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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활동서울의 5% 불과갈길먼문화수도광주

문화수도 광주의 예술활동 지수가 전

국 17개 도시 가운데 7위 전남은 10위인

것으로파악됐다 광주는 5대 광역시중 3

위에 머물렀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공

연전시가 가장 활발하게 열린 전국 10개

시설에포함됐다

1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문학시각

예술국악양악연극무용 등 6개 예술

분야의 지수를 각각 100으로 잡고 문화활

동이집중된서울(600점)을기준으로환산

한 예술활동 지수(Art Index)를 2014 문

예연감에발표했다

광주는 6개 부문 종합지수는 471로 경

기(1492) 부산(1064) 대구(637) 경남

(604) 전북(527)에이어 7위 전남은 367

로 10위에머물렀다

예술활동지수는지난한해6개예술분

야각각에대한출간과공연 전시회등횟

수를 집계해 서울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비율을구한것으로서울과의문화격차를

보여준다전국적으로전체예술활동의지

역별 편중을 수치화해 집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별 분야로도 서울은 총 1만9846건의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기록했으며 2위인

경기가 4459건 부산과 대구가 각각 2162

건 1486건 순이었다 광주는 983건으로 7

위 전남은 12위를기록했다

공연과전시가가장활발하게이뤄진10

개 시설로는서울예술의전당이 1355건으

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문화회관(462건)

금호아트홀(443건) 부산문화회관(400건)

으로그뒤를이었다 252건을기록한광주

문화예술회관은 9위에포함됐다

광주광주의문학부문지수값은 10

에 그쳤고 국악과 연극을 제외한 다른 값

들도모두한자리수에불과했다 연극은

분야 지수값 가운데 가장 높은 162를 차

지했고 국악이 104로 뒤를 이었다 그만

큼공연이활발했다는방증이다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전체 983건으로

이 가운데 문학이 61건으로 62%를 차지

했고 시각예술이 284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낮은비중을보였다 반면 국악과

양악 연극은타지역에비해비중이높았

다

광주에서가장많은예술활동이펼쳐진

공간은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 국악과 무

용 양악 연극 등에서 총 252건의 공연이

열렸다 유스퀘어문화관이 141건 빛고을

시민문화관 106건 유스퀘어문화관금호

갤러리 47건 조선대학교미술관 40건 5

18기념문화센터 35건 은암미술관 25건

광산문화예술회관 22건 신세계갤러리광

주점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각각 18

건으로그뒤를이었다

전남전남의예술활동지수합계값

은 367로전국 17개광역자치단체가운데

10위였다 문학부문지수는 01로매우낮

았다 반면 국악과 연극 분야에서 각각

121과 130로비교적높았다 국악부문의

수치가 두드러진 이유는 국립남도국악원

이라는인프라가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총 614건의 예술 활동

이 이루어졌으며 양악 공연이 318%인

195건 시각예술과 연극이 각각 259%와

256%인 159건 157건으로대부분을차지

했다 국악의 비중은 121%로 타 지역에

비해매우높았다

순천문화예술회관으로 모두 109건 공

연전시가 열려 전남에서 가장 활발한 곳

이었다 다음으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85건 예울마루 69건 목포문화예술회관

54건 국립남도국악원 36건 광양시문화

예술회관 31건 장성문화예술회관 21건

장흥문화예술회관 15건 나주문화예술회

관과강진아트홀이각각15건으로뒤를이

었다

예술위 관계자는 전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예술활동이벌어진순천문화예술

회관의 활동 건수는 100건을 조금 상회하

는 수준을 보였다며 예술 활성화를 위

해서는 순천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규모로

활동하는지역내문화공간을확보하는것

이바람직하다고진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예술위원회발표 2014 문화지수 광주 7위전남 10위

새로출범할문화부산하법인인아시아

문화원이직원채용전형을진행하고있는

과정에서뒷말이무성하게나오고있다

준공공기관임에도채용인원이확정되지

않았을뿐아니라최종합격자발표시기도

추후공고로발표한것이단초가됐다

실제지난달 29일 아시아문화원설립준

비단이발표한채용공고안에따르면채용

규모는 000명이다 행정직전문직군 등

에 걸쳐 2급부터 5급 직원을 선발하지만

정작채용인원은명시하지못했다

아시아문화원 설립준비단이 현재 정부

부처와 아시아문화원 인력정원을 놓고 협

의를하고있기때문에정확한채용규모를

밝히지못한것이다또문화전당개관(9월

4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직을

구성하려는불가피한선택이기도하다

문화전당에대한관심을반영하듯아시

아문화원의신규직용채용에는 3200여명

이몰렸다신입을뽑는45급에는700여

명이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를거쳐면접

을 기다리고 있고 경력직인 23급에는 90

여명이 1차시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들의 연봉이 최저 2400만원

최고 8300만원까지 비교적 높아 경쟁을

부추긴요인이됐다

그러나면접전형을앞두고도정확한채

용규모가확정되지않아수험생들사이에

서는 깜깜이채용이라는볼멘소리가나

오는 것은 물론 채용규모를 놓고 70명선

이니 120명규모니하는각종설이난무하

고있다

채용전형 여파로 아시아문화원의 전신

이될아시아문화개발원은업무마비상태

다아시아문화개발원직원들이다수아시

아문화원에채용될것으로기대했으나상

당수직원들이전형과정에서탈락했기때

문이다

실제 특정 부서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전형에서 탈락했다 문화개발원 전체적으

로도많은직원들이탈락함에따라일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원

안팎에서는 직원들이 대거 탈락함으로써

업무혼선은물론문화전당개관에차질을

빚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개관콘텐츠구축을맡고있는아시아

문화개발원을 확대개편해 출범할 법인

이다 이 법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

영과관련한일부업무를문화전당으로부

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문화전당 콘텐츠 창작과 문화상품 유통

등수익사업을추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적인조각가왕두(王度)씨가 18

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평

화교류원인근에작품 빅토리(Victory높이 7m 폭 2m80)를 설치해눈길을모으

고 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V를 형상화한 이 작품은 아시아의 행복한 미래와 승

리성공을기원하는마음을담고있다조각가왕두는지난 1989년톈안먼(天安門) 사태

때투옥됐고유럽에서활동중인중국미술 1세대작가다 최현배기자choi@

도대체몇명이야?아시아문화원 깜깜이채용

광주문예회관 공연전시 건수 전국 10대 기관에 포함

전남 국악연극강세순천문예회관 109건 가장활발

규모합격자발표시기미정

최종면접앞두고확정못해

개발원인력대거탈락불만

亞문화전당中조각가왕두작품설치

2014년도지역분야별예술활동지수순위

구분 문학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계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00

경기 227 185 228 230 474 148 1492

부산 22 117 234 145 254 292 1064

대구 21 66 132 141 159 117 637

경남 10 50 123 102 228 91 604

전북 11 52 175 100 110 80 527

광주 10 37 104 94 162 64 471

경북 03 32 126 66 190 40 457

인천 37 23 53 42 120 93 369

전남 01 21 121 53 130 42 367

강원 04 43 58 44 119 34 302

대전 21 32 22 60 88 42 264

울산 01 29 55 51 66 63 264

충남 03 14 36 35 105 38 231

제주 02 12 22 44 49 30 160

충북 05 43 27 09 54 15 153

세종 00 02 02 02 08 00 15

계 1379 1759 2517 2220 3315 2188 13375

자료한국문화예술위원회


