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진

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정책을 말

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

을 지원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공모사업이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면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적 소프트파워(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계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 2022년 현재 문화도시 

사업은 4년차에 접어들었고, 1차 문화도시 본 도시 지정(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는 본 사업만 만 3년을 채운 셈이다. 문화도시 사업이 본 도시 지정부터 5년 동안 국

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할 때 1차 문화도시들은 사업의 중반을 지

났기에 이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었다. 개별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

화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

시 조성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을 심사하고 있으나, 이는 조성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므로 정책 전반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즉, 계획에 대한 이행과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능하나 정책 사업이 지

역에 미친 영향 차원에서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 문화역량 향상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문화도시 정책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역 간의 문

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문화도시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

는 대표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기

반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자체에 실제 체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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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 및 생산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를 분석

한다. 주 연구 대상은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다. 세부 지역은 부

천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이다. ‘지역문화실태

조사’는 2017년 기준(2018년 발행), 2020년 기준(2022년 발행)을 살펴 비교한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문화 역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7개 

도시의 변화 추이에 따라 정책사업의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주제어: 지역문화, 문화도시,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지수,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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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

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즉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의 문화역량을 향상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책 중 하나인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의 문

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업의 

근거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를 “문화예술 ․ 문화산업 ․ 관

광 ․ 전통 ․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

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1) 

2022년 현재 문화도시 사업은 4년차에 접어들었고, 1차 문화도시 본 

도시 지정(2019년 12월)을 기준으로는 본 사업만 만 3년을 운영했다. 문

화도시 사업이 본 도시 지정부터 5년 동안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되는 것을 감안할 때 1차 문화도시들은 사업의 중반을 넘어섰고, 2차 문

화도시 또한 사업의 중반부를 향해가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돌

아보는 시기가 되었다. 개별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

에 근거하여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을 심사하고 있으나, 이는 조성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므로 정책 전반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계획에 대한 이행과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

1) 노수경, ｢성숙한 문화도시를 위하여｣, �문화관광인사이트� 제157호(2021.10.27.)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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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나 정책 사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 차원에서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 문화역량 향상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문화도시 정책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문

화진흥법｣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

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문

화도시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문화체육관

광부의 정책 사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자체에 실제 체감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 및 생산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

를 분석한다. 주 연구 대상은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

다. 세부 지역은 부천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이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2017년 기준(2018년 발행), 2020년 

기준(2022년 발행)을 살펴 비교한다. 2017년은 문화도시가 지정되기 이

전의 시기로, 당시 문화도시 사업의 예비 사업격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

업’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다. 2020년은 1차 문화도시가 지정되고 1년차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로 예비사업 대비 문화역량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의 문화 역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7개 도시의 변화 추이에 따라 정책사업

의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위한 기반 자

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II. 문화도시 정책 사업 현황

1. 문화도시의 정의와 사업 배경

문화도시 용어는 ‘문화’와 ‘도시’의 합성어로 인지되어왔다.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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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도시의 정의

구분 정의 내용

사전적 정의
문화적인 사적(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

법적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새로운 문화도시의 개념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

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

문화도시 정책적 개념

(문화체육관광부, 2016)

문화도시란,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

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 도시

출처 : 조광호,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재구성

전에서는 ‘문화 도시(文化都市)’를 “문화적인 사적(史跡)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2)”로 정의한다. 우리

나라 문화도시 사업이 있기 이전부터 국외에서는 창조도시, 창의도시 등

의 개념을 기반으로 유럽 문화수도 사업,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등

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화

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3)”로 인식된다. 세계적인 ‘문화 도시’흐름을 분석하

여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도시를 “문화예술 ․ 문화산업 ․ 관

광 ․ 전통 ․ 역사 ․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4)”로 

2) 네이버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 

AC%B8%ED%99%94%EB%8F%84%EC%8B%9C)

3) 문화체육관광부,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21.3., 2쪽. 

4) 법제처,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 

C%A7%80%EC%97%AD%EB%AC%B8%ED%99%94%EC%A7%84%ED%9D%A5%EB%B2

%95&subMenuId=15#undefined (검색일 2022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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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발행한 �문화도시 지정 및 지

원방안 연구�에서는 ‘새로운 문화도시의 개념’으로 “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만의 고

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효과가 창출되

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5)”라고 재정의 한다. 이어 문화도시의 

정책적 개념을 “문화도시란,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

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 도시6)”로 정의하였다.

2.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를 광의적 의미의 문화(文化)를 기반으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아젠다로 바라보았고, 이는 ‘문화도시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개념이자 핵심 전략이 되었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 주도의 지

역공동체 활성화, 둘째,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

전, 셋째,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넷째, 문

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다.

이를 위해 도시 문화생태계 구축, 도시 문화 브랜드 형성, 도시발전구

조 및 지속효과, 지역 정체성 획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문화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지역자산 개발 ․축적, 사회효과 발현, 

지역 자생력 강화 등을 도출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가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에 주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사업에는 각 문화도시에 5년간 총사업비 기준 최대 

5) 조광호,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86쪽. 

6) 위의 책,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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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화도시 사업 구조 및 사업 내용

계획개념 기획과정 사업목표 사업분야

문화적 

도시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

도시문화 

거버넌스
>>

문화경영

체계 구축 문화생태계 구축

-정책경영체계 구축

-도시 문화리더 출현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인재양성 

및 육성
>>

사회적 

자본 형성

문화인재 

양성/지원사업

도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을 

생성하고

▶

지역가치 

재발견
>>

지역자산 

개발 ․축적 도시 문화브랜드 형성

-지역의 문화진흥

-시민의 문화체감

도시가치 발굴 ․

활용 사업

문화기능 

활성화
>>

문화환경 

조성 ․실현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지속가능한 

사회효과를 

발현하여

▶

새로운 

지역 생산
>>

사회효과 

발현

도시발전 구조 및 지

속 효과

-문화일거리 생성/

지속

-사회 경제적 효과 

파급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사업

도시공간 

재생
>>

문화장소 

혁신거점 

조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문화중심의 

지역자치능력

을 높이는 사업

▶
지역자율

성 인정
>>

지역 

자생력 

강화

지역 정체성 획득

-고유성 강화 및 특

성화

지역제안형 

도시문화사업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21.3., 27-28쪽. 재구성

200억을 지원하는데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반영된 금액이다. 문화

체육관광부는 2018년 당시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기본사업비를 공통으

로 최대 75억, 선별사업비를 차등으로 125억원 효과파급이 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문화도시 지

정 시 제출해야하는 조성계획에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구성 및 산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최종 지정 시 지자체별 예

산의 산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지원

방향’을 신설하여 사업 초기단계에는 예산 범위 내 균등 지원, 이후 성과 평

가를 통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관

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 방식, 투입구조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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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도시 사업 예산 지원(안) 비교(2018년 vs. 2021년) 

2018년 내용 2021년

5년간 최대 200억(총사업비 기준)

국비 및 지방비 50%:50%

예산

지원 

규모

2018년 동일

-

예산

지원 

방향

사업 초기단계에는 예산 범위 내 균등 지원,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하는 방안 

추진

-
고려

사항

국비 교부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국가균형특별회계 

집행 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 지원 예정

기본사업비+선별사업비 조합으로 

총사업비 구성

기본사업비

(공통지원)

지원

기준

선별사업비

(차등지원)

각 도시별 최대 

75억원

예산

규모
최대 125억원

연간 15억원 규모 

5년 고정 지원

지원

방식

사업특성별 

집중 지원

*연 사업비 최대 

20% 수준(약 3

억원)을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

비로 사용 가능

*장소 조성 및 구

축비용 사용 가능

*지역제안사업에 

대한 투입/연계 

가능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지원

경향

하드웨어 및 

고유특화사업 

중심 지원

∙ 문화도시 경영

체계

∙문화인재 양성 ․

지원

∙도시가치 발굴 ․

활용

∙ 지역문화활성

화 프로그램 등 

지원 및 투입

지원 

주요 

내용

∙도시가치 발굴 ․

활용

∙ 도시혁신 및 경

제활성화

∙ 문화적 장소재

생사업

∙ 지역특성화/지

역제안형 사업 

등 지원 및 투입

예산 

지원 

방식

(안)

기본사업비+특성화 사업비 조합으로 

총사업비 구성

유형 내용

기본

사업비

∙ 문화경영/휴먼웨어 ․ 소프트웨

어 중심

∙ [참고] 연 약 5억원 이내로(국비

․지방비 포함) 문화도시 경영체

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 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문화도시 경영체계, 문화인재 양

성 ․ 지원, 도시가치 발굴 ․ 활용, 

지역문화활성화 프로그램 등

특성화

사업비

∙효과파급/하드웨어 ․특성화 지원

(하드웨어의 경우 총사업비의

30%가 넘지 않도록 구성 필요)

∙하드웨어 및 고유사업 중심으로 

문화적 장소기능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투입

∙ 문화도시 특화, 문화적 지역재

생, 도시가치 발굴 ․ 활용, 도시

혁신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전략적 

특성화사업 중심으로 활용

∙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문화

적 도시재생 사업, 지역특성화/

지역제안형 사업 등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18.5. 및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

인｣, 2021. 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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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 현황

2022년 4월 현재 예비도시 사업을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총 

18개다.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북, 제주가 각 1개 도시, 경기, 충남, 전북, 경남이 각 2개 도시, 강원

이 3개 도시가 지정 됐다. 

<표 4> 문화도시 지정 지역 현황

구분 지정연도 사업기간 지역명

1차 문화도시

(7개)

2019년 

12월

2020년~

2024년

부천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2차 문화도시

(5개)

2021년 

1월

2021년~

2025년

강릉시, 김해시, 인천 부평구, 완주군, 

춘천시

3차 문화도시

(6개)

2021년 

12월

2022년~

2026년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익산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1차 문화도시는 사회문화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

형, 지역자율형에 분포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성 비전은 <표 5>와 같다.

<표 5> 1차 문화도시 지정분야 및 사업비전명

지역 기본분야 조성 비전

경기 부천시 사회문화 중심형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도시 부천

강원 원주시 사회문화 중심형 36만 5천개의 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지역자율형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문화산업 중심형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경북 포항시 지역자율형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 포항

제주 서귀포시 지역자율형 105개 마을이 가구는 노지(露地)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지역자율형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출처 : 김면 ․노수경, �문화도시 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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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문화실태조사와 문화지수

1. 지역문화실태조사 추진 현황 

지역문화실태조사는 2012년 시범조사 실시 이후 2013년, 2015년에 

추진되었으며 2017년에 1차 정기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로(2019년) 

지정되었다.7) 2022년 4월 기준 현재 가장 최근 조사는 ‘2020년 기준 지

역문화실태조사(승인통계명:지역문화현황통계)’이며, 이는 국가승인통

계 지정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조사다. 이 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2014.7.29.)이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

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

한 과업으로 부상한 것이 추진 배경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

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문화실태조

사는 지역 혹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 간 문화여건과 문화격차 수준의 결과를 분

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특

히 지역별 문화적 강점을 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적 지역문화 지

원 정책을 수립 ․ 추진하는 데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8)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는 대분류(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

화향유) 하위의 중분류 내 지표로 구성된다. 2020년 기준 조사에서는 4

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32개 지표로 구성 돼 있는데, 이는 2017년 기준 

조사에 비해 5개 지표가 신규로 추가 되고 1개 지표가 제외되어 일부 변

화가 된 것이다.

7)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제1권 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2022, 

4쪽.

8) 위의 책,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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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지수 분석 방법과 의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종합문화지수’를 분

석하고 있다. 이는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외 문화여

건(수준)진단 및 상호 비교를 위함으로 목적은 표준화된 기준 지표를 활

용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의 문화정책 추진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 현황을 파악하여 지

역별 인센티브 부여 판단 기준 제시, 지역별 문화부문 불균형 극복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지수의 분석 방법은 지역문화실태조

사의 지표별 가중치와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가중치는 계층화 분석

인 AHP(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각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여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구하고, 상대적 중요도

를 비율척도화 하여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를 얻는다. 이 과정을 거친 가중치 산출 결과는 대분류: 정책

(0.30123)>활동(0.25532)>향유(0.23710)>자원(0.20633)이며 지표별 

가중치는 지역주민(0.71786)>정책예산(0.52648)>활동인력(056579)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표준화된 지표 값에 가중

치를 곱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각 지표들의 척도와 범위가 인구 수와 문

화예산비율과 같이 범위가 다른 지표를 합산하기 위해 지표별 표준화 작

업을 추진한다.9)

위와 같이 도출된 문화지수는 표준 기준을 설정해 지역 간 문화 역량

을 비교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인구규모별 비교, 도시-농촌-도

농복합간 비교, 재정자립도 기준 비교가 시행되며, 대분류를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수준 파악을 위해 전국/광역 평균 비교 그

래프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수 분석 결

9)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제2권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

광부, 202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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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수 순위는 최대 상위 10개까

지만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때, 하위 순위 지자체의 공개에 큰 의미가 없으며 과도한 지역 간 경쟁을 

막고자 함으로 풀이된다. 

3. 문화도시 현황 분석 적용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사업 추진 전, 후로 어떠한 역량 변화를 보였

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2017년과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값을 

비교한다. 특히 문화도시 사업에서 ‘도시의 인적가치 및 문화자원과 기반 

인프라로서의 공간(장소)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방향을 안내

하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역문화전문가와 공공행정이 함께하는 문

화적 정책사업을 지향하였으므로, 전체 지표를 검토하되 사업 추진 목적과

의 관련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결과 값은 각 지표별 기초자치단체 기준 상위 

10개 순위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각 지표별 우수결과 값 및 순위에 1차 문

화도시 지역의 해당 여부를 2017년 및 2020년 기준 값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 내 상위 값의 비교는 대상 지역의 시계열 변화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문화도시가 문화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

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지표 별 상위범위 내 현황 및 변화 추이

를 분석하여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문화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1차 문화도시 지역 개별 문화역량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문화지

수’를 활용한다. 문화지수는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정량화 한 값으로 

기준에 큰 변화가 없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를 기준으로 환산되어 문화도시 지정 도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문

화지수 또한 지표별 기초자치단체 기준 상위 10개 도시만 공개하고 있으

므로, 우수결과 값 내 1차 문화도시 지역 현황을 검토하되 종합문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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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화정책 중 정책사업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정책

사업

1

중앙정부 ․ 광역자

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

정 건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문

화관련 사업 추진을 위

한 연계 노력 파악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부산 영도구 실적

확인

없음

2

전체 문화 ․예술사

업 중 지방자치단

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사업 추진 의지와 실질

적인 노력 파악 가능

청주시(1위)

부천시(8위)
없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값은 7개 지역에 대해 2017년 및 2020년 기준 값을 비교하여 변화추이

를 살펴본다. 이는 1차 문화도시의 문화 역량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IV. 1차 문화도시 문화 환경 및 역량 변화 분석

1.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별 변화 분석

1) 문화정책부문 분석

 문화정책부문은 3개 중분류인 정책사업, 정책환경, 문화예산과 이에 

속하는 7개 지표로 구성 돼 있다. 문화정책부문의 지표의 의미는 각 지역

의 문화와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의지, 정책 수행을 위한 환경 및 

그에 따른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중분류 중 정책사업에 대한 1차 문화도시의 현황은 <표 6>과 같다.

정책환경 분야에 대한 1차 문화도시 현황은 <표 7>과 같다. ‘지역문화

진흥기관 설치 개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그 외 지표

는 2017년의 경우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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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화정책 중 정책환경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

기관 설치 개수

문화진흥기관의 설치 개

수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

에 대한 지원을 파악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조직 구성 필수 요소

4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실행력과 의지를 파악

정보 없음
포항시(7위)

원주시(9위)

5

공무원 현원 대

비 문화분야 행

정인력 비율

문화 ․예술 관련 서비스

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현

황 및 역량 수준을 확인

(2020기준 

신규지표)
천안시(10위)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표 8> 문화정책 중 문화예산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문화

예산

6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

산 비율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

술비율을 통해 전체 정책

사업 대비 문화정책의 비

중을 간접적으로 파악

순위 미공개
부천시

(2위)

7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지역 주민의 수를 감안한 

예산 규모를 통해 실질적

으로 지역주민이 느끼는 

문화정책 수준을 파악

순위 미공개 없음

8
지역문화기금 설

치 여부

특수목적 기금 확보 여부

로 지자체의 문화진흥 의

지를 확인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좌동

9

전체 문화 관련 예

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기초자치단

체의 의지를 반영

강원 원주시(기

초지자체 평균 

이상)

천안시

(5위)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문화예산 분류에 속하는 4개 지표에 대한 1차 문화도시의 현황은 <표 8>

과 같다. 2017년에는 순위가 미공개 되는 지표들이 있었고, 2017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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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두 순위가 공개된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의 경우 해당 도시

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문화자원부문 분석

문화자원부문 중 문화유산 분류에 대한 1차 문화도시 현황은 <표 9>와 

같다. 문화유산 분류는 2020년 기준 조사부터 신규로 지표화 되었다.

<표 9> 문화자원 중 문화유산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문화

유산

10
시․도 지정 문

화재 수

시 ․도지사가 지정한 문

화유산의 수를 통해 지

역문화 자원 현황 파악

(2020기준 

신규지표)

청주시(6위)

서귀포시(8위)

11
문화보급 ․전

수 시설 수

지역의 무형 문화 자원

의 보전을 위한 지자체

의 의지 확인

(2020기준 

신규지표)
청주시(3위)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1차 문화도시 현황은 <표 10>과 같다. 지표 내 

값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수와 생활문화시설의 수가 도출되었

는데, 지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각 지자체의 문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

는 근거이기에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10> 문화자원 중 기반시설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기반

시설

-
(지표외) 문화기반시

설의 수

기초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수(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과 문

화보급 ․ 전수시설)

청주시(3위)

부천시(4위)

서귀포시

(9위)

청주시(4위)

부천시, 

천안시(8위)

서귀포시

(10위)

12
인구 천 명당 문화기

반시설 수(2020년)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및 지

역 간 문화격차 수준 파악
순위 미공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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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외) 생활문화시

설 수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 집, 생활영상시설(지

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

관), 작은도서관, 문학관

청주시(7위) 청주시(7위)

13
인구 만 명당 생활문

화시설 수(2020년)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순위 미공개
서귀포시

(9위)

14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인증 비율(2020

년)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임

산부 등의 접근 ․ 이용 ․ 이동

의 편의 제공 수준을 파악

순위 미공개 없음

15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

게시설 비율(2020)/

공연장 ․ 전시장 ․ 공

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17)

임산부에 대한 배려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노력 여

부 확인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보유

정보없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자원활용 분야에 대한 1차 문화도시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 지표 중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은 2020년 신규 지표였고, 이외 지표 

중에서도 2017년 기준 지표에는 순위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 2개가 

있었다.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의 경우 2017년 및 2020년 기준

이 비교분석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기준 결과 값에는 1차 문화도시에

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표 11> 문화자원 중 자원활용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자원

활용
16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

일 수(2020년 기준)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

일 수(2017년 기준)

자치단체에 배치된 공

연장의 실질적인 활용 

정도를 파악

정보없음
서귀포시(1위)

청주시(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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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

자치단체에 배치된 공

공도서관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파악

(2020기준 

신규지표)
없음

18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

산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및 향유와 밀접하며 지

역문화의 정체성을 표

출하는 중요한 수단

정보없음 부천시(1위)

19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지원 마을축제

의 현황을 통한 마을 축

제 활성화 노력 정도

서귀포시(4위)

포항시(9위)
없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3) 문화활동부문 분석

문화활동부문 지표 중 활동조직 분류 지표에 대한 1차 문화도시 현황

은 <표 12>와 같다. 활동조직 분류는 2017년 기준 조사에서는 순위 정보

가 없었다.

<표 12> 문화활동 중 활동조직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활동

조직

20
지역문화예술법인 ․

단체 수(2020년)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
정보없음 청주시(9위)

21
문화예술 관련 사회

적 기업 수(2020년)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의 활성화 정도 및 지역

사회 공헌도를 파악

정보없음 청주시(2위)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활동인력부문 지표에 대한 1차 문화도시 현황은 <표 13>과 같다. ‘문

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는 2020년 기준 조사의 신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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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문화활동 중 활동인력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활동

인력

22

인구 만 명

당 등록예술

인 수

실제 활동하는 예술인 

현황을 통해 지역의 문

화예술 활동 정보를 파악

정보없음 없음

23

학예전문인

력 및 문화

재 관리인

박물관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및 문화재 보전

에 관한 관심도

청주시(4위)

부천시(5위)

부천시(8위)

천안시, 포항시 

(10위)

24

인구 만 명

당 문화예술

교육사 수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수행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정보없음 없음

25
문화관광해

설사 수

지역의 문화 ․관광 내용

을 생산 및 전달하는 주

요 문화전문인력

청주시(6위)
청주시(6위)

서귀포시(10위)

26
법정사서직

원 확보율

도서관 인적자원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지표

정보없음 없음

27

문 예 회 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

문인력 수

문예회관의 무대예술 전

문인력 현황을 통해 문

화서비스 제공의 질을 

확인

(2020기준 

신규지표)
없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4)문화향유부문 분석

문화향유부문 지표 중 지역주민 분류에 대한 1차 문화도시 현황은 <표 

14>과 같다.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문화예술 공연 건 수’의 경우 2017

년 조사에서는 전국평균 이상의 지자체를 공개하였고, 2020년 기준에서

는 상위 10위 지자체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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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문화향유 중 지역주민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지역

주민

28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문화예술 공연 

건 수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반영

(전국평균 

이상 지자체)

서귀포시

(상위 10위 

지자체)

없음

29

‘문화가 있는 날’ 자

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

지역주민에게 문화향

유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부천시, 

서귀포시

(공동7위)

없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소외계층분야에 대한 1차 문화도시의 현황은 <표 15>와 같다. 해당 분

야에 대한 지표 세 건은 2017년 기준 조사에서는 상위 지자체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2020년 기준 조사에서는 상위 순위 지자체를 공

개하였으나 1차 문화도시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표 15> 문화향유 중 소외계층 분류 지표 내 1차 문화도시 현황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소외

계층

30
통함문화이용권 이용률

(2020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

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

역의 노력

정보없음 없음

31

장애인 ․노인 ․저소득자

․ 위기청소년 ․ 교정시설 

대상 특화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지역 내 소외계층의 문

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

한 정책적 노력

정보없음 없음

32

다문화 ․ 새터민 ․ 성소수

자 ․이주노동자 대상 특

화문화프로그램 건수

(2019년, 2020년)

문화가정 등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자체 차

원의 문화 정책적 조치

정보없음 없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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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를 통한 문화도시 사업 성과

지역문화실태조사 내 모든 지표가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관성을 지녔

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내의 거버넌스와 지

속가능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보고 관련 지표가 지정도시 선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세부 지표들

이 지역의 문화정책, 환경, 향유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

미하다. 2017년 기준 조사 결과 중 기초자치단체의 결과 및 우수 지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지역문화실태조사 2017년 기준 조사 및 2020년 기준 조사 중 1차 문화도시 결과 

비교

중분류 지표명 지표 의미 2017 2020

정책

사업

전체 문화 ․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

체 문화사업 비율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추진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 

파악 가능

청주시(1위)

부천시(8위)
없음

기반

시설

(지표외) 문화기반시

설의 수

기초지자체의 문화기반시

설 수(공공도서관, 등록박

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

관과 문화보급 ․전수시설)

청주시(3위)

부천시(4위)

서귀포시(9위)

청주시(4위)

부천시, 

천안시

(공동 8위)

서귀포시

(10위)

(지표외) 생활문화시

설 수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 집, 생활영상시설(지

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

화관), 작은도서관, 문학관

청주시(7위) 청주시(7위)

자원

활용

자치단체 지원 마을

축제 건 수

지자체 지원 마을축제의 현

황을 통한 마을 축제 활성

화 노력 정도

서귀포시(4위)

포항시(9위)
없음

활동

인력

학예전문인력 및 문

화재 관리인력

박물관 ․미술관 운영의 전

문성 및 문화재 보전에 관

한 관심도

청주시(4위)

부천시(5위)

부천시(8위)

천안시, 

포항시(10위)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역의 문화 ․관광 내용을 

생산 및 전달하는 주요 문

화전문인력

청주시(6위)

청주시(6위)

서귀포시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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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문화가 있는 날’ 자치

단체 기획사업 건 수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부천시, 

서귀포시

(공동7위)

없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2. 종합문화지수 분석

1) 기초자치단체 간 종합지수 비교

지역문화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되는 종합문화지수는 지역 내외의 

문화여건 진단과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문화수준 분석과 지역의 문화적 

여건, 특성을 세분화하기 위해 네 가지 분석 기준을 도입한다. 모집단은 

2017년 기준 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2020년 기준 조사

에서는 228개였다. 분석 기준 중 첫 번째로 ‘수도권-비수도권’ 분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이 외 지역을 비수도

권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로 ‘인구규모별 비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

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기준에 맞춰 시는 인구 50만 명, 군 ․ 구는 

10만 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로 ‘도시-농촌-도농복합 간 비교’ 

분류의 경우 전 행정구역이 동으로 표시된 기초자치단체는 도시, 읍 또

는 면으로 표시된 지역은 농촌으로 구분한다. 도농복합시는 1995년 지방

자치법에 의거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한 도농통합시가 설치되

었는데, 2017년 기준 조사에서는 56개(광역시, 세종지 제외), 2020년 기준 

조사에서는 54개 표본이 대상이 됐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기준’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의 자료에 의거하여 분류되었는

데 2017년 기준 조사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상(높은 재정자립도 집단, n=77), 

중(중간 재정자립도 집단, n=76), 하(낮은 재정자립도 집단, n=76)로 분

류했고, 2020년 기준 조사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자치단체

의 재정자립도를 상(높은 재정자립도 집단, n=76), 중(중간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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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75), 하(낮은 재정자립도 집단, n=77)로 구분했다. 두 시점 모

두 세부 도시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네 분류를 기준으로 종합지수에 

대해 상위 10개 도시를 공개한다. 문화지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역별 

주요 현황은 <표 17>과 같다.

<표 17> 2017년 및 2020년 기준 1차 문화도시 인구, 재정자립도, 총예산, 문화예산 및 비율 

현황

도시명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인구

(명)

재정

자립도

(%)

총예산

(백만원)

문화

예산

(백만원)

문화

예산 

비율

(%)

인구

(명)

재정

자립도

(%)

총예산

(백만원)

문화

예산

(백만원)

문화

예산 

비율

(%)

부산 

영도구
123,521 13.5 298,071 4,175 1.4 113,342 9.1 330,345 4,780 1.4

경기 

부천시
850,329 42.4 1,229,909 50,624 4.1 818,383 30.9 1,881,655 134,323 7.1

강원 

원주시
341,337 27.7 728,599 20,906 2.9 351,376 19.8 1,208,046 354,376 2.8

충북 

청주시
835,590 40.5 1,872,456 60,397 3.2 844,993 29.5 2,227,677 67,436 3,0

충남 

천안시
631,531 46.1 1,222,800 48,573 4.0 658,808 37.0 1,657,000 52,575 3.2

경북 

포항시
513,832 37.1 1,394,600 24,081 1.7 502,916 24.6 1,830,100 33,315 1.8

제주 

서귀포시
178,383 39.6 4,092,268 127,301 3.1 182,169 32.9 999,290 16,572 1.7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시군구의 구별 없이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중 1

차 문화도시를 살핀 결과 2017년 기준 종합지수가 충북 청주시가 5위(지

수 값 0.8110)), 제주 서귀포시가 8위(지수 값 0.63), 경기 부천시가 10위

10) 2017년 기준 종합지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공개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종합지

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기재하고 있음. 이에 본 분석에서는 2017년 

기준 종합지수를 반올림 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통일하였음.



지역문화실태조사 자료를 통한 1차 문화도시 사업 성과 분석 | 노수경  125

<표 18> 기초자치단체 간 종합지수 분석 결과 상위 10개 도시 중 1차 문화도시 현황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1차 

문화도시 명
지수 순위

1차 

문화도시 명
지수 순위

전국 

기초자치

단체 기준 

청주시 0.81 5

없음서귀포시 0.63 8

부천시 0.61 10

시(市)단위 

기초자치

단체 비교

청주시 0.81 4 청주시 0.49 6

서귀포 0.63 5 부천시 0.45 7

부천시 0.61 7

천안시 0.60 8

군(郡)단위 

기초자치

단체 비교

1차 문화도시 지역 해당 없음 1차 문화도시 지역 해당 없음

구(區)단위 

기초자치

단체 비교

없음 없음

특별자치시 ․

광역시 내 

기초자치

단체 비교

없음 없음

(2017년 기준 지수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공개되었으나 2020년 기준 값과 비교 분석을 위해 

둘째 자리 기준으로 반올림하였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지수 값 0.61)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종합지수 결과에서는 1차 문화

도시가 10위 권 내에 없었다.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비교에서는 2017년 기준 종합지수에서 충북 청

주시가 4위(지수 값 0.81), 제주 서귀포시가 5위(지수 값 0.63), 경기 부

천시가 7위(지수 값 0.61), 충남 천안시가 8위(지수 값 0.60), 강원 원주

시가 10위(지수 값 0.53)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종합지수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6위(지수 값 0.49), 경기 부천시가 7위(지수 값 0.45)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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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인구 및 도시형태 분류 분석 결과 상위 10개 도시 중 1차 문화도시 현황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1차 

문화도시 명
지수 순위

1차 

문화도시 명
지수 순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청주시 0.81 4 청주시 0.49 4

부천시 0.60 6 부천시 0.45 5

천안시 0.60 7 천안시 0.22 10

포항시 0.26 9

인구 50만 

명 미만 시

서귀포시 0.63 1 원주시 0.33 8

원주시 0.53 3

인구 10만명 

이상 및 

미만 시

없음 없음

도시형 부천시 0.61 3 부천시 0.45 3

도농복합형

청주시 0.81 2 청주시 0.49 4

서귀포시 0.63 3

천안시 0.60 5

원주시 0.53 7

재정자립도

상(上)

청주시 0.81 5 청주시 0.49 5

서귀포시 9.63 7 부천시 0.45 6

부천시 0.61 9

천안시 0.59 10

재정자립도

중(中)
원주시 0.53 3 원주시 0.33 8

(2017년 기준 지수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공개되었으나 2020년 기준 값과 비교 분석을 위해 

필자가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였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다. 1차 문화도시 중 군 단위 지자체는 없고, 구 단위 종합지수 및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차 문화도시 중 부산 영도구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0위권 내 없었다.  

인구 및 도시형태에 근거하여 상위 10개 문화도시의 순위를 검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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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대분류 기준 지역문화지수상위 10개 도시 중 1차 문화도시 현황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1차 

문화도시 명
지수 순위

1차 

문화도시 명
지수 순위

문화정책 천안시 0.36 10 천안시 0.31 6

문화자원

청주시 0.25 3 서귀포시 0.26 1

포항시 0.22 4

서귀포시 0.11 10

문화활동 청주시 0.49 8 청주시 0.44 7

문화향유 서귀포시 0.14 4 없음

(2017년 기준 지수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공개되었으나 2020년 기준 값과 비교 분석을 위해 

필자가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였음.)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자료 재구성

고, 그 중 1차 문화도시의 현황을 점검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대체로 

2017년 기준 조사보다 2020년 기준 조사에서 대상 도시가 줄어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 대분류 기준 지역문화지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 체계인 문화정책, 문화자

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에 따른 문화지수 결과에 대해서도 상위 10개 도

시의 순위를 공개하였다. 

문화정책지수의 상위 10개 도시 중 1차 문화도시는 충남 천안시가 이

름을 올렸는데, 2017년 기준 10위(지수 값 0.36), 2020년 기준 6위(지

수 값 0.31)이었다. 문화자원지수에서는 2017년 기준 충북 청주시가 3위

(지수 값 0.25), 경북 포항시가 4위(지수 값 0.22), 제주 서귀포시가 10

위(지수 값 0.11)에 이름을 올렸고, 2020년 기준에서는 서귀포시가 1위

(지수 값 0.26)로 나타났다. 문화활동지수에서는 충북 청주시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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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위(지수 값 0.49), 2020년 기준 7위(지수 값 0.44)에 이름을 올렸

고 문화향유지수에서는 제주 서귀포시가 2017년 4위(지수 값 0.41)로 이

름을 올렸으나 2020년에는 1차 문화도시가 10위 내에 없었다.

3) 문화도시 사업 전 후 문화지수 비교

연구 범위인 1차 문화도시 7개 지역에 대해 각각 문화도시 사업 추진 

이전인 2017년과 추진 3년차인 2020년의 지역문화지수를 비교하였다. 

방사형 그래프에는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

치단체의 평균이 점선으로 표현 돼 있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진한 선

으로 표기 돼 있다. 아래 <표 21>은 1차 문화도시의 2017년과 2020년의 

문화지수로 결과 값에 따라 기준 점수가 0.5 또는 1.0으로 혼재 돼 있어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1> 2017년 및 2020년 기준 1차 문화도시 지역문화지수 비교

도시명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범례

전국평균

광역시/도 평균

해당지역

전국평균

광역시/도 평균

해당지역

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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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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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원자료 출처 : 노영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및 장훈 ․노영순,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문화지수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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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수는 1차 문화도시가 전국, 소속 광역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부산 영도구를 제외한 6개 도시는 문화도시 사업 이전과 

이후 모두 전국 평균과 소속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문화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서귀포시를 제외한 6개 도시에서는 소

속 광역지자체의 평균 지수와는 다른 방사형 그래프로 나타났다. 이는 문

화도시 사업 이후 해당 도시가 나타낸 특징이라 볼 수 있는데, 부산 영도

구, 충북 청주시는 향유, 경기 부천시와 충남 천안시는 정책, 강원 원주시

와 경북 포항시는 활동 지수에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각 문화

도시가 지향한 사업 방향성과 추가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1. 분석 결과

1차 문화도시가 2018년 12월에 예비문화도시 승인이 되었기에 2017

년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이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추

진되던 시기다. 즉, 국비 매칭을 통해 이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

었고, 1차 문화도시의 지원 대상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 도

시였기에 이미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때문에 1차 문화도

시 7개 지역은 대체로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별 성과와 종합문화지수

에서 높은 성과 도시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문화실태조사의 대분류인 ‘문화정책’의 경우, 문화도시 지정 이전

에 1차 문화도시들은 정책사업 즉, 문화관련 사업을 위한 추진 의지와 실

질적인 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기준 조사에서 전체 

문화 ․ 예술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청주시가 1위, 

부천시가 8위로 나타난 것은 매우 높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0

년 기준 조사에서는 1차 문화도시 중 해당되는 도시가 없다는 점에는 다

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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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완성된 성과’로 인지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미 문화도시의 브랜드를 갖게 되었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업 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문화도

시 사업 추진이 지속되며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의 성과가 높

아졌다는 것도 사업 이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책

사업 중분류에서 2020년에 성과를 보인 문화도시로 2차 문화도시인 전북 

완주군과 4차 예비 문화도시인 전북 고창군, 경북 영천시가 있었다. 즉, 

정책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향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지정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들의 성

과가 높아져 비교적 1차 문화도시들의 활동이 지표상으로는 높게 나타나

지 않는 것이다. 정책환경 분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실행력과 

의지, 행정인력 현황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조사부터 

본격적인 조사 및 기초자치단체 해석이 추진되어 시차 비교는 어려운 상

황이다. 다만 2020년 기준 지표에서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포항시가 

7위, 원주시가 9위였고,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에서 

천안시가 10위인 점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도시가 대체로 정책

환경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관련 조례 제

정 전체 건 수’에서 경기 수원시, 전북 완주군, 인천 부평구 그리고 예비

문화도시인 경남 창원시 등이 상위 10개 도시 내에 순위를 올려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문화도시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문화자원’ 분류에서는 기반시설의 현황이 두드러졌는데, 1차 문화도

시 중 청주시, 부천시, 서귀포시가 2017년 기준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고, 

2020년 기준에서는 청주시, 부천시, 서귀포시 및 천안시가 10위권 내에 

분포했다. 이 결과 값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보급 ․ 전수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을 직접적으

로 건립하진 않았겠으나, 대체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문화도

시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문화활동’ 분류에서는 활동조직과 인력 측면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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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도시 사업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에 대해 상향식 및 네트워크 

구조를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기여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이

러한 성과는 정량적 성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문화활동’ 분

류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향유’ 분류에서는 시민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측

면에서 공공의 역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도시 사업 이전에는 서

귀포시, 부천시 등이 지역주민 분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사업 

이후에는 관련 지표에 성과로 언급된 1차 문화도시가 없었다. 또한 소외

계층의 향유 지표에서는 모든 문화도시가 고성과 지역 내에 속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지역문화실태조사 대분류 기준 문화도시 결과 및 성과 분석 요약

중분류 조사 결과 요약 성과 분석

문화

정책

∎문화도시 사업 이전에 지표 내의 

10위권 도시가 다수 있으나 사업 

이후(2020년) 관련 성과 점차 줄

어듦

∎2020년 기준 결과에서 2차 이후 

지정된 문화도시 및 예비문화도시

들이 상위 실적 분포

∎문화도시 지정 이전 1차 문화도시

의 문화관련 사업 추진 연계 노력 

및 성과 높음

∎문화도시 지정에 필수적인 ‘정책

환경’ 요소(관련 기관, 조례제정 

등) 우수함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지속의지 확

인 필요. 문화도시 지정이 ‘완성된 

성과’로 인지된 것으로 해석 가능

문화

자원

∎문화도시 지정 이전부터 문화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다수 분포

∎생활문화시설 수 및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 시설 수 등에서 일부 1차 

문화도시가 높은 성과를 거둠

문화

활동

∎2020년 기준 청주시의 경우 활동

조직 차원에서 높은 성과를 보임

∎활동인력 차원에서는 청주시, 부

천시, 포항시, 서귀포시 등이 높은 

성과를 보임

∎사회적가치 성과를 간접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확인

∎문화도시 사업 이후 7개 도시 중 

4개 도시가 지표별 높은 성과를 

보임 

문화

향유

∎지역주민, 소외계층 관련 지표에

서 사업 이후 높은 성과를 거둔 

문화도시는 없음

∎문화도시 사업이 다양한 계층의 

문화향유에는 효과성이 없거나, 

관련 사업에는 집중도가 낮은 것

으로 분석할 수 있음

*출처 :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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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도시는 사업 추진 이전의 성과가 매

우 높으며 이러한 역량이 문화도시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보다, 이미 역

량이 강한 도시를 지정하는 브랜드 사업으로 분석할 수 있다. 때문에 문

화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식 지표 상에서 높은 성과를 거

두는 사례가 많고, 이는 2020년 기준 조사에서 2,3차 문화도시 및 4차 

예비문화도시의 성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기준 및 2020년 기준 모두 상위 성과 도시를 공개하는 7

개 지표에 대해 1차 문화도시가 언급된 수를 검토하였다. 결과 값은 <표 

23>과 같다.

<표 23> 2017년 기준 및 2020년 기준 조사 중 시계열비교 가능 지표 중 도시별 10위권 

언급 수

언급횟수에 

따른 순위

2017년 기준 2020년 기준

비고
도시명

언급 

횟수
도시명

언급

횟수

1 청주시 5 청주시 3 ‘20년 우수문화도시

2 부천시 4 부천시, 천안시, 

서귀포시
2

3 서귀포시 3

4(5) 포항시 1 (포항시) 1 ‘20년 우수문화도시

*출처 : 직접작성

모든 지표를 적용한 결과 값은 아니나, 비교 가능한 순위 값을 기준으

로 상위 순위 언급이 많았던 지역을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결과 청주시가 

2017년 기준 및 2020년 기준 모두 1위였고, 부천시가 2위 자리를 계속 지

켰다. 문화도시 사업 이후 천안시가 2위권에 새로이 등장하였으나 서귀포

시는 지속적으로 2,3위권을 지켰고 포항시는 4,5위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등 지속적으로 고성과 지역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의미한 점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2021년 12월에 선정한 우수 문화도시에 충북 청주시와 경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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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가 선정11)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역

의 역량이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2. 정책 제언 및 연구 한계

지역문화실태조사와 종합문화지수를 통해 제1차 문화도시의 변화를 

파악하고 성과를 도출하였다. 1차 문화도시는 사업추진 이전인 2017년 

당시 문화역량이 높은 편에 속하였고, 이에 2020년 이후에는 오히려 두

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적 역

량이 높고 사업추진 준비를 갖춘 도시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으

로 보인다. 다만, 1차 문화도시의 경우 사전 정책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

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과 문화도시를 연계

하며 문화적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장기적인 분석이 추가로 될 필

요가 있다. 만약 2017년 기준 조사에서 1차 문화도시가 높은 성과를 보

인 이유가 사전사업의 효과였다면, 현재 지방이양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한 활용 및 방향성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한다. 그리고 법정 문화

도시는 문화 역량이 뛰어나고, 이를 지역주민이 향유, 참여하는 데 특화

된 ‘문화적으로 우수한 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지정 당시 높

아진 문화지수, 문화역량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문화도시가 모든 지표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

라, 신청 당시 직접 지정한 ‘기본분야’ 및 ‘조성 비전’에 맞춰 해당 지표를 

선정하고, 그 지표에서 만큼은 고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고성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문화도시 사

업 이후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표를 매년 모니

터링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지만, 지정 및 예

11)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문화도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

시 등 6곳 최종 지정 –12.27.~12.29. 제1회 문화도시 박람회, 청주에서 개최-｣, 문화

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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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문화도시에 한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모니터링 하도록 ‘자체지표’

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도시의 가치와 방향성을 위해 지향점

이 유사한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사업 원활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기반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등의 지표는 문화도시의 추진 방향성인 다양성과 보편성

에 해당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또한 활동조직 대분류 같은 경우 문화도

시가 지향하는 주체성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지표다. 때문에 법정 문화도시의 자체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성과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민간과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다. 지역문화실태조사와 종합문화지수는 대

개 공식적인 자료가 기반이고 특히 공공이 주체가 되어 입력하는 데이터

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및 간접적인 문화 가치

에 대해서는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즉, 실태조사 자료가 문화도시 사업

의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문화

도시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이고 시계열적인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일부 지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문화실태조사와 종합문화지수를 통한 문화도시의 성과 추이 분석

을 위해서는 예비문화도시부터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까지의 기간 전반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1차 문화도시가 지정 이전에 높은 

문화 역량을 보이고, 사업 이후에는 전과 비교하여 높은 성과를 보이는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2~4차 문화도시도 비슷한 추이를 보

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슬로건이 있기에 도시 간의 비교

보다 도시 스스로 세운 기존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향후 문화도시가 직접 선정한 ‘기본분야’와 지역문

화실태조사 지표 중 관련성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후속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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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1st Cultural 

City Project Through The Data of The Local 

Culture Status Survey

Nho, SooKyoung

The ‘Culture City Project’ is a social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city’s cultural plan, based on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This refers 

to the policy for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designate a 

statutory cultural city. This project supports cultural policies that originate 

from the region based on the creativ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region. 

Whereas the existing government-led public offering business focused on 

the creation of large-scale facilities, the cultural city project differentiates it 

from the existing businesses in that it supports the creation of an urban 

cultural ecosystem in which cultural soft power (manpower, content) is 

linked to social development. As of 2022, the Cultural City project has been 

the fourth year, and based on the 1st designation of the main cultural city 

(December 2019), this project alone has been full of 3 yea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ultural city project is promoted by matching 

government and local funds for 5 years from the designation of the main 

city, the first cultural cities have passed the middle of the project, so it is time 

to look back on the achievements of this project. In the case of individual 

cultural city projects, the Cultural City Deliberation Committee examines the 

deliberation and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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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on of a cultural city based on Article 14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There is a limit to reviewing the impact on local governments. 

That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implement the plan and monitor the 

performance, but there is a limit to analyzing the performance in terms of 

the impact of the policy project on the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cultural city policy project by examining the 

impact of the cultural city project on the improvement of local cultural 

capacity.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bridging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and 

developing a unique culture unique to the region. This is because the budget 

is being injected based on the mid- to long-term plan to make it possible as a 

policy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t is intended 

to infer whether the performance of the policy project is effectively carrying 

out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e research method analyzes the ‘Regional Cultural Status Survey’ 

surveyed and produc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ain research subjects are 7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as primary cultural 

cities. The designated regions for this study are Bucheon-si, Seogwipo-si, 

Busan Yeongdo-gu, Wonju-si, Cheonan-si, Cheongju-si, and Pohang-si. 

The ‘Regional Culture Survey’ compares the 2017 standards (published 

in 2018) and the 2020 standards (issued in 2022).With this study, we hope 

that the cultural city project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business 

direction by suggesting what kind of influence the cultural city project has 

on the cultural capacity change of the region and the major achievements of 

the policy project according to the change trend of the seven cities.

Key Words : Local Culture, Cultural City, Survey of Local Culture, 

Cultural Index, Performance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