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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서 보 되어야 할 가치를 지

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흥을 한 가치를 가

짐으로써 인근지역에 경제  효과를 불러 일으키

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 라 불릴 만큼 사회에서 

문화는 도시경쟁력의 원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의 잠재력에 

이 확 되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산

업의 2010년 매출액 규모는 약 59조원으로 2004년부

터 2008년까지 연평균 4.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수출액 규모는 19억 달러로 연평균 15.1%의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 부, 2010)

이와 같이 문화산업의 요성이 가시화되면서 유럽

을 심으로 발 된 문화도시에 한 심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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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경주시 등 지방도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하 다. 이들 지역은 마다 

문화도시임을 표방하면서 문화 분야에 한 투자를 

폭 강화하고 있다[1]. 

그러나 그동안의 이 분야에 한 연구는 문화도시

의 조성방향, 유형별 추진 략, 장소마 , 도시재생

을 심으로 하여 도시공학  근과 문화  근 방

식으로 분화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한 학문  

통합연구가 부족하 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를 조성하

는 사업이 지속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재생의 목

을 실 하기 하여 도시공학  근과 문화  근

방식을 결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과 창의

성이 발 될 수 있는 도시문화조성사업은 국가발 과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도 

매력, 느낌, 즐거움이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에 미치는 향에 하여 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지역경제에 어떠한 련

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Ⅱ.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개관

2.1 문화도시조성사업의 등장 배경

문화는 술이나 심리 인 것이기 보다 한 인간이

나 시  혹은 집단의 특정한 생활방식을 가리키는 의

미이며 문화는 삶의 총체  상황으로서 어떤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한 도시는 집약  환경체로 한 인간이나 시  혹

은 집단의 특정한 생활방식이 담기거나 표출되는 장

이다. 곧 도시에서의 문화란 인간의 삶의 장에서 형

성되고 유지되어온 각종 지식, 신앙, 습, 술, 법률 

등 자연 상태와는 차별화된 목 지향 인 행 와 정

신  활동의 모든 산물이다.

그러므로 문화도시는 문화와 도시가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문화의 복잡한 집 체이다.

이러한 문화도시에 한 담론이 실체를 드러낸 것

은 1985년 유렵회의에서 당시 그리스의 문화부 장

이자 화배우 던 멜리나 메리쿠스(Melina Mericus)

가 ‘문화유산에 한 보존’과 ‘유럽의 문화  통합에 

기여한 도시’를 심으로 매년 문화도시로 지정할 것

을 제안한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85년부터 아테네를 필두로 문화도시를 지정하면서 

문화도시는 공식  담론이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당시 유럽 반에 폭넓게 퍼져 

있던 문화주의, 혹은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에 

한 논리가 있다. 산업주의의 한계에 빠져 있던 유럽

의 도시들은 척박한 삶의 질과 낙후된 도시 이미지에

서 헤어날 방법을 모색했고 지역 술 원회를 심으

로 문화  차원에서 구 공장지 를 활용하자는 주장

이 제시되었다. 공장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련 시설

을 유치하는 한편, 도시공간을 문화 으로 재생하는 

계획을 통해 유럽도시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

하게 된다[3]. 

이처럼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도시의 재생이라는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에는 문화산

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도시의 미

과 경 을 복원함으로써 문화 인 도시로 태어나자

는 도시정책의 방향이 담겨있다. 때문에 문화도시는 

탈공업화된 사회의 발 략이자 성장 략으로 볼 수 

있다. 

산업  욕망에서 도시 재생을 해 문화도시를 제

안했다면, 1991년 이루에서 열린 환경회담은 이념  

차원에서 문화도시를 확산시키고 세계화시키는데 기

여한다. 회담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은 모든 개발에 앞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찾을 것을 명시하 고, 그 결과 산업은 

환경을 기 으로 속히 재편되기 시작한다. 이에 도

시의 산업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문

화산업이 크게 각 받기 시작했다[4].

2.2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개념

의의 개념으로 문화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 여성

이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가장 안정한 

도시, 문화․ 술이 가득한 도시, 아이텐티티가 분명

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체류하고 싶은 도시 등의 모

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도시를 도시경 측면, 지

역주민측면, 외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경 측면에서의 문화도시란 일차 으로 지역의 

문화 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육성과 이를 뒷받침하

는 문화 이며 친화경 인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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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발 될 수 있는 도시, 결국에는 이러한 도시의 

총체  자원이 자연스럽게 자원화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리고 문화도시에서의 문화는 단지 술  

차원에서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술  차원

을 포함한 인간의 욕구 차원까지로 확 된 개념을 뜻

한다. 즉, 문화도시는 술성(심미성), 쾌 성, 경제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인 것이다. 문화도시에서 도시

의 개념은 역시 특정장소로 랜드화 되지만 공간의 

운 에 한 측면이 작용하며 기존의 문화의 거리, 문

화벨트 등이 문화도시와 연 성을 맺을 수 있다. 그러

나 문화의 거리와 문화벨트는 문화자원  그것의 활

용장소와 그 장소간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

화도시는 동일공간에 있는 문화  자원과 거주자 간

의 운 을 강조한다. 즉, 문화의 거리와 문화벨트는 

필연 으로  상품화가 최종목 이 되지만 문화도

시에서 은 부수 인 것이며, 거주민의 사회․문화

․경제  욕구발 이 핵심 인 내용인 것이다.

지역주민측면에서의 문화도시란 자기실  욕구가 

실 될 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하고 생활  활동 네

트워크를 구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도시는 매

력 이고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

을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한 문화도시는 지

역의 입장에서 바라본 쾌 하고 매력 이며 느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잘사는 도시로서

의 문화도시를 바탕으로 구나 머물고 싶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이색 이며 모범 인 도시를 말한

다. 따라서 추상 이기는 하지만 문화도시는 불특정 

구나가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도시로 설명가

능하다[5].

외지인의 입장에서의 문화도시란 도시경 의 방법, 

도시설계의 방법, 미래커뮤니티 방법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 결국 국토개발  리모델링을 통해 국가 경

리 시스템 개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경   문화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 즉, 지역발 을 통한 국가균형발 이 궁

극 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3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필요성

문화도시 조성은 지역발 을 통한 국가균형발 이

라는 궁극 인 목표 외에 문화  분 기와 일상  여

가시설을 쫓는 고 인력들의 유입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로벌 패러다임으로 국가를 체하는 

경제주체로서 도시가 부상하기 한 수단으로 필요하

다. 이것은 도시기능에 한 새로운 조명을 통해 도시

와 거주민, 기업 간의 새로운 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는 모든 창조의 심으로 재구성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거주지를 경제  

조건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는 보다 주변 환경이 쾌

하며 자아를 실 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창조성을 발

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원하고 있다. 한 이러

한 사람들의 거주지에 한 인식의 변화는 기업들의 

입지선정에도 향을 주고 있으며 첨단산업회사들은 

문화 이고 일상 인 여가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자들의 문화  생화환경에 한 욕

구는 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의 이동을 유

인하게 하고, 그것은 기업들의 입지 선정에도 이어지

게 됨으로서 자연스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되

는 것이다.

Ⅲ. 문화도시조성사업의 국외현황

3.1 유럽문화수도 : 문화 술 지향형

유럽공동체의 주요 심사인 통상․경제문제와는 

별개로 문화와 그 련분야도 일정한 정도의 심을 

집  시키고 있던 시 에 당시 그리스 문화부 장 이

었던 멜리나 메리쿠스 장 은 유럽공동체 회원국내에

서 유럽문화에 해 보다 심층 인 이해를 도모하자

는 제안을 내놓게 된다.

유럽문화수도는 유럽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함, 그

리고 공통의 특징을 제조명하는 한편, 유럽인 상호간

의 심층 인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 이다. 그 

내용으로, 문화수도는 도시의 국제  상을 제고하고 

문화 활동  술 향상 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화 발 을 이루고 문화 인 라를 구축하

여 자국  타국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문화 객을 증

시켜야 한다. 한, 다른 유럽도시와의 계를 개선

하여 유렵의 문화 력증진에 힘써야 하며, 지역 술

가의 경력  재능 개발에 주력하여 창조성과 신성

을 제고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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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샌디에고 마을계획 : 지역주민 지향형

샌디에고 시의회는 미래의 발 을 한 지침이 될 

략  틀을 채택해 왔고, Sandiago Assosiation of 

Government는 2000～2020년 사이에 인구가 284.000

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발 에 이용될 

도시의 자연 그 로의 땅은 10%이하로 남게 된다고 

보고, 미래 성장에 비하기 해 도시계획과 지침을 

지속 으로 갱신하게 된다[7].

모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이 최  목표인 도시

계획은 13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 로 성

장 략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가치는 열린 공간, 다양

성, 공공시설, 주택, 보행성, 문화, 학교, 휴양, 경제, 

분권주의, 이동성, 다양한 국가주의, 효율성 등이며, 

이것은 모두 도시의 환경과 다양성, 도시만의 풍요로

운 삶을 구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3.3 일본의 가나자와 : 창조도시 지향형

지구화와 지방화의 시 에서, 뉴욕이나 동경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도시도 ‘세계도시’, ‘국제도시’를 스

스로의 도시 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제

조업의 쇠퇴, 청년실업의 증가, 재정 기에 직면한 복

지 국가시스템에 한 재검토가 요구되면서 산업과 

문화의 고유 통 에서 과학과 술 문화가 가진 창

조  힘을 살려 사회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도시의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 ․사회 , 나아가 도시의 총체  요

구를 인식한 인구45만의 휴먼스 일의 도시인 가나자

와는 통 능과 통공 를 방탕으로 생활문화를 

하며 풍부한 자연환경에 독자 인 경제기반을 갖춘 

도시로 일본의 소도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가나자와는 문화와 경제가 균형을 이룬 내

발  발 의 창조도시로서 국제  모델이 되고 있다.

창조도시 가나자와는 창조도시로 성장하기 해 

‘발 , 공생, 조화’를 기반으로 지구 으로 작지만 빛

을 발할 수 있는 도시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8].

Ⅳ.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1. 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효과

4.1.1 황

주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부터 산발 으로 표출

되어 왔던 련 주체들 간의 갈등이 조직화되어 강하

게 표출된 것은 문화 당 설계안에 한 것이었다. 

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역발 의 계기로 활용

하고자 했던 주시는 문화 당콘텐츠 분야 등 각계 

문가 50명으로 시 자체 종합계획수립을 한 TF를 

구성해 최종연구보고서를 2007년 1월 8일 발표했다. 

문화 부가 작성하는 법정종합계획에 시의 입장을 

극 으로 반 시키기 한 노력이었다. 이 후 지역 

시민단체들도 주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결집하고, 법정종합계획안 마련에 시민단체가 

극 처하기 해 ‘ 주문화도시 의회’를 조직했다.

이 게 특별법이 발효되고, 종합계획이 확정됨으로

써 표 1과 같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한 체 인 

구상이 2007년에 마무리되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

•아시아문화의 허 로 조성, 지역의 균형  발

  국가의 문화  상 강화

•교류, 창조, 연구, 교육의 순환 인 도시 자생

모델 구축

사업기간 2004～2023년

주요사업

국립아시아

문화 당 

건립․운

부지 118,170㎡(35,746평), 

연면  142,719㎡(43,172평), 

총사업비 7,174억 원

7  

문화지구 

조성

핵심문화지구

아시아문화지구

시각미디어지구

인권교육문화지구

아시아 승문화지구

아시아신과학지구

문화경   생태환경보 지구

문화 심

도시조성

기반사업 

추진

도시의 문화  환경 조성을 한 

물  인 라를 구축 문화산업 

육성, 문 인력 양성  

인 자원 리 등

도시문화

활성화

문화콘텐츠개발, 

문화교류 활성화 등

표 1. 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Table 1. The outline of Gwang-ju cultural city cultural 

city development industry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23년까지 2

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어 국가가 주도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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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문화 로젝트이다. 주 역시는 아시아 문화

교류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 아시아 술평화도시

를 꿈꾸며 아시아 문화발 소로서 국가 수 의 문화

발 을 도모하고 있다. 남  등 지역 학에서는 문

화 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문화 문 학원을 신설하

는 등 변화에 응하고 있다.

7개 문화지구는 주 역시의 모습을 실질 으로 

신시킬 것이며, 이의 경제  창출효과 한 매우 클 

것으로 기 된다. 이는 향후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

는 역사로서 주 역시와 앙정부의 문화 술에 

한 정책  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원활하고도 

조화로운 지원이 필요하다[9].

4.1.2 지역경제 효과

국립아시아 문화 당 건립  운 에 한 종합

인 지역경제 효과는 표 2와 같이 32조3440억 원

의 생산유발효과, 3만 6349명의 고용창출과 1조 2001

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생산(억) 고용(명) 소득(억)

문화 당 건립 14067.89 6783 3450.40

문화 당 운 18506.44 28484 8187.59

민주평화 교류원 1760.02 2566 802.11

아시아문화(정보)원 3743.42 5457 1706.02

문화창조원 7155.14 10431 3260.87

아시아 술극장 2759.21 6374 1155.97

어린이지식문화원 1411.40 2057 643.23

시자료 구입 등 1677.26 1599 619.39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356.39 342 132.35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운 507.70 740 231.38

총계 323440.42 36349 12001.72

투입비용 비 효과 173% 188% 62%

표 2. 국립아시아 문화 당 
건립․운 에 한 경제  효과

Table 2. Economic ripple effect of building and 
governing a national Asia cultural convention

세부 으로 살펴보면 문화 당 건립에서 약 1조

406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6783명의 고용창출과 3450

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나타내었고, 문화 당 운 은 

민주평화 교류원, 아시아 문화원, 문화창조원, 아시아

술극장, 어린이지식문화원, 시자료구입분야, 문화

콘텐츠기획개발분야. 아시아문화개발원설립․운 분야

에서 약 1조850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 8484명의 

고용창출과 8187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투입비용 비 생산부분 173%, 고용부분 188%, 

소득부분 62%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분 생산(억) 고용(명) 소득(억)

7 문화권 조성 25096.72 23939 9704.74

문화 당권 6522.96 3145 1599.87

아시아문화교류권 4581.23 2209 1123.63

아시아신과학권 2024.90 1931 747.77

아시아 승문화권 2843.10 4145 1295.71

문화경 ․
생태 환경보존권

2064.63 3010 940.93

교육문화권 3709.09 4614 2469.74

시각미디어문화권 3350.80 4885 1527.09

문화도시 기반 조성 10492.77 5059 2573.54

총계 35589.49 28998 12278.28

투입비용 비 효과 237% 193% 82%

표 3. 문화  도시환경 조성에 한 경제  효과
Table 3. Economic ripple effect of furtherance a 

cultural urban environment 

한 문화  도시환경 조성에 한 경제  효

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3조 5589억 원의 생산유

발효과, 2만 8998명의 고용창출과 1조 2278억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역

시 문화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있어 7 문화권인 문

화 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

승문화권, 문화경 ․생태환경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부분에서 2조 5096억 원의 생산유

발효과, 2만3939명의 고용창출과 9704억 원의 소득유

발효과를 창출하 고,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있어 1조 

4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059명의 고용창출과 2573

억 5400만 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창출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투입비용 비 생산부분 237%, 고용부분 193%, 

소득부분 82%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사업에 한 

주시의 종합 인 경제  효과는 표 4와 같이 

8.08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1419명의 고용창출효

과와 3.701억 원에 소득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인 자원 개발․확충, 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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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문화도시 조성,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  부분 에서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부분이 문화교류 역량 강화에 있어서 가장 지

한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투입비용 비 생산부분 165%, 고용부분 

234%, 소득부분 76%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구분 생산(억) 고용(명) 소득(억)

인 자원 
개발․확충

837.45 1042 557.62

시민주체의 
문화도시 조성

913.85 1332 416.48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5728.51 8351 2610.70

홍보 마 603.27 694 117.05

총계 8,083.09 11,419 3,701.85

투입비용 
비 효과

165% 234% 76%

표 4. 문화교류 도시 역량 강화 사업에 
한 경제  효과

Table 4. Economic ripple effect of cultural exchange 
city of strengthening capabilities

4.2.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경제 효과

4.2.1 황

경주는 다수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상에 비해서 상 으로 문화

시설이나 공연시설의 수가 으며, 시시설은 박물  

외에는 수 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표 5를 보면 문화회 은 서라벌문화회 과 안강 문

화회  등 2개소가 있으며, 주로 공연, 시, 교육 로

그램을 운  이고, 도서 의 경우에는 학도서 을 

제외하면 그 수가 미비하여 역사  문화유산의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헌자료가 시민들에게 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물 의 경우에도 학박물 을 

제외하면 그 수가 고, 국립경주박물  외에는 규모

나 시설, 운  면에서 열악하다. 한,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반 으로 보여  수 있는 시시설과 무형

문화재 시회 이 없고, 종합문화 술회 이 아직까

지 건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기타 문화기반시설은 공

연장, 미술 , 화 , 국제회의장, 문화 복지 시설 등

이 있는데 이 가운데 보문 야외공연장은 매년 4월부

터 11월까지 상설국악공연을 운 하고 있다[11].

한편, 경주시에는 경주시립 술단, 경주문화원, (사)

한국 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시 지부 산하 7개 단

체를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 술단체들이 있고, 경주시 

문화 술단체의 특징 에는 통문화 련 단체와 

학술  성격의 단체가 많고, 개별단체의 활동이  지역

에 비해 매우 활발하다는 을 들 수 있다

4.2.2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효과

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의 국가  측면에서의 효

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고 사의 비 을 간직한 수

많은 매장문화재  유  발굴사업과, 그에 따른 연구 

활동 진작으로써 민족의 문화  뿌리를 찾고 정체성

을 강화하고, 발굴  복원사업을 통한 경주가 갖는 

역사 ․문화  가치와 의미에 한 이해확산으로 역

사의식 고취와 다음 세 를 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12].

둘째, 민족 통문화 요소의 발굴과 복원을 통환 

지  재산권의 확보와 한국문화의 뿌리가 되는 다양

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활용함으

로써 세계5  문화산업 강국을 실 하기 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실크로드의 동단 거 지역으로서의 경주의 

가치를 가시 으로 구 하여 세계  고분 집 지역인 

경주 역을 역사유  공원화하고, 2천년 역사도시로

서 경 을 보존하고 도시 체의 역사성을 제고하여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의 효과 인 보존과 정비

를 통한 도시 인지도를 고양시킬 수 있다.

한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측면으로

서 그동안 경  보존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발 제한으로 인해 되어온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통한 매입으로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을 모색할 수 있다.

문화유산 보존  재건으로 인하여 볼거리 확충을 

통해 자원으로서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문

화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되어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유

산은 그 자체로서 보 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흥을 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명 칭 개  요

문화

회

서라벌문화회 574객석 강당, 소강당, 시시실로 공연, 시, 교육 

안강문화회 700객석 강당, 시실, 소회의실로 공연, 시, 교육

도서

경주시립도서 500열람석 도서자료 107,007권 13명의 직원고용

경주시립 앙분 200열람석 도서자료 25,330권 3명의 직원고용

감포읍민도서 60열람석 도서자료 39,907권 2명의 직원고용

안강읍민도서 354열람석 도서자료 107,007권 13명의 직원고용

건천읍민도서 132열람석 도서자료 25,394권 2명의 직원고용

경북도립외동공공도서 300열람석 도서자료 55,602권 4명의 직원고용

공연장

술공간 150객석 조명, 부 , 음향, 분장실시설로 연 3회 공연

보문

야외공연장

1,500객석(스탠드식) 보문탑, 공연무 , 공연마당, 스탠드, 조명탑, 음향조명실,

형멀티비  등의 시설로 4~11월 운

- 공연단체: 신라국악 술단

- 공연종목: 화무, 산조춤, 사물놀이 23종목

미술

아트선재미술 3개 시실, 강당의 시설로 평시 약 50 의 작품 시  운   

경주갤러리곶뫼
시장, 작업장, 음식 등의 시설로 개인갤러리 

1개월 단  시교체 무료 으로 작품 시  운

박물

( 학

제외)

국립경주박물 도서자료 36,388권 시

신라역사과학
6개 시실  부 시설 

사립 시 으로 석굴암 모형  건축 과정을 심으로 시

한국 고 상박물 3층 규모 경주  부설 상 , 시 , 음식 의 시문화시설 

동리목월문학 직원 3인, 2층 규모로 월 3,500명의 람객 수용

국제

회의장
육부

850객석 회랑, 로비, 소회의실, 음향실 등으로 5개 국어 동시통역시설 구비되어 국제회의  

행사장으로 활용

화

왕극장 304객석

명보극장 114객석

신라극장 182객석

아카데미극장 170객석

경주시네마 221객석

문화

복지

시설

경주시

문화복지회

150객석으로 강당, 통 실, 양재실, 시  휴게실, 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들의 

기술, 취미, 교양 교육의 장으로 활용

표 5. 경주시 소재 주요 문화시설  공간
Table 5. The posi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and space in Gyung-ju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371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372

효과

국가

측면

 • 민족문화 정체성  가치고양

 • 문화산업강국 실 을 한 한국문화원형콘

텐츠 확보

 • 세계  역사도시로서의 가치  인지도 고양

지역

측면

 • 된 주민불만의 해소

 • 신규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주민의 자발  문화재 보호의식 확산

표 6.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효과
Table 6. Ripple effect of Gyung-ju cultural city 

development industry

그 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피해에 한 일시 , 

 보상이라는 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능동

 참여를 통하여 자발 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의

식이 확산되어 질 것이다[13].

Ⅴ. 결 론

21세기 문화시 는 삶의 목 이 양  만족으로부터 

질  만족으로 변화하 다. 문화 술은 문화시 에 

하여 기존의 정치․경제의 부수  역에서 선도 이

고 강력한 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한, 로벌한 

시 에서 독창 이고 창의 인 도시만이 삶의 질  

만족도를 충족 시켜  수 있을 것이다[14].

따라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의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기반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발 에 

매우 큰 비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시설은 문화  효과성은 물론이고, 수  높은 형 

공연장의 건설․운 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생산과 고

용, 그리고 소득의 인 라 구축이 지역시민으로부터 

인 정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경제측면을 떠나 자발 인 시민의식을 가

지고 문화재 보호의식을 고취한다면 된 주민불만

이 해소되고 한 신규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세계  역사도시로서의 가치와 인지도를 향상

시키면서 문화산업강국을 실 시켜 문화 정체성  가

치를 향상시킨다면 국가  측면에서 효과 인 향을 

방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연구되었으

므로 앞으로 조사 상을 넓  더욱 객 화 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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