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토론회>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

� � � 이번 정책토론회는 고갈 위기에 직면한 문예진흥기금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맞물려 17개 시·도별로 시행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운영재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 � � 문화예술지원기관 관계자 및 현장예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 ｏ� 일시 :� 2015.� 7.� 31(금)�� 15:30~18:00
� � � ｏ� 장소 :� 광주문화재단 다목적실(4층)
� � � ｏ� 토론회 내용
시 간
15:30-15:35

내

용

비 고

•� 사회 :� 정혜영(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장)
•인사말(광주문화재단 서영진 대표이사)
•� 진행 :� 김지원(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15:35-16:30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예술지원 재정 안정화 방안”
� �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 제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 � -� 이현우(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6:30-16:40

휴 식

16:40-17:10

� � -� 김석범(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장)
� � -� 이방수(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장)
� � -� 박강배(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17:10-18:00

•� 종합토론

� � � ｏ� 주최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 � � ｏ� 주관 :� 광주문화재단
� � � ｏ� 문의 :� 문화예술지원팀(062-670-7441)� �� 정책연구팀(062-670-7431)
� � � ｏ� 권역별 토론회
� � � � � -� 서울·경기 :� 2015.� 7.� 23(목)�� 15:00� �� 대학로 연습실 다목적실
� � � � � -� 영남권 :� 2015.� 8.� 6(목)�� 15:00� ��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
� � � � � -� 중부권 :� 2015.� 8.� 12(수)�� 15:00� ��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
� � � �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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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Ⅰ.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소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소개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개요
시‧도 문화재단

‣

대표자 회의는?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정책
협의기구입니다.�
2012년 10월 26일 부산에서의 발족식 및 1차 문화정책
세미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

2015년 현재까지 경북�� 울산�� 전북�� 세종시를 제외한 13
개 광역시‧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시‧도문화재
단 대표자회의>는 해당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 � ※�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운영의 목적은?

‣

13개 시‧도문화재단은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문화발전의
핵심이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급함에 대해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

방향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공동 협약 사항 ������������ 체결)
1.� 호혜와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2.�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책 제언을 한다.
3.� 국가의 문화예산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문화재단 조직운영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향후 계획은?

‣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공동 정책연구사업 등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정책 및 행정체계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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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연혁
2012.8.22
(부산)

2012.10.26
(부산)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협의체 결성 합의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가 모여 차기 정부 정책 제안�� 지역문화진흥법 입법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보다 지속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협의체 결성 추진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결성 �� 1차 대표자 회의 진행
� 향후 활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협약 체결

‣ 한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선언문
"지역문화발전이 문화복지국가의 핵심이다"� 발표
� 지역문화발전의 필요성과 과제 역설�� 협의체 구성 합의

‣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 문화발전의 핵심이다"� 개최

� 김동호 단국대 석좌교수의 기조 발제�� 19인의 발제/토론자와 100여명의 문화재단
관계자가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한 제안들을 총망라

2012.11월
~계속
2013.1.18
(서울)

‣ 매월 1회 실무위원회 개최�� 정책소위원회 운영
� 매월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통 현안사항 논의

‣ 2차 대표자 회의 개최

� � 1기 간사기관 선정(부산문화재단)�� 2013년 운영계획�� 새 정부 문화정책 제안 및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지침 제정 관련 대응 등 협의

‣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 방안"� 개최

� 재원의 감소�� 위탁사업의 증가 등 시도문화재단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법/제도 개선��
기금 운영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 채택
� � 세미나 결과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국회�� 문화부에 전달

2013.1.30
(국회 방문)

2013.4월
~계속
2013.5.30
~6.1
(제주)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 전달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유승희)� 면담 및 새누리당 간사의원�� 위원장
사무실 방문 자료 전달

‣ 정책소위원회 운영

정책소위원회(서울(간사기관)�� 경기�� 대구�� 광주�� 충북)� 구성(2013�4�23� 1차 회의
개최)하여 정책제안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 진행 및 정책워크숍 기획 담당

‣ 시‧도 문화재단 1차 정책워크숍 개최

박근혜 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연계한 시‧도 문화재단들과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역할 설정 및 정책제안을 위한 심도 있는 합동 연구 시행

‣ 제3차 대표자 회의 개최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관점 전환과 국비매칭 사업의 문제인식 촉구��
<지역문화진흥법(안)�� 개선안 마련제시�� 국비 매칭사업으로 확대되는 문화예술분야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고용 안정성과 질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의
공동노력 촉구�� 실질적인 교류활성화를 위한 2014년 공동 사업예산 편성 추진 사항 논의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의견서 채택

정책워크숍 결과 종합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의견 채택�� 도종환 의원실 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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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8� ‣ 문화융성 정책세미나 개최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융성-문화융성 지역순회 토론회 종합 세미나 개최
~� 10.9
(경기)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초청)� �

‣ 문화기부 활성화 업무체결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초청)

‣ 제4차 대표자 회의 개최

2기 간사기관 선출 및 공동사업계획 협의

2014.2.4.
(부산)

2014.3.18
~3.19
(광주)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 개최

지역문화진흥법안 관련 쟁점�� 시행령 제안사항 관련��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 향후 발전방향 등 상향식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제5차 대표자 회의

기초문화재단과의 통합 협의체 구성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논의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 지역 문화역량 강화의 계기로서의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과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법 시대의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위기 등에 대한 토론

2014.4.23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지역협력형사업의 광특회계 이관�� 보조사업 인건비 통합관리 방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등에 대한 정책제언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광역특별회계 편성 재고 및 예산규모 확대��
지역문화·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 정립��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화진흥 정책예산의 포괄적 보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2014.6.14
(대전)

‣ 임시 대표자 회의

대표자회의의 미등기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통합협의체 구성 추진 및
광역-지역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연대 관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행사 개최

민선6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당면과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문화진흥의 구조��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 자율성 확대 방안�� 지역문화재단의 인력현황과 문화전문성
제고 방안 등

2014.11.27
~28
(제주)

‣ 제6차 대표자 회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법인화 추진 및 2015년 공동사업 논의�� 2015년 의장기관 선출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초안)�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2015.2.6
(대전)

2015.4.24
(인천)

‣ 임시 대표자 회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2015년 의장기관 선출

‣ 임시 대표자 회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사업 계획 논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개선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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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제자료]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예술지원 재정 안정화 방안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 이현우(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자료�� 1

� “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예술지원 재정 안정화 방안”�

� �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 문화예술 법․제도 변화가 야기한 예술지원의 상황
2010년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 제정된 법률은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화�� 내실화�� 다
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작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2014.�.�1.� 제정)�� <지역문화
진흥법>(2014.� 7.29.� 제정)��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11.29)은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리�� 지역문화의 분권과 자율��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예술 운동그룹들과 지역의 문
화예술 단체들이 오래 동안 요구했던 법률안으로 지역문화 환경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정부 이후 지역분권 정책의 후속 조치로 문화예술 관련 산하기
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들이 지속적으로 설립되면서
지역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문화예술 정책의 분권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했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문화예술 정책의 몇 가지 쟁점들이 갈등양상으로 표
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의 고갈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지원 체계와 재정구조의 현실화이다.� 주지하듯이 197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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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특히 순수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로서 오래 동안 기능해왔다.� 동법 제4장 16조 <문화예술진흥기금>1)은 문화예술지원의 재
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 오랜 역할을 해왔지만�� 2004년에 영화관람료에 포함되
었던 문예진흥기금 모집이 폐지되면서 문예진흥기금은 해마다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의하여 문화예술기금의 조성2)이 현재도 가능하지만�� 강제적
기금조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문예진흥기금이 향후 1-2년 안에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지원의 안정적
인 재원 조성이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지원하는 “지역문
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 올해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
해서 지원되었지만�� 2016년부터는 기금의 고갈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이하 지특회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의 문화재단이 대부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체계의 문제점
첫째��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화예술 정책의 환경 변화로 인해 야기된 지원 방향과
재원조성을 둘러싸고 관련 법▪제도 사이의 양립에 따른 문제를 충분하게 예상하여 대비하
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고유 업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
조 목적(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
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제2조
문화예술의 정의(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들을 지

1)�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
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개정
2011.�.2�.>�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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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예술지원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의
개별 장르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역분권 정책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중앙집권적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가 조금씩 지역 분권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2006년 문예진흥원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지원 정책에서 중시했던 것 중의 하
나가 예술지원 사업의 지역 이관이었다.� 특히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광역문화재단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중
앙 예술지원 기관과 지역문화예술 지원 기관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 � �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의 분권화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도래했다.3)�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적 격
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
다.4)� 특히 지역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은 지역문화재단의 확실한 설립 및 운영 근거법이 되었다.5)�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
법>에 의하여 사업을 계획6)하고 집행하는데�� 문제는 지역문화재단의 중앙 교부금의 중요한
영역인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교부를 받고�� 그 위원회의 근
거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
는 중앙 예술지원 기관의 근거법(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예산을 교부받는 광역 문화재단의
3)� 동법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
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5)�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
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
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
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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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지역문화진흥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문화예술진흥법�� 제 18조(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용도)� 6항에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이 명
시되어 있어 지원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는 현재의 상황에
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예진흥기금'의 고갈이 과연 정당한가이다�� 2004년에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폐지로
인해 기금의 고갈이 명백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 제4장에 명시되어 있고,� 진흥법의 조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
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충
되지 않았고,� 기금의 대체 재원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문화
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고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의 핵심적
인 예술지원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대체 재원 마련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알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원 중에서 기금운영은 중요한 재원의 한 축
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회계 구조에서 기금
운영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총 6개에 달한다�� � �

[표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구조
구분

명칭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일반회계

1,391,389

1,433,450

1,472,805

1,734,596

지역발전특별회계

602,876

650,430

666,938

725,9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99,048

136,261

181,078

94,130

문화예술진흥기금

135,456

122,336

186,764

164,700

영화진흥기금

111,638

108,876

102,528

88,790

지역신문발전기금

11,158

11,370

10,831

10,115

언론진흥기금

24,027

23,932

22,875

23,681

관광진흥기금

609,378

691,651

855,553

907,944

국민체육진흥기금

734,403

926,518

923,030

1,24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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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기금은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영화관람료에서 3%를 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역
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고
지원금,� 민간기부금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지만,� 이 기금 역시 고갈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밖에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도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 분야의 육성을 위한 기금 설립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규모나 목적에 있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금임에도 불
구하고 기금 고갈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은 기금 운영에 대한 의존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침에 기인 한 바
도 있지만,� 다른 기금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문화예
술진흥기금의 고갈에 대한 방치는 아마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태생적 갈등과 위원회 위
상과 역할에 대한 정책의 동요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 �

셋째,� 지역문화재단의 취약한 재정구조와 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의 동요를 거론할 수 있다.�
현재 지역문화재단은 광역재단이 13개 기초 문화재단은 30여 개에 이르고 있다.� 2015년
도 13개 전국시도의 문화관련 예산은 32,500억원(전년도 26,978억원 대비 20%� 증액)으
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약 3.3%를 차지(전년도 2.9%� 대비 0.4%�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에서 광역 문화재단 주요 업무영역인 문화예술과 문화정책 관련 예산은 8,997억원(전년도
7,673억원)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약 0.9%를 차지(전년도 0.8%� 대비 0.1%� 증가)하
고 있다.� 광역 문화재단(의존수입)은 지자체의 문화관련 예산 중 약 7.9%(전년도 8.4%),�
문화예술 및 정책 관련 예산 중 28.6%(전년도 29.7%)� 집행하였다.� 광역 문화재단이 자
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부문까지 고려하면 이는 각각� 9.4%(전년도 10.5%)와 33.9%(전년
도 36.9%)로 증가했다.� �

13개 광역 시도문화재단의 2015년 예산 총액은 3,069.2억원(전년 총 2,829억원 대비 약
240억원 증액)으로 기관 당 평균 236.1억원(전년 218억원 대비 약 18억 증액)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중 자체 충당 비율은 평균은 16%� 수준 (전년도 19.6%� 대비 3.6%� 하락)
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화재단의 재원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출연(15.4%)� 또는 위
탁(32.7%)되거나,� 국비지원금(3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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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13개 광역 문화재단 유형별 재정 현황(%)

[그림 2�� 13개 광역 문화재단 2015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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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3개 광역 문화재단 연도별 예산 변화 추이(억 원)

지역 문화재단의 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교부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재원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운영하여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주지하듯이 <지역문화진
흥법�� 제21조7)에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
어 있지만,�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 문화재단은 많지 않고,� 기
초 문화재단의 경우는 더 희박하다.� 현재 13개 광역 시도 문화재단의 총 적립 기본재산은
4,552.2억원(전년도 4,479.5억 원),� 기관 당 평균은 350.2억원(전년도 345억원)로 추산
되고 있다.� 이 중 기부금 등 자체 노력으로 충당한 기본재산은 564.1억원(전년도 536.5억
원)으로서 전체 기본재산의 약 12.4%(전년도 12.0%)로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간 기본재산 운영에 따른 이자 수익은 총 112.1억원(전년도 127.7억원)�
수준으로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8)�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 문화재단의
예산 중에서 지자체 출연금과 지자체 위탁사업비,� 국고의 총 비율은 84%로서 재단 자체
기금과 재원을 통한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고 지원의 비율도 35.9%로 지역 분권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국고 지원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7)�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
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8)� 세 번째 원인에 대한 원고는 2015년 6월에 작성한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 재단 현황자료(종합)을 참고하였
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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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양립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모호한 위치�� 문화예
술진흥기금 고갈의 방치�� 지역문화재단 재정의 취약함�� 이 세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
히면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야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가
중되고 있는 것이다��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특회계'� 이전에 대한 문제점
���

어쨌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기획재
정부는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예산을 '지특회계'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
부의 이러한 계획을 반대하려면 문화예술계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14년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특회계 이전에 따른 문제들을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에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광특 회계 이전에 따른 지자체 문화재단 의견9)
의견

지방자치단체

지역재단

찬성

2개

1개

반대

11개

10개

중립

2개

0

계

15개

11개

▪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함
찬성사유

▪ 지특회계 전환에 따른 지방 매칭비율이 줄어들어야 함

▪ 사업의 관리 주체가 문화예술위원회보다는 중앙정부 인 것이 더 효율적임

▪ 지특회계 이전 시 순수예술지원 약화

▪ 예술지원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어려움
▪ 지자체 광특 다른 회계에 순위 밀려남

반대사유

▪ 자치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 우려

▪ 임의적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치중

▪ 구체적인 운영지침의 일관성이 없어 사업 부실화 우려

▪ 지자체 편성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원 편성이 늦어질 수 있고 지방매칭도 우려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의 광특회계 이관 관련 검토의견>�2014�� 4�15)�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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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특회계'
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고 있는 재단의 경우에도 지역 재단의 사업 매칭 예산
의 부담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지특회계'로의 이
전 자체를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특회계'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나 지
역 문화재단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첫째�� 문화예술지원의 고유 목적성의 상실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사용되었던
본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순수예술"� 분야의 지원의 약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근거하여 지원되었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의 장르
예술가들과 단체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정기공모사업과 지역 예술단체들의 지역 문화기반시
설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집중했다�� 만일 지특회계로 이전되었을 때�� 이러한 순수예술에 국
한하여 지원하는 고유 목적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지점이다�� �

둘째�� 순수 문화예술 지원의 지속성에 관한 것이다�� 순수 문화예술 지원은 사실상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에서 광역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중심이 된다�� 지역
문화재단들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원 방향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
했듯이 주로 지역문화의 격차해소��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에 집중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의 기초 지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을 위한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로 사실상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재부에서 '지특회
계'로 이 사업 예산을 이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에 순수예술 지원사업에 국
한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지특회계'의 특성상 그 규정이 온전히 순수예
술 지원사업으로 사용되기가 쉽지 않다�� 말하자면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지특회
계'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순
수예술 분야를 지원해야 하는 문화예술진흥의 기본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회
계가 어떻게 순수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온전하게 구현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 문화예술지원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재부에서 조건부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순수 문화
예술지원 사업이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문화예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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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이 본래의 순수예술 지원에 투여되지 않고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전혀 엉뚱한 사업
으로 변질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특회계'로의 전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기 어
려울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지특회계'가� 사심 없이��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없
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순수문화예술 지원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다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의 지속성�� 안전성��
투명성이 모두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직된 예산집행 지침이 지
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관된 사업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실한 지원 근거와 조건 하에서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 경우 물론 재정 전달체계의 간소화��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적
재원 활용의 긍정적인 점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순수 문화예
술 지원의 법적 목표와 근거가 흔들릴 여지가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원칙 하에서의 관리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별로 예산지원의 지
침이 늦어지고 사업공고가 늦어지게 될 경우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
으며�� 늦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 매칭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특
회계'로의 전환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의 의무화를 완화시킬 소지가 있어�� 전체적으
로 예산 규모가 축소될 우려를 낳을 수 있다�� �

��� 대안은 없는가��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특회계'로의 이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한가�� 무엇보다도 가능하다면 현행 문화
예술진흥기금의 유지가 우선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유지를 위해 문화
체육관광부는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기금 예산을 다른 루트를 통해 마련할 방안들을 강
구해야 한다�� 가령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유지를 위해 기업의 기부출연금을 확대하는 캠페인
을 벌인다거나�� 불법에 의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국가 환수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한
다거나��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비용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을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고 예산의 기금 적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진흥기금을 확
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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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일반
회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안정성�� 지속성�� 목적성의 원
리에 있어 국가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있어 1순위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특회계'
로의 이전은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국가 문화
정책의 지원 사업을 후순위로 밀어내는 결정에 가깝다.�

사실 문화예술지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서는 이 두 가지 대안 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받던��
지특회계로 받던 받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앙의 문
화예술지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판
단은 단지 쉽게 내릴 수만은 없다.� 만일 지역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
터 합리적이지 못한 통제를 받았다면�� 그것은 다른 정책 토론과 소통을 통해 해결할 문제
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 독자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사태로 야기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과 집행 체계의 변화 국면은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
사점을 던져준다.� 지역 문화재단��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의 심도 깊은 고민과 문
화해결을 위한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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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료�� 2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 � � 이현우(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문제제기

○� 2014년 초 기획재정부 발표(문예기금사업의 광역발전특별회계 이관)
� � ��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개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추어 지원
� �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14년 248.2억원)’은 국정과제로서 향후 점증적 증액이 필요한
� � � � 사업이고�� 이에 따른 문예기금 고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 �� 2015년 문체부 광특예산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280억원 증액 예정 (’14년 대비
� � � � 31.8억원 증)�
� � ��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을 광특회계로 이관하더라도 편성지침 등을 통해 지역 민간예술
� � � �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은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방침

○� 2014.4.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검토의견
� � ��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불가
� � ��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 가중
� � ��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체계 혼란 초래
� � ��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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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역재단 입장
� � �� 이관 찬성 �� 2� 광역단체�� �� 지역재단
� � � �� 지자체 자율적 예산편성�� 지방비부담 감소�� 사업관리주체 변화
� � �� 이관 반대 �� ��� 광역단체�� ��� 지역재단
� � � �� 이관시 창작예술지원 악화�� 예술지원 불안정성��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업변질
� � � � � 우려�� 일관성 및 구체성이 결여된 예술사업 등
� � �� 이관 중립 �� 2� 광역단체
� � � �� 기존사업 유지로 변화 없음�� 재원 계정의 변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
� � � 회계)� 이관에 따른 현재 상황 인식
� � �� 이관 배경은 무엇인가?�
� � �� 문화예술 분야 재정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 � �� 이관에 대한 대응?�

���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특회계 이관배경

○� 정부의 재정 정책방향
� � �� 4대 국정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화 추진
� � � �� 4대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 모든 분야에 대한 전면적 세출구조조정 추진
� � � �� 기존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신규사업 원칙적 금지�� 안정적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제
� � � � 도개선�� 민간 및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한 세출구조조정
�
○� 문화재정을 정부재정의 2%로 확대하고�� 비효율적인 문화예술분야 재정 지출관행 개선
� � �� 중복지원�� 비효율적 지원�� 관행적 지원�� 사업목적 평가미비 등

○� 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재정구조개혁 방향
� � � (2������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구조개혁 제2차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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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①� 지자체·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 운영 내실화
� � � � (사업폐지 및 통합�� 일몰제�� 예산감축�� 지원원칙 재설계 등)
� � ②� 일반회계·기금 간 사업(지원항목)� 조정
� � ③� 문화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재설계
� � ④� 업무이관�� 직제개편 등에 따른 지출구조 재설계
� � ⑤� 기금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 ⇒� 재정구조개혁을 통한 지출효율화
�
○� 문체부 재정구조 개혁 검토
� � ①� 예술국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 문예기금 사업으로 이관�� 통합운영
� � ②� 문체부 보조사업의 효율화 및 추진체계 개선
� � � � �� 집행률 저조·지원기준 불명확 사업에 대한 규모조정
� � �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 � � �� 지자체 고유 사업의 단계적 이양 및 지자체 매칭비율 상향 추진
� � ③� 문화체육 시설건립 지원의 투자 효율화 강구
� � ④� 기금별 자체 세입재원 확충방안 마련
�
� � �� 소액 다건식 창작 지원을 대폭 조정하고�� 중앙정부 직접지원을 예술위원회로 이관하여 지원
� � �� 시설건립보다는 운영체계 강화��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키는 사업 강화
� � �� 민간단체 직접 지원보다 간접 지원 및 인프라 지원
� � �� 재정구조 조정
� � � � �� 일반회계→문예기금(41개 사업 이관 약 213억 )
� � � � � � �� 공연예술활성화�� 전통예술 유산의 창조적 계승�� 기초예술 역량강화 등
� � � � �� 문예기금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약 1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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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폐지 �� 공연예술 창작 발표공간,� 공연예술 행사지원,� 융복합형 예술창작지원,� 문화나눔 등
� � � � � 통합 ��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과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분야 재정구조

<그림 1�� 문화 분야 예산 구조

���� 문화예술 분야 재정의 특징 및 문제점

○� 첫째,� 문화예산의 재정구조는 복잡다양하고,� 예산규모는 2013년 정부지출342조원 대비
� � � 약 1.5%(통일외교1.2%,� 보건복지노동28.5%)로 매우 적음
� � � � �� 문체부 총재정 4조 1,722억원(2013년 예산)�
� � � � � � 일반회계
� � � � � � 2개 특별회계
� � � � � � 6개 기금

1조 5,009억원(36.0%),�
7,866억원(18.9%),�
1조 8,846억원(45.2%)

� � � 총재정 규모 3조 7,209억원

- 18 - 28 -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 2��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구조

��

� � �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표 1��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6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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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운용을 보면,� 직접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은 예산 중심,� 지자
� � � 체보조사업은 기금 중심으로 운영
�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총 재정 4조 1,746억원
� �� 직접사업비 33�4�,� 지자체보조금 34�3�,� 민간 보조금 32�2��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 �� 16개 시도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전북(민간보조중심)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보조 중심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의 세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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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보조금)� 지역별 현황

○� 셋째,�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의 사용내역을 보면,� 5개 부문에 대해 유사한 비율로 배분
� � � 되며 주로 공간조성 등 하드웨어적 사업중심이고,� 실제의 문화예술 아이템인 소프트웨
� � � 어 사업이 취약하다는 점과,� 사업의 유사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 세부사업은�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사업과 예술진흥 및 생활화
� � � � 산업화 사업이며,� 상대적으로 예술정책사업 비중이 높음
� � ��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2,509억원(일반회계 1,059억,� 광특회계
� � � � 1,450억)으로 광특회계 예산증가에 의해 최근 급증되었고,� 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 � � � 중심으로 사업예산 증가,�
� � �� 2013년 현재 문화정책 총 96개 세부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축소 등 사업
� � � � 조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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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술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3,453억원(일반회계 2,364억,� 문화
� � � � 예술진흥기금 1,089억)이며 일반회계예산 증가에 의해 확대되었고,� 주로 문화예술공간
� � � �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예산 증가,�
� � �� 2013년 현재 예술정책 총151개 세부사업에 대해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축소 등 사업
� � � � 조정 추진 계획
����
<표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분야 단위사업별 재정 추이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야 재정규모는 지자체 총재정의 약 6%정도를 차지하여 중앙
� � � 정부지출 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지출 내역을 보면 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육부문
� � � 이 중심
� � �� 지자체의 문화 분야 지출은 2011년 결산 규모 9조156억원에 대해 문화예술 29�2%,� �
� � � � 관광19��%,� 체육3�%,� 문화재11�9%,� 기타2�1%� 등으로 배분
� � ��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고,� 관광 및 문
� � � � 화재 분야는 시군구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예슐분야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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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방자치단체 문화 분야 재정 규모

○� 다섯째,� 지자체의 문화예술분야는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
� � � 지만 중앙과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의 통합적인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한 상황
� � �� 문화예술분야 사업별 비중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의 비중 �6.5%,� 시
� � � � 군구 지원 비중이 23.5%� 등으로 지자체 문화예술분야의 총 재정 2조 6,363억원에
� � � �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64.8%를 차지
� � ��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적 보존 정비
� � � � 사업 등으로 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5개 사업을 추진
� � � ①� 문화예술교육활성화(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회문화예술 교육 사업,� 광역 문화예술� �
� � � � � 교육 지원센터 사업,� 전통문화 예술자원의 보존 육성 등)
� � � ②�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문화바우처 사업 등)
� � � ③� 지역문화 활성화(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 지역문예활동� �
� � � � � � 지원,� 지역전통문화 대표브랜드 육성 등)
� � � ④� 문화기반시설 확충(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지방문화원 �
� � � � � � 시설비 지원 등)
� � � ⑤� 문화예술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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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11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지출 구조

○� 여섯째�� 자치단체별 총 재정에서 문화분야 재정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 �
� � � 10.�%�� 강원도 7.�%�� 경북 7.5%
� � �� 반면�� 총 재정에서 문화재정의 비중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2.�%�� 대구 �.0%�� �
� � � � 부산과 대전이 �.�%� 순임

<그림 ��� 지방자치단체별 문화부문 재정 비중(2011년)

○� 일곱째�� 광역자치단체별 문화분야 재정지출에 대해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체 문
� � � 화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 반면�� 도의 경우에는 자체 문화사업보다는 시군구 지원
� � �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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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화사업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반
� � � � 면,� 도의 경우는 문화사업이 시군단위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 ��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는 제주도 100%,� 대구 90.6%,� 광주 89.9%,� 서울
� � � � � 86.3%,� 부산 83.2%,� 대전 83.0%�
� � � �� 시군구지원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는 경북 86.5%,� 충남 80.9%,� 충북 76.1%,� 전북
� � � � � 75.1%,� 경남 73.6%�

<그림 4�� 광역자치단체별 문화분야 사업비 배분 비중(2011년)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분야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보면,� �
� � � 전체적으로 지방비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 �� 중앙정부의 경우,� 자체사업과 민간 및 지자체 보조금 비중 36.6� �� 63.4으로 문화체육
� � � � 관광부 예산의 63%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이전
� �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문화분야 예산 총 5조 350억원은 국비 1조 2,041억원(24.1%)� �
� � � � 와 자체사업비 3조 8,309억원(75.9%)로 구성되며,� 이 중 광역자치단체 자체사업비 3� �
� � � � 조 8,309억원을 자체사업 2조 2,306억원(44.2%),� 시군구 보조금 1조 6,003억원
� � � � (31.7%)으로 배분
� �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분야 예산은 총 6조 7,85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로 부터 지
� � � � 원받는 시도비 1조 6,003억원(23.6%)과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비 5조 1,847억원
� � � � (76.4%,� 시도부담금 825억원 전출포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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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 중앙과 지방간 문화재정 구조(2011년)

���� 시사점 �� 문화 및 예술 분야 재정의 발전방향

○� 첫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 -� 기존의 문화예술분야 사업은 문화예술 공간조성이라는 ‘내셔널미니멈’� 충족을 위해 상대
� � � � 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국민의 경제수준과 의식수준의 제고로 인해 문화예술공
� � � � 간 보다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분
� � � � 야의 ‘내셔널미니멈’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 � -� 다시 말해서 종래의 하드웨어적 발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다양한 문화예술 아이템
� � � � 의 추진이 필요

○� 둘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가칭)’� 수립이 필요하다.
� � -�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정방향을 명확히 하
� � � � 여 향후 대한민국 문화예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
� � -� 즉��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분석-미션-비전-전략-세부추진과제’� 등 중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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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 발전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 문제보완�� 개선이 필요
� �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 �
� � � � 의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 계획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
� � � � 이 있는 문화예술 정책 필요

○� 셋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기능 및 사무에 대한 재배
� � � 분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 �� 중앙정부는 국가단위 및 전국적인 범위를 담당하고�� 광역단체는 시도단위 및 시군 문화
� � � � 예술의 지원�� 기초단체는 읍면동단위의 주민밀착형 문화서비스 제공 등
� � �� 이를 통해 현행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신규사업 발
� � � � 굴 가능

○� 넷째�� 문화예술분야의 복잡한 재정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 � ��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금은 특별한 목
� � � � 적과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최소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의
� � � �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은 기금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많으
� � � � 며 아울러 다양한 기금을 통해 예산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 �� 또한 지출 용도가 불명확한 기금도 존재함.�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의 확대 또
� � � � 는 신규사업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폐지시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한편�� 문화예술분야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되는 규모도 상당
� � � � 히 크며 이러한 구조도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다섯째�� 문화융성시대라는 국정방향에 적합하게 사업의 통폐합 및 확대�� 신규사업 발굴
� � � 등의 시대적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 �� 문화예술사업 분야는 소액다건형 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
� � � � 이는 오히려 문화예술분야의 영세성과�� 주민밀접 등으로 인한 특성이라 볼 수 있음
� � �� 사업의 내용의 분석을 통해 유사 및 중복된 경우 통합 또는 폐지가 필요하고�� 주민참여
� � � � 가� 높은 사업의 확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신규사업발굴에 적극적
� � � � 인 노력 필요
� � �� 또한 주민의 참여 동기 유발이 가능한 신규사업 및 지역간 협력사업을 발굴 및 확대가 중요

○� 여섯째�� 문화예술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문화예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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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 � �� 문화예술의 공급자측면은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기초공연예술 역량강화�� 문
� � � � 화예술에 대한 교육 및 육성 활동지원��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
� � � � 주체에서 민간주체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전환 등
� � �� 수요자 측면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소양과 단계별 전문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 � � �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홍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 문화예술 공급주체에
� � � � 관계 없이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충족을 가능케 하는 문화예술사업 추진 필요
� � �� 문화예술 전문인과 일반 주민이 함께 참여 가능한 사업 발굴�� 수요자인 일반주민의 의
� � � � 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상시적 제도 도입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 � � � 협력바탕으로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시키도록 노력
����
○� 일곱째��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명한 관리 운영이
� � � 가능하도록 ‘문화예술사업평가’가� 필요하다.�
� � �� 보조금 사업의 유사 또는 중복지원이 없도록 보조사업의 선정 및 교부에 있어서공정성
� � � � 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의 집행 및 정산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 � � � 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표 ���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재정운용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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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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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제

○� 문예기금은 1972년 8월14일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부터 기금 모금 중단으로 기금고갈 위기
� � -� 현재 그동안 적립된 기금을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에 사용(연평균 344억원)하여 매년
� � � � 기금 감소
� � -� 문예기금 적립금 추이
� � � �� 2014년 1,547억,� 2015년 918억,� 2016년 512억,� 2017년 고갈(-15억)

○� 문예기금 현황
� � -� 기금 재원 총액(2014년)은 2조 5,398억원,� 창작지원 감소,� 향유지원 증가
� � -� 2013년 기금사업 지출(1,089억)
� � � � �� 창작분야 18.7%,� 향유 52.9%,� 지역문화예술진흥 18.9%,� 예술가치 9.5%

<표 9��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사업별 재정운용 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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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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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기금 고갈로 인한 문제점
� � ��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지속성 불투명
� � �� 문화예술지원이 수요자 향유 중심이므로 공급자인 창작자 지원 악화
� � �� 중장기적 사업 불가능하고�� 임시적 단기사업 중심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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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편성

�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 � �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 시․도가 지출한도 내 자율적 예산편성

�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 � � ��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
� � � � �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 � � ��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편성

�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 � � ��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 � � � � 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 � � ��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편성

�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세종․제주계정]�
� � � ��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 � � � � 높은 사업으로 ��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 � � � �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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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사업 지원대상
� � �� 3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 � ��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
� � � �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 � �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 �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7개세부사업�� �� 공립박물관건립�� 공공도서관건립�� 공립미술관
� � � � 건립�� 문예회관건립��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등
� � �� 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5개 세부사업�� ��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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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을 어떻게 인식하여 대응해야 하는가?

○�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 � � 수 있는가?
� � �� 2017년 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문예기금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특회계로 이관 운영
� � �� 그러나�� 지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이 중심이며 대상사업은 주로 인프라구축이지만�� 지역
� � � �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창작지원사업을 대상
� � �� 향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불투명
� � �� 따라서 현재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분야 세부사업명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명시
� � �� 다른 한편으로 문화예술 분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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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의 변화와 지역특별회계 전환편성 관련 자료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변화와 지역특별회계 전환편성 관련 자료”�
□� (문예위 발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 � � � ※�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회 자료��201��6�11�� 중 발췌
� � � ○�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기획재정부 15.5.27)

� � � � � � � ��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분야별(예술창작�� 예술산업�� 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 특화
� � � � � � � � ※� 문예위의 해외진출 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 � � � � � � � ※� 문예위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 지자체
� � � � � � � � ※� 예경센터의 문화예술 기획인력 양성 →� 문예위
� � � � � � � � ※� 문예교육진흥원 �� 예술교육․향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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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예진흥기금 연도별 사업비 추이


� � � ○�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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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 추이


� � � ○�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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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역별 예산현황(`10~15년)
ㅇ� 2010년
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레지던스
프로그램운영
(사업 제외)
100
50
100
100
100
(미시행)
100
100
100
32
150
50
100
150
100
1,33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공연장상주
지역문화예술
단체육성지원
기획지원
2,058 (자체사업 시행)
280
100
250
100
250
100
250
100
150
100
100
50
770
115
320
(미시행)
180
128
212
100
250
70
200
100
150
100
100
100
100
150
5,620
1,413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2,691
588
596
331
351
358
431
1,150
497
450
553
581
635
623
744
356
10,935

ㅇ� 2011년
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레지던스
프로그램운영
(사업 제외)
100
50
100
100
100
(미시행)
100
100
100
50
150
50
60
150
100
1,310

배분총액

비고

4,749
1,068
996
781
801
708
581
2,135
917
858
897
1,051
985
973
1,094
706
19,300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공연장상주
지역문화예술
단체육성지원
기획지원
550
(자체사업시행)
280
100
250
100
250
100
250
100
150
95
100
50
700
165
250
100
180
76.5
177
67
100
220
200
100
140
120
100
100
100
150
3,777
1,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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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2,039
556
544
304
379
353
433
1,014
442
443.5
550
547
566
558
677
355
9,760.5

배분총액
2,589
1,036
944
754
829
698
583
1,979
892
800
844
1,017
916
878
1,027
705
16,49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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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년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위 �� 백만원)

레지던스
공연장상주
프로그램운영 단체육성지원
(사업 제외)
1,362
100
424
100
476
50
351
100
387
80
359
30
264
100
808
100
495
35
389
50
427
150
482
120
464
100
454
100
456
69
412
1,284
8,010

세부사업명
지역문화예술 지 역 문 화 예 술 � 우리가락
기획지원
육성지원
우리마당
(자체사업시행)
1,566
(미시행)
100
276
100
100
345
50
50
292
80
100
278
(미시행)
80
214
50
(미시행)
280
20
200
842
(미시행)
100
354
(미시행)
22
339
70
100
252
80
70
286
70
120
300
(미시행)
110
222
100
40
444
(미시행)
135
270
(미시행)
1,327
6,560
620

배분총액

비고

2,928
1,000
1,071
823
865
783
594
1,950
1,049
855
909
1,058
1,004
986
1,040
886
17,801

��

��

ㅇ� 2013년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237
1,532
652
464
632
419
531
446
478
522
480
331
358
250
1,076
858
630
474
466
356
538
376
652
415
540
383
532
402
614
451
474
331
9,890
8,010

배분총액

비고

2,769
1,116
1,051
977
1,000
811
608
1,934
1,104
822
914
1,067
923
934
1,065
805
17,900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2012년까지 구분하여 지원한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시·도기획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
성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 이상 4개 사업을 2013년부터 1개의 포괄유형 사업으로 통합하고 �� 지자체의 환경
과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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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분총액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667
1,634
943
483
863
439
746
473
609
483
659
344
568
303
100
(배분 제외)
1,228
800
941
490
674
366
729
383
954
453
831
416
750
419
899
474
629
280
13,790
8,240

비고

3,301
1,426
1,302
1,219
1,092
1,003
871
100
2,028
1,431
1,040
1,112
1,407
1,247
1,169
1,373
909
22,030

���
ㅇ� 2015년
지역

(단위 �� 백만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

2015년
합계(A)

2014년
(B)

증감
(A-B)

서울

1,862�

1,483�

3,345�

3,301�

44�

부산

1,238�

520�

1,758�

1,426�

332�

대구

987�

441�

1,428�

1,302�

126�

인천

869�

476�

1,345�

1,219�

126�

광주

855�

437�

1,292�

1,092�

200�

대전

819�

383�

1,202�

1,003�

199�

울산

693�

332�

1,025�

871�

154�

경기

1,484�

832�

2,316�

2,228�

88�

강원

897�

471�

1,368�

1,431�

-63�

충북

828�

368�

1,196�

1,040�

156�

충남

867�

393�

1,260�

1,112�

148�

전북

1,099�

460�

1,559�

1,407�

152�

전남

1,006�

474�

1,480�

1,247�

233�

경북

909�

420�

1,329�

1,169�

160�

경남

993�

508�

1,501�

1,373�

128�

제주

684�

292�

976�

909�

67�

세종

100�

50�

150�

100�

50�

합계

16,190�

8,340�

24,530

22,2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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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위 발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특회계 이관 검토의견
� � � -� 2014.4.15(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재부의 이관 사유 및 현황
� � ㅇ� 지자체 자율 편성으로 개별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추어 지원
� � ㅇ�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14년 248.2억원)’은 국정과제로서 향후 점증적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문예기금 고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 ㅇ� 2015년 문체부 광특예산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280억원 증액�
예정 (’14년 대비 31.8억원 증)�
� � ㅇ�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특회계로 이관하더라도 편성지침 등을� 통해
지역 민간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은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방침

□� 예상 문제점
� � ㅇ�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불가)
� � � � � 지특회계 예산에 대한 자율적 편성권을 지자체에서 갖게 됨으로써� 단체장
공약 또는 행사성 문화예술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및 집행 우려
� � � � -� 기재부에서 지특회계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할 경우�� 이는 균형발전특
별법 개정 취지인 지자체 자율편성 기조와 상반되는 방향이고�� 또한
지침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과거 다른 분야의 사례를 볼 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임.

� � � � ※� (사례)� 문화예술 분야 지특회계 95%이상이 시설인프라 및 행사성� 사
업 지원 (참고 2�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편성현황'� 참조)
� � � � � � � �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지특회계 편성 예산 없음
� � � � -�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을 지특회계로 이관할 경우�� 문예기
금 지역배분 재원이 담당하고 있던 기초예술 육성과� 창작기반 활성화
사업은 도외시되고��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 비해 열악한 지역 예술가·단
체들에 대한 지원기회는 급격히� 감소할 것임
� � � � ※�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융성의 출발은 기초문화예술 진흥인데 정책
적� 배려없는 지특회계 이관시 기초문화예술 기반 붕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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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 가중)
� � � � � � 결국 지역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수요자들은 문체부와 문예기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문화예술지원 재원을 요구하게 될 것
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부담 가중
� � � � �� 오히려 기존의 역할분담 강화로 지특회계는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자원 및 행사성 사업 지원에 더 집중하고 기초
문화예술 육성은 고유기능으로서의 문예기금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임
� � ㅇ�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체계 혼란 초래)
� � � � � 현재는 예술위원회에서 지역문예진흥기금을 배분하고��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및 우수한 지역 문화예술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특회계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역 문예
진흥기금사업 간의 협력 및 통제가 불가능해 질 수 있음.

□� 건의사항
� �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될 경우 취지와 달
리 지역의 기초 문화예술 육성 정책이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현행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 체계가 유지되기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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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문화재단 제안)�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지특회계
전환편성에 대한 제안의견(2014.4.23)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지특회계 전환편성에 대한 개선방안>

� 1.� 현

황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매칭형 보조사업 “지역문화예술지원(2014년
248.2억원)”을 2015년 문체부 광특예산으로 전환 예정 (31.8억원 증액)
� � ○� 예술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단체장 공약 또는 행사성 예산 우선 편성에 따라
� � � � � 기초문화예술 기반 붕괴 및 지역문예진흥사업 체계 혼란 우려
� � ○� 시 · 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도 포괄적 보조금으로 지역의 자치 및 자율성
� � � � �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특회계 편성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

� 2.� 문 제 점
� � ○� 예술위원회와 시 · 도 문화재단 간 협의를 통한 조정 노력 없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수행에 혼선 초래
� � ○� 근본적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만 제정되었을 뿐 지역문화진흥 별도 재원과
정책전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칸막이형 업무난맥상이 원인임
� � ○� 문예진흥기금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으로 인한 기금 고갈 가속도 우려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개정 2014.1.28.� >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 � �
������

...�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3.� 개선의견
� � ○�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초예술지원 재원이 확보될 수 있
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와 시도문화재단들의� 의견 반영 요망
� � � � �� 일반회계 전입 또는 지특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부처 직접편성 방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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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조치 강구
� � � � -� 정부가 지역문화진흥기금의 별도 설치 또는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확보
� � � �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조항만 있음

� � ○� 지역문화재단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진흥 정책전달체계 조속히 정립
� � � �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시행령(안)� 제3조 (지
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명시될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문체부 1개 부
서의 업무를 넘어 지역문화정책을 포괄적/상향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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