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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높아진 삶의 질에 한 사회  인식으로 여가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와 체육

과 련된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해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 에서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 228개 시군구를 상으로 문화체육자원을 심으로 

사회·교통·공간성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도시의 다양한 개별자원 지표를 이용해 지역의 인구, 산업, 재정측

면의 성장에 있어서의 향 계를 로그 다 회귀분석을 사용해 악하 다. 분석 결과, 문화체육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내 자원들은 해당 도시의 성장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성장 측면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로스포츠시설의 확충을, 산업성장 측면에서는 로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증가를, 재정건 성 측면에서는 연 산업에 한 효과가 큰 로스포츠시설 

유치를 극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본 연구는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환경 조성  산업기반으로서의 문화스포츠 기반조성은 도시성장에 있어 요하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도시성장 정책은 차세  략으로 지방정부가 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

음을 확인하 다.

 
■ 중심어 :∣문화체육자원∣지역자원∣도시성장∣도시정책∣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nding impact of cultural and sports characteristics on urban growth.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unique urban resources associated with four categories 

(Social, Traffic, Cultural and Sport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among 228 cities and towns 

using a semi-lo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various local resource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urban growth in terms of population, industry,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Impressively, cultural and sports resources are relatively beneficial for the 

urban growth. For the population and industrial growth, expanding public sports facilities and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can be more efficient. For solid local finance, typically focusing on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that have far-reaching ripple effects are useful. The conclusion for 

this study shows that urban growth policy should prioritize the cultural and sports resources 

because it can be more effective way to enhance not only for urban growth but also for quality 

of citizen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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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격 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  지방 심 체계의 성숙화 단계로 어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개발에 있어 그 심역할이 앙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토 로 한 도시성장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도시성장 정책이 주로 산업에 기반을 두었

다고 한다면, 주5일제근무로 인해 삶의 질  여가에 

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지역이 가진 여

러 가지 특성들 에서도 문화체육 자원을 활용하여 해

당 도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자체)의 노력은 갈수록 증 되고 있다.

문화체육 자원과 련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으

로는 지역축제의 유치, 공공체육시설/ 로스포츠시설/

문화시설의 확충, 문화체육 련 산의 확  등을 들 

수 있는데, 구체 인 사례를 보면 2014년에 진행된 지

역축제의 경우 지역단  소규모 축제를 제외하고도 총 

555개로 상당한 횟수를 자랑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연간 1000개가 넘는 축제성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1. 

이 게 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시의 이미

지 환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객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체육 부

[1]는 ‘스포츠비 2018’을 통해 생활체육을 확 하기 

한 환경조성  산업으로서의 스포츠 육성 비 을 밝히

는 등 앙정부도 지역의 고유한 자원으로서의 스포츠

자원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

책방향의 변에는 도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문

화스포츠가 차세  략사업  발 동력으로써 충분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성장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

방자치단체가 최근 들어 지역축제 활성화, 스포츠시설

의 확 , 문화여건 개선 등 문화체육 부문에 한 심

을 높이고 있는  시 에서 지역 내 이러한 자원들이  

인구, 산업, 재정 측면의 도시성장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기존 

1 문화체육 부(http://www.mcst.go.kr) 연도별 지역축제  문화

축제정보

련정책의 실효성 검토를 목 으로 하 다.

연구목  달성을 해 국 시군구 228개 단 를 

상으로 시군구별 2013년 통계연보  문화체육 부 

제공자료 등을 이용한 4개특성 13개 유·무형 자원지표

를 분석에 사용하 다. 실증분석은 먼  도시성장지표

(인구, 산업, 재정)와 기타 해당 도시특성을 표하는 

주요자원 간 상 계를 악한 후 다 회귀분석을 활

용하여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의 도시성장에 한 향

력을 확인하 다.

II.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1. 도시성장이론
도시의 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 인 이론으로는 

주로 인구와 련되어 있으며, 산업측면에서 도시성장

을 설명하는 이론 한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먼  인구측면에서의 도시성장이론을 살펴보면, 크

게 고  인구이론과 근  인구이론이 있다. 고  

인구이론은 맬더스(Tomas Malthus)의 인구론에서 시

작되었는데, 인간의 증식력이 식량을 산출하는 토지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기하 수 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산술 수 으로 변하는 식량은 사망률의 증가와 

출생률의 하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

라서 도덕  제(만혼, 욕)가 없다면 인구증가의 결

과로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

다. 하지만 인구와 식량의 계만을 가지고 도시문제를 

설명하려는 에 있어 비 실 이라는 비 이 있다[2]. 

1870년  등장한 신맬더스주의(Neo-Malthusian) 인구

이론은 맬더스가 제로 하고 있던 부분의 내용을 수

용하고 있다. 이 이론은 과잉인구는 사회진보의 최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이의 조 을 통해 최 의 도시성

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3]. 

고  인구이론의 비 들을 수용하여 수정·보완하

고자 근  인구이론이 등장하 는데, 표 인 이론으

로는 마르크스의 상  잉여인구론을 들 수 있다. 상

 잉여인구론은 과잉인구라는 개념 신에 상  

잉여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하 는데, 상  잉여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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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본가들의 자본 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

회주의 체제 속에서는 과잉인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구와 식량문제는 사회주의에서도 

존재하는 문제들로 산업화에 의해 고용이 창출된다는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잉여

인구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 을 받게 되었다[4]. 

인구변천이론 한 표 인 근  인구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2년 톰슨(Thompson)이 제시했던 이

론으로 인구성장유형을 4단계로 나 어 설명하 다. 하

지만 출생률이 낮아져도 경제가 발 할 수 있으며 속

한 사망률에 의해 오히려 출생률도 함께 감소할 수 있

다는 문제들이 한계 으로 남는다[5][6]. 타바라

(Tabbarah)의 인구변천이론은 앞서 언 한 출생률의 

원인을 찾고자 한 이론으로 사람들의 욕구 변화로 도시

가 발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능력은 늘어나고 출산에 

한 욕구가 어드는 것과 아사망률의 감소를 주요

한 원인으로 보았다[4][7].

마지막으로 인구성장의 개념을 경제성장과의 계로 

확장해 설명한 해로드-도마(Harrod-Domar)의 성장이

론이 있는데, 앞선 이론들과는 달리 인구성장과 경제성

장의 계를 설명하기 해서 수요, 공  그리고 노동

측면을 나 어 살펴보았다. 먼 , 수요측면에서는 국민

소득의 변화는 투자의 크기가 아닌 변화율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며, 공 측면에서는 투자 성장률에 의해 국

민소득성장률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 다. 마지막으

로 노동측면에서는 인구증가율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

는 최 성장률을 의미한다고 하 다[8].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의 도시성장이론은 신고 성

장이론(Neoclassical Growth Theory)과 내생  성장이

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통해 살펴볼 수 있

는데, 먼 , 신고 성장이론은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

가 한 단  추가될 때 이로 인해 증가하는 한계생산량

은 어들게 된다는 기존의 성장모형의 한계 을 인식

하고, 기존의 모형에서 노동력이 일정하다면 자본은 지

속 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둔화되거나 

멈추게 되는 상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요인

을 기술의 진보에서 찾고자 하 다[9-11]. 

하지만 신고 성장이론처럼 국가 간의 1인당 소득격

차는 어들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로머

(Romer)는 내생  성장이론을 소개했다. 이 이론에서

는 그 당시 발생하고 있는 성장률이 외생 인 요인이 

아닌 내 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라고 주장하 으며, 내생  성장이론은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기 해 기술의 진보에 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9][11]. 

신고 성장이론과 구분된 이 이론의 가장 큰 차이

은 기술의 진보에 의해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기술의 

진보가 내생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 다는 

이다[12][13]. 따라서 내생  성장이론에서 장기성장

에 향을  수 있는 경제정책의 확보가 필요하며, 

축과 투자의 확 를 한 축률 향상  소득세율 인

하 등의 조세구조 개편, 연구개발투자에 한 세제 지

원  특허권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 다[11]. 특히 

Jacob[14]은 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도시에서 새로

운 지식창조와 규모의 경제가 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시성장을 해서 다양한 산업이 존

재해야 하고 이를 통한 외부효과로 도시성장이 이루어

진다는 주장을 하 다.

2. 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이란 「문화 술진흥법 제 2조 1항 3호」에 

“공연, 시, 문화, 보 , 문화 수 등 문화 술 활동에 

지속 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

는데, 이는 곧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뿐 아니

라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동 법에서는 문화회 을,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박물   미술 법에서는 박물 과 미술  등 련법 

제정을 통해 시설들을 각각의 나름 로 정의하고 있다. 

한 국토이용 리법 시행령  도시계획 시설 기

에 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문화시설을 규정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그 에서도 가장 보편 으로 통계청

에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문화체육 부의 

문화시설 분류법인데, 공연시설, 시시설, 지역문화 복

지시설, 문화보  수시설, 도서  등 크게 다섯 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 

체육시설을 구분하는 기 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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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목에 따라 골 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축구장, 

탁구장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시설의 형태에 따라

서는 운동장, 체육   종합체육시설로 분류된다. 

설치  운 주체에 따라 분류할 경우에는 공공체육

시설, 민간체육시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로 구분된다. 

공공체육시설은 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로 구분되

는데 여기서 문체육시설이란 국내·외 경기 회 개최

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  등의 체육시

설을 의미하며 생활체육시설이란 국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생활체육시설과 문체육시설의 경우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 제 5조  제 6조에 따

라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용도

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시설이 많다.2 공공체육시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이 민간체육시설인데, 가장 표

인 시설로 로스포츠시설이 있다. 로스포츠는 개

인의 즐거움  건강을 해 스포츠가 일부 종목에서 

상업화, 자본화가 되면서 탄생하 다. 최근 들어 로스

포츠에 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로스포츠산업이 도

시성장을 견인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

으며, 그 인기는 꾸 히 증가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로스포츠시설 유치를 통해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4를 꾀하고 있다.

3. 관련 선행연구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도시성장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  Conroy[15]  

Northam[16]은 인구증가율을, 정원식[17]은 인구 뿐 아

니라 산업구조를, Heilbrun[18]은 산업화를 요한 요

2 문화체육 부(www.mcst.go.kr) 공공체육시설 황 개요 참조

3 각 로스포츠 회에서 공개하는 역  기록을 살펴보면, 4  

로스포츠( 로야구·축구·배구·농구)의 연간   수는 2008년

도에 약 966만 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약 101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

다. 그 에서도 특히 로야구와 로농구의  수가 큰 증가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로야구가 구

단이 치하고 있는 도시에 가져오는 경제  효과는 연간 최소 

800억에서 최  2313억 원까지로 고용유발효과 한 최소 800에서 

최  2500명 까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새로 창단한 KT

즈로 수원시에서는 약 2,3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함께 1,4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기 하고 있다.

인으로 꼽았다. 정환용[19] 한 도시성장을 살펴보기 

해서는 3차 산업비율의 증가정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데, 이는 고용증 효과와 지역개발효과가 3

차 산업에서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20]. 임

창호·김정섭[21]도 1차 산업과 비교했을 때 2, 3차 산업

은 집 경제효과로 인해 한 지역에 산업이 집 하게 되

며, 이 게 집 화 된 산업구조에 의해 지역경제가 발

달해 도시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 다.

강수연·이희정[22]은 서울시를 상으로 하여 25개의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창조성의 계를 통해 도시창조

성에 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을 확인하 다. 연구

결과 창조산업체와 문화기반이 풍부한 자치구가 창조

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성장이 가

능하다고 주장하 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가 가장 많이 늘

린 것 사업  하나가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5, 

Getz[23]에 따르면 문화와 련된 축제들은 객을 

통한 객 지출효과와 지역 소득증   지역 내 고

용효과 등 많은 부문에서의 정  경제효과가 발생한

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구체 인 지

역축제를 사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

으며, 공통 으로 지역축제는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24-26]. 

최인식[27]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무엇보다 

도시마 이 성공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도시마 을 해서는 기업유치도 요하지만 최

근의 트 드(trend)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지

역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해 문

화시설  인 라시설의 확충이 요하다고 했으며, 이

러한 시설의 확충은 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역할

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도시성장을 한 극 인 노

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조한범외[28]의 경우 도시성장을 한 지역자원  

로스포츠에 심을 가졌는데, 국내 로스포츠의 경

5 문화체육 부에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970년 까지 

매년 한 자리수로 증가하던 지역축제가 1990년 에 들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국에 555개의 지역축제가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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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단 출처

종속
변수

POP 주민등록 기준 거주 인구 수 명 통계연보
IND 3차산업종사자 수 명 통계연보
FIN 재정자립도 % 통계청

독

립

변

수

사회
자원

APT 아파트비율 % 통계연보
UNIV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 수 명 통계연보

교통
자원

SUB 지하철역 유무 더미 철도공사
TRAIN 철도역 유무 더미 철도공사
KTX KTX역 유무 더미 철도공사

문화
체육
자원

FEST 연간 지역축제 수 개 문화체육관광부
CUL 문화시설 수 개 통계연보
SPO 공공체육시설 수 개 통계연보
PRO 4대 프로스포츠시설 입지 유무 개 각 구단 사이트

공간
자원

AREA 총 면적 ㎢ 통계연보
URBAN 총 면적 중 도시지역 비율 % 통계연보
OFFI 시도청 입지 여부 더미 시군구청

METRO 수도권 여부 더미 -

표 1. 변수의 구성우 연고지를 선정하여 운 되는 특성 때문에 로스포

츠를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과 충성도를 략

으로 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도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수 ·유 명[29]은 보다 구체

으로 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지에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경제  효과로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충분히 발생하며, 경제의욕을 

높이고 장기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 인 향

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서원석·곽정 [30] 

역시 규모 로스포츠시설은 유입 등을 통한 도

시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 인 효

과를  수 있다고 하 다. 김상호·유의동[31] 한 

로축구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출하

여 효율 인 정책수립  지역 간 균형발 , 지역경제

계획 수립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여 로스포츠가 

지역발 의 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해외 연구의 경우  Jackson[32]은 로스포츠를 하나

의 문화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바라보며 지역 사회의 

고유한 가치를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발 에 있

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III. 변수 및 분석방법

1. 자료 및 변수의 구성 
변수구성을 한 데이터는 각 시군구별 통계연보

(2013년 발행기 )  통계청 자료와 시군구별 문화

 홈페이지, 문화체육 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취득

하 으며, 이론  배경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

던 변수들을 기반으로 구성하 다. 

먼  종속변수는 지역성장 수 을 나타낼 수 있는 지

표로써 이론 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성장을 

표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밝 진 인구(거주인구수), 산

업(3차산업종사자),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른 핵심지

표인 지방재정(재정자립도)을 사용하 다.

독립변수 역시 기존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시성장  

지역경제에 있어 요하다고 인정된 변수를 심으로 

사회·문화체육·교통·공간성격을 가진 13개 유·무형 자

원변수를 사용하 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문화

체육자원으로는 연간 지역축제 개최 수,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수,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 4 (야구, 축

구, 농구, 배구) 로스포츠시설(구장)의 입지여부를 사

용하 다. 이는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

모 스포츠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어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변수로 단했기 때문이다.

2. 분석방법 
실증분석을 해 본 연구는 로그다 회귀분석(

로그모형, Semi-lo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 다. 회귀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함수 계를 분

석하는 방법  하나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를 악하여 이를 통해 독립변수의 일정

한 값에 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을 측하는 모형을 산

출하는 방법이다. 다 회귀분석이란 2개 이상의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설명하기 해 사용되는 분

석모형으로 아래와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다[33].

         (1)

다 회귀모형에서 은 y축 편을 의미하며 회귀

상수라고도 한다. 는 독립변수 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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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후 오

로지 독립변수 의 증가분에 따른 종속변수 y의 증가

분을 의미하며 i번째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s)

를 의미한다. 즉 회귀계수는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할 

때의 독립변수 한 단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구해진 회귀추정식은 다음과 

같다[33].


 

                (2)

본 연구에서는 일반회귀모형을 사용할 경우 독립변

수의  변화에 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

명하는 것으로 독립변수들 간 상  변화나 변화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 [34]을 보완함과 동시에 더미

(Dummy)형 독립변수가 많이 쓰일 때 분석결과를 효과

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변환함수보다 유리한 측

면을 가지고 있는 로그모형을 사용하 으며, 함수식 

(3)을 바탕으로 연구목 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구모형

( ), 산업모형(), 지방재정모형()을 함수식 (4), (5), 

(6)과 같이 각각 구축하 다.

   
 

                  (3)

   
 

                 (4)

   
 

                  (5)

   
 

                (6)

IV. 실증분석

1. 기초통계분석 
우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원변수들의 기 통계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 평균 거주인구 수는 22만7

천여 명이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 평균값

은 그  28.7%에 해당되는 6만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 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7%로 가장 낮은 도시(7.8%, 경남 거창군)와 높은 도시

(75.78%, 서울시 강남구)를 비교해보면 도시 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성 변수 Min Max Mean Std. Dev.

종속
POP 10,797 1,178,510 227,016 219,242
IND 3,301 591,923 64,957 76,882
FIN 7.8 75.9 27.3 14.9

사회
자원

APT 0.1 88.0 37.2 20.7
UNIV 0.0 118,974 10,810 18,142

교통
자원

SUB 0.0 1.0 .40 .49
TRAIN 0.0 1.0 .47 .50
KTX 0.0 1.0 .17 .37

문화
체육
자원

FEST 0.0 16.0 2.96 2.29
CUL 0.0 269.0 9.46 20.96
SPO 1.0 961.0 80.37 90.41
PRO 0.0 1.0 .13 .33

공간
자원

AREA 2.8 1,819.7 434.3 381.4
URBAN 0.0 100.0 42.1 42.7
OFFI 0.0 1.0 .07 .25

METRO 0.0 1.0 .29 .46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사회자원의 경우에는 총 주택  아 트

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평균 37%이며, 문 학  

학교 학생 수는 국 평균은 1만 명 정도이나 해당 

지역 내 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편

차는 비교  큰 것을 확인하 다. 

교통자원의 경우 더미변수로 사용한 지하철과 철도

의 평균은 0.4-0.5로 략 국의 반정도가 일반철도 

교통 근성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KTX의 

경우 국 228개 지자체의 16.7%만이 정차역을 가지고 

있어 고속철도 근성은 일반철도에 비해 낮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자원의 경우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제주특별자치도)은 연간 16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국 으로는 평균 약 3개의 축제가 지역마다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의 평균은 

각각 9개와 80개로 도시 내에는 문화시설보다 공공체

육시설이 더 많이 만들어져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라북도 주시(961개)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도시로 나타났다. 한 우리나라 4  로스

포츠의 구단은 총 39개이지만 복입지 지역을 제외하

고 총 29개 도시에 련 스포츠시설이 입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6 2015년 기 , 4  로스포츠 종목별 구단 수는 로야구의 경우 10

개, 로축구는 12개, 로농구는 10개 그리고 로배구는 7개의 구

단이 국 29개 도시에 입지되어 있다. 가장 많은 구단이 있는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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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POP IND FIN

사회
자원

APT .609(.000) .473(.000) .643(.000)
UNIV .505(.000) .362(.000) .323(.000)

교통
자원

SUB .566(.000) .044(.000) .171(.000)
TRAIN .521(.510) -.021(.751) .175(.309)
KTX .568(.009) -.068(.008) .090(.178)

문화
체육
자원

FEST .002(.974) .045(.501) -.037(.575)
CUL .210(.001) .511(.000) .405(.000)
SPO .500(.000) .434(.000) .264(.000)
PRO .454(.000) .357(.000) .290(.000)

공간
자원

AREA -.378(.000) -.381(.000) -.435(.000)
URBAN .575(.000) .560(.000) .630(.000)
OFFI .265(.000) .350(.000) .154(.000)

METRO .481(.000) .461(.000) .629(.000)
주: 괄호는 유의확률을 의미

표 3. 지역자원과 도시성장 간 상관성 분석마지막으로 공간자원 특성을 살펴보면 228개 시군구

의 평균 면 은 434㎢으로 그  약 10%에 해당되는 면

이 도시지역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지역자원과 도시성장 간 상관성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인구, 산업, 재정측면

의 도시성장 변수들과 독립변수로 사용한 다양한 지역

자원 특성들이 상호 어떠한 유기 인 련을 가지고 있

는지를 악하기 해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련성을 가지고 있

는 변수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악되어 지역성장

에 있어서 지역 내 사회, 교통, 문화체육, 공간자원은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지역성장과 사회자원은 모두 

1%이내에서 유의미한 정(+)의 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하 다. 이는 아 트비율이 높아지고, 문 학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구

성장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3차산

업종사자 수가 증가할 때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때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보이게 됨을 뜻한다. 특히 인

구성장  재정확보 측면에서 아 트비율이 60% 이상

의 높은 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해당 지역의 개발이 이미 상당 수 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인구 유입  재정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 

교통자원  가장 련성이 높은 것은 지하철역의 유

무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 모두 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가장 높은 상 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은 국에 748개의 

역이 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만 약 500개

가 몰려있어 지하철이 운행되는 곳은 도시권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거주인구 수, 3차산업종사자 수와 재정자립도 모두 정

(+)의 상 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철도역의 유무는 지역성장과는 통계 으로 유의

체는 서울특별시 송 구로 총 4개의 로구단(두산베어스( 로야구), 

LG트 스( 로야구), 삼성썬더스( 로농구), SK나이츠( 로농구))

이 존재한다.

미한 상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철도의 역할이 지역의 성장보다는 역교통수단

으로 사람  화물을 운반하는 연계수단의 성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핵심 인 문화체육자원은 체 으로 

유의미한 수 에서 지역성장과 정(+)의 상 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축제의 경우 통계 인 

유의성을 가지지 못해 도시성장에 있어서 유의미한 

계를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제외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로스

포츠시설의 경우는 모두 독립변수들과 정(+)의 계를 

가지고 있으며 1% 수  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인구와 산업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의 성장에 지역 내 문화체육자원이 요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간자원에 해당하는 변수들과의 상 성은 모두 1% 

내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 정(+)의 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총면 (AREA)

은 종속변수와 음(-)의 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높은 도시면 비율, 

시도청 소재지, 수도권 입지도시는 높은 지역성장 수

을 해서는 상당히 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악할 

수 있었는데, 도시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많은 도시기

능이 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청이나 도청이 입

지한 곳은 해당 역권을 표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입지는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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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수 인구모형 산업모형 재정모형 VIF
상수 10.104* 8.578* 2.290* -

사회
자원

APT .380* .305* .477* 1.931
UNIV .186* .130* .076*** 1.328

교통
자원

SUB .054 .090*** -.115*** 3.238
TRAIN .026 .028 -.024 1.358
KTX .046 .063*** .031 1.260

문화
체육
자원

FEST .074** .089** .032 1.180
CUL -.017 .157* .143* 1.224
SPO .151* .131* -.010 1.362
PRO .118** .102** .068*** 1.170

공간
자원

AREA .094 .115** .119** 2.564
URBAN .307* .363* .297* 4.259
OFFI .051 .102** .046 1.120

METRO .176* .146* .358* 1.690
Adj-R2 .780 .809 .714 -F 62.815* 75.055* 44.652*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4. 도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자원 분석결과막 한 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 연구

결과는 지나치게 큰 도시면 은 공간  효율성 측면에

서 성장에 오히려 부정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지역자원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 내 유·무형 자원이 인구·산업·재정측면의 도시

성장에 주는 향을 확인하기 해 로그모형을 바탕

으로 사용한 인구모형, 산업모형, 재정모형은 합도 측

면에서 모두 높은 R
2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

립변수(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가 도시성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한 분석모형에서의 다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악하 는데, 이 연구에

서 사용한 모든 자원변수는 5보다 작은 VIF값을 가져 

다 공선성에 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7.

실증분석 결과 사회자원에 해당하는 아 트비율

(APT)과 문 학 이상의 학생수(UNIV)는 인구, 산업, 

재정모형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동시에 정(+)의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곧 

도시성장에 있어서 사회자원이 미치는 향은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교통자원의 경우에는 인구와 산업모형에 있어

서는 정(+)의 향을 주지만 기 건설비와 계속 발생

되는 운 자로 인해 운 비에 한 지방재정부담이 

커져 재정 인 측면에서는 음(-)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자원은 4가지 요인이 모두 정(+)의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에서도 특히 도시지역 비

율은 인구·산업·재정측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며 높

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으로 확인하고

자 했던 문화체육자원  지역축제와 로스포츠시설

의 경우 체 으로 인구·산업·재정측면의 도시성장에 

있어서 상당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7 일반 으로 VIF의 값이 10보다 작을 때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단을 하게 된다[35].

는데 기여를 하고, 외부 지역으로부터 객을 유인하

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축제성 이벤트를 

통해 특히 산업과 재정측면에서의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을 확인하 다. 

다만 문화시설의 경우 인구성장에 있어서는 통계

인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시설이 

지역 간 인구이동을 도모할 만큼 특색 있는 자원으로서

의 가치가 높지 않음을 추정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외 지역축제와 공공체육시설 역시 도시재정과 유의

미한 통계  향력은 없었으나 각각 지역축제를 통한 

세수증 로 인한 정(+)의 효과와 시설설치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한 음(-)의 효과를 상해볼 수 있다.  

구체 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내 축제가 개최

될 때마다 인구  산업성장은 7–9%정도, 지방재정은 

3%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포츠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요한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스포츠시설

이 해당 지역 내 치해 있을 경우 인구, 산업, 지방재정

은 략 7%에서 12%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

출하 다. 

이러한 결과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삶의 질을 

시여기는 사회  흐름에 따라 문화스포츠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지역 내 해당 자원에 한 소비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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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 산업  지방재정의 성장이 도모되며, 이와 더불

어 인구유입도 발생하는 선순환 인 도시성장이 일어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인 라 확충, 

문화도시 건설 등 극 인 문화마  략을 정책 우

선순 에 두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과 함께 국민소득 수 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한 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

불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문화체육 련 동호회 

활동의 확산, 노령인구의 증가, 주 5일 근무제도 도입 

등의 변화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체육에 한 심 한 증가되고 있어, 각 지자체는 이

러한 사회  필요를 만족시키고자 문화체육행사  시

설 건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

하고 있다[36]. 

본 연구는 이러한 시 에서 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원 

 특히 지역 내 문화체육과 련된 자원이 도시성장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를 통

해 문화체육 련 정책을 우선순 에 두고 극 인 지

역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은 여가  삶의 질을 요하게 생각하는 주민의 요구

에 하게 부응하는 수단이라는 을 확인하 다. 이

는 도시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시 에서 지방정부

는 지역의 발 을 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심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

[30][37][38]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성장정책을 수립할 

때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안으로써 

생활스포츠의 확산, 로스포츠시설의 입지, 지역문화

요소의 강조 등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 

련 가능성을 극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도시의 경제  성장 뿐 아니라 궁극 으

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

시에 잡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는데, 먼  지역의 인 자원까지 

포함하는 보다 미시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을 제안한다. 한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 회귀

분석 이외 시계열 분석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

해 변수의 종단  선후행 계까지도 악할 수 있는 

연구 역시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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