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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최근 강동구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개발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로 

신도심(대표적으로 강동구의 둔촌동, 강일동 등)에 인구가 급증되고 도심 활력이 증대

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도심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

(대표적으로 강동구의 천호동)간의 문화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양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러한 도심간 문화격차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와 △중소

도시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심간 변화 양상을 비교했다.

또한 도심간 분화 격차 발생에 따른 주민 문화 격차 발생 현상은 전세계 유수의 도시

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국 지자체의 대응 방식을 고찰

했다.

이와 함께 도심간 문화 격차 발생과 관련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선진적이거

나 모범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각 지자체의 사례를 중점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식

을 비교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대도시의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

동구 관내의 주요 문화시설은 물론, 서울시 산하의 각 구의 문화재단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각종 문헌을 조사했다.  

실태조사와 문헌조사의 토대 위에서 실제 강동구 행정에 접목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주민 문화활동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사례 비교를 통해 실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설정

했다.



이러한 연구 방향 설정과 사례비교 등을 통해 삶의 질은 사회적 요건 및 제도와 사회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이 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 애정과 친밀도, 자유와 자율, 성장의 욕구 등 주관적, 

심리적 요소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격차의 의미를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

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으로 요약할 때, 이러한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를 낮추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는 개별 문화시설의 소재지로만 본다면, 강동구의 

경우, 특정 문화시설(예. 구립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지리적 안배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점은 문화시설 운영 측면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한 도서대출 및 지식의 전파에 머물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 신생기업, 문맹자, 영·유아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

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타 선진사례를 충분히 검토·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밖에 강동구 자체적으로는 문화광장의 조성을 통하여 세대간·계층간·주체간 문화교류를 

확대,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문화광장의 조성과 활성화는 비단 강동구의 문화발전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국내외 문화교류의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다양한 규모의 문화광장 설립 정책과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적 문화 공급자로의 자세 전환

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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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대도시 광역·기초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도심 정체 또는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원도심의 상권을 

살려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시키자고 하는 국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연구1)는 

물론,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상업적 개발이나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을 추구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연구2)가 그것이다.

  또한, 신도심은 지가가 상승하는 반면, 원도심의 경우, 드물게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가가 하락하는 경향에 있으므로, 신도심과 원도심은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가격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같은 행정구역 내의 신도심과 원도심의 지가는 제로섬 게임양상을 띠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로섬 게임양상을 깨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원도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주요한 방법일 것이다.1) 2)

  도시 정체성이라고 함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도시정체성은 다음 <표 1-1> 도시정체성의 

개념과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최근 강동구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개발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로 

신도심(대표적으로 강동구의 둔촌동, 강일동 등)에 인구가 급증되고 도심 활력이 증대

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도심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구도심

(대표적으로 강동구의 천호동)간의 문화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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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들 양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표 1-1> 도시정체성의 개념과 의미3)4)

구분

박선희(2009) 
최강림(2007) 계기석·천현숙(2001)

의미 조작적 정의

동
일
성

연속성
그 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은 변함이 
없다.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되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요소(최고 건축물, 역사적 
사실, 전래 풍습 등)의 존재

동
일
화

투입에 의한 
동일화

그 도시에 관련되는 나는 그 
도시와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
진다. 지역주민 또는 방문객들의 

그 도시에 대하여 느끼는 
자부심, 귀속감, 친밀감의 
정도정합에 의한 

동일화

그 도시에 관련되는 나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
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개
별
성

특이성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

다른 도시에는 없거나 특별
히 다른 것이 존재하여 
차별화되는 정도

우
월
성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

그 도시는 다른 도시에도 있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더 뛰어나다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우위
를 점하는 정도고유요소를 

존재에 의한 
우월성

그 도시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요소가 있어 더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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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

  대도시의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동구 

관내의 주요 문화시설은 물론, 서울시 산하의 각 구의 문화재단 운영사례 등을 검토

하였으며,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각종 문헌을 조사했다.  

실태조사와 문헌조사의 토대 위에서 실제 강동구 행정에 접목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

하기로 한다.

3. 본보고서의 구성

  본보고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문화예술과 삶의 질의 향상의 관계

제3장  각국의 도시재생 성공 비교 사례

제4장  문화격차의 해소방안

제5장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정립

제6장  천안·청주시 도심 문화 격차 사례 비교

제7장  강동구· 관악구 도서관 운영 실태 비교 분석

제8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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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화예술과 삶의 질의 향상의 관계

1. 문화예술과 삶의 질의 향상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함께 인간이 주관적

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지표를 말하는데,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대해

서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삶의 질은 사회적 요건 및 제도와 사회구

성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이 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 애정과 친밀도, 자유와 자율, 성장의 욕구 등 주관적, 

심리적 요소를 어떻게 충족해 줄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은 문화예술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

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주요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문화예술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김태순(2013)5)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문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는 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증가나 경기안정은 평균보다 낮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결과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결과와는 다르게 전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미경·윤동열(2013)6)은 문화예술 참여가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울산지역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가 높

을수록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

성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참여도가 높아지고 심리적 안녕감 또한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총해 문화향유를 늘리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국내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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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임(2010)7)은 문화적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 비교시험을 실시해 

문화예술의 경험이 미래의 삶에 대한 행복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고취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은영(2011)8)은 문화예술교육이 저소득층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아동들은 발표력과 자신감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관계망 형성능력이 생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현묵(2008)9)은 문화예술교육이 문화 복지로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

분석기법을 활용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

예술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평균 3.68로, 그렇지 않은 사람 평점 3.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화예술교육 경험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은 소득, 학력, 직업에 의한 영향력보다 크다고 

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 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국내연구도 다수 존재하

는데 홍윤미 외(2015)10)는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경제력, 

문화자본, 지역적 특성이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제환(2012)11)은 문화소비자본과 문화예술수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화상품의 가격, 문화상품 대체재의 가격과 소득 등이 문화예술수요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김수현 외(2013)12)는 문화예술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소득, 교육수준별, 문화예술교육 경험, 성별, 연령과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와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에 학력과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대체적으로 문화소비가 매우 적어 문화예술 향유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철현·황소하(2007)13)은 공연예술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향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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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설문조사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개인적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문화예술 경험, 관람 편익으로 환경적 변수는 가족 및 준거집단, 장소요인, 물리적 

환경(장소접근성)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향수에 학력, 부모님의 문화예

술 관람정도, 성년기예술교육정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 간 격차의 상쇄를 위해 예술교육의 강화 및 특히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향수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문화예술 활동을 여가의 범주로까지 확장시켜 살펴본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이명우 외(2016)14)는 여가활동이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2012년도 

여가 활동실태조사를 이용해 매개회귀분석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 

참여, 문화예술 참여와 같이 적극적인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연관람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 활동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하는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소영(2010)15)은 행복의 본질적 요소로서 여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한 생활은 여가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전문적인 경험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공유하고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행복을 결정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예술 참여, 여가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자유의지

와 주관적 인식이라고 하였다.

  김진동·허중욱(2012)16)은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소득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로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은 여가만족에 정(+)의 영향을 소득만족도는 여가만족과 문화예술 관람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차동혁·옥선화(2014)17)는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이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

은 모든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청소년에게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7 -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의 개념

  위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정의는 현재 관련 행정부처나 관련기관, 

전문가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최소시설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문화기반시설이란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의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18)

  한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시설’이란 공연·전시·문화보급·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

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문화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도표로 표현하자면 다음 <표2-1>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의 종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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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의 종류

구  분 내  용

공연시설

공연장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

연장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관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문고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
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
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쳬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한편, 문예진흥원은 문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9개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① 도서관, ② 문예회관, ③ 종합공연장, ④ 영화관, ⑤ 박물관, ⑥ 전시장, ⑦ 국제

회의장, ⑧ 문화회관, ⑨ 연극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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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그리

고 문화의 집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도서관은 도서이용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기회를 균등하게 누리기 위해 누구

나 제약 없이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보편적 시설로서, 공간적 형평성이 중요

한 공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 분포를 중심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2) 박물관

  박물관은 문화유물의 보존과 유지, 연구와 전시, 교육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시설

로서, 최근 문화관광의 주요 매력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창조소비의 공간, 여가

관광의 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술관은 박물관 중에서 미술에 관한 자료

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전시물의 전문성과 생소함으로 인한 거부감을 줄

이고 시설 유인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관 내에 각종 편의와 체험의 기능을 추가하

면서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3)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및 전시, 문화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종합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 공연, 교육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4)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시설로, 

1960년대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확산되었다. 

지방문화원은 주로 전통문화·문화예술·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지역에 

다양한 문화단체와 기관이 설립되면서 정체성과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5)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과 지식·정보가 제공하는 시설로, 1996년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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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강동구의 주요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강동구의 문화시설로는 도서관, 아트센터, 

문화원, 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으며, 그 주요 시설을 요약19)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강동구 주요 문화시설19)

구 분 시설 명 건물 규모 수용 
규모 장서 수 운영주체 비 고

도
서
관

강동구립 성내도서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034.96㎡ 218석 도서 76,176권 외 강동구도시관리

공단 성내동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932㎡ 360석 도서 100,183권 외 강동구도시관리

공단 천호동

강동구립 강일도서관 지상4층∼지상5층, 
연면적 1,207㎡ 234석 도서 91,418권 외 강동구도시관리

공단 강일동

강동구립 암사도서관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759.05㎡ 391석 도서 89,019권 외 강동구도시관리

공단 암사동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지상2층, 연면적 
997.98㎡ 138석 도서 37,793권 외 강동구도시관리

공단 천호동

천일어린이도서관 연면적 391.79㎡ - -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천호동

(이하 생략)
아트
센터 강동아트센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8,065㎡ 1,100석 대공연장 850석, 
소공연장 250석 강동구청 상일동

문화
원 강동문화원 지하1층∼지상 3층, 

연면적 5,404㎡ - 대강당, 문화관람실 등 강동문화원 천호동
박물
관 서울암사동유적 총면적 102,001㎡ - 지정구역 78,793㎡, 

선사체험마을 23,208㎡ 서울암사동유적 암사동

청소
년수
련관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지하2층∼지상4층(+
옥상) - 해솔관, 한별, 온새미로 

등
시립강동청소년

수련관 강일동

주) 이하 상세한 자료는 본 절의 【부록】 강동구 관내의 주요 문화시설에 수록함.

3-1. 강동구립 성내도서관

○ 강동구립 성내도서관은 4개 권역별 도서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된 첫번째 도서관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체험과 정서 함양을 충족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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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 4개의 구립도서관 건립사업 중, 두번째 개관한 해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천호공원 옆에 위치하여,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3-3. 강동구립 강일도서관

○ 강일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다양한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관련 도서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

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에 역점

○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여, 지역 정보문화 커뮤니티의 

구심체 역할

○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추어 미래형도서관을 지향

3-4. 강동구립 암사도서관

○ 창의적인 교육·문화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독서캠페인을 통해 강동구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3-5.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공공도서관의 역할뿐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을 모색

3-6. 천일어린이도서관

○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3-7. 강동아트센터

○ 명일근린공원 안에 자리한 강동아트센터는 넓은 잔디광장과 탁 트인 시야로 공연

장을 만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복합문화예술 공간

○ 다채로운 공연과 예술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지역친화적인 공연장

3-8. 강동문화원

○ 1999년도 설립된 이후, 전통 고유문화를 개발, 보급, 보존하고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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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종합문예 계간지 등을 통해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

3-9. 서울암사동유적

○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서울 암사동 유적

○ 한강유역 최대의 집단 취락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곳

○ 40기 이상의 집자리터가 발견되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어로와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았던 신석기시대 사람들 삶의 흔적을 발굴·재현한 곳

○ 발굴조사,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암사동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밝히고, 선사시대 

환경 복원을 위한 유적 정비를 진행

○ 유적 주변에 암사역사문화공원, 암사 초록길 등을 조성하여 신석기 문화와 주변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3-10.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경험이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터전

○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는 개별 문화시설의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강

동구의 경우, 문화시설의 소재지20)가 특별히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교적 지역안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에 개별 문화시설을 서둘러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측면보

다는, 원도심과 신도심 거주자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화시설 운영방안에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원도심과 신도심 거주자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효과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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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국의 원도심(구도심) 활성화 성공 사례 비교 

1. 도시재생 성공 모델사례(1)

*김민석 외(2012:60)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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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성공 모델사례(2)

*김민석 외(2012:61)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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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소호거리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뉴욕은 세계 인종시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고 그러한 토대

위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존중이 도시의 정체성이므로 소호거리를 예술인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거주하게 하는 것은 도시정체성 + 창조적 발상

의 결합이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든 다른 사례들은 창조적 발상을 접목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도시의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기라기 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덧붙인 사례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각국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배경

*류태창(2018:68)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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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문화격차의 해소방안

제1절  문화격차의 개념

1. 문화격차의 정의

  문화격차란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이며, 이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문화이용도의 차이를 의미한다.21)

  문화는 개인이 처한 환경 즉, 소득수준·지역·학력·성·연령·직업·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접근되고 이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때 문화격차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격차는 문화적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리를 침해하게 

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적

으로 문화격차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에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문화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울 경우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정부가 이에 적절히 개입하여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우리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과 제34조 1항의  ‘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한 조항은 문화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가 될 수 있다.

2. 문화격차의 원인

  문화격차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부터 개인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 일반적으로 문화격차는 저소득자·농어촌 지역 (또는 비

수도권)의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특히, 주부) 등 경제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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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여건(저소득층)

  문화란 어떻게 접하는가에 따라 경제적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의 

제약은 직접적으로 문화격차의 원인이 된다.  대체로 저소득층의 문화수요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소득층의 문화적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

접근 기회를 확충시키고 문화이용의 수요를 증진시키는 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지표에 의한 소득격차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심리적 빈곤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2) 지역적 여건(구도심 거주자)

  지역간 격차는 신도심과 구도심 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신도심지역과 구도심 또는 농어촌 지역 간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주자 개인이 느끼는 체감적인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구도심 또는 농어촌의 특정 지역은 문화서비스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문화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 사업자들에게 수지타산

이 맞지 않으므로 적정한 가격에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신체적 여건(장애인)

  신체적 장애인에게는 문화접근도와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경제적·지역적 제약요

인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접근성의 강화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로 문화상품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는 여전히 기본적인 접근도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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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격차의 유형

  문화격차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크게 접근도 측면, 이용도 측면으로 대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접근도22)

  문화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 설비는 특정 개인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일반

대중이 문화시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요소로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지불된

다. 

특히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은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문화

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증대된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 접근도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문화이용도23)

  문화기반시설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용할 시민들이 제대로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문화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화이용도는 개인의 문화의식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고소득 가정의 노인과 저소득 가정의 학생의 경우, 문화이용도가 가구의 소

득수준에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문화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이

용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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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화격차 해소의 기본원칙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헌법과 각종 법률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격차의 해소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추구해나가는 것

이다.

(1) 접근성의 강화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문화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문화에의 접근

이 불평등한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을 심화시키므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화 인프라가 구축

되고, 그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 보편적 접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 인프라를 통해서 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들이 서로 서로, 그리고 문화적 

원천(cultural resources)과 연결되어야 한다.(connectivity)

② 기본적인 문화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지불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즉, 문화접근

의 비용이 충분히 저렴하거나, 지불가능한 범위에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affordability)

③ 국민들이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culture capability)

(2) 평등성과 공정성의 보장

  신분, 학력, 경제적 능력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대화와 문화정보의 교환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라고 하여, 문화영역

에서의 기회균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1항에서 “누

구든지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은, 신분, 학력 및 경제적 능력 등의 결핍이 문화의 이용과 문화

정보의 교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인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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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정은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문화에 관한 지식과 접근능

력을 습득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평등과 공정은 문화적 기본권으로 문화복지의 중요한 이념적 근거가 된다.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이루고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장

하려면 평등과 공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3) 안전성의 강화

  오늘날 문화는 사유화되고 있고, 문화가 상품화 되어가고 있다. 원래 문화에는 공

공재적인 측면과 사유재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오늘날은 문화의 공공재적 

속성보다는 사유재적인 속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시설 등을 갖추는데 막대한 투자를 요하고, 투자액에 대한 회수는 문화에 대

한 요금 징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화의 상품화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문화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가공된다. 비록 원자재가 무형의 재화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공과정은 문화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다른 상품과 같은 성격을 부

여하게 된다.

  문화가 상업화함에 따라 공중의 문화에 관한 접근은 시장구조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일반대중이 문화에 접근하는 것은 지불능력의 차이로 인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문화접근에 대한 불균등은 개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문화를 필요로 할 

때 더욱 심화된다. 문화의 양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

는 문화를 찾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 

가치 있고 필요한 문화를 찾기 위해서는 문화검색이라는 기술을 요하게 된다. 

문화검색에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를 개인의 재산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고, 문화를 변형하고 왜곡하는 것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문화의 무단사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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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성의 강화

  효율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정책과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

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이 열

려 있어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 공공방송,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 및 단체를 강화해 문화정책과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상업적인 이익과 일부의 계층에게만 편향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정책 및 문화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수의 합의와 지지

를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말로 효율적인 문화정책과 인프라의 구축에 필수적이다.

(5) 문화원천의 강화

  문화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에의 접근과 이용

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와 못가진자와의 격차는 문화의 습득과 이용에서의 격차로 이

어지므로 경제적 빈곤은 곧 문화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며 빈곤의 사이클은 계속된다.

경제적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실천방안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네트워크 내에 공공영역을 확보하는 것

② 공공도서관이 문화정보 제공과 문화원천에의 접근을 무료로, 또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일

③ 민주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필요로 하는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

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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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화격차 해소의 효과와 그 해소방안

1. 문화격차 해소의 효과

  문화격차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문화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가 및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문화 소외계층이란 한번 소외되면 

쉽게 이곳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질곡에 빠져들게 된다.  

문화 취약집단의 존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사

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문화에 대한 정보가 약화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결과

를 낳는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문화부자와 문화빈자 간의 집단간 단

절 및 갈등의 문제이다.

  경제적, 기술적 취약이 문화적, 심리적 박탈로 이어질 경우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되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역기능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문화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적·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문화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新서비스 전략의 모색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난, 장애, 차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유용한 지식정보에 접근 ·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경우, 노동

시장에서 소외되어 개인적 및 가정적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문화적 격리로 삶의 질이 

저하되며, 정보기본권이 침해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된다.2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역시설 중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함의와 중요성은 지식정보에 대한 무료

접근과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 

해방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지역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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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에서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뉴욕의 

공공도서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간추리고자 한다.

3. 뉴욕공공도서관의 사례 검토

(1) SIBL 사례

  SIBL(과학산업경영도서관, 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 (SIBL))은 

비즈니스 분야에 특화된 세계 정상급 공공도서관이며, 사람들의 일을 돕는 것을 자신

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과 기업이 SIBL의 표적고객(target 

customer)이다. 또한 SIBL은 자신의 사명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조직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계속 구축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개한다. SIBL은 기업( 신생 

사업체에서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 구직자(사회 초년생에서부터 중역에 

이르기까지) 등의 고객을 위하여 인쇄매체, 전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이다. 사서들은 관내를 돌아다니며 고객들에게 도움을 준다. 또한 현직 기업인, 경력

개발 자문가, 금융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도서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25) 

   이처럼 창업 희망자, 중소 사업자, 기업인 등 사업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SIBL

에서 은퇴한 경영자들로부터 무료로 양질의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가 가능한 것은 SIBL이 비영리협회인 SCORE(은퇴경영인협회,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SCORE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고 1만3천여 명의 카운셀러를 거느린 조직으로 중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자문을 통하여 도움을 준다.26)

  SIBL은 1996년 설립된 이후 소규모 기업들을 새로운 표적 고객층으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고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연수, 즉각

적인 참고 서비스, 비즈니스 전문가의 저녁 세미나, SCORE 자원봉사자의 무료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MML 사례

  NYPL의 MML(중부맨하턴도서관, Mid-Manhattan Library) 독서·작문 센터에서는 

16세 이상의 성인 중 문맹이거나 글쓰기 초보자를 대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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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에서 사서로부터 연수를 받고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협동하면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친다.

  이 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부에서는 감옥을 방문하여 수감자들에게 책을 제공한

다. 또한 수감자에게 초기 리터러시와 스토리텔링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 뒤, 

수감자가 책을 읽는 것을 녹음한 CD를 그 수감자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27) 

  부모의 손을 잡고 그림책을 읽기 위해 오는 어린이, 소설책이나 다양한 매체를 접

하기 위해 오는 청소년, 글을 모르는 사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 글감을 찾아 고

민하는 작가, 디자인 소재를 과거의 잡지나 사진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프리랜서, 시간

을 보낼 필요가 있는 여행자, 시력이 약하여 大활자본(Large Print)이 필요한 노인 

등 도서관을 찾아오는 남녀노소에게, 또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MML은 사람

들의 안식처이자 NYPL의 여러 도서관들을 연결하는 종합 정보창구로서 기능하고 있

다. 

(3) GCPL 사례

  GCPL(귀넷공공도서관, Gwinnett County Public Library)의 어린이프로그램으로

는 이야기 시간, 놀이, 만들기, 그리기, 노래, 독서회, 과학, 야외활동, 영화감상 등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어린이 프로그램들도 

고객세분화 마케팅에 따라 생후 3개월 된 아기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구분하여 어린이 고객을 환영하고 독서 욕구를 자극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종사자들(가수, 화가, 유아교육전문가, 교사, 과학자, 박물관 직원 등)과 협력

하여 공연, 율동, 생물 관찰, 과학 탐구, 야외활동 등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GCPL의 서비스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뮤지엄 패스(Museum Pass)’가 있다.

이것은 도서관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박물관 및 문화시설 입장권이다, 고객은 도서

관에서 책을 대출하듯이 뮤지엄 패스를 3일 동안 빌려 각종 박물관 및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8)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에서 책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대출

해 준다는 개념으로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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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협약을 맺은 각종 박물관 및 문화시설의 일년 회원증을 구입하고, 이 회원

증을 고객들이 돌려가며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GCPL의 청소년서비스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튜터닷컴(tutor.com)29)’이다. 이 

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일대 일로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학교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온라인상에서 일대일로 학생들에게 학교 과목의 이해, 

숙제,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30) 이 사이트는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의 회원이 되려면 상당한 금액의 학습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

공도서관 회원이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이러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안에서의 개인 교습은 교육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공공도서관은 

오로지 장소만을 제공한다.

(4) MCPL 사례

  Middle Country Public Library에서는 도서관 어린이실 등에 영·유아를 위한 장

난감, 교구 등을 비치한 ‘가족장소’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영·유아와 그 부모가 노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여 큰 각광을 받은 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수백여 개의 공

공도서관들이 각자 ‘가족장소’를 관내에 설치하고 가족장소도서관 네트워크에 참여하

고 있다.31)

(5) MBRC 사례

  MCPL의 밀러센터(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 , Miller Business Resource Center, 

이하 밀러센터)는 인구가 적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일을 돕는 비즈니스 정보센터

이다.  

밀러센터 사례는 교외나 촌락 지역에서도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여 비즈니스정보자원

을 구축하고 외부 기관과 경제인들과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으로, 밀러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구직자, 실직자 등 

지역사회에서 사업과 직업에 관련된 정보와 네트워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급의 정

보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 26 -

미국 중소기업청, 미들컨트리도서관재단, 지역 상공회의소, 대학의 소규모사업개발센

터, 지역의 법인 등의 다양한 조직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밀러센터는 비즈니스, 금융, 법, 경력개발 등의 사업 및 취업을 위한 장서와 비즈니스 

포털사이트(BIZLINK)를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고급의 비즈니스정보를 제공한다.

(6) 사례 종합

  지금까지 소개한 미국 공공도서관의 검토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 <표 3-1> 뉴욕 

지역 공공도서관의 특화된 고객세분화 마케팅 사례와 같다.

<표 3-1> 뉴욕 지역 공공도서관의 특화된 고객세분화 마케팅 사례

검토 사례 목표 고객 마켓팅 특화 사례

SIBL(Science, Industry 
and Businee Library)

일하고자 하는 사람, 
신생기업 등

도서관과 외부 조직(기업 포함) 
협력관계 구축, 관내 순회하면서 
고객 유치, 외부 각계 전문가의 

자문서비스 제공

MML(Mid-manhattan 
Library)

문맹자, 수감자, 
어린이, 청소년 읽기·쓰기 교육 등

GCPL(Gwinnett County 
Public Library)

유아부터 초교 
고학년

놀이·야외활동
뮤지엄 패스(Museum Pass)
튜터 닷컴(온라인 과외) 등

MCPL(Middle Country 
Public Library) 영·유아와 그 가족 가족장소(Family Place)

MBRC(Miller Business 
Resource Center)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구직자, 
실직자 등

고급 정보서비스(=비즈니스 포털, 
전문장서)와 인적 

네트워크(=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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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검토에 따른 실천방안

첫째, 늘어나는 예산 규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재

정립하여, 지역사회와 운명공동체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

  뉴욕지역 공공도서관들은 각 도서관의 사명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 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네트

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를 우리 지역사회에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기에 도서관 경영에서 이익이 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공

도서관은 자신의 사명을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정립함으로서 예산 지원의 정당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마케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도서관장에게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과 실천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사서들에게는 사서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사명감

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도서관장들에게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존재한다는 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

② 도서관장과 사서의 인식에 있어서, 도서관은 자료를 매개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지키야 한

다는 점.

  현실적으로, 사서의 근무환경이나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공

공도서관의 일상적인 업무영역이 방대한데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공

도서관 사서 인력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사서의 잡무 또한 많아서 찾아오는 이용자

의 대민봉사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설정을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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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도서관 내부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로 인

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도서관 마케팅을 펼치는 데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삶과 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관이 되고

자 한다면, 도서관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넘어 외부 조직 및 개인과의 네트워킹은 반

드시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 요구는 확대되는 

경향에 있는데,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과의 유

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관심 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외부 인적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고객을 찾아가는 도서관이어야 하는 것

  도서관장을 비롯하여 도서관 직원은 오히려 도서관에서 나와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내야 한다.  지역 내 경찰서, 복지관, 장애인학교, 교육청, 연구소, 

기업,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불우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주부 등 도서관에 오기 힘들지만 

도서관의 인적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고객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서와 외부 인력의 협조를 포함한 다양한 마

케팅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된 공공도서관의 선진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인 지원제도 몇 가지를 간추려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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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그 밖의 방안

1.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서비스

(1) 예술의 전당 ‘싹 온 스크린’

  예술의 전당은 2013년 11월 “예술의 전당 공연을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라는 목

표로 공연 영상사업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을 시작하였다32).

<표 3-2> 싹 온 스크린의 개요

예술의 전당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

개요 “땅끝마을 초등학생도 예술의 전당 공연을 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영상화 콘텐츠를 
지역극장, 문화예술회관 등에 제공하여 지방에서의 순수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음. 

배경

오페라, 클래식 음악 등의 공연에 대한 문화향유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높은 제작비 
대비 공얀 관람객의 수가 현저히 적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연영상사업‘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을 시작함
지역적인 거리감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공연장을 찾기 힘든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현황

현재 오페라, 클래식, 국악, 무용 등의 공연에 대한 고화질 영상을 촬영하여 대형 극장을 
통한 공연 영상 상영 및  실황중계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역 극장 및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공연 상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예회
관 및 공공기관이 원하는 공연을 신청하면 해당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고 있음.

 성과

2017년 기준 321개 장소에서 1,570회 상영됐고, 누적 관람객은 20만 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2018년 현재는 총 29편의 공연 영상물 및 4회의 실황 공연 중계를 전국 문예회관 및 공
공기간에 제공하며, 해외상영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렇듯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시
간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 한국문화정보원의 ‘중소규모 문화 관람지원 서비스’33)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중소규모 문화 관람지원 

서비스는 문화의 생산자와 그 문화의 소비자에게 동시에 관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여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일반 예매사이트의 대행 수수료가 부담되는 중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시설 및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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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대상으로 예배, 발권, 홍보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사이트 및 키오스크 발권기

를 수수료 없이 지원하여 대행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다양한 관련 

문화정보를 큐레이션 형태로 제공하여 작은 공연, 예술 공연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표방하여 ‘중소규모 문화관람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공연단체그룹, 이용자그룹으로 나누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① 공연단체그룹

  기존의 상업화된 인터파크, 제작단체가 중심이 된 플레이티켓, 그리고 한국문화정

보원의 문화N티켓을 비교해보면, 문화N티켓은 판매수수료가 없다는 점, 공연등록 시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 업데이트 및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반면, 홍보효과(인지도) 측면에서는 타 상업화된 예매처보다 낮기 때문에 이용자의 

유입이 많지 않으며, 등록 공연의 수도 적은 편이다. 단체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유입

이 적기 때문에 문화N티켓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등록된 공연이 많은 인터파크의 경우 많은 공연 및 인물 정보들을 축적한 반면, 

등록된 공연단체 및 공연 수가 적은 대학로티켓닷컴, 플레이티켓, 문화N티켓은 DB가 

적은 편이다.

② 일반이용자그룹

  인터파크, 그리고 대학로티켓닷컴, 플레이티켓, 그리고 문화N티켓의 비교 결과, 현재 

문화N티켓은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매수수료 무료라는 이점도 일부 타 예매처에도 실시하고 있어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연정보 측면에서도 중소규모 단체 지원의 목적으로 인해 타 예매처와 동일한 수준

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활용하여 타 예매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공연정보를 제공하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문화N티켓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 예매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구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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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용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중소규모 문화관람지원 서비스는, 공연단체그룹에 있어서는 2018년 8월 

기준 500석 미만 공연장 총 933개 중 불과 약 20%(186개)로 그 등록률이 낮은 편

이며, 이용자그룹 역시, 공연예매 건수도 2018년 8월 기준 누적 2,043건으로 이용률

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용자 및 단체 유입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3) 현행 지원서비스의 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목표달성을 위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많은 공연자·이용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이용자 유입을 위한 편의성 증진 및 차별화 서비스 마련 필요

  문화N티켓은 중소규모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가 무료인 온라인 티켓

예매사이트를 운영하고, 단체의 문화예술행사 홍보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인 문화예술행사 단체와 수요자인 이용객 모두에게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N티켓은 타 예매처와 비교하여 등록 공연 수, 홈페이지 구성 및 공연정보 제

공, 모바일 활용 편의성, 포털사이트 연계 등이 미흡한 편이다. 결국, 문화N티켓은 

예매수수료 없음의 이점 외에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N티켓 홈페이지 개선 및 고도화 작업과 모바일 페이지 및 애

플리케이션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며, 타 예매처와 차별되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공공

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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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단체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단체 측면에서 문화N티켓은 대행수수료가 무료라는 다른 예매처와의 큰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공연등록 절차의 간편함, 빠른 처리 등의 이점을 갖고 있지만, 타 예매처 

대비 등록단체가 적은 편이다. 이는 문화N티켓의 인지도가 낮아 이용자의 유입이 적

고, 예매율이 낮기 때문에 단체가 문화N티켓의 이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N티켓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홍보 이

외에도 문화예술단체의 유입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③ 문화예술 DB 구축 및 활용 방안 고려 필요

  공연관계자를 위한 DB의 경우 타 기관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DB가 있다. 문화N

티켓은 운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체 및 공연에 대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기보다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선망

의 공연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예술인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DB 구축의 검토가 필요하다.

  DB 구축 이후에는 문화예술관계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공연, 단체, 시설, 문화예술관계자들에 대한 DB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관계자들이 

적극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

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말하자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적인 

해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소방안

으로는 강동구 관내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화광장의 조성과 관련된 개념과 선진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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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광장의 조성

(1) 문화광장의 정의

문화광장은 길이 만나는 빈 공간에서 지역의 문화적 활동이 모이고 퍼져 나가는 결절점

으로 정의34).

이상적인 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지역민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문화예술 관련 행위를 활성화해 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과 문화, 사람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빈 공간과 빈 공간을 채우는 건축물의 

구성으로 녹지와 실외 광장, 시장과 상업공간 근처의 입지는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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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광장을 형성하는 4가지 공간영역

① 여러 길들이 만나는 공간(Cross Roads)

② 비어 있는 공간(Space)

③ 도시의 중심기능이 결절되는 공간(Node)

④ 문화활동의 집결·확산이 이루어지는 공간(Activities)

(3) 문화광장 조성의 필요성

① 도시공간에 문화의 중심으로서 ‘광장’이 새롭게 부상

- 장소는 상품화 · 소비 · 광고 · 판매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

- 시민 의식수준 향상, 기업들의 장소 상품화, 지자체의 장소 매력 제고 노력이 결합

하면서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 활력을 창출하려는 문화도시 장소 만들기가 각광

② 행사와 소통의 공간에서 융합공간으로 진화

- 도시 광장은 도시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형성

- 시대별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 광장의 가치와 역할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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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광장의 조성사례

(1) 전통시장의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활성화시킨 사례

전통시장의 일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활성화시킨 사례로는 미국 보스촌 ‘퀸시 마켓

과 광장(Quincy Market & Plaza)’35)을 들 수 있다.

○ 1824년~1826년에 건축됐고 조시아 퀸시 시장을 기념하기 위해 퀸시 마켓

(Quincy Market) 이라 명명

- 1826년 상인과 방문색의 수요를 고려해 퍼뉴일 홀(Faneuil Hall)과 통합해 확장

○ 1960년대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이 비난을 받자 1970년대에 도시의 역사성을 

가진 퍼뉴일 홀과 퀸시 마켓을 보전형 정비 사업으로 추진

<퀸시 마켓 광장>

퍼뉴일 홀(Faneuil Hall)과 퀸시 마켓(Quincy Market) 주변의 광장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퀸시마켓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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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 현대적인 도시 활동을 담아내 보스턴의 명소로 자리

매김

- 시장 전체가 하나의 광장(3개의 전통시장 건물 · 가로(街路)와 이들이 만나는 곳에 

광장을 조성)

- 도시 중심부 만남의 장소는 물론 쇼핑 · 먹거리 · 공연 · 이벤트 등을 갖추어서 한 

해 1,800만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하는 명소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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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광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증진시킨 사례

시민이 기부한 벽돌, 기부금 등이 더해져서 시민의 힘으로 조성한 미국 포틀랜드 파이

오니어 광장(Pioneer Courthous Square)36)은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증진시킨 사례

<포틀랜드 파이오니어 광장>

     벽돌에 새겨진 이름 찾기          광장 내부에 다양한 활동 공간 수용

<다양한 주민 축제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파이오니어 광장>

○ 시민의 의지와 힘으로 조성한 도시 중심부 공공공간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짐(벽돌 

기부금)

  - 현재는 축제에서부터 시위까지 포용하는 포틀랜드의 ‘응접실(living room)’로 불

리며 각광을 받음(매년 300회 이상의 이벤트가 열리고 천만 명 이상이 방문)

  - 반(反)전쟁 시위, 록음악, 노숙자, 단체, 협회, 자선단체 등 포틀랜드와 세계의 

삶과 시대상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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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광장 조성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활력을 부여한 사례

○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에 현대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담아낸 프랑스 몽펠리에 코메디 

광장(The Place de la Comdie)37)38)은 1755년경에 만들어졌음

  -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장 중앙에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헤라, 아프로

디테, 아테나를 묘사한 삼미신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조각 분수대가 설치됨

  - 광장 주변에는 휴식공간과 미술관 등이 배치됨

<코메디 광장>

                   옛 모습                               현재 모습

<시민 예술공간으로 자리잡은 코미디 광장>

○ 코메디 광장은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이면서 상징적인 건물, 전시공간,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과 활동이 어우러진 곳

- 젊은층의 유동이 많은 곳으로 록페스티벌을 비롯한 축제 ·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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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시켜 문화광장을 조성한 사례

○ 역사적 장소성을 되살려 시민 여가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일본 요코하마 개항광장39)

<요코하마 개항광장>

<시민쉼터로서 문화소통 공간이 되고 있는 요코하마 개항광장>

○ 요코하마에서 철수하는 외국의 영사관을 시에서 매입해 외관을 바꾸지 않고 도시

의 역사성을 살리는 계획을 수립

- 영국영사관 자리는 페리제독이 처음 상륙해 미일 화친조약을 맺은 일본의 근대사상

을 기념할 만한 장소로 이에 걸맞은 건물을 남기려 함.

○ 요코하마시가 광장과 주변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주변에 가로수

를 식재하고 조형물 · 바닥분수를 설치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

- 개항기념관과 광장 뒤쪽에 오래된 해안교회의 종루를 남기는 등 광장과 주변의 일체

적인 역사적 도시경관을 통해 개항의 출발점이라는 장소성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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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구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장소성을 살려서 문화광장을 조성한 사례

○ 풍남문광장40)은 전주의 중심 도심부에 옛 4대문 중 풍남문만 남았지만 성곽의 

윤곽은 현재의 도로로 남아 있으며 이 도로는 시내의 주요부를 가로지르며 도심 도로

를 형성

- 도심 도로를 따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적이 연계되며, 특히 도심 부분 성곽 도로는 

풍패지관(豊沛之館), 한옥마을, 경기전(慶基殿), 전동성당 오목대(梧木臺), 전주영화의 

거리, 동문문화거리 등이 연결

<풍남문 광장>

<시민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은 풍남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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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절된 도심간 주민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문화거리(광장)를 조성한 사례

○ 전주 ‘첫마중길’은 전주역∼명주골 사거리간 배제대로를 생태문화거리로 탈바꿈

시키는 가로숲길 조성사업

○ 큰 도로로 인해 양쪽으로 갈라져 소통이 단절된 구도심과 구도심을 도로 중간에 

생태문화광장을 조성, 도심간 주민 소통을 유도

○ 구도심 내 도로 등 공간제약으로 인한 주민간 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도로 중간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아이디어 정책

○ 쇠퇴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회생 일환으로 시도

<자료제공: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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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중길에서 개최된 꽃마중 예술제 / 자료제공 : 전주시>

<야경을 연출한 첫마중길 / 자료제공 :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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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화격차 해소방안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제3절 공공도서관 사례에서 보았듯이, 각 개별 문화시설 운영자만의 힘으

로는 주어진 여건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며, 선택과 집중

이라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강동구 관내의 제반 문화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인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의, 필요성, 방

안 등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 44 -

제5장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정립

1. 문화재단의 현황 및 과제

(1) 문화재단의 개념 및 정의

○ 문화재단의 정의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문화재단

※ 관련법제 :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

○ 종합적 지원체계
○ 문화 향수 기회의 확대
○ 효율적 문화예술정책
○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 민간협력의 추진
○ 지역발전

(3) 문화재단 설립의 장단점

<표 4-1> 문화재단 설립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조직 - 효율적 조직구조 구축

- 민관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 기존 행정체계와의 업무중복 및 권한 침해 

가능성
인력 - 전문성 강화

- 적재적소 인사배치
- 신분변동(관→민)으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
- 해당 분야의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 채

용이 어려움

예산 - 공모사업, 기부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 조
달 가능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예산확
보 어려움

- 외부 재원 조달이 어려워 대부분 지자체 
의존

운영 - 전문 인력에 의한 전문성 강화
-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머물 가능성
- 수익성와 공공성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행

정기관과 전문가 간의 갈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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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쟁점

- 지방분권 :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관계 중요

- 팔길이 원칙 : 정부와 지방, 행정과 문화예술 간의 접촉거리를 팔길이 만큼 최소한

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재단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 보장이 원칙

- 거버넌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협력하는 참여주체 간의 상호 파트너십 중요

- 감성정부 : 문화적 감수성을 촉진하는 문화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리더십 :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 경영인의 리더십이 재단 성패를 좌우

2. 서울시 문화재단 현황41)

(1)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문화재단 설립(60%)

○ 재단 미설립 자치구 : 강동, 강서, 관악, 노원, 동작, 서대문, 송파, 양천, 용산, 

중랑

○ 15개 문화재단 중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은 8곳, 구청장(국장 포함)이 

겸직하고 있는 곳은 7개(47%)

○ 15개 문화재단 중 도서관 위탁운영은 8개(53%)

○ 아트홀을 운영 중인 곳은 11개, 구민회관 운영 2개, 지역축제운영 10개

○ 아트홀과 도서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5개(강남, 영등포, 서초, 성동, 금천)

○ 예산은 규모 및 설립년도에 따라 최소 2억7천만 원에서 최대 210억 원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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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서울시 산하 각 구의 문화재단 현황

재단명 (설립년도 순) 설립년도 조직(2018년 7월 현재)
조직 인력(명) 이사장

1 중구문화재단 2005.03 5부 3팀 52 민간인
2 구로문화재단 2007.08 4팀 45 구청장
3 마포문화재단 2008.01 2본부 8팀 72 민간인
4 강남문화재단 2008.10 5팀 31 민간인
5 성북문화재단 2012.09 2본부 1실 143 구청장
6 영등포문화재단 2012.12 4팀 72 구청장
7 종로문화재단 2013.07 3팀 50 민간인
8 서초문화재단 2015.05 4팀 44 구청 국장
9 성동문화재단 2015.07 5팀 113 구청장
10 광진문화재단 2015.11 3팀 26 민간인
11 강북문화재단 2017.04 2팀 7 민간인
12 은평문화재단 2017.07 3팀 26 구청장
13 도봉문화재단 2017.08 1본부 3팀 80 구청장
14 금천문화재단 2017.08 3팀 62 민간인
15 동대문문화재단 2018.06 민간인

재단명 (설립년도 
순)

2018년도 예산
(천원)

주요시설 및 사업영역
도서관 아트홀 구민회

관 축제 기타
1 중구문화재단 8,458,164 ○ ○ 예술교육
2 구로문화재단 3,310,020

(2016년도 예산) ○ ○
3 마포문화재단 8,936,848 ○ ○ 체육사업
4 강남문화재단 21,803,848 ○ ○ ○ 관광산업
5 성북문화재단 21,054,849 ○ ○ ○ 예술창작지원
6 영등포문화재단 ? ○ ○ ○
7 종로문화재단 3,527,776 ○ ○ 문학관 운영
8 서초문화재단 7,125,005 ○ ○ ○ 예술교육
9 성동문화재단 2,754,000 ○ ○
10 광진문화재단 1,855,023 ○ 예술교육
11 강북문화재단 274,493

(2017년도 예산) ○ ○ 예술교육
12 은평문화재단 1,837,793 ○ ○ 예술교육
13 도봉문화재단 5,427,357 ○ ○ 기념관문학관
14 금천문화재단 4,446,623 ○ ○
15 동대문문화재단 2018년 6월 출범하여 사업미정, 조직 구성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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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단, 아트홀(센터) 그리고 도서관의 거버넌스

○ 도서관 미운영 문화재단의 경우 대규모 아트센터 운영

- 대부분의 대규모 아트센터 보유 자치구의 경우 아트센터 중심의 문화재단 운영

- 상대적으로 아트홀 규모가 작은 경우 여타 문화시설과 함께 도서관도 함께 위탁

<표 4-3> 문화재단의 관리범위 현황

도서관
운영여부 재단명 아트센터명 규모

×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1,798석 : 대극장(1,255석), 
중극장(325석), 소극장(218석)

구로문화재단
구로아트센터 639석 : 대극장(579석), 

소극장(60석)
기타(3개) 1,051석 : 오페라하우스(533석), 

아트홀(365석), 어린이극장(153석)
은평문화재단 은평문화예술회관 1,123석 : 대극장(701석), 

소극장(60석)
마포문화재단 마포아트센터 934석 : 대극장(733석), 

소극장(201석)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768석 : 대극장(601석), 

소극장(167석)
강북문화재단 강북문화예술회관 668석

○

성동문화재단 소월아트홀 520석
성수아트홀 350석

금천문화재단 금나래아트홀 566석
영등포
문화재단 영등포아트홀 526석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443석

강남문화재단 오유아트홀 138석
강남시어터 238석

참 고 강동아트센터 1,100석 : 대극장(850석), 
소극장(250석)

※ 2018년 6월 출범하여 사업미정 상태인 동대문문화재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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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구의 공공도서관 위탁 현황

○ 15개 문화재단 중 도서관 위탁운영은 8개(53%)

○ 성북과 도봉 2곳은 도서관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둠

<표 4-4> 공공도서관의 위탁 현황

재단명
(설립년
도순)

설립
년도

도서관
위탁
년도

조직 인력(정규직 
현원) 도서관 규모

조직 도서관
부서명 전체 도서

관
도서
관수

총연
면적

평균
면적

강남문화
재단 2008 2013 5팀

-경영지원팀
-문화예술팀
-문화센터팀
-관광사업팀

도서관
운영팀 31명 10명 1개 2,812 2,812

성북문화
재단 2012 2012 2본부 

1실

<문화사업
본부>

-문화기획팀
-문화지역협

력팀
<경영기획실>

도서관
본부

-기획팀
-지역
협력팀

143명 59명 10개 12,755 1,275

영등포
문화재단 2012 2013 4팀

-총무팀
-문화사업팀
-무대운영팀

도서관
운영팀 72명 38명 4개 6,540 1,634

종로문화
재단 2013 2013 3팀 -경영기획팀

-공연사업팀
문화

사업팀 50명 14명 5개 2,000 500

서초문화
재단 2015 2015 4팀

-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지역문화팀

도서관팀 44명 27명 5개 4,634 927

성동문화
재단 2015 2015 5팀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공연사업팀
-교육문화팀

도서관
운영팀 113명 65명 6개 11,364 1,894

도봉문화
재단 2017 2017 1본부 

3팀
-경영기획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도서관
본부 80명 50명 6개 7,882 1,313

금천문화
재단 2017 2017 3팀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도서관
운영팀 62명 54명 4개 7,529 1,882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1실 
7부

도서관
사업부 115명 21명 5개 6,932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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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1) 도서관 문화재단 위탁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점 단점

- 수익 창출에 대한 압박 감소
- 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  
   가능
- 문화, 예술 분야의 접목이 비교적  
   용이
-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짐, 공공성   
   증대 노력에 집중(행정안전부의  
   공단 경영평가뿐 아니라 문화체  
   육관광부의 전국 도서관평가도   
   받아야 했음. 
   수익창출과 공공성 증대라는 극  
   단적 평가 기준으로 인한 이중고  
   를 겪음)

- 공단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예산  
   에 의존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편차가 심함
- 도서관 자체 행사뿐 아니라 축제  
   등 지역행사를 운영하거나 동원  
   될 가능성이 높아 업무 가중
-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상당  
   한 기간 동안 시행착오 발생 
   가능성
-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간의 
   갈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 수시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 (이로 인해 오히려 도서  
   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2) 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3) 문화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강동구 문화예술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4) 민간협력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키며, 지역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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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천안·청주시 도심 문화 격차 사례 비교 

1. 천안주민의 원도심에 대한 만족도

  *김민석 외(2012:65-66) 원용

천안시민들의 원도심 현황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접근성과 편의성, 쾌적성, 

안정성에 대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30~40%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최악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쾌적성과 안정성은 매우 만족

한다는 인식조사가 30~40%로 나타나 접근성과 편의성에 반대로 나타났다.

(김민석 외 2012). 

또 박훈·양성민(2011)의 연구에서 도시 내 지역격차를 위해서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개별사업위주의 독립적 사업추진 

경향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사업등이 이뤄지고 있고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처

하는 방안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그 지역 

주민에 국한된다든지 하는 거버넌스 흉내내기만 될 뿐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도심도 활성화되지 않고 도시 내 균형발전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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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주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지가비교 회귀분석결과

*전형하 외(2017:131)원용



- 52 -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신도심과 원도심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지가비교를 실증

적으로 분석한 연구(전형하 외 2017)에 따르면 신도심은 지가가 상승하고 원

도심은 일부는 지가가 상승하고 일부는 지가가 하락한 것을 확실하게 통계적

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신도심 지역의 지가상승이 분명하다는 것은 원도심은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제로섬 게임같은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같은 행정구역 내의 신도심과 원도심의 지가는 제로섬 게임양상을 띠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로섬 게임양상을 깨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원도심의 가치를 상승

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주요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정체성을 통한 원도심 공간의 가치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개념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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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강동구· 관악구 도서관 운영 실태 비교 분석

● 관악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서관 운영이 매우 활성화된 구(區)로 평가

1. 관악구 공공도서관 재정지출 현황 분석

<표 1> 관악구의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공공도서관 
부문 문화 및 관광 부문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2010년도 3,168,162 5,831,069 326,524,205

2011년도 3,843,668 5,287,762 323,473,000

2012년도 4,622,244 4,964,379 352,125,052

2013년도 4,685,826 5,546,202 360,130,000

2014년도 5,186,616 6,665,152 405,647,658

2015년도 4,861,779 6,524,509 433,886,846

2016년도 4,891,262 6,533,112 483,270,000

2017년도 5,516,234 6,920,647 513,000,000

2018년도 6,097,380 13,968,603 606,400,000

2019년도 6,611,406 15,330,320 686,500,000

[그림 1] 최근 10년간의 관악구 공공도서관의 세출예산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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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동구 공공도서관 재정지출 현황 분석

<표 2> 강동구의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공공도서관 부문 문화 및 관광 부문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2015년도 2,883,355 100.00% 5,636,589 100.00% 436,155,972 100.00%

2016년도 2,959,337 102.64% 6,341,239 112.50% 482,477,658 110.62%

2017년도 5,327,010 184.75% 9,040,889 160.40% 518,216,041 118.81%

2018년도 4,596,119 159.40% 9,684,832 171.82% 593,509,397 136.08%

2019년도 5,409,969 187.63% 9,996,060 177.34% 736,269,061 168.81%

*강동구의 경우 2015년 이전 공공도서관 부문 투입 예산이 미미해 비교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약. 

[그림 2] 최근 5년간의 강동구 공공도서관의 세출예산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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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동구와 관악구 도서관 운영 실태 비교에 대한 비교 분석

○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공통

○ 두 지자체 모두 대규모 공공도서관 시설을 거점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 설정

   단 관악구의 경우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발굴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

   강동구의 경우 이 같은 운영 프로그램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미진

자치구 명  강동구 관악구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공급자 위주 공급자·소비자 

쌍방 소통 중점

주민 커뮤니티 정착화 단계 활성화 단계

구 분 총 계
(도서관 수) 구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특수도서관

(스마트도서관 포함)

강동구 28 5 22 1

관악구 43 5 33 5

○ 강동구의 경우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거쳐 불필요하거나 활성화 비

율이 낮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정비 필요

○ 강동구는 또한 주민과의 쌍방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전문 여론기관 등을 통한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필요

○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발굴 

○ 지속적인 작은 도서관 신설과 함께 주민 만족도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 발굴

○ 특히 주민 커뮤니티(동아리 등)에 대한 소규모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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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 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본 연구는 문화예술

이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러한 문화예술을 잘 

향유하는 그룹과 그렇지 아니한 그룹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찾아가는 문화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러한 문화격차 해소를 전담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정립을 위해서 조속한 문화재단 설립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본 연구의 발견사항과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문화예술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지표인 삶의 질

(Quality of Life)의 향상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문화관람 정도에 따라 성장기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문화예술의 향유 정도가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되는 개별 문화시설의 소재지로만 본다면, 강동구의 경우, 

특정 문화시설(예. 구립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지리적 안배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점은 문화시설 운영 측면

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아트센터 등의 운영자는 운용예산·작업인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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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예. 기업, 관공서, 민간 비영리조직 등)은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별 문화시설의 존재 의의는 지역사회와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2-1. 2항과 관련 건립예정인 ‘강동문화재단(가칭)’산하에 ‘강동아트센터’를 설치함으

로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현재 강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강동아트센터’의 경우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구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며 공공성과 대중성을 확대하는 

운영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기존의 고퀄리티 문화 공연 위주 과감한 탈피 필요

▲ 주민 친화도가 높은 대중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유치 필요

  ▲ ‘강동아트센터’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필요.

  

3. 최근에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한 도서대출 및 지식의 전파에 머물지 않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 신생기업, 문맹자, 영·유아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

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타 선진사례를 충분히 검토·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의 보고(寶庫)이며, 그 활용 여하에 따라서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시설의 기능을 지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을 연결시켜주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현장의 

지식은 외부 각계 전문가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글을 가르쳐주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이 모색되어

야 한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를 거쳐 

불필요하거나 활성화 비율이 낮은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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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 마련 등 주민친화적 문화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 

  ▲ 강동구의 경우 향후 도심간 문화 격차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찾아가는 문화 

정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도심간 거주주민의 연령대 및 경제적 수준 등이 대비될 가능성이 큰 데 

따른 도심별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또한 각 도심별 주민들의 주요 문화생활 활동 시간대가 상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한 차별화된 문화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문화정책 서비스가 요구된다.

  ▲ 암사도서관 ‘찾아가는 북(book) 수레’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암사도서관의 경우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및 도서관 아웃리치의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book      
수레’를 운영하고 있다.
북수레 서비스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 올해로 3년째 운영중이다.
이 문화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이 골자이다.
상인들의 바쁜 일상 속 짧은 쉬는 시간에 ‘ 독서’가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시장상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장단점에 대한 탐구를 통해 시장상인 
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언뜻 매칭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문화와 전통시장의 고리를 대표적     
문화상품 중 하나인 책을 통해 보편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대시행을 검토해볼만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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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정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더욱 섬세한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상업적인 사이트와 비교하였을 때 손색없도록, 이용자 유입을 위한 편의성

을 증진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강동구 자체적으로는 문화광장의 조성을 통하여 세대간·계층간·주체간 문화교류를 

확대,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광장의 조성과 활성화는 비단 강동구의 문화발전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국내외 문화교류의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공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다양한 중소규모 (250㎡ ∼ 1,000㎡)의 문화광장 설립 

정책과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다양한 개별 문화시설을 총체적으로 통합·지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재단의 조속한 안정적 운영과 빠른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

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강동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문화예술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민간협력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시키며, 지역발전에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강동구 주도 각종 축제 구성 및 진행의 리빌딩(Rebuilding)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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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강동구 관내의 주요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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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내도서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강동구립
성내도서관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06-1(성내동 
385) 

설립: 강동구청
운영: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034.96 
㎥ 

□ 도서관 층별 소개 

층별 명칭 면적 좌석 수 용도
계 590.95㎥ 218석

지하1
층 집현전 88.48㎥ 70 석 영화상영, 어린이 문화강좌, 도서관행사, 

전시회개최, 주민커뮤니티 공간

1층
유아자료실 11.63㎥ 10석 영·유아도서 열람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공간
어린이자료실 92.01㎥ 24석  초등학생 도서, 정기간행물, 참고도서열람

2층
종합자료실 187.89㎥  34석 중학생이상 청소년 및 일반용 도서 

정기간행물, 참고자료열람
디지털 

오아시스 132.44㎥  34석 중학생이상열람가능 인터넷 검색, DVD 
관람, 웹툰 및 향토 자료 열람

3층
꿈꾸는 방 25.93㎥ 16석 성인 커뮤니티 모임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수강
공감의 방 15.76㎥ 10석 성인 커뮤니티 모임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수강
4층 지혜의 방 36.81㎥ 20석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수강

□ 자료 유형별 현황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일반 아동 유아 계 일반 아동 계 DVD 계

38,081 30,111 7,984 76,176 42 8 50 2,722 2,722

□ 특 징

○ 강동구립 성내도서관은 4개 권역별 도서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된 첫번째 도서관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체험과 

정서 함양을 충족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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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공도서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02(천호동 360)
설립: 강동구청
운영: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32㎡

□ 도서관 층별 소개 

층별 명칭 면적 좌석 수
계 360석

지하1층
다목적홀 126.14 80석

문화교실 1 45.08 24석
보존서고 19.5 -

1층
유아자료실 25.38 15석

어린이자료실 108.07 40 석 
카페테리아 53.12 -

2층
종합자료실 321.74 62 석 
문화교실 2 32.2 19 석 
도서정리실 26.87 -

3층

디지털자료실 65 21 석
커뮤니티실 38 15 석

휴게실 24 14 석
일반열람실 128.33 70 석 

사무실 34.97 -

□ 자료 유형별 현황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일반 아동 유아 계 일반 아동 계 DVD CD 오디오북 계

51,296 37,452 11,435 100,183 39 40 79 2,836 297 472 3,605

□특 징

○ 4개의 구립도서관 건립사업 중, 두번째 개관한 해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천호공원 옆에 위치하여,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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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일도서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강동구립
강일도서관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9-14, 

4~5층(강일동)
설립: 강동구청
운영: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지상4층
지상5층

연면적 1,207㎡

□ 도서관 층별 소개 

층별 명칭 면적 좌석 수
계 강동구립강일도서관 1,207㎡ 234

4층
어린이자료실 186㎡ 30
유아자료실 38㎡ 20

디지털자료실 99㎡ 34
아름터 33㎡ 20

5층
종합자료실 217㎡ 34

일반열람실 158㎡ 96

□ 자료 유형별 현황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일반 아동 유아 계 일
반

아
동 계 DVD E-

learning
Book-
seminar 계

40,477 41,670  9,271 91,418 32 9 41 3,136 0 0 3,136

□ 특 징

○ 강일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다양한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관련 도서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에 역점

○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여, 지역 정보문화 커뮤니티의 구

심체 역할

○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추어 미래형도서관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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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사도서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강동구립
암사도서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0길 
42(암사동)

설립: 강동구청
운영: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759.05㎡

□ 도서관 층별 소개

층별 명칭 면적 좌석 수 용도
지하
층  해강홀  92.25㎡ 90석 영화상영, 어린이 문화강좌, 도서관행사, 

주민커뮤니티 공간, 전시회, 주민 대관 기능

1층
유아자료실 39㎡ 20석(좌

식)
영·유아도서 열람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간
어린이자료

실  103.05㎡  30석 초등학생 도서, 정기간행물,
참고도서열람

2층
종합자료실 204㎡ 41석

중학생이상 청소년 및
일반용 도서 정기간행물,

참고자료열람
자료정리실 44.8㎡ - 입수, 기증, 보존도서 정리 등

- 직원 사무공간

3층

디지털자료
실  71.24㎡ 30석 인터넷 검색, DVD관람, 원문자료검색,

노트북 사용가능(인터넷 지원)다국어자료
실  37.84㎡ 12석

커뮤니티실 11.16㎡ 10석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휴게실 9㎡ 12석 독서토론회, 독서클럽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람방 38.38㎡ 18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새롬방  32.2㎡ 20석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공간, 대관기능

4층
일반열람실 173.01㎡  108석  미래를 준비를 준비하는 열린 학습실

사무실 40.37㎡ - 암사도서관 사무실

P 해담뜰 - 해를 담는 뜰, 이용자를 위한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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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형별 현황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일반 아동 유아 다국어 계 일반 아동 계 DVD 오디오

북 계
40,68

5
26,91

1 13,122 8,301 89,019 28 8  36 1,892 179 2,071

□ 특 징

○ 창의적인 교육·문화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독서캠페인을 통해 강동구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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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호도서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31마길 1 2층
설립: 강동구청
운영: 강동구도시
     관리공단

지상2층
연면적 997.98㎡

□ 도서관 층별 소개

층별 명 칭 설 명 면적 좌석 수
계 강동구립천호도서

관 - 997.98㎡ 138석

2층

A(Adult)존 성인을 위한 일반도서 구비 152㎡  26석
B(Baby)존 유아를 위한 그림책 등을 구비 53㎡  15석
C(Child)존 어린이를 위한 도서 구비 245㎡ 36석D(Dad&Mom)존 부모를 위한 육아도서 구비

E(E-book)존 CD없이 듣는 영어책, 태블릿 구비 5㎡ 4석
키움방 품앗이로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실 45㎡ 16석
배움방 부모와 아이를 위한 문화교실 29㎡ 16석

이야기방 육아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실 10㎡ 12석
북카페 편안한 분위기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40㎡ 13석
사무실 - 25㎡ -

P 바라봄정원 놀이와 휴식이 있는 공간 997.98㎡ -
□ 자료 유형별 현황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A존 B존 C존 D존 E존 계 일반 어린

이 계 오디오
북 계

12,80
1 5,377 15,94

7 3,210 458 37,79
3 16 7 23  472  472

□ 주제별 구역 설명

- A(Adult)존 : 모든 주제의 일반도서, 참고도서 비치 (신문, 학회지 및 학위논문은 없음)

- B(Baby)존 :유아를 위한 그림책 등을 비치

- C(Child)존 : 어린이를 위한 도서자료 비치

- D(Dad&Mom)존 : 부모를 위한 육아관련 도서자료 비치

- E(E-book)존 : 오디오 북 및 QR코드를 활용한 컨텐츠, CD없이 듣는 영어책, 태블릿 비치

□ 특 징

○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 공공도서관의 역할뿐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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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일어린이도서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천일어린이도서

관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2길 
60(천호동)

설립: 강동구청
운영: 열린사회 강동송파시
민회

면적 
301.79㎡

□ 보유장서

9,965권

□ 문화활동 현황

문화프로그램 동아리 다양한 독서문화활동
Ÿ 창의력미술
Ÿ 드로잉미술
Ÿ 엄마표몸놀이교실
Ÿ 영어스토리텔링
Ÿ 전래놀이
Ÿ 엄마바느질
Ÿ 그림책과 아트
Ÿ 오카리나
Ÿ 세계문화탐방
Ÿ 웃는책극장
Ÿ 상자텃밭 가꾸기
Ÿ 영어그림책읽기

Ÿ 엄마책모임
Ÿ 아씨방 일곱동무(바느질)
Ÿ 소리나무(오카리나) 
Ÿ 동화읽는어른
Ÿ 어린이책시민연대
Ÿ 북소리
Ÿ 할머니동아리
Ÿ 초등독서동아리

Ÿ 월요일 4시 이야기동동
Ÿ 수요일 4시 책읽어주는 엄마
Ÿ 금요일 5시 사서선생님이 책읽어

주기
Ÿ 토요일 2시 책읽어주는 언니 등

□특 징

○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7) 강동아트센터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주요시설
강동아트센

터
0527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70(상일동)

설립&운영 : 
강동구청

지 하 1 층 ∼
지상2층

공연장(850석,250
석), 갤러리, 
스튜디오 등18,065㎡

□ 운영목표 및 방향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
공

Ÿ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 기획
Ÿ 공연 및 대관공연 적정기조 유지

창작예술거점 공간 Ÿ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활성화
Ÿ 공연 및 전시 콘텐츠 개발 지원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공
Ÿ 커뮤니티 아트 강화
Ÿ 관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Ÿ 지역예술 육성 및 문화창작 기여

사회공헌사업 강화 Ÿ 문화 나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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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동문화원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주요시설

강 동 문 화
원

서울시 강동구 상암
로 168 강동구민회
관 2층
 강동문화원 사무국

설립: 강동구민회
관
운영: 강동문화원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대강당
문화관람실
강의실
다누리 미술관
소회의실
다목적실
문화체육실

대지 4,312m², 
연면적 5,404m²

□ 시설개요

* 주요기능

Ÿ 각종 문화·예술 공연

Ÿ 조각·미술·사진 등 각종 전시회 개최

Ÿ 강연회, 토론회, 교육 등 실시

Ÿ 문화·예술·교양강좌실시

* 강좌안내

Ÿ 강동문화대학

Ÿ 라인댄스

Ÿ 어르신문화프로그램

□ 사업내용

①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②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③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외 교류

④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⑤ 정보화 육성에 필요한 사회 교육 문화활동

⑥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⑦ 지역 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⑧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⑨ 지역 장학 사업

⑩ 기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 특 징

○ 1999년도 설립된 이후, 전통 고유문화를 개발, 보급, 보존하고 인문학 강좌, 종합문예 

계간지 등을 통해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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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암사동유적박물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주요시설

서울 
암 사 동 
유적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5 
(암사동)

운영:서울 암사동  
     유적

총면적 102,001
㎡ ( 지 정 구 역 
78,793㎡, 선사
체험마을 23,208
㎡)

관리사무실 1동
유적전시관 2동
선사체험교실 1동
복원움집 17기
매표소 1동
숙직실 1동 등

□ 전시시설

서울 암사동 유적 선사체험마을

Ÿ 주차장
Ÿ 카페테리아
Ÿ 정문
Ÿ 매표소
Ÿ 선사시대 움집
Ÿ 제1전시관
Ÿ 제2전시관
Ÿ 관리실
Ÿ 체험마을
Ÿ 체험교실

Ÿ 주 시간의 길
Ÿ 신석기시대 움집마을
Ÿ 기억의 물길 : 어로체험장
Ÿ 수렵체험장
Ÿ 발굴체험장
Ÿ 선사체험교실
Ÿ 원형공연장

□ 교육 행사

Ÿ 선사체험교육

Ÿ 세계유산교육

Ÿ 문화유산해설

Ÿ 선사문화축제

Ÿ 국제학술회의

□특 징

○ 우리나라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서울 암사동 유적

○ 한강유역 최대의 집단 취락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곳

○ 40기 이상의 집자리터가 발견되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어로와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 삶의 흔적을 발굴·재현한 곳

○ 발굴조사,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암사동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밝히고, 선사시대 환경 복원을 

위한 유적 정비를 진행

○ 유적 주변에 암사역사문화공원, 암사 초록길 등을 조성하여 신석기 문화와 주변 생태환경과의 조

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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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설립 및 운영주체 규모 주요시설

시립
강동

청소년
수련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설립: 한국청소년연맹
운영: 시립강동청소년수
련관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옥상

해솔관(체육관/강당)
한별(밴드실)
온새미로(헬스장)
라온(댄스연습실)
올리사랑(예절실)
청소년전용공간‘와글와
글’
식당
풀실(집단상담실)
가온누리(소극장)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활동

교육문화 프로그램
건강&헬스
주말프로그램
방학특강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참여·인권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창의인성활동
유스데이
지역인계활동
상담활동
특화활동

□ 특 징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경험이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터전

○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상

담복지센터를 운영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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