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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삶의 질이 과거와 비교
≐≐ 한국인의

문화향유 수준을 가계 문화서비스지출을
통해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액은 1만 1,864원으로 매월 영화 한 편 정도를
관람하는 수준이다.

≐≐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액의 증가는 연평균 10.89%에 달하여 문화서
비스지출 증가율이 경상소득 증가율의 두 배 이상
이다.

≐≐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주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더 커진다.

GDP 대비 일반정부 문화지출의 비중은
2000년 0.54%에서 2016년 0.7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기간 1.1%대를 유지하고 있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해 개선되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문화향유의 증
가와 다양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은 문화정책 수립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개인의 문화향유를 나타내는 지표로 1
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 을 살펴보 고,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1인당 문화서비스
지출과 정부 문화지출의 비중을 통해 한국의 문
화향유의 수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의

가계 문화서비스 지출
문화서비스지출에 대한 통계자료로는 통계청

에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가 있다. 이 조사

에서는 가계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
분하고 소비지출을 오락·문화 부문을 포함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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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할수록 문화향유에 대한 가

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오락·문화 부

계지출도 증가한다. 그래서 문화향유의 규모나 구성

문은 세부적으로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은 사회구성원의 행복이나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

활용되곤 한다. 하지만 문화를 범주화하고 계측하여

기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는 오

구재 유지 및 수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락(entertainment), 문화(culture), 예술(arts) 등의

및 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

활동을 수치화하고 정책적 수요와 필요를 포착하는

련물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운동 및 오락

것이 체계화된 통계 인프라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 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등을 담고 있다. 오락·문화

주회나 공연 관람을 1회 하는 정도의 수치이다.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문화향유와 직접적으로 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월평균 경상소

련되어 있는 소비지출 항목은 ‘문화서비스’이다.

득은 94만 6,744원에서 136만 6,073원으로 연

‘문화서비스’ 지출은 다시 세부적으로 ‘공연 및 극

평균 4.92%로 증가하고, 1인당 월평균 소비지출

장’,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

은 62만 7,386원에서 82만 3,756원으로 연평균

텐츠’, ‘방송수신료’, ‘기타 문화서비스’ 등을 포함

3.48% 증가하였다. 반면,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

한다.

스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10.89%에 달하여 경

<표 Ⅶ-4>는 가계소비지출 중 1인당 월평균 문

상소득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이다.

화서비스지출의 10년간 추이를 보여준다. 2016년

2007년 경상소득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만 1,864원이

중은 0.63%이고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다. 이는 월평균 경상소득액 136만 6,073원의

의 비중은 0.96%임에 비해, 2016년 경상소득 대

0.87%, 월평균 소비지출액 82만 3,756원의

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0.87%이고 소비지

1.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은 1.44%로 각각

월평균 영화 1편을 관람하거나 또는 계절별로 연

1.4배, 1.5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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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 2007-2016
문화서비스지출
경상소득
(원)

소비지출
(원)

경상소득 소비지출
지출액
대비 비중 대비 비중
(원)
(%)
(%)

가계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특성
가계 문화서비스 소비지출의 특성은 여러 가지

2007

946,744 627,386

5,992

0.63

0.96

2008

993,965 651,173

6,426

0.65

0.99

2009

996,107 652,078

6,913

0.69

1.06

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문화서비스 소비

2010

1,053,507 688,327

7,434

0.71

1.08

지출의 특성을 살펴본다.

2011

1,115,094 729,908

8,017

0.72

1.10

2012

1,185,317 753,500

8,962

0.76

1.19

2013

1,230,147 766,963

9,504

0.77

1.24

문화소비지출에 대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014

1,281,522 798,415 10,693

0.83

1.34

10년에 걸친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소득

2015

1,334,888 825,446 11,340

0.85

1.37

2016

1,366,073 823,756 11,864

0.87

1.44

4.23

5.56

연평균증가율(%)

4.92

3.48

10.89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소득분위

[그림 Ⅶ-23]은 소득분위별 1인당 월평균 가계

이 높아질수록 문화서비스지출액이 증가하는 경
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소득분위가 올라
갈수록 소득 및 소비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
중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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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3]  소득분위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비스지출의 비중은 1.24%이었다. 10년 후인

1)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

2016년 소득 1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인당
월평균 9,494원이었고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1.76%이다. 소득 1분위의 소비지
출 중에서 문화서비스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나마 증가하였다.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
은 큰 차이가 난다. 즉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서
비스지출의 편차가 드러난다. 물론 2007년에는

2) 경상소득 대비 비중

2분위에서 문화서비스지출액이 가장 적었는데,
2016년에는 1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이 가장
적다. 또한 2016년에는 소득 2분위와 3분위의 소
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각각
1.59%, 1.60%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반
적으로는 소득수준이 가계의 문화서비스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소비지출 대비 비중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서비스지출의 불평등은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에서도 드러난다. 1994-2014년 기간 중 10분위
소득분위별 문화소비지출 수준 및 구성의 변화
그리고 문화소비지출 분석 결과를 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문화소비지출 지니계수는 2014년 기
준 0.40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경상소
득 지니계수 0.284, 소비지출 지니계수 0.250보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7, 2016.

다 상당히 큰 것으로 소득 불평등, 소비 불평등
에 비해서 문화소비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크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전승훈·김진, 2016). 지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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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소득 1분위의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인

수는 분배적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 월평균 5,427원이었고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

높은 지니계수를 갖는 문화소비지출이 경상소득

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문화서비스지출이 경상소득과 소비지출보
다 특정 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됨

[그림 Ⅶ-24]  가구주 연령집단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1)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

을 의미한다.
이제 가구주 연령별 가계 문화소비지출에 대
해 살펴보자. 경제성장에 의한 물질적 풍요로움
의 수혜,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X세대’의 등장
등을 고려할 때 가구주 연령에 따른 문화서비스
지출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Ⅶ-24]는 가구주 연령집단별 1인당 월평
균 문화소비지출에 대해 2007년부터 2016년까

2) 경상소득 대비 비중

지 10년에 걸친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주가 중년
층, 노년층인 가구에 비해서 가구주가 젊은 층인
가구의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이 더 많으며, 특
한국의 사회동향 2018 l 문화와 여가

히 20대 이하 가구주 연령층의 1인당 월평균 문
화서비스지출이 지출액 규모나 소비지출 대비 비
중에서 다른 가구주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크
다. 2007년의 경우에는 20대 이하 가구주 연령
층의 경상소득이 30대와 40대 가구주 연령층보
다 더 높아서 문화서비스지출액 규모가 크다고

3) 소비지출 대비 비중

설명할 수 있으나, 2016년의 경우에는 20대 이하
가구주 연령층의 경상소득이 30대와 40대 가구
주 연령층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서비
스지출액 규모가 크다.
먼저 문화서비스지출액 규모를 보면, 2007년
의 경우 30대 이상의 가구주 연령층 가구는 1인
당 월평균 5,000원 내외에서 문화서비스지출을
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가구주 연령층 가구는
그 두 배인 약 1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 60대 가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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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연령층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

[그림 Ⅶ-25]  가구원수별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 2007, 2016

출액은 5,170원으로, 70대 이상 가구주 연령층

1) 1인당 문화서비스지출액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 5,285원
보다 다소 적다.
2016년에는 모든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 10
년 전에 비해 문화서비스지출액이 상승한 가운
데, 특히 20대 이하와 30대 가구주 연령층 가구
에서 문화서비스지출액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60대 가구주 연령층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스지출액은 1만 1,645원으로, 70대 이

2) 경상소득 대비 비중

상 가구주 연령층 가구의 1인당 월평균 문화서비
스지출액 9,126원보다 높다.
문화서비스지출의 소비지출 대비 비중으로 보
면, 2007년에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가구주
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의 비중
이 1.23%로 가장 높다. 70대 이상 가구주 가구
를 제외하면 그 외의 다른 연령층 가구주 가구의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모두 1% 미만이다. 2016

3) 소비지출 대비 비중

년에는 모든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모두 1%를 넘었다.
20대 이하 젊은 가구주 연령층의 가구에서 소비
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이 2.10%로 가장
높다. 30대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 소비지출 대
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1.71%이며 40대 이상
의 가구주 연령층 가구에서는 1.6% 미만이다.
다음으로 가구원수별 특성을 살펴보자. 가구
원수별 특성은 소득분위별 특성과 유사할 수도

주: 1)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금액은 명목 금액임.
2) 가계별 수치를 가구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치를 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7, 2016.

있으나 최근 1인가구의 급증으로 가계소비지출,
특히 문화서비스지출의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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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5]는 가구원수별 1인당 월평균 가계
문화소비지출에 대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에 걸친 변화를 보여준다. 2007년의 경우 1

류 및 신발’, ‘주거·수도·광열’, ‘가계시설 및 운

인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

영’, ‘의료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

이 1.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

식·숙박’, ‘기타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상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

있다. 또한 일반정부지출을 기능에 따라 ‘일반행

은 0.90%로 가장 낮았으며, 2-4인 가구의 소비

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업무’, ‘환경’,

지출 대비 문화서비스지출 비중은 모두 0.9%대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

를 넘었다.

육’, ‘사회보장 및 복지’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2016년에도 1인가구에서 소비지출 대비 문화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서 GDP 대비

서비스지출 비중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

가계의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고,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31%로 가장 낮았

expenditure) 중 오락과 문화(recreation and

으며, 2-4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문화서비스

culture)지출의 비중, 그리고 GDP 대비 일반정

지출 비중은 모두 1.35%를 넘었다.

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중 오락·문화·종교

2007년보다 2016년에 모든 가구에서 1인당 월
평균 문화서비스지출의 소득 대비 비중과 소비

의 비중을 살펴본다.
[그림 Ⅶ-26]는 OECD 주요 국가들의 GDP를

1인가구의 경우는 2007년과 2016년 모두 1인

기준으로 가계오락문화지출의 비중 추이를 정리

당 월평균 경상소득, 소비지출, 문화서비스지출

한 것이다. OECD 평균은 2000년 5.09%, 2005

절대액이나 문화서비스지출의 소득 대비 또는 소

년 5.00%, 2010년 4.64%, 2016년 4.46%로 지속

한국의 사회동향 2018 l 문화와 여가

대비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분야 지출

비 대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근 1인가구의 증
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1인가구의 문화서
비스지출 절대액, 소득 대비 또는 소비 대비 비

[그림 Ⅶ-26]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가계오락문화
지출 비중, 2000-2016

중이 현격하게 높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문화지출 국제비교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목적에 따라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

주: 1) 2008년 국민계정체계 및 명목가격 기준임.
2) OECD 평균은 단순 평균치임.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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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 스페인,
독일, 캐나다 등은 가계오락문화지출 비중이 뚜

[그림 Ⅶ-27]  OECD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문화
지출 비중, 2000-2016

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3.87%,
2005년 4.13%, 2010년 3.97%, 2016년 3.85%를
나타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OECD 다른 국가들의 감소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는 문화지출 수준이 OECD 평균에 근접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림 Ⅶ-27]은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
비 정부부문의 문화지출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OECD 평균은 2000년 1.07%, 2005년 1.10%,

주: 1) 2008년 국민계정체계 및 명목가격 기준임.
2) OECD 평균은 단순 평균치임.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2010년 1.21%, 2016년 1.14%로 큰 변화 없이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정부부문 문화

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보다

지출의 비중은 2000년 0.54%, 2005년 0.68%,

낮다. 정부차원의 문화지출이 더 확대될 여지가

2010년 0.65%, 2016년 0.75%로 나타나, 전반적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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