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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이 시되던 과거에 비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한 노력이 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실 을 이루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정된 설문조사나 문헌조사와는 달리

문화 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수요(향유)와 공 측면으로 나 후, 종속변수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향을 소득과 인구구조변화의 통제 하에 시간 범 를 10년 이상 설정한 후 정량 으로 패 분석 하 다. 분석결과 문화

술에 한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양(+)의 향을 끼쳤으나 문화 술 공 은 유의미하지 못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는 문화 술 향유에 기인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 을 통한 서울시

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기존의 공간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문화 술 로그램을 통해

문화수요계층 뿐만 아니라 문화무 심집단 나아가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능동 참여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정책 시사 을

수 있다.

주제어 : 문화 술, 행복, 삶의 질, 문화복지정책, 패 분석

Abstract In modern society, efforts to improv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re emphasized compared to the past 

when economic growth was emphasized.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realize the 

happiness of the people through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ultural Arts on 

the improvement of the happiness index of Seoul citizens by dividing them into demand (enjoyment) and supply 

side by setting Cultural Arts as independent variable, unlike existing limited surveys or literature surveys, under the 

control of change, the temporal range was set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en analyzed quantitatively by pane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mand for cultural arts affects positively on the improvement of happiness 

index of Seoul citizens, but the supply of cultural arts had a meaningless effect. In order to improve the happiness 

index of the citizens of Seoul through suppl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existing space and to promote 

cultural demand through differentiated cultural arts programs aimed at diverse classes but also the policy implication 

that cultural indifference group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cultural underprivileged groups sh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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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사회는 4차 산업 명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인간의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과거에는 소득 향상을 한노동과 생산, 물질 ·경

제 조건에 집 되었다면 재는 삶의 질 향상, 행복을

한 소비와 문화생활, 나아가서는 문화에 한 사회 ·

정책 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1]. 한국은 주5일

근무제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 1인당 국민소득의 증

가로 외 으로 볼 때는 국민 삶의 질이 향상 된 것처럼

보이나, 13년째 경제 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자살

률 1 , 삶의 만족도 30 , 노인 빈곤율 1 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며 여 히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역 정부

에서는 문화 술을 통한 국민행복 실 을 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체육 부는 지난 10 여 년간 매년 꾸 히 산

을 확 하여 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국민 문화 향

유 지원을 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 리카드’ 지원

확 , ‘문화가 있는 날’ 확 ,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를

강화시켜 문화 술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 시키고자

련 지원정책을 수립·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궁극 으로 행복지수

향상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차이를 주었는지에 한 정량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2].

이에 본 연구는 문화 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

상에 미치는 향을 실증 ,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해

문화 술을 수요(향유)와 공 차원으로 나 어 공간

범 를 서울시로 두고 시간 범 를 2005년부터 2015년

으로 설정한 패 자료를 이용해 패 분석(panel analysis)

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유와 공

요인에 기인한 차별화된 문화 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문화 술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

지수 향상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문화 술 공 이 높을수록 서울시민의 행

복지수에 미치는 향력은 클 것이다.

2. 론적 논   행연  고찰

2.1 문화 술과 행복 

행복에 한 연구는 심리학·사회학 등 다방면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 안녕

(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좋은 삶(good life)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3]. 행복에 한 견해는 주 , 객 이라는 에서

나뉘어 정의되고 있다[4] . 주 인 으로의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한 정 인 감정을 나타

내는 것으로 정의되고[5,6], 객 인 으로의 행복은

지역경제 인 측면, 사회복지 측면, 환경 측면, 생활

편의 측면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지에서 느

끼는 외 기 에 따른 행복감[7,8]으로 정의된다. 과거에

는 경제 인 소득, 물질 부의 축 이 우선시되고 정신

건강을 경시하여 상 으로 행복의 요성이 오늘날처

럼 강조되지 않았으나 사회에서는 국민의 소득수

향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 주5일 근무등의 환경이

조성되며 삶을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고 행

복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요시되는 시 이다[9]. 세

계 으로도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선 시 되기보다는 문화

를 통한행복, 성장, 국력의 요성이강조되는 시 에 살

고 있다[10].

본 연구에서의 문화 술은 문화 술진흥법에서 정

의 내리고 있는 ‘문화 술’의 의미를 기 하여 국민들의

정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

기 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는 활동으로 규정지

으려 한다.

구체 으로 문화 술과 행복에 한 국내연구는 문화

술의 향유 는 참여가 미치는 정 인 향을 인지

기능, 정신건강, 자아존 , 감수성과 창의력, 타인에 한

배려 등으로 나 어 단일 사례분석, 사 ·사후 비교설계

나 실험-통제집단 설계를 통해 밝힌 연구가 있으며

[11-13] 이러한 문화 술 향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로는 경제력, 문화자본, 지역 특성, 교육수 (학력)이라

는 다수의 국내연구[14-18]가 존재하 다. 한 문화

술을 여가의 범주에서 본 연구들[19-22]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행복의 포 인 개

념에서 문화 술 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향은 문화 술

활동과 행복과의 계보다는 실제 상 인 여가

시간이 클수록 주 행복이 더 큰 향을 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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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19], 문화 술 람활동과 극 인 참여는 여

가만족과 행복감에 정의 방향으로 향을미친다고 증명

하 다[21,22].

2.2 문화 술 복지정책 

한민국에서 ‘문화복지’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0년 제5공화국( 두환 정부: 1981-1988년)때에

문화향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향상시키고자 문화정책

을 복지정책으로다루며 출발하 다[24]. 제6공화국(노태

우 정부:1988-1993년)때에는 극 인 문화복지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 으나 이후 문민정부(김 삼 정

부:1993~9998년)에서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의세계화를 강

조하며 특히 지역별 문화복지 공간 확충을 통한 지역주

민의 문화향수권 증 의 기반을 마련하 다. 이후 국민

의 정부(김 정부: 1998-2993년)에서는 ‘21세기는 문

화의 시 ’라 칭하며 ‘창의 문화복지국가’를 목표로 하

고[24], 참여정부(노무 정부: 2003-2008년)에서는 문

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증 를 목표로 분배지향

문화의 민주화를 강조하 다[23]. 이후 이명박 정부

(2008-2013년)에서는 능동 복지를 면에 내세우며일,

교육, 여가의 내용을 문화복지정책과 연결시켰다[25]. 박

근혜 정부(2013-2017년 3월10일)는 통령 직속 문화융

성 원회를 구축(2013년 7월)하여 “문화가 있는 삶, 행복

한 한민국”,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

”을 정책 비 으로 내세워 문화정책의 법·제도 기반

을 구축하기 한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

법 등을 제정하고 술인 복지법, 문화기본법 등을 개정

하여 문화융성의 토 를 마련하고자 하 다. 문재인 정

부(2017년 5월 10일- 재)는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에 따라 신뢰가 하된 문화체육 부와문화정책의

상을 되찾고, “문화·체육· 의활성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 ”을 정책의 비 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리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 술 복지정책과 삶의 질, 행복에 련된 국내 선

행연구로는 문화복지 정책의 변화와 정책개발, 개선방안

에 한 질 연구[26,27]가 있었으며, 문화 술복지 로

그램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한 상 계를 밝

힌 질 연구[28,29]도 다수 존재하 다.

2.3 행연  차별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의 선행연구가문화 술 로그램이나

교육의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여부를 다룬 문헌조사

나 설문조사, 질 연구 등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문화 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실증 패 분석 함에 차별성

이 있다. 둘째, 부분의 선행연구가 시·공간 범 를단

기 으로 한정해 연구한 것과 달리 시간 범 를 2005

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이상 설정하고, 공간 범 를

서울시 체로 확장하여 분석함에 차별성이 있다. 마지

막으로 문화 술을 향유 측면과 공 측면으로 나 고

소득과 인구구조변화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를

자료 구득 가능 범 내에서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설

정함에 차별성이 있다.

3. 연 계 

3.1 변수 정

첫째로 종속변수인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측정을 해

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의 실증 자료와 동

일한 항목의 통계를 통한 결론 산출을 해 해당 기간에

공시된 시민행복지수(HI)를 설정하 다. 시민행복지수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된 서울거주만15세 이상 가

구 구성원을 상으로 실시한 통계자료로 서울시민의 주

인 행복정도(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

를 0 으로 하여 각 역별 자신의 행복 수)로, 건강상

태·재정상태·주 친지 친구와의 계·가정생활·사회생

활의 만족지수를 산출한 서울서베이(가구원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이에 더하여 삶의 질과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밝 진 사회경제학 요인인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3,14,30-33]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 다. 통제변

수로 쓰인소득의 경우한국에서는기 단체별로GDP나

GRDP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에 양 식 외[34]를 참조하

여 소득의 리변수로 지방세징수액(INCOME)을 설정

하 다. 지방세징수액의 경우 매년 12월을 기 으로 가

구의 소득을 기 으로 국가의 수권에 의해 서울시 자

치구가 할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한 목

에서 징수된다.

독립변수인 문화 술에서는 문화 술 향유를 측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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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리변수로 문화활동 연간 총비용(AC)을 설정

하 다. 이는 서울시민(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학력별

등)의 문화활동 유형별 연간 총 소비비용 황을 나타내

는 지표로 매년 10월을 기 으로 서울특별시 통계데이터

에 공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 술의 공 측면을 측

정하기 해서는 문화 술 소비에 향을미치는 공 요

인은 지역 요인[18,35-37]이라는데에 기 하여 문화공

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 문화

술지원 황(SUPPORT)을 설정하 다. 문화공간 공

연장(CH)과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의 경우 각

종 문화활동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황의

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확 정책 수립을 한 목

으로 문화체육 부가 매년 12월을 기 으로 발표하

는 지표로 운 주체별ㆍ규모별ㆍ자치구별 공연장 황,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 술회 , 구민

회 , 문화의집, 복지회 , 구민(다목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황으로 공표되어 있다. 문화 술지원 황

(SUPPORT)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연도별로 공표하는 서

울시 문화 술 사업별 지원건수 액 황으로 문화

술활동 지원 황을 악하여 문화 술 정책 마련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Variable Unit Analysis

Dependent
Variable

Happiness HI 0-10 Panel

In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

Income
INCOME

1,000,000
KRW

Panel

Populati
on

YOUNG % Panel

Cultural Arts

AC KRW Panel

CH
#of

Facilities
Panel

CW
#of

Facilities
Panel

SUPPORT
1,000
KRW

Time
Series

Table 1. Variable 

3.2 

본 연구는 문화 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향을 정량 패 분석을 통해실증분석하기

해 분석기간의 시계열 특성과 분석 상의횡단면 특

성을 결합한 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시간 범 는 자료구득의 가능성을 고려해 2005년부

터 2015년까지 연도별 자료로 구성하 고, 시민행복지수

(HI), 지방세징수액(INCOME), 유소년부양비(YOUNG),

문화활동 연간평균비용(AC), 문화공간 공연장(CH), 문

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설(CW)은 패 자료이며, 문화

술지원 황(SUPPORT)은 시계열자료로 구성하 다.

지방세징수액, 문화 술지원 황, 문화활동 연간평균비

용은 로그변환을 통해 분산안정화 하 다.

통계 분석을 해서는 Stata 15.0을 사용하 다.

4. 실

4.1 기술통계

서울시 체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2

와 같다.

Obs Mean Std.Dev. Min Max

HI 275 6.62 0.32 5.95 7.46

INCOME 275 467120.10 414157.70 126432.00 3013939.00

YOUNG 275 17.99 2.70 12.10 26.30

AC 275 274414.10 57128.44 153080.00 432404.00

CH 275 9.71 19.70 0.00 169.00

CW 275 9.86 3.33 4.00 21.00

SUPPOR
T

275 9440425.00 4311274.00 38556000.00 1800000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oul City

먼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시민행복지수

(HI)는 평균(Mean) 6.62, 소득을 리하는 지방세징수액

(INCOME)은 평균 467120.10백만원, 인구구조변화를

리하는 유소년부양비(YOUNG)는 평균 17.99%로 나타났

다. 문화 술 수요를 반 하는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

(AC)은 평균 274414.10원, 문화 술 공 을 나타내는 문

화공간 공연장(CH)은 평균 9.71개, 문화공간 지역문화복

지시설(CW)은 평균 9.86개, 문화 술 지원 황

(SUPPORT)은 평균 9440425천원으로 나타났다.

4.2 시민행복지수 결정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간 상 계를 나타내

면 아래 Table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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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INCOME YOUNG
lnAC
*

CH CW
lnSup
port
*

HI 1.000 - - - - - -

lnINCOME 0.304*** 1.000 - - - - -

YOUNG -0.360*** -0.227*** 1.000 - - - -

lnAC 0.501*** 0.194*** -0.478*** 1.000 0.093 0.005 -0.046

CH 0.069 0.431*** -0.293*** - 1.000 - -

CW 0.029 0.162*** 0.207*** - -0.127** 1.000 -

lnSUPPORT 0.254*** 0.142** -0.431*** - 0.061 0.017 1.000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상 계를 분석해보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나타

내는 시민행복지수(HI)는 소득을 리하는 지방세징수

액(INCOME), 문화 술 향유와 공 을 나타내는 문화활

동 연간 총 비용(AC), 문화 술지원 황(SUPPORT)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를 리하는 유

소년부양비(YOUNG)와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즉, 상 계분석에서는지방세징수액, 문화활동 연간총

비용, 문화 술지원 황이 높을수록 시민행복지수가 상

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유소년부양비는 높

을수록 시민행복지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한분석방법의선택을 해Hausman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ct)을 이용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X2 P

Seoul City 15.420** 0.017

*<0.1, **<0.05, ***<0.01

Table 4. Hausman Test. 

4.3 패널

서울시 체 자료를 통해 문화 술이 서울시민의 행

복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로 시민

행복지수를 이용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세징수액(lnINCOME)과 문화 술 수요를

나타내는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lnAC)은 시민행복지수

에 양(+)의 향을 미쳤다. 반면에 인구구조변화를 리

하는 유소년부양비(YOUNG)는 시민행복지수에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

래 Table 5와 같다.

β Std.Erro t p

lnINCOME 0.409** 0.181 2.270** 0.024

YOUNG -0.034** 0.016 -2.180** 0.030

lnAC 0.341** 0.136 2.500** 0.013

CH 0.000 0.000 0.010 0.996

CW -0.023 -0.023 -1.710* 0.088

lnSUPPORT 0.020 0.020 0.370 0.713

Constant -8.362 7.165 -0.820 0.243

R^2 0.468

*<0.1, **<0.05, ***<0.01

Table 5. Seoul City 

4.4 결과 종합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먼 서울시민의 행복을 나

타내는 시민행복지수(HI)와의 상 계에서는 소득을

나타내는 지방세징수액(INCOME), 문화 술 수요를 나

타내는 문화활동 연간 총 비용(lnAC), 문화 술 공 을

나타내는 문화 술지원 황(lnSUPPORT)과 유의한 양

(+)의 상 계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재 한국의 출산·고령화로 인한 격한 인구구조변화를

리하는 유소년부양비(YOUNG)와는 음(-)의 상 계

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문화 술 수요를 표하는 문화활동 연간평

균비용(lnAC)의 경우에는 서울시민의 행복을 나타내는

시민행복지수(HI)에 유의한 양(+)의 향을 끼치는 것으

로 밝 졌다. 문화 술 공 을 표하는 세 변수인문화

공간 공연장(CH), 문화공간 지역문화 복지시설(CW), 문

화 술지원 황(lnSUPPORT)의 경우에는 모두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5.1 연 결과 약

지속 인 경제성장과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산업

의 발 을 이룩해 낸 한민국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제 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Better Life Index)에서 통계가 집계된 31개국 최

하 로 나타나 외 인 성장과 내 인 국민의 행복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다수

의 기 조사 발표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문화활동 참

여 내지는 문화 심집단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일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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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토 로 문화향

유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방면의 정책

을 펼치며 문화복지실 을 통한 국민행복을이루고자 하

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하고 나아가 정책의 차별화를

이루기 한 지역별 차이와 요인에 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사회

경제학 요인인 인구구조변화의 통제 하에 문화 술을

향유와 공 측면으로 나 어 서울시민의행복지수에 미

치는 향을 실증 으로 구분하여 악하 다. 시·공간

범 에서도 특정기간이나 특정지역이나 기 는 특

정 로그램참여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10년 이상을 설정하고 공간 범 를 서울

시로 넓혔다.

연구문제1에서는 문화 술 향유가 클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문화

활동 연간 총 비용이 서울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서울시에서 문화 술 향유가 클

수록 시민행복지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연구문제2에서는 문화 술 소비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 요인이며 문화행사 참여시 요한 기

은 근성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

술 공 을 문화 술 공연장 수, 문화 술 지역문화 복지

시설 수, 그리고 문화 술지원 황으로 나 어 살펴본

결과 문화 술 공 의 높고 낮음의 여부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지 못했다.

5.2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 안 

정부는 물론 역 정부는 언제어디서나 국민 구

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

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여

히 소득이나 연령[38], 지역에 의한 장벽은 존재하고 있

다. 본연구에서 밝 진 바와 같이 문화 술 향유가 클수

록 행복에는 정 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소외

계층 연령을 고려하여 문화 술 수요층을 보다 세분

화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는 데에 우선 필요가 있

다. 표 인 로는 지역구별로 문화 술교육의 기회를

극 으로 제공하거나 공연, 시, 행사 등을 통해 수요

자맞춤형 문화 술 로그램을 펼쳐 문화무 심집단 뿐

만 아니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술향유 노출기회를 넓

지역의 문화 술 수요를 진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

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장기 으로는 궁극 행복에

이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 술

공 에서 문화공간 공연장과 문화공간 지역문화복지시

설 수는 시민행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지만 이는 서울시의 편리한 교통발달상황으로

인해 문화 술 소비여부에 가장 큰 요인으로 밝 진

근성에 향을 끼치지 못한 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다

시 말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화 술 공간이나 시설 수를

증가시키는 등 양 구축에 힘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

간을 보완해 다양하고 체계 인 로그램을 활용해[39]

내·외 문화 술 공 의 질 수 을 높여 문화 술 수

요계층의 람편의와 소비욕구를 증 시켜 문화 술 향

유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

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인 집단이나 단시간 내

에 연구자의 주 인 기 하에 정성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시간 범 를 설정하여 사회

경제학 요인과 인구구조변화를 주목한 후, 문화 술을

향유와 공 측면으로 나 어 서울시 체 지역에 각 변

수별 향력이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밝힌 데에 의

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도 있었는데 문화

술 향유에 한 분석에서는 연간 총 비용을 기 으로 삼

았기에 무료입장 내지는 람은 고려하지 않았고, 가격

차이에 따른 람 횟수 등은 활용하지 않아 개인수 의

자료는 반 되지 못했다. 한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련 통계자료가 잘 구성되어 있기는 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 화 , 시시설, 문화

보 수시설, 인구 10만 명당 공연 횟수와 같은 통계자

료는 일정기간의 시간 길이의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를 반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학문 후

속연구와 이에 따른 보다 구체 인 정책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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