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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문화예술 진흥정책은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재정적, 공간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문
화예술작품의 창작, 공연, 전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1]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은 지역민의 문
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문화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다양한 문화기
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
서관 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주요 시설로 
지정하고, 매년 시설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 지역마다 문화기반시설  여건은 다
르며, 통상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
록 지역민의 문화향유 활동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
각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지역내 문화기반시설이 많을수
록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이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과 같은 문화
향유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자체 기준 모든 문화기반시설을 
살펴보기 보다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문예회관과 등록
공연장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그 규모를 비교하여 지자
체별로 문화기반시설 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
자체별 문예회관을 비롯한 공연장 수익을 비교하여 문화
시설여건과 문화향유활동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내 문화
향유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4A01036638).

Ⅱ. 지자체별 문화기반시설여건 분석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개수 353 72 61 43 16 40

면적(㎢) 323.
8 59.1 78.7 44.2 31.8 38.9

인구 
천명당 
객석수

11.3 6.1 8.0 5.1 4.7 7.2

인구 
천명당 
공연장 
면적(㎡)

33.1 17.2 32.0 14.9 21.8 26.2

지자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개수 5 1 151 26 19 44

면적(㎢) 25.9 3.0 260.9 53.4 38.6 65.8
인구 

천명당 
객석수

2.6 2.7 5.5 12.1 6.2 9.9

인구 
천명당 
공연장
면적(㎡)

22.4 9.4 19.9 34.7 24.1 31.0

지자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수 48 27 35 56 33

면적(㎢) 91.6 56.5 82.5 63.2 98.5
인구 

천명당 
객석수

14.3 7.8 8.3 7.9 35.7

인구 
천명당 
공연장 
면적(㎡)

50.0 30.1 30.9 18.7 147.6

표 1. 지자체별 공연장 면적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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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시ㆍ도)별 문화기반시설과 문화향유여건 간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문예회관을 중심으로하여 문화기반시설 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별로 문화기반시설과 문화

향유여건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지자체 문화기반시설과 문화향유 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들은 향후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지원정책에 있어 지역문화향유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문화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콘텐츠학회 2019 춘계종합학술대회 220

  2017년 기준 전국 문화예술회관은 251개소가 있으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2개소가 가장 많았으

며, 경북 26개소, 서울 23개소, 강원, 전남, 경남 21개소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등록공연장(공공 + 민간)의 

경우 서울이 353개로 가장 많았으며(34.3%), 경기도 151

개(14.7%), 부산 72개(7.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등록공연장은 총 1,030개로서, 이중 공공이 운영중인 공

연장은 536개(52.0%)로 민간 489개(47.5%)보다 더 많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표2에 제시한 것처럼 광역지자체별 

공연장 면적(㎢)을 살펴보면(2017년말 기준), 서울이 가

장 많으며, 경기의 순이었으나, 이를 지자체 인구대비 비

율을 살펴보면 인구 천명당 공연장 면적(㎡/천명) 기준 

제주가 14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50.0, 서울 33.1, 

충남 31.0, 경북 30.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Ⅲ. 지자체별 문화향유활동 현황

  문예회관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객수 평균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문예회관 이용객수 평균이 471,302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대구 229,815명, 부산 195,323명으로 조사

되어 문예회관 이용시설의 순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특히 문예회관 및 공연장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 서울보다 문예회관 수가 적은 지역에 이용객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운영수입 관점에서는 서울이 

621.7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522.5백만원, 부산 

438.0백만원, 대구 329.0백만원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이

는 문예회관 이용객중 유료 관객의 비율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비용을 고려하여 운영수입/운영비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0.31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0.15, 

충남 0.14, 부산 0.14, 전북 0.11로 조사되어 앞서와는 

다른 순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문예회관 및 공연장 등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규

모와 크기, 여건이 높다는 것이 문화향유기회 및 이용객

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문화시설과 공연장에서의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따라 운

영수입 및 운영수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와같은 분석 결과는 문화기반시설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

는 대도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며, 광역 지자

체별로 각각의 문화기반시설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문화여건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이 곧 운영수입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문화여건과 문화향유

활동이 동일한 관계를 보이기 보다는, 지역별로 문예회

관 및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개수 23 11 11 9 7 4

이용객수 
평균

157,801 195,322 229,815 99,690 471,302 85,862

평균 
운영수입

621.7 438.0 329.0 252.5 118.0 97.5

평균 
운영비용

2,021 3,154 5,560 3,168 5,125 3,960

B/C 0.31 0.14 0.06 0.08 0.02 0..02
지자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개수 5 1 42 21 12 18

이용객수 
평균

152,972 43,800 105,512 44,359 74,129 61,693

평균 
운영수입

258.4 34.0 522.5 52.4 55.6 98.0

평균 
운영비용

5,828 408 5,204 821 532 686

B/C 0.04 0.08 0.10 0.06 0.10 0.14
지자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수 16 21 26 21 3 251

이용객수 
평균

75,998 59,499 75,229 76,137 74,532

평균 
운영수입

114.7 43.5 98.7 282.6 161.3

평균 
운영비용

1,019 1,122 1,367 1,834 2,198

B/C 0.11 0.04 0.07 0.15 0.07

표 2. 문예회관 이용객수 및 운영수입 현황(201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중 문

예회관과 공연장 시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러한 지역별 문화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자체별 문화여건 조성의 결과가 

바로 문화향유활동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책 수행에 따

른 시차(Time GAP)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또다

른 영향력 요인(문예회관 또는 공연장에서의 콘텐츠)으

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문화여건과 문화향유활동 간의 영향력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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