아트센터」의

집적되어

약

23

있는 것으로

개관(1 989년)을 비롯， 각종

문화예술공간들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4) 文化훌훌術地區의 形成

둘째로 세종로 주변지역은 세종로동과 신문

통계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해 문화예술공간이

로， 문화공보부와 각

언론사들의 밀집지역， 덕

1. 동숭동 문화예술의 거리

세종로주변 문화지구
인사동 일대 화광가
사간동 화랑가
운니동 일대
6. 종로 3.4 가 극장가
7. 명동·충무로 일대
8. 여장동 • 장충동
9. 신촌일대 소극장가
10. 청담 • 압구정동화랑가

2.
3.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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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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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문화예술지구
::-10-τ-

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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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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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궁 주변의 정동 일대룹 포괄하는 지역을 그

련 기관과 함께 입지하고 있어 하나의 文化藝術

뱀위 로 한다. 여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r세

地區的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문화회관j ，

r호암아트홀」을 비롯한 6개소20) 의

아흡째는 연극소극장중심의 신촌지역이다. 이

복합문화관 등 대 형 문화예 술공간들이 자리 잡고

지역의 뱀위는 신촌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

있으며， 또한 주한외국문화원과， 본 연구에서는

대문구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다루어지지

마포구의 노고산동， 창전동의

않았지만 경복궁

장천동， 대현동， 신촌동 등의 일부와
일부를 포괄하는

과 덕수궁 등 文化歷史的 장소들이 위치해 있는

대학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서울의

곳이기

31 개소의

때문에， 이 지역은 서울시 전체뿐만 아

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文化藝術地

있어

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며，

셋째는 인사동·관훈동지역이다. 이곳에는 美

연극소극장

약 30% 인 9개소가 이 지역에 밀집해

이른바 小劇場文化地區를 형성하고 있으
이

밖에

영화관， 미술관 등도 다수 분포

한다.

마지막으로 강남의

術館 및 畵願이 서울시 전체 105개소 중 36개소

압구정동·청담동 일대와

(34.3% 차지)냐 밀집되어 있어 이 부문의 특화

신사동의 일부지역이다. 특히 미술관 및 화랑들

지역， 즉 화랑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이 1985년 이후부터 계속， 현재는 더욱 급속한

골동품상 및 전통공예품 전시장 등과 함께 경관

속도로 압구정로와 삼성로를 따라서 접적적으로

적오로도 독특한 文化地區의 분위기를 연출해내

분포하여

고 있다.

미술관 중에는 시내 중심부 및

넷째， 중학동에서 사간동 • 소격동까지 이어지

신홍 화랑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는지역 역시 미술관및 화랑이 중심이 되는문

분포도 두드러지는데

화예술지구로 분류된다 2 1) 이곳은 경복궁 옆 삼

이극장」 등 대규모 컴플렉스형

청동길을 따라 「불란서 문화원」과 「갤러리 현대」

특정이다.

등의 미술관·화랑 들이

기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것들도 多數 있다， 이 밖에 영화관의
「시네하우스j ， r브로드웨

극장인 것이 그

한펀 文化藝術地區를 형성하고 있지는 뭇하지

列像으로밀집되어 있

만 서초동과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 등 江南地

는 점이 특이하다.

다섯째， 운니동·원서동 지역은 「주한일본문

域의 곳곳에는 대규모에서 중 • 소규모에 이르기

화원」과 「공간소극장 • 화랑j ， r 아랍미술회관」 등

까지 최근들어 개관된 문화예술공간들이 산재한
다. 그 중에서

의 연극소극장과 미술관이 입지해 있다.
여섯째， 종로

3.4가

일대는

유형 중에서 영화관만 8개소

문화예술공간의

밀집해 있는 劇場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은

1988

년 음악당과 서예관이 개관된 이래 1990년 10월
미술관이 개관되면서

복합문화관으로서

새로운

街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07 년에 개관된 「단성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밖에

사」를 비롯해서 「피차디리 J ， r허리우드J ， r서울

역삼동의 「계몽문화센터」와 기타 백화점에 개절

극장」 등 역사가 오랜 대형 극장들이 주로 분포

된 미술관과 문화센터 등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

한다.

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일곱째는 명동 • 충무로 일대인데， 복합문화관

서 입지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렬 수 있다.

을 제외한 제 유형의 문화예술공간이 곳곳에 散

이 10개의 文化藝術地區에서는 영화관과 박물

在해 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영화관의 분포가

두드러진다.

관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모두가 60% 에서
에

여닮째， 예장동 • 장충동 지역은 밀접적 地區

90%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356개 소 중 50.6% 에 해 당하는 180개 의 문화예

플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렵중앙

술공간이

극장」과 「숭의 음악당」 등 비 중있는 문화예 술공

있음이 드러 났다. 특히 10개 문화예 술지 구 중에

간이 「예술전문대학」과 「영화진흥공사」 등의 관

서

20)
21)

복합문화관 총 수 15개 중 6개 로

40%

10개의

문화예술지구에

집중되어

‘동숭동 대학로 운화예술의 거리’를 비롯한

차지 •

105개소의 미술관 중 10개소가 밀침， 9.5%의 비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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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개 의 地區가 鍾路區에 속하며 나머 지 4개 地區

을 연출하게 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있어 사람

중 2개가 中區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예술공간의

들에게 美的인 즐거움 내지는 활력소를 제공하

都市中心指向的 立地性向을 다시

게 된다.

한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은 政策的언

측면이다. 특히

유형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5.

문화예술의

支擾이 반드시 뒷받

침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22) ， 문화예술

文化藝術空間의 機能的 特性

부문의 발전과 장려를 위해

혹은 對內外的으로

(1) 文化藝術空間의 擬能 및 投劃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적

문화예술공간은 우선적으로 문화예술적인 활

차원에서 대표성융 띨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동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음악，

영화 등 각 장료의

미술，

문화예술의 자체적

연극，
말전과

활성 화의 촉매 역 할을 담당한다. 藝術家 및

門家의 입장에서

專

그들의 활동을 적절하게 표출

건랩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연

이나 「국립중앙박물관J ， r예술의 전당」 등은 이
런 측면， 즉 정책적

향유자의 엽장에서 이러한 문화예술

차원에서의 문화예술을 대

표한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공간의 經濟的 측면의 기

할 수 있는 공간의 펄요성은 절실하며， 또한 그
수요자 및

「세종문화회관」

능이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공간을 통해 예 술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

펼요가 있는데， 그

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참여를

예솔공간 그 자체가 營利的 목적， 즉 상엽적인

첫째는 유형에 따라서 문화

유도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바

기능을 가져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람직한 일이다.

고， 둘째는 문화예술콩간의 地域的 波及效果의

접근할 수 있는

측면으로서 23) ， 활발한 문화예솔 활동은 그 지역

여가 및 취미 활동의 장소， 오락과 휴식을 위한

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外部A 口의 諸引과 더불

장소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

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펀 도시생활 속에서

쉽게

욕구를 충족시키고

以上으로써 문화예술공간의 사회 • 경제적， 뭄

교양을 넓 힐 수 있는 再敎育의 場으로서 문화예

화적 기능 및 역할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다음

술공간은 그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
다음은 문화예술공간의 본질적 기능 및 역할이
라기 보다는 파생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문화예술
공간이

가지는 象徵的언

面을 들 수 있다. 즉

절에서는， 서울의 문화예술공간 각 유형별로 이
와 같은 기능 중 어떤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를 설문 결과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그러

문화예술공간이 입지해 있는 지역이나도시의 이

나 본 논문은 문화예술공간의

미지 형성에 否定的이든 肯定的이든 영향을 마

개괄적으로 언급하는

치게 되며， 그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계를 가지고

상징적인 準據를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또한 문화예 술공간은 다른 기 능의 건축물들에

비 해 外觀的언 아름다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경

차원에

있으묘로，

이러한 기능들을
머무르고 있는 한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文化塵業論’ 이 나 ‘地域發展에 있어 서 의 문화의
역할’ 등은 의미 있는 주제효 부각되고 있다.

향이 있다. 그리하여 도시의 환경미에 기여하거
나，

‘문화예술적’이라는 독특한 분위기의 경관

(2) 文化藝術空間의 機能的 特性 分析

22) Baumol , William J. & William G. Bowen, 1966, Performing art: the ecoηomic dilemma , Cambridge
Mass. , MIT Press.
Girard , Augustin , 1982, “ The Role of the Public Authorities," Cultural Iηdμstries ， France: UNESCO
Press.
23) Cwi, D. , 1980, “ Models of the Role of the Artsin Economic Deγelopment，" in Henden , W.S. et al.
(eds.) , Ecoπomic Policy for the Art, Mass.: Abt Books, pp.308"-'309.
Shanahan, J. L., “ The Arts and Urban Development ," Ibid. , pp.295"-'305.
최 상철 , 1986, 앞의 글，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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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서울시의 문화예술공간이 重點을
두고 있는 기능적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섣문조사 및 분석을 위해 분류된 기능적 득성은

기능적 특성으보 드러났다. 음악당의 경우도 역
시 복합문화관과 1:11 슷한 패턴으로 보인다.
미술관은 이와는 약간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

첫째， 文化첼術 자찌의 발전괴- 활성펴-의 場으로

데， 먼저

서의

생활 속에사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에 가장 중점을

문화예술을 편有헬 기회를 넓혀주고 直接 參與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역시

특성， 둘째， 일반 사람들이

괄 유도하는 場으로서의

특성， 셋째，

日常生活

1 순위에서

일반언들이

문파예술의 자체적 말전과

문화예술적언

것에 대해 접촉할 기

에 오략적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 넷째， 營利를

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반면

목적으로 하는 商業的 특성， 다섯째， 서울의 문

세번째로는 영리목적의 상엽적 특성아 지적됨으

화예 술을 象徵的으로 대 표할 만한 場으로서 의

로써 상엽적 화랑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능， 여섯째， 문화예술정책을 대변하는 場으로
서의 특성， 일곱째，

아름다운 外觀으로 도시의

環境美에 기여하는 특성 등 以上 7가지이다.

한편

연극소극장은 다시 복합문화관， 음악당

과 비슷한 패턴으로서
점， 사람들에게

푼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문화예술적 향유기회를 제공하

이들을 문항으로 해서 개별 문화예술공간에서

고 직접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능으

중요시 되는 기능을 優先/1頂位대로 3가지를 선택

로 제시되고 있으나， 세번째로는 오락괴- 휴식

하도록 하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장소로서의 기능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 앞에

볼 때 문화예 술공간의 기 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서 언급된 유형들에 바해 연극소극장이 보다 대

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

중적인 성향 및 특성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할 기회를 넓혀주고 직접 참여블 유도하는 것으

영화관의 경우는， 오락과 휴식 장소로서의 기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문화예 술의 자체적 발

능이 1 순위 에 서 69.2% 로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

전의 場으로서의 기능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드

나는 것이 득이한데， 이는 영화라는 강르 자체

러났다. 한편， 문화예술공간의

각 유형별로 그

의 대중성과 오락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람객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도 이와 같은 질

그리하여 영화관은 일반 사람들에게 더욱 천밀

문을 해 보았는데， 이의 결과도 역시 비슷한 樣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相을 보이고 있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객들이 문화예술공간의 어떤 기능을

반면

그 기능을 담당하고

박물관의 경 우는， 문화예 술을 상징 적 으

중요시하는가 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문화예

로 대표한다는 점과 문화예술의 정책적 측면을

술공간에 대한 認識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

대표한다는 점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

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났다.

분석은

다음 제 6 장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문화예
술공간의

供給者 측면에서의 기능적 특성을 고

6.

文化藝術空間의 認識메 관한 考察

찰해 볼 것이다.

복합문화관에서는 46.2% 가 ‘생활 속에서 文
化藝術을 접할 기회를 넓혀주고 直接 參與를 諸

導하는 場’으로서의

(1) 文化藝術空間에 대한 擺括的 認識
문화예술공간의 관객은， 연령상 20대의

젊은

기능적 특성을 1 순위로 뽑

층， 직엽상 대학생， 생활수준은 中流層에 속하

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는 부류가 主를 이루는 것으로 설문조사시 드러

는 ‘문화예술 자체의 말전과 活性化의 場’오로

났다. 그러나 앞으로 절문 문항별 분석을 이틀

서의 특성이

관람객의

문화예술공간에

살펴보게

될때， 그것은 ‘一般A’의

모두 합쳐
의 기능，

지적되었고， 그 밖에 1 ， 2， 3순위를

본 결과，

‘媒樂과 休息의 場’ 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代辯하는 場’으로서

대한 인식을 통해서

認識이라기

보다는 ‘學生層’의 認識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

문화예술을 象徵的으로

으므로 이들을 학생층과 비학생층으로 구분해서

대 표할 만하다’ 라는 것 등이 복합문화관의 주요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간주펀다.

의 특정， 커다 ‘서울의

첫째， 텔려l 벼션이나 신문， 잡지 등에서
예술면을 관심있게

문화

이 철에서는 각 문화예술공간의 기능적 특성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

에 대한 관람객의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체 응답자 685명 중 70% 인

476 명 이

‘예 ’ 라고

도 역시 섣문조사릅 토대로 하는데， 앞 장에서

대답，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윤 알 수

각문화예술공간의 대표자에게 설문한 것을 기초

있다.

로 한 문화예술공간의 기능적 특성 분석이 공급

둘째로 문화예술공간이 삶의

질의 향상에 있

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란

자 측면에서의 인식이라면，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수요자 측면의 인식 으로도 봉 수 있겠다.

관람객의

문항에 는 전체 응답자의 약 88% 가 ‘예 ’ 라고 대

인식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의

기능

답，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현

적 특성 분석에서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사회에서의 문화예술공간의 필요성과 그 意、義

각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를 막연하게나마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

복합문화관에 서 박물관에 이 르기 까지 어 느 유형

기서도 역시 학생층에 13 1 해 일반인이 더 肯定的

을 막론하고，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유 기회의 증대와 직접적 참여의

반면， 현재 서울시에는 문화예술공간이

數的

가장 중요한 기 능으로 ‘문화예 술
유도’를 꼼

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

으로 충분하다고 생 각하는가 라는 문항에 는 응답

한 공간으로서의 기능， 오락과 휴식을 위한

자의 약 85% 가 ‘아니오’라고 대답， 문화예술공

소로서의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간의 數的언 부족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응답자
의 居住地나 生活周邊에 서 문화예 숨공간에 쉽 게

각 유형별로 간단히

장

언급해 보면， 먼저 복합

문화관의 경 우， 응답자 80명 중 55명 이 1 순위 로

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역시 8 1. 9% 라는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

높은 비율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우선적으로

회를 넓혀주고 직접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것을

量的인 면에 서 라도 文化的 環境 조성 이 요구된

선택， 대체로 의견의

다하겠다.

밖에 문화예술의 자체적 발전을 위한 기여나 오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

문화예술공간들은 그 기능을

략과 휴식의 제공 등을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

충분히 발휘 하고 있다고 보는가 라는 물음에 는

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당과 미술관， 연극소극

응답자의

細對多數 (90.3%) 가 ‘아니오’로 대답

장의 경우 역시 복합문화관과 흡사한 패턴이다.

했고， 일단 문화예술공간에 가서는 만족할 만한

한편 영화관은 다른 유형에 비해 오락과 휴식

더우기

짧存의

효과를 얻는가 라는 질문에도 역시 否定的인 답

제공

변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이 특정이기는 하나 현저

더

많았는데， 이는 현재

문화예술공간의

장소로서의 기능과 상엽적

측면이

좀 더

量的인 부족성 뿐만 아니라 質的인 면에도 문제

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박물관도

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형 들과 유사하나 ‘象徵的 代表性’ 을 가진다는

생활주변에서

문화예술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는가에 대 한 탑변의 與否를 응답자의 居住地

역시 앞의

점과 ‘都市의 環境美’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
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정이다.

別로 분석한 결과 거의 否定的언 반응이 대부분

이 상으로 간략하나마 복합문화관， 음악당， 미

인 가운데 종로구만이 긍정 의 답변 비 율이 높게

술관， 연극소극장， 영 화관，

나타나 종로구에의 문화예술공간의 집적을 응답

이 인식하는 문화예술공간의 기능적

자의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

요점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몇가지 밝

에 강남구， 성북구 거주자들이

혀두어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과 비

박물관의

그것은

관람객 들
특성의 중
첫째， 本

교할 때 긍정적 반응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반

論文에서 문화예술공간의 기능적 특성을 이해하

면에 강서 구， 구로구， 영 등포구，

기

강동구，

관악

위해， 관람객들의 인식은 비교고찰적 ·보완

구 등지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을 쉽게 접할 수 없

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사되었다는 점과

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따라서 인식차원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2) 文化藝術空間의 機能的 特性에 관한 認識

세밀한 차원의 섣문조사찰 하지는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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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쩨， 다른 場所， 다른 時期에 설분을 했을 경

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플 위해 문화예

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술공간의

한편 서울대생에게 실시한 설문을 로대로 문

화예술공간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

관람객과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로서 동숭동 대학로 주변지역
을 3등급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고24) ， 또 그렇

해 보았다. 즉 이것은 대학생층의 객관적 시각

게 평가하는 이유 및

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공간의 주요 기능적 특성

섣문을 해보았다.

플 보여주는 것인데， 관람객 인식 분석에서와 마
찬가지로 각 유형 모두에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 566 명

중 단지 44맹

‘생활 속에서 문화

(7.8%) 만이 1 등급 점수플 주었고 56.7%가 2등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넓혀주고 직접 참여를 유

급， 나머지 35.5% 가 3등급 점수를 매겼는데， 이

도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것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나타났다.

에 대해 상당히 否定的인 認識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은 관람객 들이 문화예 술공간을 찾는 목적
과 기대효과 및

이

‘문화예술의 거리’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층과 일반인을 구분

문화예술공간에서 느끼는 불만

해서 보면， 여기서도 역시 학생층이 일반인들에

스러운 점을 자유스럽게 지적하도록 한 설문을

비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얻은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 평가 내용

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을 종합해 볼 때 , 응답자들은 현재

‘문화예 술의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응답자

거리’가 그 기능-적언

닫은，

많아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는 것으로 느끼고

문화예 술공간을 情續醒化와 休息，

敎養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및 취마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있지만， 문화예술의

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기대에 부합되는 효과를

불의 수준이나 기다 시션 등의 문제보다는 거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질서의 문란과 주변의 이른바 Bl 문화적

불만스려운

캠은， 우선

費用이 많이 든다는 점， 즉

가 비싸다，

大樂性이

결여되었다，

입장료

特妹階層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공연

업소들

의 난무로써 벚어지는 이미지 손상 때문에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위한 시설 및 공간이다 라는 전들이 지적되었고，

수 있다. 즉 ‘문화예술의 거리’란 그러한 훨素

이 밖에 교통의

틀이 배제되고 보다 ‘文化的’인 요소틀로 이루

괄펀， 공연물의 철척 인

수준의

미달， 관껴의 태도， 商業性 등- 여러가지가 지적
되었다，

있으면서

(3) 동숭동 ‘文 1l:藝術의 거리’ 에 대한 認識의
훌例昭究
本 論文의

어져야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공간들이
문화예술 활동이

활말히

접적해

전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숭동 대학로 주변지역

제

3 장 문화예술관간의

임지에서

文化첼術地區의 하나로 분류된 동숭동 문화예 술

은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
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 자체적 측면의 문제 보

의 거리는， 대꽉로블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

다는 외부적인 문제 요소플 때문에 그 이미지가

화예술공간들이 말집해 있는 점이나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띤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점 등으로 보아 文化

地區的 특성과 이미지를 가장 뚜렷이 가지고 있

7.

훌約 및 結論

는 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바당 위에서

동숭동 대 학로 주변지 역 을 事例地域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거태로셔의

그， 지역윷 사람블이 어

떻게 認識하고 있눈가블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

2t1)

本 昭究는 현대 도시사회의 文化的 측면에 대

한 地理學的 연구의 필요성의

었다. 이를 위해 本 論文에서는 文化藝術초間을

등-급구분. : 1 등급 (80 점 이 상 '"'-'100 전)
2등급 (50 전 이 상 '""'79 챔 )
3 등급 (49 점 이하)

-

인식에서 비롯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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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의 定義와 位相을 定立한

적 이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라고 移轉

다음， 서 울시 문화예 술공간의 現‘況， 分布， 立地

의 動機 및 要因으로는 교통의

빚 機能的 特性을 分析하고， 문화예 술공간의 供

술공-간의 접적정도，

給者측 見解.와 문화예 술공간에 대 한 需핏웹-츄-의

주펜환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

펀려성， 문화예

需맺人 D(劇뭔力) ,

쾌적한

認識과 몇求를 샅펴봄으로써 현재 서울의 文化

다. 또한 문화예술공간의 立地移轉에 있어서 몇

的 -‘面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플 지1 시

개의 地域的 類型을 분뷰하1 띨 수 있었는데 특히

하고자 했다.

移轉地로셔 강남지 역 이 選好되 는 경 향이 두드러

이와 같은 맥략하에 本 昭究에서는 統듭f 줬料

와 野外調좁 및 說問調짧分析을 통해

첫쩨, 서

울시 문화예술공간의 현황과 분포패턴

벚

분포

진다.
문화예술공간의 접적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

10개의 文化藝術地區가 도출되었다. 동숭동

변화를 파악하고， 풀째，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세종로 주변 문화예술

立地要因과 立地的 特性을 分析， 이 블 통해 文

지구， 인사동 • 관훈동 일대의 화랑가， 사간동 •

化藝術地區의 형 성

및

그 특성 을 究明하고， 셋

째， 서울시 문화예술공간의 投劉 및
性을 分析해

보았으며，

넷째，

機能的 特

문화예술공간에

먼저 문화예술공간의 現況 및 分布에 있어 서
문화예 술공간은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는

데， 특히

1980 년대

이후 현재에

극장가， 명동 • 충무

로 일대 문화예솔지구， 예장동 • 장충동 일대 문

화예술지구， 신촌지역의 소극장

대한 일반인의 認識을 考察해 보았다.

울시

소격동일대의 화랑가， 운니동·원서동일대 문

화예술지구， 종로 3.4가의

문화예술지구，

청담동 • 압구정동 일대의 화랑가 등 以上

10개

지역이다.

이르기까지는

문화예 술공간이 가지 는 機能的 特性 中 가장

더욱 급속한 추세로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문

중요한 것으로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

화예술공간에 대한 需훨의 增加를 의마하는 것

술을 享有할 기회를 넓혀주고 直接參與를 諸導

이기도 하다.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문화예

문화예술공간의 분포패턴은 都市中心指向的 경
향을 보인다. 한편

분포패턴의 변화는， 홉%存의

文化中心地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 중구 일대

술 자체의

발전에 거여해야 한다는 점， 情錯醒

化 및 願樂과 休息을 제공한다는 것이 문화예술
공간의 全 類型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에 集中的 擬散이 계속되는 현상과 병행해서 非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일반언의 認識度 分析을

都心地域， 住펀地域 속으로 문화예 술공간의 分

통해서는， 응답자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문화

散化가 시작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江南의

예술부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문화예술

일부지역에는 듭협願街를 중심으로 새로운 文化藝

부문과 그것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그들의 삶에

術地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 등으로 요약할 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있다.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數的으로나 機能的으

문화예술공간이 立地하는데 있어 그 要因들은

여 러 가지 가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것오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立地選定에

있어서

주변에

로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람객들이

문화예술공간을

찾는 目的

유사한 문화예술공간이 多數 集積해 있는 것을

과 기대효과플 각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체

가장 많이 고려 한 것으로 나타났고， 需要A 口，

적 으로 응탑자들은 문화예 술공간을 情縮醒化와

문화예 술관련 情報획 득의 容易性， 文化中心地的

休息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象徵性 등이 영 향력 이 큰 것으로 나타났오냐 각

기대에 부합되는 효과플 얻고자 했다.

유형 별 로 다소간의 相異性을 보인 다.

만스려운 점은 각 유형별로 각기 多樣하게 나다

반면 불

立地移轉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공간의 類型 中

났는데， 특히 비용면과 接近性에 있어서의 문제，

에서 小規模이면서 수요연구에 민감하고 商業的

大꿨性의 결여 내지는 지나찬 商業性 등의 문제

기능이 강한 화랑，

가 주로 지적되었다.

연극소극장， 영화관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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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 인식도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문화예술
공간의 諸 問題點은， 크게 數的안

試論的인 연구로서의 意義가 있다고 분다. 그러

부족과 質的

나 각기 相異한 특성을 지니는 대상들을 문화예

언 미흡， 이 두가지로 大別되는데 이에 대한 해

술공간으로 한데 묶어 절명하는데는 다소 무리

결책 및 정책적

제시는

한 점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 적확한 많存 理論

차후의 보다 구체적인 면구플 몽하1 셔 보싼되어

이나 方法論을 찾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

야 할 것이다.

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示俊點의

本 論文은 文化藝術호間의 立地와 機能의 分

분석틀을 구상하는데 있

어 昭究者의 主親的인 설정이 개입되는 한계가

析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문화적 특성 파악을 試

있었다

圖하고， 現代 都市社會에 서 의 문화예 술공간의 중

구들이 활발히

요성과 그 연구의 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완·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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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

진행되어

本 論文의 한계점들이

A Study on the LocatÎon and the Function of
Culture-Art Centers in Seoul
Abstract

Young-Kyeong Lee

This study is derived from the perception

areas.

that Culture-Art Centers in the modern urban

Third , a variety of Cul ture-Art Districts of

society are important and they need a geographical research. In this kind of context the

Seoul were chosen out according to the degree

character of Culture-Art Centers in Seoul are
investigated with its focus on the location and

ten districts including ‘Cul ture and Art Street

function.
This paper clarified the current standing of
Culture-Art Centers in Seoul. And they are

of agglomeration of Culture-Art Centers , where
of Daehak-Ro in Dongsoong-Dong’ , ‘ Cul ture-Art
District around Sejong-Ro ’ and ‘Street of Art
Galleries in Cheongdam-Dong’ were considered.
Fourth , though factors influencing the loca-

categorized into six types: art complexes, music

tion of Culture-Art Centers are quite varied

halls , art galleries , theaters , cinemas

museums.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al

according to types, generally the degree of
agglomeration , population size in demand , the

data, questionnaire and field surveys , their now

ava i1 ability of

conditions and distribution in Seoul , location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the perception
about them were examined. By identifying the
above, this study is trying to present an
objective basis on which some aspects of the
culture in contemporary Seoul can be unders-

culture and art sectors seem to have a great

and

tood.

acquiring informations upon

say in them.
Fifth ,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functional
characteristics that Culture-Art Centers must
have are to widen the opportunities of enjoying
cultural life and to lead a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to it. And that Culture-Art

The results were found out to be as follows:

Center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

First , Culture-Art Centers in Seoul have been

ture and art ’ s level , that they make the people

on a rapid increase since 1980s. This reflects

feel refreshed and purified , that they offer a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Cu1ture-Art

place of recreation and rest were pointed out

Centers at the same time.

as well.

Second, with the distribution pattern oriented
towards the urban centers, it shows a strong
concentration in and around Chongro-Gu ,
Choong-Gu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ld

Sixth , i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the respondents on the Cu1ture-Art Centers , it
cul ture and art sectors , and believe the cul tural

centers of culture and history. Recently, in

facilities accommodating them play an important

another sense , there is also a tendency of

role in their life. They, however, pointed out

decentralization to non-central and residential

the deficiency of current Culture-Art Centers

-

is turned out that they are highly interes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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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in terms of their number and their
functions. In the categorized analysis of the

out some solutions and political suggestions on

purposes and expectations of the visit and

the prevalent problems of Culture-Art Centers

complaints on the Culture-Art Centers , the
respondents mostly intended to get rest and

in Seoul which revealed in the results. And
1i mitations of this study as one of the starting

comfort out of them. But problems of cost and

and examplary researches in this fìeld need to

It would be worthy to discuss and to fìnd

accessibility, lack of popularity, and overexposed

be complemented by following more concrete

commercia 1ism were expected to be gradually

studies.

corrected in the near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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