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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1. WCCF(세계도시 문화포럼) ✽www.worlditiescultureforum.com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이 2013년부터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 WCCF)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세계 주요 도시들과 공통 문화정책 지표별 

현황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은 영국 런던시청이 주도하여 2012년에 발족하였고, 2013년 현재 

총 22개 회원도시들이 가입되어 있음

| 설립배경 및 경과 |

 2008년 : 런던의 문화환경에 대한 정량적 조사 결과로 “London: A Cultural Audit” 발간

 2011년 : 세계 주요 4개 도시(뉴욕, 파리, 도쿄, 상하이) 간 협력으로 비교연구 시작

 2012년 :  4월에 상하이에서 창립 심포지엄 개최, 총 8개 도시 참가(이스탄불, 요하네스버그, 런던, 

뭄바이, 뉴욕, 파리, 상하이, 도쿄) 

 2012년 :  8월에 런던 올림픽 기간 중 제 1회 Summit 개최, 총 12개 도시 참가(런던, 베를린, 

이스탄불, 뭄바이, 뉴욕, 파리, 싱가포르, 요하네스버그, 상파울로, 상하이, 시드니, 도쿄) 

 2013년 :  9월에 상하이에서 Shanghai Symposium 2013 개최, 총 8개 도시 참가(베이징, 홍콩, 

이스탄불, 런던, 파리, 뉴욕, 상하이, 시드니). 상하이 디자인 위크 행사 일환으로 개최

 2013년 :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 2회 Summit 개최 (11.13~15), 총 18개 도시 참가(시드니, 뭄바이, 

베이징, 보고타 불참)

| 회원 도시 |

  세계경제에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며, 국제적인 문화정책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도시들로 선정함 

 2013년에는 총 22개 도시로 확대, 2014년에 2~3개 도시만 추가할 예정임

| 주요 활동 |

 연례 Summit 및 정책 심포지엄 개최 

 세계도시 문화리포트(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 발간 

 정책교류 플랫폼 제공 : 각 도시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사례 공유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

지역 국가 회원도시

아시아 (7개 도시)

대한민국 서울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

오세아니아 (1개 도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아프리카 (1개 도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유럽 (5개 도시)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터키 이스탄불

북아메리카 (4개 도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캐나다 몬트리올, 토론토

남아메리카 (4개 도시)

브라질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 보고타

WCCF 회원 도시 현황 (2013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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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CCR(세계도시 문화리포트)

  세계도시 문화리포트(World Cities Culture Report : WCCR)는 WCCF 회원도시들의 중요한 

문화정책 현황 및 통계 데이터를 담은 비교조사 보고서임

●  보고서는 도시별 특성을 기술하는 City Portrait와 75개의 공통지표들에 대한 도시별 통계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구성됨

●  보고서 작성은 런던시청과 파트너십 관계에서 본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민간 컨설팅회사인 

<BOP Consulting>에서 총괄함

●  회원도시들에게는 영문 보고서를 자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할 권리가 주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프랑스어, 중국어, 터키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바 있음.

  도시별 통계비교를 위한 지표는 총 75개로서, <문화 인프라 및 생산> 영역에서 박물관 

숫자 등 42개, <문화 소비 및 참여> 영역에서 공연장 연간 입장권 발매 수 등 22개, <도시 

일반현황> 영역에서 창조산업 고용율 등 11개로 구성됨

●   일부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표도 있으나, 각 도시의 문화적 맥락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세계도시로서 향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화정책 주요 통계의 지표 구성에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서 의의가 있음

●  2013년 보고서(WCCR 2013)에는 총 22개 회원도시 중 21개 도시의 통계 자료 수록(베이징 불참)

문화 인프라 및 생산 영역(Cultural infrastructure and output) : 42개 지표

1 National museums /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수

2 Other museums /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수

3 Public libraries / 공공도서관 수

4 No. of public libraries per 100,000 population / 인구 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

5 Private libraries / 사립도서관 수

6 No. of book loans by public libraries per year (million) / 공공도서관의 연간 도서대출 권수

7 No. of book loans by public libraries per capita per year / 공공도서관 연간 1인당 도서대출 권수

8 UNESCO World heritage Sites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건수                          

9 Number of other Heritage, Historical sites / 공공지정 문화유산 및 유적지

10 % of public green space / 녹지공간 비율

11 Theatres / 연극 공연장 수 

12 No. of theatrical performances at all theatres per year / 연간 연극공연 횟수

13 Number of live music venues / 음악공연장 수

14 Major Concert Halls / 주요 콘서트홀 수

15 Number of music performances per year / 연간 음악공연 횟수

16 Number of comedy clubs / 코메디클럽 수

17 Number of comedy shows, performances per year / 연간 코메디쇼 공연 횟수

18 Number of dance performances per year / 연간 무용 공연 횟수

19 Art galleries / 갤러리 수

20 Specialist cultural HE establishments / 국공립 문화예술전문가 교육기관 수                     

21 Specialist Private cultural HE establishments / 사립 문화예술전문가 교육기관 수            

22 No. of students of Specialist Art & Design Institutions / 공립 예술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23 No. of students of Art & Design courses at generalist universities / 일반 대학교 내 예술 및 디자인 전공 학생 수

24 Number of non-professional dance schools / 비전문인 무용학교 수

25 Cinemas / 영화관 수

26 Cinema Screens / 스크린 수

27 No. of cinema screens per million population / 인구 백만명 당 스크린 수

28 No. of films given theatrical release in the country in a year / 연간 전국 개봉 영화편 수

29 No. of foreign films given theatrical release in the country in a year / 연간 전국 외화 개봉 편수

30 Film festivals / 영화제 수

31 Bookshops / 서점 수

32 Rare & 2nd Hand Bookshops / 희귀본 및 중고서점 수

33 Number of book titles published in the country in a year / 연간 전국 도서출판 건수

34 Night Clubs, Discos and Dance Halls / 나이트클럽, 디스코, 댄스홀 수

35 Number of bars / 바 숫자

36 Bars per 1,000 population / 인구 1,000명 당 바의 수

37 Number of restaurants / 음식점, 레스토랑 수

38 Number of Michelin star restaurants / 미슐렝 별점 음식점 수

39 No. of ‘artisan’ markets / 토산·공예품시장 수

40 Festivals and Celebrations / 축제 및 기념행사 수

41 No.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the city / 외국인 대학생의 수

42 No. of video games arcades / 비디오게임 아케이드 수

WCCR 통계 지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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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 및 참여 영역 (Consumption and participation) : 22개 지표

1
Museums , Galleries  attendance - % working age population attending once year 
 / 연간 1회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자 중 성인비율

2
No. of  visits to Top 5 most visited Museums & galleries 
 / 상위 5개 박물관,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3
No. of  visits to top 5 museum & galleries per capita
  / 상위 5개의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1인 당 방문 횟수

4 Average daily no. of visits to top 5 art exhibitions / 상위 5개 미술전시회의 하루 평균 관람객 수

5 Attendance at Open House scheme (or similar) /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개방 행사 참가자 수

6 No. of admissions at all theatres per year / 모든 공연장에서의 연간 입장권 판매 수

7 No. of theatre admissions per capita per year / 연간 1인 당 공연 관람 수

8
Total value of theatre ticket sales at all theatres per year - $m (ppp) 
 /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 총계

9
Total value of ticket sales at all theatres per capita per year - $m (ppp) 
 / 연간 1인 당  공연 티켓 구매액 총계

10 No. of cinema admissions per year / 연간 영화 입장권 판매 수

11 No. of cinema admissions per capita per year / 연간 1인 당 영화입장권 판매 수

12 No. of admissions at main film Festival / 주요 영화제 입장권 판매 수

13 Total value of cinema ticket sales per year -$ (ppp) / 연간 영화 티켓 판매액 총계

14 Total value of cinema ticket sales per capita per year -$ (ppp) / 연간 1인 당 영화티켓 구매액 총계

15
Total value of computer and video game sales per year -$ (ppp) 
 / 연간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판매액 총계

16 Total value of all book sales -$ (ppp) / 연간 도서 판매액 총계

17 Total value of all music CD sales -$ (ppp) / 음반 판매액 총계

18 Total value of all music CD sales per capita per year -$ (ppp) / 1인 당 연간 음반 구매액

19 Estimated attendance at main Carnival, Festival / 주요 카니발, 축제의 총 참가자 수

20
Estimated attendance at main Carnival, Festival as % of city population 
 / 도시 총인구 대비 주요 카니발, 축제 참여비율

21 No. of international tourists per year /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22
No. of international tourists per year as % of city population 
 / 도시 총인구 대비 연간 외국인 관광객 비율

도시일반 현황 (Contextual data) : 11개 지표

1 Geographical area size, SQ.KM (Country, City) / 면적(국가, 도시)

2 Total population number (Country, City) / 총인구수(국가, 도시)

3 % of total national country population living in the city / 국가 인구 대비  도시 인구 비율

4 Working  age population (Country, City) / 노동연령인구(국가, 도시)

5 Number of House holds (Country, City) / 가구 수(국가, 도시)

6 Foreign  born population % (Country, City) / 해외출생 인구비율(국가, 도시)

7 Education level - % with degree level or higher (Country, City) / 교육수준(국가, 도시)

8 Average  income per capita per year (Country, City) / 1인 당 연평균 소득(국가, 도시)

9 Median gross weekly earnings (Country, City) / 주당 소득 평균(국가, 도시)

10 GDP(Country, City) / 국민 총 생산(국가, 도시)

11 Creative  Industries Employment (Country, City) / 창조산업  고용율 (국가, 도시)

3. 연구의 한계와 개선할 과제

  본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정책팀과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이 협력하여 서울시의 문화 

정책 관련 통계자료들을 최초로 종합 정리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그동안 서울의 문화자원 분포 조사(“서울의 문화자원 분포와 문화생태연구”, 서울연구원, 

2007)나 공연장 중심의 실태조사(“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1), 대학로 등 특정 지역의 실태조사(“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2012~2013)는 

시행되었고,

●  국가단위의 전국 문화정책 지표 조사 중 할당된 지역샘플로 서울의 현황을 조사 한 바는 

있으나,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서울시가 주도하여 종합적인 문화정책 지표를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었음

●  추진성과

-  런던시가 서울시에 세계도시문화포럼 회원가입 요청 : 2012.12월 

-  런던시장 명의의 공식 초청장 접수 : 2013.4월

-  정부 주최 창조경제 포럼에 참석차 내한한 존 호킨스(John Howkins) 박사와 협의 후 

2013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기 결정 : 2013.5월

-  서울문화재단에서 전문 연구진을 위촉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시작 : 2013.7월

-  WCCR 2013 영문본 발간 : 2013.11월

-  한글본 보고서 발간 및 일부 데이터 오류 수정 : 2013.12월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데이터 중에는 <WCCR 2013> 발간 후 일부 데이터 오류가 발견 

되어 수정된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검증과 업데이트가 필요함

  각 지표의 정의와 통계치의 조작적 정의를 서울의 실정을 반영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정확하게 문화예술의 현장 실태를 반영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통계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와 통계자료의 생성 맥락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통계 생산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갖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한계가 있음

  지표의 정의와 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별첨 통계 결과에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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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자체가 한국/서울의 사회적 맥락에 맞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N/A로 처리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한국적 맥락을 

설명하는 주석을 달았음

●  코메디 클럽, 연간 코메디 공연 횟수 : 적합한 개념이 없어서 N/A 처리

●  바(Bar)의 수 : 주류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 한정 (서울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분류번호-56211, 56219 해당 업종)

●  미슐랭 별점 음식점 수 : 한국에서는 음식점에 별점을 주는 방식의 <레드 가이드>는 아직 

출판되지 않고 여행지에 대한 <그린 가이드>만 출판됨

●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 한국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심이므로 PC방 숫자가 더 의미 

있어 지표수정을 요청함

●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 개방 행사 참가자 수 : 공공 시설은 이미 전체 무료 개방이므로 

의미가 없어 <서울 문화의 밤> 참가자 수를 집계함

 지표의 정의 상 문제로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 범위 설정이 어려운 경우

    : WCCF 사무국 측과 협의하여 보다 명확한 공통 기준 정립이 필요함

●  공공/사립 도서관 숫자 : 공공 및 사립 간의 구분, 도서관과 작은도서관/문고 사이의 

구분이 불명확함

●  국공립/사립 예술 전문가 교육기관 수/재학생 수 : 예술 전공학과의 범위가 모호함

●  영화제 수 : 대사관 및 커뮤니티 등이 주최하는 영화축제까지 포함할 경우 통계 불비

●  토산/공예품 시장 수 : 벼룩 시장 이외 전문품, 토산물, 공예품, 전통음식장터까지 포함할 

경우 범위가 모호함

●  축제 및 기념행사 : 종교행사의 포함 범위와 상품광고 행사의 배제 범위가 불명확함

●  창조산업 고용율 : 각 나라별 창조산업 영역구분이 제각각임. 특히 서울시는 명확한 

구분이 없어 서울연구원 발간 보고서1)를 참조하였으나, 이 또한 2011년 통계자료가 없어, 

해당 보고서의 정의에 따라 연구진이 직접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에서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였음

  서울지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거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 향후 서울시의 별도 통계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연간 1회 이상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람 성인 비율 : 해당 자료 불비

●  모든 공연장에서의 연간 입장권 판매 수 : 실제 티켓 판매 건수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서 

공연예술실태조사의 입장객 추정치로 대신함

●  연간 도서 판매액 총계 : 출판유통진흥원 발간 보고서에서 추정한 자료를 사용함. 인터넷 

서점의 증가세에 따라 서울지역 판매액 총계 추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음반판매액 총계 :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콘텐츠산업 통계 중 유사 업종의 연간 매출액으로 

대신함. 특히 MP3 음원 판매가 대세가 되면서 무의미한 통계이기도 함

●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 한국 방문 외국인 중 서울지역 방문, 관광 목적 방문자 수를 정확 

하게 추출할 수 없음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 2014년부터는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한 데이터 검증 절차를 가져야 함

●  비전문인 무용교습 기관 : 한국전화번호부의 업종별 전화번호 등록 결과로 대체함

●  상위 5개 박물관/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상의 연간 관람객 상위 

공립 시설과 사립 시설에 직접 자료 요청하여 작성하였음

●  연간 연극/음악/무용 공연 횟수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실태조사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 조사 방식이 상이함

●  상위 5개 전시회의 하루 평균 관람객 수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상의 연간 관람객 상위 

공립 시설과 사립 시설에 직접 자료 요청하여 작성하였으나, 이외 시설의 개별 전시의 

관람객 수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일부 사립미술관에서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정확한 순위라고 보기 어려움

●  연간 공연티켓 판매액 총계 : 공연예술실태조사를 근거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정한 

금액임  

  또한, 각 통계 자료들의 작성 기준연도가 상이한 점도 특정 시기의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하는데 애로점으로 작용하였음

●  가능한 한 2012년 기준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음

●  인구 1인당 통계 계산 등을 위해 서울시 인구, 환율 등을 분모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자의 통계치가 다른 연도의 것이라도 분모의 통계치는 공통적으로 2012년 수치를 

대입하였음

    - 2012년 서울시 총 인구 : 10,195,318명

    - 2012년 평균 환율 : 1$ = 1,130원

  향후에는 서울의 실정을 반영하여 지표의 정의와 통계자료의 집계 방식을 확정한 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간 협력을 통해 매년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1)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정병순, 2011, 서울연구원)



14 ㅣ 서울문화재단  세계도시 문화 리포트 _서울 2013 ㅣ 15

지표 서울 최저치 최고치 기타 시사점

1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수 10
토론토:0
시드니:1

상하이:27
파리:24

도쿄:8
박물관 및 미술관 
총계(147)는 5위 

수준
2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수 137

뭄바이:6
홍콩:15

LA:219
런던:162

도쿄:39

3 공공도서관 수 195
싱가포르:25
이스탄불:42

파리:830
상하이:477

도쿄:377
뉴욕:220

경쟁도시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4 인구 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 1.91
이스탄불:0.3
싱가포르:0.5

파리:7
런던:5

상하이:2
보고타:2

5 사립도서관 수 562 타 도시 통계불비

6
공공도서관의 연간 도서대출 

권수(100만권)
21.51

이스탄불:0.12
리우데자네이루:0.18

도쿄:112.24
뉴욕:68.04

홍콩:59.9
파리:47

7
공공도서관의 1인 당 1명당 

연간 도서대출 권수
2

이스탄불:0.0085
상파울루:0.07

토론토:12.24
도쿄:8.64

홍콩:8.47
뉴욕:8.32

8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록 건수
3

홍콩:0
LA:0

런던:4
파리:4

도쿄:1
베를린:3

9
공공지정 문화유산 및 

유적지
1481

뭄바이:42
상파울루:47

이스탄불:30,188
런던:18,901

파리:3,792
뉴욕:1,482

10
녹지공간 비율

(%)
2.3

이스탄불:1.5
뭄바이:2.5

싱가포르:47
시드니:46

도쿄:3.4
뉴욕:14

지표의 정의가 
상이하여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11 연극 공연장 수 229
요하네스버그:24

몬트리올:36
뉴욕:420
파리:353

도쿄:230
런던:214

Ⅱ. 조사 결과

1. 주요 문화정책 지표 통계조사 결과

  각 지표별 서울시의 통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저/최고 그룹, 서울과 유사한 도시 등 기타 

비교할 만한 통계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였음

문화 인프라 및 생산 영역 (Cultural infrastructure and output) : 42개 지표

지표 서울 최저치 최고치 기타 시사점

12 연간 연극공연 횟수 66,702
암스테르담:2,132
싱가포르:2,421

뉴욕:43,004
런던:32,448

파리:26,676
도쿄:24,575

세계 최대 수준.
소액다건 

예술지원금의 
효과로 추정됨

13 음악공연장 수 79
상하이:44

요하네스버그:46
LA:510

도쿄:385
런던:349

몬트리올:75

14 주요 콘서트홀 수 4
베를린:2
뭄바이:2

도쿄:15
뉴욕:15
파리:15

런던:10
주요 콘서트홀의 
기준이 상이하여 

비교 불가

15 연간 음악공연 횟수 9,223
뭄바이:593

시드니:1,014
파리:33,020
뉴욕:22,204

도쿄:15,617
런던:17,108

16 코메디 클럽 수 N/A -
뉴욕:48
파리:45

런던:18 한국적 맥락에 
맞지 않음

14개 도시만 해당 
통계자료 제공17 연간 코메디쇼 공연 횟수 N/A -

런던:11,388
뉴욕:11,076

파리:10,348

18 연간 무용 공연 횟수 1,528
암스테르담:104

베를린:111

뉴욕:6,292

상파울루:5,200

싱가포르:1,572

도쿄:1,598

19 갤러리 수 96
몬트리올:55

상파울루:58

파리:1,046

뉴욕:721

도쿄:688

뭄바이:152

타 도시에 비해 

적은 수준

20
국공립 문화예술전문가 

교육기관 수
7

도쿄:1

싱가포르:N/A

파리:30

뭄바이:18

베를린:5

상하이:5

도시 간 

예술분야 정의 

및 교육시스템이 

상이하여 계량적 

비교는 불가

서울은 

상대적으로 

전문교육기관 

보다는 종합대학 

내 예술학과 

수가 많고, 세계 

최고수준을 보임

21
사립 문화예술전문가

교육기관 수
50

홍콩:2

싱가포르:2

파리:73

런던:46

도쿄:16

LA:14

22
공립 예술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2,484

몬트리올:80

토론토:315

런던:34,920

도쿄:24,120

파리:14,024

상하이:13,324

23
일반 대학교 내 예술 및

디자인 전공 학생 수
78,343

이스탄불:774

리우데자네이루:1,899

보고타:47,686

상하이:43,501

도쿄:25,444

런던:15,745

24 비전문인 무용학교 수 111
토론토:28

요하네스버그:36

상파울루:1,096

도쿄:748

뉴욕:682

런던:618

라틴아메리카의 

정열, Shall we 

Dance?

25 영화관 수 71
몬트리올:20

싱가포르:34

파리:302

상하이:230

도쿄:82

뭄바이:105

26 영화관 스크린 수 460
암스테르담:134

리오데자네이루:189

LA:1,073

파리:1,003

뭄바이:232

몬트리올:192

27 인구 백만명 당 스크린 수 45
뭄바이:19

상파울루:26

LA:109

몬트리올:102

파리:85

도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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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 및 참여 영역 (Consumption and participation) : 22개 지표

지표 서울 최저치 최고치 기타 시사점

1

연간 1회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자 중 

성인비율(%)

N/A
요하네스버그:8

시드니:26

암스테르담:77

몬트리올:64
도쿄:33

통계자료 

불비

2
상위 5개 박물관,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7,742,614

요하네스버그:676,208

뭄바이:1,800,895

런던:25,327,221

파리:23,416,427

도쿄:9,732,107

뉴욕:15,417,115

3

상위 5개의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1인 당 방문 횟수

0.75
요하네스버그:0.05

뭄바이:0.14

런던:3.2

파리:2

도쿄:0.75

뉴욕:1.89

4
상위 5개 미술전시회의 

하루 평균 관람객 수
9,562

베를린:1,653

몬트리올:1,794

상하이:10,342

파리:8,130

도쿄:6,258

뉴욕:5,783

특정 전시에 

대한 쏠림

현상이 큼

5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개방 행사 

참가자 수

5,115 - - -

<서울문화의밤> 

참가자 수. 

타 도시는 

자료불비

6
모든 (연극)공연장에서의 

연간 입장권 판매 수
14,288,682

싱가포르:615,200

상하이:630,200

뉴욕:28,187,344

런던:14,152,230

도쿄:12,011,000

파리:5,700,000 공연관람객 수는 

매우 

많은 수준
7

연간 1인 당 (연극)공연 

관람 수
1.4

싱가포르:0.12

시드니:0.15

뉴욕:3.45

런던:1.8

도쿄:0.93

파리:0.5

8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 총계(달러)
50,000,000

싱가포르:242,624

몬트리올:13,487,610

뉴욕:1,080,894,119

도쿄:777,637,196

런던:765,817,351

토론토:219,000,000
유료 관람객은 

매우 적은 수준

9
연간 1인당  공연티켓 

구매액 총계(달러)
4.9

싱가포르:0.05

요하네스버그:1.21

뉴욕:132

런던:98

토론토:83.74

도쿄:60.30

10
연간 영화 

입장권 판매 수
56,544,859

몬트리올:6,424,300

암스테르담:7,195,000

파리:58,246,000

상파울루:50,000,000

런던:41,571,000

도쿄:29,255,665

<LA,뉴욕

자료불비>

11
연간 1인 당 영화입장권 

판매 수
5.6

이스탄불:0.8

뭄바이:0.9

런던:5.3

파리:4.9

시드니:4.8

도쿄:2.2

세계최고 수준

<LA,뉴욕

자료불비>

12
주요 영화제 

입장권 판매 수
23,730

보고타:6,000

요하네스버그:7,500

베를린:484,860

뉴욕:410,000

토론토:400,000

도쿄:121,000

서울여성 

국제영화제 사례

13
연간 영화 티켓 

판매액 총계(달러)
393,201,634

이스탄불:75,685,429

암스테르담:76,864,250

파리:416,083,793

런던:363,300,448

도쿄:351,024,091

토론토:87,000,708
세계 

최고 수준

<LA,뉴욕

자료불비>14
연간 1인당 영화티켓 

구매액 총계(달러)
38

파리:6

뭄바이:3.46

런던:46

시드니:34

도쿄:27

토론토:34

지표 서울 최저치 최고치 기타 시사점

28 연간 전국 개봉 영화편 수 631
요하네스버그:203

보고타:218

뭄바이:3,781

도쿄:799

몬트리올:576

파리:575

발리우드의 

위력

29 연간 전국 외화 개봉 편수 456
요하네스버그:21

상하이:60

몬트리올:482

토론토:482

런던:438

도쿄:358

국제 영화제의 효과 

(뉴욕, LA 자료 

불비)

30 영화제 수 29
상하이:2

뭄바이:6

파리:190

토론토:65

런던:61

도쿄:35

영화의 도시 

파리

31 서점 수 423
몬트리올:112

싱가포르:164

도쿄:1,675

홍콩:1,660

파리:1,025

상하이:1,322

백만명당 

서점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1위 (25개)

32
희귀본 및

중고서점 수
102

베를린:4

뭄바이:6

요하네스버그:943

도쿄:681

파리:282

상하이:343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중고책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서로 

다르게 해석됨

33 연간 전국 도서출판 건수 39,767
요하네스버그:3,653

몬트리올:6,564

상하이:328,387

뉴욕:292,037

도쿄:78,501

런던:151,969

34 나이트클럽, 디스코, 댄스홀 수 208
뭄바이:29

암스테르담:36

상하이:1,885

뉴욕:584

도쿄:73

런던:337

35 바(Bar) 수 23,600
뭄바이:543

싱가포르:576

상파울루:15,000

도쿄:14,184

뉴욕:7,224

런던:2,143

세계 최대 수준

36 인구 1,000명 당 바의 수 231
뭄바이:4

이스탄불:5

리우데자네이루:191

상파울루:133

도쿄:108

런던:27

37 음식점, 레스토랑 수 79,251
암스테르담:1,312

이스탄불:1,508

도쿄:150,510

상하이:55,614

런던:37,450

파리:22,327

백만명당 

음식점 수는

도쿄에 이어 2위

38 미슐랭 별점 음식점 수 N/A -
도쿄:247

파리:97

런던:64

홍콩:60

한국적 맥락에 

맞지 않음

39 토산·공예품시장 수 364
리우데자네이루:14

몬트리올:21
파리:2,124
상하이:262

런던:113
지표 정의가 
불명확하여 

계량적 비교 불가
40 축제 및 기념행사 수 306

상하이:33
뭄바이:34

도쿄:485
리우데자네이루:368

뉴욕:309
런던:254

41 외국인 학생의 수 37,369
뭄바이:1,500

리우데자네이루:2,185
런던:99,360

싱가포르:91,500
도쿄:43,188
파리:96,782

42 비디오게임 아케이드 수 157
토론토:4

리우데자네이루:6
도쿄:997

상하이:587
런던:44
홍콩:152

서울은 온라인 
게임 중심으로 
PC방 숫자를 
추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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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반 현황 (Contextual data) : 11개 지표

지표 서울 최저치 최고치 기타 시사점

1 면적(도시)(㎢) 605.2
부에노스아이레스:200

보고타:345

요하네스버그:18,178

시드니:12,144

상하이:6,340

도쿄:2,130

높은 

인구밀도와 

수도 집중율

2 총인구수(도시) 10,195,318
몬트리올:1,886,481

암스테르담:2,349,870

상하이:23,474,600

이스탄불:13,624,240

런던:7,825,200

도쿄:13,159,399

3
국가 인구 대비 

도시인구 비율(%)
20

뭄바이:1.03

상하이:1.75

요하네스버그:22.4

시드니:20.48

싱가포르:100

도쿄:10.28

4 노동연령인구 (도시) 7,117,239
암스테르담:1,094,000

몬트리올:1,199,000

상하이:17,563,800

이스탄불:10,420,392

런던:3,851,000

도쿄:8,739,000

5 가구 수(도시) 3,535,741
몬트리올:849,440

암스테르담:113,185 

상하이:8,251,200

도쿄:6,327,000

파리:4,897,435

런던:3,109,657

파리, 도쿄, 

런던, 뉴욕은 

소규모 가구 

비율이 높음

6
해외출생 

인구비율(도시) (%)
4

보고타:0.26

상파울루:1

토론토:49

LA:35.6

시드니:34.4

암스테르담:33

7

교육수준(도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인구비율)(%)

70.6
이스탄불:9.23

리우데자네이루:14.5

상하이:42.92

런던:41.9

도쿄:25.5

파리:35.84

세계 최고 

수준

8
1인 당 연평균 소득(도시) 

(달러)
24,560

상하이:5,472

뭄바이:6,839

도쿄:55,766

싱가포르:47,180

런던:45,094

뉴욕:30,498

9
주당 소득 중앙치(도시) 

(달러)
N/A

상하이:105

이스탄불:108

도쿄:1,070

뉴욕:967

런던:960

시드니:962

10
국민 총생산(도시) 

(달러)
218,790

보고타:82,175

몬트리올:88,493

뉴욕:1,406,000

도쿄:743,826

런던:565,000

파리:605,985

11
창조산업 고용율(도시) 

(%)
9.4

상파울루:2.46

리오데자네이루:2.75

뭄바이:16.01

런던:12

도쿄:11.2

베를린:10

주요 

경쟁도시와 

비슷한 수준

지표 서울 최저치 최고치 기타 시사점

15
연간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판매액 
총계(백만원)

5,060,918

타 도시 
통계 불비
서울도 

추정치임

16
연간 도서 

판매액 총계(억원)
39,378

17
음반 판매액 
총계(백만원)

139,114

18
1인 당 연간 

음반 구매액(원)
13,645

19
주요 카니발, 

축제의 총 참가자 수
1,330,000

요하네스버그:67,829
부에노스아이레스 

:600,000

리우데자네이루 
:12,000,000

보고타:3,497,132

상하이:3,060,000
도쿄:1,270,000

20
도시 총인구 대비 

주요 카니발, 
축제 참여비율(%)

13
요하네스버그:0.6

도쿄:9.65
리우데자네이루:190

몬트리올:106
암스테르담:88

토론토:50

21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9,190,000
보고타:966,748

토론토:1,360,600
홍콩:41,921,310
런던:15,216,000

도쿄:5,940,000
파리:13,300,000

22
도시 총인구 대비 

연간 외국인 
관광객 비율(%)

90
보고타:13

상파울루:14
홍콩:593

암스테르담:234
싱가포르:225

런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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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타 도시와 비교하여 최고 수준에 있거나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는 지표들

●  연간 연극공연 횟수(66,702)는 뉴욕(43,004), 런던(32,44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음

●  시민들의 평균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인구비율 : 70.6%)은 2위 그룹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나타남(상하이 : 42.92%, 런던 : 41.9%)

뉴욕 420

연극 공연장 수

파리 353

도쿄 230

서울 229

런던 214

몬트리올 36

요하네스버그 24

서울 66,702

연간 연극공연 횟수

뉴욕 43,004

런던 32,448

파리 26,676

도쿄 24,575

싱가포르 2,421

암스테르담 2,132

서울 23,600

바 숫자

상파울루 15,000

도쿄 14,184

뉴욕 7,224

런던 2,143

싱가포르 576

뭄바이 543

서울 210

인구 1,000명당 바의 수

리우데자에네이루 191

상파울루 133

도쿄 108

런던 27

이스탄불 5

뭄바이 4

서울 70.60%

시민들 평균 교육수준

상하이 42.92%

런던 41.90%

파리 35.84%

도쿄 25.50%

리우데자네이루 14.50%

이스탄불 9.23%

2. 도시 간 통계 비교로 파악되는 서울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특히 문화소비 및 참여 부문에서 본 보고서의 통계치와 <서울서베이 2012>에서의 통계치가 

크게 차이 나는 면이 있는데, 이는 조사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함

●  본 보고서의 연간 1인당 영화 티켓 구매 수 등은 실제 티켓 판매량에 근거한 반면, 서울 서베 

이는 시민 표본 대상 설문방식으로 진행한 것임

●   연간 연극/영화티켓 발권 수를 총 인구로 나눈 숫자(1.4 / 5.6)가 서울서베이의 평균 연극/

영화관람 횟수(0.31 / 2.4)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문화향수의 실제 현장에서는 쏠림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서울서베이 2012 중 문화향수 실태 관련 통계

전시회 박물관
음악 및 

무용 발표회
전통예술

공연
연극공연 극장영화 대중공연 스포츠경기

2012년
비용(원) 16,582 10,852 69,121 11,327 59.106 38,890 61.829 38,351

횟수(회) 0.15 0.19 0.09 0.28 0.31 2.41 0.12 0.28

2010
비용(원) 15,010 11,270 - 12,850 52,040 39,730 55,400 34,740

횟수(회) 0.18 0.21 - 0.30 0.25 2.43 0.14 0.33

2009
비용(원) 18,800 12,520 - 14,130 56,090 39,400 24,120 30,670

횟수(회) 0.19 0.22 - 0.32 0.25 2.59 0.15 0.24

2008
비용(원) 15,280 12,230 - 17,190 58,060 41,830 49,870 31,800

횟수(회) 0.23 0.24 - 0.30 0.37 3.24 0.19 0.25

2007
비용(원) 30.157 - - 24,438 73,365 52,326 60,080 42,555

횟수(회) 0.40 - - 0.38 0.43 3.40 0.19 0.28

2006
비용(원) 22,440 - - 29,720 69,050 48,700 55,830 33,740

횟수(회) 0.38 - - 0.12 0.40 3.87 0.17 0.25

2005
비용(원) 29,422 - - - 72,206 45,155 55,687 34,396

횟수(회) 0.32 - - - 0.37 3.42 0.16 0.26

문화활동 평균 비용 및 참여횟수

●  바 숫자 총계(23,600)와 인구 1,000명 당 바의 숫자(231) 모두 타 도시(상파울루 : 총 15,000개,  

리우데자네이루 : 1천명 당 191개)에 비해 월등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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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미 있는 지표들 비교 결과

●  연간 영화 티켓 판매액 총계(393,201,634달러)와, 연간 1인당 영화티켓 구매액 총계(38달러)도 

파리, 런던 등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임 (LA, 뉴욕 통계자료 불비)

●  연간 개봉 영화 편수도 631편으로 뭄바이(3,781편), 도쿄(799편)에 이어 3위이며, 외국 영화 개봉 

편수도 456편으로 몬트리올, 토론토(482편)에 이어 3위로서 국산영화의 발전과 스크린쿼터의 

효과를 시사함 (LA, 뉴욕 통계자료 불비)

●  모든 (연극)공연장에서의 연간 입장권 판매 수(14,288,682)는 뉴욕(28,187,344), 런던(14,152,230) 

수준으로 매우 높은데 반해, 연간 1인당 공연티켓 구매액 총계(4.9 달러)는 뉴욕(132달러), 

런던(98달러)에 비해 매우 낮아, 주로 무료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함

●  창조산업 고용율(9.4%)은 타 경쟁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지만(런던 : 12%, 도쿄 

: 11.2%, 베를린 : 10%) 창조산업으로 간주하는 산업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비교가 필요함

●  연극공연장 수(229)는 타 경쟁도시들과 비슷한 수준(뉴욕 : 420, 파리 : 353, 도쿄 : 230, 런던 

: 214)인데 비해 도서관 숫자는 타 경쟁도시들에 비해 대체로 적은 수준임 (인구 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 서울 : 1.91, 파리 : 7, 런던 : 5)

    ※ 단,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시 비슷한 수준임

●  서울은 21개 도시 중에서 면적은 4번째로 작지만, 인구 수는 7번째로 많음. 서울보다 인구밀도 

가 높은 도시는 보고타와 뭄바이 뿐임

●  서울의 공공 녹지공간은 이스탄불 다음으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녹지 비율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1인 당 영화입장권 판매 수(5.6)는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함

    (런던 : 5.3, 파리 : 4.9)

     ※ 단, 영화산업이 가장 발달한 LA, 뉴욕은 통계자료 제출하지 않음

●  일반 대학교 내 예술 및 디자인 전공 학생 수(78,343)는 2위 그룹(보고타:47,686, 상하이:43,501) 

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음. 다만 그 의미는 예술교육체계의 차이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함

런던 34,920

공립예술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도쿄 24,120

파리 14,024

상하이 13,324 

서울 2,484

토론토 315

몬트리올 80

파리 416,083,793

연간 영화티켓 판매액 총계(달러)

서울 393,201,634

런던 363,300,448

도쿄 351,024,091

토론토 81,000,708

암스테르담 76,864,250

이스탄불 75,685,429

런던 46

연간 1인당 영화티켓 구매액 총계(달러)

서울 38

시드니 34

토론토 34

도쿄 27

파리 6

뭄바이 3.46

서울 78,343

일반 대학교 내 예술 및 디자인 전공 학생수

보고타 47,686

상하이 43,501

도쿄 25,444

런던 15,745

리우데자네이루 1,899

이스탄불 774

서울 5.6

연간 1인당 영화입장권 판매수

런던 5.3

파리 4.9

시드니 4.8

도쿄 2.2

뭄바이 0.9

이스탄불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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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참고자료

1. WCCR 수록 서울시 문화정책 소개 글

   추후 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WCCR 2013> 제작을 위해 작성한 서울시 문화정책 

소개 원고와 최종 편집본을 수록함

| City Portrait : 문화도시 서울 개괄 |

서울은 조선시대 정도(定都) 시기를 기점으로 보면 6백년이 넘은 도시이고, 삼국시대 한성백제의 

도읍의 시기로 보면 2000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도시이다. 그런 서울이 근대화의 격동기, 즉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분단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서울만큼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확장된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문화적 전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이 서울을 그 자체로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아직 서울은 완성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생성중이고, 바로 그 점이 서울의 문화적 매력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예술의 역동성이 바로 서울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과 같은 많은 단체들의 역동적인 예술활동의 

무대로서 세종문화회관, 연 관람객 백만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울역사 

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 수도 서울에 설립된 국립 문화시설, 그리고 리움 삼성미술관을 비롯한 

많은 민간 문화시설들이 문화수도 서울의 예술적 지형을 이룬다. 하지만 그 지형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서울역 옛 철도역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고, 공안정국의 산실인 옛 기무사 

건물터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뀌고, 서울시의 상수도 취수장이 거리예술센터로, 문 닫은 공장, 

근대산업시대의 유물이 창작공간(Art Space)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시 창작공간은 도심에 위치하는 거대 규모의 문화 인프라와 달리 지역사회에 파고드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다. 예술가 레지던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시민의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가와 

지역사회가 만나고,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창작과 향유의 경계를 없애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단순히 

예술에 대한 접근성만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시민 모두의 잠재된 창의성을 일깨우고, 

힐링과 자존감 회복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해가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경계를 확장시키면서 새롭고 대안적인 예술과 삶의 예술을 꽃피우고 있다.

2000년 고도의 서울이라 하지만, 서울에는 역사적 흔적이 근대사 속에서 많이 사라져버렸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도시 문화정책의 과제이다. 물론 전국에서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다. 또 3건의 문화재가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한양도성은 등재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울의 유산은 새롭게 보존되고 있다. 2012년부터 

서울시는 근대화 시점을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서울의 역사와 사람들의 활동, 사건들을 유산으로 

인증하기 위한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서울의 다양한 역사와 기억들을 미래의 유산으로 모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소중한 문화자원은 곧 오늘의 서울을 창의도시로 만드는 발판이 된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y Network)의 디자인 도시로 지정된 서울은 공연산업,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지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디자인, 패션 등 창조산업 지원시설로서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서울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상암 지역의 디지털 콘텐츠산업 단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입주해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 속에서 창조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한류의 인기 속에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이 바로 그들이다. 서구적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혼성적 성격, 무질서와 경이 로움, 

생명력과 역동성, 배려와 따뜻함, 음식과 요리 등, 서울의 이 모든 면모들을 호기심 넘치는 눈길로 

바라보는 이들이, 다시 서울의 문화를 

새롭게 써간다. 뉴요커 마익흘(Michael 

Aronson의 한글이름)이 만든 랩송인 

김밥송, 지하철송이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다. 외국인 한글경연대회에서는 

서울의 많은 이야기가 그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다. K-Pop 경연 대회에서는 

세계인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상연된다.

서울의 창의성은 이렇게 태어난다. 김으로 

말린 밥 속에 여러 야채가 혼합되어 있는 

김밥처럼, 혹은 모든 재료를 섞어 비벼 

모두가 함께 먹는 비빔밥처럼. 어쩌면 그것은 전통 판소리를 가지고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을 

재창조한 이자람의 창의성이고, 프랑스 만화를 원본으로 <설국열차>를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의 

창의성일 것이다. 서울의 초국가성(trans-nationality)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풀어 헤쳐지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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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R 2013 편집 수록본 | 2)

 Introduction
Seoul has risen astonishingly fast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to become one of East 
Asia’s largest and most dynamic cities, with a growing reputation as a creative powerhouse. 
Cultural participation levels are high, and the city has built several major venues, from concert 
halls to museums, to house its artistic talent. Yet in the rush to growth, much of the city’s 
heritage has been lost. Seoul is now looking to strike
a new balance between the contemporary and the traditional to make the best of all its cultural 
assets.

 City Portrait

✽Seoul
Seoul Special City
Geographical area: 605.2 sq. km
Total population: 10,195,318
Percentage of total national population living in the city: 20%
Education level –percentage with degree level or higher: 70.6%
GDP (PPP) million: US$218,709
Percentage creative industries employment: 9.4%

Few cities have experienced such dramatic and rapid changes in the last hundred years as 
Seoul. Having been the capital of Korea since the 14th century it was transformed first by the 
Japanese colonisation of Korea from 1910–5 and then the Korean War of 1950–3, which left the 
country divided and Seoul itself in ruins. Yet out of the ashes grew one of the most remarkable 
economic booms the world has seen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Today Seoul is an ultra-
modern megacity of ten million inhabitants, home to some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companies and with a thriving contemporary culture. The city’s residents are making a splash 
in many artistic fields, from visual art to film and music (both classical and pop), and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globally recognised Korean Wave (‘hallyu’). Yet these changes have come 
at a price. Although Seoul is a city with ancient roots –it was the capital of the Baekje Kingdom 
2,000 years ago –much of its cultural heritage has been lost in its rush to grow. Today the city is 
a dynamic, fluid place, one whose culture is not settled or static. This offers opportunities both 
to create something new and to try and recover some of the elements of the city that have been 
lost.

힘, 그것이 곧 서울의 문화코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가 고(故) 정기용은 서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서울에 산다는 것은 세계를 사는 것이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의 방식 속에서 저마다 다른 가치관과 각기 다른 욕망을 분출하고,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궤도를 돌고 있다. 매일 매일의 일상성은 천일야화를 만들고, 또한 서울의 역사를 

만들어나간다. 이런 현상을 두고 나는 서울을 아직 열어본 적이 없는 ‘의미의 창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직 쓰기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대하소설’이라고도 명명한 적이 있다...

 

서울의 개방성, 미완의 프로젝트, 변화와 역동성, 모순과 역설의 도시, 역설의 조건이 새로운 창조적 

대응을 만들어내는 도시,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도시, 서울인 것이다.

2)  연구진이 작성한 원고를 WCCF 사무국에서 편집, 윤색하여 수록함으로써, 한글 원문과 일부 내용이 다르게 기술됨. 

    WCCR 2013 영문보고서 전문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www.sfac.or.kr,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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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ly 2010, Seoul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a UNESCO Creative City of Design. As a member 
of the Creative Cities Network, Seoul has promoted various cultural projects and served as a 
hub for creative industries such as performing arts, games, animation, fashion, and design. 
One example of these efforts is Dongdaemun Design Plaza, designed by the architect Zaha 
Hadid. The plaza is expected to become a significant landmark in Seoul, noted for its unique 
design and its business centre for creative industries. Seoul has los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its heritage during its turbulent pas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therefore sees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e city’s cultural heritage as one of its highest priorities as, 
despite
the losses, many national treasures and historical districts still remain in Seoul. The city has 
three properti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ith the Seoul City Wall also under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2012 SMG launched the innovative ‘Future Heritage Project’, 
which focuses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connected to the city’s history, people 
and memorable events during the modernisation era of the city until the 1970s. Citizens as well 
as experts are being invited to add their memories of the city in order to turn them into the ‘future 
heritage’ for the next generation.

Seoul is thus trying to embrace the present while maintaining its links with the past. The 
challenge of grappling with the contradictions and paradoxes thrown up by these ambitions 
helps give 21st century Seoul its distinctive charact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glish.seoul.go.kr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english.sfac.or.kr
Seoul Art Space: eng.seoulartspace.or.kr

Seoul’s creativity, like that of many world 
cities, takes hybrid forms. However, this 
is not simply an adoption of modern ways 
–Korean culture has a long tradition of mixing 
ideas and styles from different places. This 
is perhaps most obvious in Korea’s cuisine: 
signature dishes like Gimbap or Bibimbap 
take a great variety of ingredients and
mix them together or roll them up in a bowl. 
This hybridity can be seen in contemporary 
culture too. Examples include Ja-ram Lee, 
who has re-interpreted Berthold Brecht’s 
play A Good Woman of Szechuan as Pansori (a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consisting of storytelling songs accompanied by drumming). Joon-ho Bong’s recent film Snow-
piercer was a South Korean/American/ French science fiction film based on the French graphic 
novel ‘Le Transperceneige’. K-Pop mixes Western and Asian forms, exemplified by the global 
success of Psy’s Gangnam Style.

The city has created a number of high-profile cultural buildings to house its creative surge.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s home to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led by its 
acclaimed music director, Myung-Whun Chung; the Seoul
Museum of Art receives a million visitors a year; the Seoul Museum of History and the Seoul 
Baekje Museum explore two millennia of the city’s history; whil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Seoul Arts Center offer topnotch cultural facilities. 
Alongside these are facilities run by the 16 districts of Seoul, as well as a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run by private corporations such
as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his cultural expansion is ongoing. Former
industrial sites are being turned into cultural ones: the old Seoul Railway Station has become a 
major cultural space;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Center has been reopened as a branch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city’s water intake and pump station is now being transformed into the Street Arts 
Center; and a number of dilapidated industrial plants have been recast as Seoul Art Spaces. 
The Seoul Art Spaces are a new type of public place, designed to focus on the local community 
where each is located. Through diverse programmes such as artist residencies and community 
art projects, artists and citizens are encouraged to engage with each other. In Seoul Art 
Spaces citizens can be creators of arts, not just consumers. The Art Spaces’ programmes 
also enhance individual citizens’ creativity, restore self-esteem, and accumulate social capital 
for community development. The changes caused by such approaches are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he arts and making fringe and experimental arts bloom in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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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CCR 작성을 위한 서울시 문화정책 맥락 소개 글

   추후 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WCCR 2013>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WCCF 사무국에 

제공한 서울시 문화정책 관련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들을 수록함

| Answers to the Contextual questions :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정성적 서술 |

1   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중심역할을 하는 기구들은 무엇인가? (귀 도시 정부 이외 

행정체계 상의 상/하위 정부기구, 타 정책영역의 공공기구, 경제개발기구, 민간조직 등) 

    What are the key agencies involved in your city’s cultural policymaking (government at 
different territorial levels, other public sector bodies, economic development agencies, 
private organisations, etc.)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 

종교 등의 정책영역에서 국가 수준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문화중심지인 

서울에서 국립 예술공연장과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와는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서울특별시는 문화, 관광, 디자인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12개 과로 

이루어진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을 

직영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9개 예술단을 보유한 세종문화회관과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감독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과 시민 문화향수 증진을 담당하는 

서울문화재단, 디자인산업지원과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 도시공공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 등의 산하 출연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는 

하위 자치행정기구로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문화예술, 관광, 디자인 관련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에는 문화 관련 시민단체와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implements and promotes national 
policies on arts and culture, tourism and sports, and runs national arts and cultural theatres 
and facilities located in Seoul. MCST also works closely wi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SMG’s Headquarter of Culture, Design & Tourism is composed of 12 divisions, responsible 
for all the policies in the culture sectors of Seoul. SMG operates the Seoul Museum of Art and 
the Seoul Museum of History under its direct control. It also supervises affiliated organizations 

dealing with cultural policy, those are funded by SMG. They are the Sejong Center for 
performing Arts, which operates nine artistic troupes;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which 
is under the artistic direction of maestro Chung, Myung-Whu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that provides supports for artists to enhance their creative arts production and 
organizes a variety of cultural programs for citizens; Seoul Design Foundation that supports 
the design industry and develops and proliferates public service design; the Seoul Institute 
that develops the urban public policies. Seoul has 25 autonomous districts, which take charge 
of their own administration service in culture sector. SMG also runs several policy advisory 
committees to collaborate with civic organizations, artists, and experts to develop better 
policies for the city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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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문화정책의 중요 요소들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이 중요 요소들은 국가의 

문화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WCCF 사무국에서 제시한 중요 요소 항목을 사용하여 답변)

    In order of priority, what are the main drivers of your city’s cultural policy? And are these 
priorities reflected in your country’s national policy? 

 

시민의 문화참여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

서울특별시는 문화서비스의 수혜자이던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문화 생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예술가와 주민들이 시의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예술가 82개팀이 참여하는 열린예술극장 사업과 

마을단위의 마을예술창작소 설립 등, 다양한 주민주도형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서울시 대표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자치구, 일반시민, 그리고 지역 공동체들의 축제와 

연계하여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First : Cultural participation.
Arts & Cultural Events created for and by Citizens 

SMG encourages citizens to expand their roles from beneficiaries of cultural service to creators 
of their own culture. To promote more active civic participation, SMG operates various cultural 
projects where amateur artists and citizens can play the main roles on stage. For example, 
SMG supports Village Art Creation Spaces and runs the Open Art Theatre Project, where 82 
amateur artist teams go on the stages for the citizen-oriented cultural activities. The Hi Seoul 
Festival, the representative city festival held in every October by SMG, also turns into more 
citizen-participatory festival, where citizens, government officials, and community festival 
organizers can come together and collaborate.

문화유산

한양도성이 세계 문화유산이 되다 

2000년 고도 서울에는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3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서울의 외곽 방어성인 한양도성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개화기 및 근현대까지의 역사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00년 후의 보물을 발굴하는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0년 한성백제의 유적인 풍납토성의 복원, 성저십리 보존 

등, 역사자원 보존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순위

2순위

Second : Heritage
Seoul City Wall to be the World Heritage 

Seoul, being the capital city of the nation for two millennia, has already enrolled three 
sit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Currently, SMG is promoting another UNESCO 
inscription for Seoul City Wall. The ancient wall from Pungnaptoseong(Fortress) of the Baekje 
Kingdom(18BC~660AD) that connects to Seongjeosimni(outer old Seoul) is now under the 
main restoration projects of SMG. In 2012, SMG also began “the Future Heritage Project”. 
SMG works to discover and preserve valuable cultural assets, especially out of the modern & 
contemporary times, in advance as ‘the futur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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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스토리가 넘치는 관광매력 도시

서울특별시는 서울 전역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 하고 있다. 한강, 

한양도성, 동대문, 세종대로, 한성백제 등 5대 대표지역을 관광명소로 선정하여 지역 컨셉에 맞는 

이야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 전통공예품, 전통공연, 태권도 등을 관광자원화 

하고, 특히 한류 관광객에게 특화된 한류관광명소로서 K-pop, 뷰티 등 테마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Third : Tourism
An Attractive Tourist Destination full of Stories

To develop attractions as tourist destinations, SMG continuously uncovers intriguing and 
forgotten stories about Seoul; the stories of the Han River, the Seoul City Wall, Dongdaemun 
Gate, Sejong-daero and Hanseong Baekje (an ancient kingdom). SMG also try to develop 
attraction for creative tourism out of its cultural resources such as national heritages, 
traditional handicraft, folklore performances and Taekwondo(Korean martial arts), etc. It is also 
developing the Hallyu(Korean wave) tourism courses, which include famous locations related 
to Korean dramas, K-pop and the city’s diverse cultural industries. 

경제발전

문화 창조력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서울은 공연산업,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 디자인 등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다. 

서울특별시는 창조적 문화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 창출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DDP)와 같은 창조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패션위크’를 아시아 대표 패션 마켓과 비즈니스의 장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SICAF) 개최와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고, 여성영화제와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을 영화친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Fourth :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through Cultural Creativity

Seoul is the most clustered core of contents industry of Korea. SMG maximizes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reative industries such as performing arts, games, animation, fashion and 

3순위

4순위

design. DDP (Dongdaemun Design Plaza) will be open soon to be a hub of design and fashion 
industry. SMG also hosts SICAF (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as part of 
supports for cartoon and animation industries. SMG funds the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and Korea Youth Film Festival to make Seoul as a cinema-friendly city. 

사회발전

문화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서울특별시는 서울문화재단과 다양한 사회참여형 문화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고를 위한 문화이용권사업(복권기금, 문화부와 

매칭 펀드로 진행),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노숙자와 청소년, 고령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힐링 아트 프로젝트, 서울댄스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발현을 추구하고 있다.

Fifth : Social development
Problem solving through cultural programs

In collaboration with SFAC, SMG promotes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arts and culture as 
a means to solve social issues, to voice citizens’ thoughts, to restore self-esteem, and to share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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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ride as the citizens of Seoul. Examples include Culture Voucher Project (run in matching 
scheme with Lottery Fund of MCST) for low-income households; Hope & Dream Arts Project 
offering opportunities for arts education to underprivileged children; Creative Culture & Arts 
Education projects for the young, the elderly, and the homeless; Healing Arts Project; and 
Seoul Dance Project, etc.

문화교류 및 외교

창의도시 간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

2010년 7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서울시는 세계 창의도시들 간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디자인, 영화, 음악, 공예, 미디어아트, 음식, 문학 등의 분야에서 

에딘버러, 아이오와, 볼로냐 등 타 창의도시 네트워크 멤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있다. 또한 

문화관광, 경제산업, 환경교육 등의 분야에서 샌프란시스코 등 2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18개 

도시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Sixth : Cultural Exchange and Diplomacy
Cultur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 with Other Creative Cities

Selected as a UNESCO City of Design in 2010, Seoul has enhanced its networks as a member 
of UNESCO Creative Cities with other designated cities around the world. It continues to build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creative cities around the globe, include Edinburgh, Iowa 
and Bologna, in the field of design, film, music, crafts and folk art, media arts, gastronomy, and 
literature. SMG has signed agreements with 23 cities for sister city relationships in culture and 
tourism, economy and industr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It also sign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inter-city exchanges with 18 other cities.

도시 마케팅

한류를 활용한 “하이! 서울” 이미지 전파

서울특별시는 관광객과 해외투자 유치 확대, 서울 관련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문화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강화해 왔다. 해외 주요 방송매체들과 협력하여 ‘하이! 서울’ 이미지를 

전파하고, 인사동, 북촌, 홍대 등을 소재로 한 서울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다. 서울에 온 외국 

관광객들은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타고 구석구석 서울의 문화적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글로벌 오디션(K-pop 스타 경연, 모델선발 등)의 서울 유치, 한류스타가 

부르는 서울 관련 음원 및 뮤직비디오 제작, 한류 드라마, 이벤트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한국의 수도 서울을 풍성한 문화의 도시로 홍보하고 있다. 

Seventh : City marketing 
‘Hi! Seoul’ Images through the Hallyu

In collaboration with overseas mass media, SMG has diffused the ‘Hi! Seoul’ image around 
the world. And it produces documentary films about Insa-dong, Bukchon and Hongdae areas 
and runs city tour buses for foreign visitors. SMG has also made effort to publicize the dynamic 
diversity of Seoul through the contents of Hallyu(Korean wave). For examples, reality TV shows, 
such as global auditions for K-pop stars and fashion models, and music videos have featured 
Seoul. SMG has also developed Hallyu tourism courses related to Korean dramas and major 
international events held in the city. 

3   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에 진행될 예정인 문화분야의 주요 개발계획이 

있는가? 

   What are the key developments within the cultural sector in your city that are taking place 

now or are planned for the near future? This could be in terms of: [Please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key developments for the areas listed above (if relevant) or any others. 

200 words max]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21세기 디자인 창조 지식의 발신지’를 비전으로 디자인/패션 등 창조문화산업 지원시설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가 2014년 3월 개관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독특한 형태의 

6순위

7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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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서울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아트홀, 뮤지엄,  지식정보센터, 비즈센터 등이 

들어설 것이다. 

Construction of Dongdaemun Design Plaza(DDP)

SMG is about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DDP in March 2014. Designed by Zaha Hadid, 
a world-renowned architect, DDP symbolizes the birthplace of the 21st century and design 
creation and knowledge. DDP will serve as business center for fashion and design, and as one 
of the important landmarks of the city as well.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및 북서울시립미술관 개관

서울 근교 과천에 소재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 시민의 접근성을 수월하게 하고자 서울의 중심인 

북촌에 서울 분관을 2013년 11월에 개관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역시 현재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비교적 도심과 떨어져 있는 서울 동북권 지역에 분관을 건립함으로써 서울 지역 내 미술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미술관은 2013년 9월에 개관한다.

New Branches of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Seoul Museum 
of Art

In order to improve its accessibility for the citizens of Seoul,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hich is located in the outskirt of Seoul, Gwacheon, opens a branch 
museum at Bukchon in central Seoul in November 2013. On the other hand, the Seoul 
Museum of Art located in downtown Seoul, opens its branch at north-eastern part of the city in 
September 2013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its citizens who live in suburban areas.

‘규모있는 K-POP 공연장’ 건립 추진과 서울국제뮤직페스티벌 개최

서울특별시는 강북에 규모 있는 K-POP 공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는 

세계 음악산업의 상호교류와 화합을 통해 창작과 제작,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뮤직 

컨퍼런스&쇼케이스의 장인 ‘서울국제뮤직페스티벌’을 서울의 홍대 주변, 상암동 일대 등에서 

개최하여 세계를 춤추고 노래하게 할 아시아 뮤직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게 할 계획이다.

Construction of K-Pop Concert Hall and Hosting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MG is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a large scale K-Pop concert hall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and planning to expand SIMF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hich has launched in 

2009 in Hongdae and Sangam-dong areas. SIMF targets young people from home and abroad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the Asian music, and to make a globally acknowledged music 
industry market.

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 :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외

서울특별시는 폐기된 산업시설물을 근대산업유산으로 보고, 이를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08년부터 서울시내 용도 폐기된 상업시설과 

공공행정 서비스 공간들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활동과 함께 도시 재생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하에 서울의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 창작발전소’로 재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또한 서울특별시는 옛 상수도 펌프 시설인 구의취수장을 서커스예술 및 거리예술센터로 

리모델링 중이다.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facility into Cultural Space. 

SMG has turned several antiquated industrial facilities into Seoul Arts Space since 2008. This 
project has helped to build community bond and urban regeneration through artistic activities 
and civic participation. Currently, SMG is preparing for remodeling Guui Intake Station into the 
Streets Arts Center. In collaboration with MCST, SMG is planning to transform the DangInRi 
thermoelectric power plant into’the Creative power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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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또는 조만간 귀 도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나 프로젝트가 있는가? (예: 올림픽, 

엑스포, 유네스코 창조도시 선정, 유럽문화수도선정 등) 만약 그렇다면 해당 행사가 

시의 문화 서비스 제공이나 문화 참여 면에서 효과를 발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re there any major initiatives or events (e.g. Olympic Games, Expo, UNESCO 

designation, European Capital of Culture designation, etc) in your city that take place now 

or in the near future? If yes, why do you think these will impact on the over all cultural offer 

and participation in your city? [Please provide a brief commentary. 200 words max.]

사회 혁신 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SIX Summer School 2013, Seoul’이 2013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사회 혁신과 도시 번영(Reshapingour cities and making them 

thrive)’을 주제로 국내외사회혁신가들이 참여한다. 

11월에는 2013년 제7차 시티넷 서울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시티넷 서울총회에서는 시티넷의 

비전과 발전 방향(Citynet in Seoul ‘Our Vision and Way Forward’) 을 주제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시티넷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국제전시협회(UFI) 서울총회가 11월에 세계 50여개국의 전시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세계 전시산업 관계자 간 협력 증진과 세계 전시업계의 트렌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Seoul Institute hosts ‘SIX Summer School 2013 in Seoul,’ one of the largest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the area for social innovations. The event will feature one of the best examples 
of city innovations around the world and enable experts on city policy to learn from each other 
under the theme of “Reshaping our cities and making them thrive.” 

In November 2013, SMG will hold the 7th CITYNET Congress in Seoul under the theme of ‘Our 
Vision and Way Forward.’ The congress will promote cultural exchange programs among 
the c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discuss ways to achieve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In the same month, the 80th UFI(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 Congress will be held in 
Seoul. The congress will also discuss the latest global trends in the industry with participants 
from over fift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promote collaboration among trade-show 
organizers, fair ground owner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the exhibition industry 
and its partners is the purpose of this congress. 

5   귀 도시의 문화영역에서 ‘비공식적/프린지적인’ 활동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카페에서 하는 사진 전시회) 그리고 ‘공식적인’ 문화 영역과 비교할 때 이러한 

‘프린지적인’ 경제가 가져다 주는 효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특별히 시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비공식의 프린지 활동목록과 간단한 코멘트를 500단어 이하로 설명)

    What role do ‘informal, fringe’ activities play within your city’s cultural life? (e.g. photo 

exhibitions in cafes). And how important do you consider this contribution made by this 

‘fringe’ economy compared to the ‘formal’ cultural sector?

서울특별시가 주목하는 비공식/프린지 영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제도권 장르 예술계에 대비되는 ‘주변부/인디 예술’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영역은 

새로운/젊은 시도, 실험적인 모색을 통해 기존 예술계와 서울의 문화에 신선한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 대표적으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변방연극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NeMaf), 

인디포럼(Indie Forum), 서울인디다큐페스티발(SIDOF), 오프 앤프리 국제영화제, 인디애니 

페스트(Inie-AniFest) 등이 있다. 

둘째, 프린지 영역으로서 ‘소수자 문화’를 주목하고 있다. 국제도시이자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문화적 

관용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이주민, 성적소수자, 노숙인 등 소수자들의 문화활동과 

그들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퀴어문화축제, 서울LGBT 영화제, 서울노인영화제,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노숙인 대상 문학상인 ‘민들레 

예술문학상’을 운영하여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과 노숙인의 삶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문화예술의 개념적 확대와 사회적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례처럼,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대안적 생활문화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서 

문화예술의 가치가 발현되도록 한다. 또한 대자본에 의해서 왜곡되는 시민들의 문화소비 활동을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참여로 전환시키는 프린지 활동을 주목한다. 즉 점점 상업화 되어가는 홍대 

지역을 문화지원 밀집지구로 설정하고, 거리예술활동을 장려하여 시민들이 공공 공간(청계천, 

고수부지, 광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프린지 

문화활동은 엘리트 중심의 고급예술에서 도시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로, 시민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문화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informal, fringe activities that SMG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can be categorized into the 
three following types. 



42 ㅣ 서울문화재단  세계도시 문화 리포트 _서울 2013 ㅣ 43

First, SMG keeps keen interest in ‘indie arts’ to support young and experimental endeavors 
since they bring refreshing jolts and stimuli to the established artistic circles. SMG supports 
festivals in this field such as Seoul Fringe Festival, Seoul Marginal Theater Festival, NeMaf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Indie Forum, SIDOF(Seoul Indie Documentary 
Festival), Off And Free Film Festival, Indie-Ani Fest(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 
Festival), etc.

Secondly, SMG takes note of ‘minority cultures’ of the city. To enrich the cultural diversity and 
tolerance as a creative city, SMG funds a variety of events staged by or targeting its minority 
populations including immigrants, senior citizens, the disabled, sexual minorities and the 
homeless. Examples include Korea Queer Festival, Seoul LGBT Film Festival and Seoul Senior 
Film Festival. SMG also supports the activities and events staged by the Disabled and Minority 
Association. For the first in Korea, SMG has also launched ‘the Mindle (Dandelion) Literary 
Award’ exclusively for the homeless to help them restore their self-esteem and share their 
thoughts with the public.

Thirdly, SMG pays attention to ‘the conceptual expansion and application’ of the fringes of arts 
and culture. One example is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 whereby SMG encourages citizens 
to create alternative civic culture and creative space in their community on their own utilizing 
the value arts and culture. SMG pays close attention to the role of fringe activities in spreading 
the cultural benefits to every citizen, not to be confined by commercialism. For example, SMG 
has designated Hongdae area, where small galleries, theaters, cafes and bars are clustered, 
as ‘cultural district’, and allows artists more chances to present their works and performances 
in public space such as Cheonggyecheon , the terrace land on the Han River and plazas and 
street at the heart of the city. These activates will contribute to realizing cultural democracy by 
allowing people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arts and cultural scenes of Seoul.

6   문화정책 분야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귀 도시가 집중하고 있는 주요 핵심 분야 혹은 보다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500단어 이하로 설명)

    How are you securing the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sector?   

[Please provide a brief commentary on the key areas that you focus on or which need 

support in terms of developing a more sustainable cultural sector. 500 words max.]

2030 서울문화플랜 수립

서울특별시는 시민의 문화요구에 대응하고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서울의 

문화환경 변화 예측과 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 

활동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활동 수준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2030 

서울문화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문가회의와 시민참여형 토론회, 문화생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플랜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Establishment of Seoul Cultural Plan 2030.

Through analytic forecasts on anticipated changes in the future, SMG attempts to establish 
a twenty-year-long-term plan on cultural policy¬¬. SMG is working on ‘Seoul Cultural Plan 
for 2030’ which aimed at developing Seoul into a sustainable city where the citizens can enjoy 
higher quality of lives, contribute to community rejuvenation and competitivenes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ultural programs. 
In 2013, SMG is holding conferences and civil meetings to collect various opinions, and 
conducting surveys on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SMG is planning to finalize the Cultural Plan 2030 by 2014. 

문화도시기본조례 제정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06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가 인간 중심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리고, 

문화복지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2012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이 조례에 

운영의 근거 규정을 두고, 문화, 예술, 관광, 문화재, 문화산업, 체육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된 문화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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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ment of Framework Ordinance on Cultural City and Establishment of Seoul Cultural 
Policy Advisory Committee.

On December 31, 2012, SMG revise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amework 
Ordinance on Cultural City(enacted in 2006) to clarify its purposes of legislation; creating more 
cultural environment where citizens can pursue cultural welfare and happiness and display 
their creativity.
Based on this ordinance, Seoul Cultural Policy Advisory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It 
is composed with six subcommittees on arts and culture, tourism, cultural heritage, cultural 
industry, and sports. The members of committee including policy experts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reflect diverse opinions of different sectors to formulate future cultural policy.

근현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

격동기 근현대사의 무대였던 서울에는 수많은 역사적 현장, 인물의 발자취나 생활상 등이 있지만, 

도시 재개발 등으로 그 자취가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미래 세대에 남길 근현대 

유산을 발굴하여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에 의한 자발적 

보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갈 것이다. 특별히 시민들이 직접 미래유산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가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미래유산 보전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Policy to Preserve Cultural Assets of Modern times.

The past 100 years of modernization was extremely turbulent periods to Seoul. Many of its 
cultural assets; a number of historic sites along with the stories and memory of people and 

events were lost due to the radical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the city. SMG works to 
discover and preserve valuable cultural assets, especially out of the modern & contemporary 
times, in advance as ‘the future heritage’. SMG is calling upon its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and selection of future heritage. SMG will announce the master plan to 
preserve future heritage with the list of citizens’ selection done.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서울특별시는 고급 문화예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 보존, 참여, 향유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 인프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달동네 

마을을 기억할 전시실을 건립하고, 주민들이 소장한 유물이나 도시 민속자료를 기증받아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재생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서울시 관할 유휴청사나 폐산업시설을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ontinuous Expans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SMG continues to develop new concept of policy for cultural infrastructure building.  It enables 
citizens to preserve memories of their daily lives as cultural heritage. For instance, SMG plans 
to build a memory hall in a shanty town that is going to be redeveloped. The memory hall will 
display printed materials and folklore items donated by its residents. 
SMG will also continue to transform empty government offices and industrial facilities into art 
spaces to meet the both demands of urban regeneration and re-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more facilities for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and citizens.

7   귀 도시의 주요 문화자원은 무엇인가?  (문화자원은 문화시설 뿐 아니라 인력, 하부 단위, 

구조, 조직, 과정 등을 포함함)

    HWhat do you consider as the key cultural assets of your city? (Assets does not 

exclusively refer to cultural infrastructure, but could equally include workforce, sub-

sectors, structures, organisations, processes) [Please provide a brief commentary. 300 

words max.]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많은 문화자원이 밀집해 있다. 문화시설로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공연시설 308개소(공연장 312개), 미술관 40개소, 박물관 107개소, 갤러리 등 전시시설 96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628개소의 문화시설이 있다. 특히 국립극장과 국립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하여 

예술의 전당,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우수한 문화시설들이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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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은 274개에 이르고 다양한 시민예술강좌 프로그램의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은 152개이다. 

또한 인사동, 대학로, 삼청동, 홍대, 서초동, 신사동, 평창동, 청담동, 정동 등에는 문화자원들이 

밀집되어 “문화클러스터”를 이룬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문화지구 지정 등 문화생태계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와 같은 

공연예술 클러스터인 ‘대학로’에는 서울 시내 총 공연장의 약 40%인 142개에 달하는 소극장들이 

밀집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를 2004년에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공연장에 대한 융자지원 및 공연 

연습공간 제공 등의 공연예술활성화 시책을 시행한 바 있다. 

The capital city of Korea, Seoul has a relatively high density of cultural assets. As of 2012, it has 
628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308 performance venues, 40 museums of art, 107 museums of 
history and 96 exhibition facilities. 
The list of Seoul’s cultural facilities includes the national facilities; National Theater of Korea,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Seoul Arts Center, etc.
There are 274 higher education organizations for arts and culture in the city, and the public 
attendance in the arts education is fairly high. 152 arts and cultural organizations are enrolled 
on the city’s professional-arts-corporation list. 
Seoul is endowed with a number of cultural clusters; areas with high density of cultural 
resources. They are Insa-dong, Daehak-ro, Samcheong-dong, Hongdae region, Seocho-dong, 
Sinsa-dong, Pyeongchang-dong, Cheongdam-dong and Jeong-dong. SMG supports these 
clusters with legislation of Cultural District to preserve their cultural atmosphere. Like the West 
End in London and Broadway in New York City, Daehak-ro is the heart of Seoul for performing 
arts, particularly for theatre. 142 small theatres, up to 40% of city’s total performance venues, 
are located in this district. SMG designated it as a Cultural District in 2004 and is carrying out 
measures to protect and support the theaters and art troupes in this area.

8   귀 도시가 직면한 문화자원 개발 상의 가장 핵심적인 난관은 무엇인가? (경제, 사회, 

정부/조직체계, 정치적 관점) 

    What are the key challenges to developing your city’s cultural assets? (economic, social, 

organisational/governmental, political)[Please provide a brief commentary. 500 words 

max.]

첫째 | 충분한 문화분야 재원의 확보

2013년 서울시 예산 규모는 23조 5,069억원이다. 이 중 문화관광 분야의 세출예산 규모는 

5,296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중앙 정부의 보조금 예산지원 

등이 한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시의 재정 자립 부담이 더 크다. 줄어드는 시 

재정과 문화재정 문제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정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의 주도하에 ‘서울메세나 지원사업’(Seoul Mecenat 

Initiative)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기업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후원과 기부에는  

익숙한 반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데에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First, securing enough budget for cultural policy.

Out of 23.5 trillion won, city’s annual budget size for FY 2013, culture & tourism takes 529.6 
billion won; 2.25% of the total. The national government’s subsidies for Seoul a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other region, and this makes difficult to carry out the goals and objectives of 
SMG on its own. To cope with shrinking budget, SMG is carrying out ‘Seoul Mécènat Initiative’ to 
promote larger involvement form the private sector in the support for and arts and culture, in 
collaboration with SFAC since 2012. The challenge is to persuade the corporations who used to 
make donation for social welfare programs. They are reluctant to extend their support toward 
arts and culture, because it requires patience to witness evidential changes and results of their 
contribution.

둘째 | 시민들의 문화참여 확대

서울은 문화시설과 행사 수가 크게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율은 유럽 등 

선진 주요도시보다 낮은 편이다. 도시의 문화적 여건에 대한 인식 또한 런던, 파리, 뉴욕 등에 비해 

‘풍요롭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 타 도시에 비해 적지 않은 예술창작 인구들은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예술 시장에서의 관객 개발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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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유 욕구 충족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술 관객 개발을 위한 시민들의 예술참여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다.

Second, involving more citizens in the culture.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and events in Seoul is not small compared to those of many 
other cities on the globe. But, still the ratio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ultural programs is far 
behind than other cities. Seoul citizens also feel that city’s cultural environment is “not fertile” 
compared to London, Paris or New York, to name a few. Artist population in Seoul is relatively 
high, but their dependency on the government fund is also high. Most art groups are struggling 
to secure relevant ticket-sales. SMG focuses its policies on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with the aim of developing future audience as well as meeting 
their demands for cultural service.

셋째 | 시민의 행복과 문화예술의 관계

서울특별시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현대 도시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문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주는 에너지와 활력을 시민의 행복감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이다.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하여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Thirdly, enhancing citizens’ happiness through culture.

SMG is considering cultural program as means to cope with diverse social issues out of aging 
society and economic bi-polarization. SMG tries to link the positive, energetic and dynamic 
feature of arts and culture with the citizens’ happiness. SMG develops collaborated programs 
between cultural welfa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the feeling of self-esteem 
and belonging to the community of citizens.

9   귀 도시의 문화정책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화정책의 독특함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을 선택해서 기술. 이는 특정 문화행사 

나 시책사업, 또는 다른 문화정책 관련 사항이 될 수도 있음)

    What do you consider as unique to your city’s cultural offer? [Please provide us with one 

keyfeature that you consider unique and provide a brief explanation for your choice. This 

could refer to a particular event or initiative, or an other element of cultural life/sector.200 

words max.]

시민주도형 문화정책 패러다임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관에 의한 일방적 문화서비스 제공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문화 생성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민간영역의 의견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문기구로서 문화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Citizen-leading Cultural Policy.

SMG adopted a new policy paradigm that allows its citizens to lead the city’s cultural scenes 
as active creator of culture and cultural policy as well. Operation of Cultural Policy Advisory 
Committee reflects such a change.

디자인의 도시적 결합

서울특별시의 문화정책 영역에는 문화예술, 관광,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다. 문화도시의 면모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자인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 적용하여 경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사회적 효과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Combination of Design with the City.

SMG’s cultural policies combine culture, arts, tourism and desig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ublic design, SMG has incorporated design into its urban renewal projects not just to 
renewal city’s scenery but also to reflect and purse the social value of design. With this aim, 
SMG launched public design projects aiming to alleviate social problems and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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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

한류에 매력을 느낀 외국인의 서울 방문이 많아지고 한국문화 체험 욕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예술작품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추구하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The Hub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More foreign tourists are pouring into Seoul largely due to the Hallyu; the Korean Wave, 
which is a successful feature of Korean contents industry. SMG works vigorously to meet the 
demands of these visitors who are interested in experiencing Korean culture by offering diverse 
cultural service. At the same time, SMG endeavors to 
develop the contents-industry. It encourages the convergence between the arts and digital 
technologies. SMG supports the development of contents for cartoon, animation and game 
industry.

별첨자료1.

서울의 문화정책 지표 

통계조사결과



52 ㅣ 서울문화재단  세계도시 문화 리포트 _서울 2013 ㅣ 53

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s Links appendix

지표 서울에 적용한 지표정의 통계량 기준년도 자료출처 주석 자료출처 링크 상세 부록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No. of book 
loans
by public 
libraries
per capita per 
year

2 2011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ttp://
www.libsta.go.kr/potal/
LibStatSiteMap.do?task=s2

공공도서관의 
인구
1명당 연간
도서대출 수

2 201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시 인구 : 10,195,318
  (2012년 기준 적용)

 aap2. 
서울 도서관 
대출현황

공공도서관 범위 
설정에 따라 대출권수 
새로 조사 필요

UNESCO World
heritage Sites

Number of places in the city listed 
by the UNESCO for their World 
Heritage Programme

3 2012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ul City Walls" is up for review
http://www.unesco.org/
new/en/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수 3 2013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   

• 종묘(1995.12.9)
• 창덕궁(1997.12.6)
• 조선왕릉(2006.6.26)
• 서울 한양도성(사적 10호) 잠정목록 

등재 완료

Number of 
other Heritage
/Historical sites

Number of sites/buildings/
monuments in the city officially 
designated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as being of historical 
importance and/or identified as an 
heritage resource.

1,481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1,017 of National level
• 464 of City level

http://
socialindex.seoul.go.kr/
classIndicator/view.do?
metricGrpId=P000131&fi
d=006&mid=C002153

공공지정 
문화유산 및
유적지

정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유산, 
문화재, 유적지 건수

1,481 2012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문화정책과)
문화재청

•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 1,017건
• 서울시 지정 문화재 : 464건

무형문화재는 
제외하되, 포함범위를 
문화재, 사적 등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of public 
green space

Amount of publicly accessible 
green space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city area

2.3% 2012
Seoul Statistical 
Yearbook

http://stat.seoul.go.kr/
jsp2/Octagon/
jsp/WWS7/
WWSDS7100.jsp?
stc_cd=368

녹지공간
비율

도시 전체 면적 대비 개방형 
녹지공간 비율                  

2.3% 2012 서울통계연보                                      
일반 녹지 비율과 
시민에게 개방된 
공원비율의 차이 존재

Theatres

Number of spaces used chiefly for 
theatrical performances (including 
musical theatre) but excluding live 
music venues

229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
awww.gokams.or.kr/
05_know/
internaldb2_list.aspx?BA
_2_RG1idx=1

연극 공연장                                                                           
연극(뮤지컬 포함) 상연 중심의 
공연장 수(라이브 음악 공연장 제외)

229 2012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연구팀 자체 재분류)

서울문화재단 자체연구로 
예술경영지원센터 발간 
공연예술실태조사 대상 공연시설 
목록에서 세부장르 재분류 및 폐업 
시설 제외
• 총 308개 공연장 중 연극 중심의 

공연장 229개 (다목적 공연장 
20개, 무용 중심 공연장 5개 포함) 

• 공연시설 내 다수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시설의 경우 각각 공연장 별도 
통계에 포함 

   (예)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연극 
공연장), 오페라하우스(음악 
공연장), 콘서트홀(음악 공연장)

app3. 
공연시설 
전체 장르 
재분류

공연장의 수시 
개폐업으로 인해 매년 
조사 실시 필요. 정확한 
장르별 사용 용도가 
없는 경우도 대다수

No. of theatrical 
performances at 
all theatres per 
year

66,702 2011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http://
www.gokams.or.kr/
06_intro/setup.aspx

연간 연극 공연 
횟수

66,702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공연예술
실태조사, 
조사연구팀 재가공)

•뮤지컬 포함 공연 횟수
• 동일 공연작품을 하나로 본 공연 

건수는 2,360건

app 4. 
서울시 
공연통계

샘플 조사 방식이므로 
문예연감을 토대로 한 
조사와 유의성 비교 
분석 필요 

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s Links appendix

지표 서울에 적용한 지표정의 통계량 기준년도 자료출처 주석 자료출처 링크 상세 부록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National
museums

Any museum based in the city with 
a designation of 'National Museum'. 
If designation does not exist, any 
museum in the city directly fund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Include list of museums in the notes 
column.

10 20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ttp://www.mcst.go.kr/
web/dataCourt/
statisticsData/
statisticsView.jsp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서울에 소재하며, 중앙정부에 
의해 '국립'으로 지정되어 있는 
박물관 /미술관 (✽문화부 발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상의 국립 
박물관/미술관)

10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경찰박물관, 고궁박물관, 
공연예술박물관, 관세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외교사전시실, 조세박물관, 
체신기념관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등 
국립이되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제외

분류 기준을 
설립주체에 따를 
것인지 운영주체에 
따를 것인지 결정 
필요. 운영예산에 따른 
분류는 거의 불가능함

Other
museums

Any museum based in the city with 
a museum designation not included 
in the previous category.

137 20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cluding beneficiary museums of 
public fund (partially)/ Museums 
in Universities/ other museums 
managed by SMG  

http://www.mcst.go.kr/
web/dataCourt/
statisticsData/
statisticsView.jsp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공공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및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 공립 박물관/
미술관

137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시 홈페이지

•공립박물관 : 15개소
•공립미술관 : 4개소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남서울분관, 
경희궁 분관은 개별 미술관으로 
인식)
•사립박물관 : 59개소
• 사립미술관 : 34개소(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대학박물관 : 23개소
•대학미술관 : 2개소

Public
libraries

Any publicly-funded library 105 2011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ttp://
www.libsta.go.kr/potal/
LibStatSiteMap.do?task=s2

공공도서관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통계 상 국립+시립+
구립+장애인+학교복합+
학교개방 도서관)

195 2011 
서울도서관 자체 
통계

•국립 : 3
•시립 : 23(직영 1)
•구립 : 104
•장애인 : 11
•학교복합 : 9
•학교개방 : 45
(작은도서관 : 공립 254, 사립 380, 
새마을문고 178)

 aap1. 서울 
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의 범위 
확정 필요. 도서관법 
상으로 공공도서관은 
일반+어린이+장애인+
작은문고+병원+교도소 
도서관
서울시에서는 작은 
도서관 및 문고를 
별도 취급하는 바 그 
규모구분이 모호하여 
도서관에서 제외함

No. of public
libraries per
100,000
population

1.91 2011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ttp://
www.libsta.go.kr/potal/
LibStatSiteMap.do?task=s2

인구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

2012년 기준 총 도서관수 / 총 
인구수

1.91 201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95개 도서관 / 10,195,318명 
(2012년 기준)

Private libraries
Any privately funded library that is 
fully accessible to the public

816 2013
 Seoul Metropolitan 
Library

http://lib.seoul.go.kr/

사립 도서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사립 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통계 상 
사립공공도서관+사립 
작은도서관+새마을문고)

562 2013 서울도서관 자체조사 
•사립공공도서관 : 4
•사립 작은도서관 : 380
•새마을문고 : 178

 aap1. 
서울 도서관 
현황

도서관의 범위와 
운영방식(사립)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No. of book 
loans by public 
libraries per 
year
(million)

Total Aggregated Number of books 
loaned by all public libraries in a 
given year

22 2011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ttp://
www.libsta.go.kr/potal/
LibStatSiteMap.do?task=s2

연간 공공 
도서관의
도서대출 권수

해당년도의 공공 도서관 도서대출 총 
수 (백만권)

22 201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aap2. 
서울 도서관 
대출현황

공공도서관 범위 
설정에 따라 대출권수 
새로 조사 필요

문화 인프라 및 생산영역 | Cultural infrastructure&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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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live 
music venues

Number of spaces used for concert 
or musical performances formally 
organised on a regular basis 
(excluding bars, nightclubs, discos 
and dance halls)

79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http://
www.gokams.or.kr/
05_know/
internaldb2_list.aspx?BA
_2_RG1idx=1

음악 공연장
콘서트 및 음악 공연 중심의 공연장 
수(바, 나이트 클럽, 디스코, 댄스 홀 
제외)

79 2012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연구팀 자체 재분류)

•총 308개 공연장 중 
   음악공연 중심의 공연장 79개
•연극 공연장과 같은 방식으로
   재분류

Major Concert 
Halls

Number of buildings specifically 
designed for and serving as music 
performance venue chiefly for 
orchestral music.
Include list of concert halls in notes 
column.

4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주요 콘서트 홀

오케스트라 공연을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공연장의 수
(음악공연장 중 상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4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연구팀 자체 재분류)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KBS홀, 국립국악원

콘서트 홀의 명확한 
정의 어려움 

Number of music 
performances 
per year

Number of live music performances 
undertaken in all live music venues 
and concert halls

9,223 2011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http://
www.gokams.or.kr/
06_intro/setup.aspx

연간 음악 공연 
횟수

음악공연장, 콘서트홀에서의 음악회 
개최 횟수
(서양음악, 국악, 오페라 포함)

9,223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공연예술
실태조사, 
조사연구팀 재가공)

•동일 작품을 하나의 공연으로 본
   건수는 6,809건

대중음악 공연 건수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Number of 
comedy clubs

Number of designated comedy 
clubs

N/A

코메디
클럽 수

코메디 클럽 수
해당
사항
없음 

• 한국에 적절하지 않은 시설 분류

Number of  
comedy shows/
performances 
per year

Number of comedy shows/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ity per year

N/A

연간 코메디 쇼 
공연 횟수

연간 코메디 쇼,
공연의 수

해당
사항
없음 

• 한국에 적절하지 않은 
   공연장르 분류

Number 
of  dance 
performances 
per year

Number of danc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ity per year

1,528 2011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http://
www.gokams.or.kr/
06_intro/setup.aspx

연간 무용 공연 
횟수

연간 무용 공연 횟수 1,528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공연예술
실태조사, 
조사연구팀 재가공)

• 동일 작품을 하나의 
   건수로 보는 공연 건수는 593건

Art galleries
Number of art galleries that are 
open to the public

96 2012
Galleries Association 
fo Korea

http://98.33.11.81/sis2/
index.jsp
http://
www.koreagalleries.or.kr/

갤러리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미술품 
갤러리 또는 사립 미술전시장

96 2012 한국화랑협회
app 5. 
서울시 
갤러리 목록

Specialist cultural 
HE establishments

Publicly Fund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arts (includes film schools).
Include list of HE establishments in 
notes section.

7 201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kedi.re.kr/
khome/main/intro/
staffDetailForm.do

국공립 예술 
전문가 교육 기관

국공립 예술 관련 학과 소재 대학교 
또는 대학 숫자
(미술/디자인/영화/공연/
응용미술학과 포함, 패션/뷰티 관련 
학과는 제외)

7 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연구센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만 예술 관련 학과 있는 
경우도 포함, 대학원/학부 모두 있을 
경우 1개로 간주)

예술관련 학과의 범위 
설정 필요

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s Link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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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 Private 
cultural HE 
establishments

Privately Fund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arts (includes film schools).
Include list of HE establishments in 
notes section.

50 201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kedi.re.kr/
khome/main/intro/
staffDetailForm.do

사립 예술 전문가 
교육 기관

사립 예술 관련 학과 소재 대학교 
또는 대학 숫자
(미술/디자인/영화/공연/
응용미술학과 포함, 패션/뷰티 관련 
학과는 제외)

50 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대학원에만 예술 관련 학과 있는 
경우도 포함, 대학원/학부 모두 있을 
경우 1개로 간주)

app 5. 
서울소재 
미술 및 
디자인 관련 
학과 현황

No. of students 
of Specialist 
Art & Design 
Institutions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publicly funded HE establishments 
dedicated to the arts.

2,484 2013

Center for H.E.I 
Information 
Disclosure(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
www.academyinfo.go.kr/
UIPISA/uipnh/unt/ipsrch/
UntUnvAcdtSrchPupExtr
n.do?schlId=0000383

공립 예술 및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고등교육 
기관 재학생수

예술 및 디자인 계열, 공립, 
예술전문가 양성 대학/
대학교 재학생 수

2,484 2013
대학정보공시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예술종합학교만 해당함

No. of students 
of Art & Design 
courses at 
generalist 
universities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arts 
& design courses at generalist, 
publicly funded HE establishments.

78,343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www.kedi.re.kr/
khome/main/intro/
staffDetailForm.do

일반 대학교 내 
예술 및 디자인 
전공 학생 수

4년제 대학교 내 예술 및
디자인 전공 대학생 수
(미술/디자인/영화/공연/
응용미술학과 포함,
패션/뷰티 관련 학과는 제외)

           
78,343 

2012

서울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문화관광
디자인본부에서 
재가공)

•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은 기관의 
재학생 수 (학부생+대학원생)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 
관련 학과 재학생 수를 추출한 뒤 

   한예종 재학생 수(2,484명)를   
제외함

app 6. 
서울소재 
예술 및 
디자인 관련 
대학 현황

통계법 상 개별 학과 내 
학생 숫자 미공개

Number of non-
professional 
dance schools

Number of establishments where 
dance classes are provided (non-
professional)

111 2013
Korea Telephone 
Directory

http://www.ktdc.co.kr/

비전문인 
무용학교

비 전문가 대상 무용 교육시설의 수
(전화번호부 상에 기재된 
무용학원 수)

111 2013
한국전화번호부
(KT114 인터넷 업종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확인을 
통해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용학원 추가 조사 
필요하지만, 중복 확인 
불가능

Cinemas Number of cinemas. 71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
electBoardDetail.do?boa
rdNumber=2&boardSeq
Number=38792

영화관 영화관의 수 71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전국 극장 
현황)

Cinema Screens
Total number of screens across all 
cinemas in the city.

460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
electBoardDetail.do?boa
rdNumber=2&boardSeq
Number=38792

스크린 수 영화관 스크린 수의 총 합 460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전국 극장 
현황)

No. of cinema 
screens 
per million 
population

45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
electBoardDetail.do?boa
rdNumber=2&boardSeq
Number=38792

인구 백만명 당 
스크린 수

45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전국 극장 
현황)

• 서울시 인구 : 10,195,318(2012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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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서울에 적용한 지표정의 통계량 기준년도 자료출처 주석 자료출처 링크 상세 부록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No. of films 
given theatrical 
release in the 
country in a year 

Number of films released in 
cinemas across the country per 
year (as proxy for films released in 
city).

631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
electBoardDetail.do?boa
rdNumber=2&boardSeq
Number=38816

연간 전국 개봉 
영화 편수

전국에서 연간 영화 개봉 편수
(도시의 영화 개봉 편수를 대신함)

631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No. of foreign 
films given 
theatrical 
release in the 
country in a year

Number of films released in the 
country predominantly shot in a 
foreign language (only refers to films 
with a complete cinema theatrical 
release).

456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
electBoardDetail.do?boa
rdNumber=2&boardSeq
Number=38816

연간 전국 외화 
개봉 편수

외국어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전국 
개봉관에서 상영된 영화 편수

456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Film festivals 

Number of festivals in the city 
devoted to films. Those festival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organized by cinema operators but 
can be festivals organized by official 
institutions such as embassies or 
community organized festivals. 

29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www.kobis.or.kr/
kobis/business/mast/fest/
searchUserFestInfoList.do
http://filmfest.kr/festival/
festivalMain.php

영화제
영화 축제 수
(대사관이나 커뮤니티 등이 주최하는 
영화 축제 포함)

29 2012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조사)

• 영화진흥위, 영화제 통합사이트 등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

app 7. 
서울에서 
개최된 
영화제

지표정의에서처럼 
"대사관", "커뮤니티" 
주최 영화제 숫자를 
포함할 경우 대폭 증대 
가능하나 통계 미비 
(국내는 영화제라는 
말이 매우 쉽게 쓰임)

Bookshops
Total number of all bookshops 
including those selling rare and 2nd 
hand books

423 2011
Korean Federation 
of Bookstore 
Association

http://www.kfoba.or.kr/

서점
총 서점의 수
(희귀본 및 중고서적 판매 서점 포함)

423 2011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2한국서점편람)

Rare & 
2nd Hand 
Bookshops

Number of bookshops primarily 
dedicated to rare and 2nd hand 
books retail

102 2013
Seoul Metropolitan 
Library

http://lib.seoul.go.kr/
bbs/content/17_7781

희귀본 및 
중고서점

희귀본 및 중고서적 전문점 102 2013
서울시
(서울도서관 
자체조사)

2007년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화번호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25개 자치구 문의를 통해 
서울도서관에서 재정리한 수치
(자료명 : 2013년 서울시 헌책방 
현황)

Number of book 
titles published 
in the country in 
a year

Total number of book titles 
published in the country in a given 
year.

39,767 2012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kpa21.or.kr/

연간 전국 도서 
출판 건수

해당연도에 출판된 도서의 발행 종 
수
(전국 기준, 학습참고서, 만화책 포함)

39,767 2012
대한출판문화협회
(2012년 출판통계)

발행부수가 아님

app 8. 
2012년 
출판통계

Night Clubs, 
Discos and 
Dance Halls

Night entertainment venues primarily 
used for dancing (excluding bars)

208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tat.seoul.go.kr/
jsp2/WWS8/
WWSDS8115.jsp?cot=013

나이트 클럽, 
디스코, 댄스 홀

밤 여가의 일환으로 춤 추는 공간
(음주를 주로하는 바 제외)

208 2012

서울시
(정보공개과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분류번호-56212))

Number of bars
Number of establishments primarily 
serving alcoholic beverages 
(excluding night clubs and discos)

23,600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tat.seoul.go.kr/
jsp2/WWS8/
WWSDS8115.jsp?cot=013

바
주류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바
(나이트 클럽, 디스코 제외)

23,600 2012

서울시
(정보공개과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분류번호-56211, 
56219))

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s Links appendix

지표 서울에 적용한 지표정의 통계량 기준년도 자료출처 주석 자료출처 링크 상세 부록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Bars per 1.000 
population

24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tat.seoul.go.kr/
jsp2/WWS8/
WWSDS8115.jsp?cot=013

인구 1,000명 당 
바의 수

24 2012

서울시
(정보공개과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분류번호-56211, 
56219))

• 서울시 인구 : 10,195,318(2012년 
기준 적용)

한국의 맥락에 따른 
바의 정의 부정확

Number of 
restaurants

79,251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tat.seoul.go.kr/
jsp2/WWS8/
WWSDS8115.jsp?cot=013

음식점, 레스토랑 79,251 2012

서울시
(정보공개과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분류번호-561))

Number of 
Michelin star 
restaurants

Number of restaurants with Michelin 
stars

N/A
Michelin publishes Green Guide(for 
tourism) only in Seoul.

http://
www.michelinguide.com/

미슐렝 별점 
음식점

미슐렝 가이드의 별 
평점을 획득한 음식점의 수 

해당
사항
없음

미슐랭가이드는 음식점 별점 
레드가이드와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그린가이드 2종류인데 한국에 대한 
미슐랭가이드는 그린가이드만 
출시(2011.5)되었고 레드가이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음.

미슐랭가이드는 음식점 
별점 레드가이드와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그린가이드 
2종류인데 한국에 
대한 미슐랭가이드는 
그린가이드만 
출시(2011.5)되었고 
레드가이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음.

No. of 'artisan' 
markets

Number of markets that sell 
specialist, quality, often locally 
sourced foods, drinks or crafts. 
Includes flea markets and food 
markets.

364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토산.공예품 시장
전문품, 지역 토산품 및 공예품 시장 
숫자(벼룩시장 및 전통 음식장터 
포함)

364 2012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조사)

서울시 
경제진흥실(소상공인창업과,소상공인지원과), 
환경국(자원순환과), 
여성정책실(외국인다문화과)조사 결과 종합

• 전통시장 330곳

• 특산물/직거래시장 29곳

• 나눔장터 4곳

• 외국인벼룩시장 1곳

향후 홍대앞 프리마켓 
등 문화벼룩시장 
포함 필요(서교동, 
동교동 일대의 홍대 
"걷고싶은거리" 전체가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기는 함)

Festivals and 
Celebrations

Number of all festivals, celebrations 
(whether religious or not), and 
fair events undertaken in the city 
(Includes both free and paid film 
festivals, excludes trade shows)

306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elebrations and religious events 
cannot be checked

research report

축제 및 기념행사
축제, 기념행사, 페어 개최 수
(종교행사 포함, 유무료 행사 
불문하되 상품광고 행사는  제외)

306 2012

서울 축제정책개선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서울문화재단, 2012)

app9. 
서울 축제 
개최 현황

통계 포함 행사 범위 
명확화 필요

No.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the 
city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universities based in the 
city

37,369 2012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kedi.re.kr/
khome/main/intro/
staffDetailForm.do

외국인 대학생의 
수(명)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

37,369 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어학연수 : 9,235명
• 유학생 : 23,537명
• 기타 연수 : 4,597명

app10. 
서울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

No. of video 
games arcades

Number of arcades dedicated to 
video games

157 201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suggests that extra 3,279 
"PC-Bang"s(LAN-gaming center) 
should be included considering the 
city’s characteristic condition.

http://stat.seoul.go.kr/
jsp2/WWS8/
WWSDS8115.jsp?cot=013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157 2011
서울시
(2011년
사업체조사 보고)

• 전자 게임장 운영업(Video Games 
Arcade) (분류번호 91221)만 포함

• 컴퓨터게임방(PC방) 미포함 
(3,279개/2011년 사업체조사 보고)

인터넷기반 게임이 
대세인 서울의 맥락을 
반영하여 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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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표정의 통계량 기준년도 자료출처 주석 자료출처 링크
상세 

부록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Museums/Galleries 
attendance - 
% working age 
population attending 
once year

% of adults attending a 
museum or gallery at 
least once a year

N/A

연간 1회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하는 
성인 비율

연간 1회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방문하는 성인 
비율

해당
사항
없음

전체 관람객 중 성인 관람객 
숫자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성인 
개인별 연간 박물관 방문 횟수 
통계 불비

No. of visits to Top 5 
most visited Museums 
& galleries

Total attendance 
figures for the top 5 
most visited museums 
and galleries

7,742,614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상위 5개 박물관/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연간 총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객 수

7,742,614 2012
서울문화재단
(주요 박물관/미술관 입장객 
통계 직접 수집하여 재구성)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상의 2011년 기준 연간 
관람객수 최다인 공립 박물관/
미술관, 사립 미술관 12곳에 
2012년 연관람객 수 자료 제출 
요청하여 분석함

app 11. 
주요박물관
미술관 
입장객 
통계

No. of visits to top 5 
museum & galleries 
per capita

0.8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상위 5개의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인구 
1인당 방문 건수

0.8 2012
서울문화재단
(주요 박물관/미술관 입장객 
통계 직접 수집하여 재구성)

• 서울시 인구 : 
10,195,318(2012년 기준 
적용)

Average daily no. 
of visits to top 5 art 
exhibitions 

Average of the daily 
attendance figures for 
top 5  exhibitions in city 
in a given year (the top 
5 exhibitions are those 
exhibitions in the city 
with the highest daily 
attendance figures)

9,562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상위 5개 전시회의 하루 
평균 관람객 수

총 관람객수 기준으로 
상위 5개 개별 전시회에 
대한 하루 평균 관람객 
수
(상설전시는 제외)

9,562 2012
서울문화재단
(주요 박물관/미술관 입장객 
통계 직접 수집하여 재구성)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상의 2011년 기준 연간 
관람객수 최다인 공립 박물관/
미술관, 사립 미술관 12곳에 
2012년 연관람객 수 자료 제출 
요청하여 분석함

상위 5개 전시회가 연간 
관람객수 최대 12곳 
박물관, 미술관에서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전시회별 
관람객수 통계는 불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는 
자료 제공 거부하여 
정확한 통계확보가 
불가능하였음.

Attendance at Open 
House scheme (or 
similar) [optional]

Attendance at 
Open house events 
where buildings with 
significant architecture 
or design are opening 
up to the public for free

5,115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tendance of "Seoul Open 
Week"

http://sculture.seoul.go.kr/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개방 행사 참가자 
수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개방 행사 관람객 
수

5,115 2012
서울시
(문화예술과 서울시 문화의 
밤 추진결과 보고서)

한국에서는 공공 박물관 및 
입장이 무료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 문화의 밤" 참가자 수를 
집계함

향후 고궁 무료 개방 
등도 포함할 수 있음

No. of admissions at 
all theatres per year

14,288,682 2011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모든 공연장에서의 연간 
입장권 판매 수

(티켓 판매 수 불비로 
관람객 수를 대신 
사용함)

14,288,682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공연예술실태를 
근거로 조사연구팀 재작성 )

공연예술실태 조사 데이터 중 
서울시내 개최 행사 관람객 수 
추정

app 4. 
서울시 
공연통계

티켓판매 건수와 입장객 
수 추정치 비교 필요

No. of  theatre 
admissions per capita 
per year

1.40 2011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연간 1인당 공연 관람수 1.40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공연예술실태를 
근거로 조사연구팀 재작성 )

• 연간 공연 입장권 
판매수(관람객 수) : 
14,288,682

• 서울시 인구 : 
10,195,318(2012년 기준 
적용)

문화소비 및 참여영역 | Consumption&participation

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s Links appendix

지표 서울에 적용한 지표정의 통계량 기준년도 자료출처 주석 자료출처 링크
상세 

부록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Total value of theatre 
ticket sales at all 
theatres per year - 
$m (ppp)

$50m 2011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1$=1,130\(2012 avg. rate)
http://www.gokams.or.kr/
06_intro/setup.aspx

연간 공연 티켓 
판매액 총계

(천원)
\

57,254,449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공연예술실태를 
근거로 조사연구팀 재작성 )

환율은 2012년 평균 환율 적용 추정치임

Total value of ticket 
sales at all theatres 
per capita per year - 
$m (ppp)

$5

연간 1인당 공연티켓 
구매액 총계

(원) \5,616 2011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공연예술실태를 
근거로 조사연구팀 재작성 )

• 서울시 인구 : 10,195,318명 
(2012년 기준 적용)

No. of cinema 
admissions per year

Number of cinema 
tickets sold per year in 
all cinemas in the city

56,544,859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ele
ctBoardDetail.do?boardNu
mber=2&boardSeqNumbe
r=38816

연간 영화 입장권 
판매 수

연간 판매된 영화 티켓 
수

56,544,859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No. of cinema 
admissions per capita 
per year

5.6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ele
ctBoardDetail.do?boardNu
mber=2&boardSeqNumbe
r=38816

연간 1인당 영화 입장권 
구매 수

5.6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  서울시 인구 : 10,195,318명
  (2012년 기준 적용)

No. of admissions at 
main film Festival

Number of tickets sold 
at the most important 
film festival in the city

23,730 2012
IWFFIS(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n 
Seoul)

http://www.wffis.or.kr

주요 영화제 입장권 
판매 수

주요 영화제 유료 
입장객 수
(서울국제여성영화제만 
집계)

23,730 2012

서울시
(문화산업과 2012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결과보고서)

총관객 수는 42,350명

Total value of cinema 
ticket sales per year 
-$ (ppp)

Total value of cinema 
tickets sold per year at 
all cinemas in the city

$393,201,634 2012 Korean Film Council *1$=1,130\(2012 avg. rate)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ele
ctBoardDetail.do?boardNu
mber=2&boardSeqNumbe
r=38816

연간 영화 티켓 
판매액 총계

(원)
\

444,317,846,118
2012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12년도 서울시 소재 극장 
총매출액

Total value of cinema 
ticket sales per capita 
per year -$ (ppp)

$38 2012 Korean Film Council

http://www.kofic.or.kr/
kofic/business/board/sele
ctBoardDetail.do?boardNu
mber=2&boardSeqNumbe
r=38816

연간 1인당 영화티켓 
구매액 총계

(원) \43,580 2012
영화진흥위원화
(201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 서울극장매출 : 
444,317,846,118원

• 2012서울시 인구 : 
10,195,318명(2012년 기준적용)

Total value of 
computer and video 
game sales per year 
-$ (ppp)

$4,478,688,495 2011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1$=1,130\(2012 avg. rate)

연간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판매액 총계

(백만원) \5,060,918 20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산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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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s Links appendix

지표 서울에 적용한 지표정의 통계량 기준년도 자료출처 주석 자료출처 링크
상세 

부록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Total value of all book 
sales -$ (ppp)

Total value of all books 
sold 

$3,484,778,761 2008
Book Trade Promotion 
Center

*1$=1,130\(2012 avg. rate)

http://
www.booktrade.or.kr/
nnew_notice/
morgue_read_
board.jsp?id=4421

연간 도서 
판매액 총계

(억원) \39,378억 2008
출판유통진흥원
(도서유통 통계조사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 총 3조9378억원으로 추정
• 시장 유통 규모는 해당 

보고서에서 단순 추정치이며 
인터넷 서점의 증가세가 
뚜렷한 현재는 다를 것으로 
추정됨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매출액(2008년 기준, 
문화산업통계)-잡지류 
소매업 매출액(2005년 
기준, 문화산업통계 : 평균 
증가치를 곱해 2008년 
추정액 도출)+인터넷서점 
매출액

정확한 통계불비

Total value of all 
music CD sales -$ 
(ppp)

Total value of music 
CDs sold within the city

$123,109,735 2011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1$=1,130\(2012 avg. rate)

음반 판매액 총계
음악CD 판매 총액 
(백만원)

\139,114백만 201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산업 통계)

콘텐츠산업 통계 중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매출액의 총계임.

정확한 통계는 불비, 
MP3를 통한 음악 
판매가 대세여서 
무의미한 통계

Total value of all 
music CD sales per 
capita per year -$ 
(ppp)

$12 20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1$=1,130\(2012 avg. rate)

1인당 연간 음반 구매액 음악 CD 구매액(원) \13,645 2011 2012 콘텐츠산업 통계

Estimated attendance 
at main Carnival/
Festival

Main Carnival/Festival 
refers to event with 
highest attendance in 
the city

1,330,000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주요 카니발/축제의 
참가자 수

서울시 대표 축제 
참가자 수 추정치

1,330,000 2012
서울문화재단
(2012 하이서울 축제 백서)

2012년도 하이서울페스티벌 
참가자 수 추정치

Estimated attendance 
at main Carnival/
Festival as % of city 
population

Main Carnival/Festival 
refers to event with 
highest attendance in 
the city

13% 2012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www.hiseoulfest.org

도시 총 인구 대비 주요 
카니발/축제 참여 비율

서우시 대표 축제 
참가자의 총 인구 대비 
비유

13% 2012
서울문화재단
(2012 하이서울 축제 백서)

No. of international 
tourists per year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s visiting the city 
each year

9,190,000 2012

Korea Tourism 
Organization /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http://kto.visitkorea.or.kr/
kor/notice/data/statis/
profit/notice/inout/
popup.kto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도시를 방문하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9,190,000 2012

한국관광공사
(2012년 외국인관광객 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2012년 한국방문 
외국인관광객 수(1,114만명, 
한국관광공사)에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결과 서울 방문비율(82.5%)을 
대입하여 추정

• 서울시 방문 외국인 수는 현재 
집계 불가함

방문 목적이 관광인 
경우만 고려하여 
재 추정 필요

No. of international 
tourists per year as % 
of city population

90.10%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pp.seoul.go.kr/
main/news/news_report.js
p?search_boardId=14947
&act=VIEW&boardId=
14947

도시 총인구 대비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의 
비중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 
/ 서울시 총인구

90.10% 2012.12.31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보도자료)

List of Specialist cultural HE establishments (2010/11) Students Undergrad Postgrad Note

전문 예술가 양성 고등 교육기관 목록 총학생수 학부생 대학원생 주석 통계관련 개선 사항

총계 80,827 68,370 12,457

Providing a list with number of students is prohibited 

under the Statistics Act in Korea

✽ 학교별 학생수는 통계법상 공개 불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자료를 재정리함

✽ 디자인/영화/공연/응용미술학과는 포함, 패션/뷰티 

관련 학과는 불포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 관련 학과 재학생수만 

추출하면 해당 학생 숫자가 나옴

✽ 참조로 ‘문화 인프라 및 생산영역’의 <4년제 

대학교 학부/대학원생수>(50번째행)는 

해당 학생수(80,827명)에서 <한예종 재학생 

수>(48번째행)를 뺀 숫자임

예술관련 학과 

범위 명시 필요

List of Top 5 Most visited Museums & Galleries Note

1 National Museum of Korea 3,128,550 

2 Seoul Museum of Art 1,691,768 

3 Seoul Museum of History 1,056,603 

4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1,021,608 

5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844,085 

Total 7,742,614 

방문객 수 가장 많은 상위 5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객수 주 석 통계관련 개선사항

1 국립중앙박물관 3,128,550 
연간 관람객 숫자 제공이 
가능한 공립 박물관/
미술관만 통계 대상
으로 삼음
추후 리움 등 사립까지 
포함해야 하지만 
자료 확보 어려움

2 서울시립미술관 1,691,768 

3 서울역사박물관 1,056,603 

4 국립민속박물관 1,021,608 

5 국립고궁박물관 844,085 

총관람객수 7,742,614 

| 전문 예술가 양성 고등 교육기관 목록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대학원, 국민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예술대학, 

그리스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 동양미래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백석예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영상대학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일대학,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숭의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정화예술대학,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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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Top 5 Exhibitions in a year Attendance Note

1
Myths and Legends: Exhibition of Louvre 
Museum

395,415 

2 The 100th Anniversary of Finn Juhl’s Birth 131,492 

3 Van Gogh in Paris 118,194 

4
The Centennial Celebration of Lee In-
Sung's Birth

115,000 

5
National Geographic Photo Exhibition The 
Beatiful Days

109,682 

Total 869,783 

관람객 수 상위 5개 미술전시 관람객수 주 석 통계관련 개선사항

1 루브르 미술관전 395,415 미술관 전시 중 최다 관람객 유치 순위

2 핀율 탄생 100주년 기념전 131,492 

3 반 고흐 인 파리 118,194 

4 鄕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 115,000 

5 내쇼날지오그래픽 109,682 

총관람객 수 869,783 

List of Top 5 Theaters Attendance Note

1 Seoul Arts Center 1,032,117 

2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638,769 

3 Chungmu Art Hall 375,985 

4 National Theatre of Korea 280,911 

5 HANPAC( Hanguk Performing Arts Center) 187,275 

Total 2,515,057 

관람객 수 상위 5개 극장 관람객수 주 석 통계관련 개선사항

1 예술의전당 1,032,117 
연극 전문 공연장을 보유한, 공립 공연시설 중 총 
객석수로 순위 매김

app12.공연장 관객 통계

2 세종문화회관 638,769 

3 충무아트홀 375,985 

4 국립극장 280,911 

5 한국공연예술센터 187,275 

총관람객 수 2,515,057 

Main Festival Attendance Note

Hi Seoul Festival 1,330,000 

주요 도시 축제 관람객수 주 석 통계관련 개선사항

하이서울페스티벌 1,330,000 

Main Film Festival Attendance Note

IWFFIS(International Woman's Film 
Festival in Seoul)

42,350 

주요 영화제 관람객수 주 석 통계관련 개선사항

서울국제여성영화제 42,350 

List of UNESCO World heritage Sites  Note

1 Jongmyo Shrine

2 Changdeokgung Palace Complex

3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 석 통계관련 개선사항

1 종묘

2 창덕궁

3 조선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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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 Links Appendix

지표 지표 설명 통계량 기준연도 출처 주석 링크
상세부록

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Geographical area 
size, SQ. KM 

Total size of area 
of analysis in 
square kilometers 
(includes land 
and water)

http://kosis.kr/gen_etl/start.jsp
?orgId=116&tblId=DT_MLTM_12
46&conn_path=I2&path=건설·
주택·토지 - 토지 - 지적통계 -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

Country 100,188.88 20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ity 605.18 2012

면적

국가 ㎢ 100,188.88 2012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지적기획과)

도시 ㎢ 605.18 2012

Total population 
number

http://kosis.kr/gen_etl/start.jsp?
orgId=101&tblId=DT_1B040A3&
conn_path=I2&path=인구·가구 
- 주민등록인구통계 -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Country 50,948,272 201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ity 10,195,318 2012

총 인구수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주민등록인구통계)

국가 명 50,948,272 2012

도시 명 10,195,318 2012

% of total national 
country population 
living in the city 

20.01% 201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ttp://kosis.kr/gen_etl/start.jsp?
orgId=101&tblId=DT_1B040A3&
conn_path=I2&path=인구·가구 
- 주민등록인구통계 -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국가 인구 대비 도시 
인구 비율

도시 인구 / 국가 
인구 (%)

20.01% 2012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주민등록인구통계)

Working age 
population

Total Population 
of the region 
between 20 and 
65 years old

http://kosis.kr/gen_etl/start.jsp
?orgId=101&tblId=DT_1B04005
N_2012&conn_path=I2&path=
인구·가구 - 주민등록인구통계 
-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2012년)

Country 33,852,222 20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ity 7,117,239 20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 Links Appendix

지표 지표 설명 통계량 기준연도 출처 주석 링크
상세부록

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노동연령 인구
만 20세 ~ 만 
65세 인구수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주민등록인구통계)

국가 명 33,852,222 2012

도시 명 7,117,239 2012

Number of 
Households 

Country 17,950,675 2012

City 3,535,741 2012 Statistics Korea

http://kosis.kr/gen_etl/start.js
p?orgId=101&tblId=DT_1BZ0
504&conn_path=I2&path=인
구·가구 - 추계인구·가구 - 
장래가구추계 - 시도(2010) -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시도

가구 수

국가 가구 17,950,675 2012

도시 가구 3,535,741 2012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http://kosis.kr/gen_etl/start.js
p?orgId=101&tblId=DT_1BZ0
504&conn_path=I2&path=인
구·가구 - 추계인구·가구 - 
장래가구추계 - 시도(2010) -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시도

Foreign born 
population %

% of population 
of the area of 
analysis born in a 
country that differs 
from the area of 
analysis one

Country 2.8% 2012 Statistics Korea

City 4.0% 201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해외 출생 인구 비율
해외 국가 출생 
인구 비율(%)

국가 2.8% 2012 통계청 전국 외국인 : 1,409,577명 

도시 4.0% 2012
서울시
(외국인 등록 건수)

서울시 외국인 : 406,293명 

Education level-% 
with degree level or 
higher 

% of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with 
a diploma higher 
than an high 
school one)

Country 62.7% 2012 Statistics Korea

http://kosis.kr/gen_etl/start.jsp
?orgId=101&tblId=DT_1IN1004&
conn_path=I2&path=인구·가
구 -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총조사인구(2010) - 전수부문 - 
성

City 70.6% 2012 Statistics Korea

도시 일반현황 영역 | Contextu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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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 Links Appendix

지표 지표 설명 통계량 기준연도 출처 주석 링크
상세부록

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교육수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 이상을 
보유한 인구 
비율(%)

국가 62.7% 2012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만 6세이상 인구 중 
고졸학력이상 인구 비율

도시 70.6% 2012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Average income per 
capita per year

Country $22,708 2012 The Bank of Korea

http://kosis.kr/gen_etl/start
.jsp?orgId=301&tblId=DT_0
74Y002&conn_path=I2&pa
th=국민계정·지역계정·국
가자산(국부) - 국민계정 - 
주요지표(2005년기준) - 10.1.1 
연간지표(2005년 기준

City $24,560 2011 Statistics Korea
✽ 1$=1,130\(2012 avg. 

rate)
http://kostat.go.kr/wnsearch/
search.jsp

1인당 연 평균 소득

국가 (만원) \2,559만 2012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http://kosis.kr/gen_etl/start
.jsp?orgId=301&tblId=DT_0
74Y002&conn_path=I2&pa
th=국민계정·지역계정·국
가자산(국부) - 국민계정 - 
주요지표(2005년기준) - 10.1.1 
연간지표(2005년 기준

도시 (만원) \2,775만 2011 통계청 조사통계자료

✽ 서울지역 총생산
   (282,944,907백만원
   (2011년 기준))
✽서울시 인구
   (10,195,318명
   (2012년 기준))

Median gross weekly 
earnings

Country N/A

City N/A

주간 중간 소득

국가 N/A

도시 N/A

GDP
Gross domestic 
product for a 
given year

Country $1,126,070,353,980 2012 The Bank of Korea

City $218,709,469,026 2012 Statistics Korea ✽1$=1,130\(2012 avg. rate)

Indicator
Definition of 
Indicator

Figure Date Source Note Links Appendix

지표 지표 설명 통계량 기준연도 출처 주석 링크
상세부록

자료
지표관련 
개선사항

국민 총 생산

국가 (억원) \12,724,595억 2012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http://kosis.kr/gen_etl/start
.jsp?orgId=301&tblId=DT_0
74Y002&conn_path=I2&pa
th=국민계정·지역계정·국
가자산(국부) - 국민계정 - 
주요지표(2005년기준) - 10.1.1 
연간지표(2005년 기준

도시 (억원) \2,471,417억 2012
통계청
(경제통계국 
지역소득통계팀)

http://kosis.kr/gen_etl/start.jsp?
orgId=101&tblId=DT_1C51&conn
_path=I2&path=국민계정·지역
계정·국가자산(국부) - 지역계정 
- 지역소득 (2005년 기준)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Creative Industries 
Employment

% of Local Labor 
Force employed 
by  creative 
industries

Country 4.2% 2011

City 9.4% 201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in 
Seoul(2011, Byeongsun 
Jeong, Seoul Institute)

Model from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Industries in 
Seoul(2011, Byeongsun 
Jeong, Seoul Institute) 
used

창조산업 고용율
지역 내 창조산업 
고용비율(%)

서울연구원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정병순, 2011))
서울시(201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의 
창조산업 분류 모델을 
바탕으로 2011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가공

app 13. 
기초사업체 
통계 원자료 
가공_ 
창조산업 
종사자수

app 14. 
창조산업 
세부 직업별  
종사자수 

국가 766,850명 4.2% 2011

•창조산업 
종사자수(766,850(명))/
전국사업체 
종사자수(18,093,190(명))

창조산업 
업종구분 
통일필요

도시 423,473명 9.4% 2011

※ 창조산업종사자수
(423,473(명))/
서울 사업체 
종사자수(4,498,3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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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2.

WCCR 회원도시 
문화정책 지표

통계조사 결과✽

✽ WCCR 2013 보고서 중  각 회원도시간 주요지표 비례를 위해 통계 결과만 발췌수록함

    보고서 전문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www.sfac.or.kr,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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